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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가상화 기술에서 클라이언트 기반의 데스크톱 가상화에 필요한 기술 요소를 찾아내고 로컬 컴퓨

 환경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정된 클라이언트 가상화 기술을 제안하 다. 유  벨 가상화와 VMWare를 로

딩하여 처리 익스 로우 유틸리티를 실행시킨 후 각 로세스의 Private 바이트를 비교해보면 VMWare에서는 

30.1MB의 메모리 용량이 사용되었고, 유  벨 가상화 로세스에서는 16.6MB의 메모리 용량이 사용되어짐

을 알 수 있었다.클라이언트 가상화를 이용한 가상화 사용자 역과 로컬 컴퓨  환경에서 응용 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CPU 사용율을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상화된 사용자 

역에서 로컬 컴퓨  환경의 성능 하를 최소화 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new virtualization technology that is more convenient and stable in local computing environment, 

then found technique elements need to desktop virtualization which is based on clients in various virtualization technologies. After 

running excution of process explorer utility in user level virtualization and VMWare, we found memory capacity that is used 

30.1MB in VMWare and 16.6MB in user level virtualization respectively to compare private bytes each of process. We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CPU utilization which is executed application program in local computing environment and user domain 

with user level virtualization. In this result, proposed vitualization technology is able to minimize performance degradation of local 

computing envri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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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가상화 기술은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물리  시스템

에서 실제 물리  시스템과 독립 으로 복수 개의 논

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술로서 기에 규모 시

스템을 개별 논리  독립 시스템으로 보이게 하여 시

스템의 개별화를 목 으로 사용된 이후 최근에는 시

스템의 신뢰성, 안정성, 확장성을 보장하기 해 가상

http://dx.doi.org/10.13067/JKIECS.2013.8.1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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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하 다[1][2].

로컬 컴퓨  환경에서 가상화는 시스템을 운 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고갈이나 성능 하, 업그 이드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가상머신의 독립된 환경을 구

성하여 편리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여 내부 결함으로 

인해 가상 머신 자체 문제가 발생하거나 서비스 장애

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응하고 복구할 수 있어

야 한다[3][4].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반 함과 동

시에 클라이언트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로컬 컴퓨

 환경에 독립 으로 가상화된 사용자 역을 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로컬 컴퓨  가상화

그림 1에서와 같이 로컬 컴퓨  환경의 하드웨어와 

호스트 운 체제 안에 각각의 가상 하드웨어가 존재

한다. 가상 하드웨어에는 가상 환경에 따라 운  체제

와 응용 로그램 설치가 필요하여 운 체제와 응용 

로그램의 라이센스 비용과 설치가 필요하다.

그림 1. 하드웨어 가상화
Fig. 1 Hardware virtualization

커  벨 가상화는 각각의 가상 환경이 생성하는 

시 에 커 을 구성하고 응용 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그림 2와 같이 커  벨 가상화를 통해 생성된 

가상 환경에서는 커 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로컬 컴

퓨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응용 로그램 뿐만 아니

라, 서로 다른 가상 환경의 응용 로그램을 공유하는 

것이 어렵다. 커  벨 가상화는 운 체제 내부 구조

에 의존 이어서 운 체제의 버 에 따라서 구조 인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2. 커  벨 가상화
Fig. 2 Kernel level vitualizatrion

Ⅲ. 커 모드와 유  모드의 구조

로컬 컴퓨  환경에서 동작하는 잘못된 응용 로

그램으로부터 시스템 보호를 해 운 체제는 운  

체제의 코드를 실행하는 커  모드와 사용자 응용 

로그램을 실행하는 유  모드를 사용한다. 유  모드

에서 실행되는 응용 로그램은 제한된 인터페이스의 

집합만이 가능하고 시스템 데이터에 한 액세스를 

제한하고 하드웨어에 한 직 인 근이 불가능하

다. 유  모드 로그램이 시스템 서비스를 호출할 때 

로서서는 호출을 가로채서 쓰 드를 커  모드로 

환하도록 호출한다. 시스템 서비스가 완료될 때 운

체제는 쓰 드 컨텍스트를 다시 유  모드로 환

하고 호출자가 계속해서 실행하도록 한다.

도우는 OS/2, POSIX, Win32의 환경 서 시스템

을 가지고 있다. 도우가 운 체제로 동작하기 해 

모든 코드를 가진다면 많은 양의 복 함수를 가지기 

때문에 시스템 크기와 성능에 한 부정 인 향을 

고려하여 Win32가 주 서 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 다

른 두 서 시스템들은 요구에 의해 구성되는 반면 

Win32 서 시스템은 항상 실행해야 한다. 도우의 

환경 서 시스템 로세스에서는 콘솔 도우들, 로

세스와 쓰 드의 생성과 종료, 16비트 가상 도스 머신 

로세스에 한 지원, 내부 언어 지원함수들을 지원

한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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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도우 아키텍처
Fig. 3 Window architecture

커  모드 장치 드라이버는 도우 디스 이 제

어, 화면 출력 리, 키보드와 마우스를 비롯한 다른 

장치들로부터의 입력 수집, 응용 로그램에 사용자 

메시지 달을 지원하고 GDI(Graphics Device 

Interface) 함수를 포함한다[7][8][9].

그림 4. FindNextFile의 실행 흐름
Fig. 4 FindNextFile execution flow

그래픽스 장치 드라이버들은 하드웨어 종속 인 그

래픽스 디스 이 드라이버, 린터 드라이버, 비디

오 미니포트 드라이버 등이다. 로컬 PC에서 실행되는 

응용 로그램은 직  Win32 주 서 시스템을 호출

하지 않고, 하나 이상의 서 시스템 DLL들을 통해서 

호출한다. 서 시스템 DLL들은 문서화된 도우 API 

함수들을 문서화 되지 않은 커  모드 시스템 서비스

를 호출로 변환한다. 

Kernel32.dll, User32.dll, Advapi32.dll, Gdi32.dll과 

같은 도우 서 시스템 DLL들은 도우 API 함수

들을 구 해 놓은 것이다. 그림 4는 유  벨에서 

도우 서 시스템 DLL내의 함수를 호출하여 커  

벨로 진입하여 실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로컬 PC에

서 동작하는 응용 로그램은 도우 서 시스템 

DLL을 로드 하고 그것의 임포트 어드 스 테이블

(IAT)에서 각 함수들의 메모리 주소를 복사한다. 디

토리 내의 일을 나열하기 해 응용 로그램이 

Kernel32.dll에서 제공하는 FindFirstFile API를 호출

하면 IAT에 있는 FindNextFile 함수의 주소로 이동

하여 Ntdll.dll을 호출한다. Ntdll.dll은 도우 서 시

스템 DLL을 사용하기 한 특별한 주요 시스템 지원 

라이 러리이며 도우 실행부 시스템 서비스에 한 

시스템 서비스 디스패치 스텁과 서 시스템, 서 시스

템 DLL, 다른 네이티  이미지에 의해 사용되는 내

부 지원 함수들을 포함한다. Ntdll.dll은 FindNextFile

에 응하는 커  벨 함수인 NtQueryD합는 응

oryFile의 번호를 EAX 지스터에 로드하고 EDX 

지스터에는 FindNextFile 인자의 유  벨 주소를 

로드한다. SYSENTER와 INT 2E 명령을 이용하여 

Ntdll.dll은 커  벨로 진입한다. 도우 서 시스템 

DLL이 응용 로그램 메모리 주소 공간에 로드되기 

때문에 응용 로그램의 메모리 주소 공간에 근하

게 되면 API를 변경시키거나 응용 로그램 임포트 

테이블 변경이 가능한데 이것이 API 후킹이다. API 

후킹을 이용하면 로세스나 네트워크 포트를 숨길 

수 있고 일에 한 쓰기가 다른 일에서 이 지도

록 할 수 있으며 응용 로그램이 특정 로세스의 

핸들을 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한, API 호출을 

로그로 남긴다면, 응용 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동작

하는지 알 수 있다.

Ⅳ. 가상화 역의 성능비교

가상화 연구를 통해 시장을 유하고 있는 표

인 벤더는 VMWare와 Microsoft 그리고 Xen 등이 

있다. 본 에서는 이 세 개의 가상화 벤더들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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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가상화 시장의 70% 이상을 유하고 있는 

VMWare와 본 논문에서 구 된 유  벨의 가상화

의 성능을 평가하고 비교 분석한다.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동일한 Windows XP(SP 3) 시스템 테스트 환

경에서 구 된 유  벨 가상화와 Guest OS로 

Windows XP를 설치한 VMWare를 구동시키고 테스

트 환경의 CPU와 메모리의 변화를 측정하고 그 결과

를 비교 분석하 다. 

그림 5. Process explorer 실행
Fig. 5 Process explorer execution

그림 6. VMWare에서 guest OS 구동에 따른 메모리 
변화

Fig. 6 Memory change of guest OS running on the 
VMWare

그림 7. 유  벨 가상화(u-level) 구동에 따른 메모리 
변화

Fig. 7 Memory change of guest OS running on the 
VMWare

그림 5와 같이 로세스의 동작을 확인하는 로그

램인 Process Explorer 유틸리티를 실행시키고 유  

벨 가상화와 VMWare를 로딩하 다. 각 로세스

의 Private Bytes를 비교해보면 VMWare는 30.1MB

를 유  벨 가상화 로세스는 16.6MB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6은 VMWare에서 Guest OS를 구동시켰

을 때의 로세스 메모리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고 그

림 7은 유  벨 가상화(u-level) 로세스의 메모리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다. Guest OS(Windows XP) 부

으로 VMWare는 vmware-wmx.exe 로세스를 생

성하게 되며 해당 메모리의 사용량은 700,620KB로 

VMWare의 가상 머신에서 Guest OS를 구동하기 

해 필요하다. 

반면, 유  벨 가상화 로세스는 테스트 환경에

서 애 리 이션 형태로 동작하기 때문에 VMWare와 

같이 Guest OS를 구동하기 한 메모리와 같은 로컬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림 8과 그림 9는 VMWare 로세스의 메모리 

사용량과 유  벨 가상화(u-level) 로세스의 메모

리 사용량을 막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막  그래

에서도 나타나듯이 VMWare 로세스 메모리 사용

량과 유  벨 가상화(u-level) 로세스의 메모리 

사용량의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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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MWare 로세스의 메모리 사용량
Fig. 8 Memory usage of VMWare process

그림 9. 유  벨 가상화(u-level) 로세스의 메모리 
사용량

Fig. 9 Memory usage of user-level virtualization 
(u-level) process

표 1. VMWare와 유  벨 가상화(u-level) 
로세스의 메모리 사용량 비교

Table 1 VMWare and user-level virtualization(u-level) 
compared to the process's memory usage

Virtualization 
domain

Classfication 
Process

Usage 
Memory(KB)

VMWare

vmware 47,588

vmware-authd 2,032

vmnethcp 820

vmware-vmx 700,620

User-level
Virtualization
(u-level)

u-level con 22,864

u-level svc 9,156

표 1은 VMWare와 유  벨 가상화(u-level) 

로세스가 동작할 때의 사용 메모리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10은 VMWare의 Guest OS를 부 시 VMWare 

로세스의 CPU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로컬 컴퓨  환경에서 가상화된 사용자 역의 테

스트를 하여 가상 데스크톱으로 사용하기 한 가

상화된 사용자 역의 생성이 필요하다. 먼  가상화 

사용자 역을 확보하기 해서는 로그램을 실행하

여 가상화 공간을 설정해야 한다. 한 이 게 생성되

는 가상화된 사용자 역을 설정함에 있어 로컬 컴퓨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공간의 크기를 과해서 생

성할 수 없다. 

그림 10. VMWare에서 Guest OS 구동에 따른 CPU 
변화

Fig. 10 CPU change of guest OS running on the 
VMWare

그림 11. 가상화 사용자 역 실행
Fig. 11 Execution of virtualization user domain

가상화된 사용자 역에서의 사용 공간은 생성 시

간을 고려하여 1G Byte의 크기로 생성하도록 하 다. 

이 게 생성된 가상화된 사용자 역은 사용자의 삭

제 명령을 통해 실시간 삭제  재생성도 가능하지만, 

복 생성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로컬 컴퓨  환

경에서 가상화된 사용자 역을 오직 하나만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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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설계하 기 때문이다. 가상화된 사용자 

역이 정상 으로 구축되면 그림 11과 같이 로컬 컴퓨

 환경에 가상화된 사용자 역이 응용 로그램의 

형태로 구동된다. 가상화된 사용자 역의 생성이 완

료되면 실행할 응용 로그램을 등록해야 한다. 응용 

로그램 등록은 로컬 컴퓨  환경에 존재하는 .exe 

확장자의 실행 일을 가상화된 사용자 역에 등록

하거나 로컬 컴퓨  환경에 존재하는 .exe 실행 일

을 가상화된 사용자 역으로 드래그하여 등록할 수 

있다.

테스트를 하여 iexplore.exe, alsong.exe, notepad.exe

를 가상화된 사용자 역에 추가하면 그림 10의 로컬 컴

퓨  환경에서 사용하는 아이콘이 가상화된 사용자 역

에도 생성되고 추가된 응용 로그램의 목록을 리하고 

실행 일에 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로컬 컴퓨 에서 알송 응용 로그램 실행
Fig. 12 Execution of alsong application program in 

local computing

그림 12은 가상화된 사용자 역의 테스트를 진행

하기  로컬 컴퓨  환경에서 실행되는 알송 응용 

로그램의 실행을 나타내고 있다. 로컬 컴퓨 에서 

실행되는 알송 응용 로그램을 가상화된 사용자 

역에서 실행하기 해서는 사용자 가상화 역의 

로그램 등록을 통하여 가상화된 공간으로 이동시킨다. 

가상화된 사용자 역으로 등록되어진 응용 로그램

의 실행은 로컬 컴퓨 에서 실행되는 것과 동일한 방

법으로 응용 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다. 그림 13은 

가상화된 사용자 역에서 알송 응용 로그램 실행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실행 화면에서 실제 로컬 컴퓨

에서 운  되어지는 것과 구별하기 해 가상화된 

사용자 역 공간에서 운 되는 응용 로그램은 경

계선 테두리에 노란색으로 표시하 다. 

그림 13. 가상화된 사용자 역에서 알송 응용 
로그램 실행

Fig. 13 Execution of alsong application program in 
virtualizied user domain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된 사용자 역에서 높은 신

뢰성과 실시간 성능을 보장하고 자원의 효율 인 활

용을 한 새로운 클라이언트 기반의 가상화 기술을 

용하 다. 가상화 기술의 방 한 기술에서 필요한 

기술 요소를 찾아내고 로컬 컴퓨  환경에 사용자에

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된 가상화 기술을 제안하 다. 

제안된 가상화 기술로 로컬 컴퓨  환경의 성능 하

를 최소화 하여 효율 으로 가상화된 사용자 역에

서 필요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 다.

이것은 가상화를 통해 사용자 로컬 컴퓨  자원을 

그 로 사용하면서 효율 으로 로컬 컴퓨  환경으로

부터 하나의 사용자 컴퓨  리소스를 분리시키는 것

과 같은 효과로 VMWare 가상화와 비교하여 사양 

로컬 컴퓨  환경에서 보다 안정 인 가상화를 제공

하는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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