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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은 IT 인프라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IT 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 가상화는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핵심 기술이며, 기존의 컴퓨터 시스템
구조에는 없던 하이퍼바이저를 비롯한 가상화 계층을 구축한다. 정보보호의 관점에서 가상화
계층은 방화벽 및 IPS/IDS와 안티바이러스 등 기존 보안 기술에 대해 보안 사각지대가 되며
새로운 보안 취약성 및 공격 경로를 발생 시킨다.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 보안 기술은
이러한 가상화 계층에 대한 보안 가시성을 제공하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새로운 보안
취약성을 악용한 공격에 대응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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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인프라 자원을 소유의 대상에서 대여의 대상으로 바꾸어 IT 자원의
비용 효율 극대화를 추구하며, 전 세계적으로 IT 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다. 국내
의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클라우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2014년까지 2.5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방통위, 2011; 이상동, 2010;
지경부, 2009). 그러나, 비용 효율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에서 클라우드의 구축
및 도입을 실제 추진할 때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슈는 보안 우려이다. 시만텍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기업들은 클라우드 도입시 장애요인 1순위로 악성코드, 기밀 데이터
해킹 및 유출 등 보안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Symantec, 2011).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게 제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클라우드 사용자는 필요한 IT 자원을 물리적으로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의 IT 자
원을 필요한 시점에 할당 받아서 원격 접속을 통해 사용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이
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가상화 기술이다. 이는 한정된 양의 물리적 IT 자원을 논
리적으로 나누어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동적으로 할당하여 물리적 IT 자원이 논리적으로 공유
되어 사용되어 지게 한다.
가상화 기술이 적용된 가상화 시스템은 기존 전통적인 시스템과는 다르게 운영체제와 하
드웨어 사이에 가상화 계층이 존재 한다. 가상화 계층은 하이퍼바이저를 주요 요소기술로 가
지며 다수의 가상머신이 구동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보안의 관점에서 가상화 계층을
가진 가상화 시스템의 구조는 새로운 보안 취약성을 발생시킨다. 대표적으로 방화벽 및 IPS/
IDS 같은 기존의 보안 기술들이 가상화 계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상화 계층
은 기존 보안 기술이 모니터링 할 수 없는 보안 사각지대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대응으로 하이퍼바이저 기반 가상화 보안 기술이 활발히 연구
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적용한 보안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이퍼바이저 기반 가상화 보안
기술은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가상화 계층의 가시성을 확보한다. 또한, 가상화 시스템의 구조
적 이해를 통해 가상화 시스템의 신규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들에 대응한다.
본고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하이퍼바이저 기반 가상화 보안 기술의 동향을 분석하고 소
개 한다. 먼저 Ⅱ장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요를 설
명한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특성을 규정짓는 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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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설명한다. Ⅳ장과 Ⅴ장에서는 가상화 환경에서의 보안 이슈와 기존의 보안기술로 가
상화 환경에서의 보안문제를 다루려 할 때의 제한점에 대해 각각 논의 한다. Ⅵ장에서는 이
러한 가상화 환경에서의 보안 문제를 위한 하이퍼바이저 기반 가상화 기술을 설명한다. 끝으
로, Ⅶ장에서 본고를 결론 맺는다.

Ⅱ.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해
본 장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 서비스 모델, 그리고 아키텍쳐의 특징에 대해 설명
함으로써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해를 돕는 다.

1.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자원을 필요한 만큼 대여하여 원하는 시점에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
하는 컴퓨팅 환경이다(Forrester Research, 2010; Gartner, 2010; Mell & Grance, 2009).
즉, IT 자원이 필요한 개인 혹은 기관에서 물리적인 IT 자원을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
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의 IT 자원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기반으로, 사용자는 IT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와 제공자는 IT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가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근간이 된다.

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은 <표 1>에서와 같이 대표적으로 세가지, SaaS (Software
as a Service), PaaS (Platform as a Service),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로 분
류된다.
SaaS는 소트프웨어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모델이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통해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한 원격 접속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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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서비스 모델

클라우드 서비스 대상

대표적 서비스 예

SaaS

응용 소프트웨어

Salesforce.com, Google Docs, MS Office365

PaaS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환경

Google App Engine, Microsoft Azure

IaaS

컴퓨터 시스템 자원 등의 IT 인프라 자원

Amazon EC2, S3, SKT T-CloudBiz, KT ucloudbiz

PaaS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즉, PaaS 서비스 모델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서비스 개
발을 위한 개발 도구와 라이브러리를 비롯하여 서비스 구성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
드웨어를 포함한 IT 인프라를 제공한다.
IaaS는 서버 인프라 자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모델이다. 즉,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한 원
격 접속으로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자는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컴퓨터, 저장장치 등과 같은 IT 인프라 자원을 제공한다. 가상
화 기술은 단일의 물리적인 IT 자원이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각각 독립적인 논리적 IT 자원으
로써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능케 한다. 따라서, 가상화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IT 자원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되고 관리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기술이다. 이러한,
가상화 기술은 Ⅲ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된다.

3.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배치 모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배치(deployment) 모델은 일반적으로 사설(private), 공공
(public), 하이브리드(hybrid) 클라우드의 세가지 모델로 구분된다. 공공 클라우드에서는 클
라우드 사업자가 클라우드 서비스와 사용자들을 위한 접근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이 모델은
비용 면에서는 사용자에게 장점을 제공하지만, 각 클라우드 사용자를 위하여 클라우드 컴퓨
팅 환경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유연성 면에서는 제한점을 가진다. 사설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의 사용자 혹은 기관이 스스로 전용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 및 관리함으로써, 데
이터의 저장 및 처리도 해당 조직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모델에서는 사용
기관의 목적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유연성은 높지만, 초기 도입 비용이 비싸고 구
축에도 시간이 걸리는 단점을 가진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비용 면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 이들 두가지 모델을 조합하여 구축하는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비즈니스 서비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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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등은 사설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보안에 덜 민감한 정보들이나 프로세싱은 공공 클라
우드를 이용한다.
설명된 세가지 클라우드 배치 모델에 추가적으로 커뮤니티(community) 클라우드 모델이
제시되기도 한다. 커뮤니티 클라우드 모델은 특수한 보안 요구사항이나 협업 등과 같은 공통
의 목적을 가지는 기관 간에 형성되는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클라우드 IT 인프라를 운용하는
모델이다.

Ⅲ. 가상화 기술의 개념 및 특징
1. 가상화 개념과 주요 특징
가상화는 단일의 물리적인 IT자원이 동시에 다수의 논리적인 IT자원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와 같이 기존의 컴퓨터에서는, 단일의 하드웨
어에서 단일의 운영체제만이 수행되며 해당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를 독점 한다. 하지만, 가상
화 기술이 적용되면 단일의 하드웨어 상에서 복수개의 논리적인 가상머신이 동시에 구동될
수 있으며 각각의 가상머신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운영체제가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Virtualization

Traditional Architecture

Virtual Architecture

[그림 1] 가상화 개념

[그림 1]에서와 같이 가상화 기술이 적용된 가상화 시스템 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가상화 소프트웨어 요소는 하이퍼바이저 (혹은, 가상머신 모니터)이다. 하이퍼바이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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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머신과 하드웨어 사이에 위치하며 다수의 가상머신들이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가상화
계층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하이퍼바이저는 각 게스트 운영체제 (가상머신에서 동작되는 운
영체제)가 구동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독립된 가상머신 환경을 제공해 주며, 이러한 게스트
운영체제의 실행을 관리한다. 따라서, 하이퍼바이저의 주 기능은 CPU 및 메모리 등을 포함
한 하드웨어 자원을 각 가상머신에 논리적으로 분할 할당하며 이들의 스케쥴링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하드웨어 자원을 공유함에 있어 가상머신 간의 고립화(isolation)를 보장한다.
하이퍼바이저는 [그림 2]에서 처럼 일반적으로 2가지 타입으로 나뉜다(Goldberg, 2010).
우선, ‘타입 1’은 bare-metal 타입이라고 불리며, 하드웨어 상에서 직접 동작하며 그 상부에
가상머신 들이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한다. ‘타입 2’는 hosted 타입이 라고도 불리며,
하드웨어 상에 직접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호스트 운영체제 (물리적인 하드웨어에서 직접 구
동되는 운영체제) 상에서 동작한다.

Type 1

Type 2

[그림 2] 하이퍼바이저의 종류

‘타입 1’ 하이퍼바이저는 하드웨어 상에서 바로 동작하는 형태로 고성능의 가상화를 제공하
며, 대표적인 예로는 오픈소스인 Xen(Citrix, 2014)과 KVM(KVM, 2014), 상용인 VMware
ESXi(VMware, 2014)와 MS Hyper-V(Microsoft, 2014)가 있다. ‘타입 2’ 하이퍼바이저는
개인 컴퓨터의 운영체제 상에 응용프로그램의 형태로 인스톨되어 가상머신을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므로 설치 및 사용상의 편의가 있으나, ‘타입 1’ 하이퍼바이저에 비해 낮은 성능
을 보인다. 대표적인 ‘타입 2’ 하이퍼바이저로는 VMware Workstation, VMware Fusion,
Parallels Desktop(Parallels, 2014), Oracle VirtualBox(Oracle, 2014), QEMU(Bellard,
2014) 등이 있다.
기존 전통적인 IT 인프라에서의 컴퓨팅 자원들 (컴퓨터, 스토리지 등)과 가상화 기술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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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가상화 환경의 컴퓨팅 자원들 간의 주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가상화 자원들의 설치 및
관리의 용이성이다. 기존의 IT인프라 환경에서는 필요한 물리적 IT 자원 (서버장비 등)을 도
입하는 데에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이 소요된다. 하지만, 가상머신의 경우 생성, 중
단, 재시작, 복사, 종료, 제거 하는 등의 설치 및 관리 과정이 몇 분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다.
가상화 환경에서의 가상머신은 이미지 파일형태로 저장 되어 일시 중지, 종료될 수 있다.
또한, 일시 중지 혹은 종료된 가상머신의 재시작 시 저장된 가상머신 이미지 파일이 가상화
시스템에 재로딩 되어 즉시 재시작이 가능하다. 또한, 가상머신이 실행 중인 물리적 호스트
(가상화 시스템)에 동작 불량, 과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실행 중인 가상머신을 실
행중단 없이 다른 물리적인 호스트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을 라이브 마이그
레이션(Live Migration)이라 한다.
가상화 환경 내부의 가상 네트워크에서는 가상 스위치(vSwitch, virtual switch)를 통해
네트워크 패킷 스위칭이 행해진다. 가상 스위치를 통해 동일한 가상화 시스템 내 가상머신간
의 네트워크 패킷들은 직접적인 스위칭이 일어한다. 또한, 가상화 시스템 외부의 호스트 (물
리적 호스트 혹은 가상머신)와 내부 가상머신 간의 네트워크 패킷은 가상 스위치를 통해 가
상화 시스템 외부로 스위칭 된다. 단 이 경우는 물리적인 NIC를 통해 가상화 시스템 외부와
의 통신이 수행된다.

2. 하이퍼바이저 별 가상화 플랫폼 구조
가상화 플랫폼을 위한 주요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 계층은 각각 서로 다른 구조를 가
진다. [그림 3]은 주요 하이퍼바이저 별 가상화 플랫폼의 구조를 나타내며, 크게 2가지 유형
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에서는 하이퍼바이저와 별도의 관리 가상머신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이룬다.
Xen과 MS Hyper-V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Xen에서의 관리 가상머신은
Domain 0 VM라고 불리며, MS Hyper-V에서는 Parent VM이라고 불린다. 해당 구조에서
하이퍼바이저는 CPU 스케줄링, 가상머신 메모리 할당, 가상머신 시작·중지·종료 등 최소
한의 기능만을 담당하고, I/O 처리 및 기타 나머지 관리 기능은 별도의 관리 가상머신이 전
담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하이퍼바이저의 크기를 최대한 경량화 함으로써 하이퍼바이저
코딩 버그로 인한 취약성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려 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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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유형에서의 가상화 플랫폼 구조는 하이퍼바이저와 관리 기능을 모두 포함한 단일
커널 구조를 가진다. VMware ESXi와 KVM이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이퍼바이저
와 I/O 및 기타 나머지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이 하나의 커널 내에 모두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가상화 플랫폼 내의 가상화 계층 구조의 차이는 보안 관점에서 볼 때, 공격자가 공
격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취약점 및 공격 경로와 공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관리 가상머신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에서 관리모듈의 취약성을 이용해 공격했을
경우 공격의 결과로 관리 가상머신의 유저 스페이스에 대한 제어권만을 획득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관리 가상머신이 별로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상화 계층의 커널 레벨에 대한
제어권을 획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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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하이퍼바이저 별 가상화 플랫폼 구조

Ⅳ. 가상화 환경에서의 주요 보안 이슈
클라우드 환경하의 가상화 인프라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보안 취약성들을 가진다. 첫째,
가상화 시스템 내부 영역은 기존의 방화벽, IPS, 안티 바이러스 등 기존 보안기술로 보안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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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할 수 없다. 우선,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장비들은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하여 침입 탐지를 수행한다. 하지만, 가상화 시스템 내부 영역에서의
가상머신 간 통신은 가상화 시스템 내의 가상 스위치를 통해서만 전달된다. 즉, 가상화 시스
템을 구축한 물리적인 호스트의 외부와 연결된 네트워크 라인을 통해 전달되지 않는 다. 이
러한 특성은 기존의 보안장비가 가상화 시스템 내부 영역에서의 가상머신간 네트워크 통신을
감지할 수 없는 보안사각지대 (security blind zone)를 구축하게 한다. 또한, 가상화 시스템
내부의 가상화 계층은 기존의 안티 바이러스 등의 기술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
안사각지대가 되는 계층이다. [그림 3]에서와 같은 하이퍼바이저 별 가상화 계층의 구조적 차
이는 이러한 이해의 복잡성을 더욱 가중 시킨다. 따라서, 가상화 시스템 내부 구조를 이해하
여 가상화 시스템 내부 영역 상의 보안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침입 탐
지 기술이 요구된다.
둘째, 가상화 시스템 내부영역에서는 다중임대 (multi-tenancy)의 특성을 가진 서로 다
른 이용자그룹들의 가상머신들이 상호 연결되어 다양한 해킹, 악성코드 전파 등 공격 경로
발생이 가능하다. 우선 생성, 중지, 재시작, 이동, 복사, 삭제 등이 동적으로 일어나며, 서로
다른 사용자/기관에 임대될 수 있는 가상머신의 특성으로 인해 가상스위치 상에서 VLAN 등
을 이용한 정적인 가상 네트워크 분리가 어렵다. 이로 인해 동일한 네트워크 상에서 가능한
기존의 ARP 캐쉬 포이즈닝과 같은 스니핑 공격이나 악성코드 전파와 같은 다양한 공격에 취
약할 수 있다. 또한,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해킹이 성공할 경우 가상화 시스템 내 모든 가상머
신들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공격이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가상 네트
워크 상에서 동적인 접근 제어 변경 관리가 요구되며, 기존의 다양한 네트워크 기반 공격 뿐
아니라 하이퍼바이저 등 가상화 계층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공격에 대한 대응도 필요 하다.
셋째, 가상머신의 동적인 라이프사이클로 인해 보안관리가 복잡해 진다. 가상머신은 생성,
중지, 재시작, 복사, 삭제가 용이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물리 호스트, 즉 가상화 시스템 간
실시간 이동이 가능하다. 가상머신은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물리
호스트로의 실시간 이동이 가능하며, 또한 가상머신의 사용이 일시 중지 후 재시작될 때 시
스템의 설정에 따라 다른 물리적 호스트에서의 재시작이 가능하다. 이는 보안패치가 적용되
지 않아 보안에 취약하거나 이미 악성코드에 감염된 가상머신이 다른 물리적 호스트로 제한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 정적인 IT 환경에서의 보안 관
리와는 다른 복잡성을 동반한다. 따라서, 가상화 환경에서는 각 가상머신의 동적인 라이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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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을 고려하여, 현재 상태 및 이동 경로 등 가상머신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보안상태 추적/
관리가 요구된다.

Ⅴ. 기존 보안기술의 가상화 환경 적용시 한계점
1. 네트워크 보안기술의 한계점
기존의 IPS/IDS 및 방화벽과 같은 네트워크 보안기술은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패
킷을 대상으로 탐지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경계 (perimeter)를 설정하고 해당 경
계를 통과하는 네트워크 패킷을 캡쳐하여 침입 탐지 및 접근 제어를 수행한다. [그림 4]에서
와 같이 가상화 환경에서 기존의 IPS/IDS 및 방화벽은 물리적인 가상화 시스템의 외부 네트
워크 경계에 적용된다. 따라서, 가상화 시스템 외부와의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서만 탐지
및 차단을 수행할 수 있다.

User A
VM

User B
VM

User C
VM

User D
VM

App

App

App

App

vSwitch
Internet

Hypervisor
Physical Firewall Physical
Switch
(IPS/IDS)

Security Blind Zone

[그림 4] 가상화 환경에서 IPS/IDS 및 방화벽의 한계

가상화 시스템의 내부 영역에는 가상화 기술의 적용으로 가상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이러
한 가상 네트워크 내에서는 가상스위치(vSwitch)를 통해 네트워크 패킷의 스위칭이 일어난
다. 가상화 서버 내부 영역에서의 네크워크 통신 즉, 가상머신 간의 네트워크 통신 시에는 가
상 네트워크 패킷이 가상화 서버의 외부로 나가지 않고 가상화 시스템 내부 영역에서 스위칭
되어 전달된다. 따라서, 가상화 서버 내에 구축된 가상화 네트워크는 기존의 IPS/IDS 및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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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벽에게는 보안 사각지대 (security blind zone)가 된다. 이러한 보안 사각지대로 인해 기존
의 보안 장비로는 가상 네트워크 상의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서는 침입 탐지가 제한적이다.

2. 안티 바이러스의 한계점
기존의 안티 바이러스는 각 호스트에 에이전트 형태로 설치되어 각 에이전트가 독립적으
로 악성코드의 시그니쳐를 관리한다. 이러한 기존의 안티 바이러스를 가상화 환경에 적용할
경우 크게 세가지 주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는 안티바이러스 스톰 (A/V storm)의
발생 문제이다. [그림 5]에서와 같이 가상화 환경에서 기존의 안티바이러스 기술을 적용하면
각 가상머신에 안티바이러스 에이전트가 설치된다. 일반적으로 기업환경에서는 안티바이러
스들이 동일한 시각에 악성코드 검사를 실시하도록 셋팅되어 있으므로 각 가상머신에 설치된
안티바이러스 들이 동시에 동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각 안티바이러스 에이전트들
이 동시에 공유 디스크에 있는 파일들을 스캔하며 악성코드 검사를 하므로 시스템 전체의 부
하가 매우 높아진다. 이를 안티바이러스 스톰이라 한다. 안티바이러스 스톰은 해당 가상화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전체 가상머신들의 성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문제를 유발한다.

Virus/Malware
Signature
Update
A/V Storm
Blind Zone for A/V

[그림 5] 가상화 환경에서 기존 안티바이러스의 한계

둘째, 각 가상머신에 설치된 에이전트의 악성코드 시그니처를 모두 최신 시그니쳐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가상화 시스템 내에 운용되는 모든 가상머신들의 보안수준을 동일하게 유지
하게 위해서는 각 가상머신에 설치된 안티바이러스의 악성코드 시그니쳐도 동일하게 최신 상
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최신의 악성코드 시그니처 유지 요구사항은 동적인 생성, 중단,
재시작, 이동 등이 용이한 가상머신의 특성상 보안 관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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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상머신 상에 동작하는 안티바이러스 에이전트는 가상화 계층, 즉 하이퍼바이저 등
에 존재 가능한 악성코드를 탐지 할 수 없다. 하이퍼바이저의 특권 레벨(privileged level) 보
다 낮은 레벨에서 동작하는 가상머신은 하이퍼바이저를 포함한 가상화 계층 내에 직접 접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가상머신 내에서 동작하는 안티바이러스 에이전트에게는
가상화 계층 영역이 보안 사각지대가 된다. 이로인해, 안티바이러스는 하이퍼바이저에 접근
하여 하이퍼바이저 루트킷 등 하이퍼바이저에 침입한 악성코드를 탐지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하이퍼바이저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 하이퍼바이저 상
에 동작하는 모든 가상머신의 제어권 또한 상실하게 되므로 하이퍼바이저의 보안은 중요한
이슈이다.

Ⅵ. 하이퍼바이저 기반 가상화 침입 대응 기술
본 장에서는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 침입 대응 기술의 주요 요소 기술인 agentless
가상 보안 어플라이언스 기술과 가상머신/하이퍼바이저 내부정보 분석 기반 공격 탐지 기술
을 설명하며, 또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이러한 보안 기술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응용 기
술을 설명한다.

1. 가상머신 내부정보 분석 기반 침입 탐지
가상머신 내부정보 분석 (VMI, Virtual Machine Introspection) 기반 공격 탐지 기술
(Garfinkel & Rosenblum, 2003; Juniper Networks, 2014; Kittle, 2010; Payne et. al.,
2007; Shin et. al., 2013; Trend Micro, 2014; vmitools, 2014; VMware, 2014)은 하이퍼
바이저를 통해서 각 가상머신의 내부 상태를 분석하여 외부로 부터의 침입을 탐지하는 기법
이다. [그림 6]에서와 같이 VMI 기반 침입 탐지 기술에서는 하이퍼바이저를 통하여 각 가상머
신의 가상 CPU 레지스터, 가상 메모리의 내용, 파일 I/O 활동 등의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 및
분석을 통하여 가상머신의 악성행위를 탐지한다. 또한, 가상 스위치로의 접근을 통해 각 가상
머신이 발생시키는 가상 네트워크 패킷를 캡쳐하여 네트워크 기반의 침입 탐지 및 대응이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각 가상머신이 소유 및 접근 가능한 스토리지 내의 파일들에 대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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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접근 경로 제공을 통해 악성코드를 포함한 파일을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가상 H/W
자원

물리 H/W

[그림 6] 가상머신 내부정보 분석기반 공격탐지기법 개념

Garfinkel & Rosenblum(2003)에서는 [그림 7]에서와 같이 VMI 기반의 IDS를 제안 하
였다. VMI 기반의 IDS는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드웨어의 상태와 가상머신의
활동을 모니터링 한다. 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되는 상태 및 활동들에 대해 보안정책에 기
반한 침입 탐지를 수행한다.

IDS

Policy Engine
Policy Modules

Monitored Host

Config File
Guest OS
Metadata

Policy Framework
Query

Command

Response

Guest Apps
Guest OS

OS Interface Library

Virtual Machine
Hardware State

Callback or
Response

Virtual Machine Monitor

※출처: Garfinkel & Rosenblum, 2003

[그림 7] VMI 기반의 IDS

Shin et. al.(2013)에서는 [그림 8]과 같이 VMI 기반의 IPS 및 방화벽을 제안 한다. 하이
퍼바이저를 통해 가상화 계층에 접근할 수 있는 하이퍼바이저 보안 API 레이어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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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I 기반의 침입 탐지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IPS와 방화벽 서비스 뿐 아니라 VMI 기
반의 안티바이러스 등의 추가적인 서비스도 공통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동작할 수 있는 플러
그인 구조를 제공 한다. 또한, 플랫폼 내의 하이퍼바이저 보안 API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하
이퍼바이저 독립적으로 구현함으로써, 하이퍼바이저 보안 API 교체만으로 Xen 이외의 다른
하이퍼바이저 기반 가상화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다.

Pluggable Detection Engines
NIDS Engine

Firewall Engine

Detection
Engine
Control

Intrusion
Response
VMI

Policy &
Signature
Management

Logging

HIDS Engine

System
Settings
User Account
&
Authentication

External
Interfaces

vIPS Framework
Hypervisor Security API
Hypervisor-based Intrusion Prevention Platform

※출처: Shin et. al., 2013

[그림 8] Xen을 위한 VMI 기반의 IPS 및 방화벽

VMI 기반의 침입 탐지 기술은 현재 일부 하이퍼바이저 기반 가상화 시스템 상에서는 상용
보안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상용 하이퍼바이저인 VMware사의 ESXi의 경우 VMI
API(VMware, 2014)를 파트너 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를 이용한 Juniper
Networks 사의 FireFly Host(Juniper Networks, 2014), TrendMicro 사의 Deep
Security(Trend Micro, 2014)와 같은 VMI 기반의 IPS 및 안티 바이러스 기술들이 해당 플
랫폼을 위해 제공되고 있다. [그림 9]는 Juniper Networks 사 FireFly Host가 VMware 사
의 VMI API인 VMsafe를 이용하여 가상화 방화벽을 구현하는 구조를 나타낸다. FireFly
Host는 VMsafe가 제공하는 가상 네트워크 패킷 필터 (VMware DV Filter)에 네트워크 패킷
제어 룰을 설정하고, 가상 네트워크 패킷 필터가 가상 네트워크 패킷을 제어하게 함으로써 가
상화 방화벽 기능을 구현한다. 가상 네트워크 필터는 하이퍼바이저 내에서 가상 스위치를 직
접 제어하여 가상화 시스템 내에서 스위칭 되는 가상 네트워크 패킷들의 흐름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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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Center

VM

VM1

VM2

V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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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 SIM, Syslog, Netflow)
THE vGW ENGINE

Packet/Data
ESX Kernel

VMWARE DVFILTER
VMWARE VSWITCH OR
DISTRUBUTED VSWITCHES

HYPERVISOR

※출처: Juniper Networks, 2014

[그림 9] Juniper Networks사의 Firefly Host 동작 개념

Introspecting VM

Using Introspection To View A Kernel Symbol
(1) The VMI application requests to view a kernel
symbol. (2) LibVMI finds the virtual address for
the kernel symbol. (3) Kernel page directory mapped
to find correct PT. (4) PT mapped to find correct data
page. (5) Data page returns to LibVMI Library.
(6) LibVMI returns the data requested by the VMI
application (may require mapping multiple pages).

VMI
Application

1

System
map

2

6
LibVMI

USER VM
User addr
Kemel addr

4

3
5

Page Directory

Page Table
Kernel Data

※출처: vmitools, 2014

[그림 10] LibVMI의 하이퍼바이저를 통한 VM 메모리 접근 동작 개요

오픈소스 하이퍼바이저인 Xen의 경우 VMI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인 XenAccess
(Payne et. al. 2007)가 개발되었으며, 현재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vmitools(vmitools,
2014)로 전환되어 오픈소스 하이퍼바이저 KVM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vmitools는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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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의 가상 메모리 및 가상 CPU 레지스터 값 접근 기능만을 제공하는 제한점이 있다. [그림
10]은 LibVMI가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가상머신의 메모리에 접근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LibVMI는 각 가상머신의 게스트 운영체제를 위한 System Map 파일 등을 통해 각 가상머신
의 커널심볼이 가르키는 가상메모리 주소를 획득하고,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가상머신의 페
이지 테이블에 순차적으로 접근하여 커널심볼의 값을 읽어 온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가상
머신의 메모리에 접근하여 메모리 값을 읽어올 수 있다.
이러한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VMI 기술의 제한점은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
가 유효하다는 가정에 기반 한다는 것이다. 즉, 하이퍼바이저를 포함한 가상화 계층의 제어
권이 공격자에게 이미 상실된 경우 유효한 탐지를 행할 수 없다. 따라서, VMI 기술의 유효성
을 보장하기 위해, 하이퍼바이저 및 관리 가상머신를 포함한 가상화 계층 자체에 대한 보안
기술이 요구되어 진다. 가상화 계층을 위한 보안 기술로는 하이퍼바이저 루트킷(Wojtczuk
et. al., 2008) 등의 가상화 계층에 은닉된 악성코드의 탐지, TPM 기반 하이퍼바이저 혹은
가상화 계층의 무결성 점검(Wang & Jiang, 2010), 하이퍼바이저 내부 정보 분석
(Hypervisor Introspection) 기반 모니터링(Ding et. al., 2013), 제어권이 상실된 하이퍼바
이저로 부터 가상머신의 메모리를 보호하는 가상화 시스템 구조(Jin et. al., 2011; Szefer &
Lee, 2012)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Agentless 가상 보안 어플라이언스
Agentless 방식의 가상 보안 어플라이언스(Juniper Networks, 2014; Trend Micro,
2014)는 [그림 11]에서와 같이 각 가상머신 내에서 에이전트 방식으로 동작하지 않고 별도의
특별한 권한을 가진 보안 전용의 가상머신 상에서 동작하는 보안 어플라이언스를 뜻한다.
즉, 일반 가상머신과는 달리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다른 가상머신들의 내부 상태에 접근하여
침입 탐지 혹은 악성코드 탐지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6.1절에서 설명된 VMI 기
반 침입 탐지 기술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agentless 기반 가상 보안 어플라이언스의 형태
로 구현된다.
Agentless 방식으로 동작하는 가상 보안 어플라이언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outof-the-box 방식의 침입탐지를 실시함으로써 각 가상머신을 타겟으로 하는 침입 공격에 덜
취약하다. 즉, 각 가상머신을 타겟으로 하는 침입 공격은 공격시 agentless 방식의 가상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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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도의 VM으로 동작
② 가상화 시스템 내의
모든 가상머신에 대한
보안문제 대응

[그림 11] Agentless 가상 보안 어플라이언스 동작 개념

어플라이언스의 존재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보안 어플라이어스 자체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러한 공격에 덜 취약하다. 둘째, 안티바이러스 스톰과 같은 성능 저하 이슈를 일
으키지 않는다. 즉, 각 가상머신에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가상화 시스템
내 다수 가상머신들의 에이전트들이 동시에 구동됨으로써 일어나는 심각한 성능 저하 문제를
발생 시키지 않는다. 셋째, 안티바이러스에 대한 중복 악성코드 시그니처 업데이트·관리 복
잡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안티 바이러스를 위한 agentless 가상 보안 어플라이언스의 경우
각 가상머신에 에이전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각 에이전트들에 중복된 악성코드 시그니
처를 업데이트·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out-of-the-box 방식의 침입탐지 기법은 시맨틱 갭(semantic gap)
문제를 제한점으로 가진 다. 이는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가상머신의 가상 메모리 혹은 디스크
에 직접 접근해서 취득한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 해당 가상머신 운영체제의 현재 컨텍스트를
이해해야만 가능한 어려움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상머신 내의 루트킷 탐지 등을 위해 MS
윈도우 운영체제의 윈도우 레지스트리와 같은 특정 시스템 정보에 접근하려는 경우에 주로
발생 한다. 가상머신 내에서는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 해당 시스템 내부 정보를 취
득할 수 있지만, out-of-the-box 방식에서는 가상머신의 메모리 혹은 디스크에서 추출한
원시 수준의 데이터에 가상머신 운영체제의 컨택스트 정보를 적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
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 가상머신에 경량의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시맨틱 갭이 큰 시스템 내부
정보는 가상머신 내부에서 획득하여, agentless 가상 보안 어플라이언스와 함께 협동하여 침
입 탐지를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새로이 논의되고 있다(Trend Micro, 2014).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가상머신 내의 에이전트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out-of-the-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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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장점을 약화 시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Jiang et. al., 2010)에서는 이러한 추가
적인 에이전트 설치를 피하고 시맨틱 갭을 줄이기 위한 기법을 제안한다.

3. SecaaS (SECurity As A Service) :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최근 클라우드에서의 보안 기술들은 클라우드에서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SecaaS
(Security As A Service) 형태로의 제공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이종훈 외, 2012). 즉, 클라우
드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IT자원들이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안 기능 또
한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제공되는 형태가 요구되는 것이다. CSA (Cloud Security Alliance)
에서는 10가지의 보안 영역 <표 2>를 정의하고 이들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구현을 위한 가
이드를 제공하고 있다(Cloud Security Alliance, 2014). 또한, 가트너에 의하면 SecaaS에
대한 요구는 이미 정점을 지났으며, SecaaS는 2~5년 이내에 클라우드 보안 영역에서 일반
적으로 통용될 기술로 예상되고 있다(Heiser, 2013).

<표 2> SecaaS를 위 한 10가지 보안 영역
보안 영역

보안 영역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ntrusion Management

Data Loss Prevention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

Web Security

Encryption

Email Security

Business Continuity and Disaster Recovery (BCDR)

Security Assessments

Network Security

※출처: SecaaS Working Group, 2011

SecaaS의 기본 개념은 보안 기능을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클라우드 인
프라 및 서비스를 위한 보안 서비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가 아닌 기존의 IT 환경을 위한 보
안 기능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화 하는 것을 포함 한다. 단, 하이퍼바이저 기반 가상화 침입
대응 기술의 관점에서 한정적으로 본다면, 해당 기술을 기존 클라우드 환경에 어떻게 잘 통
합시키어 기존의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들처럼 클라우드 사용자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보안 서비스 만을 비용 지불을 통해 사용하게 해 주는 가 이다.
하이퍼바이저 기반 가상화 침입 대응 기술을 SecaaS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Ⅵ장 1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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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장 2절에서 설명한 기술들이 적용되는 것에 더해, 사용자(Tenant) 인지 기반의 사용자 별
독립된 보안 기능 적용 기술, 자원 대여의 근간이 되는 보안 기능 사용량에 대한 정의 및 측
정 기준, 비용 청구 기술, 컴플라이언스 준수 관련 기술, 감사 기술 등이 추가적으로 적용되
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은 SecaaS로 제공되어야 할 보안 서비스들에게 공통으로
제공되어야 할 기술들이며 공통적인 SecaaS 프레임워크의 표준화와 그에 기반한 연구·개
발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제공되어 질 수 있다.

Ⅶ. 결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IT 자원의 최대 이용률 및 저비용 관리 자동화의 성취는 가상화
기술을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가상화 기술을 통해 구축된 가상화 시스템은 기존의 전통적
인 컴퓨터 상에서 운영체제가 수행되는 것과는 다른 시스템 구조를 지닌다.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 구조는 새로운 보안 취약성과 공격 경로를 발생 시킬 뿐만 아니라, 방화벽, IPS/IDS,
안티바이러스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보안 기술들에게 보안 사각지대를 초래 한다. 본고에서
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이러한 새로운 보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하이퍼바이저 기
반의 가상화 보안 기술 동향에 대해 논의 하였다.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침입 대응 기술의 주요한 두 가지 요소 기술은 가상머신/하이퍼바이
저 내부 정보 분석 기반의 침입 탐지 기술과 agentless 가상 보안 어플라이언스 기술이다. 이
들은 가상화 시스템 내부 영역 상의 가상 네트워크 보안과 각 가상머신에 대한 호스트 레벨
보안 문제에 대응한다. 또한, 하이퍼바이저 자체에 대한 침입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는 기술은 사용자의 편의 및 관리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 및 발전 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가상화 보안 기술 또
한 새로이 적용되는 기술의 반영을 통해 발생되는 새로운 구조 및 보안 취약성 등에 대한 대
응이 요구되어 진다. 특히, 최근 클라우드에서의 보안 기술은 SecaaS, 즉 클라우드 서비스로
서의 보안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가상화 보안 기술 또한 클라우드 환경
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SecaaS의 형태로 서비스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네트
워크 제어의 복잡성을 줄이고 유연하고 동적인 제어를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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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SDN, Software-Defined Networking) 기술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SDN과의 연동 기술 또한 주목 받고 있다(김익균, 2013).
전 세계적인 클라우드의 활성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정부의 클라우드 도입에 있
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가상화 환경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
이다. 본고에서 논의된 하이퍼바이저 기반 가상화 보안 기술은 이러한 새로운 보안 우려에
대해 효과적인 기술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김익균 (2013). “클라우드 환경의 가상화 인프라 보안 기술 동향,” 「CSA Korea Summit 2013」
방통위 (2011). “올해를 원년으로, 5년내 클라우드 강국으로 도약”
이상동 (2010). “2010년도 클라우드 컴퓨팅 전망분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자신문 IT Mega
Vision 2010」
이종훈·정승욱·정수환 (2012). “Security as a Service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22권, 7호.
지경부 (2009). “범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Baozeng Ding·Yeping He·Yanjun Wu·Yuqi Lin (2013). “HyperVerify: A VM-assisted
Architecture for Monitoring Hypervisor Non-control Data,” Proceedings of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Security and Reliability-Companion(SERE-C).
Bryan D. Payne·Martim D. P. de A. Carbone and Wenke. Lee (2007). “Secure and Flexible
Monitoring of Virtual Machines,” Proceedings of Annual Computer Security
Appliances Conference (ACSAC).
Citrix, “Xen,” http://www.xen.org/
Cloud Security Alliance, “SecaaS’, https://cloudsecurityalliance.org/research/secaas/
Fabrice Bellard, “QEMU,” http://wiki.qemu.org/
Forrester Research (2010). “The Evolution Of Cloud Computing Markets,” Forrester report.
Gartner (2010). “Cloud Computing: Key Initiative Overview,”
Jakub Szefer·Ruby B. Lee (2012). “Architectural Support for Hypervisor-Secure
Virtualization,”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chitectural Support for
Programming Languages and Operating Systems (ASPLOS).
Jay Heiser, “Hype Cycle for Cloud Security, 2013,” Gartner, http://www.gartner.com/
id=2570118
Juniper Networks, “vGW Series Virtual Gateway,” http://www.juniper.net/as/en/products-

74

INTERNET & SECURITY FOCUS July 2014

FOCUS

services/security/vgw-series/
KVM, “Kernel Based Virtual Machine(KVM),” http://linux-kvm.org/
Microsoft Corp., “Microsoft Server and Cloud Platform,” http://www.microsoft.com/en-us/
server-cloud/windows-server/hyper-v.aspx
Oracle, “VirtualBox,” https://www.virtualbox.org/
Parallels, “Parallels Desktop,” http://www.parallels.com/kr/products/desktop/
Peter Mell and Timothy Grance (2009). “The NIST Definition of Cloud Computing,” NIST.
Rafal Wojtczuk·Joanna Rutkowska·Alexander Tereshkin (2008). “Xen 0wning Trilogy,”
Black Hat USA.
Robert P. Goldberg (2010). “Architectural Principles for Virtual Computer Systems,” Harvard
University, pp. 22-26.
Security as a Service Working Group (2011). “Defined Categories of Service,” Cloud Security
Alliance.
Seongwook Jin·Jeongseob Ahn·Sanghoon Cha·Jaekyuk Huh (2011). “Architectural
Support for Secure Virtualization under a Vulnerable Hypervisor,” Proceedings of
IEEE/ACM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croarchitecture (MICRO).
Symantec Corporation (2011). “2011 State of Cloud Security,”
Tal Garfinkel and Mendel Rosenblum (2003). “A Virtual Machine Introspection Based
Architecture for Intrusion Detection,” Proceedings of Network and Distributed
Systems Security Symposium (NDSS), pp. 191-206.
Thomas Kittel (2010).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Virtual Machine Introspection based
Intrusion Detection System,” Master Thesis, Technische Universität München.
Trend Micro, “Deep Security,” http://www.trendmicro.com.au/au/enterprise/cloudsolutions/deep-security/
vmitools project, https://code.google.com/p/vmitools
VMware, “vCloud Networking and Security,” http://www.vmware.com/products/datacentervirtualization/vcloud-network-security/
VMware, Inc., “VMware,” http://www.vmware.com/
Xuxian Jiang·Xinyuan Wang·Dongyan Xu (2010). “Stealthy Malware Detection and
Monitoring Through VMM-Based ‘Out of the Box’ Semantic View Reconstruction,”
ACM Transactions on Information and System Security, Vol, 13, No. 2.
Youngsang Shin·Miyeon Yoon·Kyungho Son (2013). “Design of a Versatile Hypervisorbased Platform for Virtual Network-Host Intrusion Prevention”,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ICIPM).
Zhi Wang·Xuxian Jiang (2010). “HyperSafe: A Lightweight Approach to Provide Lifetime
Hypervisor Control-Flow Integrity,” Proceedings of IEEE Symposium on Security and
Privacy.

FOCUS 4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하이퍼바이저 기반 가상화 보안 기술 동향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