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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less computing은 컴퓨팅 환경의 이동성을 용이하게 지원하는 기술로써, 여러 사용자들이 컴퓨
팅 자원을 공유하는 환경에서 각 사용자 별 보안성을 확보하는 주요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최근
가상화 기술의 확산 및 cloud computing의 발전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하는 설정과 데이터들(state)을
원격의 서버등과 같은 임의의 저장장치에 저장 후, 향후 어떠한 환경에서든 저장된 내용을 복원하여 사
용자의 computing 환경을 이어가는 개념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다.
가상화 기술은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로써, 가상화된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가상화 기술과 가상화된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운영체제 가상화 기술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운
영체제 가상화 기술의 핵심은 namespace forwarding으로써,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 또는
서버 프로그램에게 가상화(또는 namespace forwarding)된 운영체제의 자원들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
를 통해 사용자는 현재 설치된 호스트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복수개의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운영체제 가상화 기술은 현재 서버 가상화 기술, 모바일 데스크탑 환경 지원 기술 등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전 연구인 ubiquitous Personal Computing Environment (uPC) [1, 2] 는 포항공대에서 2007년
Windows 운영체제 환경에서 개발된 OS 기반 가상화 모듈로써 모바일 데스크탑 환경을 지원한다. 이
기술을 통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데스크탑 환경(또는 컴퓨팅 환경)을 휴대용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자신
이 원하는 어떠한 컴퓨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그림 1는 uPC 운영체제 가상화 기술을 전체적으로 도
식화 하고 있으며, 커널 영역에 시스템콜 hooking을 통해 자원의 사용요청을 namespace forwarding
해주고 있다. Filesystem, Registry, Kernel Object, Service자원을 가상화 해주고 있으며, 휴대용 저장
장치 외에도 유.무선 네트워크 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시나리오를 통해 그 유용성을 검증하고 있다.

그림 1. uPC 운영체제 가상화 기술

그림 2. uPC desktop object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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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uPC player는 사용자에게 Windows 운영체제 환경에서 Stateless computing
실행환경을 지원하는 기술로써, uPC player는 OS 기반 가상화 모듈인 uPC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에
게 Windows 운영체제 컴퓨팅 환경을 지원한다. 기본적인 uPC player의 역할은 uPC 이미지(저장된 가
상실행환경 파일)를 열고, 가상실행환경을 위한 환경을 설정하고, 가상실행환경을 로드한다. 또한 역순
으로 가상실행환경을 uPC 이미지에 저장한다. 세부적으로 uPC player는 두 가지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
설계 및 구현되었으며, 이는 Stateless computing 실행환경지원과 uPC 실행환경의 네트워크 지원이다.
Stateless computing 실행 환경 지원은 세 가지 부분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첫 번째는 uPC 가상실
행환경 로드/언로드 시점에 사용되었던 가상화된 filesystem, registry, kernel object, service 자원에 대
한 처리를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uPC plyaer는 가상 registry 자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registry hive
파일을 호스트 registry hierarchy의 sub-tree에 로드/언로드함으로써, 빠른 로딩속도를 제공함과 동시에
변경사항을 uPC 이미지에 바로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두 번째는 uPC만의 새로운 desktop
object를 생성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호스트 시스템의 실행환경과 uPC 가상 실행환경은 보다
안전하게 분리되며, desktop전환(switch)에 따라 실행환경을 전환할 수 있다. 그림 2는 새로운 uPC
desktop object를 생성하고 해당 desktop object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프로그램 실행/사용하는 디자인
을 보여준다. 세 번째로 uPC의 운영체제 가상화 기술은 일반적인 운영체제 가상화 기술(예: FVM [3]
등)과 다르게 namespace forwarding을 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호스트 운영체제와 분리
(isolation)를 보다 명확하게 하며 동시에 uPC 이미지가 Windows가 설치된 어떠한 host PC에서도 uPC
가상실행환경이 수행 가능하도록 해 준다. u-PC의 namespace forwarding 정책은 특정 namespace는
host PC의 자원과 완전히 분리시켜 host PC의 자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uPC 실행환경의 네트워크 지원은 이전 u-PC의 응용 시나리오와 달리 u-PC 이미지가 원격의 서버에
서 관리된다는 것에 기반 한다. 즉 서버에는 복수 개의 u-PC 이미지가 저장되어 관리되며, 사용자가
가상실행환경을 요청 시 해당 사용자의 u-PC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는 SaaS (Software as a
Service)와 유사할 수 있으나 응용프로그램이 아닌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성능측정을 위해 uPC player에서 Stateless computing 실행환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uPC 이미지(저
장된 가상실행환경 파일)를 사용하여 가상실행환경을 구성하는데 소요되는 오버헤드를 측정하였다. OS
기반 가상화 모듈에 기반함으로써 uPC player를 이용한 사용자 실행환경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 약 1초 정도였으며, 여러 작업 중 registry hive를 로드하는 작업이 0.7초 정도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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