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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tateless computing[1,2]은 컴퓨팅 환경의 이
동성을 용이하게 지원하는 기술로써, 여러 사용자들이 컴퓨
팅 자원을 공유하는 환경에서 각 사용자 별 보안성을 확보
하는 주요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최근 가상화 기술의
확산 및 cloud computing의 발전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하
는 설정과 데이터들(state)을 원격의 서버등과 같은 임의의
저장장치에 저장 후, 향후 어떠한 환경에서든 저장된 내용
을 복원하여 사용자의 computing 환경을 이어가는 개념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uPC player는 사용자에게 Windows
운영체제 환경에서의 Stateless computing 실행환경을 지
원하는 기술로써, uPC player는 OS 기반 가상화 모듈인
uPC[3,4]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Windows 운영체제 컴퓨
팅 환경을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는 Stateless computing
․본 연구는 논문은 2009년도 두뇌한국21사업과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의 대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의(NIPA-2009-C1090-0902-0045)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이 논문은 2009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에서 ‘uPC player: Windows운
영체제에서의 OS가상화 기반 Stateless Computing 실행 환경 지원 기
술’의 제목으로 발표된 논문을 확장한 것임
† 학생회원 :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jays@postech.ac.kr
†† 종신회원 :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cipark@postech.ac.kr
8월 13일
심사완료 : 2009년 11월 6일

125

실행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uPC player를 어떻게 설계하고
구현하였는지 설명한다. uPC player는 Windows desktop
환경과 연동하여 호스트 시스템의 실행환경과 uPC 가상 실
행환경을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며, OS 기반 가상화 모듈에
기반함으로써 uPC player를 이용한 사용자 실행환경을 지
원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약 1초 정도이다.
키워드 : 개인컴퓨팅환경, 운영체제계층 가상화, Stateless
Computing, 유비쿼터스

Abstract Stateless computing supports a mobility of
computing environment easily. It is becoming a major
technology for securing personal user’s information on
shared computing environment. With the advance of
virtualization technology and cloud computing, stateless
computing is an essential part of personal computing
environment connectivity (user’s setting and data is
stored in remote server or some storage, and it can be
restored at any computing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propose uPC player that supports
stateless computing execution environment on Windows.
uPC player provides Windows operating system to user
by using an uPC OS virtualization module. In this paper,
we leverage how uPC player is designed and implemented for supporting a stateless computing execution
environment. uPC player provides a desktop switch between host-system execution environment and uPC
virtual execution environment. And it needs just one
second for loading uPC virtual execution environment by
using OS virtualization-based technique.
Key words : Personal Workspace, OS-level Virtualization, Stateless Computing, Ubiquitous

1. 서 론

Stateless computing[1,2]은 컴퓨팅 환경의 이동성을
용이하게 지원하는 기술로써, 여러 사용자들이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는 환경에서 각 사용자 별 보안성을 확보
하는 주요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최근 가상화 기
술의 확산 및 cloud computing의 발전에 따라, 사용자
가 사용하는 설정과 데이터들(state)을 원격의 서버등과
같은 임의의 저장장치에 저장 후, 향후 어떠한 환경에서
든 저장된 내용을 복원하여 사용자의 computing 환경
을 이어가는 개념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쉬운 예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중앙 서버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경우 웹브라

논문접수 : 2009년

우저가 제공되는 어떠한 환경에서든 이전 작업하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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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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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 유용성이 더욱 증대된다.

합니다.
정보과학회논문지: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제16권 제1호(2010.1)

에서는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실행환경(또는 데스
크탑 환경)을 저장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경
가상화 기술은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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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술로써, 가상화된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가상화 기술[5,6]과 가상화된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운영
체제 가상화 기술[7,8]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운영체제
가상화 기술의 핵심은 namespace forwarding으로써, 운
영체제를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 또는 서버에게 가상화

(또는 namespace forwarding)된 운영체제의 자원들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현재 설치된 호
스트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복수개의 운영체제를 사
용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운영체제 가상화 기술은 하
드웨어 가상화 기술과 비교하여 크게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진다. 첫 번째는 서버 등의 응용프로그램을 구동시키
기 위해 가상머신(또는 가상실행환경)을 로딩 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월등하게 짧다는 점이다 - 하드웨어 가
상화 기술의 경우 운영체제 부팅을 해야 함. 두 번째는
가상머신 개수의 확장성에서 이득을 가진다 - 하드웨어
가상화 기술의 경우 가상머신 개수의 운영체제가 하드웨
어 자원을 점유하고 있음. 이러한 장점들을 기반으로 운
영체제 가상화 기술은 서버 가상화 기술[9], 모바일 데스
크탑 환경 지원 기술[10,11] 등으로써 주목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uPC player는 사용자에게

Windows 운영체제 환경에서의 Stateless computing
실행환경을 지원하는 기술로써, uPC player는 OS 기반
가상화 모듈인 uPC[3,4]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Windows 운영체제 컴퓨팅 환경을 지원한다. 즉 uPC
player에서 uPC 이미지(파일로 저장된 가상실행환경)를
로드하고, 이후 가상실행환경에서 변경된 내용은 바로
uPC 이미지로 저장이 된다. uPC 이미지는 원격의 서
버, 로컬 저장장치, 휴대용 저장장치 등에 저장될 수 있
으며, Windows 운영체제가 설치된 어떠한 환경에서도
uPC player를 통해 로드가 가능하다. uPC player는
Windows desktop 환경과 연동하여 호스트 시스템의
실행환경과 uPC 가상 실행환경을 자유롭게 이동 가능
하며, OS 기반 가상화 모듈에 기반함으로써 uPC player

[3,4]는 포항공대에서 2007년 Windows 운영체제 환경
에서 개발된 OS 기반 가상화 모듈로써 모바일 데스크
탑 환경을 지원한다. 이 기술을 통하여, 사용자는 자신
의 데스크탑 환경(또는 컴퓨팅 환경)을 휴대용 저장장치
에 저장하여,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컴퓨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uPC의 운영체제 가상화 기술의 핵심은, namespace
forwarding이다. 가상실행환경 위의 응용프로그램의 운
영체제 자원의 사용 요청은 namespace가 변경되어 요
청이 내려가게 된다. 예를 들어 가상실행환경(Virtual
PC) 상 응용프로그램의 파일시스템 자원 요청 C:\a.dat
는 D:\a.dat로 namespace가 변경된다. namespace forwarding 기법은 커널 영역에 시스템콜 hooking을 통해
가능하다. uPC Virtualization Layer는 커널 디바이스
드라이버 형태로 로드되어, 원하는 운영체제 자원 사용
요청(시스템 콜)을 확인하고, 필요 시 namespce를 변경
한다. 이를 통해 가상실행환경 위의 응용프로그램은 호
스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또는 인식없
이) 가상화된 운영체제를 사용하게 된다. 그림 1은 uPC
운영체제 가상화 기술을 전체적으로 도식화 하고 있다.
현재 uPC는 모바일 데스크탑 환경 지원이라는 디자
인에 따라, Filesystem, Registry, Kernel Object,
Service 자원을 가상화 해주고 있으며, 휴대용 저장장치
외에도 유･무선 네트워크 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시나리
오를 통해 그 유용성을 검증/확장 하고 있다. 자세한 내
용은 참고문헌[3,4]을 참고바란다.

를 이용한 사용자 실행환경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시
간이 약 1초 정도이다.
이후 2장에서는 이전 연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3
장에서는 Stateless computing을 위한 uPC player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uPC 이미지
구동 오버헤드 성능 측정한 것을 보인다. 이후 5장에서
는 결론과 함께, 향후 과제에 대해 소개한다.

그림 1 uPC 운영체제 가상화 기술

2. Related Work

uPC Player에서 Stateless computing 실행 환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이전 연구인 uPC 기술을 사용하고 있
다. 본 절에서는 uPC 기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ubiquitous Personal Computing Environment (uPC)

3. u-PC

uPC player는 기존 uPC 운영체제 가상화 모듈을 이
용하여, Stateless computing 실행 환경을 지원하는 기
술이다. uPC player는 uPC 이미지(저장된 가상실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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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파일)를 열고, 가상실행환경을 위한 환경을 설정하고,
가상실행환경을 로드한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항목에서
설명한다.

uPC player는 Stateless computing 실행 환경 지원
을 위해 세가지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 및 구현되
었다. 첫째, uPC 가상실행환경에서 변경된 모든 사항은
바로 uPC 이미지로 저장이 되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uPC 이미지는 원격 서버 또는 휴대용 저장장치에 존재
한다. 둘째, uPC 가상실행환경이 사용된 이후, 호스트
운영체제에는 어떠한 변경도 있어선 안 된다. 셋째, 저
장된 uPC 이미지는 어떠한 곳에서라도 실행가능 해야
한다 - 본 논문에서는 Windows XP가 설치된 환경이
라고 가정한다.
3.1 Stateless 컴퓨팅 환경 지원
본 항목을 위하여 uPC player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
서 지원해 주고 있다.
첫 번째는 uPC 가상실행환경 로드/언로드 시점에 사
용되었던 가상화된 filesystem, registry, kernel object,

service 자원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uPC plyaer는 가상 registry 자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registry hive 파일을 호스트 registry hierarchy의
sub-tree에 로드/언로드한다. 이 과정은 정상적으로 처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상 kernel object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uPC의 kernel object directory는 정상
적으로 생성/삭제시켜야 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namespace forwarding을 위한 uPC virtualization
layer의 시스템콜 루틴에서 호스트 운영체제에 변경이
없도록 robust하게 처리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uPC만의 새로운 desktop object를 생성하
여 사용하는 것이다[12]. desktop object는 kernel
object로써, windows, menus, hooks와 같은 User
Interface Object에 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desktop object를 사용하여 가상실행환경을 로
드 할 경우, desktop 전환(switch)에 따라 user profile
(예: 프로그램목록, 바탕화면이미지 등), tasklist(활성&
비활성화 되어있는 프로그램 목록) 등이 전환하게 된다
- default desktop, uPC(새로운) desktop 간 전환 시.
이는 사용자가 다른 운영체제(또는 실행환경)를 사용하
는 것처럼 보이는데 적합하며, tasklist 등이 별도로 유
지되므로 호스트 운영체제에 변경을 하지 않는 측면에
서 장점을 가진다. 또한 desktop object의 특징으로, 동
일한 desktop 내의 프로세스간에만 message가 전송 가
능하므로 가상실행환경 간의 isolation 측면에서도 장점
을 가진다. 그림 2는 새로운 uPC desktop object를 생
성하고 해당 desktop object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프로
그램 실행/사용하는 디자인을 보여준다.

그림 2 uPC desktop object 추가
3.2 uPC 가상 실행환경의 이동성 지원

uPC player는 저장장치에 uPC 이미지(저장된 uPC
가상실행환경)를 저장/복원해주며, 이 저장장치는 유.무
선 네트워크 스토리지, 로컬 저장장치, 휴대용 저장장치
등의 어떠한 저장장치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 특징은
기존 uPC 기술에 기반한다. 즉 uPC의 운영체제 가상화
기술은 일반적인 운영체제 가상화 기술(예: FVM [7]
등)과 다르게 namespace forwarding을 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uPC 이미지가 Windows가 설치된 어떠
한 host PC에서도 uPC 가상실행환경이 수행 가능하도
록 해 준다. 이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운영체제 가상화기술은 단순하게 filesystem
과 registry의 전체 namespace에 대하여 Copy-OnWrite 정책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u-PC의 경우 특정
namespace는 host PC의 자원과 완전히 분리시켜 host
PC의 자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uPC
이미지는 host PC의 자원의 상태에 의존하지 않고, 가
상실행환경을 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
어, host PC에는 이미 Word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
고, 가상실행환경 위에서 동일한 Word 프로그램을 설치
한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filesystem과 registry의 전체
namespace에 대하여 Copy-On-Write 정책을 사용한다
면, 설치 프로그램은 host PC의 namespace를 읽고, 설
치할 파일이 이미 존재함을 인식 후 해당 파일들을 저
장하지 않을 것이다. 즉 Word를 실행시키기 위한 모든

file과 registry는 uPC 이미지에 저장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uPC 운영체제 가
상화 기술은 설계되었으며, namespace forwarding 정
책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먼저 filesystem 자원과
관련된 정책은, 개인설정 및 프로파일과 관련된 Documents and Settings 디렉토리와 응용프로그램 설치 경
로인 Program Files 디렉토리는 무조건 uPC 이미지가
있는 namespace로 forwarding한다. 윈도우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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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디렉토리는 기존
Copy-On-Write의 정책을 그대로 사용한다. 또한 registry 자원과 관련된 정책은, \REGISTRY\MACHINE
하위의 HARDWARE, SAM, SECURITY 키를 제외한
모든 키들은 무조건 uPC 이미지가 있는 namespace로
forwarding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논문
[3,4]을 참조하기 바란다.
필수파일들과 관련된

간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체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1초 정도로 uPC 가상실행환
경을 구성 오버헤드는 비교적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지금까지 uPC player가 어떻게 Stateless computing
실행환경을 지원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uPC player
는 기존 uPC의 운영체제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여 가상

4. 성능 측정

실행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가상실행환경

본 절에서는 uPC player에서 Stateless computing

에서 변경된 모든 사항은 바로 uPC 이미지로 저장되고

실행환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uPC 이미지(저장된 가상

있으며, 또한 가상실행환경이 사용된 이후 호스트 운영

실행환경 파일)를 사용하여 가상실행환경을 구성하는데

체제에는 어떠한 변경도 발생하지 않음을 보였다. 그리

소요되는 오버헤드를 측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uPC

고 저장된 uPC 이미지는 어떠한 곳에서라도 실행 가능

player의 성능 측정에만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uPC
기술의 가상화 오버헤드에 관한 내용은 이전 논문[3,4]
을 참고하기 바란다.
실험환경은 다음과 같다. host PC는 Intel Core2Duo
E6600(2.4 GMHz) CPU, 4GB RAM, 400GB SATA-II
disk(7200 RPM)를 사용하였으며, 운영체제로 Windows
XP SP3를 사용하여 성능을 측정하였다.

하도록 하기 위해, uPC 운영체제 가상화는 일반적인 운
영체제 가상화와 다르게 namespace forwarding을 처
리함을 보였다.
또한 uPC player가 uPC 가상실행환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는지 또한 어느 정도의 오
버헤드가 발생하는지 성능측정 장에서 설명하였다. uPC
가상실행환경 로딩 오버헤드는 registry hive를 로딩하

4.1 uPC 가상실행환경 로딩 오버헤드

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전체 로딩시간이

표 1은 uPC player에서 uPC 이미지(저장된 가상실행

대략 1초 정도로 짧은 시간에 가상실행환경이 로딩되는

환경 파일)를 사용하여 가상실행환경을 구성하는데 소요

것을 알 수 있다.

되는 시간을 각 작업에 따라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보여

uPC player는 Stateless computing 실행환경을 지원

주고 있다. 먼저 “실행환경 환경 정보 수집” 작업시간은

한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크다. 특히 운영체제 가상화

현재 가상실행환경 실행을 위한 정보, 즉 SYSTEM-

기술을 사용하여 가상실행환경을 구성함으로써, 기존 하

DRIVE 또는 현재 사용자 SID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uPC registry hive 로
드”는 3.1절에 설명한 registry hive를 로드하여 uPC
registry hierarchy를 구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며,
“uPC kernel driver 로드”는 시스템콜을 hook하는 uPC
virtualization layer를 구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또한 “uPC desktop 생성”은 desktop객체를 생성하는
시간이며, “uPC 가상실행환경 구성”은 uPC 가상실행환
경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uPC desktop내에 exploerer.
exe실행 등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여준다.
registry hive를 로드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uPC kernel driver를 로드하는 시

드웨어 가상화 기술과 차별화가 되며, 가상실행환경 로

표 1 uPC 가상실행환경 구성 소요시간

딩오버헤드 및 가상실행환경 개수의 확장성 면에서 이
득을 가지므로 그 활용할 수 있는 응용이 많다. 먼저 간
단하게, 최근 주목 받고 있는 cloud computing에서

stateless computing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uPC 이미지를 원격의 서버에 저장해 두고 사용자는
Windows가 설치된 어떠한(또는 공용) PC에서 uPC
player를 통해 이미지를 로드하여 실행환경을 구성하는
응용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PC에서 복수 개의
가상실행환경을 로드하여 복수 개의 서버를 수행하는
응용 등을 구성할 수 있다. 향후 uPC player의 유용성
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방안 및 구체화된 응용 시나리오
를 연구할 예정이다.

작업

소요시간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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