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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발 함에 따라 향상된 자원 활용과 소 트웨어 이식성을 증가시키기 한 

하드웨어 가상화 기술 한 성장하고 있다. 가상화의 특성상 이를 구동하고 리하는 시스템 리자가 

메모리, 하드디스크 드라이 와 같은 컴퓨  리소스에 근할 수 있다. 리자에 의한 Cold-boot 

Attack이나 내부 명령어를 통해서 메모리 상의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와 기 문서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의 노출 험이 발생한다. C. Li 등은 Guest OS의 가상 메모리 기본 단 인 페이

지를 암호화하여 리자에게 메모리 상의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도록 막는 기법을 제안하 다. 하지만 

페이지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하이퍼바이 상에서 구하는 과정에서 키가 노출된다는 문제 이 발생

한다. 본 논문에서는 내부자 공격에 안 한 가상 머신 임워크를 제안한다. IOMMU(Input/Output 

Memory Management Unit)를 사용하여 직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근 가능한 Guest OS를 생성하

고 TPM(Trusted Platform Module) 가상화를 사용하여 시스템 리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 키를 생

성/ 리한다. 하이퍼바이 는 이 암호 키를 사용하여 Guest OS의 페이지를 암호화한다. 이를 통해 

리자에게 키를 노출하지 않고 Guest OS 메모리 상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

1. 서론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련 기술

인 하드웨어 가상화도 많은 심을 받고 있다. 하드웨어 

가상화는 하나의 거 한 하드웨어 상에서 여러 OS를 동

시에 지원하기 해서 사용된다. 재 많은 회사에서 하드

웨어 가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Xen 하이퍼

바이 는 오  소스이기 때문에 많은 기능과 보완가정을 

거쳐 리 사용되고 있다. Xen 하이퍼바이  내에는 리

자인 Domain 0와 Guest OS인 Domain U가 존재한다. 

Domain 0는 하드웨어 반을 리하고 Domain U의 생성

/실행/ 지를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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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Domain 0가 Cold-boot Attack과 내부 명령어

를 통해서 Domain U의 가상 메모리 상의 데이터를 취득

할 수 있다. C. Li 등이 제안한 기법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해 Domain U가 지되고 복구될 때 가상메모리의 기본 

단 인 페이지를 암호화/복호화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1]. 하지만 사용자와 하이퍼바이 가 암호화된 키를 공유

한 뒤 하이퍼바이 가 이 키를 복호화하면 Domain 0에 

게 키가 노출된다.

   본 논문에서는 키를 Domain 0에 노출하지 않고 하이

퍼바이 가 안 하게 키 확립이 가능한 구조를 제안한다. 

IOMMU(Input/Output Memory Management Unit)를 이

용하여 직  하드웨어를 근할 수 있는 Driver Domain 

TPM을 생성한다. Driver Domain TPM에서 TPM 가상화

를 사용하여 안 하게 키를 생성할 수 있고 하이퍼바이

는 이 암호키를 사용하여 Domain U의 페이지를 암호화하

여 보호할 수 있다.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는 TPM 내부에

서 리되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는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에 

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기법에 해 설명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을 맺으며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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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PM 구조

2. 련 연구

2.1 Xen 하이퍼바이

   Xen 하이퍼바이 는 가상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

된 OS를 하드웨어 에뮬 이션 없이 하이퍼바이  API를 

통해 실행하는 반가상화 기법이다. OS를 수정하지 않고 

하드웨어를 모두 에뮬 이션하여 실행하는 가상화에 비

해 성능 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Xen은 하이퍼바이 와 가상머신인 Domain 0, Domain U

로 구성된다. 하이퍼바이 는 하드웨어와 Domain들 사이

에서 물리 인 자원을 할당하는 역할을 한다. Domain 0는 

시스템 부 시 가장 먼  시작되고 하이퍼바이 를 통해 

반 인 시스템을 리한다. Domain U는 Domain 0에 

의해서 생성/실행/ 지되며 모든 명령은 Xen API와 리

스의 시스템 콜과 같은 개념인 하이퍼 콜 API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일반 으로 Domain 0만 하드웨어에 근 가

능한 드라이버를 가지기 때문에 Domain U의 데이터 읽기

/쓰기 작업은 Domain 0를 거쳐서 수행된다[2].

   Domain U가 이처럼 Domain 0를 거쳐 작업을 수행하

기 때문에 Domain 0가 Cold-boot Attack이나 “domain 

save” 명령어를 통해 Domain U의 가상메모리에 있는 데

이터를 추출할 수 있게 된다. Domain U 내부에서 데이터

를 보호하기 해 자체 으로 암호화하여도 암호화에 사

용된 키 한 메모리 상에 노출된다. 결과 으로 암호화된 

일과 키를 알게 되므로 데이터는 여 히 노출될 수 있

다[1].

2.2 IOMMU

   IOMMU(Input/Output Memory Management Unit)는 

메인 메모리와 I/O 버스를 DMA(Direct Memory Access)

를 통해 연결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가상 머신의 가상 

메모리 주소를 실제 메모리 주소로 매핑할 수 있다. 이  

가상 머신의 Guest OS는 실제 메모리에 근할 수 없었

기 때문에 실제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직  근할 수 없

었다. IOMMU를 통하면 Guest OS에서도 직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근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리자의 가상 드

라이버를 통하지 않아도 근이 가능하므로 리자에게 

데이터 노출 없이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메모리의 

비정상 근과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메모리 손상 방지

를 해 보호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IOMMU를 사용하는 

로 Intel사의 VT-D와 AMD사의 AMD-VI가 있다[3,4]. 

Xen 하이퍼바이 에서는 Driver Domain 기능을 통해 

IOMMU를 사용할 수 있다[5].

2.3 Trusted Platform Module

   TPM(Trusted Platform Module)은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칩이다. TPM은 컴퓨터 메인보드에 장착되며 내부에

서 키를 연산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상에 키를 노출하

지 않는다는 장 이 있다. TPM의 구조는 (그림 1)과 같

다. 

   TPM은 비휘발성이며 내부에 고정 인 장 공간인 

Persistent Memory와 휘발성 장 공간인 Versatile 

Memory, 암호화에 련한 장치가 포함된 Cryptographic 

Processor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Persistent Memory 내

부에는 EK(Endorsement Key)와 SRK(Storage Root 

Key)가 있다. 둘 다 RSA 공개키 개인키 한 으로 되어 

있고 개인키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 EK는 제조사가 

제조시 칩 안에 장하며 TPM 식별, 인증에 사용된다. 

SRK는 스토리지 보안 체인의 시작 이 되는 키로 

Storage Keys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Versatile Memory 

내부에는 PCR(Platform Configuration Register)과 

AIK(Attestation Identity Keys), Storage Keys가 있다. 

PCR은 컴퓨터 상태정보를 장하고 AIK는 데이터에 

한 디지털 서명키로 사용된다. Storage Keys는 실제 암호

에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Cryptographic Processor 내부에

는 암호화/복호화에 사용되는 여러 장치로 구성된다[6,7].

   vTPM(Vertualized TPM)은 TPM을 가상화한 것이다. 

vTPM을 구성하는 치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하이퍼바이 가 가상머신에 vTPM을 두는 것이고 

두 번째는 TPM을 반가상화 하여 하이퍼바이  상에 

vTPM을 두는 방법이다. 마지막 방법은 하드웨어 상의 

TPM을 수정하여 각 가상머신에게 분리된 vTPM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리자에게 vTPM 

내용이 노출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장치와 하이퍼바

이 의 인 수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 방법은 실제로 

조건에 부합하는 TPM 하드웨어를 구 하기 어렵다[8]. 

앞서 언 한 IOMMU 기술을 사용하면 가상 머신에서도 

직 인 하드웨어 근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리자에

게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첫 번째 방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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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키 분배 로토콜

(그림 3) 제안하는 구조

을 해결할 수 있다.

2.4 C. Li 등의 기법

   C. Li 등은 신뢰할 수 없는 리 환경에서 안 한 가

상 머신을 제안했다. 가상 머신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장해도 시스템 내에서 암호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복

호화하게 되면 사용한 암호 키는 메모리 상에 노출 된다. 

리자는 다음 방법을 통해 메모리 데이터를 획득하여 암

호 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안상의 취약 이 발생한다.

   Cold-boot Attack : 낮은 온도일 때 데이터가 몇 분 

정도 유지되는 사실에 기 한 공격방법으로 원이 차단

된 후 메모리칩에 담긴 내용이 사라지기 에 직  엑세

스하여 데이터를 취득하는 공격이다. 

   Memory Dump : 하드웨어에서 Guest OS인 Domain 

U들이 동시에 실행되기 때문에 실행과 지를 반복한다. 

가상 머신이 지될 때 실행되고 있던 메모리 내용은 모

두 하드 디스크 드라이 에 장되고 다시 실행될 때 

장된 내용을 다시 메모리에 불러옴으로써 복구가 가능하

다. 이때,  Domain 0의 “domain save” 명령어를 통해 메

모리 내용을 일로 장할 수 있다. 

   Li 등은 에서 언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가상화 

내부의 데이터 기본 단 인 페이지를 암호화하는 기법을 

제안했다. Domain U가 지될 때 하이퍼바이 가 실행 

인 페이지를 암호화하여 장하고 다시 실행될 때 복호

화하여 복구한다[1].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는 (그림 2)와 같이 분배된다. 키 

분배 로토콜 과정  3, 6단계에서 하이퍼바이 가 세션 

키, 마스터키를 구하기 해 연산할 때 키가 노출될 수 있

다. Domain 0가 하드웨어  하이퍼바이 의 반 인 

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바이 가 키를 구하기 해 

연산을 하는 순간 Domain 0가 메모리 상에 노출된 키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omain 0에 노출되지 

않도록 키를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3. 제안하는 기법

   본 논문에서는 Domain U의 페이지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Domain 0에 노출하지 않는 기법을 제안한다. 가상 

메모리 주소를 실제 메모리 주소로 매핑하여 실제 하드웨

어에 근 가능한 IOMMU와 IOMMU를 지원하는 Xen 

Driver Domain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리자가 아닌 

Domain에서 직  TPM 하드웨어에 근하기 때문에 

Domain 0에게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고 키를 생성할 수 

있다. 

   우선 가상화를 사용하는 하드웨어의 메인보드 상에 

TPM 칩이 존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IOMMU와 Xen 

Driver Domain을 통해 하드웨어상의 TPM에 직  근 

가능한 Driver Domain TPM을 생성한다. Driver Domain 

TPM 내에는 반 인 vTPM을 리하는 vTPM 

Manager와 각종 요청을 처리하기 한 드라이버들로 구

성되어 있다. Domain U는 Domain 0에 의해 생성될 때 

TPM을 사용하기 한 소 트웨어 컴포 트와 Driver 

Domain TPM과 통신하기 한 드라이버를 가진 상태로 

생성된다. 하이퍼바이 에서는  Driver Domain TPM으로 

받은 키를 장/ 리하는 매니 를 지니는 것으로 수정되

어야 하며 이 한 IOMMU를 통해 가상 메모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Domain 0에게 키가 노출되지 않는다. 

Domain 0가 근할 수 없는 vCPU Register에서 페이지

를 암호화/복호화할 수 있도록 vCPU Register 내부에 암

호 엔진을 가진다. 제안하는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 TPM API : Domain U가 TPM을 사용하여 키를 생성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소 트웨어 컴포 트

 - TPM Frontend Driver(TPMFD) : 요청된 명령과 키 

- 855 -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TPM Backend Driver로 달

 - TPM Backend Driver(TPMBD) : 여러 TPM 

Frontend Driver로부터 명령과 데이터를 수신

 - vTPM Manager : 키 생성에 필요한 값을 달하고 

생성된 키의 값을 하이퍼바이 에게 달

 - vTPM Instance : 각 Domain U로부터 받은 PCR 값

과 키 생성에 사용된 값, TPM을 이용하여 생성한 키의 

값을 장

 - TPM Device Driver(TPMDD) : 하드웨어 상의 TPM

에 근하기 한 드라이버

 - Hyper TPM Driver : Driver Domain TPM과 하이퍼

바이  간 데이터 송

 - TPM Key Manager : vTPM 키의 값 장/ 리

 - Page Encrypt Engine : Domain U의 페이지 암호화/

복호화

   먼  Domain 0가 키를 생성하기 해 TPM API를 사

용하여 명령어를 생성한다. 명령어와 자신의 상태정보 값

인 PCR, 키 생성에 사용될 값이 TPMFD와 TPMBE를 통

해 Driver Domain TPM으로 달된다. Driver Domain 

TPM 내의 vTPM Manager는 달받은 값을 vTPM 

Instance에 장하고 TPMDD를 사용하여 하드웨어 상의 

TPM에 근한다. TPM 내부에서 생성된 암호 키는 다시 

vTPM Manager를 통해 vTPM Instance에 장된다. 암

호 키는 Hyper TPM Driver를 통해 하이퍼바이 에게 

달된다. 하이퍼바이  내의 TPM Key Manager는 도메인 

정보와 암호 키의 값을 장한다. 하이퍼바이 는 Domain 

0로부터 데이터 노출 험이 없는 vCPU Register 내에서 

Page Encrypt Engine을 사용하여 Domain U의 페이지를 

암호화/복호화한다.

4. 결론  향후 연구

제안한 기법을 사용하면 리자인 Domain 0에 키를 노

출하지 않고 Driver Domain TPM이 Domain U의 페이지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생성할 수 있다. 한, 하이퍼바

이 가 vCPU Register 내에서 페이지를 암호화하기 때문

에 데이터가 메모리 상에 노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Domain U의 데이터유출을 리자로 부터 막을 수 있다. 

하지만 TPM은 TPM Reset Attack[9]에 취약하다. TPM 

Reset Attack은 기화가 가능한 칩셋 내부 핀에 물리

으로 다른 신호를 입력하여 칩을 기화하는 방법이다. 이 

공격을 사용하면 TPM내부의 키의 값이 모두 기화되는 

증상이 발생한다. 하드웨어 칩셋으로 키를 보호하는 경우 

TPM Reset Attack과 같은 취약 이 발생하 을 때 응

과 즉각 인 수정이 어렵다. 따라서 향후에는 TPM을 사

용하지 않고 Domain 0에 키를 노출하지 않는 기법에 

해서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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