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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동적 커널 업데이트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함수 단위의 재구성 기법으로는 트랩과 
점프가 있다. 이러한 기법들을 사용하면 커널 서비스의 중단 없이 함수 단위로 커널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커널 업데이트 후, 프로세서가 분기 명령어를 처리하는 과정에 두 가
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업데이트 함수에 업데이트가 필요한 함수 내의 분기 명령어 오퍼랜드 값을 
그대로 복사하면 의미 없는 메모리 주소로 분기하게 된다. 또한 분기 명령어로 short jump 를 사용하

면, 현재 위치에서 8 비트 범위를 벗어난 주소공간에 존재하는 분기 함수에는 접근을 할 수 없는 문
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short jump 대신 long jump 를 사용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함수의 분기 명령어가 갖고 있는 오퍼랜드 
값을 추출하여, 업데이트 함수의 분기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오퍼랜드 값을 수정

해주는 동적 커널 업데이트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1. 서론 

최근 리눅스 시스템에는 기능 향상과 취약한 보안

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적 요구로 기능과 보안의 개선을 위한 패치 파일

들이 자주 배포되고 있다. 하지만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커널 서비스의 중단, 컴파일, 재시작 등의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하다. 실제로 약간의 서비스 개
선을 위해 요구되는 커널 업데이트는 번거로운 작업

들로 인하여 기피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널 서비스를 중단

하지 않고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여러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다[1,2]. 그 가운데 하나인 함수 단위의 동적 
커널 업데이트 시스템은 고수준 언어를 사용하여 함
수 코드를 수정하며, 커널의 서비스를 중단 하지 않
고 수정된 함수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데

이트 수행의 편의성을 증대한다[4]. 
그러나 이러한 함수 단위의 동적 커널 업데이트 시

스템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 번째 문제점

은 short jump 명령어를 사용할 때, 분기 할 수 있는 
주소 공간 범위의 한계에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커
널은 빌드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 
안에서 사용되는 몇몇 분기 명령어는 short jump 명령

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short jump 명령어 뒤에는 부호

를 가지는 8 비트의 상대 주소가 오퍼랜드로 사용된

다. 부호를 가지는 8 비트 값의 범위는 -128(80h) ~ 
+127(7Fh)이다. 그러므로 short jump 명령어를 사용하

면 현재 분기 명령어의 주소 값을 기준으로 -128 번지

부터 +127 번지 사이 내에 위치한 분기 함수에만 접
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업데이트 함수에서 요구되

는 분기 함수의 위치가 현재 분기 명령어를 기준으로 
8 비트 값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분기함수로 접근을 
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문제점은 분기 명령어의 오퍼랜드 값은 분
기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상대주소 값이라는 점에서 
나타난다. 정확한 분기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현
재 분기 명령어가 위치한 주소 값과 주어진 상대주소 
값이 더해져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분기 명령어 오
퍼랜드 값을 업데이트 함수의 분기 명령어 오퍼랜드 
값으로 그대로 복사하더라도, 기존의 분기 명령어가 
위치한 주소 값과 업데이트 함수의 분기 명령어가 위
치한 주소 값이 달라서 요청된 분기 함수가 아닌 의
미 없는 메모리 주소로 분기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한

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 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3 장에서는 동적 커널 업데이트 시
스템의 컴포넌트를 설계한다. 4 장에서는 위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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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법의 동작을 설명하

고, 5 장에서는 구현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한다. 6 장

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2. 관련연구  

 
동작 중인 커널의 중단 없이 동적인 업데이트를 하

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함수 단위의 동적 커널 재구

성 기법으로는 트랩(Trap) 기반[3]과 점프(Jump) 기반

[4,5]이 있다. 두 동적 커널 재구성 기법은 업데이트가 
필요한 함수의 기계 코드 명령어를 업데이트 함수 영
역으로 분기할 수 있는 분기 명령어로 덮어쓰고, 업
데이트 함수 영역 끝에서 본래의 수행 흐름으로 복귀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분기 명령어로

의 간단한 수정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업데이트 함수 코드의 크기에 대해 고려할 필요 
없다. 반면에 분기에 의한 성능 저하와 분기 명령어

의 종류에 따른 메모리 영역 접근에 제한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 장에서는 트랩과 점프를 기반으로 하는 동적 
커널 재구성 기법의 수행 내용을 알아보고 두 기법을 
비교한다. 

 
2.1 트랩 기반 동적 커널 재구성 기법의 수행 내용 
위에서 간단하게 소개된 동적 커널 재구성 기법에

서, 트랩 기반 동적 커널 재구성 기법의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업데이트가 필요한 함수가 호출된

다. 업데이트가 필요한 함수의 처음 코드 부분에는 
업데이트 함수로 분기를 위한 트랩 명령어가 있다. 
트랩이 발생되면 트랩 핸들러가 호출된다. 트랩 핸들

러가 호출 되기 전에 스택에는 트랩 핸들러를 수행한 
후 돌아올 현재 위치의 값, 에러코드와 레지스터 등
의 데이터가 저장된다. 수행된 트랩 핸들러는 업데이

트 함수를 호출한다. 이 때도 핸들러 내 수행되던 현
재 위치의 값은 스택에 저장된다. 업데이트 함수를 
수행한 후, 이전에 스택에 저장된 모든 복귀 값과 데
이터들을 읽으면서 트랩 핸들러부터 본래의 수행되던 
코드까지 차례대로 복귀된다. 

그림 1 은 트랩 기반 동적 커널 재구성 기법의 동
작 순서를 보여준다.  

 
2.2 점프 기반 동적 커널 재구성 기법의 수행 내용 
점프 기반 동적 커널 재구성 기법의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업데이트가 필요한 함수가 호출된

다. 업데이트가 필요한 함수의 처음 코드 부분에는 
업데이트 함수로 분기를 위한 점프 명령어가 있다. 
점프가 발생되면 트랩과는 다르게 바로 업데이트 함
수가 호출된다. 업데이트 함수를 수행한 후, 본래의 
수행되던 코드로 복귀한다.  

그림 2 은 점프 기반 동적 커널 재구성 기법의 동
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트랩 기반 커널 동적 재구성 과정 

 
 

 
 

(그림 2) 점프 기반 커널 동적 재구성 과정 
 

 
2.3 트랩과 점프 기반의 동적 커널 재구성 기법 비

교 
위에서 설명한 두 동적 커널 재구성 기법의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트랩 기반 동
적 커널 재구성 기법은 업데이트 함수를 실행하기 위
해서 트랩에서 업데이트 함수까지 여러 번의 분기 호
출과 복귀를 한다. 게다가 레지스터와 복귀 값 등 많
은 데이터를 스택에 쓰고 읽기를 반복한다. 하지만 
점프 기반 동적 커널 재구성 기법은 점프 명령어를 
통한 한번의 호출과 스택을 사용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트랩 기반은 점프 기반의 동적 재구성 기법보

다 오버헤드가 크다. 
5 장에서는 구현된 동적 커널 업데이트 시스템에서 

트랩과 점프 기반의 동적 커널 재구성 기법의 오버헤

드 차이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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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적 커널 업데이트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컴포넌트 
함수 단위의 동적 커널 업데이트 시스템에는 동적 

커널 재구성 기법을 수행하기 위한 컴포넌트들이 포
함된다. 아래에는 각각의 컴포넌트들 역할을 기술한

다. 
그림 3 은 동적 커널 업데이트 시스템의 전체 구조

와 컴포넌트 상호간의 동작을 나타낸다.  
 

∙ 업데이트 매니저 모듈(Update Manager Module) 
업데이트 매니저 모듈은 커널의 메모리 영역에서 

모듈로 수행되며, 유저 영역에서의 요청을 받아들

인다. 그리고 업데이트 코드 매니저와 업데이트 점
프 매니저를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업데이트를 전체

적으로 관리한다. 
∙ 업데이트 코드 매니저(Update Code Manager) 

업데이트 함수를 커널의 메모리 영역에 적재한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함수에서 업데이트 함
수로 점프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필요한 함수의 
처음 코드 부분을 트랩 명령어 또는 점프 명령어

와 업데이트 함수의 주소 값으로 수정한다. 
∙ 업데이트 점프 매니저(Update Jump Manager) 

업데이트 코드에서 short jump 를 사용하는 분기 

명령어 오퍼랜드를 분기 함수로의 정확한 상대 주

소로 수정한다.  
 

 
(그림 3) 커널의 함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컴포넌트들의 구조 
 
3.2 업데이트 수행 과정 
위에서 소개된 컴포넌트들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작업을 수행한다. 유저 영역에서 발생된 업데이트 요
청이 업데이트 매니저 모듈로 전달되면, 업데이트 코
드 매니저는 업데이트 요청에 해당하는 업데이트 함
수를 커널 메모리 영역에 적재한다. 그리고 업데이트 

점프 매니저는 적재된 업데이트 코드에서 short jump
를 사용하는 분기 명령어와 오퍼랜드를 분기 함수로

의 정확한 상대 주소로 수정한다.  

4. 구현 

 
4.1 업데이트 함수를 커널 영역에 할당 
설계된 업데이트 매니저 모듈을 커널에 등록하기 

위해서 리눅스의 insmod 유틸리티를 사용한다. insmod 
유틸리티로 등록된 업데이트 매니저 모듈은 유저 영
역에서 업데이트 요청이 오면, 해당 업데이트 함수를 
커널 메모리 영역에 적재한다.  

4.2 업데이트 함수 내의 short jump 를 사용하는 분
기 명령어 오퍼랜드 수정 
업데이트가 필요한 함수 내의 short jump 를 사용하

는 분기 명령어들은 8 비트 주소를 사용한다. 하지만 
업데이트 함수 내의 분기 명령어들은 32 비트 주소의 
long jump 를 사용하여, 0000h 부터 0FFFFh 번지까지 제
한 없이 점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gcc 
유틸리티의 defsym 옵션으로 업데이트 함수 내의 
short jump 를 사용하는 분기 명령어들의 오퍼랜드를 
32 비트 주소의 임의의 값으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함수 내 short jump 를 
사용하는 분기 명령어들의 오퍼랜드 값을 추출한다. 
추출된 오퍼랜드 값과 업데이트 함수 내에 있는 분기 
명령어의 메모리 영역에 위치한 값을 계산하여, 업데

이트 함수의 분기 명령어 오퍼랜드를 수정한다 
그림 4 은 업데이트가 필요한 함수의 8 비트 주소에 

해당하는 short jump 를 사용하는 분기 명령어 코드를 
보여준다. 그림 5 은 업데이트 함수에 defsym 옵션을 
적용하여 수정한 임의의 32 비트 주소에 해당하는 코
드를 보여준다.  

 

 
(그림 4) 업데이트가 필요한 함수의 short jump 를 

사용하는 분기 명령어 코드 부분 
 

 
(그림 5) 업데이트 함수에서 defsym 옵션을 적용하

여 long jump 를 사용하는 분기 명령어 코드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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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업데이트 필요한 함수 코드 수정 
업데이트가 필요한 함수대신 업데이트 함수가 수행

되도록, 업데이트가 필요한 함수의 처음 코드 부분을 
트랩 명령어 또는 점프 명령어와 업데이트 함수의 주
소 값으로 덮어쓴다. 
 
5. 실제 사용 및 평가 

 
5.1 리눅스 시스템에서의 실제 사용 
함수 단위의 동적 커널 업데이트 시스템은 인텔 플

랫폼 기반의 리눅스 커널 2.6.27.10 버전에서 구현되

었다. 구현된 시스템을 실험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새
로운 시스템 콜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시스템 콜 핸들러의 처리 함수를 트랩 또는 점프 기
반의 동적 커널 재구성 기법을 사용하여 함수를 업데

이트하는 실험을 수행 하였다.  
실험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에 따라 수행되었

다. 우선 업데이트 매니저 모듈 소스를 컴파일하여 
모듈 오브젝트를 생성한다. 생성된 모듈 오브젝트를 
리눅스의 insmod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커널의 메모리 
영역에 적재한다. 이렇게 적재된 업데이트 매니저 모
듈은 업데이트 함수를 커널 메모리 영역에 적재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적재된 업데이트 함수에서 
short jump 를 사용하는 분기 명령어들이 사용될 경우, 
해당 명령어의 오퍼랜드를 gcc 유틸리티의 defsym 옵
션으로 32 비트의 임의의 값으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업데이트 함수의 분기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필요한 함수 코드에서 short 
jump 를 사용하는 분기 명령어 오퍼랜드 값을 추출한

다. 추출된 오퍼랜드 값과 업데이트 함수 내에 있는 
분기 명령어가 위치한 주소 값을 계산하여 업데이트 
함수의 분기 명령어 오퍼랜드 값을 수정한다. 마지막

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한 함수에서 트랩이나 점프가 
발생되어 업데이트 함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업데이

트가 필요한 함수의 처음 코드 부분을 트랩이나 점프 
명령어와 업데이트 함수의 주소 값으로 덮어쓴다. 새
로 등록된 시스템 콜을 호출하여 업데이트 함수가 정
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5.2 평가 
위의 실험을 통하여 구현한 시스템이 업데이트 함

수 내의 분기 명령어를 long jump 로 변경하고 오퍼랜

드의 값을 수정하여, 정상적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함

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시스템에서 트랩과 점프 기반

의 동적 커널 재구성 기법을 각각 실행해보며 동적 
업데이트에 걸린 시간을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로 업데이트에 소요된 시간이 트랩 기반 업
데이트에서는 11046 nsec 였으며, 점프 기반 업데이트 
수행에서는 3108 nsec 였다. 트랩보다 점프 기반의 업
데이트가 3 배 이상의 빠른 처리 속도를 보였다. 따라

서 트랩보다 점프를 기반으로 하여 업데이트를 수행

하는 것이 더 적은 오버헤드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함수 단위 동적 업데이트 시

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short 
jump 명령어에서 long jump 명령어로의 변경과 오퍼랜

드 값의 수정에 대한 설계 및 이에 필요한 기술들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업데이트 함수의 분기 명령어

까지 정확히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완성된 시
스템에서 트랩과 점프 기반의 동적 커널 재구성 기법

을 모두 수행해 봄으로써 두 기반 모두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실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점프

를 기반으로 한 동적 커널 재구성 방식이 트랩 기반

보다 성능 상으로 더 우세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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