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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제어흐름 에러는 메모리의 취약점으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다 전자기파의 간섭 물리적 충격 급격. , , 

한 온도변화는 메모리상의 비트플립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비트 플립 현상은 특히 제어흐름 . ,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는 치명적인 시스템 실

패로 이어진다 제어흐름 에러로 인한 시스템 실패. 

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탐지하여 이를 경감시키기 위

한 대표적인 제어흐름 모니터링 기법으로 시그니처 , 

기반 제어흐름 모니터링 기법이 있다.

제어흐름이란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결정되

어 있는 동작 순서를 의미하고 제어흐름 에러란 제, 

어흐름을 벗어난 동작 상태를 의미한다 제어흐름은 . 

그림 과 같이 단방향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그1 . 

래프의 각 노드는 제어흐름의 베이직 블록을 의

미하고 에지 집합, 는 노드로부터 시작하는 베

이직 블록 간 연결 집합을 의미한다 노드. 가 노드

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를 , 와 에 대해 ∈

관계로 나타낼 수 있고, 와 는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제. , 

어흐름 에러는 현재 노드 가 ∉′인 상태를 

의미한다.

시그니처 기반 제어흐름 모니터링 기법은 시그‘

니처 라 불리는 시그니처 변수를 통해 제어흐름을 ’

나타내고 제어흐름 에러를 검출하는 기법이다 이 , . 

기법은 시그니처 업데이트 와 시그니처 검증 이라‘ ’ ‘ ’

는 두 가지 루틴이 베이직 블록 단위로 번갈아 가

며 진행된다 시그니처 업데이트를 통해 현재의 위. 

상 현재 어느 베이직 블록에 있는지 에서 다음 위( )

상으로 이동하게 되고 시그니처 검증을 통해 이동, 

된 위상이 제어흐름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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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어흐름 및 제어흐름 에러1. 

Fig. 1 Control flow and control flow error

하게 된다 즉 시그니처 기반 제어흐름 모니터링 . , 

기법은 시그니처를 통해 시그니처 업데이트와 시그, 

니처 검증이 각 베이직 블록마다 연속적으로 진행

되며 제어흐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모델을 기본

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시그니처 기반 모

니터링 기법을 바탕으로 하되 시그니처 업데이트와 , 

시그니처 검증을 스레드 레벨에서 서로 분리하여 

제어흐름을 모니터링 하는 새로운 분리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그니처 업데이트는 모니터링 대. 

상 어플리케이션 스레드에서 시그니처 검증은 별도, 

의 모니터 스레드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분리형 시

그니처 기반 제어흐름 모니터링 기법을 통해 멀티, 

스레드 및 멀티코어 환경에서 제어흐름 모니터링으

로 인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 

어흐름 모니터링 범위를 함수 내 제어흐름에서 함

수 간 제어흐름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제어흐름 

에러 검출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관련 . Ⅱ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장에서는 제안하는 분리형 , Ⅲ

시그니처 기반 제어흐름 모니터링 기법에 대해 살

펴본다 장에서는 가상의 모니터링 시나리오를 통. Ⅳ

해 제안하는 기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장에서는 , Ⅴ

제안하는 분리형 시그니처 기반 제어흐름 모니터링 

기법을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프레임워크를 소개한

다 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타당. Ⅵ

성을 입증하며 마지막으로 장에서 결론을 맺는, Ⅶ

다. 

관련 연구. Ⅱ

제어흐름 에러로 인한 시스템 실패를 경감시키

기 위해 많은 제어흐름 에러 탐지 기법들이 소개되

어 되어왔고 시그니처 기반 제어흐름 모니터링은 , 

그림 기존 시그니처 기반 제어흐름 모니터링의 2. 

기본 모델

Fig. 2 Existing signature monitoring model for 

control flow error detection

그 중 하나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반 모니터링 

기법이다 그림 는 기존의 시그니처 기반 제어흐름 . 2

모니터링 기법의 기본 모델을 나타낸다 시그니처 . 

기반 제어흐름 모니터링은 시그니처 업데이트와 

시그니처 검증 두 개의 루틴으로 구성된다, .

는 번째 베이직 블록을 나타내고, 는 컴파

일 타임에 결정되는 각 베이직 블록의 시그니처 변

수를 의미한다. 는 런타임 상에서 결정되는 시그니

처 변수이며 런타임 상에서 각 , 에서 과 일

련의 연산을 통해 업데이트  된다 . 은 컴

파일 타임에   으로 결정되는 시그니처 

변수이며 시그니처 검증에 사용된다, .

업데이트 된 런타임 시그니처 는 다음 베이직 s 

블록에서 시그니처 검증과정 을 거치고 

  ≠ 을 만족하는 경우 제어흐름 에러 상태 , 

로 판단한다 간단한 시그니처 기반 제어흐름 모니. 

터링 모델로 시그니처 업데이트와 시그니처 검증 

루틴을    ,       로 선

택할 수 있다.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제 권 제  호  년  월13 5 2018 10 227

그림 기존의 비분리형 및 분리형 시그니처 3. 

모니터링 기법

Fig. 3 Non-separate and separate 

signature monitoring method

기존의 많은 시그니처 기반 제어흐름 모니터링 

연구들은 이러한 시그니처 업데이트와 시그니처 

검증을 중점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CFCSS [1], 

YACCA [2], ECCA [3], RSCFC [4], SEDSR 

등 다수의 시그니처 [5], SCFC [6], RASM [7] 

기반 제어흐름 모니터링 기법들에서 제어흐름 에러 

검출률은 증가시키고 모니터링 오버헤드는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런타임 시그니처 및 컴파일타임 시, 

그니처의 수 시그니처 업데이트 검증 루틴의 베이, /

직 블록 내 삽입 위치 및 횟수 시그니처 업데이트 , 

및 시그니처 검증 알고리즘 등이 제안되어 왔다.

멀티 스레딩 기법 과 멀티코어를 통한 병렬[8]

화 기법 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 향상을 [9, 10]

이끌어 내었다 멀티 스레딩 기법은 주어진 처리기. 

에 대해 최대한의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

며 멀티코어를 통한 병렬화 기법은 동작하는 처리, 

기의 수를 증가시켜 병렬처리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시스템 성능 향상을 이끌어 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스레딩 기법과 멀티코어를 

통한 병렬화 기법이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기존의 시그니처 기반 제, 

어흐름 모니터링 기법을 바탕으로 하되 시그니처 

기반 모니터링 기법이 멀티 스레드 및 멀티코어 환

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그니처 업데이트와 시그

니처 검증 과정을 분리하는 새로운 분리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분리형 시그니처 기반 . 

제어흐름 모니터링 기법과 기존의 시그니처 기반 

제어흐름 모니터링 기법의 구별과 용어의 편의를 

위해 이하 제안하는 기법을 분리형 시그니처 모니‘

터링 기법 (separate signature monitoring 

기존의 모니터링 기법을 비분리형 시그method)’, ‘

니처 모니터링 기법 (non-separate signature 

이라 칭하도록 하겠다monitoring method)’ . 

본 논문은 다음을 중점으로 하여 기술 되었다. 

첫째 기존의 시그니처 기반 제어흐름 모니티링 기, 

법을 확장하여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성능향상을 

꾀하는 분리형 시그니처 기반 제어흐름 모니터링 

기법을 제안하고 제안하는 기법의 타당성을 보이고 , 

있다 둘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분리형 모니터링. , 

을 적용할 수 있는 분리형 시그니처 기반 모니터링 

자동생성 프레임워크를 구현하여 제시하였다.

분리형 시그니처 기반 제어흐름 . Ⅲ

모니터링 기법

시그니처 기반 모니터링 기법을 멀티스레드 및 

멀티코어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선 기존의 시그니처 

기반 모니터링 기법을 스레드 레벨에서 나눌 필요

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그니처 업데이트와 시그. 

니처 검증과정을 선택하였다.

그림 와 그림 는 기존의 비분리형 시3 (a) 3 (b)

그니처 모니터링 기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분

리형 시그니처 모니터링 기법을 나타낸다 비분리형 . 

시그니처 모니터링 기법에서는 시그니처 업데이트

와 검증 루틴이 각 베이직 블록 단위에서 순차적으

로 이루어지지만 제안하는 분리형 시그니처 모니터, 

링 기법에서는 두 루틴이 스레드 레벨에서 서로 분

리되어 동작한다 시그니처 업데이트 시그니처 인. (

큐 는 모니터 대상 어플리케이션 스레드에서 이루어)

지고 시그니처 검증은 별도로 생성된 시그니처 검, 

증 스레드에서 이루어진다 이하 시그니처 검증을 . 

위한 별도의 스레드를 모니터 스레드 라 칭하도록 ‘ ’

하겠다.

기존의 비분리형 시그니처 모니터링 기법에서는 

하나 또는 두세 개의 시그니처를 사용하여 시그니

처 업데이트와 시그니처 검증을 진행한다 이 때. , 

각 베이직 블록의 컴파일타임 시그니처는 각 베이

직 블록별로 고유한 값을 지닌 변수이지만 런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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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런타임 시그니처 공유로 인해 탐지되지 4. 

않는 제어흐름 에러

Fig. 4 Undetected control flow error caused 

by the shared runtime signature

시그니처는 각 베이직 블록에서 공유되며 업데이트 

되는 변수이다.

제안하는 분리형 시그니처 모니터링 기법에서는 

시그니처 검증이 모니터 스레드에서 일괄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시그니처 큐 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시‘ ’ . 

그니처 큐는 다음에서 설명할 시그니처 인큐 

루틴을 통해 각 베이직 블록(Signature Enqueue) 

의 컴파일타임 시그니처로 채워진다 시그니처 큐는 . 

각 베이직 블록에서 업데이트 되지만 베이직 블록

간 공유되지 않으므로 비공유성을 지닌 런타임 시, 

그니처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런타임 시그니처의 비. 

공유 성질은 기존의 시그니처 모니터링 기법에서 

런타임 시그니처 공유로 인해 발생하는 제어흐름 

에러 검출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부가적인 효과

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는 기존의 비분리형 시그니처 모니터링 4

기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어흐름 에러 미검출 예

를 나타낸다 런타임 시그니처 변수. 를 각 베이직 

블록에서 공유하므로 그림 와 같은 제어흐름 에러, 4

가 발생하는 경우 제어흐름 에러 미검출로 이어진 

다 이는 런타임 시그니처가 각 베이직 블록에서 공. 

유되므로 덮어써지기 때문이다 에서는 . RASM [7]

두 단계 시그니처 업데이트를 각 베이직에 두어 해

당 문제를 경감시키고 있지만 이는 런타임 시그니

처 공유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그니처 인큐는 기존의 시그니처 업데이트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기존의 시그니처 업. , 

데이트가 다음 베이직 블록에서의 시그니처 검증을 

그림 시그니처 인큐5. 

Fig. 5 Signature enqueue

위해 런타임 시그니처를 업데이트 하였다면 시그니, 

처 인큐의 경우에는 각 베이직 블록의 컴파일 타임 

시그니처를 시그니쳐 큐에 넣어준다 그림 는 시그. 5

니처 인큐 알고리즘을 나타낸(Signature Enqueue) 

다 시그니쳐 큐가 가득 찰 때까지 시그니쳐 큐에 . 

컴파일 타임 시그니처를 넣으며 시그니쳐 큐가 가, 

득찬 경우 모니터 스레드를 생성하고 모니터 루틴, 

을 동작시킨다(Monitor Routine) .

어플리케이션 스레드에서 시그니처 큐가 가득찬 

경우 모니터 스레드를 생성하고 모니터 루틴 , 

을 동작시킨다 그림 은 모니터 (Monitor Routine) . 6

루틴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시그니처 큐. 가 빌 때 

까지 시그니처 검증 루틴 (Signature Verification)

을 수행한다.

그림 은 시그니처 검증 과정을 나타낸다 시그7 . 

니처 검증은 시그니처 큐에 들어 있는 런타임 시그

니처와 모니터링 대상 어플리케이션 분석을 통해 

얻은 함수 간 제어흐름 그래프간 비교를 통해 이루

어진다 시그니처 큐의 런타임 시그니처가 함수 간 . 

제어흐름 그래프를 벗어난 경우 제어흐름 에러를 , 

검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어흐름의 모니터링 범위를 함

수 내의 제어흐름 뿐만 아니라 함수 간 제어흐름까, 

지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시그니처 기반 제어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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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니터 루틴6. 

Fig. 6 Monitor routine

모니터링 기법들은 대부분 함수 내 제어흐름을 모

니터링 범위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함수 호출[1-7]. 

을 가진 베이직 블록 또는 함수 리턴을 가진 베이

직 블록 내에서 제어흐름 에러가 발생 할 경우 제, 

어흐름 검출에 어려움이 있고 이는 제어흐름 검출

률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림 은 본 논문에서 다루는 함수 간 제어흐름 8

그래프 의 (inter-procedural control flow graph)

한 예이며 두 함수 , 과 의 제어흐름 그래프가 

연결되었다 함수 간 제어흐름 그래프 생성은 다음. 

의 루틴을 따른다 각 함수의 제어흐름 그래프의 . 1) 

노드는 베이직 블록을 의미한다 각 노드는 . 2) 

타입으로 나뉜다Branch, Call, Entry, Return . 3) 

타입 노드에는 하나의 함수 호출만이 존재한Call 

다 즉 베이직 블록은 함수호출 단위로 분리된다. , . 

타입 노드는 호출되는 함수의 타입 4) Call Entry 

노드와 연결된다 타입 노드는 함수간 . 5) Return 

호출 그래프에서 따로 연결하지 않는다.

함수 호출의 경우에는 연결되는 베이직 블록이 

현재의 위상에 따라 하나로 유일하게 결정되지만, 

함수 리턴의 경우 복수개의 함수에서 해당 함수를 

호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제어흐름 그래프에 , 

포함시키면 제어 흐름 에러 검출률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함수 리턴 시 해당 . 

시점에서의 정확한 제어흐름 검증을 위해 함수 리

턴 스택을 도입하였다.

그림 는 함수 간 제어 흐름 그래프에서 함수 9

리턴 스택을 이용하여 함수 호출 및 리턴을 처리하

그림 시그니처 검증7. 

Fig. 7 Signature verification

그림 함수 간 제어 흐름 그래프8. 

 Fig. 8 Inter-procedural control flow graph

는 것을 보여준다 함수 리턴 스택은 함수 호출 시. , 

현재 베이직 블록의 다음 베이직 블록을 푸시 

하고 함수 리턴 시 팝 을 수행한다(push) , (pop) .

모니터 초기화 루틴 은 어플리케(Monitor Init)

이션의 가장 첫 번째 베이직 블록의 가장 앞쪽에 

삽입되며 어플리케이션의 제어흐름 분석정보를 이, 

용하여 함수 간 제어흐름 그래프를 생성한다 이 때 . 

생성된 함수 간 제어흐름 그래프는 앞서 서술된 것

과 같이 모니터 스레드에서 시그니처 검증 루틴에

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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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함수 리턴 스택9. 

Fig. 9 Function return stack

분리형 시그니처 기반 제어흐름 . Ⅳ

모니터링 시나리오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분리형 시그니처 기반 제

어 흐름 에러 검증 기법이 기존의 시그니처 기반 

제어 흐름 에러 검증 기법과 비교하여 어떠한 성능, 

적 이점이 있는지 네 가지 가상 환경에서 동작 시

나리오를 통해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시나리오 환경은 멀티코어의 수 시그니처 큐, 

의 크기 어플리케이션의 의 유무, blocking I/O  

로 결정된다.

그림 와 그림 의 비분리형 모니터링 3 (a) 10 (a)

기법과 분리형 모니터링 기법을 비교해보면 분리형 , 

모니터링 기법이 비분리형 모니터링 기법에 비해 

더 적은 실행시간 오버헤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모니터링 대상 어플리. 

케이션 스레드에서 시그니처 검증 루틴을 각 베이

직 블록 마다 가질 필요가 없으며 검증 루틴은 모, 

니터 스레드에서 분리되어 실행되기 때문이다 물. 

론 이 경우는 코어의 수, 가 ≥ 인 경우로 멀티

코어 환경에서 가질 수 있는 이득을 의미한다 그러. 

나 기존의 비분리형 모니터링 기법에서는 멀티코어 

환경에서 이러한 성능향상을 가질 수 없다.

그림 는 블로킹 를 가지는 어플리케이10 (b) I/O

션에 분리형 모니터링 기법이 적용된 경우를 나타

낸다 비분리형 모니터링 기법이 적용될 경우 어플. 

리케이션이 블록 되어 있는 동안 제어흐름 모니터

그림 분리형 모니터링 시나리오10. 

Fig. 10 Separate monitoring scenario

링 또한 블록 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분리형 , 

모니터링 기법이 적용된 경우 어플리케이션이 블록 

상태에 있더라도 모니터 스레드가 동작할 수 있다.

그림 는 단일코어 또는 점유가능한 코어10 (c)

의 수가 하나뿐인 환경에서 블로킹 를 가지는 I/O

어플리케이션에  분리형 모니터링 기법이 적용된 

경우를 나타낸다 로 인해 어플리케이션 스레드. I/O

가 블록 되더라도 모니터 스레드로 컨텍스트 스위

칭 되어 모니터 스레드가 동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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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분리형 시그니처 기반 모니터링을 위한  11. 

코드생성 프레임워크의 전반적인 구조

Fig. 11 Overall structure of code generation 

framework for SSM

그림 는 제안하는 비분리형 모니터링 기10 (d)

법이 적용된 경우에 지연된 모니터 스레드 동작을 

나타낸다 멀티코어 환경에서 여러 스레드들이 동작. 

할 경우 어떠한 시점에는 많은 스레드들이 동작하

여 코어가 경쟁적으로  점유될 수 있고 어떤 시점, 

에서는 코어의 점유율이 낮을 수 있다 분리형 모니. 

터링 기법에서는 모니터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낮추

어 코어의 점유율이 낮을 때 모니터링이 이루어지

도록 할 수 있다.

분리형 시그니처 기반 모니터링 . Ⅴ

기법을 위한 모니터링 코드 자동생성 

프레임 워크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분리형 시그니처 모니터

링 기법을 자동으로 적용시켜주기 위한 분리형 시

그니처 기반 모니터링을 위한 코드생성 프레임워크

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및 각 모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은 분리형 시그니처 기반 모니터링을 위11

한 프레임워크의 전반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제안하. 

는 프레임워크는 모니터링 대상 어플리케이션의 소

스코드를 입력으로 받고 분리형 시그, 니처 기반 모

니터링이 적용된 어플리케이션을 출력으로 가진다. 

전반적인 구조는 및 파서 제어흐Clang LLVM IR , 

름 정적 분석기 모(control flow static analyzer), 

니터링 코드 생성기 (monitoring code generator), 

시그니처 코드 삽입기 (signature code implanter), 

타겟 바이너리 코드 생성기 (target support 

로 구성되어 있다compiler) .

No. name TNF TNBB TNFC NIPBB TENB (k)

1 WS 4 77 20 8.08 1,103

2 DS 12 91 28 6.66 84

3 FFT 7 107 36 6.69 4,669

4 DJ 6 59 16 5.50 14,447

5 PT 6 212 68 5.40 348

6 SHA 8 66 23 9.46 2,558

7 BM 5 110 35 5.98 11,962

8 SS 10 166 22 5.10 10,837

9 CRC 4 29 11 5.89 41,066

TNF: total number of functions

TNBB: total number of basic blocks

TNFC: total number of function call

NIPBB: number of instructions per basic block

TENB: total number of executed basic blocks 

표 벤치마크1. 

Table 1. Benchmarks

본 논문에서는 모니터링 대상 어플리케이션에  

소스 코드에 대한 베이직 블록 레벨의 분석을 위해 

을 사용하LLVM Intermediate Representation (IR)

였다 은 에서 . Clang LLVM infrastructure [11]

를 담당하며 코드를 중간코드인 front-end , C/C++ 

로 변환한다 파서는 베이직 블록 LLVM IR . LLVM 

레벨 분석이 용이하도록 데이터 구조를 제공해 준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구현에는 . 

이 사용되었다LLVM 5.0 .

제어흐름 정적 분석기는 파싱된 코드LLVM IR 

를 분석하여 모니터링 코드 생성기와 시그니처 코, 

드 삽입기에서 사용되는 함수 콜 그래프 각 함수별 , 

제어흐름 그래프 함수 간 제어흐름 그래프 및 컴파, 

일타임 시그니처와 같은 메타 데이터를 생성한다.

모니터링 코드란 모니터 스레드에서 시그니처 

검증 루틴을 수행하는 코드를 의미한다 모니터링 . 

코드의 역할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함수 간 콜 그. 

래프를 초기에 생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니, 

터 스레드에서 함수 간 제어흐름 그래프와 시그니

처 큐를 비교하여 시그니처 검증 루틴을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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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분리형 비분리형 시그니처 기반 12. /

모니터링 실행시간 오버헤드 비교

Fig. 12 Execution time overhead of SSM 

and Non-SSM

시그니처 코드 삽입기는 모니터링 대상인 어플

리케이션 스레드에서 동작하는 두 종류의 시그니처 

코드를 삽입한다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의 최초 베이. 

직 블록의 가장 처음 명령어 앞에 삽입되는 모니터 

초기화 루틴 이고 다른 하나는 그림 (Monitor Init) , 

의 분리형 모니터링 기법에서 나타낸 것과 같3 (b)

이 각 베이직 블록마다 베이직 블록의 가장 처음 

명령어 앞에 삽입되는 시그니처 인큐 루틴 

이다(Signature Enqueue) .

타겟 바이너리 코드 생성기는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시스템의 아키텍처에 맞게 바이너리 코드를 

생성한다 본 모듈은 모듈로 구성되었다. LLVM llc .

성능 평가 . Ⅵ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분리형 시그니처 모니터

링 기법이 기존의 비분리형 시그니처 모니터링 기

법에 비해 멀티 스레드 및 멀티 코어 환경에서 가

질 수 있는 실행시간 오버헤드 성능향상을 실험을 

통해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분리형 모니터링 기법의 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한 성능평가는 Ubuntu 16.04.5 Linux, 

환경에서 진행x86-64 architecture, 4cores, 4GB 

되었다 표 은 성능평가에 사용된 벤치마크 및 각 . 1

벤치마크의 특성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성능평가를 . 

위한 벤치마크로는 whetstone (WS) 1.1 [12], 

과 에서 drystone (DS) 2.1 [13] Mibench 1.1 [14]

제공하는  Fast Fourier Transform (FFT), 

DiJkstra (DJ), Secure Hash Algorithm (SHA), 

BasicMath (BM), StringSearch (SS), Cyclic 

를 선택하였다 표 에Redundancy Check (CRC) . 1

서 각 벤치마크에 대한 총 함수 개수 베이직 블록 , 

개수 총 함수 호출 개수 각 베이직 블록 당 명령, , 

어 개수 및 런타임 상에서 실행 된 베이직 블록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행시간 오버헤드. 

는 각 베이직 블록 당 명령어 개수가 많을수록 

실행시간에 대비 런타임 상에서 실행 된 (NIPBB), 

베이직 블록의 수 가 적을수록 적다(TENB) .

제안하는 분리형 모니터링 기법과 비교대상으로, 

기존의 비분리형 시그니처 기반 모니터링 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    로 선 

택하는 매우 단순한 모델을 구성하였다 해당 비교 . 

대상은 와 의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SEDSR [5]

수 있다 해당 비교 대상 기법과 제안하는 분리형 . 

모니터링 기법의 실행시간 오버헤드를 비교하여 제, 

안하는 기법이 멀티 코어 및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가지는 성능향상을 확인하도록 한다.

그림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분리형 시그니12

처 기반 모니터링 기법과 기존의 비분리형 시그니

처 기반 모니터링 기법을 각 벤치마크에 적용한 경

우 발생하는 실행시간 오버헤드 및 기존 기법 대비 

제안 기법의 실행시간 오버헤드 감소율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분리형 시그니처 기반 모니터링 기법이 

비분리형 시그니처 기반 모니터링 기법 대비 최대 

평균 실행시간 오버헤드 감소를 확29.1%, 13.89% 

인할 수 있었다 의 경우 기존 기법 대비 최대 . PT

오버헤드 감소율인 을 보이고 있고 각 벤치29.1% , 

마크 에 대WS, DS, FFT, DJ, SHA, BM, SS, CRC

해 7.53%, 20.58%, 16.52%, 9.12%, 14.41%, 

를 나타내었다6.72%, 10.83%, 10.20% .

상기의 성능평가에서 평균적으로 제안하는 분리

형 시그니처 기반 모니터링 기법이 기존의 기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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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약 대 정도의 실행시간 오버헤드 감소율의 10%

성능향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시그니처 기. 

반 모니터링 기법들이 멀티코어 및 멀티스레드 환

경에서 어떠한 이득을 얻지 못한 것에 반해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분리형 시그니처 기반 모니터링 

기법은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오버헤드를 별도의 모

니터 스레드로 넘겨줌으로써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에 해당하는 만큼 오버헤드를 짊어지지 않기 때문

이다.

결 론. Ⅶ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시그니처 기반 제어흐름 

모니티링 기법을 바탕으로 멀티스레드 및 멀티코어 

환경에서 성능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그니처 , 

업데이트 루틴과 시그니처 검증 루틴을 분리하는 

분리형 시그니처 기반 제어흐름 모니터링 기법을 

제안하고 제안하는 기법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 

또한 제안하는 분리형 모니터링을 적용할 수 있도, 

록 분리형 시그니처 기반 모니터링 자동생성 프레

임워크를 구현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분리형 시그니처 기반 모니터링 기법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비분리형 시그니처 기반 모니터링 기, 

법 대비 최대 평균 실행시간 오버29.1%, 13.89% 

헤드 감소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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