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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기반 구축이 점점 보편화되고, 국내에서는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대기업과 거대 통신사를 주축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클라우

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손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의 기반 기술인 서버 가상화(Server Virtualization) 기술 중에 비용부담이 없는 리눅스 기

반 오픈 소스 서버 가상화 기술인 Xen, KVM, VirtualBox를 비교 분석한다. 아울러, 엔터프라이즈급 리눅스에

직접 설치 및 분석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서버 가상화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Build of Infrastructure for Cloud Computing is worldwide increasing, In Korea Major enterprises and 
communication carriers who have massive capital and technical base started to build Cloud Infrastructure. But small 
and medium companies couldn't initiate this even they recognize the necessity the reason of accessibility. In this 
paper we analyze to compare Xen, KVM and VirtualBox open source technology that is based on Linux technology 
which is able to use with low cost among Server Virtualization as Cloud Infrastructure's base technology. Besides, 
We would like to suggest to company how to choose optimal server virtualization technology by directly installing 
enterprise linux and analyz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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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로 다른 물리적 위치에 존

재하는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 제공

하는 기술로 IT자원을 서로 공유하고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자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 또한 시

스템의 자원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어

서 그린 IT(Green IT)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

술로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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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사례를 국내기준으로 살펴보면 막대한 자본력

과 기술력을 보유한 대기업과 통신사들은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

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을 위해 비용 부담이 없는 리눅스 기반 오픈 소스

서버 가상화 기술인 Xen, KVM, VirtualBox를 분석

하고자 한다[2]. 아울러, 엔터프라이즈급 리눅스에

직접 설치 및 분석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화

된 서버 가상화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자 한다.
 
Ⅱ. 오픈 소스 기반 리눅스 가상화 기술 분석

2.1 Xen

젠은 1990년대 후반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시작

한 프로젝트로 2002년 공개 프로젝트로 전환된 오

픈소스이다. x86, x86_64, IA-64, Power PC, ARM 프
로세서 등 다양한 CPU를 지원하는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 기술이다. 호스트 운영체제로 리눅스

와 윈도우뿐만 아니라 NetBSD, FreeBSD, Solaris 등
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가상화 방식으로는 커널이

수정된 게스트 운영체제를 통해 물리적 서버 대비

하여 최대 98%의 성능을 나타낸다는 반가상화를

비롯하여, Xen 3.0 버전부터는 수정되지 않은 윈도

우 및 기타 운영체제를 그대로 게스트 시스템에 실

행할 수 있도록 전가상화도 지원한다. 
프로그램 소스가 공개되어 있어서 오픈소스 진영

의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벤더(Vendor)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젠의 하이퍼바이저 기반으로 개

발된 제품으로는 Virtual Iron사의 Virtual Iron(2009
년 5월, Oracle사에 인수됨), Sun Microsystems사의

VirtualBox(2009년 4월, Oracle사에 인수됨), Oracle사
의 VM Server, Citrix사의 XenServer 등이 있다. 단
점으로는 QEMU과 같은 CPU 에뮬레이터가 아닌

전통적인 하이퍼바이저 방식이기 때문에 호스트와

다른 아키텍쳐의 게스트는 실행할 수 없다. 현재

Xen은 케임브리지대학과 Citrix사에서 지원하고 있

다[3]-[5].

2.2 KVM(for Kernel-based Virtual Machine)

표 1. KVM 기반 게스트 운영체제 지원 목록

Table 1. Guest support status of KVM

계열 지원되는 운영체제 목록

Windows

Windows 2008, Windows 7, Windows

Vista, Windows 2003, Windows XP,

Windows 2000, Windows 98, Windows NT,

Windows 95

Linux

CentOS 5.5, Red Hat Enterprise Linux 3

～ 6 Beta, Oracle Unbreakable Linux,

Fedora Linux 1 ～13, Red Hat Linux 7 ～

9, Scientific Linux 5.4.1, Trixbox, Debian

GNU/Linux 3 ～5,, Ubuntu 6 ～ 10.10 ,

Android 2.2,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0 ～11, OpenSUSE 10.2 ～11.3,

SUSE Linux 9.1 ～10.0, Slackware 11 ～

12.2, Qemu-Puppy, Gentoo, Arch Linux,

Mandrake Linux, Mandriva 2007 ～ 2009,

Crux Linux 2.5

BSD

OpenBSD 4.0 ～ 4.7, FreeBSD 6.1 ～ 8.0,

GNU/kFreeBSD, NetBSD 3.1 ～ 5.0.2,

MirBSD 2009/10, PC-BSD 1.4,

DragonflyBSD 1.10.1 ～ 2.2.1

Solaris,

OpenSola

ris

Solaris 10 U1 ～ 10 U6,

Nexenta Core 1.0 ～ 2.0 b104 rc3,

OpenSolaris 2008.05 ~ 2009.06, Milax 0.3.2

Belenix 0.7.1

Other

UNIX

Darwin 8.0.1, MINIX 3.1.2a ～ 3.1.6,

GNU hurd live CD(20051117),

GNU/HURD(Debian K14 ～ K16),

QNX 4.25 ～ 6.4.1

Other

Haiku OS, Amiga Research OS(AROS),

React OS 0.3.0, FreeDOS 1.0, MS-DOS

6.22,

MS-DOS 5.0, Syllable 0.61, Visopsys 0.62,

Plan 9, FreeDOS 7 + Novell Netware 4.1

KVM은 x86 시스템 기반의 리눅스 전가상화를

지원하는 기술로 CPU 가상화 기술인 인텔의 VT 
및 AMD-V를 기반으로 동작한다. 리눅스 커널에서

kvm.ko라는 이름의 모듈로 포함되어 동작하고, 코
어 가상화 구조와 프로세서 세부 모듈인

kvm-intel.ko 또는 kvm-amd.ko로 구성된다. KVM은

QEMU이라는 CPU 에뮬레이터를 사용하고, 수정되

지 않은 리눅스나 윈도우의 이미지를 생성하여 다

중의 가상 머신을 운영한다. 각각의 가상 머신은 개

별적인 하드웨어(Network, Disk, Graphic adapter 등)



리눅스 기반 오픈 소스 서버 가상화 기술 비교 115

를 가지고 동작한다. KVM도 Xen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이며, 리눅스 커널 2.6.20부터 포함되었다. 
호스트 시스템은 인텔의 VT 및 AMD의 SVM 기

능이 있는 프로세서가 장착되어야 하며, 게스트 시

스템의 CPU는 32bit 및 64bit 형태로 지원한다. 지
원되는 게스트 운영체제로는 Linux, Windows, 
Solaris, BSD 계열 등이 있다[6].

2.3 VirtualBox

버추얼박스는 x86 및 AMD-64, Intel-64 기반의 가

상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InnoTek사에서 개발하였다. 
초기에는 상용 및 클로즈드 소스 소프트웨어(제한

된 GPL 버전)으로 시작하였으나, 개발 후 몇 해가

지난 2007년 1월에 제한된 오픈 소스 버전인 버추

얼박스 OSE(Open Source Edition)가 GNU GPL(Gener 
al Public License)하에 공개소프트웨어로 전환되었

다. 버추얼박스는 개인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없이 사용가능하고 기업인 경우에는

오라클사를 통해 따로 구매해야 한다. 버추얼박스

OSE는 버추얼박스와 거의 같지만 주요 기능 몇 가

지를 제외하고 배포된다. 버추얼박스는 2008년 12월
에 Sun Microsystems를 거쳐 현재는 Oracle 사에 인

수되었다[7]. 

표 2. VirtualBox OSE에 제외된 기능

Table 2. Excluded feature in VirtualBox OSE

주요 기능 내 용

RDP

(Remote

Display

Protocol)

Server

RDP 호환 클라이언트에서 RDP 서버의

가상 머신에 접근을 지원하는 기능

USB Support
가상 머신에서 USB 1.1 및 USB 2.0을

지원하는 기능

USB over

RDP

버추얼박스가 원격 RDP서버로 동작할

경우, 호스트에 연결된 것처럼 원격

RDP 클라이언트에서 USB 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기능

버추얼박스는 인텔의 하드웨어 가상화인 VT-x와
AMD의 AMD-V를 기반으로 전가상화를 지원한다. 

표 3. VirtualBox 하드웨어 지원

Table 3. Hardware support in VirtualBox

하드웨어
종류

지 원 형 태

그래픽

어댑터

-기본 그래픽 어댑터는 8MB 램을 가준 표준

VESA 카드

-그래픽 용량을 수정할 수 가능

-게스트 확장에는 더 나은 성능을 위한

특별한 비디오 드라이버가 있으며, 게스트

운영 체제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더넷

네트워크

어댑터

-PCINet FAST III(Am79C973, 기본값)

-AMD PCNet PCI II(Am79C970A),

-Intel PRO/1000 MT Desktop(82520EM),

-Intel PRO/1000T Server(82543GB)

사운드

카드

-ICH AC97

-Sound Blaster 16

기타

-USB 컨트롤러가 가상으로 구현됨으로써,

호스트에 장착된 어떠한 USB장치도 게스트

운영체제에 보이도록 지원.

-버추얼박스가 RDP 서버로 동작할 경우,

호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원격 RDP

클라이언트의 USB장치 사용도 지원.

표 4. VirtualBox 기반 게스트 운영체제 지원 목록

Table 4. Guest support status of VirtualBox

계열 지원되는 운영체제 목록

Windows

Windows Server 2008(32/64-bit, also R2),

Windows 7(32/64-bit), Windows 2000,

Windows Vista(32/64-bit)

Windows Server 2003(32/64-bit),

Windows XP(32/64-bit),

Windows 98, Windows NT,

Linux

Ubuntu 5.10 ～ 10.04, Debian 4.0 ~ 5.0,

SUSE Linux 9/10, OpenSUSE 10.2 ～11.1,

Mandriva 2008 ～ 2009.1,

Mandrake Linux 9.2 ~ 10.1

Fedora Core 1,4,5,6, Fedora 7 ～ 11,

CenOS 3 ～ 5, Oracle Enterprise Linux 3 ～

5, Red Hat Enterprise Linux 3 ～ 5,

Red Hat Linux 7,9, Xandros 4, ArchLinux

BSD FreeBSD, PC-BSD 1.3, 7.1.1, 8.1,

Solaris,
Open
-Solaris

Solaris 10 5.08 and later

OpenSolaris 2008.05 and later

Mac OS X Mac OS X Server(Leopard, Snow Leopard)

Other

DOS, OS/2, QNX Neutrino 6.32

Novell Netware 6,

BeOS R5, Haiku, Syllable, Visopsys,

React OS, SkyOS

다른 상용프로그램인 VMware Workstation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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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의 Virtual PC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기

능은 부족하지만,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RDP), 
iSCSI 지원, RDP를 거치는 원격 장치의 USB 지원

등과 같이 원격으로 가상 컴퓨터를 제어하는 기능

이 있다. 버추얼박스는 게스트 운영체제의 하드디스

크를 VDI(가상 디스크 이미지:Virtual Disk Image)파
일로 불리는 특별한 컨테이너 포맷으로 에뮬레이트

된다. 현재는 다른 가상화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포

맷과 호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버추얼박스는

VMware의 Virtual Machine Disk Format(VMDK)의
이미지 파일을 읽고 쓸 수 있으며, Microsoft Virtual 
PC의 디스크 이미지를 변환하는 유틸리티를 포함하

고 있다. 즉 VMware의 디스크 이미지를 이용하여

버추얼박스의 게스트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다. 

2.4 비교 분석

젠, KVM, 버추얼박스는 x86 리눅스 시스템 기반

의 오픈 소스 가상화 프로그램으로 각각의 장단점

이 있다. 다음의 표 5는 3가지 가상화 프로그램을

간략히 비교한 내용이다[8]. 
젠, KVM, 버추얼박스는 모두 소스가 공개되어

있으나, 버추얼박스는 일반 버추얼박스와 버추얼박

스 OSE로 나누어 OSE 버전에 한해서만 소스를 공

개하고 있다. 버추얼박스 OSE는 버추얼 박스의 소

스 공개 버전으로 GNU GPL하에 배포되고 있으나, 
버추얼박스 일반 버전의 주요 기능이 제외된 형태

로 배포된다. 3가지 모두 인텔의 VT-x와 AMD의

SVM 기반의 전가상화를 지원하고, 젠만 추가적으

로 반가상화를 지원하여 가상화 환경 구축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게 해준다. CPU지원은 모든 프로그

램이 기본적으로 x86, x86-64, IA-64를 지원하였고, 
젠과 KVM은 PowerPC를 추가로 지원한다. 젠은

ARM 프로세서도 지원하여 CPU 부분에서는 가장

다양한 종류의 CPU를 지원한다. 게스트 운영체제

지원은 모두 Linux, Windows, BSD, Solaris 등을 지

원하였고, 대체적으로 비슷한 지원 정도를 보였으

나, KVM이 세부 버전 개수로는 가장 많고, 버추얼

박스는 Mac OS를 추가 지원한다. 
공개 프로젝트 시작연도는 젠이 가장 먼저 시작

하여 가장 많은 수의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업체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젠의 하이

퍼바이저를 기반으로 하는 상용프로그램들이 많이

출시된 상태여서 안정성은 KVM이나 버추얼박스에

비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본다.

표 5. 오픈 소스 가상화 프로그램 비교

Table 5. Comparison of open source virtualization program

구 분 Xen KVM VirtualBox OSE

소스

공개

여부

Yes Yes Yes

가상화

방식

Para, Full

With CPU

support

Full with

CPU support

Full with CPU

support

OS 지원

Linux,

Windows,

NetBSD,

FreeBSD,

Solaris 등

Linux,

Windows,

OpenBSD,

FreeBSD,

NetBSD,

Solaris 등

Linux, Windows,

OpenSolaris,

FreeBSD 일부,

Macintosh 등

CPU

지원

x86, x86-64,

Itanium,

PowerPC,

ARM

x86, x86-64,

Itanium,

PowerPC

x86, x86-64,

Itanium

공개

프로젝트

시작연도

2002 2006 2007

라이센스 GPL GPL GPL

기타

VirtualBox의 주요

기능 제외된

배포버전

 
Xen, KVM, 버추얼박스 등 3가지 프로그램은 각

기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겨진다. 시스템의

운영체제, 아키텍쳐, 가상화 기법 등을 고려하여 구

성하고자 하는 가상화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고르면 된다.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면 가상화 방식

지원 및 CPU 지원, 안정성 검증 등 측면에서는 젠

이 우수하다. 운영체제 지원 부문은 3가지 프로그램

이 비슷하게 지원한다고 볼 수 있으나, KVM이 세

부 버전별로 지원되는 개수가 가장 많다. 버추얼박

스는 유일하게 Mac OS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

어, iOS 기반의 개발 환경 구축시 사용하면 유용하

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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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상화 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비교 분석

3.1 개요

가상화 프로그램 설치의 기준이 되는 운영체제는

엔터프라이즈급 리눅스인 CentOS를 사용한다. 
CentOS는 비용 부담이 없는 리눅스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yum이라는 업데이트 서비스

를 제공한다. CentOS의 가장 최신 버전인 CentOS 
5.5 기준으로 각각 설치하여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9].

3.2 Xen 설치

2005년에 Red Hat, Novell, Sun Microsystems사의

가상화 솔루션에 Xen Hypervisor가 선택되면서 다른

가상화 프로그램보다 일찍 리눅스 커널에 포함되었

다. 리눅스 커널에 포함되면서 yum을 이용한 손쉬

운 설치 및 업데이트 지원이 가능하다. 단, Xen은
커널 모듈형태가 아닌 Xen이 포함된 커널을 사용해

야 가상화를 사용할 수 있어 설치 후 재부팅을 하

여 젠 커널로 부팅한 뒤에 사용할 수 있다.

표 6. Xen 설치과정

Table 6. Xen installation

# yum install xen

# yum groupinstall Virtualization

# reboot // Xen 커널로 재부팅

# virt-manager // 가상 장치 관리자 실행

3.3 KVM 설치

KVM은 리눅스 커널 2.6.20 버전부터 정식적으로

포함된 가상화 프로그램으로 QEMU 기반으로 동작

한다. KVM도 Xen과 마찬가지로 리눅스 커널에 포

함되면서 yum을 이용한 손쉬운 설치 및 업데이트

지원이 가능하다. KVM이 Xen과 다른 점은 Xen은
Xen이 내장된 커널 기반에서 동작한다는 것이고, 
KVM은 일반 커널에서 모듈 형태로 삽입되어 동작

한다. 만약 Xen 커널로 부팅된 상태라면 일반 커널

로 전환한 뒤에 KVM 설치를 해야 한다.

표 7. KVM 설치과정

Table 7. KVM installation

# yum install kvm kmod-kvm

# yum groupinstall Virtualization

# service libvirtd start

# virt-manager // 가상 장치 관리자 실행

3.4 VirtualBox 설치

버추얼박스는 Xen 및 KVM과 달리 기본 커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yum의 저장소(repository)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버

추얼박스는 일반판과 OSE 배포판으로 나뉘고, 일반

판은 별도의 저장소 파일을 설치함으로서 yum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개인 한정 및 평가

에 한하는 라이센스 정책(PUEL: Personal Use and 
Evaluation License)에 의해 기업에서 사용할 경우에

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OSE 버전은 소스가 완전히

공개되었고 사용상의 제한은 없으나, 소스로 다운받

아 환경설정 및 컴파일을 한 뒤에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소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쉬운 설치

를 제공하는 yum기반의 버추얼박스를 설치하여 비

교하도록 한다. 

표 8. VirtualBox 설치과정

Table 8. VirtualBox installation

# cd /etc/yum.repos.d

# wget http://download.virtualbox.org/virtualbox/rpm/rhel

/virtualbox.repo

# yum install VirtualBox-4.0

# usermod -G vboxusers root

# VirtualBox &

3.5 설치관련 비교 분석

가장 최신 버전의 공개 소프트웨어 리눅스인

CentOS 5.5에 Xen, KVM, 버추얼박스를 설치해보면

항목별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Xen과 KVM은 리눅

스 기본 커널에 포함되어 있어서 yum을 통한 쉬운

설치가 가능하나, 버추얼박스는 기본 저장소를 통한

설치가 불가하다. 또한 공개버전인 버추얼박스 OSE
는 소스 설치만 가능하여 다른 2개의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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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설치의 어려움이 많다. 또한 다른 2개의 프로

그램은 설치후 다른 작업이 없는 반면에 버추얼박

스는 root 사용자의 그룹 추가가 필요하다. 가상화

방법은 Xen만 전가상화 이외에 추가로 반가상화를

지원하고, 설치방법을 살펴보면 Xen과 KVM은 로컬

CD 및 DVD 뿐만아니라, ISO 파일, 네트워크 설치, 
PXE 설치 등을 지원하는 반면에 버추얼박스는 로

컬 CD 및 DVD만 지원한다. 게스트 운영체제로 지

원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나, 버추얼박스만 특

이하게 Mac OS를 지원한다. 가상 머신의 저장 방

법을 보면 Xen과 KVM은 파티션 및 이미지 파일을

지원하나, 버추얼박스는 이미지 파일만을 지원한다. 
그러나, 버추얼박스는 디스크 이미지 파일 생성시에

동적 확장 저장소와 고정 크기 저장소를 선택하여

생성되는 디스크 이미지 용량의 유연성을 부여한다.

표 9. 설치를 통한 비교분석

Table 9. Compared with installation

Xen KVM
VirtualBox

일반판 OSE

리눅스 커널

포함 여부
커널 포함 커널 포함

커널포함되지

않음

yum을

설치를 위한

기본저장소

(repository)

지원 여부

지원 지원

추가저

장소설

치를통

한yum지

원

yum은지

원하지

않고,

소스설

치만가

능
가상화

방법

전가상화,

반가상화
전가상화 전가상화

설치

방법

로컬 CD 및

DVD, ISO

이미지 파일,

Network설치

(HTTP,FTP,

NFS),Network

boot(PXE)

로컬 CD 및

DVD, ISO

이미지 파일,

Network 설치

(HTTP,FTP,

NFS),

Network

boot(PXE)

로컬 CD

및 DVD

지원

운영체제

Linux, BSD,

Windows,

Solaris 등

Linux, BSD,

Windows,

Solaris 등

Linux, Windows,

BSD, Solaris,

Mac OS 등

저장방법
파티션,

이미지 파일

파티션,

이미지 파일

이미지 파일만

가능

네트워크

Virtual

Network,

Shared

physical

device

Virtual

Network,

Shared

physical

device

NAT, 내부

네트워크, 브리지

어댑터, 호스트

전용어댑터

최대할당

가능 CPU
32개 16개 4개

표 9는 설치 단계시 지원하는 항목별 분석 내용

이다.
프로그램 설치에 있어서 Xen과 KVM이 yum을

지원하고, 설치 후 명령행 기반의 별다른 작업이 필

요하지 않아 버추얼박스에 비해 비교적 쉽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설치 방법을 지원하고, 저장

방법 등을 비교해도 Xen과 KVM이 버추얼박스에

설치면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Xen과
KVM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나 설치 후에 운

영을 보면 Xen은 재부팅을 통한 젠 커널로의 전환

이 필요하고, KVM은 modprobe 명령을 이용한 모듈

로드가 필요하다. 

표 10. Xen, KVM, VirtualBox의 특징 비교

Table 10. Xen, KVM and VirtualBox characteristic

comparisons

특 징

Xen

-리눅스 기본 커널에 포함

-기본저장소(repository)를 이용한 yum설치가능

-KVM과 호환되는 가상 장치 관리자 사용

-네트워크 MAC 주소 고정 가능

-Xen 설치후 Xen 커널로 부팅 필요

-반가상화 및 전가상화 모두 이용가능

-상용화된 제품이 많음

KVM

-리눅스 기본 커널 포함

-기본저장소(repository)를 이용한 yum설치가능

-Xen과 호환되는 가상 장치 관리자 사용

-네트워크 MAC주소 고정 가능

-KVM 및 KVM모듈 설치후 관련모듈로딩필요

-전가상화만 지원

Virtual

Box

-리눅스 기본 커널에 포함되지 않음

-일반버전은 추가 repository 설치를 통한 yum

사용 가능하고, OSE는 소스 설치만 가능

-설치후 관련 모듈을 로딩 필요

-독자적인 가상 장치 관리자 사용

-젠 및 KVM에서 사용하는 가상 장치 관리자에

비해 디자인이 우수하고, 기능도 많음

-전가상화만 지원

-동적 확장 저장소 기능을 지원하여 대용량의

가상 머신 생성시에도 빠르게 설치 가능

-Mac OS 지원으로 아이폰OS 관련 응용프로그램

개발시에 유용

-OSE 버전은 USB를 지원하지 않아 백업 및

작업시 불편 예상

리눅스에서 서버 가상화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위에 열거된 것처럼 새로운 커널로의 부팅과 커널

모듈로 삽입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명령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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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커널 모듈을 삽입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유

저라면 새로운 커널로 재부팅만 하면 되는 Xen이
쉽다고 여겨진다.

설치 단계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Xen만 유일하게

전가상화 이외의 반가상화를 지원한다. 반가상화를

원한다면 Xen을 선택하면 된다. 버추얼박스는 상용

프로그램에서 공개용으로 전환된 프로그램답게 젠

과 KVM에 비해 좀 더 나은 디자인의 독자적인 가

상 장치 관리자를 지원하고, 변경할 수 있는 항목도

훨씬 다양하다. 또한 유일하게 Mac OS X Server를
지원하여 iOS 기반의 응용프로그램 개발시에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다. 

IV. 결 론

 
서버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자 할 때는 가상화 방식, CPU 지원, 게
스트 운영체제 지원 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 또한 설치가 용이해야 하고, 설치 방법의 지원, 
저장 방법 등도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비교

분석한 리눅스 서버 가상화 프로그램인 Xen, KVM, 
VirtualBox는 비용 부담이 없는 공개 소프트웨어로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분석한 내용을 토대

로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적합한 서버 가상화

기술을 선택하면 비용 부담 없이 클라우드 컴퓨팅

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1] 민옥기, 이미영, 허성진, 김창수, "훤히 보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신문사, pp. 39-46, 2009
년 10월. 

[2] DesktopLinux, http://www.desktoplinux.com.
[3] Xen, http://www.xen.org.
[4] Citrix, http://www.citrix.com.
[5] Ian Pratt, Stephen Spector, "Xen Virtualization", 

한국정보과학회, 제 26권, 제 10호, pp. 14-18, 
2008년 10월.

[6] KVM, http://www.linux-kvm.org.
[7] Oracle VirtualBox, http://www.virtualbox.org.

[8] 정성재, 배유미, 소우영, 성경, "x86시스템에 최

적화된 서버 가상화 연구", 한국지식정보기술학

회, 제 5권 ,제 5호, pp. 131-139, 2010년 10월.
[9] CentOS, http://www.centos.org.

저자소개

정 성 재 (Sung-Jae Jung)

1998년 2월 : 한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공학사)

2003년 8월 : 한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공학석사)

2011년 2월 : 한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공학박사)

2005년 ~ 2010년 : 한남대학교

국제IT교육센터 전임강사

2010년 ~ 현재 : 마이호스팅 기술이사

관심분야 : 리눅스, 정보보호, 서버 가상화, 운영체제,

클라우드 컴퓨팅, 클러스터링 등

배 유 미 (Yu-Mi Bae)

2005년 2월 : 한남대학교

컴퓨터멀티미디어학과(공학사)

2007년 8월 : 한남대학교

정보기술학과(공학석사)

2008년 ~ 현재 : 한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리눅스, 정보보호, 서버

가상화, 멀티미디어, 웹디자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