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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bugging 개론 



들어가기에 앞서… 



 Google에서 “Debugging Tools for Windows” 로 검색 

 Windows SDK 설치본을 다운로드  Installation Options에서 Debugging Tools 선
택 

 현재 WinDbg 단독 설치본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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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bg 설치하기  

Windows Debugging 개요 



 프로세스 메모리 주소을 소스코드 위치, 변수명 등으로 mapping해주는 정보를 담고 있
는 파일 

 모듈 빌드시 모듈별로 생성됨. 확장자는 pdb 

 디버거에서 소스코드를 연결하거나 로컬 변수 값을 확인하는 것은 pdb가 있어야 가능. 

 모듈의 빌드 TimeStamp가 pdb의 TimeStamp가 일치해야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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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ug Symbols (.pdb 파일)?? 

Windows Debugging 개요 

0:000> k L10 
ChildEBP RetAddr   
WARNING: Stack unwind information not available. Following frames 
may be wrong. 
0028dfe0 68dd319e uDlg+0x2007 
0028e244 68dea2d7 uDlg+0x319e 
0028e2fc 68dea823 uDlg!xReleaseProgressDlg+0xf517 
0028e328 68de80c3 uDlg!xReleaseProgressDlg+0xfa63 
0028e344 68de825c uDlg!xReleaseProgressDlg+0xd303 
0028e354 68dee2fd uDlg!xReleaseProgressDlg+0xd49c 
0028e594 68de25ed uDlg!xReleaseProgressDlg+0x1353d 
0028e5b0 68dea28f uDlg!xReleaseProgressDlg+0x782d 
… 
0028f088 76819eb2 user32!InternalCallWinProc+0x23 
0028f104 7681b98b user32!UserCallDlgProcCheckWow+0xd6 
0028f14c 7681bb7b user32!DefDlgProcWorker+0xa8 
0028f168 768286ef user32!DefDlgProcW+0x22 
0028f194 76828876 user32!InternalCallWinProc+0x23 
0028f20c 768243cf user32!UserCallWinProcCheckWow+0x14b 
0028f23c 768243f5 user32!CallWindowProcAorW+0x99 
0028f25c 68de543e user32!CallWindowProcW+0x1b 

pdb가 안맞는 
경우 

pdb가 맞는 경
우 

0x0040101a가 소스코드의 어느 부분?? 



[방법 1] 심볼 경로 창에 경로문자열 설정 
          

 

5 / 64 

Debugging Symbols 경로 맞추기 

Windows Debugging 개요 

SRV*D:\Symbols*http://msdl.microsoft.com/download/symbols;D:\MySymbols 

MS의 심볼 서버에서 네트워크 심볼을 다운로드할 경로 지정 로컬 심볼 경로 지정 

[방법 2] WinDbg 커맨드를 통해 경로 설정 (훨씬 간편!!) 
          

 .sympath+ C:\mysymbols  (로컬 심볼을 검색/로딩할 폴더 지정) 

.symfix+ C:\symbols    (네트워크 심볼 다운로드 폴더 지정)  

.reload 
 

※ 모듈을 빌드한 PC에서 분석하는 경우에는 MS 심볼 서버만 지정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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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Windows Debugging 개요 

 Context의 의미? 
 (일반) 문맥 

 (IT) 어떠한 상황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정보 

 Thread 의 Context 는 레지스터 값들의 Set 으로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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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bg  기본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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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stack trace 

Windbg 기본 명령어 

 현재 스레드의 callstack을 출력 
 

k + [옵션] (예 : kbn) 

0:016> kbn 

 # ChildEBP RetAddr  Args to Child               

00 02b0fee8 7c93d21a 7c7d23f1 00000000 02b0ff1c ntdll!KiFastSystemCallRet 

01 02b0feec 7c7d23f1 00000000 02b0ff1c 00000000 ntdll!ZwDelayExecution+0xc 

02 02b0ff44 7c7d2455 00000bb8 00000000 02b0ff70 kernel32!SleepEx+0x61 

03 02b0ff54 013b8da4 00000bb8 00000001 00000000 kernel32!Sleep+0xf 

04 02b0ff70 013bb538 013f5858 a96717e3 00000000 uFsCtl!YokanKeepAlive+0x64 

05 02b0ffa8 013bb5c2 00000000 02b0ffec 7c7db729 uFsCtl!_callthreadstartex+0x1b 

06 02b0ffb4 7c7db729 013f5d38 00000000 00000000 uFsCtl!_threadstartex+0x64 

07 02b0ffec 00000000 013bb55e 013f5d38 00000000 kernel32!BaseThreadStart+0x37 

k b n 

프레임 
번호 

Child  
함수의  
EBP 

Child 
함수의  

리턴어드레스 

Child 함수에 전달된 아규먼트 Child함수의 주소/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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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read control 

Windbg 기본 명령어 

 특정 thread로 Context 스위치 혹은 특정 thread에 대한 정보 표시 

~ + 스레드 번호 + 명령 (예 : ~12s ) 

 ~. : 현재 스레드 확인 (정보 출력) 

 ~*k : 현재 프로세스에서 실행 중인 모든 스레드의 Call Stack 출력 

 ~12 : 12번 스레드의 정보 출력. (스레드 번호는 ‘~*’ 로 확인) 

 ~12s : 12번 스레드로 Context Switch. 이후 해당 스레드 Context에서 변수 조회나 
Call Stack 확인 등이 가능 

 ~12k : 12번 스레드의 Call Stack 출력 

~~[Thread ID] + 명령 (예 : ~~[198]s ) 

※ 주의 : 모든 숫자는 16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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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k trace 관련 명령어 4 Combo 

Windbg 기본 명령어 

 타겟 Thread 로 Context Switching : ~~[TID]s, ~스레드번호s 

 현재 Thread의 Call Stack 조회 : kbn  ( frame 번호 확인) 

 특정 Call Stack frame 으로 Context 이동 : .frame /c [frame 번호] 

 로컬 변수 확인 : dv 

 Call Stack frame reset : .cxr   

 이전 프레임(프레임 번호 큰 쪽)으로 이동할 때는 .frame /c 반복 실행, 나중 프레임(프레임 번
호가 작은 쪽)으로 되돌아가려면 .cxr 후 다시 .frame /c 

 
 0:005> ~22s // 22번 스레드로 Context Switching 

eax=00000000 ebx=0485f3b0 ecx=0485d43e edx=00001ffe esi=00000006 
edi=00000000 eip=773f70f4 esp=0485f360 ebp=0485f3fc 
ntdll!KiFastSystemCallRet: 
773f70f4 c3              ret 
 

0:022> kn // 22번 스레드의 콜스택 조회 
 # ChildEBP RetAddr   
00 0485f35c 773f6a44 ntdll!KiFastSystemCallRet 
01 0485f360 754b6a8e ntdll!NtWaitForMultipleObjects+0xc 
02 0485f3fc 763ebd66 KERNELBASE!WaitForMultipleObjectsEx+0x100 
03 0485f444 763ebdd4 kernel32!WaitForMultipleObjectsExImplementation+0xe0 
04 0485f460 719343bc kernel32!WaitForMultipleObjects+0x18 
05 0485fb08 00451393 uFsCtl!YokanMain+0x50c 
06 0485fd3c 00467137 xDrive!CxVDriveMain::StartActionInternal+0x1f3 07 
0485fd48 0046f855 xDrive!CxVDriveBase::YokanMainThreadEntry+0x17 
08 0485fd80 0046f8df xDrive!_callthreadstartex+0x1b 
09 0485fd8c 763eed5c xDrive!_threadstartex+0x64 
0a 0485fd98 774137eb kernel32!BaseThreadInitThunk+0xe 
0b 0485fdd8 774137be ntdll!__RtlUserThreadStart+0x70 
0c 0485fdf0 00000000 ntdll!_RtlUserThreadStart+0x1b 

0:022> .frame /c 5 // 5번 frame으로 이동 
05 0485fb08 00451393 uFsCtl!YokanMain+0x50c 
eax=00000000 ebx=01d3e8f0 ecx=0485d43e edx=00001ffe esi=00000006 
edi=00000000 eip=719343bc esp=0485f468 ebp=0485fb08  
uFsCtl!YokanMain+0x50c: 
719343bc 8945a0          mov     dword ptr [ebp-60h],eax 
ss:0023:0485faa8=00000000 

0:022> dv // 로컬변수 조회 등 필요한 분석 수행 
   YokanOptions = 0x01ce1a38 
YokanOperations = 0x001dfea8 
    szEventName = wchar_t [260] "X_EVT_MOUNT_UDRIVE_U" 
         buffer = char [1024] "???" 
         status = 0n0 
       dwResult = 0 
      threadIds = void *[15] 
    hMountEvent = 0x00000370 
       instance = 0x0423dc38 
      threadNum = 6 
          error = 0n0 
  useMountPoint = 0n1 
              i = 5 
         device = 0x0000036c 
 returnedLength = 0x485fd3c 



11 / 64 

db, dd, du/da,  dps/dpu/dpa : Display 계열 

Windbg 기본 명령어 

 주어진 주소/심볼/레지스터가 가리키는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해당 형식으로 출력 

 db : 1바이트 단위로 출력.  dd : 4바이트 DWORD 형식으로 출력 

 du/da : 유니코드 (WCHAR) 문자열 / ANSI (CHAR) 문자열로 출력 

 dps/dpu/dpa : 가리키는 곳에 저장된 값부터 포인터 형식 (4/8바이트) 으로 출력해가면
서 해당 포인터 값에 해당하는 심볼(dps) / 문자열 (dpu / dpa)로 출력 

 L 옵션 : L 다음에 온 숫자 만큼 값을 반복하여 출력. (예 : db 01cffa50 L10) 

0:000> db 01cff9dc 
01cff9dc  59 00 3a 00 5c 00 28 00-4d 00 6f 00 74 00 69 00  Y.:.\.(.Y.o.J.i. 

01cff9ec  65 00 5f 00 54 00 65 00-73 00 74 00 29 00 5c 00  t._.T.e.s.t.).\. 

01cff9fc  32 00 30 00 31 00 34 00-31 00 30 00 32 00 39 00  2.0.1.4.1.0.2.9. 

01cffa0c  5f 00 b4 b0 80 bd f4 bc-e0 ac 5f 00 b0 c0 c5 c5  _........._..... 

01cffa1c  80 bd 20 00 04 d5 5c b8-1d c8 b8 d2 20 00 44 c6  .. ...\..... .D. 

01cffa2c  cc b8 f4 bc e0 ac 5f 00-40 ae d9 b3 b1 c6 5f 00  ......_.@....._. 

01cffa3c  76 00 31 00 2e 00 30 00-2e 00 70 00 70 00 74 00  v.1...0...p.p.t. 

01cffa4c  78 00 00 00 7b 00 0a 00-20 00 20 00 20 00 22 00  x...{... . . .". 

0:000> dd 01cff9dc  
01cff9dc  003a0059 0028005c 006f004d 00690074 

01cff9ec  005f0065 00650054 00740073 005c0029 

01cff9fc  00300032 00340031 00300031 00390032 

01cffa0c  b0b4005f bcf4bd80 005face0 c5c5c0b0 

0:000> du 01cff9dc  
01cff9dc  "Y:\(Test)\20141029_내부보고_" 

01cffa1c  “프로젝트 완료보고_홍길동_v1.0.pptx" 

0:000> da 01cff9dc  
01cff9dc  "Y" 

0:000> dps ebp 
02d5f6cc  02d5f73c 

02d5f6d0  00df9b15 xBrokerSvc!CxBrokerServiceMain::OnWriteDocTagRequest+0x125 

02d5f6d4  01cff9dc 

02d5f6d8  01cffa50 

02d5f6dc  00000000 

02d5f6e0  d3555899 

02d5f6e4  00bfe488 

0:000> dpu ebp 
02d5f6d0  00df9b15 "䖉菬.甀譄.冋刄䖋僨䶋凜䡨..Ⱅ.倀..栀羼ö遨.樀樂栀㛠û.｣菿Ⱅ䗇ì" 

02d5f6d4  01cff9dc "Y:\(Redstone_Test)\20141029_프로젝트 완료보고_v1.0.pp" 

02d5f6d8  01cffa50 "{.   "DocId" : 862,.   "Location" : "[HOME:w001]\\전송자료" 

02d5f6dc  00000000 

02d5f6e0  d3555899 

02d5f6e4  00bfe488 "검Ǐ겈ǏC:\Program Files\REDSTONE\IRON\Common" 

02d5f6e8  00000000 

02d5f6ec  00000000 

02d5f6f0  00000000 

02d5f6f4  01cffa50 "{.   "DocId" : 862,.   "Location" : "[HOME:w001]\\전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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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 구조체 Parsing 

Windbg 기본 명령어 

 dt [module!]DataType [Address] 

 주어진 구조체의 정의를 출력 (와일드문자 * 사용가능) 

 주소/심볼 등이 주어진 경우, 주어진 주소/심볼/레지스터가 가리키는 메모리에 저장된 데
이터를 해당 형식으로 출력 

 정의가 알려지지 않은 OS 내부의 구조체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음. 

0:000> dt MyDll!_RTL_CRITICAL_SECTION 
   +0x000 DebugInfo        : Ptr32 _RTL_CRITICAL_SECTION_DEBUG 

   +0x004 LockCount        : Int4B 

   +0x008 RecursionCount   : Int4B 

   +0x00c OwningThread     : Ptr32 Void 

   +0x010 LockSemaphore    : Ptr32 Void 

   +0x014 SpinCount        : Uint4B 

0:000> dt MyDll!_RTL_CRITICAL_* 
          xBrokerSvc!_RTL_CRITICAL_SECTION 

          xBrokerSvc!_RTL_CRITICAL_SECTION_DEBUG 

          xBrokerSvc!_RTL_CRITICAL_SECTION_DEBUG 

          xBrokerSvc!_RTL_CRITICAL_SECTION 

0:017> dt MyDll!_YOKAN_FILE_INFO 02c07f1c  
   +0x000 Context          : 0x15ff968 

   +0x008 YokanContext     : 0x13f7360 

   +0x010 YokanOptions     : 0x015a58d0 _YOKAN_OPTIONS 

   +0x014 ProcessId        : 0x734 

   +0x018 IsDirectory      : 0 '' 

   +0x019 DeleteOnClose    : 0 '' 

   +0x01a PagingIo         : 0 '' 

   +0x01b SynchronousIo    : 0 '' 

   +0x01c Nocache          : 0 '' 

   +0x01d WriteToEndOfFile : 0 '' 

0:017> dt _YOKAN_OPTIONS 02c07f1c+0x010 
xDrive!_YOKAN_OPTIONS 

   +0x000 Version          : 0x58d0 

   +0x002 ThreadCount      : 0x15a 

   +0x004 Options          : 0x734 

   +0x008 GlobalContext    : 0 

   +0x010 MountPoint       : 0x02c0ff70  "ﾨˀ딸Ļ塘Ŀ៣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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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문법으로 Data Parsing 

Windbg 기본 명령어 

 구조체/포인터/형변환 등 C 문법으로 데이터 Parsing (‘.’, ‘->’ 등 C 문법 지원) 

 dt보다 좀 더 편리하게 사용 가능. 

0:017> dv 
               this = 0x00546b60 

           FileName = 0x02c06584 "u:\바탕화면2\~$내부보고_05 140121 ???" 

      DesiredAccess = 0x80 

     pYokanFileInfo = 0x02c07f1c 

            bResult = 0n0 

           szBuffer = wchar_t [260] "~$140930_내부보고_05 140121 ???" 

         FileIoItem = struct _XFS_FILEIO_ITEM 

 

0:017> ?? pYokanFileInfo  
struct _YOKAN_FILE_INFO * 0x02c07f1c 

   +0x000 Context          : 0x15ff968 

   +0x008 YokanContext     : 0x13f7360 

   +0x010 YokanOptions     : 0x015a58d0 _YOKAN_OPTIONS 

   +0x014 ProcessId        : 0x734 

   +0x018 IsDirectory      : 0 '' 

   +0x019 DeleteOnClose    : 0 '' 

   +0x01a PagingIo         : 0 '‘ 

 

0:017> ?? pYokanFileInfo->YokanOptions 
struct _YOKAN_OPTIONS * 0x015a58d0 

   +0x000 Version          : 0x258 

   +0x002 ThreadCount      : 5 

   +0x004 Options          : 0x28 

   +0x008 GlobalContext    : 0 

   +0x010 MountPoint       : 0x015a3c88  "U:\" 

0:017> ?? FileIoItem 
struct _XFS_FILEIO_ITEM 

   +0x000 FilePath         : [260]  "u:\바탕화면2\~$140930_내부보고_05 
140121 ???" 

   +0x208 FileName         : [260]  "~$140930_내부보고_05 140121 ???" 

   +0x410 IoIndex          : 0x84 

   +0x41c ProcessImagePath : [260]  "c:\program 
files\uplexsoft\vwormhole\udrive\udrive.exe“ 

… 

   +0x664 bFailed          : 0n0 

   +0x668 bBlocked         : 0n0 

   +0x674 BlockReason      : 0 ( xUdrive_BlockReason_Unknown ) 

 

0:017> ?? FileIoItem.ProcessImagePath 
wchar_t [260] 0x02c062dc 

0x63 'c' 

0:017> ?? (wchar*)FileIoItem.ProcessImagePath 
wchar_t * 0x02c062dc 

 "c:\program files\uplexsoft\vwormhole\udrive\udrive.exe“ 

 

0:017> ?? FileName 
wchar_t * 0x02c06584 

 "u:\바탕화면2\~$140930_내부보고_05 140121 ???“ 

0:017> ?? *FileName 
WCHAR 0x75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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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b/uf : unassemble 

Windbg 기본 명령어 

 u <Address> : 해당 주소의 어셈 코드를 출력 

 uf <FunctionName > : 주어진 함수 전체의 어셈코드를 출력.  

 ub <Address> : 해당 주소 직전까지의 어셈 주소를 출력 (callstack 분석 과정에서 유용) 

 0:017> u kernel32!CreateFileW 
kernel32!CreateFileW: 

7c7e0cd9 8bff            mov     edi,edi 

7c7e0cdb 55              push    ebp 

7c7e0cdc 8bec            mov     ebp,esp 

7c7e0cde 83ec58          sub     esp,58h 

7c7e0ce1 8b4518          mov     eax,dword ptr [ebp+18h] 

 

0:017> uf kernel32!CreateFileW  // 함수 전체의 어셈코드 출력 
kernel32!CreateFileW: 

7c7e0cd9 8bff            mov     edi,edi 

7c7e0cdb 55              push    ebp 

7c7e0cdc 8bec            mov     ebp,esp 

7c7e0cde 83ec58          sub     esp,58h 

7c7e0ce1 8b4518          mov     eax,dword ptr [ebp+18h] 

7c7e0ce4 48              dec     eax 

7c7e0ce5 0f8426250000    je      kernel32!CreateFileW+0x56 (7c7e3211) 

<중간생략> 

kernel32!CreateFileW+0x407: 

7c80d5a6 50              push    eax 

7c80d5a7 e86dbefcff      call    kernel32!BaseSetLastNTError (7c7d9419) 

7c80d5ac ff7508          push    dword ptr [ebp+8] 

7c80d5af ff153c107d7c    call    dword ptr [kernel32!_imp__NtClose (7c7d103c)] 

7c80d5b5 834d08ff        or      dword ptr [ebp+8],0FFFFFFFFh 

7c80d5b9 e92439fdff      jmp     kernel32!CreateFileW+0x41a (7c7e0ee2) 

[CallStack 에서 ub를 이용해 직전 프레임의 call과정을 분석] 

0:017> kn 
 # ChildEBP RetAddr   

00 02c05c08 7c93df5a ntdll!KiFastSystemCallRet 

01 02c05c0c 7c949b23 ntdll!ZwWaitForSingleObject+0xc 

02 02c05c94 7c931046 ntdll!RtlpWaitForCriticalSection+0x132 

03 02c05c9c 004632bc ntdll!RtlEnterCriticalSection+0x46 

04 02c06548 00463d3a xDrive!CxIoAnalyzer::InsertFileIoItem+0x19c 

05 02c076a4 0047fcdb xDrive!CxIoAnalyzer::AnalyzeIo+0x1ea 

<이후 생략> 

 

0:017> .frame /c 4 
04 02c06548 00463d3a xDrive!CxIoAnalyzer::InsertFileIoItem+0x19c  

eax=00000000 ebx=00000000 ecx=02c07cb6 edx=00000206 esi=005473a4 edi=00000000 

eip=004632bc esp=02c05ca4 ebp=02c06548 iopl=0         nv up ei pl zr na pe nc 

cs=001b  ss=0023  ds=0023  es=0023  fs=003b  gs=0000             efl=00000246 

xDrive!CxIoAnalyzer::InsertFileIoItem+0x19c: 

004632bc 8d8d88fdffff    lea     ecx,[ebp-278h] 

 

0:017> ub 
xDrive!CxIoAnalyzer::InsertFileIoItem+0x17b  

004632a7 83c408          add     esp,8 

004632aa 8b8568f7ffff    mov     eax,dword ptr [ebp-898h] 

004632b0 0544080000      add     eax,offset <Unloaded_LL.dll>+0x843 (00000844) 

004632b5 50              push    eax 

004632b6 ff1564224d00    call    dword ptr [xDrive!_imp__EnterCriticalSection 
(004d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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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 bu / bl / bc / bd / be : Break Point 관련 

Windbg 기본 명령어 

 bp <주소> : Break Point 설정.  
• 재시작하면 사라지는 1회성 브레이크포인트. 

• 설정 시점에서 브레이크포인트 위치를 Resolve할 수 없을 경우 bu로 전환됨. 

 bu <주소> : Break Point 설정 
• 재시작해도 사라지지 않는 영구적인 Break Point 설정.  

• 모듈이 로딩되지 않는 등 설정시점에서 주소를 Resolve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 

• bl : 현재 설정된 Break Point 목록 출력 

• bc / bd / be <BP 번호> : 해당 BreakPoint 삭제 / 비활성화 / 활성화 

0:000> bp kernel32!CreateFileW 

 

0:000> bu user32!CreateWindowExW 

 

0:000> bl 

 0 e 75d4167b     0001 (0001)  0:**** kernel32!CreateFileW 

 1 e 77138a29     0001 (0001)  0:**** USER32!CreateWindowExW 

 

0:000> bd 0 

0:000> bc 1 

 

0:000> bl 

 0 d 75d4167b     0001 (0001)  0:**** kernel32!CreateFileW 

0:000> bc * 

 

0:000>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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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 lmvm : 로딩된 모듈 정보 

Windbg 기본 명령어 

 lm : 현재 로딩된 모듈 리스트 

 lmvm <모듈명> : 특정 모듈에 대한 정보 

0:000> lm 

start    end        module name 

00690000 0069d000   cryptmod   (deferred)              

00e20000 00f95000   xDrive     (deferred)              

0f000000 0f006000   Detoured   (deferred)              

10000000 10007000   XTray      (deferred)              

66e30000 67182000   xZipArchive   (deferred)              

6d2e0000 6d2fc000   oledlg     (deferred)              

6eb10000 6eb97000   msvcp80    (deferred)              

6eff0000 6f08b000   msvcr80    (deferred)              

6f290000 6f2f9000   IMKR12     (deferred)              

// 이하 생략 

0:000> lmvm kernel32 

start    end        module name 

77100000 771d4000   kernel32   (deferred)              

    Image path: C:\Windows\System32\kernel32.dll 

    Image name: kernel32.dll 

    Timestamp:        Fri Aug 02 10:52:05 2013 (51FB10C5) 

    CheckSum:         000E1B0B 

    ImageSize:        000D4000 

    File version:     6.1.7601.18229 

    Product version:  6.1.7601.18229 

    File flags:       0 (Mask 3F) 

    File OS:          40004 NT Win32 

    File type:        2.0 Dll 

    File date:        00000000.00000000 

    Translations:     0409.04b0 

    CompanyName:      Microsoft Corporation 

    ProductName:      Microsoft® Windows® Operating System 

    InternalName:     kernel32 

    OriginalFilename: kernel32 

    ProductVersion:   6.1.7601.18229 

    FileVersion:      6.1.7601.18229 (win7sp1_gdr.130801-1533) 

    FileDescription:  Windows NT BASE API Client DLL 

    LegalCopyright:   ©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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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단축키가 Visual Studio와 동일 

Windbg 기본 명령어 

 F5, Shift+F5, F9, F10, F11 등 대부분의 단축키가 Visual Studio와 동일 



메모리 덤프 기본 



 Live Debugging : 디버깅 대상이 실행 중에 수행하는 디버깅 
 디버거에서 프로세스 실행 

 실행중인 프로세스에 디버거 Attach 

 Postmortem Debugging : 디버깅 대상(ex : 프로세스)가 종료된 후 수행하는 디버깅. 
 로그 분석 

 프로세스 메모리덤프 분석 

 재현 불가능한 문제 상황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Postmortem Debugging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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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Debugging .vs. Postmortem Debugging 

메모리 덤프 



 실행중인 (혹은 예외 발생 시점의) 프로세스 메모리 내용을 파일로 기록한 것.(Snapshot) 

 Live Debugging이 실시간 동영상 분석이라면, 메모리덤프 분석은 범죄 현장의 사진(스
냅샷) 분석 

 주로 비정상종료, Hang (DeadLock, cpu 과점유 등) 등을 분석하는데 유용 
• 문제 발생 PC에 개발환경이 없거나 나중에 분석하고자 할때 

• 장애 현장에 없는 개발자에게 분석을 요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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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Dump?? 

메모리 덤프 

< Live Debugging > < Memory Deump Analysis > 



 Just-In-Time Debugger (JIT Debugger)  
 실행중인 프로세스가 예외를 발생하여 비정상 종료될 때 자동으로 디버거가 실행되어 예외가 발생한 프로세스를 

Attach하는 기능. 

 Registry :  

 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Windows NT\CurrentVersion\AeDebug\Debugger 

 HKEY_LOCAL_MACHINE\SOFTWARE\Wow6432Node\Microsoft\Windows 
NT\CurrentVersion\AeDebug\Debugger 

 대개는 디버거의 JIT 등록 기능을 사용하여 등록 

 WinDbg.exe –I 

 디버거가 실행되어 대상 프로세스를 Attach하면 디버거의 덤프 작성 기능을 이용해 메모리덤프 작성 

 .dump /ma c:\temp\MyProcess.d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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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종료 시 Memory Dump를 얻는 방법 (1) : WinDbg as JIT Debugger 

메모리 덤프 



 Dr. Watson : Windows XP에 기본으로 포함된 JIT 디버거 

 Dr. Watson을 JIT Debugger로 설정하기. 
1) 시작 > 실행 창에서 “drwtsn32.exe” 실행 

2) 실행된 창에서 덤프 유형으로 “전체” 설정한 후 크래쉬 덤프 경로를 확인. 

3) 시작 > 실행 창에서 “drwtsn32.exe  -i” 를 실행하여 Dr. Watson을 JIT 디버거로 등록. 

4) 예외 발생 후 덤프가 생성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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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종료 시 Memory Dump를 얻는 방법 (2) : Dr. Watson 

메모리 덤프 

※ 단일 실행파일을 복사하여 Windows7 등 에서도 사용가능.          
 



1. 예외 발생시 실행되는 예외 핸들러를 등록 
 SetUnhandledExceptionFilter 

 try ~ catch 

 __try ~ __except 

 

2. 예외 핸들러에서 메모리덤프 작성 코드 실행 
 DbgHelp.dll 의 “MiniDumpWriteDump” api 사용 

 

3. 비정상 종료 발생시 자동으로 덤프 생성 (…한 후 자동 종료하거나 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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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종료 시 Memory Dump를 얻는 방법 (3) : 자체 덤프 생성 코드 

메모리 덤프 



 작업관리자 이용 (Vista 이후) 
 

 WinDbg 이용 
1) 대상 프로세스에 Attach 후 덤프 작성 커맨드 실행 : .dump /ma c:\temp\MyProc.d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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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중인 프로세스의 Memory Dump를 얻는 방법 (Hang, CPU100%, DeadLock 등) 

메모리 덤프 



 Process explorer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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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중인 프로세스의 Memory Dump를 얻는 방법 (Hang, CPU100%, DeadLock 등) 

메모리 덤프 



1. 프로세스명 혹은 pid로 덤프 작성 
1) procdump.exe -ma chrome.exe c:\temp 

2) procdump.exe -ma 8788 c:\temp 

 

2. 특정 프로세스가 Unhandled Exception을 발생시키면 덤프 작성 
1) procdump.exe –ma -e chrome.exe c:\temp 

 

3. Postmortem Debugger로 등록하여 Unhandled Exception 발생시 덤프 작성 
1) procdump.exe -i c:\dumps 

 

4. “consume” 이라는 프로세스가 cpu를 20% 이상 점유한 채 5초 이상 지속하면 3개의 미
니덤프를 연속으로 작성 

1) procdump -c 20 -s 5 -n 3 consume 

 

5. “hang.exe”의 윈도우(GUI)가 ‘응답없음’ 상태에 빠지면 덤프 작성 
1) procdump -h hang.exe hungwindow.dmp 

 

 

6. 보다 자세한 내용은 MSDN 참조 
1) https://technet.microsoft.com/en-us/sysinternals/dd996900.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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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덤프 생성 Tool : procdump 

메모리 덤프 



Memory Dump : 비정상 종료 분석 



<분석 step> 

1. pdb 경로 설정 후 .reload 

2. .ecxr 을 실행  예외가 발생한 시점의 Context를 현재 Context로 Setting함.  

3. 분석을 시작 : 잘 모르겠으면 !analyze –v 로 돌아가라!! (^^) 

       (!analyze는 오래 걸리지만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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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종료 덤프 : .ecxr 을 이용한 방법 

메모리 덤프 

Microsoft (R) Windows Debugger Version 6.3.9600.17200 X86 

Copyright (c)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Executable search path is:  

Windows 7 Version 7601 (Service Pack 1) MP (4 procs) Free x86 compatible 

Product: WinNt, suite: SingleUserTS 

Machine Name: 

Debug session time: Wed Oct 29 13:21:59.000 2014 (UTC + 9:00) 

System Uptime: 0 days 0:02:23.351 

Process Uptime: 0 days 0:00:56.000 

................................................................ 

This dump file has an exception of interest stored in it. 

The stored exception information can be accessed via .ecxr. 

(f30.f78): C++ EH exception - code e06d7363 (first/second chance not available) 

eax=03531f00 ebx=03531fa8 ecx=00000006 edx=00000074 esi=03531f68 edi=02d5dcd8 

eip=774970f4 esp=02d5d998 ebp=02d5d9a8 iopl=0         nv up ei pl zr na pe nc 

cs=001b  ss=0023  ds=0023  es=0023  fs=003b  gs=0000             efl=00000246 

ntdll!KiFastSystemCallRet: 

774970f4 c3              ret 

Exception이 발생한 덤프이며 “.ecxr” 커맨드를 사용
해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덤프가 발생한 시간과 시스템이 동작한 시간 등을 
알려준다. (정황 파악이나 로그 분석에 참고) 

Sample : Dump (1) : Dump 오픈 직후의 WinDbg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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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종료 덤프 : .ecxr 을 이용한 방법 (cont.) 

메모리 덤프 

0:006> k 
ChildEBP RetAddr   

02d5da08 774b188c ntdll!KiFastSystemCallRet 

02d5dab8 774b9180 ntdll!LdrpSearchResourceSection_U+0x63c 

02d5dac0 774af636 ntdll!LdrpGetFileSizeFromLoadAsDataTable+0x86 

02d5daf8 00193e94 ntdll!RtlImageNtHeaderEx+0x117 

02d5db78 774b1e82 ntdll!LdrpAccessResourceDataNoMultipleLanguage+0xef 

02d5dbb4 75998f1c ntdll!LdrpAccessResourceData+0xf6 

02d5dedc 774a5dd3 KERNELBASE!ConvertTimeZoneMuiStrings+0x1e9 

02d5dfc4 759a542c ntdll!RtlpAllocateHeap+0xe73 

02d5dfe0 60b8ba6f kernel32!WriteFileImplementation+0x76 

02d5dffc 7ffe0000 dbghelp!Win32FileOutputProvider::WriteAll+0x1a 

02d5e0f8 60b85c60 dbghelp!WriteDumpData+0x138 

02d5e288 60b85e2a dbghelp!MiniDumpProvideDump+0x24a 

02d5e2f0 00df53aa dbghelp!MiniDumpWriteDump+0xf2 

02d5e344 759b0736 xBrokerSvc!CUMiniDump::WriteCrashDump+0x17a  

02d5e3cc 774c7f62 kernel32!UnhandledExceptionFilter+0x127 

02d5e3d4 7746e31c ntdll!__RtlUserThreadStart+0x62 

02d5e3e8 7746e1b4 ntdll!_EH4_CallFilterFunc+0x12 

02d5e410 774971f9 ntdll!_except_handler4+0x8e 

02d5e434 774971cb ntdll!ExecuteHandler2+0x26 

02d5e458 7746f987 ntdll!ExecuteHandler+0x24 

02d5e4e4 77497057 ntdll!RtlDispatchException+0x127 

02d5e4e4 757a812f ntdll!KiUserExceptionDispatcher+0xf 

02d5e998 69f6d413 KERNELBASE!RaiseException+0x58 

02d5e9d0 69dd9bb9 xZipArchive!_CxxThrowException+0x48  

… (이하 생략) 

덤프 오픈 당시에는 덤프파일 작성 시점의 Thread Context가 세팅되어 있음. 
       예외 발생 시점의 Context를 얻기 위해 .ecxr 실행 

0:006> .ecxr 
eax=02d5e948 ebx=0000006a ecx=00000003 edx=00000000 esi=02d5eb18 edi=02d5ea54 

eip=757a812f esp=02d5e948 ebp=02d5e998 iopl=0         nv up ei pl nz ac pe nc 

cs=001b  ss=0023  ds=0023  es=0023  fs=003b  gs=0000             efl=00000216 

KERNELBASE!RaiseException+0x58: 

757a812f c9              leave 

0:006> k 
  *** Stack trace for last set context - .thread/.cxr resets it 

ChildEBP RetAddr   

02d5e998 69f6d413 KERNELBASE!RaiseException+0x58 

02d5e9d0 69dd9bb9 xZipArchive!_CxxThrowException+0x48  

02d5ea04 69dd9bd9 xZipArchive!AfxThrowFileException+0x45  

02d5ea18 69dd6fc0 xZipArchive!CFileException::ThrowOsError+0x1f  

02d5ea2c 69dc94bf xZipArchive!CFile::SetLength+0x31  

02d5ea3c 69dc6651 xZipArchive!CZipCentralDir::RemoveFromDisk+0x1f  

02d5ea50 69dc3c00 xZipArchive!CZipArchive::DeleteFileW+0x51  

02d5f00c 00de6ae0 xZipArchive!CompressOneFile+0x300  

02d5f668 00de66f8 xBrokerSvc!CxDocTagUtil::CompXmlFileWrite+0x2a0  

02d5f688 00de65f9 xBrokerSvc!CxDocTagUtil::DocPropWrite+0x88  

02d5f6cc 00df9b15 xBrokerSvc!CxDocTagUtil::WriteTag+0x99  

02d5f73c 00dfdb3d xBrokerSvc!CxBrokerServiceMain::OnWriteDocTagRequest+0x125  

02d5f7e0 00dd1e21 xBrokerSvc!CxBrokerServiceMain::BrokerServicePipeReceiver+0x7cd  

02d5f808 00eede3b xBrokerSvc!CIPc::RequestThread+0x81  

02d5f840 00eedec5 xBrokerSvc!_callthreadstartex+0x1b  

02d5f84c 7599ed5c xBrokerSvc!_threadstartex+0x64  

02d5f858 774b37eb kernel32!BaseThreadInitThunk+0xe 

02d5f898 774b37be ntdll!__RtlUserThreadStart+0x70 

02d5f8b0 00000000 ntdll!_RtlUserThreadStart+0x1b 

.ecxr 후 
콜스택이  
바뀌었음 



<분석 step> 
1. pdb 경로 설정 후 .reload (모든 분석 작업의 시작) 
2. 분석 마법사 !analyze –v 실행 
3. 분석 보고서를 잘 읽어보고 STACK_COMMAND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분석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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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종료 덤프 : !analyze –v를 사용한 방법 

메모리 덤프 

0:006> !analyze –v 
FAULTING_IP:  

KERNELBASE!RaiseException+58 

757a812f c9              leave 

 

EXCEPTION_RECORD:  ffffffff -- (.exr 0xffffffffffffffff) 

ExceptionAddress: 757a812f (KERNELBASE!RaiseException+0x00000058) 

   ExceptionCode: e06d7363 (C++ EH exception) 

  ExceptionFlags: 00000001 

NumberParameters: 3 

   Parameter[0]: 19930520 

   Parameter[1]: 02d5e9f4 

   Parameter[2]: 6a09dc3c 

 

CONTEXT:  00000000 -- (.cxr 0x0;r) 

eax=03531f00 ebx=03531fa8 ecx=00000006 edx=00000074 esi=03531f68 edi=02d5dcd8 

eip=774970f4 esp=02d5d998 ebp=02d5d9a8 iopl=0         nv up ei pl zr na pe nc 

cs=001b  ss=0023  ds=0023  es=0023  fs=003b  gs=0000             efl=00000246 

ntdll!KiFastSystemCallRet: 

774970f4 c3              ret 

 

DEFAULT_BUCKET_ID:  APPLICATION_FAULT 
PROCESS_NAME:  xBrokerSvc.exe 

ERROR_CODE: (NTSTATUS) 0xe06d7363 - <Unable to get error code text> 

EXCEPTION_CODE: (NTSTATUS) 0xe06d7363 - <Unable to get error code text> 

EXCEPTION_PARAMETER1:  19930520 

 

EXCEPTION_PARAMETER2:  02d5e9f4 

EXCEPTION_PARAMETER3:  6a09dc3c 

DETOURED_IMAGE: 1 

NTGLOBALFLAG:  0 

APPLICATION_VERIFIER_FLAGS:  0 

APP:  ubrokersvc.exe 

ANALYSIS_VERSION: 6.3.9600.17237 (debuggers(dbg).140716-0327) x86fre 

FAULTING_THREAD:  00000f78 

PRIMARY_PROBLEM_CLASS:  APPLICATION_FAULT 

BUGCHECK_STR:  APPLICATION_FAULT_APPLICATION_FAULT 

LAST_CONTROL_TRANSFER:  from 69f6d413 to 757a812f 

0:006> .exr 0xffffffffffffffff 

ExceptionAddress: 757a812f 
(KERNELBASE!RaiseException+0x00000058) 

   ExceptionCode: e06d7363 (C++ EH exception) 

  ExceptionFlags: 00000001 

NumberParameters: 3 

   Parameter[0]: 19930520 

   Parameter[1]: 02d5e9f4 

   Parameter[2]: 6a09dc3c 

Exception 발생 이유 (예 : INVALID_POINTER_READ ) 

 C++ SEH (throw)에 의해 발생한 예외임. 

Sample : Dum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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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종료 덤프 : !analyze –v를 사용한 방법 

메모리 덤프 

STACK_TEXT:   

02d5e998 69f6d413 e06d7363 00000001 00000003 KERNELBASE!RaiseException+0x58 

02d5e9d0 69dd9bb9 02d5e9f4 6a09dc3c f83f3011 xZipArchive!_CxxThrowException+0x48 

02d5ea04 69dd9bd9 00000005 00000041 0333e740 xZipArchive!AfxThrowFileException+0x45 

02d5ea18 69dd6fc0 00000041 0333e740 02d5eb80 xZipArchive!CFileException::ThrowOsError+0x1f 

02d5ea2c 69dc94bf 002d23f1 00000000 02d5ea94 xZipArchive!CFile::SetLength+0x31 

<중간 생략> 

02d5f84c 7599ed5c 01cfe240 02d5f898 774b37eb xBrokerSvc!_threadstartex+0x64 

02d5f858 774b37eb 01cfe240 7586da2c 00000000 kernel32!BaseThreadInitThunk+0xe 

02d5f898 774b37be 00eede61 01cfe240 00000000 ntdll!__RtlUserThreadStart+0x70 

02d5f8b0 00000000 00eede61 01cfe240 00000000 ntdll!_RtlUserThreadStart+0x1b 

 

STACK_COMMAND:  ~6s; .ecxr ; kb 
 

FOLLOWUP_IP:  

xZipArchive!CFile::SetLength+31 [f:\dd\vctools\vc7libs\ship\atlmfc\src\mfc\filecore.cpp @ 455] 

69dd6fc0 5e              pop     esi 

 

FAULTING_SOURCE_LINE:  f:\dd\vctools\vc7libs\ship\atlmfc\src\mfc\filecore.cpp 

FAULTING_SOURCE_LINE_NUMBER:  455 

SYMBOL_STACK_INDEX:  4 

SYMBOL_NAME:  uziparchive!CFile::SetLength+31 

FOLLOWUP_NAME:  MachineOwner 

MODULE_NAME: xZipArchive 

IMAGE_NAME:  xZipArchive.dll 
DEBUG_FLR_IMAGE_TIMESTAMP:  53e31c2a 

FAILURE_BUCKET_ID:  APPLICATION_FAULT_e06d7363_xZipArchive.dll!CFile::SetLength 

BUCKET_ID:  APPLICATION_FAULT_APPLICATION_FAULT_DETOURED_uziparchive!CFile::SetLength+31 

ANALYSIS_SOURCE:  UM 

FAILURE_ID_HASH_STRING:  um:application_fault_e06d7363_uziparchive.dll!cfile::setlength 

FAILURE_ID_HASH:  {09e4c760-3b6d-7d76-6e41-f8ce85dca47e} 

Followup: MachineOwner 

--------- 

예외 발생 시점의 콜스택 

예외 발생 시점의 Context를 얻을 수 있는 커맨드 (중요!)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되는 모듈 



Memory Dump : Hang / DeadLock 분석 



[분석 가이드] 

1. 메모리 덤프는 사진이지 동영상이 아님  여러 개의 덤프를 작성하여 비교 분석 

2. ~*k : 전체 스레드의 현재 상태를 점검 

3. !runaway [Flags] : 스레드 별 CPU 사용시간 출력 
• Flag 1 : 각 스레드에 의해 사용된 User CPU 시간 (Default) 

• Flag 2 : 각 스레드에 의해 사용된 kernel CPU 시간 

• Flag 4 : 각 스레드가 시작된 후 경과 시간 

 ※ 64비트 디버거 (예 : 작업관리자)에서 생성된 덤프 분석시 32비트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 
“!wow64exts.sw” 커맨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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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 CPU 과점유 현상 분석 

메모리 덤프 

[장애 상황] 
1. 특정 스레드가 무한루프를 돌면서 CPU 100% 점유 
2. 메모리 덤프를 이용해 원인 분석 (Dum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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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 CPU 과점유 현상 분석 (cont.) 

메모리 덤프 

0:010:x86> !runaway 
 User Mode Time 
  Thread       Time 
  10:227c      0 days 0:00:01.560 
   4:14c4      0 days 0:00:00.202 
   1:204c      0 days 0:00:00.171 
   7:2040      0 days 0:00:00.140 
   3:2230      0 days 0:00:00.140 
   6:23e0      0 days 0:00:00.124 
   8:1884      0 days 0:00:00.093 
   9:2164      0 days 0:00:00.062 
   5:21c4      0 days 0:00:00.062 
   2:1690      0 days 0:00:00.031 
   0:1728      0 days 0:00:00.000 

 

0:010:x86> ~10s   // 10번 스레드가 뭘하고 있는지 확인 
kernel32!WriteConsoleInternal+0x15: 
75d412ea 83c404          add     esp,4 

0:010:x86> k 
ChildEBP RetAddr   
02f1dd5c 75d41314 kernel32!WriteConsoleInternal+0x15 
02f1dd78 75d412f5 kernel32!WriteConsoleA+0x18 
02f1dd94 6968f0b7 kernel32!WriteFileImplementation+0x6f 
02f1f8a0 6968ece1 msvcr100!_write_nolock+0x416 
02f1f8e4 6968a5d0 msvcr100!_write+0x95 
02f1f904 696a8ac1 msvcr100!_flush+0x3b 
02f1f914 696d81d0 msvcr100!_ftbuf+0x1e 
02f1f960 010d1021 msvcr100!wprintf+0x7c 
02f1f97c 010d107b Cpu100!Output+0x21  
02f1f998 010d10b1 Cpu100!GuGuDan+0x4b  
02f1f9a0 696cc556 Cpu100!BusyThreadFunc+0x11 
02f1f9d8 696cc600 msvcr100!_endthreadex+0x3f 
02f1f9e4 75d4338a msvcr100!_endthreadex+0xce 
02f1f9f0 77989f72 kernel32!BaseThreadInitThunk+0xe 
02f1fa30 77989f45 ntdll_77950000!__RtlUserThreadStart+0x70 
02f1fa48 00000000 ntdll_77950000!_RtlUserThreadStart+0x1b 
 

Sample : Dum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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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 CPU 과점유 현상 분석 (cont.) 

메모리 덤프 

[참고]  

Live Debugging 상황에서 Hang 분석을 위해 Process Explorer를 사용하는 방법 

1. Process Explorer에 디버깅 심볼 경로 Setting (Options > Configure Symbols) 

2. 문제 프로세스 정보 >> Thread Tab에서 CPU 사용율이 높은 스레드 확인 

3. 해당 스레드 더블클릭 >> 해당 스레드의 콜스택 확인  

※ DbgHelp.dll 버전이 낮은 경우 WinDbg 설치 등을 통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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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 원인 불명의 지연 현상 분석 

메모리 덤프 

[장애 상황] 
1.클라이언트 로그인 시 10초 정도 Delay 발생 
2.로그 상으로는 HTTP 리퀘스트 과정에서 HttpSendRequest 호출 시 
지연 발생하지만 구체적인 지연 원인을 알수 없는 상황  
 

[분석 가이드] 

1. 10초 지연이 발생하는 동안 (잽싸게)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메모리덤프 생성 (작업관
리자) 

2. ~*k 명령으로 덤프 상의 모든 스레드의 현재 상태 분석 



[분석 결과] 

1. HttpSendRequestW 에서 Http 리퀘스트를 보내기 위해 내부적으로 Dns 쿼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 발생 

2. URL 인자로 IP를 넘김  인자에 대한 Dns Query 과정에서 지연 발생 

3. Hosts 파일 혹은 dns 서버에 해당 레코드를 등록하거나, IP 대신 URL을 사용하면 해결 

37 / 64 

Case (2) : 원인 불명의 지연 현상 분석 (cont.) 

메모리 덤프 

0:000:x86> kbn 
<이전 생략> 
08 00366a80 74dc4d26 00175688 00000000 00366af8 ws2_32!NSQUERY::LookupServiceNext+0xb3 
09 00366ac4 74dc5160 00175670 00000000 00366af8 ws2_32!WSALookupServiceNextW+0x74 
0a 00367380 74dc4f59 007ea318 00006003 00000017 ws2_32!QueryDnsForFamily+0x204 
0b 003673c0 74dd0a6d 007ea318 00000003 00367410 ws2_32!QueryDns+0xc9 
0c 003674f0 75b3fca6 007ea318 00000000 0000000c ws2_32!GetAddrInfoExW+0x806 
0d 0036752c 75b7c39b 007ea318 00367554 003675c0 wininet!MyGetAddrWWithTracing+0x3a 
<중간 생략> 
24 00368478 75b30a96 00722da0 00000000 00000000 wininet!CFsm::Run+0x159 
25 00368498 75b7bbba 00000000 00cc000c 00000000 wininet!DoFsm+0x55 
26 003684f4 75b27781 00000000 00000000 00000000 wininet!HttpWrapSendRequest+0x429 
27 0036857c 74ca1db0 00cc000c 00000000 00000000 wininet!HttpSendRequestW+0xfb 
 28 0036a4b4 74ca263d 0036ed50 0036a4d4 0036c4d8 xcommon!RequestFile+0x390 
29 0036e4e4 00f7c453 0036ed50 0036eb18 0036eb3c xcommon!RequestUrl+0x6d 
2a 0036f1e4 00f99bb3 0036f878 00000014 0036fad4 xMain!CxHttpUtil::GetMainServerInfo+0x2f3 
2b 0036fde4 00f9803d d8a25dc3 0036fe48 025ef1d0 xMain!CxMainApp::LoginProcess+0x573  
<이하 생략> 

0:000:x86> du 007ea318 
007ea318  "192.168.101.51" 



[ 분석 가이드] 

1. !locks : 현재 lock 걸린 모든 Critical Section의 List를 확인 

2. !critsec <CritSecAddr>  / !cs <CritSecAddr>: Critical Section의 내용 출력 
         현재 소유중인 스레드 파악 

3. Lock 걸린 CriticalSection을 Wait 중인 스레드를 파악 
• 현재 Lock이 걸린 CriticalSection의 주소를 전체 스레드의 콜스택(~*kbn)에서 검색 

4.   각 Thread 간 관계를 분석하여 DeadLock이 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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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 Deadlock 분석 

메모리 덤프 

[장애 상황] 

어플리케이션의 UI가 행이 걸려서 응답이 없는 상황 
재현은 되지 않음 
해당 상황에서 프로세스 덤프는 확보 되었음 (Dum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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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 Deadlock 분석 (cont.) 

메모리 덤프 

0:000> !locks  
 
CritSec ntdll!LdrpLoaderLock+0 at 77c77340 // _RTL_CRITICAL_SECTION 구조체의 주소 
WaiterWoken        No 
LockCount          13  // EnterCriticalSection 이 호출된 횟수. Default는 -1 
RecursionCount     1 
OwningThread       13b4  // 현재 CriticalSection을 소유한 스레드 
EntryCount         0 
ContentionCount    9d  // 현재 CriticalSection을 Wait 중인 스레드의 수 
*** Locked 
 
CritSec user32!gcsHdc+0 at 778192e0 
WaiterWoken        No 
LockCount          1 
RecursionCount     1 
OwningThread       1340 
EntryCount         0 
ContentionCount    1 
*** Locked 

이 주소값을 전체 스레
드의 콜스택에서 검색!! 

Sample : Dump (2) 

※ Special Thangs to… 김지훈 님 (http://www.slideshare.net/devgrapher/windbg-28727619#) 

http://www.slideshare.net/devgrapher/windbg-28727619
http://www.slideshare.net/devgrapher/windbg-28727619
http://www.slideshare.net/devgrapher/windbg-2872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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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 Deadlock 분석 (cont.) 

메모리 덤프 

CS 

77c77340 

778192e0  

.…. 

ntdll!KiFastSystemCallRet 
ntdll!NtWaitForSingleObject 
ntdll!RtlpWaitOnCriticalSection 
ntdll!RtlEnterCriticalSection 
user32!BitmapFromDIB 
user32!ConvertDIBBitmap 
user32!ConvertDIBIcon 
…… 
ShellStreams!xxxxxx 
…… 
ntdll!LdrpHandleTlsData 
ntdll!LdrpLoadDll 
ntdll!LdrLoadDll 
KERNELBASE!LoadLibraryExW 
ole32!LoadLibraryWithLogging 
ole32!CClassCache::CDllPathEntry::LoadDll 
ole32!CClassCache::CDllPathEntry::Create_rl 
ole32!CClassCache::CClassEntry::CreateDllClassEntry_rl 

Thread 36> 13b4 

ntdll!KiFastSystemCallRet 
ntdll!NtWaitForSingleObject 
ntdll!RtlpWaitOnCriticalSection 
ntdll!RtlEnterCriticalSection 
ntdll!LdrGetProcedureAddressEx 
ntdll!LdrGetProcedureAddress 
KERNELBASE!GetProcAddress 
usp10!GetFontAssocStatusInit 
usp10!IsFontAssociated 
usp10!ScriptStringAnalyse 
lpk!LpkStringAnalyse 
lpk!LpkCharsetDraw 
lpk!LpkDrawTextEx 
user32!DT_DrawStr 
user32!DT_GetLineBreak 
user32!DrawTextExWorker 
user32!DrawTextExW 
user32!DrawTextW 

Thread 41> 1340 

user32? 



[ 분석 가이드] 

RTL_CRITICAL_SECTION 구조체의 구조 

 0:023> dt _RTL_CRITICAL_SECTION 

 xDrive!_RTL_CRITICAL_SECTION 

    +0x000 DebugInfo        : Ptr32 _RTL_CRITICAL_SECTION_DEBUG 

    +0x004 LockCount        : Int4B  // 초기화 시 -1. 임의의 스레드에서 Lock 시도 시 1씩 증가, Unlock 시 1씩 감소 

    +0x008 RecursionCount   : Int4B // Lock 을 획득할 때마다 1씩 증가 . (Lock을 획득한 스레드가 다시 한번 
EnterCriticalSection 을 호출할때 1 증가.) Unlok시마다 1씩 감소. 

    +0x00c OwningThread     : Ptr32 Void  // 현재 Lock을 소유한 스레드 

    +0x010 LockSemaphore    : Ptr32 Void 

    +0x014 SpinCount        : Uint4B 

 

※ 참조 : https://msdn.microsoft.com/en-us/library/windows/hardware/ff541979(v=vs.85).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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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 : Deadlock 분석 

메모리 덤프 

[장애 상황] 
어플리케이션이 Hang 걸려서 응답이 없는 상황 
메모리 덤프를 통한 분석 필요 (Dump 3) 
 



0:023> !locks 
 

CritSec xDrive!g_Instance+844 at 005473a4 

LockCount          -5750 

RecursionCount     -5752 

OwningThread       0 

EntryCount         5 

ContentionCount    5 

*** Locked 

 

Scanned 846 critical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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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 : Deadlock 분석 (cont.) 

메모리 덤프 

CRITICAL_SECTION 구조체의 멤버값들이 이상하다?? 
[추정되는 원인] 
가정 1. EnterCriticalSection 호출 횟수 < LeaveCriticalSection 호출 횟수 
(LockCount < 0) 
가정 2. DeleteCriticalSection 호출된 후에 참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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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 : Deadlock 분석 (cont.) 

메모리 덤프 

[분석 결과] 

CRITICAL_SECTION 상태를 참고하여 소스코드를 분석한 결과 EnterCritialSection이 호출
되지 않고 LeaveCriticalSection이 호출되는 버그 확인 



Memory / Handle Leak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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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Leak 분석 Tool 의 원리 
1. Resource의 할당을 추적 / 모니터링 : api 후킹, gflag, debugger plugin 등 

2. snapshot을 두번 작성 

3. 두 snapshot 을 비교하여 두번째 회수되지 않은 리소스를 찾아냄  

1) 탐지 기준 : 첫 번째 Snapshot 이후 할당된 리소스 중 두 번째 Snapshot에서  회수되지 않은 리
소스 (두 Snapshot 간의 Delta 값) 

2) 정상적으로 해제될 ‘예정’인 리소스가 Leak으로 표시될 수 있음. 개발자의 통밥 경험적 분석 필요. 

3) Snapshot 작성 시점이 중요. 
모니터링 시작 Snapshot 1 Snapshot 2 

- Alloc A Alloc A 

Free A Free A 

Alloc B Alloc B 

Alloc C Alloc C 

Free C Free C 

Alloc D Alloc D 

Alloc E 

  Alloc F 

  Free D 

  Free F 

Leak으로 
탐지!! 

모니터링 시작 Snapshot 1 Snapshot 2 

Alloc A 
Free A 
Alloc B 
Alloc C 
Free C 
Alloc D 
 

Alloc E 
Alloc F 
Free D 
Free F 
 
 

Memory / Handle Leak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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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Leak 분석 Tool 의  원리 (cont.) 
1. False Positive를 줄이기 위해 Snapshot 작성 타이밍이 중요하다!! 

1. 작업의 Cycle이 존재할 경우, 한 Cycle 중간에 Snapshot이 작성되지 않도록 한다.  

2. 작업 Cycle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장시간 모니터링(두 Snapshot 간격을 길게…)을 통해 False Positive를 
줄일 수 있다. 

Memory / Handle Leak 분석 

Y
 :
 메

모
리

 사
용

량
 

X : 시간 (time) 
바람직한 Snapshot 생성시점 바람직하지 않은 Snapshot 생성시점 

메모리릭 

작업 
시작 

작업끝 메모리릭 

정상적인 
메모리사용 
(회수예정) 

회수 예정인 메모리가 Leak
으로 탐지될 수 있음. 

S1 S2 S1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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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릭 분석 : umdh (1) - 사용법 

심볼 경로를 환경변수에 등록 

첫 번째 snapshot 작성 

두 번째 snapshot 작성 

두 Snapshot 비교 

모니터링 시작 (gflag.exe) 
+ 대상 프로세스 실행 

set 
_NT_SYMBOL_PATH=c:\mysymbols;srv*c:\mycache*http://msdl.microsoft.com/downloa
d/symbols  
혹은 내컴퓨터 > 관리 > 고급 > 환경변수 

cd C:\Program Files (x86)\Debugging Tools for Windows (x86) 

gflags.exe /i MemoryLeak.exe +ust 

umdh.exe -p:7612 -f:log1.txt 
(7612는 대상 프로세스의 pid) 

umdh.exe -p:7612 -f:log2.txt 

umdh.exe log1.txt log2.txt > diff.txt 
(>>> diff.txt 를 열어서 분석한다.) 

※ umdh는 “Debugging Tools for Windows” 의 일부 (Windbg 설치 시 함께 제공) 

Memory / Handle Leak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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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릭 분석 : umdh (2) – 결과분석  

+   a95ac ( a95ac -     0)    c6e allocs BackTrace532DA8 
+     c6e (   c6e -     0) BackTrace532DA8 allocations 
 
 ntdll!RtlAllocateHeap+00000274 
 nwmodule!malloc+0000004B (f:\dd\vctools\crt_bld\self_x86\crt\src\malloc.c, 89) 
 nwmodule!operator new+0000001F (f:\dd\vctools\crt_bld\self_x86\crt\src\new.cpp, 59) 
 nwmodule!Stream2DataEx+000000C0 (d:\[work]\[product]\myserver\trunk\mymodule\protocol\pkg.cpp, 347) 
 nwmodule!Stream2Data+00000021 (d:\[work]\[product]\myserver\trunk\mymodule\protocol\pkg.cpp, 421) 
 nwmodule!CNwMod::WaitResponse+00000317 
(d:\[work]\[product]\myserver\trunk\mymodule\nwmodule\CNwMod.cpp, 590) 
 nwmodule!CNwMod::RecvThread+00000070 
(d:\[work]\[product]\myserver\trunk\mymodule\nwmodule\CNwMod.cpp, 665) 
 nwmodule!_callthreadstartex+0000001B (f:\dd\vctools\crt_bld\self_x86\crt\src\threadex.c, 314) 
 nwmodule!_threadstartex+00000064 (f:\dd\vctools\crt_bld\self_x86\crt\src\threadex.c, 292) 
 kernel32!BaseThreadInitThunk+0000000E 
 ntdll!__RtlUserThreadStart+00000070 
 ntdll!_RtlUserThreadStart+0000001B 
 

분석 로그 문법 :  

// + BYTES_DELTA (NEW_BYTES - OLD_BYTES) NEW_COUNT allocs BackTrace TRACEID  

// + COUNT_DELTA (NEW_COUNT - OLD_COUNT) BackTrace TRACEID allocations       

//     ... stack trace ...  

>> 해석 :  요렇게 발생한 Leak이 총 1742건 (693676 bytes) 탐지되었음 !! 

Memory / Handle Leak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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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릭 분석 : Visual Leak Detector (1) 사용법 

소스코드에 “vld.h” include 

어플리케이션 실행  종료 

종료시 DebugString으로 출력
되는 결과 분석 

Debug Build 

vld 다운로드, 빌드, 설치 
vld 빌드 후 vld.h, vld_def.h, vld.lib 를 include (import) 가능한 경로에 복사 

※ VLD_FORCE_ENABLE 매크로 선언하면 Release 빌드에서도 가능 

분석 대상 프로그램 실행  종료시까지 실행함. 

분석 결과가 DebugString으로 출력. (attach된 경우) VS의 Output  창이나 DebugView로 
확인 가능 

Memory / Handle Leak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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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릭 분석 : Visual Leak Detector (2) 사용법 

어플리메이션 종료시  
분석결과 표시 

Memory / Handle Leak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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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dh .vs. Visual Leak Detector 

  umdh vld  

분석 구간 
어플리케이션 실행중의 두 시점  
(종료시까지 추적 분석 어려움) 

어플리케이션 실행~종료 
(임의의 두 시점 선택 불가) 

기존 실행파일 
수정 여부 

기존 Binary를 그대로 분석 가능 재빌드해야 함 

비고 실 운영 환경에서만 재현되는 경우 유용 
개발 환경에서 Leak 디버깅에 유용 
어플리케이션 종료시점까지 모니터링 하
므로 오탐이 적음 

Memory / Handle Leak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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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릭 분석 : WinDbg !htrace (1) 사용법 

핸들 모니터링 시작 
!htrace -enable 

두번째 스냅샷 작성 및  
Diff 결과 분석 
!htread –diff 

첫번째 스냅샷 작성 
!htrace -snapshot 

Debugge 프로세스에  
WinDbg Attach 

<분석 결과 예시> 
-------------------------------------- 
Handle = 0x000001d8 - OPEN 
Thread ID = 0x00001a00, Process ID = 0x00001dbc 
 
0x03998e98: +0x03998e98 
0x036d2e53: +0x036d2e53 
0x77ab173a: +0x77ab173a 
0x755eb271: +0x755eb271 
0x755dd18f: +0x755dd18f 
0x75562776: +0x75562776 
0x755dd286: +0x755dd286 
0x755dc69e: +0x755dc69e 
0x77aa4966: +0x77aa4966 
0x77aa1937: +0x77aa1937 
0x77a8c34e: +0x77a8c34e 
0x77c5ff86: ntdll!NtCreateEvent+0x00000012 
0x75990da1: KERNELBASE!CreateEventExW+0x0000006e 
0x759911d4: KERNELBASE!CreateEventW+0x00000027 
0x009c1019: HandleLeak!Leak+0x00000019 
0x009c10d8: HandleLeak!wmain+0x00000058 
-------------------------------------- 

Memory / Handle Leak 분석 



Debugging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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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덤프에서 STL을 분석해야 한다면? Visual Studio! 

Debugging Tips 

① 메모리덤프를 연다 

② 심볼 경로 설정  

③ “debug with Native Only”를 
클릭하여 분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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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덤프에서 STL을 분석해야 한다면? Visual Studio! 

Debugging Tips 

④ 디버깅을 한다.  
 
   ※ vs2010 이전 버젼에서는…  
       - Crash 덤프만 분석 가능 
       - pdb와 바이너리가 동일 폴더에 함께 존재해야 함 

※ 만약 심볼이 안맞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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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bg에서 STL 분석하기 : !sdbgext 

0:045>  !sdbgext.help 
      << 중간 생략 >> 
 
0:045>  !sdbgext.stlmap 
Usage: !stlmap <address> [key-size] [value-size] 
 
 
0:045> !sdbgext.stlmap 0x02722ae0+0x20e4 0x24 0x04 
map size=78 head=027209b8 
node at 08e41cc8 
  key: 
b0 a3 8b 05 6f 00 6d 00 65 00 5c 00 75 00 73 00 ....o.m.e.\.u.s. 
5f 00*00 00 5f 00 00 00 5c 00 6d 00 30 51 72 02 _..._...\.m.0Qr. 
9a 01 00 00                                     ....             

  data = 058C7F38 
node at 08e419c8 
  key: 
78 a4 8b 05 65 00 6d 00 6f 00 72 00 79 00 32 00 x...e.m.o.r.y.2. 
5f 00*00 00 5f 00 00 00 00 00 00 00 30 51 72 02 _..._.......0Qr. 
9b 01 00 00                                     ....             

  data = 05948008 
  /// 이하 생략... 
 

1. WinDbg에서 STL 분석을 도와주는 플러그인 (확장명령) 

2. 별도의 DLL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해야 사용 가능 (http://www.nynaeve.net/) 

3. Visual C++ 7.0 / 7.1 을 지원.  

4. Visual Studio에서 Debugging하는 만큼 편하지는 않지만… 아쉬운대로. ^^;; 

Debugging Tips 

0:045> dt Yokan!X_UDRIVE_REQUEST_HEADER 058C7F38 
   +0x000 cbHeaderSize     : 0x10265 
   +0x004 FileIoType       : 6 ( xIo_WriteFile ) 
   +0x008 szSessionId      : [100]  "00e0c338-58c5fa67" 
             (... 이하 생략) 

http://www.nynaev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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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프로세스(.Net + Native)의 덤프분석? Visual Studio! 

Debugging Tips 

<< windbg에서는 .net  모듈 영역의 콜스택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음. 

Visual studio에서는 .net 모듈 관련 콜스택이 
정상적으로 분석됨 >> 



58 / 64 

pdb 를 잃어버린(?) Memory Dump 분석하기 

0:000> lmvm edu2014 
start    end        module name 
00020000 00027000   Edu2014    (no symbols)            
    Loaded symbol image file: Edu2014.exe 
    Image path: D:\My Documents\0. 기술자료\10. 디버깅 
교육\Edu2014\Release\Edu2014.exe 
    Image name: Edu2014.exe 
    Timestamp:        Thu Nov 13 16:55:39 2014 (546463FB) 
    CheckSum:         0000D011 
    ImageSize:        00007000 
    File version:     0.0.0.0 
    Product version:  0.0.0.0 
    File flags:       0 (Mask 0) 
    File OS:          0 Unknown Base 
    File type:        0.0 Unknown 

<분석 step> 

1. 분석 대상 모듈이 빌드된 소스와 최대한 비슷한 소스 코드로 빌드하여 ‘엇비슷한(?)’ pdb를 생성 

2. 분석 대상 모듈이 Load된 주소와 메모리 영역의 크기를 확인 

3. pdb의 Timestamp를 체크하지 않고 강제로 load시킴  

4. 주섬주섬 (?) 분석 

0:000> .reload /i edu2014.exe=00020000,00007000 
 
0:000> k 
  *** Stack trace for last set context - .thread/.cxr resets it 
ChildEBP RetAddr   
001cfc88 000211d7 edu2014!DoBug+0x14 
001cfea4 0002122c edu2014!SayHelloWorld+0x77  
001cfeb8 00021262 edu2014!Sum+0x3c  
001cfecc 00021963 edu2014!wmain+0x22  
001cff10 7774338a edu2014!__tmainCRTStartup+0x122  
001cff1c 77c79f72 kernel32!BaseThreadInitThunk+0xe 
001cff5c 77c79f45 ntdll!__RtlUserThreadStart+0x70 
001cff74 00000000 ntdll!_RtlUserThreadStart+0x1b 

Debugging Tips 

.reload /i  모듈명(확장자 포함)=ImageBaseAddr,Image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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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oad된 모듈 영역 분석하기 

<방법2> 
0:005> lmvm uLogin.dll 
start    end        module name 
 
Unloaded modules: 
6cf90000 6cfeb000   uLogin.dll 
    Timestamp: Mon Aug 25 12:47:16 2014 (53FAB1C4) 
    Checksum:  0005FE54 
    ImageSize:  0005B000 
 

0:005> .reload uLogin.dll=6cf90000,0005b000 
 

<방법 2> 

1. Unload된 모듈의 주소와 ImageSize를 확인 (lm) 

2. ‘Pdb 타임스탬프가 맞지 않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pdb를 로딩시킴 

<방법1> 

0:005> .reload /unl uCommunicator.dll 

Debugging Tips 

.reload 모듈명(확장자포함)=Address,Size 

Sample : Dump (8) 

<방법 1> 

1. .reload /unl 명령으로 pdb를 강제 로딩시킴 

 

.reload /unl 모듈명(확장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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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Debugging!! 이럴 때 필요하다. 

Debugging Tips 

1. Visual Studio가 설치되지 않은 PC에서 Live Debugging 을 해야 할 때 

2. 디버깅할 모듈이 svchost.exe 등 중요 시스템 프로세스에 로딩되어, 로컬 디버깅

이 불가능한 경우 

3. VMWare 등 디버거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환경에서 Debugging할 때 

4. Visual Studio가 Debuggee OS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예 : IA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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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Debugging with Visual Studio 

Debugging Tips 

<특징> 

1. PDB가 Debugger PC 에 존재 

2. Debugger PC가 진짜 Debugger이며 Debuggee PC의 Agent는 하수인에 불과. 

3. 대부분의 경우에 WinDbg를 이용한 Remote Debugging보다 편리 (빌드한 모듈만 적용하면 되니까) 

4. 자세한 내용은 http://kuaaan.tistory.com/219 참조 

 

http://kuaaan.tistory.com/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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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Debugging with WinDbg 

Debugging Tips 

<특징> 

1. PDB가 Debuggee PC 에 존재 

2. Debuggee PC의 WinDbg가 진짜 Debugger이며 Debugger PC의 WinDbg는 리모콘에 불과. 

3. 대부분의 경우에 VisualStudio를 이용한 Remote Debugging보다 불편 (빌드한 모듈과 PDB를 함께 
적용해야 함) 

4. Remote Debugging 시 WinDbg의 기능이 꼭 필요한 경우 사용 (핸들릭 디버깅 등 ) 

5. 자세한 내용은 http://egloos.zum.com/somma/v/4545854 참조 

 

http://egloos.zum.com/somma/v/454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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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ncher 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세스 디버깅 

Debugging Tips 

1. 디버깅 대상 프로세스가 제3의 Launcher에 의해 실행되는 경우 실행 시점에 Debugger를 Attach하기
가 곤란함 (예 : 서비스 프로세스) 

2. 디버깅 대상 실행 파일을 “Image File Execution Options” 레지스트리에 등록하고 Debugger를 지정
하면 프로세스 실행시 자동으로 Debugger가 Attach됨. 

3. 자세한 내용은 http://kuaaan.tistory.com/377 참조 

 

http://kuaaan.tistory.com/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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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Continued… 

Debugging Tips 

(1) Debugging 개론  
(2) x86 stack inside 
(3) heap inside 
(4) x64 stack ins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