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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하나의 가상 머신내에서 다수의 가상 프로세서들을초기화하는 시스템들 및 방법들

요약

본 발명은 가상 머신(VM) 환경에서 다수의 가상 프로세서들을 초기화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다수의 가상 프

로세서들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호스트가 다수의 프로세서 VM을 생성하고 "개시기 가상 프로세서"를 활성화하는 단계, "개

시기 가상 프로세서"가 후속의 가상 프로세서에 스타트업 명령을 발행하는 단계, 가상 머신 모니터(VMM)가 하드웨어 리

소스들에 액세스하기 위한 최고 우선 순위를 타깃 가상 프로세서에 제시하는 단계, VMM이 하드웨어 리소스들의 제어를

포기할 것을 "개시기 가상 프로세서"에 강요하는 단계, VMM이 하드웨어 리소스들의 제어를 타깃 가상 프로세서로 넘기는

단계, 타깃 가상 프로세서가 자신의 스타트업 루틴을 실행하고 완료하는 단계, VMM이 하드웨어 리소스들의 제어를 포기

할 것을 타깃 가상 프로세서에 강요하는 단계, 및 후속 가상 프로세서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VMM이 하드웨어 리소스들의

제어를 다시 "개시기 가상 프로세서"로 넘기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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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가상 머신, 가상 머신 모니터, 하드웨어 리소스, 가상 프로세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양태들이 통합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2는 컴퓨터 시스템의 에뮬레이트된 오퍼레이팅 환경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논리적 계층화를 도시

하는 도면.

도 3a는 가상화된 컴퓨팅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3b는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함께 실행되는 가상 머신 모니터를 구비하는 가상화된 컴퓨팅 시스템의 다른 실시예

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복수개의 가상 프로세서들을 더 구비하는 도 3b의 시스템 부분들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다수의 프로세서 VM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 : 컴퓨터 하드웨어

104, 104" :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

104' : 가상 머신 모니터

108, 110 : 가상 머신

112, 114 : 게스트 OS

116, 118, 120 : 애플리케이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상호 참조

본 출원은 공동 양도된 다음 출원: 전체가 참조로써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SYSTEM AND METHOD FOR THE

LOGICAL SUBSTITUTION OF PROCESSOR CONTROL IN AN EMULATED COMPUTING ENVIRONMENT"라는 명

칭으로 2000년 12월 21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출원 제 09/747492호(Atty. Docket NO. MSFT-2519/304103.01)에서

개시된 발명과 주제가 관련된다.

발명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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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프로세서 가상화(processor virtualization)"라고도 하는) 가상 머신들, 및 가상 머신 환경에서 실

행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하나의 가상 머신내에서 다수의 가상 프로세서들(VP

들)을 초기화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컴퓨터들은 시스템 명령어들의 특정 세트를 실행하도록 설계된 범용 CPU들을 포함한다. 유사한 아키텍처 또는 설계 스펙

들을 가진 프로세서들의 그룹은 동일한 프로세서 패밀리의 멤버들로 간주될 수 있다. 현재의 프로세서 패밀리들의 예로는

Arizona주 Phoenix의 Motorola, Inc.에 의해 제작되는 Motorola 680X0 프로세서 패밀리; California주 Sunnyvale의

Intel Corporation에 의해 제작되는 Intel 80X86 프로세서 패밀리; 및 Motorola, Inc.에 의해 제작되어 California주

Cupertino의 Apple Computer, Inc.에 의해 제작된 컴퓨터들에 사용되는 PowerPC 프로세서 패밀리를 들 수 있다. 프로세

서들의 그룹이 그들의 유사한 아키텍처 및 설계 고려 사항들로 인해 동일한 패밀리에 속할 수는 있지만, 프로세서들은 그

들의 클록 속도 및 다른 성능 파라미터들에 따라 패밀리 내에서도 광범위하게 달라질 수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들의 각 패밀리는 프로세서 패밀리에 대해 고유한 명령어들을 실행한다. 프로세서 또는 프로세서들의 패

밀리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의 집합을 프로세서의 명령어 세트라고 한다. 일례로서, Intel 80X86 프로세서 패밀리에

의해 사용되는 명령어 세트는 PowerPC 프로세서 패밀리에 의해 사용되는 명령어 세트와 호환될 수 없다. Intel 80X86 명

령어 세트는 CISC(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 포맷에 기초한다. Motorola PowerPC 명령어 세트는 RISC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포맷에 기초한다. CISC 프로세서들은 다수의 명령어들을 사용하는데, 그들 중 일부

는 다소 복잡한 펑크션들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행을 위해 많은 클록 사이클들을 필요로 한다. RISC 프로세서

들은, 훨씬 더 높은 속도에서 실행되는 펑크션들의 좀더 간단한 세트를 수행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소수의 명령어들을 사

용한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들 사이에서의 프로세서 패밀리의 고유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컴퓨터 시스템들의 하드웨어 아키텍

처의 다른 요소들 사이에서 비호환성이 초래된다. Intel 80X86 프로세서 패밀리로부터의 프로세서로 제작되는 컴퓨터 시

스템은 PowerPC 프로세서 패밀리로부터의 프로세서로 제작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아키텍처와는 상이한 하드웨

어 아키텍처를 가질 것이다. 프로세서 명령어 세트 및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아키텍처의 고유성으로 인해, 애플리케이

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통상적으로 특정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실행 중인 특정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실행되도록 기재

된다.

컴퓨터 생산자들은, 좀더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컴퓨터 생산자들의 제품 라인과 관련된 마이크로프로세서 패밀리 상에서

실행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시장 점유율을 최대화하고자 한다.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실행될 수 있는 오퍼레이팅 시

스템들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호스트라고 하는, 일 유형의 CPU를 가진 소정 컴퓨터가, 호스트

컴퓨터로 하여금, 게스트라고 하는, 무관한 유형의 CPU에 대한 명령어들을 에뮬레이트할 수 있게 하는, 에뮬레이터 프로

그램을 포함하는 기술 분야가 개발되어 왔다. 따라서, 호스트 컴퓨터는, 소정 게스트 명령어에 응답하여 하나 이상의 호스

트 명령어들이 호출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것이다. 따라서, 호스트 컴퓨터는 자신만의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위

한 소프트웨어 설계 뿐만 아니라 무관한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가진 컴퓨터들을 위해 기재된 소프트웨어 모두를 실행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인 예로서, 예를 들어, Apple Computer에 의해 제작되는 컴퓨터 시스템은 PC-기반 컴퓨터 시스템들을

위해 기록된 오퍼레이팅 시스템들 및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단일 CPU상에서

다수의 비호환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을 동시에 운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각각의 오퍼레이팅 시

스템이 서로 비호환이라 하더라도,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은, 2개의 오퍼레이팅 시스템들 중 하나를 호스트할 수 있고, 다른

경우라면 비호환인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을 동일한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동시에 실행시킨다.

게스트 컴퓨터 시스템이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에뮬레이트될 경우, 게스트 컴퓨터 시스템은 하나의 특정 하드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연산의 순수한 소프트웨어 표현으로서만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게스트 컴퓨터 시

스템을 "가상 머신(virtual machine)"이라고 한다. 에뮬레이터, 가상 머신, 및 프로세서 에뮬레이션이라는 용어들은 간혹

전체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모방하거나 에뮬레이트하는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혼용된다. 일례로서,

California주 San Mateo의 Connectix Corporation에 의해 생성된 Virtual PC 소프트웨어는, Intel 80X86 Pentium 프로

세서 및 다양한 마더보드 컴포넌트들과 카드들을 포함하는 전체 컴퓨터를 에뮬레이트한다. 이러한 컴포넌트들의 연산은,

호스트 머신상에서 실행되는 가상 머신에서 에뮬레이트된다. PowerPC 프로세서를 가진 컴퓨터 시스템과 같은, 호스트 컴

퓨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아키텍처 상에서 실행되는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은 전체 게스트 컴퓨터

시스템의 연산을 에뮬레이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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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은, 호스트 머신의 하드웨어 아키텍처와 에뮬레이트된 환경내에서 실행 중인 소프트웨어에 의해 전송

되는 명령어들간의 인터체인지(interchange)로서 동작한다. 이러한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은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

(HOS)일 수 있는데, HOS는 물리적인 컴퓨터 하드웨어 상에서 직접적으로 실행 중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다른 방법으

로, 에뮬레이트된 환경은, 하드웨어 상에서 직접 실행되며 VMM이 가상화 중인 하드웨어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들을 노출

시키는 것에 의해 머신의 모든 리소스들을 가상화하는 (VMM(virtual machine monitor)이 그 위에서 실행 중인 오퍼레이

팅 시스템 계층들에 의해 인식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계층인 VMM일 수도 있다.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

VMM은 동일한 물리적 하드웨어 상에서 나란히(side-by-side) 실행될 수 있다.

"실제의" 물리적/비-가상 컴퓨팅 환경들에서는, 컴퓨터 하드웨어내에 다수의 물리적 프로세서들을 포함하는 컴퓨팅 시스

템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다중-프로세서 시스템의 초기 상태는, 하나의 프로세서가, 스타트업 메시지들(startup

messages)을 시스템에 존재하는 나머지 프로세서들 각각으로 전송하는 "개시기 프로세서(starter processor)"로서 동작

하는 상태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BIOS 또는 OS로 코딩되어, 개시기 프로세서로부터 존재하는 프로세서들 각각으로 스타

트업 메시지들을 지시하기 위해, 로컬 APIC(advanced programmable interrupt controller) 장치와의 통신이 발생한다.

(로컬 APIC 장치는 다수 프로세서들로부터의 인터럽트들 및 다수 프로세서들에 대한 인터럽트들을 핸들링한다.) 초기에

는 개시기 프로세서와 다른 모든 프로세서들간에 마스터-슬레이브 관계(master-slave relationship)가 존재하지만, 모든

프로세서들이 개시되고 나면, 프로세서들은 피어 레벨(peer level)에서 실행된다. 프로세서를 개시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x86 아키텍처에서는 아주 대략적으로 정의된다. 프로세서를 개시하기 위한 메시지가 존재하지만, 타깃 프로세서가 성공적

으로 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개시기 프로세서에 지시하기 위한 아키텍처 수단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

깃 프로세서가 성공적으로 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데 사용되는 종래의 메커니즘은, 컴퓨터에 전원이 인가될 때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최초 부분인 BIOS(basic input/output system)이다. 시작하기 위해, 개시기 프로세서상에서 실행

중인 BIOS 코드는, 타깃 프로세서로서 공지되어 있는 다른 프로세서로, 스타트업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해야 하는 공유 메

모리 위치를 지시하는 개시 메시지를 발행한다. 다음으로는, 공유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스타트업 프로그램 코드의 실행

이 타깃 프로세서에 의해 시작되고 타깃 프로세서는 플래그를 설정한다. 개시기 프로세서의 OS는 메모리에서의 그러한 위

치 변화를 탐색한다. 개시기 프로세서의 BIOS 코드가 공유 메모리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검출하면, 타깃 프로세서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깃 프로세서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개시기 BIOS 코드로의 유일한 표시는 코드가 한정된

시간내에 메모리 위치의 변화를 검출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프로세서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그것이 이용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타임아웃 시간(timeout period)은 수 밀리초로 짧다.

현재, 대다수의 VM들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가상 프로세서(VP)를 사용하지만, 다중-프로세서 VM(MPVM)이 바람직할 수

도 있다. VM 환경에서, 다수 VP들을 초기화하는 한가지 방법은, VMM이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상의 다수 실행 스레드

(thread)들을 통해 다수 VP들의 에뮬레이터를 생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VP들은 호스트 환경의 개별적인 실행 스

레드들에 대응되고 시스템에는 한정된 시스템 리소스들을 위해 경쟁하는 다수 VM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VP를 표현

하는 스레드를 위한 실행 시간은 시간 분할(time-slicing)로 인해 임의적이다. 따라서, 초기화 시에, 소정 VP가 즉시 개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

의 일부인 BIOS)은 다수의 실제 프로세서들 및 실제 프로세서에 대한 아주 짧은 스타트업 시간을 가진 물리적 하드웨어 상

에서 실행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개발되었으므로, 게스트 OS는 초기화된 프로세서가 타임아웃 이전에 실제로 개시하도

록 하기 위해, 실제 프로세서 하드웨어에 적합한 극히 한정된 양의 실시간만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은, VP의 초기화 및

스타트업에는 (스레드 실행 등으로 인해) 수 밀리초가 걸릴 수 있으며, 실제로, VP를 개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항상

게스트 OS의 타임아웃을 초과하므로, 가상 환경에서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 타임아웃 문제를 다루는 간단하면서 직

접적인 한가지 방법은 타임아웃을 늘리기 위해 게스트 OS의 BIOS를 변경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해결책은 모든 게스트 OS

들이 유지 보수(maintenance)될 것을 요하며(즉, 그들의 타임아웃들 모두가 변경되어야 한다), 이것이 VM의 이점들 중 하

나 - 즉, (아마도 실제 하드웨어를 위해 개발된) 상용(off-the-shelf)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실행하는 능력을 포함하기도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그리고 OS에 따라, 이러한 유지 보수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도, 유지 보수가 적절히 적용되지 않은

경우의 실패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타임아웃없이 그리고 각각의 게스트 OS 및/

또는, BIOS와 같은, 그와 관련된 컴포넌트들을 변경하고 유지 보수할 필요없이, VM 환경에서 다수 VP들을 초기화하기 위

한 방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VM 환경에서 다수의 가상 프로세서들을 초기화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초기화시에 게스트 OS에서

의 타임아웃 조건을 피하기 위해, 본 발명의 다중-프로세서 VM 시스템 및 방법은, 타임아웃없이 그리고 각각의 게스트

OS 및/또는, BIOS와 같은, 그와 관련된 컴포넌트들을 변경하고 유지 보수할 필요없이, VM 환경내에서 다수의 가상 프로

세서들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VM 환경에 좀더 나은 효율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개특허 10-2006-0047772

- 4 -



다수의 가상 프로세서들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호스트가 다수 프로세서 VM을 생성하고 "개시기 가상 프로세서(starter

virtual processor)"를 활성화하는 단계, "개시기 가상 프로세서"가 후속의 가상 프로세서에 스타트업 명령을 발행하는 단

계, VMM이 타깃 가상 프로세서에 하드웨어 리소스들에 액세스하기 위한 최고 우선 순위를 제시하는 단계, VMM이 하드

웨어 리소스들의 제어를 포기할 것을 "개시기 가상 프로세서"에 강요하는 단계, VMM이 하드웨어 리소스들의 제어를 타깃

가상 프로세서로 넘기는 단계, 타깃 가상 프로세서가 자신의 스타트업 루틴을 실행하고 완료하는 단계, VMM이 하드웨어

리소스들의 제어를 포기할 것을 타깃 가상 프로세서에 강요하는 단계, 및 후속 가상 프로세서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VMM

이 하드웨어 리소스들의 제어를 다시 "개시기 가상 프로세서"로 넘기는 단계를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요약 뿐만 아니라 다음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첨부된 도면들과 관련하여 읽을 때 좀더 잘 이해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예시를 위해, 도면들에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구성들이 도시되어 있지만, 본 발명이 개시된 특정 방

법들 및 수단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주제는 법정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특수성을 갖도록 설명된다. 그러나, 설명 자체가 본 특허의 범위를 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 발명자는, 청구된 주제가, 현재의 기술들 또는 미래의 기술들과 관련하여, 상이한 단계들

또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것들과 유사한 단계들의 조합들을 포함하는, 다른 방법들로도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 여기에서는 "단계"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용되는 방법들의 상이한 요소들을 암시할 수 있지만, 개별 단계들의 순서가 명

시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개별 단계들의 순서가 명시적으로 설명될 때를 제외하면, 이 용어가 여기에 개시되어

있는 다양한 단계들간의 어떠한 소정 순서를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컴퓨터 환경

본 발명의 다수 실시예들은 컴퓨터상에서 실행될 수 있다. 도 1 및 다음의 논의는,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적당한 컴퓨팅

환경의 간략하고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또

는 서버와 같은,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들과 같은, 컴퓨터-실행 가능 명령어들의 일반적인 문맥에서 본

발명을 설명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들은 특정한 태스크들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추상적 데이터 유형들을 구

현하는 루틴들, 프로그램들, 오브젝트들, 컴포넌트들, 데이터 구조들 등을 포함한다. 또한, 당업자들은, 본 발명이, 핸드헬

드 장치들,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들,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또는 프로그램 가능한 상용 전자 제품들, 네트워크 PC들, 미

니컴퓨터들, 메인프레임 컴퓨터들 등을 포함하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 구성들로도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

다. 본 발명은 또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링크되어 있는 원격 프로세싱 장치들에 의해 태스크들이 수행되는 분산 컴퓨팅

환경들에서 실시될 수도 있다.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프로그램 모듈들은 로컬 및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들 모두에 배치될

수 있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예시적인 범용 컴퓨팅 시스템은, 프로세싱 유닛(21), 시스템 메모리(22), 및 시스템 메모리를 포

함하여 다양한 시스템 컴포넌트들을 프로세싱 유닛(21)에 결합시키는 시스템 버스(23)를 포함하는, 종래의 퍼스널 컴퓨터

(20) 등을 포함한다. 시스템 버스(23)는 메모리 버스 또는 메모리 컨트롤러, 주변 장치 버스, 및 다양한 버스 아키텍처들 중

하나를 사용하는 로컬 버스를 포함하는 몇가지 유형의 버스 구조들 중 하나일 수 있다. 시스템 메모리는 ROM(read only

memory;24) 및 RAM(random access memory;25)을 포함한다. 스타트 업(start up) 동안과 같은 때에, 퍼스널 컴퓨터

(20)내의 요소들 사이에서 정보 전달을 돕는 기본 루틴들을 포함하는 BIOS(basic input/output system;26)는 ROM(24)에

저장된다. 퍼스널 컴퓨터(20)는 부가적으로, 도시하지 않은, 하드 디스크로부터 판독하고 그에 기입하는 하드 디스크 드라

이브(27), 분리형 자기 디스크(29)로부터 판독하고 그에 기입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28) 및, CD-ROM 또는 다른 광학

매체와 같은, 분리형 광학 디스크(31)로부터 판독하고 그에 기입하는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30)를 포함할 수 있다. 하드 디

스크 드라이브(27),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28), 및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30)는 각각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인터페이스

(32),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인터페이스(33), 및 광학 드라이브 인터페이스(34)에 의해 시스템 버스(23)에 접속된다. 드라

이브들 및 그들과 관련된 컴퓨터-판독 가능 매체는 퍼스널 컴퓨터(20)에 컴퓨터-실행 가능 명령어들, 데이터 구조들, 프로

그램 모듈들, 및 다른 데이터의 불휘발성 저장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설명된 예시적 환경은 하드 디스크, 분리형 자기 디스

크(29), 및 분리형 광학 디스크(31)를 이용하지만, 당업자들은, 자기 카세트들, 플래시 메모리 카드들, DVD들, 베르누이

카트리지들, RAM들, ROM들 등과 같이,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의

다른 유형들도 예시적 동작 환경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들은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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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팅 시스템(35),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36), 다른 프로그램 모듈들(37), 및 프로그램 데이터(38)를

포함하여, 다수의 프로그램 모듈들이 하드 디스크, 자기 디스크(29), 광학 디스크(31), ROM(24), 또는 RAM(25)에 저장될

수 있다. 사용자는 키보드(40) 및 포인팅 장치(42)와 같은, 입력 장치들을 통해 퍼스널 컴퓨터(20)에 명령들 및 정보를 입

력할 수 있다. (도시하지 않은) 다른 입력 장치들로는 마이크로폰, 조이스틱, 게임 패드, 위성 안테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및 다른 입력 장치들은 대개 시스템 버스에 결합되어 있는 직렬 포트 인터페이스(46)를 통해 프로세싱 유닛(21)에 접속되

지만, 병렬 포트, 게임 포트, 또는 USB(Universa Serial Bus)와 같은, 다른 인터페이스들에 의해 접속될 수도 있다. 또한,

모니터(47) 또는 다른 유형의 디스플레이 장치가, 비디오 어댑터(48)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23)에 접속

된다. 모니터(47) 이외에, 퍼스널 컴퓨터들은 통상적으로, 스피커들 및 프린터들과 같은, (도시하지 않은) 다른 주변 출력

장치들을 포함한다. 또한, 도 1의 예시적 시스템은 호스트 어댑터(55), SCSI(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버스

(56), 및 SCSI 버스(56)에 접속되어 있는 외부 저장 장치(62)를 포함한다.

퍼스널 컴퓨터(20)는, 원격 컴퓨터(49)와 같은, 하나 이상의 원격 컴퓨터들로의 논리적 접속들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환경

에서 동작할 수도 있다. 원격 컴퓨터(49)는 또 하나의 퍼스널 컴퓨터, 서버, 라우터, 네트워크 PC, 피어 장치, 또는 다른 공

통 네트워크 노드일 수 있으며, 도 1에는 메모리 저장 장치(50)만이 도시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퍼스널 컴퓨터(20)와 관

련하여 상술한 요소들 중 많은 것을 또는 그 전부를 포함한다. 도 1에 도시된 논리적 접속들은 LAN(local area

network;51) 및 WAN(wide area network;52)을 포함한다. 이러한 네트워킹 환경은 사무실, 기업-광역의 컴퓨터 네트워

크, 인트라넷 및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다.

LAN 네트워킹 환경에서 사용될 경우, 퍼스널 컴퓨터(20)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어댑터(53)를 통해 LAN(51)에 접

속된다. WAN 네트워킹 환경에서 사용될 경우, 퍼스널 컴퓨터(20)는 통상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WAN(52)을 통해 통신을

확립하기 위한 모뎀(54) 또는 다른 수단을 포함한다. 내장형이거나 외장형일 수 있는 모뎀(54)은 직렬 포트 인터페이스

(46)를 통해 시스템 버스(23)에 접속된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퍼스널 컴퓨터(20)와 관련하여 도시된 프로그램 모듈들 또

는 그 일부는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도시된 네트워크 접속들은 예시적인 것이며 컴퓨터들간에 통신 링

크를 확립하는 다른 수단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수 실시예들이 특별히 컴퓨터

화된 시스템들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 명세서의 어떤 것도 본 발명을 이와 같은 실시예들로 한정하려는 것

은 아니다.

가상 머신들

개념적인 관점에서, 컴퓨터 시스템들은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의 기본 계층상에서 실행 중인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계층

들을 구비한다. 이러한 계층화(layering)는 추상화를 위해 수행된다. 소정 소프트웨어 계층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것에 의해, 그 계층은 그 위의 다른 계층들과 상이하게 구현될 수 있다. 잘-설계된 컴퓨터 시스템에서, 각각의 계층은 바로

아래 계층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그리고 그것에만 의존한다). 이로 인해, 계층 또는 "스택"(다수의 인접 계층들)은, 상기 계

층 또는 스택 위의 계층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대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상

부 계층들)은 통상적으로 소정 형태의 영구 저장 장치에 파일들을 기재하기 위해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하부 레벨들(하부

계층들)에 의존하고,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를 플로피 디스크, 하드 드라이브, 또는 네트워크 폴더에 기입하는

것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하부 계층이 파일들을 기입하기 위한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 컴포넌트

들로 대체된다면, 상부 계층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의 연산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층화된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으로 인해, 가상 머신(VM)은 사실상 다른 소프트웨어 계층에 존재하는 가상 하드웨어 계층

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VM은, 그들만의 전용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실행 중인, 그 위의 소프트웨어 계층들에 대

한 환상(illusion)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VM들은 다수의 "게스트 시스템들"이 하나의 "호스트 시스템"상에서 동시에 실행

되게 할 수 있다.

도 2는 컴퓨터 시스템의 에뮬레이트된 오퍼레이팅 환경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논리적 계층화를 표현

하는 도면이다. 에뮬레이션 프로그램(94)은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또는 하드웨어 아키텍처(92)상에서 실행된다.

에뮬레이션 프로그램(94)은 게스트 하드웨어 아키텍처(96) 및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98)을 에뮬레이트한다. 이번에

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100)이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98) 상에서 실행된다. 도 2의 에뮬레이트된 오퍼레이팅 환

경에서는, 에뮬레이션 프로그램(94)의 연산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100)이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 하

드웨어 아키텍처(92)와 일반적으로 호환되지 않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상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된 경우라 하더라도, 소프트

웨어 애플리케이션(100)이 컴퓨터 시스템(90) 상에서 실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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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는 물리적인 컴퓨터 하드웨어(102) 바로 위에서 실행되는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 계층(104)을 구비

하는 가상화된 컴퓨팅 시스템을 도시하고,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호스트 OS;104)은, 호스트 OS가 가상화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들을 노출시키는 것에 의해 머신의 모든 리소스들을 가상화한다(이것은 호스트 OS가 그 위

에서 실행 중인 오퍼레이팅 시스템 계층들에 의해 인식되지 않게 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가상 머신 모니터(즉, VMM) 소프트웨어 계층(104')이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104") 대신에 실행되거

나, 도 3b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104")과 함께 실행될 수 있다. 간략화를 위해, (특히 호스

트 오퍼레이팅 시스템(104)에 관한) 다음의 모든 논의는 도 3a에 도시되어 있는 실시예에 관한 것이 되겠지만, 이와 같은

논의의 모든 양태는, 도 3b의 VMM(104')이 본질적으로, 동작 레벨에서, 여기에서 후술되는 도 3a의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104)의 역할을 대체하는 도 3b의 실시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다시 도 3a를 참조하면, 상기 호스트 OS(104;또는 VMM 104')은 2개의 VM 구현들인데, VM A(108)는, 예를 들어, 가상

화된 Intel 386 프로세서일 수 있고, VM B(110)는, 예를 들어, 프로세서들의 Motorola 680X0 패밀리 중 하나에 대한 가

상화 버전일 수 있다. 각각의 VM(108 및 110) 위에는 각각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들(게스트 OS들) A(112) 및 B(114)

가 존재한다. 게스트 OS A(112) 위에서는 2개의 애플리케이션들(애플리케이션 A1 116 및 애플리케이션 A2 118)이 실행

중이고, 게스트 OS B(114) 위에는 애플리케이션 B1(120)이 존재한다.

다수의 가상 프로세서들 초기화하기

도 4는, 복수개의 가상 프로세서들(VP들)을 더 구비하는 도 3b의 시스템 부분들을 도시한다. 당업자들에 의해 공지되고

이해되어 있는 바와 같이, VP는, 가상 머신이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해 에뮬레이트하는, 물리적 프로세서와 논리

적으로 등가인 가상화된 장치이다. 도 4의 다중-프로세서 VM 시스템에서, VM A(108)는,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A1

(116), 애플리케이션 A2(118) 내지 애플리케이션 AN(122)을 각각 실행하기 위해 VM A(108)가 게스트 OS A(112)를 에

뮬레이트할 수 있는, VP A1(124), VP A2(126) 내지 VP AN(128)을 구비한다. 부가적으로, 각각의 VP는, 널리 공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프로세스를 핸들링하는 것에 의해 하나의 프로세서가 다른 프로세서를 인터럽트할 수도 있고 하나의 프로

세서가 다른 프로세서를 개시할 수도 있는, 관련된 가상 로컬 APIC를 가진다. 프로세서에 의해 액세스될 경우, 로컬 APIC

장치는, 인터럽트들을 마스킹하는 동작, 인터럽트들을 인에이블링하는 동작, 또는 인터-프로세서 인터럽트를 생성하는 동

작과 같은, 동작들을 수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 4의 다중-프로세서 VM 시스템에서, VM A(108)는 VP A1(124)과 관

련된 가상 로컬 APIC A1(130), VP A2(126)와 관련된 가상 로컬 APIC A2(132), 및 VP AN(128)과 관련된 가상 로컬

APIC AN(134)을 더 구비한다. 마찬가지로, VM B(110)는 복수개의 VP들 및 가상 로컬 APIC 장치들을 포함할 수 있지만,

간략화를 위해, 이것은 표시되지 않는다.

각각의 VP는, 널리 공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VMM에 자신만의 실행 스레드를 가진다. 스레드는,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되

는 특정 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자체-포함 프로세스이다. 프로세서는 프로그램들 또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병렬로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프로세서는, 우선 순위에 따라, 스레드들 사이에서 시간-분할 중이다. 그 결과,

도 4를 계속해서 참조하면, VMM(104')은 VP A1(124)과 관련된 스레드 A1(136) 및 VP A2(126)와 관련된 스레드 A2

(138) 내지 VP AN(128)과 관련된 스레드 AN(140)을 더 구비한다. 동시에 실행 중인 각각의 스레드에는, VMM(104')이

각각의 스레드에 할당하는 것, 즉, 시간-분할하는 것에 따라, 하드웨어 리소스들(즉, 컴퓨터 하드웨어(102))을 액세스하기

위한 우선 순위가 할당된다.

초기화시의 게스트 OS에서 타임아웃 조건을 피하기 위해, 본 발명의 다중-프로세서 VM 시스템은,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

이, 각각의 게스트 OS 및/또는, BIOS와 같은, 그와 관련된 컴포넌트들을 변경하고 유지 보수할 필요없이, VM 환경내에서

다수의 가상 프로세서들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다수 프로세서 VM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도 5를 참조하여 좀더

상세하게 알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그리고 도 4의 참조를 계속하여, 다수 프로세서 VM을 초기화하는 방법(150)을 도시하는 흐름도이

다. 단계 152에서, 호스트 OS(104")는, 도 4에 나타낸 VM A(108)와 같은, 다수 프로세서 VM을 생성하고, 예를 들어, VP

A1(124)을 "개시기 가상 프로세서"로서 활성화하는 등, "개시기 가상 프로세서"를 활성화한다. 단계 154에서, 본 예의 "개

시기 가상 프로세서"인 VP A1(154)은 스타트업 명령을, 가상 프로세서들 VP A2(126) 내지 VP AN(128) 중 하나와 같은,

후속의 가상 프로세서에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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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56에서, VMM(104')은, 각각, 가상 프로세서들 VP A2(126) 내지 VP AN(128)의 스레드들 A2(138) 내지 AN(140)

중 하나와 같은, 타깃 가상 프로세서와 관련된 스레드에게, (도시되지 않은) 하나 이상의 물리적 프로세서들을 포함하는 하

드웨어 리소스들, 즉, 컴퓨터 하드웨어(102)에 액세스하기 위한 최고 우선 순위를 준다. 단계 158에서, VMM(104')은 하

드웨어 리소스들, 즉, 컴퓨터 하드웨어(102)의 제어를 포기할 것을 VP A1(124)과 관련된 스레드 A1(136)에게 강요한다.

단계 160에서, VMM(104')은 하드웨어 리소스들의 제어를, 각각, 가상 프로세서들 VP A2(126) 내지 VP AN(128)의 스레

드들 A2(138) 내지 AN(140) 중 하나와 같은, 타깃 가상 프로세서와 관련된 스레드에 넘긴다.

단계 162에서, 가상 프로세서들 VP A2(126) 내지 VP AN(128)의 스레드들 A2(138) 내지 AN(140) 중 하나와 같은, 타깃

가상 프로세서와 관련된 스레드는 각각 자신의 스타트업 루틴을 실행하고 완료한다. 단계 164에서, VMM(104')은 하드웨

어 리소스들, 즉, 컴퓨터 하드웨어(102)의 제어를 포기할 것을, 각각, 가상 프로세서들 VP A2(126) 내지 VP AN(128)의

스레드들 A2(138) 내지 AN(140) 중 하나와 같은, 타깃 가상 프로세서와 관련된 스레드에게 강요한다. 단계 166에서,

VMM(104')은 하드웨어 리소스들의 제어를, "개시기 가상 프로세서"인 VP A1(124)과 관련된 스레드 A1(136)으로 다시

넘긴다.

판정 단계 168에서, VMM(104')은, 초기화해야 할 임의의 가상 프로세서들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예"라면,

방법(150)은 단계 154로 복귀하고, "아니오"라면, 방법(150)은 종료된다.

결론

여기에서 설명된 다양한 시스템들, 방법들, 및 기술들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되거나, 적절하다면, 양자의 조

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방법들 및 장치들 또는 그것의 소정 양태들 또는 일부분들은, 플로피 디스켓들,

CD-ROM들, 하드 드라이버들, 또는 임의의 기타 기계-판독 가능 저장 매체와 같은, 유형의 매체에 구체화되어 있는 프로

그램 코드(즉, 명령어들)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코드가, 컴퓨터와 같은, 머신으로 로딩되고 머신에 의해 실행

될 때, 머신은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장치가 된다. 프로그램 가능한 컴퓨터들상에서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할 경우, 컴퓨

터는 일반적으로 프로세서, (휘발성 및 불휘발성 메모리 및/또는 저장 요소들을 포함하여) 프로세서에 의해 판독 가능한 저

장 매체, 하나 이상의 입력 장치, 및 하나 이상의 출력 장치를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들은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

하기 위한 고급의 절차적 언어 또는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프로그램(들)은,

원한다면, 어셈블리 또는 기계어로 구현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언어는 컴파일러형 언어 또는 해석형 언어일 수 있

고, 하드웨어 구현들과 조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들 및 장치들은, 전기 배선 또는 케이블링, 광 섬유, 또는 임의의 여타 전송 형태와 같은, 몇몇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되는 프로그램 코드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 코드가, EPROM, 게이트 어레이, PLD

(programmable logic device), 클라이언트 컴퓨터, 비디오 레코더 등과 같은, 머신으로 로딩되고 머신에 의해 실행될 때,

머신은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장치가 된다. 범용 프로세서상에 구현될 경우, 프로그램 코드는 프로세서와 조합되어 본

발명의 인덱싱 기능을 수행하도록 동작하는 고유한 장치를 제공한다.

다양한 도면들의 바람직한 실시예들과 관련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른 유사

한 실시예들이 사용되거나 본 발명의 동일한 펑크션을 수행하기 위해, 설명된 실시예에 대한 변경들 및 부가들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퍼스널 컴퓨터들의 기능을 에뮬레이트하는 디지털

장치들의 문맥에서 설명하였지만, 당업자들은, 본 발명이 이러한 디지털 장치들에 한정되지 않으며, 유선이든지 무선이든

지, 본 출원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게임 콘솔, 핸드헬드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등과 같은, 임의 갯수의 기존 또는 출현 중

인 컴퓨팅 장치들 또는 환경들에 적용될 수 있으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작용하는 임의

갯수의 이러한 컴퓨팅 장치들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히 무선 네트워크 장치들의 수가 계속

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핸드헬드 장치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 다른 애플리케이션 특정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시

스템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컴퓨터 플랫폼들이 여기에서 고려된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어떠한 단

일 실시예에 한정되기 보다는, 첨부된 청구항들에 따른 폭과 범위로 해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개시된 실시예들은 다른 프로세서 아키텍처들, 컴퓨터-기반 시스템들, 또는 시스템 가상화들에서의

사용을 위해 적응될 수 있고, 이러한 실시예들은 여기에서 이루어진 개시물에 의해 명백하게 예상되므로, 본 발명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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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시된 특정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대신 최광의로 해석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개시물들에 의해

프로세서 가상화 이외의 목적들을 위한 합성 명령어들의 사용이 또한 예상되며, 프로세서 가상화 이외의 맥락에서 이러한

합성 명령어들을 이용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루어진 개시물들로 가장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VM 환경에서 다수의 가상 프로세서들을 초기화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다. 초기화시에

게스트 OS에서의 타임아웃 조건을 방지하기 위해, 본 발명의 다중-프로세서 VM 시스템 및 방법은, 타임아웃없이 그리고

각각의 게스트 OS 및/또는, BIOS와 같은, 그와 관련된 컴포넌트들을 변경하고 유지 보수할 필요없이, VM 환경내에서 다

수의 가상 프로세서들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VM 환경에 보다 나은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실행 스레드(thread)에 대응되는 제1 가상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하는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포함하는 가상 머

신 환경에서 가상 프로세서를 개시하는 방법으로서,

제2 실행 스레드에 대응되는 제2 가상 프로세서로 스타트업 명령을 발행하는 단계;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최고 우선 순위를 제

공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가 스타트업을 완료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가 스타트업을 완료한 후에,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

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상기 최고 우선 순위 이외의 우선 순위를 제공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하드웨어 리소스에 대한 제어를 포기할 것을 상기 제1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1 실행 스레드에

강요하고, 동일한 것에 대한 제어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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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하드웨어 리소스에 대한 제어를 포기할 것을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강요하고, 동일한 것에 대한 제어를 상기 제1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1 실행 스레드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방법.

청구항 5.

가상 머신 환경에서 가상 프로세서를 개시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가상 머신 환경은 가상 머신 모니터에 의해 에뮬레이트(emulate)되는 가상 머신상에서 실행하는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포함하고, 상기 가상 머신은 개별적인 실행 스레드들로서 구현되는 복수개의 가상 프로세서를 포함하며, 상기 게

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프로세서를 개시하기 위한 명령을 발행하는 서브시스템(예를 들어, BIOS)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제1 실행 스레드에 대응되는 제1 가상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하는 상기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상기 제1 가상 프로세

서를 통해 제2 실행 스레드에 대응되는 제2 가상 프로세서로 스타트업 명령을 발행하는 단계;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가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최고 우선 순위를 제공하고, 그에 의해, 상기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응되는 상기 제1 실행 스레드가 실행을 계속하

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상기 스타트업 명령에 대응되는 타임아웃(timeout)을 방지하는 단계;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가 모든 하드웨어 리소스들의 세트에 대한 제어를 포기할 것을 상기 제1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1 실행 스레드에 강요하고, 동일한 것에 대한 제어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

레드에 제공하는 단계;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가 스타트업을 완료하는 단계;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가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상기 최고 우선 순위 이외의 우선 순위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가, 상기 모든 하드웨어 리소스들의 세트에 대한 제어를 포기할 것을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

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강요하고 동일한 것에 대한 제어를 상기 제1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1 실

행 스레드에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는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컴포넌트 부분인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실행 스레드 및 상기 제2 실행 스레드는 모두 제1 물리적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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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실행 스레드는 제1 물리적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되고, 상기 제2 실행 스레드는 제2 물리적 프로세서상에서 실행

되며,

상기 방법은,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최고 우선 순위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제

공하는 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시에, 상기 제1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실행을 중지하는 단계; 및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최고 우선 순위 이외의 우선 순위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제공하는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의 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시에, 상기 제2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실행을 계속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 실행 스레드에 대응되는 제1 가상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하는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포함하는 가상 머신 환경에

서 가상 프로세서를 개시하는 시스템으로서,

제2 실행 스레드에 대응되는 제2 가상 프로세서에 스타트업 명령을 발행하고;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최고 우선 순위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제

공하며;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가 스타트업을 완료하는

하나 이상의 서브시스템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가 스타트업을 완료한 후에,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상기 최고 우선 순위 이외의 우선 순위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제공하는 하

나 이상의 서브시스템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하드웨어 리소스에 대한 제어를 포기할 것을 상기 제1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1 실행 스레드에

강요하고, 동일한 것에 대한 제어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서브시스템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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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하드웨어 리소스에 대한 제어를 포기할 것을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강요하고, 동일한 것에 대한 제어를 상기 제1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1 실행 스레드에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서브시스템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3.

가상 머신 환경에서 가상 프로세서를 개시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가상 머신 환경은 가상 머신 모니터에 의해 에뮬레이트되는 가상 머신상에서 실행하는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포함하고, 상기 가상 머신은 개별적인 실행 스레드들로서 구현되는 복수개의 가상 프로세서를 포함하며, 상기 게스트 오퍼

레이팅 시스템은 프로세서를 개시하기 위한 명령을 발행하는 서브시스템(예를 들어, BIOS)를 포함하고,

상기 시스템은,

제1 실행 스레드에 대응되는 제1 가상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하는 상기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상기 제1 가상 프로세

서를 통해 제2 실행 스레드에 대응되는 제2 가상 프로세서로 스타트업 명령을 발행하고;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가,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최고 우선 순위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

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제공하고, 그에 의해, 상기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응되는 상기 제1 실행 스레드가 실행을 계속하

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상기 스타트업 명령에 대응되는 타임아웃을 방지하며;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가, 모든 하드웨어 리소스들의 세트에 대한 제어를 포기할 것을 상기 제1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1 실행 스레드에 강요하고, 동일한 것에 대한 제어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

레드에 제공하고;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가 스타트업을 완료하며;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가,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상기 최고 우선 순위 이외의 우선 순위를 상기 제2 가상 프

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제공하고;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가, 상기 모든 하드웨어 리소스들의 세트에 대한 제어를 포기할 것을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

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강요하고, 동일한 것에 대한 제어를 상기 제1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1 실

행 스레드에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서브시스템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가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컴포넌트 부분이 되도록 하는 하나 이상의 서브시스템을 더 포함하

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실행 스레드 및 상기 제2 실행 스레드가 모두 제1 물리적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되게 하는 하나 이상의 서브시스

템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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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실행 스레드가 제1 물리적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되고, 상기 제2 실행 스레드가 제2 물리적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

되게 하는 하나 이상의 서브시스템을 더 포함하고,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최고 우선 순위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제

공하는 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시에, 상기 제1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실행을 중지하고;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상기 최고 우선 순위 이외의 우선 순위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제공하는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의 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시에, 상기 제2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실행을

계속하는 하나 이상의 서브시스템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7.

제1 실행 스레드에 대응되는 제1 가상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하는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포함하는 가상 머신 환경에

서 가상 프로세서를 개시하는 컴퓨터-판독가능한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한 매체로서,

상기 컴퓨터-판독가능한 명령어들은,

제2 실행 스레드에 대응되는 제2 가상 프로세서에 스타트업 명령을 발행하는 명령어;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최고 우선 순위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제

공하는 명령어; 및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가 스타트업을 완료하는 명령어

를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판독가능한 명령어들은,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가 스타트업을 완료한 후에,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상기 최고 우선 순위 이외의 우선 순위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제공하는 명

령어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판독가능한 명령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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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하드웨어 리소스에 대한 제어를 포기할 것을 상기 제1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1 실행 스레드에

강요하고, 동일한 것에 대한 제어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제공하는 명령어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판독가능한 명령어들은,

하나 이상의 하드웨어 리소스에 대한 제어를 포기할 것을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강요하고 동일한 것에 대한 제어를 상기 제1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1 실행 스레드에 제공하는 명령어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21.

가상 머신 환경에서 가상 프로세서를 개시하는 컴퓨터-판독가능한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한 매체로서,

상기 가상 머신 환경은 가상 머신 모니터에 의해 에뮬레이트되는 가상 머신 상에서 실행하는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포함하고, 상기 가상 머신은 개별적인 실행 스레드들로서 구현되는 복수개의 가상 프로세서를 포함하며, 상기 게스트 오퍼

레이팅 시스템은 프로세서를 개시하기 위한 명령을 발행하는 서브시스템(예를 들어, BIOS)를 포함하고,

상기 컴퓨터-판독가능한 명령어들은,

제1 실행 스레드에 대응되는 제1 가상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하는 상기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상기 제1 가상 프로세

서를 통해 제2 실행 스레드에 대응되는 제2 가상 프로세서로 스타트업 명령을 발행하는 명령어;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가,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최고 우선 순위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

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제공하고, 그에 의해, 상기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응되는 상기 제1 실행 스레드가 실행을 계속하

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상기 스타트업 명령에 대응되는 타임아웃을 방지하는 명령어;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가 모든 하드웨어 리소스들의 세트에 대한 제어를 포기할 것을 상기 제1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1 실행 스레드에 강요하고, 동일한 것에 대한 제어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

레드에 제공하는 명령어;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가 스타트업을 완료하는 명령어;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가,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상기 최고 우선 순위 이외의 우선 순위를 상기 제2 가상 프

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제공하는 명령어; 및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가, 상기 모든 하드웨어 리소스들의 세트에 대한 제어를 포기할 것을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

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강요하고, 동일한 것에 대한 제어를 상기 제1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1 실

행 스레드에 제공하는 명령어

를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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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컴퓨터-판독가능한 명령어들은,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가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컴포넌트 부분이 되게 하는 명령어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한 매체.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판독가능한 명령어들은,

상기 제1 실행 스레드 및 상기 제2 실행 스레드가 모두 제1 물리적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되게 하는 명령어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실행 스레드가 제1 물리적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되고, 상기 제2 실행 스레드가 제2 물리적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

되게 하는 명령어들을 더 포함하고,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최고 우선 순위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제

공하는 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시에, 상기 제1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실행을 중지하는 명령어; 및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상기 최고 우선 순위 이외의 우선 순위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제공하는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의 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시에, 상기 제2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실행을

계속하는 명령어

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25.

제1 실행 스레드에 대응되는 제1 가상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하는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포함하는 가상 머신 환경에

서 가상 프로세서를 개시하는 하드웨어 제어 장치로서,

제2 실행 스레드에 대응되는 제2 가상 프로세서에 스타트업 명령을 발행하는 수단;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최고 우선 순위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제

공하는 수단; 및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가 스타트업을 완료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하드웨어 제어 장치.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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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가 스타트업을 완료한 후에,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상기 최고 우선 순위 이외의 우선 순위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제공하는 수

단을 더 포함하는 하드웨어 제어 장치.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하드웨어 리소스에 대한 제어를 포기할 것을 상기 제1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1 실행 스레드에

강요하고, 동일한 것에 대한 제어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제공하는 수단을 더 포

함하는 하드웨어 제어 장치.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하드웨어 리소스에 대한 제어를 포기할 것을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강요하고, 동일한 것에 대한 제어를 상기 제1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1 실행 스레드에 제공하는 수단을 더 포

함하는 하드웨어 제어 장치.

청구항 29.

가상 머신 환경에서 가상 프로세서를 개시하는 하드웨어 제어 장치로서,

상기 가상 머신 환경은 가상 머신 모니터에 의해 에뮬레이트되는 가상 머신 상에서 실행하는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포함하고, 상기 가상 머신은 개별적인 실행 스레드들로서 구현되는 복수개의 가상 프로세서를 포함하며, 상기 게스트 오퍼

레이팅 시스템은 프로세서를 개시하기 위한 명령을 발행하는 서브시스템(예를 들어, BIOS)를 포함하고,

상기 하드웨어 제어 장치는,

제1 실행 스레드에 대응되는 제1 가상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하는 상기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상기 제1 가상 프로세

서를 통해 제2 실행 스레드에 대응되는 제2 가상 프로세서에 스타트업 명령을 발행하는 수단;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가,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최고 우선 순위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

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제공하고, 그에 의해, 상기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응되는 상기 제1 실행 스레드가 실행을 계속하

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상기 스타트업 명령에 대응되는 타임아웃을 방지하는 수단;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가, 모든 하드웨어 리소스들의 세트에 대한 제어를 포기할 것을 상기 제1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1 실행 스레드에 강요하고, 동일한 것에 대한 제어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

레드에 제공하는 수단;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가 스타트업을 완료하는 수단;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가,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최고 우선 순위 이외의 우선 순위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

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제공하는 수단; 및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가, 상기 모든 하드웨어 리소스들의 세트에 대한 제어를 포기할 것을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

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강요하고, 동일한 것에 대한 제어를 상기 제1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1 실

행 스레드에 제공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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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하드웨어 제어 장치.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가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컴포넌트 부분이 되게 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하드웨어 제어 장

치.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실행 스레드 및 상기 제2 실행 스레드는 모두 제1 물리적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되게 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하

드웨어 제어 장치.

청구항 32.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실행 스레드는 제1 물리적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되게 하고, 상기 제2 실행 스레드는 제2 물리적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되게 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고,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최고 우선 순위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제

공하는 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시에, 상기 제1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실행을 중지하는 수단; 및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최고 우선 순위 이외의 우선 순위를 상기 제2 가상 프로세서 및 그것의 대응되는 제2

실행 스레드에 제공하는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의 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시에, 상기 제2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실행을 계속

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하드웨어 제어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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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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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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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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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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