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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가상 머신을 나가자 마자 현재 프로세서 명령의 결과를 노출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57) 요 약
하드웨어 가상화 구성에서 작동할 때 호스트 시스템이 컴퓨터 보안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들과 방법들이 설명된다. 프로세서는 게스트 가상 머신 내에서 실행되는 게스트 명령이 메모리 접근 위반
을 수행할 때 가상 머신 중단 이벤트(예를 들어서, 가상 머신 종료 또는 가상화 예외)를 생성하도록 구성된다.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 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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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게스트 명령의 파이프라인의 실행 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상기 VM 중단
이벤트의 생성을 지연시키고, 상기 VM 중단 이벤트를 생성하기 전에 특정 위치(예를 들어서, 보안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읽힐 수 있는 특정 프로세서 레지스터)로 상기 실행 단계의 결과들을 저장하도록 추가적으로 구성된다.
(52) CPC특허분류
G06F 21/53 (2013.01)
G06F 21/57 (2013.01)
G06F 9/45558 (2013.01)
H04L 63/145 (2013.01)
G06F 2009/45587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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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가상 머신과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구성된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호스트
시스템으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는, 실행을 위한 게스트 명령을 수신하는 것의 응답으로, 상기 가상 머신
내에서 상기 게스트 명령(guest instruction)을 실행하는 것이 메모리 접근 허가의 위반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이 때, 상기 게스트 명령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로 하여금 연산자(operator)를 피
연산자(operand)에 적용하는 결과를 결정하도록 명령하고, 상기 게스트 명령을 상기 위반 없이 실행하는 것은
상기 결과를 제1 위치에 쓰는 것을 유발함); 그리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는, 상기 게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상기 위반을 유발하는지 결정하는 것의 응
답으로, 상기 게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상기 위반을 유발할 때, 상기 결과를 상기 제1 위치와는 다른 제2
위치에 쓰도록 (상기 제2 위치는 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에 접근가능한 위치임); 그리고 상기 결과를 상기
제2 위치에 쓰는 것의 응답으로 상기 게스트 명령의 실행으로부터 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전환
하도록(이 때 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은 상기 위반이 컴퓨터 보안 위협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구
성된다); 추가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시스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위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의 범용 레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위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의 컨트롤 레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시스
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위치는 상기 호스트 시스템의 메모리의 섹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과는 메모리 주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과는 상기 피연산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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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은 상기 가상 머신 내에서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은 상기 가상 머신 밖에서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위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의 소정의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
스트 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위치는 상기 호스트 시스템의 메모리의 소정 섹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시스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위치는 상기 가상 머신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 구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시스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는, 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전환하는 것의 응답으로, 상
기 제2 위치로부터 상기 결과를 읽어들이도록 추가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는, 상기 결과를 읽어들이는 것의 응답으로, 상기 게스트 명령에 따라서
결정된 목적지(destination)에 상기 결과를 쓰도록 추가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시스템.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에 의하여 실행될 때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로 하여금 상기 제2 위치로부터 상기 결과를 읽어들이도록 하고 또한 상기 결과를 상기 게스
트 명령에 따라서 결정된 목적지에 쓰도록 하는 명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시스템.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는 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의 응답으
로, 상기 게스트 명령이 원자적 명령(atomic instruction)인지를 결정하도록, 그리고 응답으로 상기 게스트 명
령이 원자적 명령일 때, 상기 가상 머신 내에서 상기 게스트 명령을 실행하도록 추가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호스트 시스템.
청구항 17
호스트 시스템을 컴퓨터 보안 위협들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실행을 위한 게스트 명령을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게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메모리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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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허가의 위반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상기 호스트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를 채
용하는 것(상기 게스트 명령은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 의하여 노출된 게스트 가상 머신 내에서 실행되고, 상기
게스트 명령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로 하여금 연산자(operator)를 피연산자(operand)에 적용
하는 결과를 결정하도록 명령하고, 상기 게스트 명령을 상기 위반 없이 실행하는 것은 상기 결과를 제1 위치에
쓰는 것을 유발함)을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게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상기 위반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응답으로, 상기
게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상기 위반을 유발할 때, 상기 결과를 상기 제1 위치와는 다른 제2 위치에 쓰도록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를 채용하는 것과(상기 제2 위치는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에 접근가능한
위치임); 상기 결과를 상기 제2 위치에 쓰는 것에 응답으로, 상기 게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상기 컴
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때, 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은 상기 위반이 컴퓨터
보안 위협을 나타내는 지를 결정하도록 구성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시스템을 컴퓨터 보안
위협들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의 응답으로, 상기 결과를 상기 제2 위치로부터 읽기 위
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를 채용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시스템을 컴퓨터 보안 위협들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결과를 읽는 것의 응답으로, 상기 게스트 명령에 따라서 결정된 목적지에 상기 결과를 쓰기 위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를 채용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시스템을
컴퓨터 보안 위협들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청구항 20
호스트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는, 실행을 위한 게스트 명령을 수신하는 것에 응답으로 상기 게스트 명
령을 실행하는 것이 메모리 접근 허가의 위반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이 때 상기 게스트 명령은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 의하여 노출되는 게스트 가상 머신 내에서 실행되고, 상기 게스트 명령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로 하여금 연산자(operator)를 피연산자(operand)에 적용하는 결과를 결정하도록 명령하고,
상기 게스트 명령을 상기 위반 없이 실행하는 것은 상기 결과를 제1 위치에 쓰는 것을 유발함) 구성될 수 있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는, 상기 게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상기 위반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응답으로, 상기 게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상기 위반을 유발할 때, 상기 결과를 상기 제1 위
치와는 다른 제2 위치에 쓰도록(상기 제2 위치는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에 접근가능한 위치임); 그리고 상기 결
과를 상기 제2 위치에 쓰는 것의 응답으로 상기 게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의 실
행으로 전환하도록(이 때 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은 상기 위반이 컴퓨터 보안 위협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결
정하도록 구성됨) 구성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
청구항 21
호스트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에 의하여 실행될 때, 상기 호스트 시스템이 메모리 접근 허
가의 위반이 컴퓨터 보안 위협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형성하도록 하
는 명령들을 저장하는 비-일시적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non-transitory computer-readable medium)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는 실행을 위한 게스트 명령을 수신하는 것에 응답으로, 상기 게스트 명
령을 실행하는 것이 상기 위반을 유발하는 지를 결정하도록(이 때 상기 게스트 명령은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 의
하여 노출되는 게스트 가상 머신 내에서 실행되고, 상기 게스트 명령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
로 하여금 연산자(operator)를 피연산자(operand)에 적용하는 결과를 결정하도록 명령하고, 상기 게스트 명령을
상기 위반 없이 실행하는 것은 상기 결과를 제1 위치에 쓰는 것을 유발함) 구성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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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는 상기 게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상기 위반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결
정하는 것에 응답으로, 상기 게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상기 위반을 유발할 때, 상기 결과를 상기 제1 위치
와는 다른 제2 위치에 쓰도록(상기 제2 위치는 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에 접근가능한 위치임); 그리고 상기
결과를 상기 제2 위치에 쓰는 것의 응답으로 상기 게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
램의 실행으로 전환하도록; 구성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일시적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출원은 2014년 8월 18일에 출원된 미합중국 가특허출원 번호 제62/038,476호(발명의 명칭 "가상 머신을 나가
자 마자 현재 프로세서 명령을 노출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Systems And Methods for Exposing A Current
Processor Instruction Upon Exiting A Virtual Machine)")의 출원일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며 그 전체 내용
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서 포함된다.

[0002]

본 발명은 컴퓨터 보안에 대한 것이고, 특히 하드웨어 가상화 구성에서 컴퓨터 보안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것
에 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3]

멀웨어로도 알려진 악성 소프트웨어는 세계적으로 많은 수의 컴퓨터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있다. 멀웨어는 컴퓨
터 바이러스, 웜, 루트킷(rootkit) 및

스파이웨어와 같은 많은 형태로, 수백만의 컴퓨터 사용자에게 심각한 위

협이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데이터 및 민감한 정보의 손실, 신원 도용, 및 생산성 손실에 있어 이들을 취약
하게 하고 있다.
[0004]

많은 방면에서 물리적 컴퓨터 시스템으로 거동하는 가상 머신(virtual machine, VM)으로 알려진 시뮬레이티드
컴퓨터 환경(simulated computer environment)을 생성하기 위하여 현대의 컴퓨팅 어플리케이션(computing
application)들은 종종 하드웨어 가상화 기술을 채용한다. 서버 통합 및 서비스로서의 인프라스트럭쳐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몇몇 가상 머신은 동일한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동시에 실행될 수 있어서, 하드웨어 자원을
그들 사이에서 공유함으로써, 투자 및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각각의 가상 머신은 다른 가상 머신들과 별개
로 고유의 운영 시스템 및/또는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다. 멀웨어와 스파이웨어와 같은 컴퓨터 보안 위협들
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각각의 그러한 가상 머신은 잠재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한다.

[0005]

일부 보안 솔루션들은 피보호 VM(protected VM) 내에서 실행되는 게스트 프로세스들이 잠재적 악성 활동을 확인
하기 위하여 메모리에 접근하는 방식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가상 머신을 보호한다. 일 실시예에서,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은 메모리의 특정 영역, 예를 들어서 게스트 프로세스에 의하여 사용되는 메모리 영역에 쓰거나 또는
이것으로부터 코드를 실행하려는 시도가 행해질 때 내부 이벤트(예를 들어서, 예외 또는

VM 종료 이벤트)를 생

성하도록 상기 프로세서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한 프로세서 이벤트는 통상적으로 현재의 쓰레드(current
thread)의 실행을 중단하고 상기 프로세서를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벤트 핸들러 루
틴(event handler routine)을 실행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은 따라서 멀웨어를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메모리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탐지할 수 있다. 상기 이벤트를 분석한 이후에, 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은 상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 중이었던 프로세서 명령을 모방할 수 있고, 원래 쓰레드(original
thread)로 실행을 리턴할 수 있다. 그러한 방법들은 트랩 및 에뮬레이트(trap-and-emulate)로 본 기술분야에 일
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6]

종래의 트랩 및 에뮬레이트 방법들은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에 실질적인 연산적 부담을 가할 수 있고, 잠재적으
로는 사용자 경험과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가상화 환경을 위하여 적합한 효과적인 컴퓨터 보안 시스템
과 방법을 개발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7]

일 태양에 따르면, 호스트 시스템은 가상 머신과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구성된 적어도 하나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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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웨어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는, 실행을 위한 게스트 명령을 수신하는
것의 응답으로, 상기 가상 머신 내에서 게스트 명령(guest instruction)을 실행하는 것이 메모리 접근 허가의
위반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추가적으로 구성된다.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는, 상기 게
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상기 위반을 유발하는지 결정하는 것의 응답으로, 상기 게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것
이 상기 위반을 유발할 때, 상기 게스트 명령의 연산자(operator)를 상기 게스트 명령의 피연산자(operand)에
적용하는 결과를 결정하고, 상기 결과를 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에 접근가능한 소정의 위치에 쓰고, 그리고
상기 게스트 명령의 실행을 중단하도록 추가적으로 구성된다.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는, 상기
게스트 명령의 실행의 중단의 응답으로 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전환하도록 추가적으로
구성되고, 이 때 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은 상기 위반이 컴퓨터 보안 위협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구성된다.
[0008]

다른 태양에 따르면, 호스트 시스템을 컴퓨터 보안 위협들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실행을 위
한 게스트 명령을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게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메모리 접근 허가의 위반을 유발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상기 호스트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를 채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게스
트 명령은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 의하여 노출된 게스트 가상 머신 내에서 실행된다. 상기 방법은 상기 게스트
명령이 상기 위반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응답으로 상기 게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상기 위반을
유발할 때, 상기 게스트 명령의 연산자(operator)를 상기 게스트 명령의 피연산자(operand)에 적용하는 결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를 채용하는 것과, 그리고 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에
접근가능한 소정의 위치에 상기 결과를 쓰도록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를 채용하는 것과, 상기
게스트 명령의 실행을 중단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상기 게스트 명령의 실행을 중단하는 것에
응답으로, 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이 때 상기 보안
프로그램은 상기 위반이 컴퓨터 보안 위협을 나타내는 지를 결정하도록 구성된다.

[0009]

다른 태양에 따르면, 호스트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는 실행을 위한 게스트 명령을 수신하는
것에 응답으로 상기 게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메모리 접근 허가의 위반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구
성가능하며, 이 때 상기 게스트 명령은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 의하여 노출되는 게스트 가상 머신 내에서 실행된
다.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는 상기 게스트 명령이 상기 위반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에 응답으로, 상기 게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상기 위반을 유발할 때, 상기 게스트 명령의 연산자(operato
r)를 상기 게스트 명령의 피연산자(operand)에 적용하는 결과를 결정하도록, 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에 접근
가능한 소정의 위치에 상기 결과를 쓰도록, 그리고 상기 게스트 명령의 실행을 중단하도록, 추가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는, 상기 게스트 명령의 실행의 중단의 응답으로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전환하도록 추가적으로 구성되고, 이 때 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은 상기 위반이 컴퓨터
보안 위협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구성된다.

[0010]

다른 태양에 따르면, 비-일시적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non-transitory computer-readable medium)는 호스트 시
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에 의하여 실행될 때, 상기 호스트 시스템이 메모리 접근 허가의 위반
이 컴퓨터 보안 위협으로 표시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형성하도록 하는 명령
들을 저장한다.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는 실행을 위한 게스트 명령을 수신하는 것에 응답으로
상기 게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상기 위반을 유발하는 지를 결정하도록 구성될 수 있고, 이 때 상기 게스트
명령은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 의하여 노출되는 게스트 가상 머신 내에서 실행된다.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
어 프로세서는 상기 게스트 명령이 상기 위반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응답으로, 상기 게스트 명령
을 실행하는 것이 상기 위반을 유발할 때, 상기 게스트 명령의 연산자(operator)를 상기 게스트 명령의 피연산
자(operand)에 적용하는 결과를 결정하도록, 그리고 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에 접근가능한 소정의 위치에 상
기 결과를 쓰도록, 그리고 상기 게스트 명령의 실행을 중단하도록 추가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적
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는, 상기 게스트 명령의 실행의 중단의 응답으로 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전환하도록 추가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1]

본 발명의 전술한 태양들 및 장점은 후술하는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조로 이해하면 더욱 잘 이해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 따른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의 예시적인 하드웨어 구성을 보여준다.
도 2a는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 따른, 상기 호스트 시스템 상에서 실행되는 하이퍼바이저에 의하여 노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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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머신들의 예시적인 세트와, 상기 가상 머신들의 세트를 보호하는 컴퓨터 보안 모듈(CSM)을 보여준다.
도 2b는 CSM이 가상 머신 아래에서 실행되고, 예외 핸들러(exception handler)가 상기 피보호 가상 머신 내에서
실행되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보여준다.
도 2c는 상기 CSM과 상기 예외 핸들러 모두 상기 피보호 가상 머신 내에서 실행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
를 보여준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 따른 게스트 가상 머신으로서 노출되는 가상화된 하드웨어의 예시적 구성을 보
여준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 따른 도 2a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하드웨어 가상화 구성에서 예시적 메모리 주
소 변환(translation)의 세트를 보여준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 따른 프로세서의 예시적 요소를 보여준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 따른 상기 프로세서의 예시적 중단 이벤트 레지스터를 보여준다.
도 7은 x86 명령 세트의 예시적 프로세서 명령의 어셈블리 언어 표현(assembly language representation)과 그
대응하는 머신 코드 표현을 보여준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 따라 프로세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상기 프로세서에 의하여 수행되는 단계들
의 예시적 시퀀스를 보여준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 따라 게스트 가상 머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컴퓨터 보안 모듈에 의하여 수행되
는 단계들의 예시적 시퀀스를 보여준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2]

이하의 설명에서, 구조들 사이에서 언급된 모든 연결들은 직접적인 동작 연결들 또는 매개 구조들을 통한 간접
적인 동작 연결들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구성 요소들의 세트는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구성
요소의 임의의 열거는 적어도 하나의 구성 요소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복수의 구성 요소는 적어도 2개의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달리 요구되지 않는다면, 기술된 어떠한 방법 단계들도 설명된 특정 순서로 반드시 실행
될 필요는 없다. 제2 구성 요소로부터 유도되는 제1 구성 요소(예컨대, 데이터)는 제2 구성 요소와 동일한 제1
구성 요소는 물론, 제2 구성 요소 그리고 선택적으로는 다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 의해 생성된 제1 구성 요
소를 포함한다. 파라미터에 따라 결정 또는 판정하는 것은 파라미터에 따라 그리고 선택적으로는 다른 데이터에
따라 결정 또는 판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달리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일부 수량/데이터의 표시자는 수량/데이터
그 자체, 또는 수량/데이터 그 자체와 상이한 표시자일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과업을 수행하는 프로세서
명령들의 시퀀스이다.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들에서 설명되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독립형 소프트웨어 개체들
또는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들의 서브-개체들(예를 들어, 서브루틴들, 라이브러리들)일 수 있다. 달리 특정되지
않는다면,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은 의도되지 않거나 인가되지 않은 접근, 수정 또는 파괴에 대해서 장비와 데이
터를 보호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달리 특정되지 않는다면, 프로세스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또는 운영 시스템
의 일부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인스턴스(instance)이고, 적어도 실행 쓰레드(execution thread)와 이것에
할당된 가상 메모리 공간을 가지는 특징을 가지며, 개별 가상 메모리 공간의 콘텐트는 실행가능 코드
(executable code)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되지 않는다면, 페이지는 호스트 시스템의 물리적 메모리에 개별적으
로 매핑될 수 있는 가상 메모리의 최소 유닛을 나타낸다. "로직"(logic, 논리)이라는 단어는 고정된 또는 재구
성가능한 기능성(functionality)을 가지는 하드웨어 회로망(hardware circuitry)(예를 들어서, 필드 프로그래머
블 게이트 어레이 회로들)을 포함하나, 일반 용도 컴퓨터 상에 그러한 기능성을 모방하는 소프트웨어는 포함하
지 않는다. 달리 특정되지 않는다면, 레지스터는 프로세서와 일체화되거나 또는 그 일부를 형성하는 저장 요소
를 나타내고 램(RAM, random access memory)과는 다르다.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자성, 광, 및 반도체 저장
매체(예컨대, 하드 드라이브, 광 디스크, 플래시 메모리, DRAM)와 같은 비-일시적 매체(non-transitory mediu
m)는 물론, 전도성 케이블 및 파이버 옵틱 링크와 같은 통신 링크들을 포함한다. 일부 실시예들에 따르면, 본
발명은, 그 중에서도, 본원에 설명된 방법들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래밍된 하드웨어(예컨대, 하나 이상의 프로
세서)는 물론, 본원에서 설명된 방법들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들을 엔코딩하는 컴퓨터-판독 가능 매체를 포함하
는 컴퓨터 시스템을 제공한다.

[0013]

후술하는 설명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예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며, 반드시 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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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4]

도 1은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들에 따른 호스트 시스템(10)의 예시적인 하드웨어 구성을 도시한다. 호스트 시스
템(10)은 엔터프라이즈 서버와 같은 기업용 컴퓨팅 장치, 또는 개인용 컴퓨터나 태블릿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
은 엔드-유저 장치를 나타낼 수 있다. 다른 예시적인 호스트 시스템들은 TV, 게임 콘솔, 웨어러블 컴퓨팅 장치,
또는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구비하는 임의의 다른 전자 장치를 포함한다. 호스트 시스템(10)은 특히 브라우저,
워드 프로세싱 어플리케이션 및 전자 통신 (예를 들어,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소프트
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세트를 실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호스트 시스템(10)은 이하에서 보
여지는 바와 같이, 하드웨어 가상화를 지원하고 가상 머신들의 세트를 노출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15]

도 1은 컴퓨터 시스템을 도시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다른 호스트 시스템들의 하드웨어 구성은
다를 수 있다. 시스템(10)은 컨트롤러 허브(24)에 의해 모두 연결되어 있는 프로세서(12), 메모리 유닛(14), 입
력 장치(16) 세트, 출력 장치(18) 세트, 저장 장치(20) 세트, 및 네트워크 어댑터(22) 세트를 포함하는 물리적
장치들의 세트를 포함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프로세서(12)는 신호 및/또는 데이터의 세트로 산술 및/또는 논
리 연산을 실행하도록 구성된 물리적 장치(예컨대, 반도체 기판에 형성된 멀티-코어 집적 회로)를 포함한다. 일
부 실시예들에서, 이러한 논리 연산들은 프로세서 명령(예를 들어, 머신 코드 또는 다른 유형의 소프트웨어)의
시퀀스 형태로 프로세서(12)에 전달된다.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들은 종래의 프로세서의 구조와 기능성
(functionality)에 변화를 도입하고, 상기 각각의 변화들은 프로세서(12)가 하드웨어 가상화 구성들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0016]

메모리 유닛(14)은 명령들을 수행하는 도중에 프로세서(12)에 의해 액세스되거나 생성되는 데이터/신호들을 저
장하는 휘발성 컴퓨터-판독 가능 매체(예컨대, RAM)를 포함할 수 있다. 입력 장치(16)는 사용자가 호스트 시스
템(10)으로 데이터 및/또는 명령들을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개별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및/또는 어댑터를 포함하
는, 특히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및 마이크를 포함할 수 있다. 출력 장치(18)는 특히 모니터와 같은 디스플레
이 장치 및 스피커는 물론, 호스트 시스템(10)이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통신하게 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와 같은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어댑터를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입력 장치(16)와 출력 장치(18)는 터치-스
크린 장치들의 경우와 같이, 하드웨어의 공통적인 부품을 공유할 수 있다. 저장 장치(20)는 프로세서 명령들 및
/또는 데이터의 비휘발성 저장, 판독, 및 기록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판독 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예시적인
저장 장치(20)는 자기 디스크 및 광 디스크 및 플래시 메모리 장치들은 물론, CD 및/또는 DVD 디스크들 및 드라
이브들과 같은 소거 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네트워크 어댑터(22)들 세트는 호스트 시스템(10)이 컴퓨터 네트워
크 및/또는 다른 장치들/컴퓨터 시스템들에 연결될 수 있게 한다. 컨트롤러 허브(24)는 프로세서(12)와 장치
(14, 16, 18, 20 및 22)들 사이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복수의 시스템, 주변, 및/또는 칩셋 버스들, 및/또는
다른 모든 회로망을 일반적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컨트롤러 허브(24)는 특히 메모리 관리 유닛(memory
management unit, MMU), 입력/출력(I/O) 컨트롤러, 및 인터럽트 컨트롤러(interrupt controller)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컨트롤러 허브(24)는 프로세서(12)를 메모리(14)에 연결시키는 노스브리지, 및/또는 프
로세서(12)를 장치들(16, 18, 20 및 22)에 연결시키는 사우스브리지를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MMU와
같은) 컨트롤러 허브의 부분들은 프로세서(12)와 일체화될 수 있고, 즉, 프로세서(12)와 공통의 기판을 공유할
수 있다.

[0017]

도 2a는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 따른 예시적인 기능적 구성을 보여주며, 여기서 호스트 시스템(10)은 하이퍼
바이저(50)에 의하여 노출되는 게스트 가상 머신(52a-b)들의 세트를 작동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가상화 기술을
사용한다. 그러한 구성들은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과 서버 통합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 공통된다. 가상 머신
(Virtual machine, VM)들은 본 기술분야에서 실제 물리적 머신/컴퓨터 시스템의 추상화(abstraction)로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에뮬레이션(emulation)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기 가상 머신은 운영 시스템 및 다른 소프트웨
어를 구동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하이퍼바이저(50)는 가상 프로세서와 가상 컨트롤러 허브와 같은 복수
의 가상화된 장치들을 생성하거나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가상화된 장치들에 호스트 시스템(10)의 실제
의 물리적인 장치들 대신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도록 구성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하이퍼바이저(50)의 그러
한 작동은 통상적으로 본 기술분야에서 가상 머신 노출로 알려져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하이퍼바이저(50)는
호스트 시스템(10)의 하드웨어 자원들의 복수의 가상 머신에 의한 멀티플렉싱(공유)을 가능하게 한다. 하이퍼바
이저(50)는 각각의 게스트 VM(52a-b)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호스트 시스템(10)에서 동시에 실행되는 다른 VM들
을 알지 못하도록 그러한 멀티플렉싱을 추가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유명한 하이퍼바이저의 예로는, 특히
VMware Inc.의 VMware vSphere™ 및 오픈 소스 Xen 하이퍼바이저가 있다.

[0018]

각각의 VM(52a-b)은 게스트 운영 시스템(OS)(54a-b)를 각각 실행할 수 있다. 예시적 어플리케이션(56a-d)들의
세트는 특히, 워드 프로세싱, 이미지 프로세싱, 미디어 플레이어, 데이터베이스, 캘린더, 개인 연락처 관리, 브

-9-

등록특허 10-2116571
라우저, 게임, 보이스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통신 및 안티 멀웨어 어플리케이션들과 같은 임의의 소프트웨어 어
플리케이션을 일반적으로 나타낸다. 운영 시스템(54a-b)은 특히, Microsoft Windows®, MacOS®, Linux®, iOS
®, 또는 Android™과 같은 임의의 널리 이용가능한 운영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각 OS(54a-b)는 각각의 VM
의 가상화된 하드웨어 장치들과 각각의 VM 내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들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
하의 설명에서, 가상 머신의 가상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는 개별 가상 머신 내에서 실행된다고 생각
된다. 예를 들어서, 도 2a의 예에서, 어플리케이션(56a-b)들은 게스트 VM(52a) 내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생각되
고, 반면에 어플리케이션(56c-d)들은 게스트 VM(52b) 내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대로 하이퍼바이저
(50)는 게스트 VM(52a-b)들 밖에 또는 아래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0019]

도 3은

하이퍼바이저(50)에 의해 노출되는 가상 머신(52)의 예시적 구성을 보여준다. VM(52)은 도 2a의

VM(52a-b)들 중 임의의 것을 나타낼 수 있다. VM(52)은 가상화된 프로세서(112), 가상화된 메모리 유닛(114),
가상화된 입력 장치(116), 가상화된 출력 장치(118), 가상화된 저장소(120), 가상화된 네트워크 어댑터(122) 및
가상화된 컨트롤러 허브(124)를 포함한다. 가상화된 프로세서(112)는 프로세서(12)의 기능성의 적어도 일부의
모방(emulation)을 포함하고, 운영 시스템과 다른 어플리케이션들과 같은 소프트웨어 일부를 형성하는 프로세서
명령들을 실행을 위하여 수신하도록 구성된다. 실행을 위하여 프로세서(112)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가상 머
신(52) 내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실시예에서, 가상화된 메모리 유닛(114)은 가상화된 프로세서
(112)에 의하여 사용되는 데이터를 검색(retrieving)하고 저장하기 위하여 주소 지정 가능한 공간(addressable
space)을 포함한다. 다른 가상화된 장치(예를 들어서, 가상화된 입력, 출력, 저장 장치 등)는 호스트 시스템
(10)의 개별 물리적 장치들의 기능성의 적어도 일부를 모방한다. 가상화된 프로세서(112)는 마치 상응하는 물리
적 장치들과 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가상화된 장치들과 상호작용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VM(52)
내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는 가상화된 네트워크 어댑터(들)(122)를 통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신 및/또는
수신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하이퍼바이저(50)는 가상화된 장치들의 서브세트만을 VM(52)에 노출시킬 수
있다(예를 들어서, 가상화된 프로세서 112, 가상화된 메모리 114, 및 허브 부분들 124만). 하이퍼바이저(50)는
또한 선택된 VM에게 호스트 시스템(10)의 일부 하드웨어 장치들의 독점적 사용권을 줄 수 있다. 그러한 일 예에
서, VM(52a)(도 2a)은 입력 장치(16)들과 출력 장치(18)들의 독점적 사용권을 가질 수 있고, 가상화된 네트워크
어댑터는 없을 수 있다. 반면, VM(52b)은 네트워크 어댑터(들)(22)의 독점적 사용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한 구
성들은 예를 들어서, Intel®의 VT-d® 기술을 이용하여 실행될 수 있다.
[0020]

현대의 프로세서들은 본 기술분야에서 보호 링(protection ring)으로 또한 알려진 프로세서 권한 레벨
(processor privilege level)의 계층을 구현한다. 그러한 링 또는 레벨 각각은 개별 링 내에서 실행되는 소프트
웨어가 수행하도록 허락된 활동들 및/또는 프로세서 명령들의 세트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예시적인 권한 레벨
들/고리들은 사용자 모드(링 3)와 커널 모드(고리 0)를 포함한다. 하드웨어 가상화를 지원하도록 구성된 일부
호스트 시스템들은 최고 프로세서 권한(예를 들어서, 링-1, 루트 모드, 또는 Intel® 플랫폼들 상의 VMXroot)를
가지는 추가 링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하이퍼바이저(50)는 최고 권한 레벨(링-1)에서 프로세서
(12)를 제어하고, 따라서 호스트 시스템(10) 상에서 실행되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가상 머신으로서 노출되는 하
드웨어 가상화 플랫폼을 생성한다. 도 2a의 게스트 OS(54a)와 같은 운영 시스템은 개별 VM의 가상 환경 내에서,
통상적으로 하이퍼바이저(50)보다 낮은 프로세서 권한으로 실행된다(예를 들어서, 링 0 또는 커널 모드에서).
56a-b와 같은 공통의 사용자 어플리케이션들은 통상적으로 OS(34a)보다 낮은 프로세서 권한에서 실행된다(예를
들어서, 링 3 또는 사용자 모드). 어플리케이션(56a-b)들의 몇몇 부분들은 커널 권한 레벨에서 실행될 수 있고,
반면에 OS(34a)의 일부 부분들은 사용자 모드(링 3)에서 실행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객체가 그것에 할당된 보
호 링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보다 높은 프로세서 권한을 필요로 하는 활동 또는 명령을 실행하려고 시도할 때,
그러한 시도는 통상적으로 상기 활동 각각을 수행할 충분한 권한을 가진 링에서 실행되는 엔터티(예를 들어서,
핸들러 루틴)로 프로세서(12)의 제어를 넘기는 예외 또는 오류와 같은 프로세서 이벤트를 생성한다.

[0021]

구체적으로, 특정 활동을 수행하려하거나 또는 게스트 VM 내로부터의 특정 명령을 실행하려고 하는 시도는 본
명세서에서 일반적으로 VM 중단 이벤트라고 칭해지는 프로세서 이벤트의 특별 카테고리를 촉발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VM 중단 이벤트는 게스트 VM 내의 현재 쓰레드의 실행을 중단하고 프로세서(12)가 핸들러 루틴을
실행하도록 전환한다. 예시적인 VM 중단 이벤트들은 특히 VM 종료 이벤트(예를 들어서, Intel® 플랫폼들 상의
VMExit)와 가상화 예외(예를 들어서, Intel® 플랫폼들 상의 #VE)를 포함한다. VM 종료 이벤트(VM exit even
t)는 프로세서(12)를 개별 게스트 VM 밖에서, 통상적으로는 하이퍼바이저(50)의 레벨에서 핸들러 루틴(handler
routine)을 실행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가상화 예외(virtualization exception)는 프로세서(12)를 개별 VM을
나가는 것(exiting) 대신에 개별 게스트 VM 내에서 핸들러 루틴을 실행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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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2]

VM 중단 이벤트를 촉발하는 예시적인 명령들은 Intel® 플랫폼들 상의 VMCALL을 포함한다. VM 중단 이벤트들은
또한 메모리 접근 위반들과 같은 다른 이벤트에 의하여 촉발될 수 있다. 그러한 일 예에서, VM 내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객체가 쓰기 금지(non-writable)로 표시된 메모리 섹션에 쓰려고 하거나, 또는 실행 금지(nonexecutable)로 표시된 메모리 섹션으로부터의 코드를 실행하도록 시도하는 경우, 프로세서(12)는 VM 종료 이벤
트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한 VM 전환 메커니즘(VM switching mechanism)들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 보안 프로그
램이 개별 VM 밖으로부터 가상 머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한다. 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은 상기 VM 내에서 작동
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수행되는 특정 활동들, 보안 위협으로 표시될 수 있는 활동들에 응답으로 발생하는
VM 종료 이벤트들을 인터셉트(intercept)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은 잠재적으로 VM 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 없이도 그러한 활동들을 차단 및/또는 추가 분석할 수 있다. 그러한 구성들은 실질적으
로 컴퓨터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0023]

일부 실시예(예를 들어서 도 2a)에서, 하이퍼바이저(50)는 특히 그러한 컴퓨터 보안 작업들을 수행하도록 구성
된 컴퓨터 보안 모듈(computer security module, CSM, 60)을 포함한다. 모듈(60)은 (예를 들어서 라이브러리로
서) 하이퍼바이저(50)로 병합될 수 있고, 또는 하이퍼바이저(50)와 다르고 독립적이나 하이퍼바이저(50)의 권한
레벨에서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전달될 수 있다. 단일 모듈(single module, 60)은 호스트 시스템(1
0)에서 실행되는 복수의 게스트 VM들을 보호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모듈(60)에 의해서 수행되는 보안 작업들은
게스트 VM 내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수행되는 활동(예를 들어서, OS의 특정 함수들을 호출, OS의 레
지스트리에 접근, 원격 위치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 파일에 데이터를 쓰기 등)을 탐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
다. 모듈(60)의 다른 보안 작업들은 게스트 VM 내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객체의 일부를 포함하는 메모리 섹
션의 주소를 결정하는 것, 개별 메모리 섹션에 접근하는 것, 및 개별 메모리 섹션 내에 저장된 콘텐트를 분석하
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보안 작업들의 다른 예들은 그러한 메모리 섹션들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 및/또는 인터
셉트하는 것, 예를 들어서 피보호 프로세스에 속하는 코드 또는 데이터의 덮어 쓰기(over-writing)를 방지하는
것, 및 특정 메모리 페이지들에 저장된 코드의 실행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CSM(60)은 게
스트 VM(52a-b)들 내에서 발생하는 VM 종료 이벤트들을 인터셉트하도록 구성된 VM 종료 이벤트 핸들러(61)를 포
함한다. 선택적 실시예에서, 핸들러(61)는 발생된 각각의 VM 종료의 유형 및/또는 이유를 결정한 후에 CSM(60)
에 선택적으로 제어권을 넘기고 VM 종료 이벤트들을 인터셉트하는 CSM(60)과는 별개의, 하이퍼바이저(50)의 특
징적 모듈(distinct module)(예를 들어서, 라이브러리)일 수 있다.

[0024]

도 2b는 컴퓨터 보안 모듈(60)이 게스트 VM(52c)을 개별 VM 밖으로부터 보호하는 선택적 실시예를 설명한다. 그
러한 실시예에서, 프로세서(12)는 메모리 접근 위반이 발생할 때 (도 2a와 관련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VM 종료
이벤트 대신에) 가상화 예외를 생성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도 2b의 예시적 실시예에서, 가상화 예외 핸들러
(63)는 VM(52c)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 시스템(54c)의 권한 레벨에서 실행되고 가상화 예외들을 인터셉트하
고 CSM(60)과 인터페이스하도록 구성된다.

[0025]

핸들러(63)와 CSM(60) 사이의 통신은 본 기술 분야에서 알려진 임의의 프로세스간 통신(inter process
communication) 방법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다. 피보호 VM 내로부터 하이퍼바이저(50)의 레벨로 데이터를 전송
하기 위하여, 핸들러(63)의 일부 실시예들은 개별 VM으로부터 하이퍼바이저(50)로 프로세서(12)의 제어를 넘기
는 특별 명령(예를 들어서 Intel® platform 상의 VMCALL)을 사용한다. 전송된 데이터는 CSM(60)과 공유된 소정
의 메모리 섹션에 예외 핸들러(63)에 의하여 위치될 수 있다. 핸들러(63)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CSM(6
0)의 일부 실시예들은 VM(52c) 내로 인터럽트(interrupt)를 삽입할 수 있고, 상기 인터럽트는 핸들러(63)에 의
하여 처리된다. 개별 데이터는 상술한 공유된 메모리 섹션을 통하여 다시 전달될 수 있다.

[0026]

도 2c에 도시된 바와 같은 또 다른 실시예에서, CSM(60)과 핸들러(63) 모두는 피보호 VM 내에서, 예를 들어서
커널 모드(링 0)에서 실행된다. 또한, 그러한 실시예들은 메모리 접근 위반들을 탐지하기 위하여 가상화 예외들
을 채용할 수 있다. 구성(2a/2b/2c)들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은 성능과 보안 사이의 균형(trade-off)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VM 종료 이벤트들은 컴퓨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들고, 통상적으로 각각의 종료
및 재진입 사이클(exit and re-entry cycle)에서 메모리 내외로 대형 데이터 구조를 로딩 및/언로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2a와 같은 구성들은 2b/2c와 같은 구성보다 이벤트를 인터셉트하는데 컴퓨팅이 더 필요할 수
있다. 반면에, (2a/2b의 예에서와 같이) CSM(60)과 핸들러(61-63)들과 같은 중요 보안 요소들을 피보호 VM 밖에
유지하는 것은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는 개별 VM 내에서 실행되는 멀웨어가 그러한 요소들의 작동에 간섭
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0027]

도 2a/2b에 도시된 구성에서 (즉, 개별 VM 밖으로부터) 게스트 VM을 보호할 수 있도록 CSM(60)의 일부 실시예들
은 프로세서(12)의 주소 변환 메커니즘 및/또는 주소 변환 데이터 구조를 채용한다. 가상 머신들은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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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술분야에서 또한 게스트 물리적 메모리로 알려진 가상화된 물리적 메모리(예를 들어서 도 3의 메모리 114
참조)와 함께 작동한다. 가상화된 물리적 메모리는 통상적으로 게스트 물리적 주소(guest-physical address,
GPA)로 불리는, 예를 들어서 주소의 연속적 공간(contiguous space of address)들로서 실질적 물리적 메모리
(14)의 추상적 표현(abstract representation)을 포함한다. 그러한 주소 공간 각각은 게스트 VM에 특징적으로
부착되고 상기 주소 공간의 부분들은 물리적 메모리(14) 및/또는 물리적 저장 장치(20)들의 섹션들에 맵핑된다.
가상화를 지원하도록 구성된 시스템들에서, 그러한 맵핑은 통상적으로, 제2 레벨 주소 변환(second level
address translation, SLAT)으로 알려진, 프로세서(12)에 의하여 제어되고, 하드웨어 가속되는, 전용 데이터 구
조 및 메커니즘(hardware-accelerated, dedicated data structures and mechanisms)을 사용하여 달성된다. 유
명한 SLAT 구현은 Intel® 플랫폼에서 확장된 페이지 테이블(extended page table, EPT)과 AMD®플랫폼에서 빠
른 가상화 인덱싱(rapid virtualization indexing, RVI)/내포된 페이지 테이블(nested page table, NPT)을 포
함한다. 그러한 시스템들에서, 가상화된 물리적 메모리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페이지로 알려진 유닛들로 파티션
될 수 있고, 여기서 페이지는 EPT/NPT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물리적 메모리에 개별적으로 맵핑된 가상화된
물리적 메모리의 최소 유닛을 나타내며, 다시 말해서 물리적 메모리와 가상화된 물리적 메모리 사이의 맵핑은
페이지

단위(page

granularity)로

수행된다.

모든

페이지들은

통상적으로

소정의

크기, 예를

들어

4

킬로바이트, 2 메가바이트 등의 크기를 가진다. 가상화된 물리적 메모리를 페이지들로 파티셔닝하는 것은 대개
하이퍼바이저(50)에 의하여 설정된다. 일부 실시예에서, 하이퍼바이저(50)는 SLAT 구조를 또한 설정하고 따라서
물리적 메모리와 가상화된 물리적 메모리 사이의 주소 변환을 설정한다. 그러한 주소 변환은 본 기술분야에서
게스트 물리적 - 호스트 물리적(guest-physical to host-physical, GPA-to-HPA) 변환으로 알려져 있다.
[0028]

일부 실시예에서, VM 내에서 실행되는 운영 시스템은 개별 VM 내에서 실행되는 각 프로세스에 대한 가상 메모리
공간을 설정하고, 상기 가상 메모리 공간은 물리적 메모리의 추상화를 나타낸다. 프로세스 가상 메모리는 통상
적으로, 게스트 가상 주소(guest-virtual address, GVA) 또는 게스트 선형 주소(guest-linear address, GLA)로
본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소의 연속적 공간(contiguous space of address)을 포함한다. 일부 실시
예에서, 프로세스 가상 메모리 공간은 또한 페이지들로 파티션되고, 그러한 페이지들은 OS에 의하여 개별 VM의
가상화된 물리적 메모리로 개별적으로 맵핑되는 가상 메모리의 최소 유닛을 나타내며, 다시 말해서 가상-가상화
된 물리적 메모리 맵핑은 페이지 단위로 수행된다. OS는 게스트 가상 - 게스트 물리, 또는 GVA-GPA 주소 변환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 VM의 가상화된 프로세서에 의하여 사용되는 페이지 테이블과 같은 전용 데이터 구조를 구
성할 수 있다.

[0029]

도 4는 도 2a의 실시예의 예시적 메모리 주소 변환을 보여준다. 하이퍼바이저(50)에 의한 노출 이후에, 게스트
VM(52a)은 가상화된 물리적 메모리 공간(114a)을 그 자신의 물리적 메모리 공간으로 간주한다. 게스트 VM(52a)
내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는 게스트 OS(54a)에 의해서 가상 메모리 공간(214a)이 할당된다. 프로세스가 게스트
가상 주소(62)에서 메모리에 접근 시도할 때, GVA(62)는 가상화된 물리적 메모리 공간(114a) 내에서 게스트 물
리적 주소(64)로 게스트 VM(52a)의 (가상화된) MMU에 의하여 변환된다. GVA-GPA 변환(70a)은 예를 들어서 게스
트 OS(34a)에 의해서 구성되고 제어되는 페이지 테이블들을 따라서 진행될 수 있다. GPA(64)는 호스트 시스템
(10)의 물리적 메모리(14) 내에서 호스트 물리적 주소(host physical address, HPA, 66)로 MMU에 의해서 추가
적으로 맵핑된다. GPA-HPA 변환(70b)은 예를 들어서 하이퍼바이저(50)에 의해서 구성되는 SLAT 구조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다.

[0030]

게스트 VM(52a-b) 아래에서 실행되는 각 프로세스는 호스트 가상 주소(host virtual address, HVA)들로 본 기
술분야에서 알려진 것을 통하여 주소지정이 가능한 가상 메모리 공간으로 대개 할당된다. 도 4의 예에서, 하이
퍼바이저(50)는 컴퓨터 보안 모듈(60)을 위하여 가상 메모리 공간(214b)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CSM(60)은
HVA(68)를 통해서 HPA(66)을 참조한다. 모듈(60)이, 예를 들어서 라이브러리로서 하이퍼바이저(50) 내에서 일체
화될 때 메모리 공간(214b)은 하이퍼바이저(50)의 가상 메모리 공간과 일치할 수 있다. 그러한 공간들을 관리하
기 위하여, 하이퍼바이저(50)는 변환(70c)과 같은 HVA-HPA 변환을 수행하도록 MMU에 의하여 사용되는 전용 데이
터 구조와 메커니즘(예를 들어서, 페이지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다.

[0031]

일부 실시예에서, 하이퍼바이저(50) 및/또는 CSM(60)은 물리적 메모리 페이지들의 서브세트 각각에 대하여 접근
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한 메모리 페이지들은 예를 들어서 안티-멀웨어 루틴 및/또는 OS의 프로세스와 같
은 피보호 VM 내에서 실행되는 특정 중요 게스트 프로세스들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접근 허가는 예를 들어
서 개별 페이지가 불러 읽혀지고 쓰여질 수 있는지와, 그리고 개별 페이지로부터 코드를 소프트웨어가 실행하도
록 허가되는지를 가리킨다. 접근 허가들은 예를 들어서 개별 메모리 페이지를 나타내는 SLAT 엔트리의 일부로서
표시될 수 있다. 일부 호스트 시스템들은 서브 페이지 단위로 접근 허가를 설정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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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2]

게스트 VM 내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가 접근 허가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메모리에 접근하려고 시도할 때(예를
들어서 쓰기 금지로 표시된 메모리 페이지에 쓰려고 시도), 하이퍼바이저(50) 및/또는 CSM(60)은 VM 중단 이벤
트를 생성하기 위하여 프로세서(12)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한 시도는 본 명세서에서 메모리 접근
위반으로 호칭된다. 개별 VM 중단 이벤트는 도 2a와 같은 구성에서는 VM 종료 이벤트일 수 있고, 도 2b/2c와 같
은 구성에서는 가상화 예외일 수 있다.

[0033]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는 프로세서가 하드웨어 가상화 구성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종래의 하드
웨어 프로세서의 구조와 기능성에 변화를 가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 따른 프로세서(12)의 예시적
하드웨어 요소를 보여준다. 도시된 요소들은 설명된 기능성을 수행하는 일반적 장치들을 의미한다. 구조 상세는
구현예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각각의 도시된 요소는 서로 물리적으로 반드시 인접
할 필요는 없는 복수의 상호 연결된 서브시스템들을 포함할 수 있다. 도시된 요소들은 완전하지는 않다. 프로세
서(12)는 표현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도 5에는 생략되어 있는 많은 다른 요소(예를 들어서, 스케줄러, 인터럽트
컨트롤러, 여러 캐시 등)를 포함할 수 있다.

[0034]

프로세서(12)는 프로세서 파이프라인(pipeline)의 다양한 단계들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로직/회로망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명령 디코더(decoder, 30)는 각각의 프로세서 명령을 기본 프로세서 작업(elementary
processor operation)들 및/또는 마이크로-작업(micro-op)들의 세트로 변환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는 명령 디코
딩 작업을 수행한다. 디코더(30)에 연결된 실행 유닛(36)들의 세트는 상기 파이프라인의 실행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예시적 실행 유닛(들)(36)은 특히 산술 로직 유닛(arithmetic logic unit, ALU)과 부동 소수점 유닛
(floating-point unit, FPU)을 포함한다.

[0035]

일부 실시예에서, 명령을 위한 파이프라인의 실행 단계는 개별 명령의 피연산자(operand)에 개별 명령의 연산자
(operator)를 적용하는 결과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한 결과들은, 특히, 메모리 주소, 메모리 주소 또
는 프로세서 레지스터(예를 들어서, AX와 같은 범용 레지스터, 모델 특정 레지스터-MSR(model specific
register), EFLAGS와 같은 컨트롤 레지스터, x86 세그먼트 레지스터의 숨은 부분과 같은 숨은 레지스터(또한 디
스크립터 캐시, descriptor cache로 알려짐))에 커미트되는 값, 명령 포인터(예를 들어서 RIP)의 값, 및 스택
포인터(예를 들어서, RSP)의 값을 포함할 수 있다.

[0036]

명령의 피연산자(들)은 상기 명령의 문장에서 명백할 수도 있고 또는 암시적일 수도 있다. 암시적 피연산자들을
가지는 예시적 x86 명령은, 상기 프로세서의 EFLAGS 컨트롤 레지스터의 자리올림 플래그(carry flag)를 1로 설
정하는 STC 명령이다.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레지스터 EFLAGS 및 값 1은, 비록 이들이 STC 명령의 문장에서 명
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암시적) 피연산자들로 해석된다.

[0037]

커미트 유닛(commit unit, 38)은 파이프라인의 커미트 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메모리(14)의 실행 유닛
(들)(36)의 출력을 저장하거나 그리고/또는 실행 단계에 의해서 생성된 변화/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 프로
세서 레지스터의 콘텐트를 업데이트 하기 위함이다. 커미트 유닛(38)은 폐기 유닛(retirement unit)으로서 본
기술분야에서 알려진 로직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0038]

디코더(30) 및 실행 유닛들(36)에 연결된 메모리 접근 모듈(34)은 메모리(14)와 인터페이스 하도록, 예를 들어
서, 메모리로부터 명령들을 불러내도록,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로딩하도록, 그리고 프로세서 명령들의 실행 결
과를 메모리에 저장하도록 구성된 로직을 포함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메모리 접근 모듈은 메모리 접근을 위하
여 필요한 가상-물리적 주소 변환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MMU를 포함한다.

[0039]

현대의 프로세서들은 통상적으로 프로세서 명령들의 비순차적(out-of-order) 및/또는 무작위적(speculative) 실
행을 지원한다. 일부 시스템에서, 복수의 명령들이 동일한 실행 유닛(들)(36)에 의해서 동시에 불러내지고, 디
코딩되고, 실행된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실행들의 결과들은 규칙대로(in-order) 커미트되서 개별 컴퓨터 프로
그램의 의도한 플로우를 보존한다. 그와 같은 구성은, 예를 들어서, 분기 예측 알고리즘(branch prediction
algorithm)과

함께

사용되어

프로세서(12)의

성능을

강화한다.

비순차적

실시를

위하여

구성된

일부

실시예에서, 프로세서(12)는 디코더(30)와 실행 유닛(36)들에 연결된 배정기 유닛(dispatcher unit, 32)과, 실
행 유닛(36)들과 커미트 유닛(38)에 연결된 레지스터 파일(40)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배정기 유닛(32)
은 실행을 위한 개별 마이크로-작업을 스케줄링 할 수 있고, 각 마이크로-작업을 이것의 개별 명령과 맵핑해서
연계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어, 실행과 커미트의 순서를 제어한다. 레지스터 파일(40)은 예를 들어서 리오더 버
퍼(reorder buffer)로 조직된 내부 프로세서 레지스터들의 어레이를 포함한다. 레지스터 파일(40)은, 배정기 유
닛(32)이 스케줄된 마이크로-작업 각각, 본 기술 분야에서 레지스터 리네이밍(register renaming)으로 알려진
작업에 파일(40)의 레지스터들의 열을 연계시킬 수 있게 하는 로직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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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 레지스터들의 그러한 각 열은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12)의 상태 레지스터들 및/또는 범용의 값들을 갖
고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값들은 특정 프로세서 명령의 실행의 중간 단계에 대응한다.
[0040]

프로세서(12)는 가상 머신 상태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구성된 가상 머신 제어 유닛(38)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가상 머신 상태 객체(virtual machine state object, VMSO)는 호스트 시스템(10)에 노
출된 개별 가상화된 프로세서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프로세서(12)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데이
터 구조를 포함한다. 예시적인 VMSO는 Intel® 플랫폼의 가상 머신 제어 구조(virtual machine control
structure, VMCS)와 AMD® 플랫폼의 가상 머신 제어 블록(virtual machine control block, VMCB)을 포함한다.
VMSO는 통상 개별 가상 머신을 노출하는 것의 일부로서 하이퍼바이저(50)에 의하여 설정된다. 일부 실시예에서,
프로세서(12)는 메모리의 영역을 각 VMSO에 연계시켜서 소프트웨어가 메모리 주소 또는 포인터(예를 들어서,
Intel® 플랫폼의 VMCS 포인터)를 사용하여 특정 VMSO를 참조할 수 있다.

[0041]

각 VMSO는 게스트 상태 영역(guest state area)과 호스트 상태 영역(host state area)을 포함할 수 있고, 게스
트 상태 영역은 개별 게스트 VM의 CPU 상태를 가지고 있고 호스트 상태 영역은 하이퍼바이저(50)의 현재 상태를
저장하고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VMSO의 게스트 상태 면적은 특히 개별 게스트 VM의 가상 프로세서의 컨트롤
레지스터(예를 들어서, CR0, CR3 등), 명령 포인터(예를 들어서, RIP), 범용 레지스터(예를 들어서, EAX, ECX
등), 및 상태 레지스터(예를 들어서, EFLAGS)의 콘텐트를 포함한다. VMSO의 호스트 상태 영역은 개별 게스트 VM
에 대하여 GPA-HPA 주소 변환을 위하여 구성된 SLAT 데이터 구조로의 포인터(예를 들어서, Intel® 플랫폼의
EPT 포인터)를 포함할 수 있다.

[0042]

일부 실시예에서, 프로세서(12)는 전용 내부 레지스터들/캐시들 내에 VMSO의 일부를 저장할 수 있고, 반면에 개
별 VMSO의 다른 부분들은 메모리에 위치할 수 있다. 임의의 주어진 시간에서, 대개 하나의 VMSO(여기서는 현재
의 VMSO를 가리킴)는 프로세서에 로딩될 수 있고 현재 프로세서(12)를 제어하고 있는 가상 머신을 식별한다. 현
대의 프로세서들은 통상적으로 멀티쓰레딩(multithreading)을 위하여 구성된다. 그러한 구성에서 물리적 프로세
서(12)는 복수의 코어(core)를 작업할 수 있고, 각 코어는 복수의 논리 프로세서(logical processor)를 추가적
으로 포함하고, 각 논리 프로세서는 다른 논리 프로세서에 독립적이고 다른 논리 프로세서와 함께 실행 쓰레드
를 처리할 수 있다. 복수의 논리 프로세서는 일부 하드웨어 리소스들, 예를 들어서, 공통의 MMU를 공유할 수 있
다. 멀티쓰레드식 실시예에서, 특징적 VMSO(distinct VMSO)가 각각의 특징적 논리 프로세서(distinct logical
processor)에 로딩될 수 있다.

[0043]

프로세서(12)가 개별 VM을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하이퍼바이저(50)를 실행하는 것으로 전환할 때(예를 들어서,
VM 종료 시에), 프로세서(12)는 개별 VM의 상태를 현재 VMSO의 게스트 상태 영역에 저장할 수 있다. 프로세서
(12)가 제1 VM을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제2 VM을 실행하는 것으로 전환할 때, 제1 VM과 연관된 VMSO는 언로딩되
고, 제2 VM과 연관된 VMSO는 프로세서에 로딩되며, 제2 VMSO는 현재의 VMSO가 된다. 일부 실시예에서, VMSO 데
이터의 프로세서(12)로 그리고/또는 이로부터의 그러한 로딩/언로딩은 가상 머신 제어 모듈(42)에 의해서 수행
된다. 모듈(42)은 또한 메모리(14)로 그리고/또는 이로부터의 VMSO 데이터의 검색 및/또는 저장을 수행할 수 있
다.

[0044]

일부 실시예에서, 프로세서(12)는 실행 유닛(들)(36) 및/또는 커미트 유닛(38)에 연결되고 게스트 명령과 연관
된 명령 특정 데이터(instruction-specific data)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중단 이벤트 레지스터(44)를 추가로 포
함하고, 상기 게스트 명령들의 실행은 VM 중단 이벤트(예를 들어서, VM 종료 또는 가상화 예외)를 유발한다. 일
부 실시예에서, 중단 이벤트 레지스터(44)는 호스트 시스템(10) 상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에 접근 가능한 노
출된 레지스터이고, 다시말해서, 레지스터(44)에 저장된 데이터는 보안 모듈(60)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판독가능할 수 있다. 그러한 일부 실시예에서, 중단 이벤트 레지스터(44)는 프로세서(12)의 모델 특정 레지스터
(model specific register, MSR)를 포함한다. 일부 실시예는 프로세서 권한(예를 들어서, 링-1 또는 루트 모드
만), 또는 객체 타입(예를 들어서, 드라이버들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선택된 소프트웨어 객체들의 서브세트
로 레지스터(44)로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는 레지스터(44)로의 소프트웨어 접근을 작업들의 서
브세트들(예를 들어서, 읽기 전용)로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

[0045]

도 6은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 따른 중단 이벤트 레지스터(44)의 필드들의 예시적인 세트를 보여준다. 레지스
터(44)는 분해 필드(disassembly field)(46a)와 실행 결과 필드(execution result field)(46b)를 포함할 수 있
다. 분해 필드(46a)는 개별 게스트 명령을 분해한 결과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0046]

도 7은 예시적 Intel® x86 프로세서 명령의 어셈블리 언어 표현(45)을 보여준다. 도시된 명령은 (가상) 주소
EBX + 4*ECX + 0x02에서 메모리에 저장된 콘텐트를 레지스터 AX에 현재 저장된 값 만큼 프로세서가 증가시키도

- 14 -

등록특허 10-2116571
록 명령한다. 개별 명령은 메모리에서 머신 코드 표현(47)으로 표현된다. 표현(45, 47)들 사이의 변환은 통상적
으로 컴파일러 또는 어셈블러에 의하여 행해진다. x86 명령의 상기 머신 코드 표현(47)은, 특히 Prefix,
Opcode, 및 Displacement 필드(다른 ISA들의 명령들의 표현들은 다를 수 있다)를 포함하는 엔코딩 필드들의 시
퀀스를 포함하는 일반적 형태(48)를 가진다. 도 7은 주어진 예시적 x86 명령을 위한 개별 엔코딩 필드의 인스턴
스를 보여준다. 일부 ISA들에서, 상기 머신 코드 표현은 길이가 변화될 수 있는데, 즉, 일부 엔코딩 필드들은
특정 명령들의 머신 코드 표현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다른 명령들의 표현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0047]

일부 실시예에서, 명령을 분해하는 것은 시맨틱 요소(semantic element)들의 세트를 확인하고 그리고/또는 연산
하기 위하여 명령의 머신 코드 표현을 파싱(parsing)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한 시맨틱 요소들은 특히, 명령의
연산자(예를 들어서, MOV, ADD 등)와 피연산자(예를 들어서, AX, [EBX+4*ECX+0x02] 등)를 포함할 수 있다. 일
부

실시예에서,

명령의

시맨틱

요소들은

(상기

x86

ISA의

경우에,

Prefix,

Opcode,

modR/M,

SIB,

Displacement, 및 Immediate와 같은) 개별 명령 엔코딩 필드들을 포함한다. 그러한 분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명령 디코더(30) 및/또는 실행 유닛(들)(36)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0048]

도

7의

예에서,

상기

명령을

분해하는

것은

머신

코드

표현(47)과

일반적

형태(48)

사이의

연결

(correspondence)을 나타내는 화살표에 의하여 보여지는 바와 같이 개별 엔코딩 필드들의 콘텐트를 결정하는 것
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설명된 명령을 분해하는 것은 ADD 연산자를 식별하는 것
그리고/또는, 개별 명령이 두 개의 피연산자를 갖고 상기 피연산자 중에 하나가 AX 레지스터의 콘텐트이고, 상
기 두 번째 피연산자는 메모리의 콘텐트인 머신 코드(47)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과, 개별 메모리 주소의 표현(예
를 들어서, EBX+4*ECX+0x02)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명령을 분해하는 것은 개별 명
령의 피연산자에 의해서 표시된 메모리 주소를 컴퓨팅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한다(예를 들어서, 도 7의 예에서,
표현

EBX+4*ECX+0x02의

값).

다른

예에서,

그렇게

분해된

명령은

상대적

점프

명령(relative

jump

instruction)(예를 들어서, 머신 코드에서 0xEB 0x08로 표현되는 x86 플랫폼 상에서의 JMP $+10)인데, 상기 명
령을 분해하는 것은 상기 명령의 주소, 상기 명령의 길이, 및/또는 상기 상대적 점프의 크기에 따른 목적지
(destination)의 절대적 메모리 주소를 계산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0049]

일부 실시예에서, 레지스터(44)의 분해 필드(46a)(도 6)는 상기 개별 명령의 상기 명령 엔코딩 필드들의 콘텐트
를 포함한다(도 7). 필드(46a)의 다른 예시적 콘텐트는 개별 명령의 연산자를 나타내는 연산자 식별자(operator
identifier), 개별 명령의 피연산자의 표시자(indicator)를 포함한다. 피연산자 표시자는 또한 프로세서 레지스
터의 식별자(예를 들어서 AX)와, 이를 테면 개별 피연산자가 메모리의 콘텐트 또는 레지스터의 콘텐트인지를 나
타내는 플래그를 포함할 수 있다. 분해 필드(46a)는 피연산자에 의해서 표시된 메모리 주소(예를 들어서, GVA,
GPA 및/또는 HPA)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분해 필드(46a)의 구조는 플랫폼 특정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Intel® 플랫폼에서, 분해 필드(46a)는 현재 게스트 명령의 prefix, opcode, modR/M, SIB, displacement, 및
immediate 엔코딩 필드들의 콘텐트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플랫폼에서는, 필드(46a)는 개별 플랫폼의 명령어
집합 구조(instruction set architecture,ISA)에 따라서 다른 값들을 저장할 수 있다.

[0050]

일부 실시예에서, 중단 이벤트 레지스터(44)의 실행 결과 필드(46b)는 개별 프로세서 명령을 실행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러한 결과들은 상태 레지스터(예를 들어서, FLAGS)의 값, 명령 포인터(예
를 들어서, RIP)의 값, 및 개별 명령을 실행하는 결과로부터의 범용 레지스터(예를 들어서, EAX)의 값을 포함할
수 있다. 필드(46b)는, 개별 명령의 실행의 결과로서 메모리에 커미트되는 값, 개별 값의 크기(예를 들어서, 바
이트, 워드 등), 그리고/또는 개별 값이 커미트되는 메모리 주소를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0051]

일부 실시예에서, 실행 유닛(들)(36) 및/또는 커미트 유닛(38)은 게스트 명령의 실행이 VM 프로세서 이벤트(예
를 들어서, 가상화 예외의 VM 종료)를 유발하는지 결정하도록 구성될 수 있고, 또한 만일 그렇다면, 개별 이벤
트를 생성하기 전에 이벤트 레지스터(44)를 중단하기 위한 명령 분해 데이터(instruction disassembly data)를
저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프로세서(12)는 개별 게스트 명령의 실행 단계의 완료 때까지 프로세서 이벤트의
생성을 지연하도록, 그리고 개별 명령의 실행 결과들을 메모리 및/또는 프로세서(12)의 범용 레지스터로 커미팅
하는 대신에 그러한 결과들을 이벤트 레지스터(44)로 저장하도록 추가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한 명령들의
결과를 커미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프로세서(12)는 개별 명령을 위한 파이프라인의 커미트 단계 전에 VM
프로세서 이벤트를 생성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그러한 기능은 이하에서 상술된다.

[0052]

도 8은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 따라서 게스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프로세서(12)에 의해서 수행되는 단계
들의 상세하고 예시적인 시퀀스를 보여준다. 도 8은, 프로세서(12)가 메모리 접근 위반에 응답하여 VM 종료 이
벤트를 생성하도록 구성되는 실시예를 보여준다. 통상의 기술자는 여기서의 설명 내용이 VM 종료 이벤트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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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 예외와 같은) 다른 VM 중단 이벤트를 생성하는 실시예를 포함하도록 용이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게스트 명령(guest instruction)"은 도 2a에서 VM(52a-b)와 같은 게스트 VM 내에서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부를 형성하는 프로세서 명령들을 표시하기 위하여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0053]

단계(302)는 게스트 명령을 불러오려고 시도한다. 상기 불러오기(fetch) 시도가 실패할 때, 단계(303)는 상기
실패가 메모리 접근 위반(예를 들어서, 게스트 명령이 게스트 VM의 SLAT 구조에서 실행불가로 표시된 메모리 페
이지에 존재할 때)에 의하여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아니라면, 단계(306)에서, 프로세서(12)는
VM 종료 이벤트를 생성하고 도 2a에서 핸들러(61)와 같은 이벤트 핸들러로 실행을 전달할 수 있다. 상기 게스트
명령의 불러오기 실패가 메모리 접근 위반에 의하여 유발되었을 때, 그러한 실패는 보안 프로그램(예를 들어서
안티 멀웨어 모듈)이 개별 메모리 페이지의 콘텐트를 보호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한 방식으
로 실행으로부터 통상적으로 보호되는 하나의 예시적 메모리 섹션은 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 스택(execution
stack)을 저장한다. 상기 스택을 실행불가로 표시하는 것은 게스트 프로세스를 예를 들어서 스택 익스플로잇
(stack exploit)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부 실시예들은 개별 메모리 접근 허가를 무시하
고서 게스트 명령 불러오기를 재시도할 수 있다(단계 305). 단계(307)에서, 불러오기된 게스트 명령은 상기 개
별 명령이 "강제 불러오기됨(force-fetched)", 즉 메모리 접근 허가를 위반하고 불러오기된 것이라는 것을 표시
하기 위하여 전용 플래그로 표시된다. 프로세서(12)는 그리고 나서 단계(308)로 진행할 수 있다.

[0054]

불러오기 단계(인출 단계, fetch stage) 다음으로, 단계(308)는 게스트 명령을 디코딩하고 배정(dispatch)한다.
단계(310)에서, 게스트 명령은 실행으로 론칭된다. 게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VM 종료를 위한 기준을 만족할
때(여기서 상기 기준은 메모리 접근과 관련 없음), 프로세서(12)는 이하 상술하는 단계(322)로 진행한다. 그러
한 VM 종료는 다양한 상황에서 촉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게스트 명령은 게스트 VM 내에서로부터 호출될 때
VM 종료 이벤트를 자동으로 촉발하는 VMCALL과 같은 특화된 명령일 수 있다. 메모리 접근과 관련되지 않은 VM
종료를 위한 다른 예시적 이유는 게스트 명령의 실행 중에 하드웨어 이벤트(예를 들어서, 인터럽트)의
발생이다.

[0055]

게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메모리 접근 위반을 유발할 때 (예를 들어서, 게스트 명령이 프로세서로 하여금
쓰기 금지로 표시된 메모리 페이지에 결과를 쓰도록 명령할 때), 종래의 프로세서는 통상적으로 게스트 명령의
실행을 중단하고, 프로세서 파이프라인(들)을 플러슁(flushing)하고 VM 중단 이벤트(예를 들어서, VMExit)를 생
성한다. 반대로,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서, 게스트 명령의 실행은 중단되지 않는다. 대신에, 단계(318)에서,
VM 종료 이벤트가 게스트 명령을 위한 파이프라인의 실행 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된다. 그러나, 일부 실시예
에서, 완료된 실행 단계의 결과들은 종래의 시스템들에서 발생되는 것과 같이 커미팅되지 않는다. 대신에, 단계
(320)에서, 프로세서(12)는 커미트 유닛(38)이 중단 이벤트 레지스터(44)에 게스트 명령의 완료된 실행 단계의
결과들을 저장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한 기능은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12)의 범용 레지스터들 및/또는 메
모리로 결과들을 커미팅하는 것으로부터 메모리 접근 위반이 발생할 때 레지스터(44)에 결과들을 저장하는 것으
로 커미트 유닛(38)을 전환하는 활성화 신호(activation signal)를 이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제어 신호는 게스
트 명령의 실행이 메모리 접근 위반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다. 커미트 유닛(38)은 그러한 신호를 예
를 들어서, MMU로부터 메모리 접근 모듈(34)를 통하여 수신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단계(320)는 레지스터
파일(40)로부터 게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결과를 검색하는 커미트 유닛(38)을 포함한다.

[0056]

선택적 실시예에서, 게스트 명령의 실행 결과들을 레지스터(44)에 저장하는 대신에, 단계(320)는 그러한 결과들
을 개별 게스트 VM의 VMSO의 게스트 상태 영역과 같은 전용 메모리 영역에 저장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는, 프로세서(12)는 그러한 결과들을 VM 종료를 실행할 때 VM 종료 핸들러(61)로 전송할 수 있다(단계 306).

[0057]

단계(322)에서, 프로세서(12)는 게스트 명령을 분해한 결과를 중단 이벤트 레지스터(44) (및/또는 상술한 메모
리)로 저장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명령 분해 데이터는 현재 실행중인 게스트 VM의 VMSO의 전용 영역에 저장될
수 있다. 명령 분해 데이터는 게스트 명령을 디코딩 및/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명령 디코더(30) 및/또는 실행
유닛(들)(36)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다. 단계(322)는 개별 프로세서 모듈로부터 그러한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게스트 명령에 대한 분해 데이터 및/또는 실행 결과들을 저장한 이후에, 프로세서(12)는 VM 종
료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다(단계 306).

[0058]

현재 게스트 명령의 실행이 메모리 접근 위반을 유발하지 않고서(단계 314) 그리고 VM 종료를 위한 메모리에 관
련 없는 이유 없이(단계 312) 진행될 때, 단계(315)는 상기 현재 게스트 명령이 강제로 불러오기된 것인지 결정
할 수 있다(위 단계 305-307 참조). 아니라면, 단계(316)는 그 실행의 결과들을 메모리 및/또는 범용 프로세서
레지스터들에 커미트한다. 현재의 게스트 명령이 강제로 불러오기된 것일 때, 일부 실시예들은 개별 명령을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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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 접근 위반을 유발하는 명령으로 취급할 수 있다(즉, VM 종료 이벤트를 생성하기 전에 개별 명령이 파이프
라인의 실행 단계를 완료하는 것을 기다려서 결과들 및/또는 명령 분해 데이터를 레지스터(44)에 저장함으로써
(위 단계 318-320-322-306 참조)).
[0059]

도 9는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 따라서 게스트 VM 및/또는 컴퓨터 보안 모듈(60)(도
2a/2b)에 의해서 수행되는 단계들의 예시적인 시퀀스를 보여준다. 어플리케이션(예를 들어서 도 2a의 56a)과 같
은 게스트 프로세스 또는 운영 시스템(예를 들어서, 도 2a의 게스트 OS(54a))의 프로세스는 게스트 VM 내에서
실행될 수 있는데 게스트 명령들의 시퀀스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단계 332). 예를 들어서 도 8과 관련
하여 상술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은 VM 종료가 발생될 때까지 계속된다. 통상의 기술자라
면 본 명세서의 내용이, 프로세서(12)가 VM 종료 이벤트 대신에 가상화 예외를 생성하고 게스트 VM 내에서 실행
되는 예외 핸들러(예를 들어서, 도 2b의 핸들러 63)가 개별 예외를 인터셉트하도록 구성되는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0060]

단계(336)에서, 핸들러(61)는 보안 위협의 증거에 대하여 분석되는 VM 종료 이벤트를 인터셉트한다. 상기 이벤
트가 보안 위협(예를 들어서, 악성적인 의도로 실행되는 작업)을 나타낼 때, 단계(340)에서, CSM(60)은 게스트
VM에 대해서 그리고/또는 게스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보호 작용을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작용은 특히 게스트 프
로세스의 실행 차단하는 것, 에러 메시지 또는 더미 결과들의 세트를 게스트 프로세스에 리턴하는 것, 및 호스
트 시스템의 운영자를 경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0061]

VM 종료 이벤트가 보안 위협을 나타내지 않을 때, 단계(342)는 게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결과가 (프로세서(12)의
이벤트 레지스터(44) 또는 메모리에서) 이용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아니라면, CSM(60)은 후술하는 단계
(348)로 나아간다. 맞다면, 단계(344)는 레지스터(44) 및/또는 메모리(예를 들어서, 개별 게스트 VM의 VMSO의
게스트 상태 영역)로부터 개별 결과들을 검색한다. 단계(346)에서, CSM(60)은 현재 게스트 명령의 실행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단계(346)는 커미트 단계(commit stage)에서 종래 시스템들에서 실시되는 작
업들의 세트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단계(346)는 개별 게스트 VM의 가상화된 프로세서의 범용, 제어 및 상태
프로세서 레지스터들의 값들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그러한 레지스터들은 개별
게스트 VM의 VMSO의 게스트 상태 영역 내에서 접근가능하다. 단계(346)는 현재 게스트 명령의 피연산자에 의해
서 표시되는 메모리 주소들에 일부 결과들을 저장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단계(346)는 현재 게스
트 명령의 실행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명령 포인터(예를 들어서, x86 플랫폼들에서 RIP)를 증가
시키는 것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0062]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들은 프로세서(12)의 현재 명령 세트 구조(instruction set architecture, ISA)에 전용
명령을 추가하고, 상기 새로운 명령은 프로세서(12)로 하여금 게스트 명령의 실행 결과를 직접 개별 게스트 명
령을 실행하는 게스트 VM 아래서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상기 새로운 명령(예시적 연상부호는 VMAPPLY임)은 단계
(346)의 작업들을 실행할 수 있고(도 9), 예를 들어서 중단 이벤트 레지스터(44)로부터 메모리 및/또는 개별 게
스트 VM의 가상화된 프로세서의 가상 레지스터들로 콘텐트를 복사한다.

[0063]

일부 실시예에서, 단계(346)는 현재의 게스트 명령이 원자적 명령(atomic instruction)(예를 들어서, 접두사
LOCK로 표시되는 것과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맞다면, 메모리 및/또는 게스트의 레지스터들에
직접 결과들을 적용하는 대신에 단계(346)는 게스트 VM에 회귀하자 마자 현재의 게스트 명령의 재실행을 강제할
수 있다(이하 단계 356 참조).

[0064]

현재의 게스트 명령의 실행 결과들이 이용가능하지 않을 때(예를 들어서, 현재 VM 종료가 VMCALL과 같은 특권
명령(privileged instruction)에 의하여 유발될 때), 단계(348)에서, 컴퓨터 보안 모듈(60)은 분해 데이터가
현재 게스트 명령에 대하여 이용가능한지 결정한다. 그렇다면, 단계(350)에서, CSM(computer security module,
60)은 그러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레지스터(44)의 분해 필드(46a)로부터 검색할 수 있다(예를 들어서 도 6 참
조). CSM(60)은 그리고 나서 검색된 분해 데이터에 따라서 현재의 게스트 명령을 모방하는 것을 진행할 수 있다
(단계 354).

[0065]

분해 데이터가 이용가능하지 않을 때, 단계(352)는 모방(emulation)을 진행하기 전에 현재 게스트 명령을 분해
할 수 있다. 단계(356)에서, CSM(60)은 (예를 들어서, Intel® 플랫폼의 VMRESUME를 발급함으로써) 개별 게스트
VM을 재가동할 수 있다. 단계(346)가 명령 포인터의 수정을 포함하는 일부 실시예에서, 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
은 현재 게스트 명령 바로 다음에 프로세서 명령과 함께, 또는 현재 게스트 명령에 의해서 지시된 프로세서 명
령과 함께 시작할 수 있다(예를 들어서, JMP, CALL 등과 같은 제어 플로우 변경 명령 등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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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6]

상술한 예시적 시스템들과 방법들은 하드웨어 가상화 구성에서 작동할 때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과 같은 호스트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컴퓨터 보안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보안 작업들은 특히 컴퓨터 바이러스와 스파
이웨어와 같은 멀웨어에 대해서 호스트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호스트 시스
템은 가상 머신 내에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들의 세트와 운영 시스템을 실행하도록 구성된다. 보안 모듈은
개별 가상 머신 밖에서, 예를 들어서 하이퍼바이저의 레벨에서 실행될 수 있고, 개별 가상 머신을 멀웨어에 대
해서 보호할 수 있다.

[0067]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보안 모듈은 피보호 VM의 보안에 중대한 데이터 및/또는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메모리의
섹션(예를 들어서, 메모리 페이지들의 세트)을 식별하고, 메모리의 개별 섹션에 대한 접근 허가를 설정한다. 그
러한 접근 허가는 예를 들어서, 메모리의 개별 섹션이 쓰기 금지 및/또는 실행 금지인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보
안 모듈은 예를 들어서, 피보호 VM 내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가 쓰기 금지로 표시된 메모리의 섹션에 쓰기를
시도하거나 또는 실행 금지로 표시된 메모리의 섹션으로부터 코드를 실행하려고 시도할 때, 메모리 접근 위반에
응답으로 (VM 종료 또는 가상화 예외와 같은) VM 중단 이벤트를 생성하기 위하여 호스트 시스템의 프로세서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보안 모듈은 이벤트 핸들러를 통하여 그러한 프로세서 이벤트들을 인
터셉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벤트들이 컴퓨터 보안 위협을 나타내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보안 모듈이 피보호
VM 밖에서 실행되는 구성에서, 보안 모듈의 활동은 멀웨어를 포함하여 피보호 VM 내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에
는 잠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0068]

종래의 시스템에서, VM 중단 이벤트를 인터셉트하는 것은 본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트랩 앤드 에뮬레이트
(trap and emulate)"로 알려진 방법에 따라서 진행된다. 종래 기술의 일 예에서, 개별 이벤트(예를 들어서 VM
종료)를 유발한 명령을 결정한 이후에, 안티-멀웨어 프로그램이 피보호 VM으로 실행을 리턴하기 전에 개별 명령
을 에뮬레이트하고, 그리고 개별 명령이 이미 실행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령 포인터를 수정한다. 에뮬레이트
하는 단계가 없으면, 피보호 VM으로 실행을 리턴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VM 종료를 재촉발하고 따라서 무한 루프
를 생성한다.

[0069]

종래의 트랩 앤드 에뮬레이트 시스템들과 방법들은 따라서 안티 멀웨어 프로그램이 명령 분해기(instruction
disassembler) 및/또는 명령 모방기(instruction emulator)를 포함할 것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러한 요소들
은 개발 및 관리가 복잡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프로세서에서 다른 것으로 이동이 불가할 수 있다. 더
욱이, 종래 시스템들에서, 분해 및/또는 모방(에뮬레이션) 단계들은 통상적으로 모든 VM 중단 이벤트에 대해서
실행되고 호스트 시스템에 상당한 컴퓨팅 부담을 가한다. 반대로,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들은 분해기 및/또는
모방기의 필요를 없애서 컴퓨터 보안 작동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한다.

[0070]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들은 종래 프로세서들의 구성과 작동에 변화를 가해서 그러한 프로세서들이 하드웨어 가
상화 구성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프로세서는 적어도 특정 상황들(예를
들어서 VM 중단 이벤트가 메모리 접근 위반에 의하여 촉발될 때)에서 현재 명령의 파이프라인의 실행 국면이 완
료될 때까지 VM 중단 이벤트의 생성을 지연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프로세서는 현재 명령의 실행 단계의 결과를
특별한 프로세서 레지스터(프로세서의 범용 레지스터나 컨트롤 레지스터와 다른 것)에 또는 특별한 메모리 영역
(예를 들어서, 개별 게스트 VM의 VMSO의 게스트 상태 영역)에 저장하도록 추가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0071]

그와 같은 개선점들은 컴퓨터 보안 어플리케이션들에게 특히 유리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개별 VM
을 노출하는 하이퍼바이저의 레벨로부터 가상 머신의 효율적 보호가 가능하게 한다. 종래의 컴퓨터 보안 솔루션
과 비교했을 때,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들은 VM 중단 이벤트들을 인터셉트하고 분석하도록 구성된 보안 소프트
웨어의 작업으로부터 상기 분해 및 에뮬레이션(emulation) 단계들을 제거함으로써 컴퓨팅(연산)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게 한다. 상기 개별 이벤트를 생성한 명령을 모방(emulating)하는 대신에, 일부 실시예들은 보안
소프트웨어로 하여금 프로세서 레지스터 또는 메모리 위치로부터 개별 결과들을 읽어들이도록 또한 그러한 결과
들을 직접 적용하게 할 수 있다.

[0072]

종래의 시스템과 반대로,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들은 현재 게스트 명령이 파이프라인의 실행 단계를 완료한 이
후에만 비로소 VM 중단 이벤트를 생성한다. 하드웨어 요소들의 기능에 대한 그러한 변경은 개별 명령의 실행 단
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시간(extra clock tick)으로 인하여 지연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성능상 불리한 점은 종래 컴퓨터 보안 소프트웨어에서 필요한 명령 모방 및/또는 분해 작업들(잠재적으로 VM 중
단 이벤트 각각에 대하여 수백의 추가적 명령들을 유발)을 없앰으로써 실질적으로 상쇄된다.

[0073]

상기의 실시예들이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음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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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이하의 청구항과 그들의 법적 균등물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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