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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특권 레벨에 기초한 가상 머신모니터로의 전이

요약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현재 특권 레벨이 특권 레벨 탈출 기준에 맞는 경우, 가상 머신 모니터가 시스템의 제어를 맡게 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프로세서는 현재 특권 레벨이 기준에 맞는지를 검출하고, 그 후 게스트 소프트웨어로부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송한다. 가상 머신 모니터는 특정 특권 레벨 변경 또는 값에 대한 제어를 맡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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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색인어

특권 레벨, 게스트 소프트웨어, 가상 머신 모니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가 구현될 수 있는 프로세싱 시스템의 일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특권 레벨의 증가 및 감소에 대하여 별도의 제어를 갖는 특권 레벨 탈출 제어를 위한 프로

세스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특권 레벨의 증가 및 감소에 대하여 결합된 제어를 갖는 특권 레벨 탈출 제어를 위한 프로

세스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특권 레벨의 변경을 검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동기식 이벤트 처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플로우차트로 도시한 것이다.

도 6은 가상 머신 환경에서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특권 레벨에 기반하여 게스트 소프트웨어로부터 가상 머신 모니터로의

전이를 위한 프로세스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플로우차트.

도 7은 가상 머신 환경에서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특권 레벨에 기반하여 게스트 소프트웨어로부터 가상 머신 모니터에게로

의 전이를 위한 프로세스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플로우차트.

도 8은 가상 머신 환경에서 선점 스케쥴링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플로우차트.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00 : 가상 머신 환경

102 : 가상 머신

106 : 게스트 OS

108 : 게스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112 : 가상 머신 모니터

114 : 가상 머신

116 : 베어 플랫폼 하드웨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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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가상 머신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가상 머신(vertual machine;

VM)에서 실행되고 있는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특권 레벨이 특권 레벨 탈출 기준에 맞는 경우, 프로세서의 제어를 가상 머

신 모니터(virtual machine monitor; VMM)가 재획득하게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전통적인 VMM은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며 다른 소프트웨어에 하나 이상의 가상 머신의 추상화를 제시할 수 있다. 각각의

VM은 "게스트 운영 체제"와 같은 각자의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 OS) 및 애플리케이션(집합적으로 "게스트 소프트

웨어"로서 알려짐)을 실행하며, 독립 플랫폼(self-contained platform)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게스트 소프트웨어는 VM

내에서 또는 VM 상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게스트 소프트웨어는 VM이 아닌 전용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동작하길 기대한다. 즉, 게스트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컴퓨터 동작들을 제어하고 이러한 동작들 동안 하드웨어 자원

에 대한 액세스를 갖기를 기대한다. 하드웨어 자원은 제어 레지스터와 같은 프로세서 상주 자원 및 디스크립터 테이블

(descriptor tables)과 같은 메모리 내에 있는 자원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 머신 환경에서, VMM은 VM들의 적합

한 동작 및 VM들로부터의 보호 및 VM들 간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러한 자원들에 대한 궁극적인 제어를 가질 수 있

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VMM은 전형적으로 게스트 소프트웨어에 의해 만들어진 하드웨어 자원에의 모든 액세

스들을 가로채고 중재한다.

대부분의 명령어 집합 구조들(instruction set architectures; ISAs)은 다수의 특권 레벨을 정의하여 낮은 특권을 가진 애

플리케이션들을 높은 특권을 가진 운영 체제 기능으로부터 격리시킨다. 예컨대, 한 종래 기술 32비트 구조는, 가장 높은 특

권을 가진 링 0부터 가장 낮은 특권을 가진 링 4까지, 4개의 특권 레벨을 가진다. 프로세서는 상이한 특권 레벨들 간을 스

위치시키는 제어된 방식을 제공한다. 스위치는 특별 명령어를 발동(invoking)하는 것과 같이 명시적이거나, 인터럽트와 같

은 외부 이벤트에 의해서 또는 예외나 장애를 일으킴으로써 암시적일 수 있다. 예컨대, 특권 레벨 변경은 호출(CALL), 소

프트웨어 인터럽트(INT) 또는 인터럽트 리턴(IRET)과 같은 명령어의 실행 동안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특권 레벨 변경은

예컨대, 예외, 외부 인터럽트, 장애, 태스크 스위치, 트랩 및 기타 유사 이벤트들과 같은 동기 또는 비동기 이벤트의 결과로

서 발생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멀티 프로세서 또는 멀티 스레드 시스템(multi-threaded systems)을 위한 운영 체제는, 상호 배제를 보장하는 잠금

(locks)이 구현된 소프트웨어로, 둘 이상의 스레드 또는 프로세서로부터 동시에 액세스될 수 있는 데이터를 보호한다. 잠

금이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유지되는 경우, 소위 스핀 잠금(spin locks)이라는 것이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프로세서

또는 스레드 상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다른 프로세서 또는 스레드 상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이미 취해진

잠금을 획득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는 타이트 코드 루프(tight code loop)로 그 잠금을 재획득하려고 시도한다.

이 타이트 루프에서 실행하는 동안,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유용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으며, 하드웨어 프로세서 스레드는 아

무런 이익도 제공하지 않는다. 멀티 스레드 프로세서(multi-threaded processors) 또는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 상에서, 하

나의 스레드 또는 프로세서의 실행은 소비 대역폭, 실행 유닛 또는 전력과 같은, 다른 스레드 또는 프로세서의 자원을 뺏을

수 있다. 따라서, 스피닝 기간(spinning period)은 가능한 짧아야만 한다.

멀티 프로세서 또는 멀티 스레드 시스템을 가상화하는 VMM은, 별개의 VM 또는 가상 프로세서(virtual processor; VP)에

서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각 인스턴스 상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다. VM 시스템이 아닌 경우, 게스트 소

프트웨어의 이러한 인스턴스들은 별개의 프로세서 또는 스레드 상에서 실행될 것이다. 집합적으로, VP 및 게스트 소프트

웨어의 모든 인스턴스들을 가상 시스템으로서 칭한다. 이러한 VMM은 게스트 잠금 동작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심각한 성

능 저하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VMM은 그 가상 시스템에 대한 모든 VP를 선점하고 있지 않는 한, 잠금을 갖는 VP를

선점해서는 안 된다. 잠금이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현된 경우, 잠금 프리미티브(locking primitives)는 하드웨어에 의해 직

접적으로 검출될 수는 없기 때문에, 발견적(heuristics) 또는 간접적 관측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적 방법 중 하나는 공통 OS 행동에 기초한다. OS가 특권 모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않는 동안 또는 저전력 상태

에 있는 동안, OS는 잠금을 갖지 않는다. VMM은 단지 비특권 모드에서 또는 저전력 상태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상 프로세

서를 선점함으로써 그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 특권 모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선점은 게스트 소프트웨

어가 비특권 모드로 스위치될 때까지 연기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가상 머신(VM)에서 실행 중인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특권 레벨이 소정의 특권 레벨 탈출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가상 머

신 모니터(VMM)가 시스템의 제어를 책임지도록 허가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다. 프로세서는 게스트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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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특권 레벨이 상기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탐지한 다음, VMM으로 제어를 전이시킨다. 특권 레벨 탈출 조건에는 특권 레

벨에서의 증가, 특권 레벨에서의 감소, 특권 레벨에서의 임의의 변경, 소정의 레벨에 부합되는 특권 레벨, 소정의 레벨을

초과하는 특권 레벨, 소정의 레벨 미만인 특권 레벨, 또는 특권 레벨에서의 특정 전이가 포함될 수 있다. VMM은 특정 특권

레벨 값들 또는 값의 변경들에 있어서, 제어 책임을 거부할 수 있다. VMM으로의 전이는 VM에서 임의의 명령어를 실행하

기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또한, 본 명세서의 동작들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에 관련되어 있다. 이 장치는 요구되는 목적들을 위

하여 특별히 제작되거나 또는, 컴퓨터 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성화되거나 재구성된 범용 컴퓨

터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플로피 디스크, 광 디스크, CD-ROM 및 자기 광 디스크를 포함하는 임의

의 유형의 디스크, ROM, RAM, EPROM, EEPROM, 자기나 광 카드, 또는 전자 명령어를 저장하기에 적당한 임의의 유형

의 매체 및 그 각각에 컴퓨터 시스템 버스가 연결된 것과 같은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명령어는 하

나 이상의 처리 장치(즉, CPU 등)들을 이용하여 실행가능하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본 발명의 단계들은 그 단계들을 수행

하기 위하여 재구성가능한(reconfigurable) 또는 배선된(hardwired) 로직을 포함하는 특정 하드웨어 컴포넌트들에 의하

여 또는 프로그램된 컴퓨터 컴포넌트들 및 주문형 하드웨어 컴포넌트들의 임의의 조합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설계는 창작에서 시작하여 제작으로의 시뮬레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들을 거쳐서 이루어질 것이다. 설계

를 표시하는 데이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를 표시할 수 있다. 먼저, 시뮬레이션에서 유용한 바와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는 하드웨어 기술 언어나 다른 기능적 기술 언어를 이용하여 표시될 수 있다. 또, 로직 및/또는 트랜지스터 게이트들을 갖

는 회로 레벨 모델은 설계 프로세스의 일부 단계들에서 생성될 수 있다. 나아가, 일부 단계에서 대부분의 설계들은 하드웨

어 모델에서 다양한 장치들의 물리적 위치를 표시하는 데이터 레벨에까지 이른다. 종래의 반도체 제작 기술들이 사용되는

경우, 하드웨어 모델을 표시하는 데이터는, 집적 회로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마스크들에 있어서 상이한 마스크층들 상에

다양한 형태들의 유무를 특정시키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임의의 설계 표시에 있어서, 데이터는 임의의 머신 판독가능 매

체의 형태로 저장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변조되거나 아니면 형성된 광 또는 전자파, 메모리, 또는 디

스크와 같은 자기나 광 저장장치가 머신 판독가능 매체일 수 있다. 임의의 이러한 매체들은 설계나 소프트웨어 정보를 "운

반(carry)" 또는 "지시(indicate)"할 수 있다. 코드나 설계를 지시 또는 운반하는 전자 반송파(electrical carrier wave)가

전송되는 경우, 전자 신호의 복사, 버퍼링 또는 재전송이 수행되기까지 새로운 복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통신 제공자

또는 네트워크 제공자는 본 발명의 기술들을 구체화시키는 물품(반송파)의 사본들을 만들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이 동작할 수 있는 가상 머신 환경(100)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본 발명의 상이한 실시예들이 도 1의 VM

환경에 의해서,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양자의 결합을 포함할 수 있는 처리 로직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이 실시

예에서, 베어 플랫폼 하드웨어(bare platform hardware; 116)는 예를 들면, 표준 운영 체제(OS)나 VMM(112)을 실행할

수 있는 컴퓨팅 플랫폼을 포함한다.

VMM(112)은 비록 통상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지만, 높은 레벨의 소프트웨어로 베어 머신 인터페이스를 내보내기(export)

할 수 있다. 그러한 높은 레벨의 소프트웨어는 표준 또는 실시간 OS를 포함할 수 있으나 본 발명이 이 관점에서 그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예를 들면, VMM은 다른 VMM 내에서 또는 그 상위에서 실행될 수 있다. VMM 및 그의 전형

적인 특징과 기능은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펌웨어로 또는 다양한 기술들의 결합으로써 구

현될 수 있다.

플랫폼 하드웨어(116)는 퍼스널 컴퓨터(PC), 메인프레임, 핸드헬드 장치, 휴대용 컴퓨터, 셋탑 박스 또는 임의의 다른 컴

퓨팅 시스템이 될 수 있다. 플랫폼 하드웨어(116)는 프로세서(118), 메모리(120) 및 특권 레벨 모니터링 로직(124)을 포함

한다.

프로세서(118)는 마이크로프로세서, DSP, 마이크로컨트롤러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임의의 유형의 프로

세서가 될 수 있다. 프로세서(118)는 본 발명의 방법 실시예들의 실행을 수행하기 위한 마이크로코드, 재구성가능한 로직,

프로그램가능한 로직 또는 하드코딩된 로직을 포함할 수 있다. 비록 도 1에는 그러한 프로세서(118)가 하나만 도시되어 있

으나, 시스템 내에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있을 수 있다.

메모리(120)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RAM, ROM, 플래시 메모리, 상기 장치들의 임의의 조합 또는 프로세서(118)

가 판독가능한 임의의 다른 유형의 머신 매체일 수 있다. 메모리(120)는 본 발명의 방법 실시예들의 실행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어 및/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VMM(112)은 다른 소프트웨어(예컨대, "게스트" 소프트웨어)에게 하나 이상의 가상 머신(VM)들의 추상화(abstraction)

를 제공하는데, 상기 추상화는 다양한 게스트들에게 동일하거나 또는 상이한 추상화를 제공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VM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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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내에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1은 두 개의 VM(102 및 114)을 도시한다. 각 VM 상에서 실행중인 게스트 소

프트웨어는 게스트 OS(104 또는 106)와 같은 게스트 OS와 다양한 게스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108 및 110)을 포

함할 수 있다. VM(102 및 114)에서 실행중인 게스트 소프트웨어는 그 게스트 소프트웨어가 실행되고 있는 VM(102 및

114) 내에 있는 물리적 자원들(예컨대, 프로세서 레지스터들, 메모리 및 I/O 장치들)로의 액세스, 및 시스템 장치들과 예외

상황들 등으로 발생된 인터럽트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벤트들의 핸들을 예상한다. 가상 머신 환경에서, VMM(112)은

VM(102 및 114)의 적절한 운영 및 VM(102 및 114)들 사이 및 그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자원들에 대한

궁극적인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VMM(112)은 필요한 경우,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컴퓨터 내 물리적 자원들로의 액세

스를 인터셉트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한다.

게스트 소프트웨어가 액세스할 수 있는 자원들은 "특권 부여된(privileged)" 또는 "특권 없는(non-privileged)"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특권 부여된 자원들에 있어서, VMM(112)은 이러한 특권 부여된 자원들에 대한 궁극적인 제어를 유지하

면서, 게스트 소프트웨어가 요구하는 기능을 촉진시킨다. 특권 없는 자원들은 VMM(112)에 의한 제어를 요하지 않으며,

게스트 소프트웨어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다.

나아가 각 게스트 OS(104 및 106)는 예외 상황들(예컨대, 페이지 장애, 일반 보호 장애, 트랩, 중지 등), 인터럽트들(예컨

대, 하드웨어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및 플랫폼 이벤트들(예컨대, 초기화(INIT))과 같은 다양한 장애 이벤트들 및

시스템 관리 인터럽트들(SMIs)의 핸들을 예상한다. 이러한 장애 이벤트들 중 일부는, 그들이 VM(102 및 114)들의 적절한

운영 및 VM(102 및 114)들 사이 및 그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VMM(112)에 의해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권

부여"된다.

특권 부여된 장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게스트 소프트웨어가 특권 부여된 자원에 액세스를 시도하는 경우, VMM(112)으

로 제어가 전달될 수 있다. 게스트 소프트웨어로부터 VMM(112)으로의 제어 전달은 본 명세서에서 VM 탈출로 지칭된다.

상기 VM 탈출에 후속하는 제어가 수신된 다음, VMM(112)은 게스트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반환한 후, 다양한 처리를 수행

할 수 있다. VMM으로부터 게스트 소프트웨어로의 제어 전달은 본 명세서에서 VM 엔트리로 지칭된다.

특권 부여된 OS 기능을 시동하기 위하여, 애플리케이션들은 INT나 SYSTENTER와 같은 특별한 명령어를 사용한다. 시스

템은 식별자를 호출하고, 파라미터들은 보통 그 동작을 시동하기 이전에 프로세서의 레지스터들로 로딩된다. 인터셉트 시

스템을 호출하는 것은 다수의 사용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시스템 호출들을 추적함으로써, 침입 검출 시스

템은 보안 침해의 기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다른 시나리오는 시스템 호출 시동들의 시간적 패턴에 기반하여 실행 주기들

을 검출함으로써 주기적인 실시간 작업들에 대해서 스케쥴링 패턴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프로세서(118)는 VM 제어 구조(VM Control Structure; VMCS; 122)에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 VM(102

및 114)의 동작을 제어한다. 일 실시예에서, VMCS(122)는 메모리(120)에 저장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VMCS(122)는 프

로세서(118)에 저장된다. 소정의 실시예에서, 다중 VMCS 구조가 다중 VM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VMCS(122)는, 게스트 소프트웨어(guest software)의 상태, VMM(112)의 상태, 어떻게 VMM(112)가 게스트 소프트웨

어 및 기타 정보의 동작을 제한하거나 또는 제어하기를 희망하는지를 나타내는 실행 제어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구조이

다. 게스트 소프트웨어로의 및 그로부터의 변환 및 VM에서의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동작은 VMCS에 저장된 VM 제어의

그룹을 사용하여 제어된다. 실행 제어(execution control)는, 제어가 게스트 소프트웨어로부터 VMM으로 전달되어야 하

는 환경을 명시한다. 탈출 제어(exit control)는 VM 탈출에서의 게스트 상태의 저장 및 VMM 상태의 로딩을 제어한다. 가

장 최근의 VM 탈출을 설명하는 정보가 VM 탈출 정보 데이터 필드의 그룹에 제공된다. VM 탈출이 발생하는 경우, 게스트

소프트웨어에 의해 사용되는 프로세서 상태의 컴포넌트가 VMCS(122)로부터 로딩된다. 엔트리 제어(entry control)는

VM 엔트리에서의 VMM 상태의 저장 및 게스트 상태의 로딩을 제어한다. VM 엔트리가 발생하는 경우, VMCS(122)에 저

장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게스트 상태가 회복되고, 제어는 게스트 소프트웨어로 반환된다.

일 실시예에서, 프로세서(118)는 게스트의 현재 특권 레벨을 평가하여서, VMM(112)에 의해 명시된 특권 레벨 탈출 기준

에 기초하여 VM 탈출이 생성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담당하는 특권 레벨 감시 로직(privilege level monitoring

logic; PLML; 124)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이러한 특권 레벨 탈출 기준은 VMCS(122)에 저장된다. 상기 특권 레벨

탈출 기준의 구체적인 실시예가 이하 설명된다. PLML(124)이 현재의 게스트 특권 레벨이 특권 레벨 탈출 기준을 만족한

다고 결정하는 경우, 프로세싱 로직은 게스트 소프트웨어로부터 VMM(112)로 VM 탈출을 원조한다.

다양한 ISA에서, 특권 레벨은 수치 값이 할당될 수 있으며, 낮은 수치 값은 감소된 특권을 나타내는 반면, 높은 수치 값은

증가된 특권을 나타낸다. 다른 실시예에서, 높은 수치 값이 감소된 특권을 나타낼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의 설명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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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된 수치 값에 상관없이, 특권 레벨이 "증가"로서 참조되는 경우, 이는 게스트 소프트웨어가 더욱 특권을 부여받는다는 것

을 의미하고, "감소"는 특권을 덜 부여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하게, 부여된 수치 값에 상관없이, 다른 특권 레벨 "보

다 작은" 특권 레벨은 감소된 특권을 갖는 레벨이다.

VM 제어에 제어가 추가될 수 있어서 특권 레벨 탈출 기준을 표현한다. 일 실시예에서, 특권 레벨 증가 탈출 제어가 활성화

된 값으로 설정되는 경우, 이는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동작 동안에 특권 레벨의 증가가 발생할 때 VM 탈출이 생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제어는, 특권 레벨을 증가시키는 이벤트의 전달 또는 명령어의 실행이 VM 탈출을 유도하여

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일 실시예에서, 특권 레벨에서의 그러한 증가로 인한 VM 탈출은 특권 레벨 변경을 유도한 명령어

의 실행이 완료(즉, 철회 이후)된 이후에 발생한다. 일 실시예에서, VM 탈출 정보의 일부로서 VMM으로 보고될 수 있는 게

스트 명령어 포인터값은 새로운 특권 레벨에서 실행될 최초 명령어를 지시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특권 레벨 변경을 유

도하는 명령어의 주소를 보고하기 위해 어떤 것도 명시적으로 준비되지 않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특권 레벨 감소 제어가 활성화된 값으로 설정되는 경우, 이는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동작 동안에 특권 레

벨의 감소가 발생할 때 VM 탈출이 생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제어는, 특권 레벨을 증가시키는 이벤트 또

는 명령어가 VM 탈출을 유도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일 실시예에서, 특권 레벨에서의 그러한 감소로 인한 VM 탈출은

특권 레벨 변경을 유도한 명령어의 실행이 완료(즉, 철회 이후)된 이후에 발생한다. VM 탈출 정보의 일부로서 VMM으로

보고될 수 있는 게스트 명령어 포인터값은 새로운 특권 레벨에서 실행될 최초 명령어를 지시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특

권 레벨 변경을 유도하는 명령어의 주소를 보고하기 위해 어떤 것도 명시적으로 준비되지 않는다.

특권 레벨 증가 및 특권 레벨 감소 제어를 지원하는 방법의 일 실시예가 도 2의 흐름도에 도시된다. 도 2는 게스트 특권 레

벨에서의 변경에 대하여 특권 레벨 증가 및 특권 레벨 감소 탈출 제어의 테스트를 도시한다. 도 2에서, 특권 레벨에서의 변

경으로 인한 VM 탈출이 기타 VM 탈출 원인보다 상위로 우선시된다. 이것은 도면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실제로

는, 소정의 기타 VM 탈출 원인이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고 일부는 낮을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일 실시예에서, 특권 레벨

증가 및 특권 레벨 감소 제어가 도시되며, 그 밖의 실시예에서 본 명세서에 설명된 다른 특권 레벨 탈출 제어와 함께 또는

그와 독립적으로 제어가 지원될 수 있다.

도 2에서, VM 엔트리 요청이 VMM(112)으로부터 수신된 때(블록(210)) 프로세스가 시작된다(블록(205)). 시스템의 상태

를 로딩하는 것 등과 같은, VM 엔트리 검사들이 수행된다(블록(215)). 게스트 명령문이 실행된다(블록(220)). 명령문의

실행이 VM 탈출을 유발하는 경우(블록(225)), VM 탈출은 제어로 하여금 VMM(112)으로 전이하도록 하며, 그 VM 탈출

의 원인을 VMM(112)에게 보고하여(블록(230)), 프로세스를 끝낸다(블록(235)). VM 탈출이 명령문의 실행 동안 발생하

지 않는 경우에는(블록(225)), 게스트 명령문이 철회된다(블록(240)).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현재 특권 레벨을 평가한 후

에, 그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특권 레벨이 증가해온 것으로 결정되고(블록(245)), 특권 레벨 증가(PLI) 제어가 작동되면(블

록(250)), VM 탈출은 제어로 하여금 VMM(112)으로 전이하도록 하며, 그 VM 탈출이 PLI에 의해 유발되었음을 VMM

(112)에게 보고한다(블록(230)).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특권 레벨이 증가해온 것으로 결정되고(블록(245)), 특권 레벨 증

가(PLI) 제어가 작동되지 않은 경우에는(블록(250)), 처리 로직은 다음 게스트 명령문을 실행한다(블록(220)).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특권 레벨이 증가해온 것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블록(245)), 처리 로직은 특권 레벨 감소

(PLD)에 대해 검사한다.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현재 특권 레벨을 평가한 후에, 그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특권 레벨이 감소해

온 것으로 결정되고(블록(245)), PLD 제어가 작동되면(블록(250)), VM 탈출은 제어로 하여금 VMM(112)으로 전이하도

록 하며, 그 VM 탈출이 PLD에 의해 유발되었음을 VMM(112)에게 보고한다(블록(230)).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특권 레벨

이 감소해온 것으로 결정되지 않고(블록(255)), PLD 제어가 작동되지 않은 경우에는(블록(260)), 다음 게스트 명령문이

실행된다(블록(220)).

특권 레벨 탈출 기준(privilege level exit criteria)은 선택적 탈출을 가능하게 하도록 작동되거나 작동 해제될 수 있고, 이

러한 선택적 탈출은 멀티프로세서 스케쥴링에 대해 특히 유용한데, 이는 일반적으로 특권 레벨 변경들로 인한 VM 탈출들

이 간헐적으로만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예를 들어, VMM은 OS 커널로부터 VM 내의 사용자-레벨 코드로의 전이들에

대하여만 반응(react)할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앞서 설명된 특권 레벨 증가 및 특권 레벨 감소 실행 제어들에 의해 제공되는 기능성(functionality)

은 단일한 특권 레벨 변경 탈출 제어(privilege level change exiting control)로 결합될 수 있는데, 이는 도 3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특권 레벨에서의 임의의 변경이 VM 탈출을 유발할 것임을 규정한다. 도 3에서, VM 엔트리 요청이 VMM(112)

으로부터 수신된 때(블록(310)) 프로세스가 시작된다(블록(305)). 시스템의 상태를 로딩하는 것 등과 같은 VM 엔트리 검

사들이 수행된다(블록(315)). 게스트 명령문이 실행된다(블록(320)). 명령문의 실행이 VM 탈출을 유발하는 경우(블록

(325)), VM 탈출은 제어로 하여금 VMM(112)으로 전이하도록 하며, 그 VM 탈출의 원인을 VMM(112)에게 보고하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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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330)), 프로세스를 끝낸다(블록(335)). VM 탈출이 명령문의 실행 동안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블록(325)), 게스트 명

령문이 철회된다(블록(340)).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현재 특권 레벨을 평가한 후에, 그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특권 레벨이

변경된 것으로 결정되고(블록(345)), 특권 레벨 변경(PLC) 탈출 제어가 작동되면(블록(350)), VM 탈출은 제어로 하여금

VMM(112)으로 전이하도록 하며, 그 VM 탈출이 PLC에 의해 유발되었음을 VMM(112)에게 보고한다(블록(330)). PLC

조건(PLC condition)이 충촉되지 않거나(블록(345)), PLC 탈출 제어가 작동되지 않은 경우에는(블록(350)), 다음 게스트

명령문이 실행된다(블록(320)).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특권 레벨에서의 변경들을 검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흐름도로 도시한다. 이 도면

에서, 구 특권 레벨(old privilege level; OPL)을 나타내는 변수를 현재 특권 레벨(current privilege level; CPL)로 설정하

여 그 변수를 초기화함으로써(블록(410)) 프로세스가 시작된다(블록(405)). 인터럽트와 같은, 하나의 명령문 또는 하나의

비동기 이벤트가 처리되거나 실행된다(블록(415)). 명령문 실행 또는 이벤트 처리(블록(415)) 후에, 특권 레벨이 그 명령

문 또는 이벤트 처리 전과 상이한 경우에는(블록(420)),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특권 레벨이 변경되고 동작

(action)이 취해진 것이다(블록(425)).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명령문 또는 프로세스 이벤트가 실해된다(블록(415)).

도 2 및 도 3에서, 평가(evaluation)는, VM 탈출이 발생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명령문의 실행 후에, 그러나 명

령문의 철회 전에 발생한다는 점에 유념하자. 실제로, 이러한 평가는 명령문의 시도된 실행의 일부로서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어 레지스터(예컨대, CR0)에의 접근은 장애가 있는 시맨틱(faulting semantic)을 갖는 VM 탈출을 유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VM 탈출은 명령문에 의해 임의의 아키텍처 상태가 수정되기 전에 발생한다. 다른 VM 탈출들은 어떤

아키텍처 상태가 수정된 후에, 그러나 명령문의 철회 전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명령문은, 이를테면, 이어서 VM 탈출들을

유발하는 태스크 스위치들을 유발하는 명령문들이다. 어떤 VM 탈출들은 명령문의 철회 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 특권 레벨

의 평가는 철회-후(post retirement)에 평가되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 다른 VM 탈출들은 다른 원인에 기해, 그리고

다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다.

도 5는 명령어를 변경하는 특권 레벨의 실행과 같은 동기 이벤트 및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실행 중에 인터럽트의 도착과 같

은 비동기 이벤트를 모두 인지하는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 5에서, VM 엔트리 요청이 VMM(112)로부터 수신시(블

록(510))에 프로세스는 시작된다(블록(505)). 시스템 등의 상태를 로딩하는 것과 같은 VM 엔트리 검사가 수행된다(블록

(515)). 비동기 이벤트가 계류중이 아니면(블록(520)), 게스트 명령어가 실행된다(블록(525)). 명령어의 실행이 VM 탈출

을 생기게 하면(블록(530)), VM 탈출은 VMM(112)로의 전이에 대한 제어를 생기게 하고, VM 탈출의 원인을 VMM(112)

에 보고하고(블록(535)), 프로세스를 종료한다(블록(540)). 명령어의 실행이 VM 탈출을 생기게 하지 않으면(블록(530)),

게스트 명령어는 철회된다(블록(545)). 특권 레벨 증가(PLI) 조건이 충족되고(블록(540)), PLI 제어가 작동되면(블록

(555)), VM 탈출은 VMM(112)로의 전이에 대한 제어를 생기게 하고, VM 탈출이 PLI에 의해 생겼음을 VMM(112)에 보

고한다(블록(535)). PLI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블록(535)) 또는 PLI 제어가 작동되지 않으면(블록(555)), 프로세싱 로

직은 특권 레벨 감소(PLD)에 관해 검사한다. PLD 조건이 충족되고(블록(560)) PLI 제어가 작동되면(블록(565)), VM 탈

출은 VMM(112)로의 전이에 대한 제어를 생기게 하고, VM 탈출이 PLD에 의해 생겼음을 VMM(112)에 보고한다(블록

(535)). PLD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블록(560)) 또는 PLI 제어가 작동되지 않으면(블록(565)), 프로세싱 로직은 이 시점

에서 비동기 이벤트가 계류중인지를 알기 위해 검사한다(블록(520)). 비동기 이벤트가 계류중이고(블록(520)) 이벤트가

VM 탈출을 생기게 하면(블록(570)), VM 탈출은 VMM(112)로의 전이에 대한 제어를 생기게 하고, VM 탈출이 상기 이벤

트가 생겼음을 VMM(112)에 보고한다(블록(535)). 비동기 이벤트가 계류중이고(블록(520)) 이벤트가 VM 탈출을 생기게

하지 않으면(블록(570)), 이벤트는 게스트 소프트웨어로 주입되고(블록(575)) 상술한 특권 레벨 검사가 수행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실행 제어는 특권 레벨 타깃 값을 지시한다. 특권 레벨 타깃 값은 VMM 제어하에 VMCS내에 저장될 수

있다. VMM은 특권 레벨 타깃 값을 임의의 유효한 특권 레벨로 설정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특권 레벨 타깃 값은 고

정된 값일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는 하나 이상의 그런 특권 레벨 타깃 값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일 실시예는 각각 특정

치에 고정된 두 개의 다른 특권 레벨 타깃 값을 가질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특권 레벨 타깃 값은 작동되기 전에는 효과가 없다. 특권 레벨 타깃 값 제어는 VMCS 내의 부합 특권 레벨

타깃 작동 제어를 1과 같은 작동된 값으로 설정해서 작동될 수 있다.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실행 동안에 게스트 소프트웨어

의 특권 레벨이 이 특권 레벨 타깃 값에 부합되면, 이 제어는 VM 탈출이 생성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지시한다. 실행 제어는

복수의 특권 레벨 타깃 값 및 각각 하나의 특권 레벨 타깃 값 제어에 해당하는 복수의 부합 타깃 특권 작동 제어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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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시예에서, 현재 특권 레벨과 특권 레벨 타깃 값의 그런 부합으로 인한 VM 탈출은 부합된 특권 레벨 내에서 실행되는

제1 명령어의 실행 전에 생길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VM 탈출 정보의 일부로서 VMM에 보고될 수 있는 게스트 명령어 포

인터값은 부합된 특권 레벨 내에서 실행되는 제1 명령어를 가리킬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특권 레벨을 부합 값으로 변경

하기 위해 생기게 한 명령어의 주소를 보고하기 위한 명시적 준비가 없다.

도 6은 가상 기계 환경 내의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특권 레벨에 기초해 게스트 소프트웨어로부터 VMM으로의 전이하기 위

한 프로세스의 실시예의 흐름도이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VM 탈출은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특권 레벨 및 특권 레벨 타깃

값 제어(PLTVC)의 값에 기초해 VM 탈출이 생긴다. 도 6에서, VM 엔트리 요청이 VMM(112)로부터 수신되면(블록(620))

, 프로세스가 시작된다(블록(610)). 시스템 등의 상태를 로딩하는 것과 같은 VM 엔트리 검사가 수행된다(블록(630)).

PLTVC가 작동되지 않으면(블록(640)), 게스트 명령어가 실행된다(블록(650)).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현재 특권 레벨

(CPL)의 평가 후에, PLTVC가 작동되고(블록(640)), CPL이 특권 레벨 타깃 값(PLTV)과 같다면(블록(660)), VM 탈출은

VMM(112)로의 전이에 대한 제어를 생기게 하고(블록(670)) 프로세스를 종료한다(블록(680)). CPL이 PLTV와 같지 않

다면(블록(660)), 게스트 명령어가 수행된다(블록(650)).

다른 실시예에서, 특권 레벨 타깃 값 제어는 특권 레벨 상한값 제어로 증가한다. 이 제어가 작동된 값(예컨대, 1)으로 설정

되어 있으면, 이것은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실행 중에,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특권 레벨이 특권 레벨 타깃 값보다 크면, VM

탈출이 생성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일 실시예에서, 실행 제어가 복수의 특권 레벨 타깃 값 및 해당 특권 레벨 상

한값 제어를 가질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특권 레벨 타깃 값이 최대 특권 레벨로 설정되어 있으면, 더 큰 특권 상태로의

전이는 생기지 않고 따라서, 제어가 작동된 제어의 사용 없이 효과적으로 작동 해제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특권 레벨 타깃 실행 제어는 특권 레벨 하한값 제어로 증가하는데, 이는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실행 중

에,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특권 레벨이 특권 레벨 타깃 값보다 작으면, VM 탈출이 생성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일

실시예에서, 실행 제어는 복수의 특권 레벨 타깃 값 및 해당 특권 레벨 하한값 제어를 가질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특권

레벨 타깃 값이 최소 특권 레벨로 설정되어 있으면, 더 작은 특권 상태로의 전이는 생기지 않고 따라서, 제어가 작동된 제

어의 사용 없이 효과적으로 작동 해제된다.

도 7은 가상 머신 환경에서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특권 레벨에 기초하여 VMM을 게스트 소프트웨어로부터 전이시키기 위

한 프로세스의 실시예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현재 특권 레벨이 PLTV 보다 큰 경우, 게스트 소프트웨

어의 특권 레벨 및 특권 레벨 최고값 제어(Privilege Level Ceiling Value Control; PLCVC)에 기초하여 VM 탈출이 발생

한다. 도 7에서, VMM(11)로부터 VM 엔트리 요청을 수신한 경우에(단계 720), 프로세스가 시작한다(단계 710). 시스템

기타 장치들의 상태를 로딩하는 작업과 같은 VM 엔트리 검사가 수행된다(단계 730). PLCVC가 작동되지 않으면(단계

740), 게스트 명령이 실행된다(단계 750).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CPL을 평가한 후에, PLCVC가 작동되고(단계 740), CPL

이 PLTV를 초과하면(단계 770), VM 탈출로 인해 제어권이 VMM(112)로 전이되어(단계 770) 프로세스를 종료한다(단계

780). CPL이 PLTV를 초과하지 않으면(단계 760), 게스트 명령이 실행된다(단계 750).

실질적으로, 다중 드라이버 스레드들을 실행하는 확장 시간 동안 운영 시스템이 커널 모드에 존재하므로, 감시 타이머

(watchdog timer)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도 8은 가상 머신 환경에서 선점형 스케쥴링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일 구

현예에 대한 흐름도이다. 도 8에서, 프로세싱 로직이 현재 VM(CVM)이 선점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면(단계 810), 프로세

스가 시작된다(단계 805). 프로세싱 로직은 CVM이 가상 시스템의 일부인지를 판단한다(단계 815). CVM이 특권 모드

(Privilege Mode; PM)에 존재하지 않으면(단계 820), CVM은 선점되고(단계 825), 프로세스가 종료된다(단계 830).

CVM이 PM에 있으면(단계 820), 감시 타이머(Watch Dog Timer; WDT)가 셋업된다(단계 835). 특권 레벨 탈출 제어

(Privilege Level Exiting Control; PLEC)가 적절히 셋팅되어, CVM이 특권 모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VM이 탈출하도록

한다(단계 840). 다음으로, 프로세싱 로직은 제어권을 CVM으로 전이시킨다(단계 845). CVM으로부터 VM 탈출이 있은

후에, VMM(112)은 제어권을 받는다(단계 850). VM 탈출이 WDT에 의한 것이면(단계 855), CVM이 선점되어(단계 825)

프로세스가 종료된다(단계 830). VM 탈출이 WDT에 의한 것이 아니면(단계 855), VM 탈출이 처리되고(단계 860), 프로

세싱 로직은 CVM이 PM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단계 865). CVM이 PM에 존재하지 않으면(단계 865), CVM이 선점되

어(단계 825), 프로세스가 종료된다(단계 830). CVM이 PM에 존재하면(단계 865), PLEC가 셋팅되고(단계 840),제어권

이 CVM으로 전이되며(단계 845), WDT 및 PLEC는 유효 상태로 존재한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제어권이 제공됨으로써, 제1레벨에서 제4레벨로 그리고 제3레벨에서 제2 레벨로 전이하는 경우와

같이 특권 레벨들 사이의 특정 전이들 상에서 VM 탈출이 발생한다. 예컨대, 4개의 특권 레벨을 갖는 ISA에서, VMM이

VM 탈출을 발생시키도록하는 원인 및 목적지 특권 레벨의 12가지 가능한 조합 중의 임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되

공개특허 10-2006-0048597

- 8 -



는 12개의 제어권이 존재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특권 레벨 조합들의 전체 교차 곱을 한 갯수 미만의 제어권만이 제공

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서는 제어권을 특권 레벨 원인 목적지 탈출 제어(Privilege Level Source Destination Exiting

Controls; PLSDEC)로 지칭한다.

일 실시예에서, VMM(122)이 특권 레벨 내의 모든 변화들에 대한 제어권을 재획득하도록 하는 특권 레벨 내의 전이를 발

생시키는 모든 이벤트 및 명령들에 대한 실행 제어권이 제공된다. 이러한 대안은, 특정 명령 실행이 특권 레벨 변화를 실질

적으로 발생시키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VMM(122) 내의 부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예컨대, 하나의 ISA에서,

인터럽트 반환 명령(Interrupt Return Instruction; IRET)은 모든 경우가 아닌, 특권 레벨 내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IRET 명령의 수행으로, 명령의 실행이 특권 레벨을 변경시키는지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VM 탈출이 발생한다면, VMM

이 에뮬레이팅할 필요가 있거나, 명령의 실행이 특권 레벨 변화를 야기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명령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

함할 필요가 있다. 장애 명령으로 인해 특권 레벨 변경이 대기하게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IRET를 에뮬레이팅하는 것

과 같은 부가적인 요구 사항이 VMM 소프트웨어에 부과될 수도 있다.

특권 레벨 변경을 야기하는 일부 동작 또는 이벤트들은 다른 이유로 VM 탈출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른 VM 탈출

원인은 우선순위에서 보다 높거나, 명령 실행에 후속하여 특권 레벨 탈출 기준의 평가 이전에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에, VMM은, 이벤트 또는 명령을 야기하는 VM 탈출이 또한 특권 레벨 내의 변화를 야기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가

상화 구조(virtualization architecture)로 인해, VMM은 실행 제어권을 셋팅하여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명령의 실행에 대

해 VM 탈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용자 수준 코드에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명령의 실행으로 인해 특권 레벨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특권 레벨의 변화가 VM 탈출을 야기하도록 셋팅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명령들이 실행되는 경

우에, VM 탈출이 발생하도록 실행 제어권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명령의 실행

동안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유발 VM 탈출이 우선적으로 평가되고, 따라서 특권 레벨의 변화에 우선하여 VM 탈출이 발생

한다. 이러한 경우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탈출 조건은 본질적으로 장애에 해당하고, 명령의 실행 완료 이전에 평가되는

반면, 특권 레벨 변화는 본질적으로 트랩핑되고 명령의 완료 이후에 평가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중 VM

탈출 원인이 트랩핑되고, 다중 VM 탈출 원인이 장애에 해당할 수 있다. 특권 레벨 탈출 기준의 평가는 다른 또는 모든 VM

탈출 원인들보다 높거나 낮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원 발명에 의하면, 가상 머신에서 실행 중인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특권 레벨이 소정의 특권 레벨 탈출 기준을 만족시키

는 경우, 가상 머신 모니터가 시스템의 제어를 책임지도록 허가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에 있어서, 본 발명의 완전한 이해를 제공할 목적으로 다수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설명을 위해 제시되었다. 그

러나, 당업자에게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들 없이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이 명확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상 머신(virtual machine)에서 실행되고 있는 게스트 소프트웨어에 관한 현재 특권 레벨(current privilege level)을 평

가하는 단계와,

상기 현재 특권 레벨이 특권 레벨 탈출 기준(privilege level exiting criteria)을 충족하는 경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특권 레벨 탈출 기준을 가상 머신 제어 구조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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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초기 특권 레벨을 판정하는 단계와,

특권 레벨 변경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재 특권 레벨이 상기 초기 특권 레벨과 다른 경우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초기 특권 레벨을 판정하는 단계와,

특권 레벨 증가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재 특권 레벨이 상기 초기 특권 레벨보다 더 높은 특권을 갖는 경우 상기 가

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초기 특권 레벨을 판정하는 단계와,

특권 레벨 감소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재 특권 레벨이 상기 초기 특권 레벨보다 더 낮은 특권을 갖는 경우 상기 가

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초기 특권 레벨을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초기 특권 레벨로부터 상기 현재 특권 레벨로의 전이와 연관된 특권 레벨 원인 목적지 탈출 제어(privilege level

source destination exiting control)가 작동되는 경우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

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타겟 특권 레벨을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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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레벨 부합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재 특권 레벨이 상기 타겟 특권 레벨과 동일한 경우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특권 레벨 상한(ceiling)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재 특권 레벨이 상기 타겟 특권 레벨보다 더 높은 특권을 갖는 경우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특권 레벨 하한(floor)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재 특권 레벨이 상기 타겟 특권 레벨보다 더 낮은 특권을 갖는 경우 상

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특권 레벨이 가변적인 방법.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특권 레벨이 고정된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명령어를 실행하기 전에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명령어를 실행한 후에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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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에 의하여 실행되어 데이터 처리 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기록 매체에 저장된 명령어 세트로서, 상기 데이터 처리

방법은

가상 머신에서의 게스트 소프트웨어 실행에 관한 현재 특권 레벨을 평가하는 단계와,

상기 현재 특권 레벨이 특권 레벨 탈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명령어 세트.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처리 방법은

상기 특권 레벨 탈출 기준을 가상 머신 제어 구조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명령어 세트.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처리 방법은

초기 특권 레벨을 판정하는 단계와,

특권 레벨 변경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재 특권 레벨이 상기 초기 특권 레벨과 다른 경우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명령어 세트.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처리 방법은

초기 특권 레벨을 판정하는 단계와,

특권 레벨 증가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재 특권 레벨이 상기 초기 특권 레벨보다 더 높은 특권을 갖는 경우 상기 가

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명령어 세트.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처리 방법은

초기 특권 레벨을 판정하는 단계와,

공개특허 10-2006-0048597

- 12 -



특권 레벨 감소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재 특권 레벨이 상기 초기 특권 레벨보다 더 낮은 특권을 갖는 경우 상기 가

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명령어 세트.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처리 방법은

초기 특권 레벨을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초기 특권 레벨로부터 상기 현재 특권 레벨로의 전이와 연관된 특권 레벨 원인 목적지 탈출 제어가 작동되는 경우 상

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명령어 세트.

청구항 21.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처리 방법은

타겟 특권 레벨을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명령어 세트.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처리 방법은

특권 레벨 부합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재 특권 레벨이 상기 타겟 특권 레벨과 동일한 경우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명령어 세트.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처리 방법은

특권 레벨 상한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재 특권 레벨이 상기 타겟 특권 레벨보다 더 높은 특권을 갖는 경우 상기 가

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명령어 세트.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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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레벨 하한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재 특권 레벨이 상기 타겟 특권 레벨보다 더 낮은 특권을 갖는 경우 상기 가

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명령어 세트.

청구항 25.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특권 레벨이 가변적인 명령어 세트.

청구항 26.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특권 레벨이 고정된 명령어 세트.

청구항 2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처리 방법은

상기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명령어를 실행하기 전에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명령

어 세트.

청구항 2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처리 방법은

상기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명령어를 실행한 후에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명령어

세트.

청구항 29.

가상 머신에서의 게스트 소프트웨어 실행에 관한 현재 특권 레벨을 평가하고 상기 현재 특권 레벨이 특권 레벨 탈출 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제1 로직

을 포함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로직은 초기 특권 레벨을 판정하고, 특권 레벨 변경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재 특권 레벨이 상기 초기 특권

레벨과 다른 경우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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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로직은 초기 특권 레벨을 판정하고, 특권 레벨 증가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재 특권 레벨이 상기 초기 특권

레벨보다 더 높은 특권을 갖는 경우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프로세서.

청구항 32.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로직은 초기 특권 레벨을 판정하고, 특권 레벨 감소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 특권 레벨이 상기 초기 특권 레

벨보다 더 낮은 특권을 갖는 경우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프로세서.

청구항 33.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로직은 초기 특권 레벨을 판정하고, 상기 초기 특권 레벨로부터 상기 현 특권 레벨로의 전이와 연관된 특권 레벨

원인 목적지 탈출 제어가 작동되는 경우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프로세서.

청구항 34.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로직은 타깃 특권 레벨을 저장하고, 특권 레벨 부합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 특권 레벨이 상기 타깃 특권 레

벨과 동일하다면,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프로세서.

청구항 35.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로직은 타깃 특권 레벨을 저장하고, 특권 레벨 상한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 특권 레벨이 상기 타깃 특권 레

벨보다 더 높은 특권을 갖는 경우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프로세서.

청구항 36.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로직은 타깃 특권 레벨을 저장하고, 특권 레벨 하한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 특권 레벨이 상기 타깃 특권 레

벨보다 더 낮은 특권을 갖는 경우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프로세서.

청구항 37.

공개특허 10-2006-0048597

- 15 -



게스트 소프트웨어(guest software)를 실행시키는 가상 머신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세서;

상기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제1 명령어를 저장하기 위해 상기 프로세서에 결합된 메모리; 및

가상 머신에서 실행되는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현 특권 레벨을 평가하고, 상기 현 특권 레벨이 특권 레벨 탈출 기준을 충족

시키는 경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기 위한 상기 프로세서

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가상 머신 제어 구조에 상기 특권 레벨 탈출 기준을 저장하는 시스템.

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초기 특권 레벨을 판정하고, 특권 레벨 변경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 특권 레벨이 상기 초기 특권

레벨과 상이하다면,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시스템.

청구항 40.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초기 특권 레벨을 판정하고, 특권 레벨 증가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 특권 레벨이 상기 초기 특권

레벨보다 더 높은 특권을 갖는 경우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시스템.

청구항 41.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초기 특권 레벨을 판정하고, 특권 레벨 감소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 특권 레벨이 상기 초기 특권

레벨보다 더 낮은 특권을 갖는 경우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시스템.

청구항 42.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초기 특권 레벨을 판정하고, 상기 초기 특권 레벨로부터 상기 현 특권 레벨로의 전이와 연관된 특권 레벨

원인 목적지 탈출 제어가 작동되는 경우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시스템.

청구항 43.

제3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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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는 타깃 특권 레벨을 저장하는 시스템.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특권 레벨 부합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 특권 레벨이 상기 타깃 특권 레벨과 동일하다면, 상기 가

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시스템.

청구항 45.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특권 레벨 상한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 특권 레벨이 상기 타깃 특권 레벨보다 더 높은 특권을 갖

는 경우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시스템.

청구항 46.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특권 레벨 하한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 특권 레벨이 상기 타깃 특권 레벨보다 더 낮은 특권을 갖

는 경우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시스템.

청구항 47.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타깃 특권 레벨은 가변적인 시스템.

청구항 48.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타깃 특권 레벨은 고정된 시스템.

청구항 4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게스트 소프트웨어에서의 명령어 실행 전에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시스템.

청구항 50.

제3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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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게스트 소프트웨어에서의 명령어 실행 후에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는 시스템.

청구항 51.

가상 머신에서 실행되는 게스트 소프트웨어의 현 특권 레벨을 평가하기 위한 제1 수단; 및

상기 현 특권 레벨이 특권 레벨 탈출 기준을 총족시키는 경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기 위한 제2 수단

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2.

제51항에 있어서,

초기 특권 레벨을 판정하기 위한 제3 수단; 및

특권 레벨 변경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 특권 레벨이 상기 초기 특권 레벨과 상이한 경우,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시키기 위한 제4 수단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3.

제51항에 있어서,

초기 특권 레벨을 판정하기 위한 제3 수단; 및

특권 레벨 증가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재 특권 레벨이 상기 초기 특권 레벨보다 더 높은 특권을 갖는 경우 상기 가

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하기 위한 제4 수단

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4.

제51항에 있어서,

초기 특권 레벨을 판정하기 위한 제3 수단; 및

특권 레벨 감소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재 특권 레벨이 상기 초기 특권 레벨보다 더 낮은 특권 레벨을 갖는 경우 상

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하기 위한 제4 수단

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5.

제51항에 있어서,

초기 특권 레벨을 판정하기 위한 제3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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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초기 특권 레벨로부터 상기 현재 특권 레벨로의 전이와 연관된 특권 레벨 원인 목적지 탈출 제어가 작동되면, 상기 가

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하기 위한 제4 수단

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6.

제51항에 있어서,

타겟 특권 레벨을 저장하기 위한 제3 수단; 및

특권 레벨 부합 탈출 제어가 작동되고 상기 현재 특권 레벨이 상기 타겟 특권 레벨과 동일하면,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하기 위한 제4 수단

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7.

제51항에 있어서,

타겟 특권 레벨을 저장하기 위한 제3 수단; 및

특권 레벨 상한 탈출 제어(privilege level ceiling exiting control)가 작동되고 상기 현재 특권 레벨이 상기 타겟 특권 레

벨보다 더 높은 특권을 갖는 경우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하기 위한 제4 수단

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8.

제51항에 있어서,

타겟 특권 레벨을 저장하기 위한 제3 수단; 및

특권 레벨 하한 탈출 제어(privilege level floor exiting control)가 작동되고 상기 현재 특권 레벨이 상기 타겟 특권 레벨

보다 더 낮은 특권 레벨을 갖는 경우 상기 가상 머신 모니터로 제어를 전이하기 위한 제4 수단

을 더 포함하는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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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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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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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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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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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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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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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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