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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16p)

많은 보안 연구에도 불구하고 운영체제의 커널에 대한 공격은 여

전히 존재하고 있다. 공격자는 커널을 공격함으로써 시스템의 주

요 정보에 접근하거나, 악성 행동을 숨기거나, 악성 프로그램의 권

한을 상승시킨다. 전통적인 보안 기법은 보안 도구들을 커널에 위

치시켜서 그러한 공격들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커널과 같은 주소

공간에 위치하며 커널과 같은 실행 레벨을 갖는 보안 도구들은 커

널 자체가 공격당하게 되면 더 이상 보안 도구로서 기능하지 못하

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연구에서는 하이퍼

바이저를 통해 보안 도구의 실행 레벨을 높이고 격리시키거나, 하

드웨어에 기반한 ‘격리된 실행 공간’ 안에 보안 도구를 위치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전자의 방법은 하이퍼바이저의 코드 크

기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후자의 방법은 실시간 감

시를 위한 오버헤드가 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방법들을 상호 적용하여 단점을 보완한, 적

은 오버헤드로 실시간 감시를 하며 격리된 실행 환경 안에서 보안

도구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마이크로하이퍼바이

저의 구현과 ARM TrustZone의 활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보일 것이다.

주요어 : 하이퍼바이저, ARM TrustZone, 커널 보호

학 번 : 2018-2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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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많은 보안 연구에도 불구하고 운영체제의 커널에 대한 공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공격자는 커널을 공격함으로써 시스템의 주요 정보에 접

근하거나, 악성 행동을 숨기거나, 악성 프로그램의 권한을 상승시킨다.

예를 들어서 Rootkit[11] 공격은 커널 공간 내에 악의적인 코드를 수행하

며, vroot[10] 공격은 공격자가 커널의 함수 포인터를 수정하여 유저 공

간에 있는 악의적인 코드를 커널 권한으로 수행시킨다. 전통적인 보안

기법은 보안 도구들을 커널에 위치시켜서 그러한 공격들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보안 도구들은 커널과 같은 주소 공간에 위치하며 커널과

같은 실행 레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커널 자체가 공격당하게 되면 더 이

상 보안 도구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연구에서는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보안 도구

의 실행 레벨을 높이거나, 하드웨어에 기반한 ‘격리된 실행 공간’ 안에

보안 도구를 위치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하이퍼바이저에 기반한 방법

은 하이퍼바이저에 보안 도구들을 탑재하여 커널보다 높은 실행 레벨을

갖도록 하며 소프트웨어적으로 격리된 실행 환경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다양한 공격들을 완전히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보안 도구들

이 하이퍼바이저 안에 있어야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하이퍼바이저의 코

드 크기가 커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1)

하드웨어에 기반한 방법은 하드웨어가 제공하는 격리된 실행 공간 내

에 보안 도구들을 두어서 외부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실행 환경을 제공하

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격리된 실행 공간에 대한 예시로

는 Intel TXT, ARM TrustZone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하드웨어 기반 방

어법의 단점으로는 실시간 감시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시간 감시를 하려

면 격리된 실행 환경 내부가 커널과 실시간 통신을 해야하는데 이 과정

에서 많은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 kvm : 21m LoCs, Xen : 150k L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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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보안 기능만을 위한 마이크로 하이퍼바이저를 구현하

여 코드 크기는 작으면서 실시간 감시를 통해 시스템의 주요 자원에 접

근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더해 Secure Monitor

Call(SMC)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기능 또한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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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지식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서술할 상세한 구현에 앞서 ARM 아키텍처의

특징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제 1 절 ARM TrustZone

ARM 아키텍처에는 하드웨어 기반 격리된 실행 공간으로 TrustZone

이 있다. TrustZone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에서는 각각의 물리 프

로세서가 두 개의 가상 코어를 제공하는데, 하나는 Normal(Non-secure)

World로, 다른 하나는 Secure World로 다루어진다. 두 world는 독립된

메모리와 분리된 CPU 레지스터, 분리된 페이지 테이블 관련 레지스터를

갖는다. 또한 TrustZone만이 접근 가능한 디바이스나 메모리 영역이 존

재한다. 즉, normal world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들은 secure world

내의 자원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다. normal world와 secure world는

SMC(Secure Monitor Call) 호출규약(convention)을 이용하여 통신하게

된다.

제 2 절 실행 레벨(Exception Level)

ARM에는 x86 아키텍처의 Ring에 대응되는 실행 레벨(Exception

Level)이 존재한다. 실행 레벨은 EL0부터 EL3까지 존재하며 숫자가 높

을수록 더 상위 권한(privilege)을 갖는다. 각 실행 레벨에는 보통 순서대

로 어플리케이션(EL0), 운영체제 커널(EL1), 하이퍼바이저(EL2), 시큐어

모니터(EL3)가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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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RM 실행 레벨(Exception Level)

각 실행 레벨에서 상위 실행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미리 정의된 명령

어를 사용하여 이동하게 된다. 시스템콜(Supervisor call, syscall),

HVC(Hypervisor Call), SMC(Secure Monitor Call)이 그것이며, 특히 보

안 상태(security state), 즉 normal world와 secure world 전환 시에는

항상 SMC를 거치게 되어 있다. 상위 실행 레벨로 가기 위한 필요 명령

어는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다.

실행 레벨 이동 명령어

EL0 → EL1 SVC

EL1 → EL2 HVC

EL1 → EL3 SMC

EL2 → EL3 SMC

표 1 실행 레벨 이동을 위한 명령어



- 5 -

제 3 장 디자인 및 구현

이 장에서는 하이퍼바이저의 디자인과 구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다. 먼저 하이퍼바이저가 위치할 메모리와 실행 레벨 확보에 대한 설명

을 서술한다. 그 후, 보안 기능을 위한 마이크로 하이퍼바이저 구현을 위

해 하이퍼바이저로서 기능하기 위한 최소 필요 요소를 어떻게 구현했는

가를 설명한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트랩되어 넘어온 명령어를 처리

하기 위한 핸들러 구현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구현은 ARM Juno R1

개발 보드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Linario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였다.

제 1 절 메모리 레이아웃

그림 2 하이퍼바이저 및 커널 메모리 레이아웃

하이퍼바이저를 구현하여 사용하므로 하이퍼바이저가 실제로 차지할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하이퍼바이저 및 관련 텍스

트와 데이터가 들어갈 메모리 공간을 위해 먼저 커널의 디바이스 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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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여 커널이 사용하기 위해 예약(reserve)한 공간의 일부를 줄이고

하이퍼바이저를 위한 메모리 공간을 남겨두었다. 이 과정에서 하이퍼바

이저가 들어갈 위치가 기존 커널의 이미지가 로드되는 주소와 겹치는 관

계로 커널 이미지 로드 주소 또한 변경해 주었다.

또한 하이퍼바이저와 관련된 텍스트와 데이터에는 ‘section attribute’

를 통해 지정한 section에 할당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링커 스

크립트 파일을 수정하여 하이퍼바이저와 관련한 코드 및 데이터가 한 곳

에 모이도록 배치하였다. 최종적인 메모리 레이아웃은 다음 그림과 같다.

세부적인 요소에 대한 설명은 이후 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제 2 절 부팅

ARM Juno r1 보드를 위한 Linario 리눅스 커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팅 순서를 갖는다.

그림 3 ARM 부팅 과정

개발 환경에서는 ‘하드웨어 가상화 확장(Hardware Virtualization

Extension)’ 기능을 지원한다. 해당 기능을 지원할 시, U-boot과 호스트

커널이 EL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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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레지스터 분류 이름 비고

System Control Register

SCTLR_EL2 캐시, MMU

HCR_EL2 RW, TVM, VM

System Register

VBAR_EL2 벡터 테이블

SP_EL2 스택 포인터

PT related Register

TTBR_EL2 커널의 제 2단계 PT 주소

TCR_EL2 PT 설정

MAIR_EL2 메모리 설정

VTTBR_EL2 하이퍼바이저의 PT 주소

VTCR_EL2 PT 설정

표 2 시스템 레지스터의 종류와 역할

부팅된다. 하지만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이퍼바이저는 EL2에 올라

가야하므로 커널 부팅 초기에 하이퍼바이저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U-boot과 호스트 커널의 실행 레벨을

EL1으로 내려서 하이퍼바이저의 안전한 부팅을 보장하는 동시에 하이퍼

바이저가 사용할 공간을 예약(reserve)하여야 한다.

부팅 단계에서 시스템 레지스터에 접근하여 벡터 테이블, 페이지 테이

블, 스택 포인터 주소를 할당하므로 우리가 사용할 벡터 테이블의 주소

를 이 단계에서 할당하게 된다.

제 3 절 벡터 테이블

ARM 아키텍처에서는 예외(exception)가 발생하거나 HVC, SMC 명

령이 실행되면, 프로세서가 현재 발생한 예외 및 명령어에 대응하는 핸

들러 코드를 실행한다. 이 핸들러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위치를 예

외 벡터(exception vector)라고 부르며, 각 벡터가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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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외 벡터 테이블(exception vector table)이라고 부른다. 벡터 테이블

은 각 실행 레벨마다 존재하며 본 논문에서는 하이퍼바이저를 활용하여

예외를 처리해줄 것이기 때문에 EL2의 벡터 테이블을 구현하였다. 벡터

테이블의 상세 내용은 그림과 같다[1].

Address Exception type Description

VBAR_ELn + 0x000 Synchronous Current EL with SP0

+ 0x080 IRQ/vIRQ

+ 0x100 FIQ/vFIQ

+ 0x180 SError/vSError

+ 0x200 Synchronous Current EL with SPx

+ 0x280 IRQ/vIRQ

+ 0x300 FIQ/vFIQ

+ 0x380 SError/vSError

+ 0x400 Synchronous Lower EL using AArch64

+ 0x480 IRQ/vIRQ

+ 0x500 FIQ/vFIQ

+ 0x580 SError/vSError

+ 0x600 Synchronous Lower EL using AArch32

+ 0x680 IRQ/vIRQ

+ 0x700 FIQ/vFIQ

+ 0x780 SError/vSError

표 3 벡터 테이블 엔트리에 따른 상세 설명

예외 처리를 완료한 후에는 ERET 명령어를 수행하여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다. 해당 명령어를 실행하면 프로세서는 ELR_ELx2)에 저장되어

있는 PC 주소의 위치로 되돌아간다. 또한 SPSR_ELx 레지스터를 통해

프로세서의 이전 상태를 복원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실험에서 구현한 하이퍼바이저 벡터 테이블에서는 구현한 하이퍼바이

저 핸들러 함수를 부르도록 하여 이후 상세한 처리는 핸들러 함수에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2) x는 현재 실행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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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페이지 테이블

메모리 변환 테이블(Memory Translation Table), 즉 페이지 테이블은

가상머신이 사용하는 가상주소를 실제 물리 주소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보통 커널 및 운영체제에서 관리한다. 하지만 커널이 공격

당하여 메모리 변환 테이블이 노출되면 사용자의 중요 정보가 새어 나갈

수 있으며 읽기/쓰기 권한 등을 바꾸어 접근해서는 안 되는 메모리에 읽

기/쓰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커널에서

수행하는 모든 페이지 테이블의 업무를 하이퍼바이저가 관찰할 수 있도

록 한다. 즉, 하이퍼바이저는 가상 주소와 물리적 주소의 매핑(mapping)

과 각 주소의 접근 권한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며, 이를 통

해 메모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그림 4 유저/커널과 하이퍼바이저의 페이지 테이블 변환 과정

유저/커널 페이지 테이블

먼저, 기존의 가상 주소(VA)-물리 주소(PA) 변환에서 ‘중간 물리 주

소(IPA)’ 단계를 추가하여 VA-IPA-PA 변환으로 바꾼다. IPA가 존재함

으로 인해 각 게스트(guest) 운영체제가 다른 게스트의 메모리를 침범하

지 않을 수 있다. ARM 프로세서는 하이퍼바이저가 존재할 경우 2단계

변환을 지원한다. 운영체제에서 관리하는 주소 변환 및 메모리 매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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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바이저가 관찰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커널이 특정 메모리 주소에

접근하려할 때 하이퍼바이저가 접근 제어(access control)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커널이 페이지 테이블에 임의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커널의

페이지 테이블을 읽기 전용(read-only)으로 설정해야한다. 커널 메모리

영역에는 페이지와 페이지 테이블뿐만 아니라 리눅스가 사용하는 다양한

자료 구조들이 존재하므로 2MB의 블록을 읽기 전용으로 설정하면 커널

동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4KB

단위로 접근 권한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커널이 항상 3단계

변환(1GB-2MB-4KB)을 하도록 시스템을 수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커널

의 동작 구조를 직접 수정하게 되면 커널의 확장성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제 1단계 변환 테이블(stage 1 translation

table)을 수정하는 대신 제 2단계 변환(2-stage translation)을 하는 방식

으로 구현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이퍼바이저가 커널의 페이지 테이

블을 직접 수정하게 하는 것보다 하이퍼바이저의 크기를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각 단계별로 사용되는 페이지 테이블의 시작 주소를 TTBRm_ELn 레

지스터에 저장되어 있으며, 특히 하이퍼바이저에것 제 2단계에서 사용하

는 페이지 테이블의 주소를 VTTBR_EL2에 저장되어 있다.

하이퍼바이저 페이지 테이블

유저/커널 페이지 테이블을 위한 제 2단계 페이지 테이블과 별개로

하이퍼바이저가 사용할 EL2 페이지 테이블이 없다면 하이퍼바이저가 데

이터 캐시(data cache)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EL2 실행 레벨에서 사용할 제 1단계 페

이지 테이블을 identical mapping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페이지 테이블

의 구현 방식은 레벨 3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커널의 제

2단계 페이지 테이블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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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핸들러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핸들러를 구현하였다. 하나는 하이퍼바

이저에 존재하는 핸들러이고, 다른 하나는 ARM TrustZone를 활용한 핸

들러이다. 각 핸들러의 구현과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하이퍼바이저 핸들러는 두 가지 경우에 실행된다. 첫째는 커널을 실시

간으로 감시하고 있다가 시스템의 중요 자원에 접근하려고 할 때 트랩되

어 넘어온 경우이다. 이 때 실시간 감시는 하드웨어 기능의 도움을 받아

서 이루어진다. ARM에서는 HCR_EL2 레지스터의 TVM 비트를 설정하

면 특정 레지스터에 접근할 때 하이퍼바이저로 트랩되도록 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둘째는 커널 소스코드 안에 넣어둔, 직접 작성한 하이퍼바이저

콜(hvc_call) 함수를 통해 EL2로 넘어오는 경우다.

그림 5 하이퍼바이저 핸들러의 동작 과정

상기한 경우로 하이퍼바이저의 핸들러 함수로 넘어오게 되면 제일 먼

저 ESR_EL2 레지스터의 값을 확인한다. ESR 레지스터에는 EL2로 넘어

오기 직전에 1) 어떤 명령어를 실행했는지, 2) 어떤 시스템 레지스터에

접근하려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ESR 레지스터의

EC(Exception Class) 필드를 디코딩하여 트랩되어 왔는지 hvc_call을 통

해 왔는지를 확인한다. 트랩되어 왔다면 MSR/MRS 명령어를 실행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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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고, hvc_call을 통해 왔다면 HVC 명령어를 통해 온 것이다.

트랩되어 온 경우에는 어떤 명령어를 활용하여 어떤 레지스터에 접근

하려 했는지를 ESR 레지스터의 ISS(Instruction Specific Syndrome) 필

드를 디코딩함으로써 확인한다. 이후 해당 명령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시스템 레지스터에 대한 접근을 EL2에서 수행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hvc_call은 페이지를 설정하는 함수에 넣어두었다. 또한 hvc_call은 페

이지 설정 함수의 전달 인자(argument)들을 레지스터(x0 ~ x4)에 저장

한 뒤 HVC를 통해 EL2로 넘어가므로 이 값들을 확인하여 페이지 설정

함수에서 의도한 동작을 하이퍼바이저 핸들러에서 재현할 수 있다. 하이

퍼바이저 핸들러 함수의 실행이 끝난 후에는 ERET 명령어를 통해 원래

실행 레벨로 되돌아가도록 하였다. ERET 명령이 실행되면 ELR_EL2에

있는 값을 보고 되돌아갈 주소를 확인하는데, 트랩되어서 온 경우에는

ERET 명령어를 실행하기 전에 ELR_EL2의 값이 다음 명령어를 가리키

도록 하여야한다. HVC 명령어로 넘어온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다음 PC

값을 ELR_EL2에 저장하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SMC 핸들러는 EL3 실행 레벨을 활용한다. 하이퍼바이저와 마찬가지

로 벡터 테이블과 핸들러로 구성되어 있다. 하이퍼바이저 핸들러에서

SMC 명령어를 이용하여 SMC 핸들러로 넘어간 뒤, 어떤 레지스터에 접

근하려 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처리해준다. SMC 명령어를 이용하여

넘어간 경우에는 ESR_EL3의 ISS 필드에 SMC 명령어의 상수 인자값

(immediate)만 들어있다. 따라서 이 값으로는 핸들러의 on/off 여부를 결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처리 대상으로 삼는 각 시스템 레지스터들에

대한 고유 번호를 미리 정의하여 이를 범용 레지스터를 통해 넘겨주어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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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관련 연구

앞 장에서 서술한 하이퍼바이저 기반 연구와 하드웨어 기반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본 논문이 갖는 다른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하이퍼바이저 기반 연구

하이퍼바이저 기반 연구에서는 가상화를 통해 소프트웨어적으로 격리

된 실행 환경과 높은 실행 레벨을 보장해준다. 이를 통해 관찰 대상인

커널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커널을 감시할 수 있다. HIMA[2]는

Xen[7]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여 게스트의 이벤트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다. Sharif et el.[8]은 KVM[9]을 활용하여 메모리를 보호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이 Xen, KVM을 이용한 방법들은 이들의 코

드 크기가 방대하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의 가용 메모리 및 저장 공간이

작다면 비효율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제 2 절 하드웨어 기반 연구

커널 보호 기법 중 하나로는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하드웨

어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은 ARM TrustZone과 같은 하드웨어 기반 ‘신

뢰 실행 환경(Trusted Excution Environment)’ 안에 보안 서비스를 호스

팅한다. 이를 통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보안 도구들을

동작시킬 수 있게 된다. Hypervision[3]은 ARM TrustZone을 이용하여

Control Instruction Emulation을 구현하였다. TrustZone 내에 있는 보안

도구가 실시간으로 감시하기에는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Hypervision은

커널의 코드를 수정하여 특정 위치마다 SMC 명령어를 삽입하여 Secure

World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코드를 고쳐야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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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하이퍼바이저와 ARM TrustZone을 활용하여 커널보다

높은 실행 레벨을 가지며 격리된 환경에서 커널의 행동을 감시하는 보안

환경을 구축하였다.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ARM 프로세서 상에서 진

행되었으며, 작은 코드 크기를 가지는 마이크로 하이퍼바이저를 구현하

였다. 이를 통해 메모리가 제한적인 IoT 기기에 탑재되어 활용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기능을 적절히 융합

하여 추후 연구에서도 이를 활용한 연구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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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effot of researchers on security studies, attacks on the

OS kernel still threaten many systems. By attacking the kernel,

attackers can access sensitive information of the system, hide

malicious behavior or escalate the privilege of malicious processes.

Traditionally, security techniques that locate security tools in the

kernel have been used to protect kernel. However, when the kernel is

attacked those security tools can no longer function as security tools.

Because the security tools would be consequently compromised. To

address this, recent studies suggest how to increase the execution

level of security tools through hypervisors or to place security tools

in 'Isolated Execution Environment' based on hardware. However, the

former has a problem in that the code size of the hypervisor becomes

excessively large and the latter has a large overhead for real time

monitoring.

In this paper, I propose a method to apply security tools in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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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ed execution environment with real-time monitoring with little

overhead. This paper will show you how to implement a

micro-hypervisor and how to use ARM Trust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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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Number : 2018-26065


	제 1 장 서론 
	제 2 장 배경 지식 
	제 1 절 ARM TrustZone
	제 2 절 실행 레벨(Exception Level) 

	제 3 장 디자인 및 구현 
	제 1 절 메모리 레이앙수 
	제 2 절 부팅 
	제 3 절 벡터 테이블 
	제 4 절 페이지 테이블 
	1. 유저/커널 페이지 테이블 
	2. 하이퍼바이저 페이지 테이블 

	제 5 절 핸들러 

	제 4 장 관련 연구 
	제 1 절 하이퍼바이저 관련 연구 
	제 2 절 하드웨어 기반 연구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7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배경 지식  3
 제 1 절 ARM TrustZone 3
 제 2 절 실행 레벨(Exception Level)  3
제 3 장 디자인 및 구현  5
 제 1 절 메모리 레이앙수  5
 제 2 절 부팅  6
 제 3 절 벡터 테이블  7
 제 4 절 페이지 테이블  9
  1. 유저/커널 페이지 테이블  9
  2. 하이퍼바이저 페이지 테이블  10
 제 5 절 핸들러  11
제 4 장 관련 연구  13
 제 1 절 하이퍼바이저 관련 연구  13
 제 2 절 하드웨어 기반 연구  13
제 5 장 결론  14
참고문헌  15
Abstract  17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