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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플랫폼 구성 레지스터를 리세트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57) 요약

보안 토큰에서 특수 레지스터들을 리세트하고 변경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가 기술된다. 일 실시예에서는, 버스 상의 특수

한 전송이 관련 프로세서 및 칩세트의 상호 구역성(mutual locality)을 나타내는 경우에 리세트 플래그가 참이면, 레지스터

가 리세트될 수 있다. 또한 변경 플래그를 이용하여 레지스터 콘텐츠가 변경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낼 수도 있다. 변경

은 상호 구역성의 데모에 의존할 수도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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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회로; 및

상기 회로에 연결되어 있으며 지역성 확인 메시지(locality confirming message)를 전달하기 위한 제1 버스

를 포함하고,

상기 지역성 확인 메시지는 보안 토큰이 다른 시스템 자원들과 직접적인 물리적 접속 상태에 있다는 표시(indication) 또는

신뢰 소프트웨어가 PCR 콘텐츠를 리세트하거나 변경하기를 원한다는 표시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레지스터에 연결되어 있는 제1 플래그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플래그는 상기 제1 레지스터를 리세트하기 위한 허가를 나타내는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레지스터는 프로세서에 의해 특권 명령어를 실행하는 중에 리세트될 수 있는 시스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레지스터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제1 레지스터의 콘텐트를 변경하기 위한 허가를 나타내는 제2 플래그를 더 포

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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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레지스터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제1 레지스터의 콘텐트를 변경하기 위한 허가를 나타내는 제1 플래그를 더 포

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레지스터의 상기 콘텐트는 프로세서에 의해 특권 명령어를 실행하는 중에 변경될 수 있는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레지스터는 제1 코드의 제1 다이제스트(digest)를 포함할 수 있는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레지스터는 상기 제1 다이제스트로 확장된 제2 코드의 제2 다이제스트를 포함할 수 있는 시스템.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제2 코드의 제2 다이제스트를 포함하기 위한 제2 레지스터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버스를 통해 상기 지역성 확인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칩세트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칩세트는 특수 버스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지역성 확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특수 버스 메시지는 제2 버스 상에서 전달되는 시스템.

등록특허 10-0692347

- 3 -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특수 버스 메시지를 상기 제2 버스 상에서 전송하기 위한 프로세서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특권 명령어를 실행하는 중에 상기 특수 버스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제1 다이제스트를 저장하기 위한 제1 레지스터; 및

상기 제1 레지스터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제1 레지스터가 지역성 확인 메시지에 응답하여 리세트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제1 플래그

를 포함하고,

상기 지역성 확인 메시지는 보안 토큰이 다른 시스템 자원들과 직접적인 물리적 접속 상태에 있다는 표시 또는 신뢰 소프

트웨어가 PCR 콘텐츠를 리세트하거나 변경하기를 원한다는 표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플래그는 제조 시에 설정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레지스터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제1 레지스터의 콘텐츠가 상기 지역성 확인 메시지에 응답하여 변경될 수 있

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제2 플래그를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제2 다이제스트를 저장하기 위한 제2 레지스터를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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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레지스터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제2 레지스터가 상기 지역성 확인 메시지에 응답하여 리세트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제3 플래그를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레지스터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제2 레지스터의 콘텐츠가 상기 지역성 확인 메시지에 응답하여 변경될 수 있

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제4 플래그를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2.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다이제스트를 제2 다이제스트로 확장하기 위해 기입 명령어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레지스터를 지원하는 회로를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3.

프로세서로부터 특수 버스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버스 메시지 로직; 및

상기 특수 버스 메시지에 응답하여 지역성 확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보안 버스 로직

을 포함하고,

상기 지역성 확인 메시지는 보안 토큰이 다른 시스템 자원들과 직접적인 물리적 접속 상태에 있다는 표시 또는 신뢰 소프

트웨어가 PCR 콘텐츠를 리세트하거나 변경하기를 원한다는 표시를 포함하는 칩세트.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특수 버스 메시지는 보안 입력 명령어의 실행 기간 중에 발행되는 칩세트.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지역성 확인 메시지는 레지스터를 리세트하는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칩세트.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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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지역성 확인 메시지는 레지스터의 콘텐츠를 변경하는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칩세트.

청구항 27.

제1 지역성 확인 메시지를 제1 버스 상에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지역성 확인 메시지에 응답하여 제1 레지스터를 리세트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지역성 확인 메시지는 보안 토큰이 다른 시스템 자원들과 직접적인 물리적 접속 상태에 있다는 표시 또는 신뢰 소프

트웨어가 PCR 콘텐츠를 리세트하거나 변경하기를 원한다는 표시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제1 플래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레지스터를 리세트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제2 지역성 확인 메시지를 상기 제1 버스 상에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지역성 확인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레

지스터의 제1 콘텐트를 변경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제2 플래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레지스터의 상기 제1 콘텐트를 변경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제3 지역성 확인 메시지를 상기 제1 버스 상에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제3 지역성 확인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제2 레

지스터를 리세트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제4 지역성 확인 메시지를 상기 제1 버스 상에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제4 지역성 확인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제2 레

지스터의 제2 콘텐트를 변경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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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제30항에 있어서,

제3 지역성 확인 메시지를 상기 제1 버스 상에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제3 지역성 확인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레

지스터의 제2 콘텐트를 변경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31항에 있어서,

다이제스트와의 암호작성적 결합(cryptological combination)을 사용하여 상기 제1 레지스터의 상기 제2 콘텐트를 변경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1 다이제스트를 저장하기 위한 제1 레지스터; 및

상기 제1 레지스터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제1 레지스터의 콘텐츠가 지역성 확인 메시지에 응답하여 변경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제1 플래그

를 포함하고,

상기 지역성 확인 메시지는 보안 토큰이 다른 시스템 자원들과 직접적인 물리적 접속 상태에 있다는 표시 또는 신뢰 소프

트웨어가 PCR 콘텐츠를 리세트하거나 변경하기를 원한다는 표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플래그는 제조 시에 설정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레지스터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제1 레지스터가 상기 지역성 확인 메시지에 응답하여 리세트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제2 플래그를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8.

제1 지역성 확인 메시지를 제1 버스 상에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지역성 확인 메시지에 응답하여 제1 레지스터의 콘텐츠를 변경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등록특허 10-0692347

- 7 -



상기 지역성 확인 메시지는 보안 토큰이 다른 시스템 자원들과 직접적인 물리적 접속 상태에 있다는 표시 또는 신뢰 소프

트웨어가 PCR 콘텐츠를 리세트하거나 변경하기를 원한다는 표시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제1 플래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레지스터의 콘텐츠를 변경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뢰 또는 보안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로컬 또는 원격 마이크로컴퓨터들 상에서 실행되는 재정 및 퍼스널 트랜잭션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뢰(trusted)" 또

는 "보안(secured)" 마이크로프로세서 환경들의 확립을 자극한다. 이러한 환경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프라이버시

손실의 문제 또는 데이터가 파괴되거나 오용되는 문제이다. 사용자들은 그들의 개인 데이터가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부적절한 트랜잭션들에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들은 의무 기

록의 의도적이지 않은 배포, 또는 온라인 뱅크 또는 기타의 수탁고로부터 자금을 전자적으로 훔치는 것을 포함한다. 유사

하게, 콘텐츠 제공자들은 디지털 콘텐츠(예를 들면, 음악, 기타의 오디오, 비디오 또는 기타 형식의 일반 데이터)가 허가없

이 복사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본 발명의 출원시에 www.trustedpc.com에서 이용가능한) 신뢰 컴퓨팅 플랫폼 연합에 의해 발행된, 2001년 12월 1일의

TCPA(Trusted Computing Platform Alliance) 주요 규격 버젼 1.1a에 개시된 바와 같이, 그러한 신뢰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의 하나의 컴포넌트는 TPM(trusted platform module)이다. TPM은 PCR(platform configuration registers)로 불

리우는 몇가지 특수 레지스터들을 포함할 수 있다. PCR들은, 나중에 검색되어 인증 프로세스를 더 거치는, 소프트웨어 프

로그램들을 포함하는, 파일들의 암호화된 다이제스트들을 저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PCR들의 콘텐츠가

시스템의 보안성 또는 신뢰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PCR들은 시스템의 일반적인 목적의 동작들에 의해서 리세트되지 않아

야 한다. 현재의 설계에 따르면, 일반 시스템 리세트(예를 들면, 파워-온 리셋)시에만 PCR들이 리세트되도록 제한한다.

실시예

다음의 설명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의 신뢰 또는 보안 환경에서 사용되는 특수 레지스터들을 리세트 또는 변경하기

위한 기술들을 설명한다. 다음의 설명에서, 로직 구현, 소프트웨어 모듈 할당, 암호화 기술, 버스 시그널링 기술, 및 동작의

상세한 부분들과 같은 수많은 특정 상세한 설명들은 본 발명의 보다 완전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된다. 그러나, 당업

자라면, 그러한 특정 상세한 설명없이도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다른 경우, 제어 구조, 게이트 레

벨 회로 및 완전한 소프트웨어 명령어 시퀀스들은 본 발명을 모호하게 하지 않기 위해 상세하게 도시되지 않는다. 당업자

라면, 포함된 상세한 설명을 통해, 과도한 실험없이 적절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의 형태로 개시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미니컴퓨터 또는 메인프레임 컴퓨터와 같은 기타 형

태의 프로세서로 구현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새로운 종류의 PCR(Platform Configuration Register)이 보안 토큰 내에서 TPM(trusted platform

module)과 함께 사용된다. 각각의 새로운 PCR은, PCR이 그 콘텐츠가 리세트되거나 또는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플래그 쌍과 연관될 수 있다. 보안 토큰은 특수한 지역성 확인 메시지들(locality-confirming

messages)을 수신할 수 있는 버스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지역성 확인 메시지들은, 보안 토큰이 다른 시스템

자원들과 직접적인 물리적 접속 상태에 있다는 것과 신뢰 소프트웨어가 PCR 콘텐츠를 리세트하거나 또는 변경하기를 원

한다는 것 모두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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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예시적인 신뢰 또는 보안 소프트웨어 환경의 도면이 도시된다. 도 1의 실시

예에서, 신뢰 및 비신뢰(untrusted) 소프트웨어가 단일 컴퓨터 시스템 상에 동시에 로딩되고 동시에 실행될 수 있다.

SVMM(secure virtual machine monitor)(350)은 하나 이상의 비신뢰 오퍼레이팅 시스템들(340) 및 비신뢰 애플리케이

션들(310 - 330)로부터의 하드웨어 자원들(380)에 대한 직접적인 액세스를 선택적으로 허용하거나 또는 차단한다. 이에

관련해서, "비신뢰(untrusted)"라는 것은 반드시, 오퍼레이팅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들이 계획적으로 부정하게 거동하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코드의 크기 및 다양성이, 소프트웨어가 원하는 대로 거동하는 것을 신뢰성

있게 보장하고, 바이러스들이나 그의 실행을 간섭하는 다른 외부 코드가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에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비신뢰 코드는 오늘날의 퍼스널 컴퓨터들 상에서 발견되는 통상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들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SVMM(350)은 하나 이상의 신뢰(trusted) 커널 혹은 보안 커널(360) 및 하나 이상의 신뢰 애플리케이션(370)으로

부터의 하드웨어 자원(380)에 대한 직접적인 액세스를 선택적으로 허용하거나 혹은 차단한다. 그러한 신뢰 커널 혹은 보

안 커널(360) 및 신뢰 애플리케이션(370)은 신뢰 분석(trust analysis)을 수행하는 능력을 돕기 위한 기능 및 크기가 제한

될 수 있다. 신뢰 애플리케이션(370)은 보안 환경에서 실행 가능한 임의의 소프트웨어 코드, 프로그램, 루틴, 또는 루틴 세

트일 수 있다. 따라서, 신뢰 애플리케이션(370)은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나 코드 시퀀스일 수 있고, 또는 자바 애플릿과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애플리케이션일 수도 있다.

시스템 자원 보호 또는 특권(previlege)을 개조할 수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340) 또는 커널(360)에 의해 통상적으로 수

행된 명령어 또는 동작들은 SVMM(350)에 의해 트랩될 수 있고, 선택적으로 허용되거나 부분적으로 허용되거나 혹은 거

부될 수 있다. 예로서,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340) 또는 커널(360)에 의해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프로세

서의 페이지 테이블을 바꾸는 명령어들은 SVMM(350)에 의해 대신 트랩될 것이고, 이는, 그의 가상 머신의 도메인 외측의

페이지 특권을 바꾸는 요청이 시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이제,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소정의 예시적인 신뢰 소프트웨어 모듈 혹은 보안 소프트웨어 모듈,

및 예시적인 시스템 환경(200)의 도면이 도시된다. 도 2에 따른 실시예에서, 프로세서(202), 프로세서(212), 프로세서

(222), 및 선택적인 그 외의 프로세서(도시되지 않음)가 도시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다양한 컴포넌트들 및 기능적 유닛들

의 경계와 마찬가지로, 프로세서의 수가 다를 수도 있다.

프로세서(202, 212, 222)는 임의의 특수 회로 또는 로직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여 보안 혹은 신뢰 동작들을 지원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202)는 SENTER(secure enter) 로직(204)을 포함하여, 신뢰 동작들을 개시할 수 있는 특수한

SENTER 명령어들의 실행을 지원할 수 있다. SENTER는 특수 모드인 경우에만 통상적으로 실행되고 통상적으로 오퍼레

이팅 시스템 또는 시스템들은 이용가능하나 그 외의 사용자는 이용할 수 없는 기계 명령어로서 정의된, 특권 명령어의 일

례이다. 특권 동작들은 특권 명령어의 실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프로세서(202)는 버스 메시지 로직(206)을 포함

하여 특수 SENTER 동작들의 지원으로, 시스템 버스(230) 상에 특수한 버스 메시지들을 지원한다. 대안적인 실시예에 있

어서, 칩세트(240)의 메모리 제어 기능은 프로세서들 내의 회로들에 할당될 수 있고, 다수의 프로세서에 대해, 단일 다이

(single die) 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특수 버스 메시지들은 프로세서들의 내부 버스들 상에서도 전

송될 수도 있다. 특수 버스 메시지들의 사용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시스템의 보안성 및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프로

세서(202, 212, 222) 또는 칩세트(240)와 같은 회로 구성 요소는, 본 개시물 또는 그들의 등가물에 따른 실시예들의 적절

한 로직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메시지들을 발행하거나 그들에 응답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 버스 메시

지들의 성공적인 교환은 적절한 시스템 구성을 보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또한, 특수 버스 메시지들은 플랫폼 구성 레지

스터(286)를 리세트하는 것과 같은, 통상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활동들을 허용할 수 있다. 특수 버스 메시지들이 단지 특

수한 보안 명령어들에만 응답하여 발행되도록 함으로써, 소정의 버스 트랜잭션을 염탐하는,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비신뢰

코드의 능력을 박탈할 수 있다.

또한, 프로세서(202)는 보안 메모리를 포함하여 보안 초기화 동작들을 지원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보안 메모리

(208)는 아마도 특수 모드로 동작하는, 프로세서(202)의 내부 캐시일 수 있다.

"칩세트(chipset)"는 접속된 프로세서 또는 프로세서들에 대해 메모리 및 입/출력(I/O) 동작들을 지원하는 일군의 회로 및

로직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 칩세트의 개별적인 구성 요소들은 단일 칩 또는 한 쌍의 칩에 함께 그룹화되거나, 또는 프로세

서들을 포함하는 다수의 칩들 상에 분산될 수 있다. 도 2에 따른 실시예에 있어서, 칩세트(240)는 회로 및 로직을 포함하여

프로세서(202, 212, 222)를 지원하는 메모리 및 I/O 동작들을 지원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칩세트(240)는 다수의

메모리 페이지(250-262)와 인터페이스할 수 있고, 프로세서가 아닌 디바이스들이 메모리 페이지(250-262)를 액세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디바이스 액세스 페이지 테이블(248)과 인터페이스할 수 있다. 칩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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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는 I/O 디바이스로부터 메모리 페이지(250-262)의 선택된 부분으로 DMA(direct memory access)를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디바이스 액세스 로직(247)을 포함할 수 있다. 소정의 실시예에서, 디바이스 액세스 로직(247)은 그러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하는데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그 외의 실시예에 있어서, 디바이스 액세스 로

직(247)은 디바이스 액세스 페이지 테이블(248)에 보유된 그러한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다. 칩세트(240)의 기능은 대안적

인 실시예에 있어서는, 하나 이상의 물리적 디바이스들 사이에 더 할당될 수 있다. 칩세트(240)는 특수한 SENTER 동작들

의 지원으로, 시스템 버스(230) 상에 특수 버스 메시지를 지원하기 위해, 그 자신이 갖는 버스 메시지 로직(242)을 추가적

으로 포함할 수 있다.

칩세트(240)는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AGP(accelerated graphics port), USB(universal serial

bus), LPC(low pin count) 버스, 또는 다른 종류의 I/O 버스(도시되지 않음)와 같은 I/O 버스 상에 표준 I/O 동작을 지원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290)는 하나 이상의 PCR(platform configuration registers; 286, 294)을 포함하는 토큰(276)과 칩

세트(240)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인터페이스(290)는 소정의 보안 강화의 추가로 변경된

LPC 버스(Low Pin Count(LPC) Interface Specification, 인텔사, rev. 1.0, 1997년 12월 29일)일 수 있다. 그러한 보안

강화의 일례는 토큰(276) 내의 PCR(platform configuration register; 286)을 타겟으로 하는 어드레스 정보 및 사전-예약

된 메시지 헤더를 이용하는, 지역성 확인 메시지(locality confirming message)가 있을 것이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토큰

(276)은 특수한 보안 특성을 포함할 수 있고, 일 실시예에서, TCPA(본 출원의 제출시 www.trustedpc.com에서 이용 가

능함)에 의해 2001년 12월 1일자로 발행된, TCPA(Trusted Computing Platform Alliance) 주요 규격, 버젼 1.1a에 개시

된 TPM(trusted platform module; 281)을 포함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290)는 칩세트(240)와 토큰(276) 사이의 다양한

양방향 통신을 위한 데이터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칩세트(240)의 보안 버스 로직(266)은 회로를 포함하여, 지역성 확인

메시지를 생성하여 토큰(276)에 전송할 수 있다.

시스템 환경(200)에서 식별된 2개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은 SVMM(Secure Virtual Machine Monitor; 282) 모듈, 및

SINIT-AC(Secure Initialization Authenticated Code; 280) 모듈이다. SVMM(282) 모듈은 시스템 디스크 또는 그 외의

대용량 기억 장치에 저장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 외의 위치로 이동되거나 복사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보안 론

치(launch) 프로세스를 개시하기 전에, SVMM(282)는, 하나 이상의 메모리 페이지(250-262)로 이동되거나 복사될 수 있

다. 보안 개시 프로세스 다음에, SVMM(282)이 시스템 내에서 최고의 특권 코드로서 동작하는 가상 머신 환경이 생성될

수 있고, 생성된 가상 머신 내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소정의 시스템 자원에 대한 직접 액세스

를 허용 또는 거부하는데 가상 머신 환경이 사용될 수 있다.

보안 개시 프로세스에 의해 요구된 조치들 중 일부는 단순한 하드웨어 구현의 범주를 벗어난 것일 수 있고, 그의 실행이 내

재적으로 신뢰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대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SINIT

(Secure Initialization) 코드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보안 환경의 올바른 인스턴스 생성(correct

instantiation)을 지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 구성의 중요 부분들을 확인하는 조치, 디바이스 액세스 로직(247)

및 디바이스 액세스 페이지 테이블(248)을 구성하는 조치, 및 시스템 제어를 전달하기 전에 SVMM(282) 아이덴티티

(identity)를 계산 및 등록하는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등록(register)"은 SVMM(282)의 신뢰성 측정을 레지스

터, 예를 들어, PCR(286) 또는 PCR(294)에 위치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후 조치가 취해지면, SVMM(282)의

신뢰도는 잠재적인 시스템 사용자에 의해 조사될 수 있다.

SINIT 코드는 프로세서의 제작자 또는 칩세트의 제작자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SINIT 코드는 칩세트

(240)의 보안 론치를 지원할 정도로 신뢰성있다 SINIT 코드를 배포하기 위해, 일 실시예에서, 공지된 암호학적 해시는, "

다이제스트(digest)"로 알려진 값을 생성하는, 전체 SINIT 코드로 이루어진다. 일 실시예는 다이제스트에 대해 160-비트

값을 생성한다. 그 후, 다이제스트는 비밀 키에 의해 암호화되고, 일 실시예에서 프로세서의 제작자에 의해 보유되어, 디지

털 서명을 형성할 수 있다. SINIT 코드가 대응 디지털 서명과 함께 묶일 때, 그 결합은 SINIT-AC(SINIT-authenticated

code; 280)로 불릴 수 있다. SINIT-AC(280)의 복사본들은 아래 논의된 바와 같이 이후에 검증될 수 있다.

임의의 논리적 프로세서는 보안 론치 프로세스를 개시할 수 있고, 그 다음, ILP(initiating logical processor)로서 불릴 수

있다. 시스템 버스(230) 상의 임의의 프로세서들이 ILP가 될 수 있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프로세서(202)가 ILP가 된다.

무엇보다도, 다른 프로세서 또는 DMA 디바이스들은 메모리 페이지(250-262)를 오버라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서, SINIT-AC(280)의 메모리-상주 복사본이나 SVMM(282)의 메모리-상주 복사본 중 어느 것도 신뢰할만 하다고 생각

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 ILP(프로세서; 202)는 특권 명령어를 실행한다. 이 특권 명령어는 일 실시예에서 SENTER(secured enter) 명령

어로 불릴 수 있고, SENTER 로직(204)에 의해 지원될 수 있다. SENTER 명령어의 실행은 ILP(프로세서; 202)가 시스템

버스(230) 상에 특수 버스 메시지를 발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다른 특권 명령어가 실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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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버스 메시지를 발행한 이후에, ILP(프로세서 202)는 RLP들(responding logical processors)로 불릴 수 있는 그 외의

프로세서들이 보안 동작을 개시할 준비가 되면 그 시점을 확인하도록 체크할 수 있다. RLP가 준비되었을 때, ILP(프로세

서 220)는 SINIT-AC(280)에 포함된 SINIT 코드를 인증하고 이어서 실행할 목적으로, SINIT-AC(280)의 복사본 및 키

(284) 둘 다를 보안 메모리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이러한 보안 메모리는 아마도 특수 모드로 동작하는, ILP

(프로세서 220)의 내부 캐시일 수 있다. 키(284)는 SINIT-AC(280) 모듈에 포함된 디지털 서명을 암호화하기 위해 사용된

비밀 키에 대응하는 공개 키를 나타내고, 디지털 서명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어, SINIT 코드를 인증한다. 일 실시예에서,

키(284)는 아마도 SENTER 로직(204)의 일부로서, 프로세서에 미리 저장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키(284)는 ILP에

의해 판독되는, 칩세트(240)의 판독-전용 키 레지스터(244)에 저장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프로세서나 칩세트의

키 레지스터(244) 중 어느 하나는 사실상 키(284)의 암호 다이제스트를 보유할 수 있고, 여기서 키(284) 그 자체는

SINIT-AC(280) 모듈에 포함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ILP는 키 레지스터(244)로부터 다이제스트를 판독하고, SINIT-

AC(280)에 내장된 키(284)를 통해 등가의 암호 해시를 계산하고, 2개의 다이제스트를 비교하여 지원된 키(284)가 신뢰성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그 후, SINIT-AC의 복사본 및 공개 키의 복사본은 보안 메모리 내에 존재할 수 있다. 이제, ILP는 공개 키의 복사본을 사

용하여 SINIT-AC의 복사본에 포함된 디지털 서명을 암호해독함으로써 SINIT-AC의 복사본을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암

호해독은 암호 해시의 다이제스트의 원본을 생성한다. 새롭게 계산된 다이제스트가 이러한 원본과 일치한다면, SINIT-

AC의 복사본 및 그것이 포함된 SINIT 코드는 믿을만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보안 토큰(276) 내의 PCR(286)에 SINIT-AC 모듈의 암호 다이제스트 값을 기입함으로써,

ILP는 SINIT-AC 모듈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등록할 수 있다. ILP의 SENTER 명령어의 실행은, ILP의 보안 메모리 내에

보유된 SINIT 코드의 신뢰 복사본으로 실행 제어를 전송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그 후, 신뢰 SINIT 코드는 그의 시스템

테스트 및 구성 조치(configuration actions)를 수행할 수 있고, 상기 "등록"의 정의에 따라, SVMM의 메모리-상주 복사본

을 등록할 수 있다.

SVMM의 메모리-상주 복사본의 등록은 여러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ILP에서 실행하는 SENTER 명령

어는 SINIT-AC의 계산된 다이제스트를 보안 토큰(276) 내의 PCR(286)에 기입한다. 이어서, 신뢰 SINIT 코드는 메모리-

상주 SVMM의 계산된 다이제스트를 보안 토큰(276) 내의 동일한 PCR(286) 또는 다른 PCR(294)에 기입한다. SVMM 다

이제스트가 동일한 PCR(286)에 기입되었다면, 보안 토큰(276)은 원래의 내용(SINIT 다이제스트)을 새로운 값(SVMM 다

이제스트)으로 해시하고, 그 결과를 다시 PCR(286)에 기입한다. 실시예에서, PCR(286)로의 첫번째(초기화) 기입이

SENTER 명령어로 제한되는 경우에, 결과적인 다이제스트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근원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일단, 신뢰 SINIT 코드가 그 실행을 완료하고, PCR 내에 SVMM의 아이덴티티를 등록하면, SINIT 코드는 ILP 실행 제어

를 SVMM에 전달할 수 있다.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ILP에 의해 실행되는 첫번째 SVMM 명령어는 SVMM에 대한 자가 초

기화 루틴(self-initialization routine)을 나타낼 수 있다. ILP는 일 실시예에서 현재 실행되는 SVMM의 복사본의 감시하

에 각 RLP가 동작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나아가, 전체 시스템은 상기 도 1의 설명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

뢰 모드로 동작한다.

이제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도 2의 시스템의 보안 토큰(276)의 상세한 도면이 도시된다. 토큰

(276)은 몇몇 종래의 PCR(232, 234, 236, 238)을 포함하는 TPM(278)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종래의 PCR들은 일반적

인 시스템 리세트 이벤트에서만 리세트될 수 있다. 이 TPM(278)은 16개 혹은 그 이상의 종래의 범용 PCR을 포함할 수 있

다.

또한, 일 실시예에서 토큰(276)은 본 발명의 PCR(286, 294)을 포함할 수 있다. 각 PCR(286, 294)은 상이한 조건 하에서

의 PCR의 거동을 나타내는 플래그들과 관련될 수 있다. 예컨대, PCR(286)은 리세트 플래그(288) 및 변경(modify) 플래그

(292)와 관련되어 있고, PCR(294)는 리세트 플래그(296) 및 변경 플래그(298)와 관련되어 있다. 리세트 플래그(288)가

논리값 참을 가지면, PCR(286)는 인터페이스(290)에 도달하는 지역성 확인 메시지의 커맨드에 따라 리세트될 수 있다. 변

경 플래그(292)가 논리값 참을 가지면, PCR(286)은 인터페이스(290)에 도달하는 지역성 확인 메시지의 커맨드에 따라 그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SINIT-AC(280)의 암호화된 다이제스트는 PCR(286)에 기입되고 SVMM(282)

의 암호화된 다이제스트는 PCR(294)에 기입된다. 이러한 다이제스트들은 시스템 환경(200)이 보안 또는 신뢰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로컬 또는 원격 사용자에게 나타하는 인증(attestation) 과정의 일부로서 요청시 표시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SINIT-AC(280) 및 SVMM(282)의 다이제스트들은 PCR(286)과 같은 단일 PCR에 기입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SINIT-AC의 제1 다이제스트는 PCR(286)에 기입된다. 그 다음, PCR(286)의 콘텐츠는 SVMM(282)의 다이

등록특허 10-0692347

- 11 -



제스트와 암호작성 방식으로 결합되고, 그 결과의 결합된 다이제스트는 PCR(286)에 기입된다. 일 실시예에서, PCR(286)

을 지원하도록 구성된, 토큰(276) 내의 회로는 인터페이스(290)를 통해 인입되는 기입 요청의 값을 취하여, 이 값을 PCR

(286)내의 현재의 값과 암호작성 방식으로 결합시킨 다음, 그 결과로 나오는 새로운 값을 PCR(286)내에 둔다. 이 과정을 "

확장(extend)" 동작이라고 한다. 인입되는 기입 요청의 값은 PCR(286) 내의 현재의 값으로 "확장(extend into)"된다고 할

수 있다. PCR(286) 내의 확장된 이 값은 결합된 다이제스트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스템 환경(200)이 보안 또는 신뢰 방식

으로 동작한다고 로컬 또는 원격 사용자에게 나타내는 인증 과정의 일부로서 요청시 표시될 수 있다.

리세트 플래그(288, 296) 및 변경 플래그(292, 298)는 토큰(276) 제작시 논리적 참 값들로 설정될 수 있다. 이는 인터페이

스(290) 상의 지역성 확인 버스 메시지의 수신시 PCR(286, 294)을 리세트하고 그의 콘텐츠 변경을 허용할 것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리세트 플래그(288, 296) 및 변경 플래그(292, 298)는 TPM(278)의 제어하에서 취해지는 특정 보안 조치들

에 따라 그 값들을 참과 거짓 사이에서 변경시킬 수 있다.

도 3의 실시예에서, 일 실시예의 예시적인 추가의 PCR(201, 203, 205)이 도시되어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것보다 적거나 추가의 PCR이 이용될 수 있다. PCR(201, 203, 205)와 같은 추가의 PCR은 다른 실시예

에서, 코드의 다이제스트들과 같은 보안 관련 정보를 저장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시적인 PCR(201, 203, 205)와 같은

추가의 PCR들은 각각 관련된 리세트 플래그(207, 209, 211)와, 각각 관련된 변경 플래그(213, 215, 217)를 가질 수 있다.

PCR(286, 294)은 시스템 환경(200)이 지역성 확인 메시지를 칩세트(240)으로부터 토큰(276)으로 보낼 때 일반적인 시스

템과 다른 시간에 리세트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지역성 확인 메시지는 시스템 버스(230)를 통해 SENTER

특수 버스 메시지를 수신하는 버스 메시지 로직(242)에 응답하여 칩세트(240)의 보안 버스 로직(266)에 의해 생성된다.

SENTER 특수 버스 메시지는 다시 프로세서의 SENTER 명령어의 실행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이러한 SENTER 명령어는

임의의 일반 시스템 리세트 이벤트에 후속하여 수일, 수주, 혹은 몇개월 뒤에 실행될 수 있다. 비보안(insecure) 동작으로

부터 보안 동작으로 시스템 동작을 변환하는 SENTER 과정의 세부 사항은 도 3 내지 7과 관련하여 이하에 기술된다.

도 3의 실시예에서, 예시적인 신뢰 혹은 보안 퍼스널 컴퓨터 환경에서의 토큰(276)이 도시된다. 특히, 토큰(276)이 인터페

이스(290)를 통해 칩세트(240)에 결합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토큰(276)

은 다른 시스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의 예에는 데이타 서버 환경, 셀룰라 혹은 다른 형태의 이동 전화, 이

동 데이타 포트, 자동차 시스템, 케이블 혹은 위성 텔레비젼 시스템, 혹은 PDA가 포함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토큰을 이용

할 수 있는 많은 다른 시스템 환경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예들이 한정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안된다. 인터페이스(290)

또는 대안적인 동등한 인터페이스가 다른 실시예의 토큰을 상기 예시적인 시스템 환경 중 하나의 회로에 접속할 수 있는

데, 여기서 칩세트(240)는, 예컨대, 집적 셀룰라 전화 제어기 또는 PDA 제어기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들은

상기 도 2의 설명에 포함된 "칩세트"의 정의와 따른 것이다.

이제 도 4를 참조하면, 도 1의 보안 소트프웨어 환경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400)의 일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CPU A(410), CPU B(414), CPU C(418), 및 CPU D(422)는 도 1의 프로세서들과 유사하지만, 특수 명령어들의 실

행을 지원하는 추가의 마이크로코드나 로직 회로와 함께 구성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이러한 추가의 마이크로코드나

로직 회로는 도 2의 SENTER 로직(204)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수 명령어들은 시스템 버스(420) 상의 특수 버스 메시지

들의 발행을 지원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특수 버스 메시지들의 발행은 도 2의 버스 메시지 로직(206)과 같은 회로에

의해 지원될 수 있다. 유사하게 칩세트(430)는 칩세트(130)과 유사하지만 시스템 버스(420)의 상기 특수 사이클들을 지원

할 수 있다. 또한 칩세트(430)는 물리적 메모리(434) 내에서 페이지 테이블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의 페이지 보호 회로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이 페이지 보호 회로는 도 2의 디바이스 액세스 로직(247)이 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칩세트(430)는 LPC 버스 로직(LPC-BL)(452)를 통해 변경된 로우 핀 카운트(LPC) 버스(450)라고 하는

추가의 데이타 버스와 인터페이스한다. 변경된 LPC 버스(450)는 칩세트(430)를 보안 토큰(454)과 접속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토큰(454)는 일 실시예에서 TCPA에 의해 계획된 TPM(Trusted Platform Module)(460)을 포함할 수 있다. 일 실

시예에서, 토큰(454)는 SINIT PCR(470) 및 SVMM PCR(480)을 포함할 수 있다. 각 PCR(470, 480)은 상이한 조건들 하

에서 PCR의 거동을 나타내는 플래그와 관련될 수 있다. 예컨대, SINIT PCR(470)은 리세트 플래그(472) 및 변경 플래그

(474)와 관련되고, SVMM PCR(480)는 리세트 플래그(482) 및 변경 플래그(484)와 관련되어 있다. 리세트 플래그(472)

가 논리값 참을 가지면, SINIT PCR(470)은 변경된 LPC 버스(450)에 도달하는 지역성 확인 메시지의 커맨드에 따라 리세

트될 수 있다. 변경 플래그(474)가 논리값 참을 가지면, SINIT PCR(470)는 변경된 LPC 버스(450)에 도달하는 지역성 확

인 메시지의 커맨드에 따라 그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SINIT-AC의 암호화된 다이제스트는 SINIT PCR

(470)에 기입되고 SVMM의 암호화된 다이제스트는 SVMM PCR(480)에 기입된다. 이러한 다이제스트들은 마이크로프로

세서 시스템(400)이 보안 또는 신뢰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로컬 또는 원격 사용자에세 나타내는 인증 과정의 일부로서 요

청시 표시될 수 있다.

등록특허 10-0692347

- 12 -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SINIT-AC 및 SVMM의 다이제스트들은 SINIT PCR(470)과 같은 단일 PCR에 기입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먼저 SINIT-AC의 다이제스트가 SINIT PCR(470)에 기입된다. 그 다음, SINIT PCR(470)의 콘텐츠는

SVMM의 다이제스트와 암호작성 방식으로 결합되고, 그 결과 결합된 다이제스트는 SINIT PCR(470)에 기입된다. 일 실시

예에서, 토큰(454) 내의 회로는 SINIT PCR(470)을 지원하도록 구성되고, 변경된 PC 버스(450) 상에서 인입되는 기입 요

청의 값을 취하여, 이 값을 SINIT PCR(470) 내의 현재의 값과 암호작성 방식으로 결합한 다음, 그 결과로 나오는 새로운

값을 SINIT PCR(470) 내에 둔다. 그 다음, 이 결합된 다이제스트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400)이 보안 또는 신뢰 방식

으로 동작한다고 로컬 또는 원격 사용자에게 나타내는 인증 과정의 일부로서 요청시 표시될 수 있다.

리세트 플래그(472, 482) 및 변경 플래그(474, 484)는 토큰(454) 제작시 논리적 참값들로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변경된

LPC 버스(450) 상의 지역성 확인 버스 메시지의 수신시 SINIT PCR(470) 및 SVMM PCR(480)을 리세트하고 그의 콘텐

츠 변경을 허용할 것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리세트 플래그(472, 482) 및 변경 플래그(474, 484)는 SENTER와 같은 마이

크로프로세서 시스템(400) 내에서 취해지는 특정 보안 조치들이나 다른 특권 명령어의 실행에 따라 그 값들을 참과 거짓

사이에서 변경시킬 수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400)과 같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에서 SVMM(350)를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조치들이 취

해질 필요가 있다. 하나의 조치는 시스템 구성이 하드웨어 구성, SVMM(350) 자체, 및 SVMM(350)를 로드하고 개시하는

임의의 소프트웨어의 관점 모두에서 신뢰할 만한지 테스트되어야 한다. 다른 조치는 SVMM(350) 아이덴티티들을 등록하

고 시스템 콘트롤을 그에 전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최종 조치가 취해지면 SVMM(350)의 신뢰도가 잠재적 시스템

사용자에 의해 조사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SINIT-AC의 복사본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400)이 보안 동작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 때 이용하기

위해 고정 매체(444)내에 저장될 수 있다. 논리적 프로세서, 예컨대 물리적 프로세서 CPU(414)가 SVMM(350)을 사용하

여 시스템 차원의 보안 동작을 개시하기를 원할 때, SINIT-AC의 복사본을 메모리(434)에 로드하여 SINIT-AC의 메모리

상주 복사본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안 동작을 개시하는 임의의 논리적 프로세서를 ILP(initiating logical

processor)라고 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CPU B(414)가 ILP가 된다. ILP로서의 CPU B(414)는 그 다음 SVMM의 복

사본을 메모리로 로드하여 SVMM의 메모리 상주 복사본을 형성할 수 있다. SVMM의 이러한 복사본은 메모리의 인접하지

않은 페이지들에 있을 수 있으나, 칩세트(430)가 그를 위한 페이지 테이블을 보유할 것이다. 다른 프로세서나 DMA 디바

이스가 메모리(434)를 오버라이트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서 SINIT-AC나 SVMM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

될 수 없다.

ILP는 그 다음 SENTER와 같은, 마이크로코드나 다른 프로세서 로직에서 구현되는 특수 혹은 특권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

다. SENTER 명령어의 실행은 ILP가 특수 버스 메시지를 시스템 버스(420) 상에 발행한 다음, 후속 시스템 동작을 위한

상당한 시간 간격을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다른 특권 명령어들이 실행될 수 있다.

특수 버스 메시지를 발행한 뒤, ILP(CPU B(414))는, 모든 RLP가 적절히 응답하는지 및 그 때를 알아보는 확인을 한다.

RLP가 보안 동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ILP는 SINIT-AC의 메모리 상주 복사본 및 칩세트(430)의 암호 공개키

양자를 보안 메모리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이러한 보안 메모리는 ILP, CPU B(414)의 내부 캐시가 될 수 있

다. 그 후, SINIT-AC 및 공개키의 복사본은 내부 캐시 내에 존재할 수 있다. ILP는 이제 공개키의 캐시 상주 복사본을 이

용하여 SINIT-AC의 이러한 복사본의 디지탈 서명을 암호해독함으로써 SINIT-AC의 캐시 상주 복사본을 검증할 수 있다.

이 암호해독 결과 암호화 해시의 "다이제스트"의 원본이 생성된다. 새로 계산된 "다이제스트"가 이 원본 "다이제스트"와 일

치하면, SINIT-AC의 캐시 상주 복사본이 신뢰성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SENTER 명령어를 실행하는 동안, LPC-BL(452)에 의해 지역성 확인 메시지들의 쌍이 생성될 수 있다. 이는

SINIT PCR(470)을 리세트하고 SINIT 다이제스트를 SINIT PCR(470)로 기입하도록 한다.

이제 ILP는 대기중인 RLP(CPU A(410), CPU C(418), CPU D(422))에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 버스(420) 및 보안 동작

들이 개시될 칩세트(430)를 통해, 또 다른 특수 버스 메시지를 발행한다. 그 후 SINIT-AC의 신뢰 캐시 상주 복사본이 물

리적 메모리(434)에 상주하는 SVMM의 복사본을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SINIT-AC는 메모리(434)

에 위치한 SVMM의 복사본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들을 판독할 수 있다. 그 후, SINIT-AC는 I/O 장치들로부터 상기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들로의 DMA 액세스를 방지하도록 칩세트(430)에게 명령할 수 있다. SVMM의 메모리 상주 복사본

의 검증 및 후속하는 등록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다시, 이러한 부분의 SENTER 명령어 실행동안, 또 다른

쌍의 지역성 확인(locality-confirming) 메시지들이 LPC-BL(452)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이에 의해, SVMM PCR(480)

의 리세트 및 SVMM 다이제스트의 SVMM PCR(480)로의 기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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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SENTER 명령어의 실행 종료시, SVMM의 메모리 상주 복사본이 실행될 수 있다. ILP는 일 실시예에서

SVMM의 새롭게 실행중인 메모리 상주 복사본의 감독 하에 RLP들의 각각을 동작들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때부터 전체

시스템은 상기 도 1의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신뢰 모드로 동작할 것이다.

이제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플랫폼 구성 레지스터들의 리세트를 나타내는 흐름도가 도시된다. 도

5에 도시된 방법은 도 1 및 도 3의 보안 또는 신뢰 컴퓨터 환경들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셀룰라 또는 그외 형태

의 이동 전화기, 자동차 또는 기타의 보안 시스템들과 같은 다른 환경들, 또는 디지털 또는 위성 텔레비전 또는 기타 매체

교환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후자의 실시예들에서는, 명명된 설비들 내의 회로들이 지역성 확인 메시지들을

보안 토큰으로 전송하기 위한 칩세트(240) 또는 칩세트(430)의 등가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도 5의 실시예는 블록 520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제1 지역성 확인 메시지가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되어 제1 PCR로 어

드레스된다. 제1 지역성 확인 메시지 내의 데이터는 리세트가 수행될 것인지를 나타내고, 블록 530에서 리세트가 허가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1 PCR의 리세트 플래그가 체크된다. 허가되는 경우, 제1 PCR이 리세트된다. 그 후 블록

540에서 제2 지역성 확인 메시지가 전송되어 제1 PCR로 어드레스된다. 제2 지역성 확인 메시지 내의 데이터는 다이제스

트(또는 기타 데이터) 기입이 수행될 것인지를 나타내고, 블록 550에서 제1 PCR 내에 포함된 값에 대한 변경들이 허가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1 PCR의 변경 플래그가 체크된다. 허가되는 경우, 제2 지역성 확인 메시지 내에 포함된 다이

제스트로 제1 PCR이 기입된다.

블록 560에서, 제2 PCR로 어드레스될 제3 지역성 확인 메시지가 전송된다. 제3 지역성 확인 메시지 내의 데이터는 리세

트가 수행될 것인지를 나타내고, 블록 570에서 리세트가 허가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2 PCR의 리세트 플래그가

체크된다. 허가되는 경우, 제2 PCR이 리세트된다. 그 후 블록 580에서 제4 지역성 확인 메시지가 전송되어 제2 PCR로 어

드레스된다. 제4 지역성 확인 메시지 내의 데이터는 다이제스트(또는 기타 데이터) 기입이 수행될 것인지를 나타내고, 블

록 590에서 제2 PCR 내에 포함된 값들에 대한 변경들이 허가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2 PCR의 변경 플래그가 체

크된다. 허가되는 경우, 제4 지역성 확인 메시지 내에 포함된 다이제스트로 제2 PCR이 기입된다.

이제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플랫폼 구성 레지스터들의 리세트를 나타내는 흐름도가 도시된

다. 도 6의 방법은 도 5의 방법과 관련하여 상술된 바와 같은 여러가지 환경들에서 사용될 수 있다. 도 6의 실시예는 블록

620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제1 지역성 확인 메시지가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되어 제1 PCR로 어드레스된다. 제1 지역

성 확인 메시지 내의 데이터는 리세트가 수행될 것인지를 나타내고, 블록 630에서 리세트들이 허가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제1 PCR의 리세트 플래그가 체크된다. 허가되는 경우, 제1 PCR이 리세트된다. 그 후 블록 640에서 제2 지역성 확

인 메시지가 전송되어 제1 PCR로 어드레스된다. 제2 지역성 확인 메시지 내의 데이터는 다이제스트(또는 기타 데이터) 기

입이 수행될 것인지를 나타내고, 블록 650에서 제1 PCR 내에 포함된 값들에 대한 변경이 허가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제1 PCR의 변경 플래그가 체크된다. 허가되는 경우, 제2 지역성 확인 메시지 내에 포함된 다이제스트로 제1 PCR이 기

입된다.

그 후, 블록 660에서 제3 지역성 확인 메시지가 전송되어 제1 PCR로 다시 어드레스된다. 제3 지역성 확인 메시지 내의 데

이터는 다이제스트(또는 기타 데이터) 기입이 수행될 것인지를 나타내고, 블록 670에서 제1 PCR 내에 포함된 값에 대한

변경들이 계속 허가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1 PCR의 변경 플래그가 체크된다. 허가되는 경우, 블록 680에서 토큰

이 제3 지역성 확인 메시지 내에 포함된 다이제스트를 제1 PCR의 현존 콘텐츠로 암호적으로 해시한다. 그 후 블록 690에

서 그 결과로서 결합된 다이제스트가 제1 PCR에 기입될 수 있다. 이 프로세스는 도 2와 관련하여 상술된 바와 같은 확장

프로세스일 수 있다.

전술한 설명에서, 본 발명은 특정의 예시적인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설명되었다. 그러나, 첨부된 청구범위에 개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보다넓은 사상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각종 변경 및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이 명백할 것이다. 따라

서, 명세서 및 도면은 제한적인 의미보다는 예시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유사한 참조부호들이 유사한 구성요소들을 나타내는 첨부 도면들에서 예로서 설명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예시적인 신뢰 또는 보안 소프트웨어 환경의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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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소정의 예시적인 신뢰 또는 보안 소프트웨어 모듈들 및 예시적인 시스템 환경의 도면

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 2A의 시스템의 보안 토큰(security token)의 상세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보안 소프트웨어 환경을 지원하도록 구성된 예시적인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

템의 개략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PCR의 리세트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PCR의 리세트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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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0692347

- 16 -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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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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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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