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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시스템 바이오스를 플래쉬하는 바이러스 감염방지 및 하드웨어 독립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개인용 컴퓨터의 롬 바이오스가 재프로그램 되기 전에 바이오스 이미지가 그 바이오스를 재프로그램 하고 있는

컴퓨터와 그 바이오스 이미지가 호환 가능함을 보증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이것은 롬 바이오스의 재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사용자에 대해 접근 불가능한 컴퓨터 메모리의 일부에 기억되어 있는 코드의 비밀 부분을 갖는 유틸리티를 요구

함으로써 행해진다. 코드의 비밀 부분은 컴퓨터 내에 프로그램되어야 할 바이오스 이미지가 컴퓨터와 호환 가능함을 보증

하는데 이용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특정 컴퓨터 시스템과 호환가능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코드화 정보와 플래쉬 서명을 포함하는 바이오스 이미지를 수

신하고 기억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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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바이오스 이미지에 의해 플래쉬되도록 적응되는 플래쉬 롬 바이오스부;

상기 바이오스 이미지가 상기 플래쉬 롬 바이오스부 내에 플래쉬될 때 상기 하드디스크로부터 상기 바이오스 이미지를 수

신하고 기억하기 위한 램 메모리;

상기 플래쉬 서명의 적어도 일부를 SMI 포트에 기록함으로써 소프트웨어 SMI를 생성할 수 있는 유틸리티 프로그램; 및

상기 소프트웨어 SMI에 응답하여 상기 바이오스 이미지가 특정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인증된 바이오스 이미지인지의 여

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인증된 바이오스 이미지인 경우에, 상기 바이오스 이미지를 상기 플래쉬 롬 바이오스부로 플래쉬

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SMI 핸들러 프로그램

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웨어 SMI 핸들러 프로그램은 컴퓨터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코드를 더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 시

스템.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소프웨어 SMI 핸들러는 소프트웨어 SMI 인터럽트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것인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오스 이미지의 코드화 정보는 적어도 하나의 암호화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상기 암호화 부분은 상기 소프트웨어 SMI 핸들러 프로그램에 의해 암호 해제되는 것인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5.

제 1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웨어 SMI 핸들러 프로그램은 메모리의 시스템 관리 메모리 세그먼트 내에 기억되고, 어셈블 해제 방지 압축 포

맷으로 존재하는 것인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

컴퓨터 시스템 내의 롬 바이오스부를 플래쉬하는 방법에 있어서,

플래쉬될 롬 바이오스에 대한 플래쉬 바이오스 파일명 및 플래쉬 바이오스 파일 크기를 결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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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SMI 포트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플래쉬 바이오스 파일명과 상기 플래쉬 바이오스 파일 크기를 갖는 바이오스 이미지 - 이 바이오스 이미지는

상기 컴퓨터 시스템과 호환가능함을 확증하기 위한 코드화 정보를 포함함 - 를 램 안에 배치하는 단계;

상기 바이오스를 플래쉬하는 것이 의도적임을 나타내기 위해 플래쉬 바이오스 서명을 이용하는 단계;

소프트웨어 SMI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단계;

상기 소프트웨어 SMI에 응답하여, 상기 플래쉬 바이오스 서명이 유효한 것인 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유효한 경우에는, 상

기 소프트웨어 SMI 인터럽트 동안 특정 코드를 실행하여, 상기 코드화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바이오스 이미지가 상기 컴퓨

터 시스템에 대한 인증된 바이오스 이미지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바이오스 이미지가 상기 인증된 바이오스 이미지라고 결정되면 상기 롬 바이오스 포트를 플래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롬 바이오스부 플래쉬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된 플래쉬 바이오스 파일명과 상기 플래쉬 바이오스 파일 크기를 갖는 상기 바이오스 이미지는 램의 연속 블록

내에 배치되는 것인 롬 바이오스부 플래쉬 방법.

청구항 8.

제 6항 또는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코드 실행 단계는 상기 바이오스 이미지의 미리 결정된 암호화 부분을 암호 해제하는 단계; 및

상기 바이오스 이미지의 상기 코드화 정보의 미리 결정된 부분 내에서 발견되는 체크섬과 CRC 중 적어도 하나를 검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롬 바이오스부 플래쉬 방법.

청구항 9.

컴퓨터 시스템 내의 롬 바이오스부를 재프로그램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가 롬 바이오스부의 재프로그래밍을 의도적으로 개시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단계;

상기 컴퓨터 시스템 내의 롬 바이오스부의 개시가 의도적인 것으로 결정된 경우, 롬 바이오스 이미지가 상기 컴퓨터 시스

템과 호환 가능한 인증된 롬 바이오스 이미지인지를 확증하는 확증 단계; 및

상기 롬 바이오스 이미지가 상기 컴퓨터 시스템에 대하여 인증된 롬 바이오스 이미지인 것으로 확증된 경우, 상기 롬 바이

오스부를 재프로그램하는 재프로그램 단계

를 포함하는 롬 바이오스부 재프로그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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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소프트웨어 SMI에 의해 개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기 결정을 수행하고,

상기 확증 단계는 소프트웨어 SMI에 응답하여 램의 시스템 관리 메모리 세그먼트 내에 기억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수행

하는 단계; 및 상기 바이오스 이미지의 적어도 미리 결정된 부분을 전용 키에 의해 암호 해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롬 바이

오스부 재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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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범용 컴퓨터의 바이오스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바이오스를 재프로그램할 수 있는 기술 및 부주의하

게 또는 권한 없이 바이오스를 재프로그램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바이오스[BIOS(Basic Input/Output System): 기본 입출력 시스템]는 컴퓨터의 특정 메모리 영역에 기억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나 코드의 단편이다. 전원을 켜면, 컴퓨터는 바이오스를 이용하여 자신을 시동시킨다. 바이오스는 그 후에

도 때때로 하드웨어와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표준형의 개인용 컴퓨터와 같이 동작하지 않는 각종 전자 장치는 그의 회로에 바이오스를 탑재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모

뎀에는 바이오스를 이용하는 80C186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포함할 수 있다. 더욱이, 마이크로제어기나 마이크로프로세서

를 기반으로 한 컴퓨팅 회로가 구비되어 있는 CD 기록기 및 테이프 기록기, 레이저 프린터 및 잉크젯 프린터는 전원을 켤

때 그 장치를 작동하여 실행시키기 위해 시동시에 사용하는 각종 바이오스가 탑재되기 시작했다.

어떤 PC (개인용 컴퓨터) 운용 체제(예컨대, 리눅스, NT)는 시스템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바이오스가 역할을 시행해

왔지만, 그들 모두는 PC가 시동되거나 PC의 전원이 켜질 때 바이오스를 필요로 하고 또 그에 의존한다. PC 칩세트[PC 주

(主)기판(motherboard) 상의 두 서너 개의 칩 내에 장착된 대다수의 접속 장치 및 제어 회로]는 시동시 바이오스에 의해

설정되는 다수의 설정 가능한 옵션, 예컨대 메모리 및 버스 타이밍, 포트 설정 등을 갖는다. 그러나, 그들 옵션이 시동시에

바이오스에 의해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컴퓨터는 작동할 수 없게 된다.

예전에는 바이오스가 PC 주기판 상의 롬 칩 안에 프로그램 되어 있었다. 바이오스 롬 칩이 재프로그램될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에 새롭게 프로그램 된 바이오스 롬 칩으로 대체되어야 했다.

롬 칩이 프로그램 가능해짐에 따라, EEPROM 및 플래쉬 롬이 바이오스 칩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플래쉬 롬은

회로 기판에서 제거되지 않아도 프로그램 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용 컴퓨터 산업에 유용하다. 그 이유는 플래쉬 롬 바이오

스 칩('플래쉬 바이오스')은 개인용 컴퓨터의 샤시를 열지 않아도 새로운 데이터로 재프로그램('플래쉬')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바이오스 코드를 플래쉬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이 존재한다. 현존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시스템 바이

오스를 플래쉬하기 전에, 플래쉬(재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플래쉬 바이오스 내에 프로그램/플래쉬되어야

할 바이오스 이미지가 정확한 크기이거나 그 컴퓨터에 대한 정확한 파일명을 갖는 것에 대해서 확증해 주기는 하지만, 현

재의 시스템에 있어서 바이오스 이미지가 적재될 컴퓨터가 그 바이오스 이미지와 호환 가능한 지를 보증하기 위해 그 바이

오스 이미지를 능동적으로 검사하지는 못한다. 더욱이, 현재에 있어서 윈도우 95 또는 윈도우 98에서 동작하고 있는 동안

과 같은 컴퓨터 운용 체제의 '프로그래밍 보호' 모드에서는 플래쉬 롬 바이오스를 프로그램하지 못한다. 따라서, 롬 바이오

스 플래쉬는 MS-DOS와 같은 '리얼' 모드 운용 체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 바이오스 플래쉬 기술의 단점은 롬 바이오스

를 플래쉬하는데 필요한 확증 코드가 해커에 의해 발견되고 어셈블 해제될 수 있는 실행 파일로서 존재한다는 점이다. 해

커는 그 어셈블 해제된 코드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바이오스 이미지로서 받아 들여져 컴퓨터

를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 플래쉬 롬 바이오스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컴퓨터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 바이오스를 플래쉬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다른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그의 플래쉬 바이오스 내의 정보를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하다고 가정하자. 그 사용자는 컴퓨터 제조업체, 월드와

이드 웹 또는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새로운 바이오스 프로그램을 얻고자 할 것이다. 이어서, 플래쉬 바이오스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그 사용자는 그의 PC 상에서 '버너(burner)' 프로그램을 개시할 것이다. 즉, 그 버너 프로그램은 PC의 주기판에

실장된 회로를 이용하여(그것이 플래쉬 업그레이딩을 지원한다면) 플래쉬 바이오스 칩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정보를 삭제

하고, 이어서 그 칩 안에 새로운 바이오스 데이터/정보를 프로그램 또는 적재(로드)할 것이다. 이 과정은 부적절한 바이오

스 프로그램을 획득하고 나서 그것을 플래쉬 바이오스에 적재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바른 것이다. 만일

부적절한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바이오스 칩 내에 적재되었다면, 사용자의 컴퓨터는 작동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문제는 해커가 버너 소프트웨어를 개시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용자 컴퓨터를 플래쉬할 수 있

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기록함으로써 컴퓨터를 작동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보존되어 있는 메모리 영역에 호환성 없는 바이오스 프로그램을 남겨 두거나 다른 데이터를

남겨 두거나 또는 데이터를 전혀 남겨 두지 않도록 컴퓨터 시스템의 바이오스를 플래쉬 시키는 것에 저항하는 컴퓨터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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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 필요하다. 더욱이, 시스템 호환형의 바이오스 코드만이 플래쉬 바이오스 칩 내에 플래쉬될 수 있도록 바이오스를 플

래쉬하기 위한 항(抗)바이러스(이하, 바이러스 감염방지라고 함) 및 하드웨어 독립 방법을 갖는 컴퓨터 시스템이 필요하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은 바이오스 이미지가 자기 매체 상에 기억될 수 있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를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가 롬 바이오스부를 그 바이오스 이미지로 재프로그램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유틸리티 프로그

램이 실행된다. 그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시스템 관리 인터럽트를 발생하여 핸들러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그 핸

들러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램의 시스템 관리 메모리 부분에 기억된다. 그 핸들러 프로그램은 특정 코드에

대한 바이오스 이미지를 검사하여 그 바이오스 이미지가 컴퓨터 운용 체제에 대해 인증된 바이오스 이미지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핸들러 프로그램이 그 바이오스 이미지가 인증된 것으로 결정하면, 롬 바이오스부를 그 인증된 바이오스

이미지로 재프로그램한다.

본 발명의 다양한 목적 및 이점은 첨부 도면과 관련하여 양호하고 예시적인 실시예에 관한 후술의 설명으로부터 분명해지

고 보다 쉽게 이해될 것이다.

발명의 구성

이제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한다. 본 발명은 여러 가지의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고 본 명세서에서 설

명된 실시예에 한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며, 오히려 이들 실시예는 본 공개 내용이 철저하고 완전하며 당업자에게 본

발명의 중요한 양상을 충분히 전달되도록 제공된다.

우선, 도 1을 참조하면, 범용 컴퓨터 또는 개인용 컴퓨터(PC: 100)의 선택된 부분이 도시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설명하고 있다. PC(100)를 시동할 때, 플래쉬 롬 바이오스 메모리(102)에 기억되어 있는 바이오스 프

로그램은 중앙 처리 장치(CPU: 104)에 의해 해석된다. 바이오스는 컴퓨터를 켤 때 PC(100)가 자신을 시동시키는데 이용

하는 코드의 단편이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바이오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데이터 트랜잭션을 관리하는데 더 이

용된다. 바이오스에 의해 '셋업'되는 하드웨어에는 램 메모리(106),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108), 입출력 회로(110) 및 모뎀 회로(112)를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가 플래쉬 바이오스(102)를 업데이트하거나 재프로그램하기를 원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 더욱이, 악의적인 해커

는 플래쉬 바이오스(102)를 새로운 무효의 또는 오염된 바이오스 프로그램 또는 바이오스 이미지로 플래쉬하도록 유도되

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기록하려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는 시스템 바이

오스를 '인증되지 않은' 또는 호환성 없는 바이오스 이미지로 플래쉬하는 것으로부터 사용자 또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보

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바이오스를 무효의 또는 인증되지 않은 또는 호환성 없는 바이오스 프로그램으로 플래쉬되지

않게 함으로써, 컴퓨터 수리 비용을 들이지 않게 되고, 컴퓨터(100)는 사용자에게 보다 신뢰성 있는 시스템으로서 작동한

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롬 바이오스를 플래쉬하는데 이용되는 모든 하드웨어 종속 코드는 접근 불가능한 SMM(시

스템 관리 메모리: System Management Memory) 세그먼트 내에 보존되어 있다. 게다가, 그 하드웨어 종속 코드를 메모

리의 SMM 세그먼트에 복사하기 전에는, 그 코드는 항(抗)어셈블해제(이하, 어셈블해제 방지라고 한다) 압축 포맷으로 존

재할 뿐이다. 더욱이, 예시적인 컴퓨터 시스템은 SMI(시스템 관리 인터럽트: System Management Interrupt) 모드에서만

바이오스를 플래쉬하고,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이 리얼 모드(예컨대, MS-DOS 모드), 가상 인텔 8086 모드 또는 보호 모드

(예컨대, 윈도우 95, 윈도우 98, 윈도즈 NT가 작동하고 있는 동안 MS-DOS가 EMM386.exe와 같은 가상 메모리 관리자

를 갖는 것)로 작동하고 있을 때 롬 바이오스를 재프로그램 또는 플래쉬하는 것이 가능하다.

양호하게는, 본 발명은 해커나 사용자가 현재의 플래쉬 롬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거나 플래쉬하는 방법을 결정하기가 극

히 어렵게 만든다. 그 이유는 바이오스를 플래쉬하는데 필요한 필수 코드가 시스템 관리 인터럽트(SMI) 모드에서만 실행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해커나 사용자가 SMI 모드에서 동작하는 코드를 뒤져서 롬 바이오스를 플래쉬하는 그 코드를

찾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극히 제한된 메카니즘들이 존재한다. 그 코드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숨겨져 있

는(hidden) 컴퓨터 메모리 중 일 부분에서 동작된다. 즉, 바이오스를 플래쉬하는 코드는 컴퓨터가 SMI를 처리할 때 바이오

스에 대해서만 보인다(vi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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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바이오스를 플래쉬하는데 이용되는 컴퓨터 회로 내의 펌웨어는 바이오스 이미지가 이제 막 배치되려고 하는 컴퓨

터와 그 바이오스 이미지가 호환 가능함을 확증하기 위한 수단을 갖기 위해 바이오스 이미지(사용자가 현재의 플래쉬 롬

바이오스부 내에 플래쉬되어 있기를 원하는 새로운 바이오스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그 확증 수단은 바이오스 이미지 내

의 단부, 중간부 또는 다른 위치에 부가되는 체크섬(checksum) 일 수 있다. 그 확증 수단은 바이오스 이미지가 암호 포맷

[그 확증 수단이 설치(인스톨)될 수 있는 특수 컴퓨터 모델에 의해 이해되는 암호 포맷]으로 되는 것일 수 있다. 확증 수단

의 목적은, 바이오스 이미지가 특정의 컴퓨터 모델에 대해 유효인 또는 인증된 또는 권한있는 바이오스 이미지로서 확증되

거나 인증되지 않으면, 컴퓨터가 자신의 바이오스를 플래쉬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나중에 롬 바이오스(102) 내에 플래쉬될 수 있는 바이오스 이미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컴퓨터(100)

내에 제공되고 기억될 수 있다. 그 이미지는 플로피 드라이브, 하드 드라이브, 짚 드라이브(108) 또는 기타 데이터 기억 매

체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더욱이, 바이오스 이미지는 (인터넷과 같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로부터 다운로드받거나 LAN 또

는 WAN으로부터 검색되거나 I/O 포트(110)를 경유하여 전화선 모뎀 또는 기타 외부 데이터 접속 장치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도 2는 인증된 롬 바이오스 이미지를 생성하는 예시적인 프로세스와 롬 바이오스부를 업데이트하거나 플래쉬하기 위한 예

시적인 단계 모두를 설명하는 흐름도를 도시하고 있다. 인증된 롬 바이오스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예시적인 프로세스는

단계 200에서 시작한다. 단계 200에서는 인증된 롬 바이오스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롬 바이오스 이미지를 처리한다. 바이

오스 이미지를 처리하여 인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롬 바이오스 이미지를 인증하는 세 가지의 예시적인 기술이

제시되고 있지만, 당업자는 다른 인증 기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증된 바이오스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한 가지 기

술은 SMI 핸들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알려진 전용 키(private key)를 이용하여 전체의 바이오스 이미지를 암호화하는

것이다. 롬 이미지는 전용 키에 의해 암호 해독될 수 있고, 따라서 그 암호 해독된 이미지는 롬 바이오스 내로 플래쉬되기

전에 인증된 이미지로 되도록 할 수 있다. 만일 롬 이미지가 전용 키에 의해 암호 해독될 수 없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인증

되지 않는다. 컴퓨터 모델마다 상이한 전용 키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암호화된 바이오스 이미지는 SMI 핸들러

내에 정확한 전용 키를 갖는 컴퓨터 모델 내에서 사용되어야만 바이오스 이미지를 암호 해독할 수 있다.

인증된 바이오스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두 번째 기술은 SMI 핸들러만이 알고 있는 오프셋 또는 미리 결정된 코드 위치에

서 숨겨진 체크섬 또는 주기적인 용장도 체크(CRC: Cyclic Rudundancy Check)를 바이오스 이미지 내에 실장되게 하는

것이다. 그 오프셋은 제조 프로세스 중에 SMI 핸들러 내에 기억될 수 있다. SMI 핸들러가 인증 정보에 관한 바이오스 이미

지를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아는 것을 제외하고 오프셋 또는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사용자가 그의 컴퓨터의 플래쉬 롬 바이오스부(102) 내에 플래쉬하기를 원하는 인증된 롬 바이오스 이미지를 생성하는 세

번째 기술은 전용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 체크섬 또는 주기적인 용장도 체크(CRC)를 바이오스 이미지의 단부에 부착 또는

첨부하는 것이다. 전용 키는 유사한 컴퓨터 모델의 SMI 핸들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알려져 있다. SMI 핸들러는 체크섬

또는 CRC를 암호 해독하여 바이오스 이미지가 인증된 이미지이면서 컴퓨터의 롬 바이오스부 내에 적재되기에 적당한 지

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일단 인증된 바이오스 이미지가 특정 컴퓨터 모델에 대해 입증되면, 컴퓨터 제조업체는 사용

자의 컴퓨터에 대해 인증된 바이오스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바이오스 이미지를 수신할 때, 사용자의 컴퓨터는 수

신된 바이오스 이미지가 특정 컴퓨터에 대해 적당한 바이오스로서 인증되거나 유효한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갖는다. 단계 202에서 시작하면, 바이오스 이미지가 적절한 인증된 바이오스 이미지인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시적

인 기술과 인증된 바이오스 이미지를 롬 바이오스 내에 플래쉬하는 단계가 설명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제조업체는 각 바이오스 이미지가 어떤 상이한 컴퓨터 모델에 대해 의도되는 복수의 바이오스 이미지

를 갖는 소프트웨어 파일(들)을 제공한다. 단계 202 및 204에 있어서, 컴퓨터의 펌웨어 또는 미리 적재된 컴퓨터 소프트웨

어는 복수의 바이오스 이미지 중 하나의 바이오스 이미지가 특정 컴퓨터의 램 바이오스부 내에 적재되기에 적절한 바이오

스 이미지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단계 202에서, 하드웨어 독립 바이오스 플래쉬 유틸리티는 ACPI 테이블로부터 정보를 수집한다. ACPI 테이블은 ACPI 지

원 바이오스 내에서 얻어 되지만 시동시에 상주 바이오스 코드에 의해 생성된다.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파일명, 파일 크

기 및 소프트웨어 SMI 포트 위치는 ACPI 테이블로부터 수집된다. 양호하게는 파일명은 특정 컴퓨터에 관한 바이오스 이

미지를 얻는 파일의 명칭이다. 파일 크기 정보는 바이오스 이미지 파일의 크기이다. 소프트웨어 SMI 포트는 (소프트웨어

SMI가 I/O 포트 위치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SMI를 발생하는 I/O 포트 위치이다.

특히, 예시적인 하드웨어 독립 플래쉬 유틸리티는 ACPI 테이블 서명 "RSD PTR"에 관한 램 메모리 어드레스(OEOOOOH

내지 OFFFFFH)를 검색한다. 만일 서명을 얻지 못하면, 유틸리티는 에러 메시지를 화면에 표시하고 종료한다. 만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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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으면, 애플리케이션은 ACPI 테이블로부터 다음의 항목들을 판독한다. 즉, 1) 플래쉬 바이오스 파일명을 유도하기 위

한 파일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필드인 루트 시스템 설명 테이블(RSD: Root System Description) 내의 OEM 테이블 ID,

2) 고정형 ACPI 설명 테이블 내의 SMI 포트 어드레스. SMI 포트 어드레스는 SMI 인터럽트를 제공하는 SMI 포트의 어드

레스이다.

단계 204에서, 하드웨어 독립 바이오스 플래쉬 유틸리티는 단계 202에서 지정된, 파일명 내에서 발견된 바이오스 이미지

를 판독하여 양호하게는 램 메모리의 이웃 블록 또는 연속 블록 내에 독입한다. CPU 레지스터는 기억된 바이오스 이미지

의 위치와 크기를 나타내도록 세트된다.

단계 206에서, 하드웨어 독립 바이오스 플래쉬 유틸리티는 플래쉬 서명 또는 다른 데이터 정보를 하나 이상의 CPU 레지

스터로 통과시켜 플래쉬 업데이트가 실제로 요청되고 요망되며 의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단계 208에서, 바이오스 플래쉬 유틸리티는 코드를 소프트웨어 SMI I/O 포트에 기록함으로써 소프트웨어 SMI를 발생한

다. 코드는 단계 206에서 하나 이상의 CPU 레지스터로 통과되었던 플래쉬 서명의 전부 또는 일부일 수 있다. 그 결과는

SMI가 발생하는 것으로 된다. 롬 바이오스를 플래쉬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SMI 작업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발생할 수 있

을 뿐이다.

단계 210에서, 소프트웨어 SMI 핸들러는 작동을 시작하고 플래쉬 서명을 확인한다. 다시, 플래쉬 서명은 플래쉬 업데이트

가 요청되고 요망되며 의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만일 소프트웨어 SMI 핸들러가 그 플래쉬 서명은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

하면, 플래쉬 바이오스 처리는 중지되고 단계 212 및 214에서 에러가 사용자에게 화면으로 표시된다.

만일 단계 212에서 플래쉬 서명이 유효이면, SMI 핸들러는 단계 216으로 진행한다. 여기에서, SMI 핸들러는 (단계 200에

서 설명된 바와 같은) 그 SMI 핸들러에게만 알려진 전용 키 또는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바이오스 이미지가 인증된 바이오

스 이미지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된 바이오스 이미지란 현재의 컴퓨터 시스템에 맞는 바이오스 이미지이다. 일부를

암호 해독하거나 그 밖의 경우에는 바이오스 이미지가 인증된 바이오스 이미지임을 결정하기 위해 전용 키 또는 다른 정보

를 갖도록 SMI 핸들러에게 요구함으로써, 해커와 경험이 부족한 컴퓨터 사용자는 롬 바이오스부를 부적절한 바이오스 이

미지로 플래쉬하지 못하게 저지된다.

만일 램 내의 바이오스 이미지가 소프트웨어 SMI 핸들러에 의해 인증받지 못하면, 플래쉬 처리는 중지되고, 단계 218 및

214에서 에러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된다.

만일 램 내에 기억되어 있는 바이오스 이미지가 단계 216 내지 218에서 소프트웨어 SMI 핸들러에 의해 인증받을 수 있으

면, 단계 200에서 기록 이네이블 신호가 롬부에 제공된다. 기록 이네이블 신호는 턴온 또는 턴오프될 수 있어야 하는 범용

I/O일 수 있다. 또한, 범용 I/O의 위치는, 해커가 어떤 신호를 롬 바이오스부에 어떤 신호를 이네이블하여 그것을 플래쉬시

키는 방법을 터득하기에 상당히 어렵도록, SMI 핸들러 코드에 대해서만 알려져 있어야 하고 컴퓨터 내의 다른 어떤 장소에

서도 알려지거나 접근 가능해서는 안된다.

단계 221에서, 바이오스 SMI 핸들러는 바이오스 이미지를 롬 바이오스부에 기록(예컨대, 롬 바이오스부를 플래쉬)한다.

기록 이네이블 신호는 단계 222에서 디스에이블 되거나 비활성으로 된다. 이 시점에서, 바이오스 이미지는 앞서 존재하고

있는 롬 바이오스 코드 대신 롬 바이오스부에 적재되어 있다. 단계 223에서, 바이오스를 플래쉬하는 처리는 에러 없이 종

료한다.

이제 도 3을 참조하면, 예시적인 바이러스 감염방지 롬 바이오스 플래쉬 방법 및 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서브시

스템과 소프트웨어/펌웨어(이들 서브시스템과 소프트웨어/펌웨어는 컴퓨터 주기판 상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간의

데이터 또는 정보의 일반적인 흐름이 도시되어 있다.

플래쉬 유틸리티(300), 플래쉬 이미지(310), 운용 체제(304), 소프트웨어 핸들러(306), 램 플래쉬 이미지(308) 및 ACPI

테이블(310)은 모두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데이터 코드임을 주목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사용자 또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플래쉬 유틸리티(300)가 현재의 롬 바이오스부(314) 내에 플래쉬

되어 있는 새로운 바이오스 이미지(302)를 갖도록 실행되기를 요청한다. 바이오스 이미지(302)는 하드디스크 또는 플로피

드라이브(316)와 같은 기억 매체에 기억되어 있을 수도 있다. 플래쉬 유틸리티(300)는 램 메모리(312)에 기억되어 있는

ACPI 테이블(310)로부터 요구되는 바이오스 파일명 및 파일 크기의 정보를 검색한다. 이어서, 정확한 바이오스 이미지

(302)가 기억 매체(316)로부터 검색되고 램(308)의 연속 블록 내에 배치될 수 있다. 이어서, 플래쉬 유틸리티는 ACPI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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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318)에게 지시하여 소프트웨어 SMI 인터럽트를 호출하지만, 이것은 바이오스를 플래쉬하는 요청이 의도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플래쉬 서명을 CPU가 제공한 이후에만 행해진다. 이어서, 소프트웨어, SMI 핸들러는 램(308) 내에 기억되어 있

는 플래쉬 이미지가 인증된 바이오스 이미지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 인증은 권한과 인증을 위해 바이오스 이미지를 검

사하는데 이용되는 SMI 소프트웨어 핸들러에 의해서만 알려져 있는 비밀 암호 키 또는 다른 비밀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된

다.

SMI 핸들러는 소프트웨어 SMI 인터럽트가 인가될 때에만 작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SMI 핸들러는 램의 사용자 접근 가능

부에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해커가 바이오스 이미지를 인증하는데 필요로 되거나 사용되는 비밀 코드 또는 정보를 결정하

기에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만일 소프트웨어 SMI 핸들러가 바이오스 이미지를 인증하지 않는다면, 롬 바이오스부는 플래

쉬될 수 없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예시적인 실시예는 롬 바이오스를 플래쉬하는 바이러스 감염방지 방법을 달성한다. 실시예는 정보가 소프트웨어

SMI 핸들러 내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해커가 생성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인증된 바이오스 이미지를 요구한다. 소프트웨어

SMI 핸들러 코드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또는 해커에게 접근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 SMI 핸들러 코드는 시스템

관리 메모리 세그먼트(SMM 세그먼트)인 메모리의 일부에 배치되어 있고 또한 사용되고 있지 않을 때는 어셈블해제 방지

압축 포맷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본 발명의 다양하고 양호한 실시예와 방법에 관해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당업자에게는 중대한 변경과 중대하

지 않는 변경 모두가 본 발명의 원리와 사상, 특허 청구 범위에서 정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이들 실시예에 대해서 만

들어 질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내장할 수 있는 예시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묘사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롬 바이오스를 플래쉬하기 위한 예시적인 방법에 관한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계에 관한 예시적인 다이어그램.

<도면에 사용된 부호의 설명>

100 : 개인용 컴퓨터(PC)

102 : 플래쉬 롬 바이오스 메모리

104 : 중앙 처리 장치(CPU)

106 : 램 메모리

108 : 디스크 드라이브

110 : 입출력 회로(I/O 포트)

112 : 모뎀 회로

300 : 플래쉬 유틸리티

304 : 운용 체제

306 : 소프트웨어 핸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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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램 플래쉬 이미지

310 : 플래쉬 이미지

312 : 램 메모리

314 : 롬 바이오스부

316 : 하드디스크 또는 플로피 드라이브

318 : ACPI 칩셋

320 : CPU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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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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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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