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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될 저장 장치의 유닛을 명시함으로써, 컴퓨팅 환경의 저장 장치를 인사

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하는 방법, 시스템 및 프로그램 제품이 개시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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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에 관한 것이고, 특히 IBM z/아키텍처로 시작되며, 다른 아키텍처에 의해 에뮬레이트될

수 있는 새로운 인스트럭션의 처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본 발명에 앞서서, IBM에서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유능한 기술자를 동원해서 IBM 시스템 360이라는 머신을

시작으로 특별한 아키텍처를 만들었으며, 이 아키텍처는 컴퓨팅 시스템에 기본적인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인 프레임

"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이 메인 프레임의 동작 원리는 IBM 발명자들에 의해 개발된 인스트럭션을 "메인 프레임"에 구현

할 때 수행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을 기술함으로써 머신의 아키텍처를 제시하며, 이는 수년 동안 제시되어 온 IBM의 동작

원리에 포함시킴으로써 "메인 프레임"이라고 표현되는 컴퓨팅 머신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채택되었

다. 2000년 12월에 발표된 z/아키텍처 동작 원리의 제 1 판은 SA22-7832-00와 같은 표준 공표 기준이 되었다.

우리는 여기 설명되는 바와 같이, 더 새로운 인스트럭션이 당업자를 도울 것이며, z/아키텍처 머신에 포함될 수 있고, 더 간

단한 머신에서 다른 머신에 의해 에뮬레이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청구항 1항에 개시된 방법을 제공한다.

첨부된 도면과 함께, 이어지는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특성이 당업자에게는 자명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RRE 인스트럭션 형식의 사이퍼 메시지(KM:Cipher Message) 인스트럭션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RRE 인스트럭션 형식의 KMC(Cipher Message with Chaining) 인스트럭션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도 1의 사이퍼 메시지 인스트럭션의 기능 코드를 나타내는 표,

도 4는 도 2의 KMC의 기능 코드를 도시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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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KM 및 KMC 인스트럭션의 제네럴 레지스터 할당을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비트마다의 배타적-or의 기호를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DEA 암호화 및 암호 해독의 기호를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KM 퀴리의 파라미터 블록의 형식을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KM-DEA의 파라미터 블록을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KM-DEA 인사이퍼(Encipher) 동작을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KM-DEA 디사이퍼(Decipher) 동작을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KM-TDA-128의 파라미터 블록의 형식을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KM-TDEA-128 인사이퍼 동작을 도시하는 도면,

도 14는 KM-TDEA-128 디사이퍼 동작을 도시하는 도면,

도 15는 KM-TDEA-192의 파라미터 블록의 형식을 도시하는 도면,

도 16은 KM-TDEA-192 인사이퍼 동작을 도시하는 도면,

도 17은 KM-TDEA-192 디사이퍼 동작을 도시하는 도면,

도 18은 KMC-퀴리의 파라미터 블록의 형식을 도시하는 도면,

도 19는 KMC-DEA의 파라미터 블록의 형식을 도시하는 도면,

도 20은 KMC-DEA 인사이퍼 동작을 도시하는 도면,

도 21은 KMC-DEA 디사이퍼 동작을 도시하는 도면,

도 22는 KMC-TDEA-128의 파라미터 블록의 형식을 도시하는 도면,

도 23은 KMC-TDEA-128 인사이퍼 동작을 도시하는 도면,

도 24는 KMC-TDEA-128 디사이퍼 동작을 도시하는 도면,

도 25는 KMC-TDEA-128의 파라미터 블록의 형식을 도시하는 도면,

도 26은 KMC-TDEA-192 인사이퍼 동작을 도시하는 도면,

도 27은 KMC-TDEA-192 디사이퍼 동작을 도시하는 도면,

도 28은 KM 및 KMC 수행의 우선 순위를 나타내는 표,

도 29는 본 발명의 암호화 코프로세서를 도시하는 도면,

도 30은 바람직한 실시예 및 데이터에 따른 인스트럭션은 물론, 이들 아키텍처화된 인스트럭션을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혹은 이들 아키텍처화된 인스트럭션의 에뮬레이션에 사용될 때 이들 인스트럭션을 페치하고, 디코딩하며 수행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 저장 장치의 일반적인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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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CIPHER MESSAGE(KM) 인스트럭션 및 CIPHER MESSAGE WITH CHAINING(KMC) 인스트럭션이 설명될 것이며, 이

들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 바람직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다른 방안으로, 이들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을 에뮬레이트하는 제 2 바람직한 컴퓨터 시스템이 설명될 것이다.

CIPHER MESSAGE(KM)

도 1은 RRE 인스트럭션 형식의 사이퍼 메시지(KM) 인스트럭션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CIPHER MESSAGE WITH CHAINING(KMC)

도 2는 RRE 인스트럭션 형식의 KMC(Cipher Message with Chaining) 인스트럭션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제네럴 레지스터 0의 기능 코드에 의해 표시되는 기능이 수행된다.

인스트럭션의 비트 16-23은 무시된다. 제네럴 레지스터 0의 비트 위치 57-63은 기능 코드를 포함한다. 도 3 및 도 4는 각

각 할당된 CIPHER MESSAGE 및 CIPHER MESSAGE WITH CHAINING의 기능 코드를 도시하고 있다. 다른 모든 기능

코드는 할당되지 않는다. 사이퍼 기능의 경우에, 비트 56은 암호화 또는 암호 해독 동작이 수행되어야 하는 지를 나타내는

변경자(modifier) 비트이다. 변경자 비트는 모든 다른 기능에서는 무시된다. 제네럴 레지스터 0의 모든 다른 비트는 무시

된다. 제네럴 레지스터 1은 저장 장치의 파라미터 블록의 가장 왼쪽의 바이트의 논리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24비트 어드레

싱 모드에서, 제네럴 레지스터 1의 비트 위치 40-63의 컨텐츠는 어드레스를 이루고, 비트 위치 0-39의 컨텐츠는 무시된

다. 31 비트 어드레싱 모드에서, 제네럴 레지스터 1의 비트 위치 33-63의 컨텐츠가 어드레스를 구성하고, 비트 위치 0-32

의 컨텐츠는 무시된다.

64 비트 어드레싱 모드에서, 제네럴 레지스터 1의 비트 위치 0-63의 컨텐츠는 어드레스를 구성한다.

CIPHER MESSAGE의 기능 코드가 도 3에 도시된다.

CIPHER MESSAGE WITH CHAINING의 기능 코드가 도 4에 도시된다.

모든 다른 기능 코드는 할당되지 않는다. 퀴리 기능은 다른 기능의 사용가능성을 나타내는 수단을 제공한다. 퀴리 기능에

대해서 제네럴 레지스터 R1, R2 및 R1+1의 컨텐츠는 무시된다.

모든 다른 기능에 대해서, 제 2 오퍼랜드는 파라미터 블록의 암호화 키를 사용해서 기능 코드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바에

따라서 사이퍼링되며, 그 결과가 제 1 오퍼랜드 위치에 위치된다. CIPHER MESSAGE WITH CHAINING의 경우에, 사이

퍼링은 파라미터 블록의 초기 체이닝 값도 사용하며, 이 체이닝 값은 동작의 일부로서 업데이트된다.

R1 필드가 제네럴 레지스터를 지정하며, 짝수 레지스터를 지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특정한 예외가 인식된다.

R2 필드는 제네럴 레지스터의 짝수-홀수 쌍을 지정하며, 짝수 레지스터를 지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특정한 예

외가 인식된다.

제 1 및 제 2 오퍼랜드의 가장 왼쪽의 바이트의 위치는 R1 및 R2 제네럴 레지스터의 컨텐츠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 제 2

오퍼랜드 위치의 바이트의 수는 제네럴 레지스터 R2+1에 지정된다. 제 1 오퍼랜드의 길이는 제 2 오퍼랜드와 같다.

동작의 일부로서, 제네럴 레지스터 R1 및 R2의 어드레스는 처리되는 바이트의 수만큼 증가되고, 제네럴 레지스터 R2+1

의 길이는 같은 수만큼 감소된다. 어드레스 및 길이의 형성 및 업데이트는 어드레싱 모드에 따라서 달라진다.

24 비트 어드레싱 모드에서, 제네럴 레지스터 R1 및 R2의 비트 위치 40-63의 컨텐츠는 각각 제 1 및 제 2 오퍼랜드의 어

드레스를 구성하고, 비트 위치 0-39의 컨텐츠는 무시된다. 갱신된 어드레스의 비트 40-63은 제네럴 레지스터 R1 및 R2

의 대응 비트를 대치하고, 갱신된 어드레스의 비트 위치 40의 수행은 무시되며, 제네럴 레지스터 R1 및 R2의 비트 위치

32-39의 컨텐츠는 0으로 설정된다. 31비트 어드레싱 모드에서, 제네럴 레지스터 R1 및 R2의 비트 위치 33-63의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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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제 1 및 제 2 오퍼랜드의 어드레스를 구성하고, 비트 위치 0-32의 컨텐츠는 무시된다. 갱신된 어드레스의 비트

33-63은 제네럴 레지스터 R1 및 R2의 대응 비트를 대치하고, 갱신된 어드레스의 비트 위치 33의 수행은 무시되며, 제네

럴 레지스터 R1 및 R2의 비트 위치 32의 컨텐츠는 0으로 설정된다. 64 비트 어드레싱 모드에서, 제네럴 레지스터 R1 및

R2의 비트 위치 0-63의 컨텐츠는 각각 제 1 및 제 2 오퍼랜드의 어드레스를 구성한다. 갱신된 어드레스의 비트 0-63는

제네럴 레지스터 R1 및 R2의 컨텐츠를 대치하고, 비트 위치 0의 수행은 무시된다.

24 비트 어드레싱 모드와 31비트 어드레싱 모드 모두에서, 제네럴 레지스터 R2+1의 비트 위치 32-63의 컨텐츠는 제 1

및 제 2 오퍼랜드의 바이트 수를 나타내는 32비트의 서명되지 않은(unsigned) 2진 정수를 형성하고, 비트 위치 0-31의 컨

텐츠는 무시된다. 갱신된 값의 비트 32-63은 제네럴 레지스터 R2+1의 대응 비트를 대치한다. 64비트 어드레싱 모드에서,

제네럴 레지스터 R2+1의 비트 위치 0-63의 컨텐츠는 제 1 및 제 2 오퍼랜드의 바이트 수를 나타내는 64비트의 서명되지

않은 2진 정수를 형성하고, 갱신된 값은 제네럴 레지스터 R2+1의 컨텐츠를 대치한다.

24비트 또는 31비트 어드레싱 모드에서, 제네럴 레지스터 R1, R2 및 R2+1의 비트 위치 0-31의 컨텐츠는 항상 변하지 않

고 유지된다. 도 5는 간단하게 설명되는 제네럴 레지스터의 컨텐츠를 도시한다.

액세스 레지스터 모드에서, 액세스 레지스터 1, R2 및 R2는 파라미터 블록, 제 1 및 제 2 오퍼랜드 각각을 포함하는 어드

레싱 공간을 나타낸다.

제 1 및 제 2 오퍼랜드 모두의 제일 왼쪽에서 처리가 시작해서, 우측으로 블록 단위로 계속되면서 결과가 획득된다. 제네럴

레지스터 R2+1에 나타난 제 2 오퍼랜드의 바이트 수가 처리되어서 제 1 오퍼랜드 위치에 위치될 때 끝나거나(정상 종료

(normal completion)라고도 함), 제 2 오퍼랜드의 길이보다 더 짧은 CPU 결정된 블록이 처리되었을 때 끝난다(부분 종료

라고도 함). CPU 결정되는 블록의 수는 모델에 따라 달라지며, 인스트럭션이 수행될 때마다 다른 수가 될 수 있다. CPU

결정되는 블록의 수는 통상이 0이 아니다. 어떤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수가 0이 될 수 있으며, 프로그레스 없이

상태 코드 3이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CPU는 이 프로그레스의 경우의 무한정 재반복에 대해 보호된다.

제 1 오퍼랜드 위치와 체이닝 값 필드의 결과는 다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다.

1. 암호화 키 필드가 제 1 오퍼랜드의 일부와 중첩되는 상황.

2. 체이닝 값 필드가 제 1 오퍼랜드 또는 제 2 오퍼랜드 중 일부와 중첩되는 상황.

3. 제 1 및 제 2 오퍼랜드가 파괴적으로 중첩되는 상황. 파괴적으로 중첩된다는 것은 처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에

1바이트씩 수행된다고 가정할 때, 제 1 오퍼랜드가 데이터가 이동할 소스로서 사용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동작이 정상 종료로 종료하면, 상태 코드 0이 설정되고 R2+1의 결과값은 0이다. 동작이 부분 종료로 종료하면, 상태 코드

3이 설정되고, R2+1의 결과값은 0이 아니다.

저장 변경 PER 이벤트(a storage-alteration PER event)가 인식되면, 이벤트가 보고되기 전에 4K 미만의 추가 바이트가

제 1 오퍼랜드 위치에 저장된다.

처음에 제 2 오퍼랜드 길이가 0이면, 파라미터 블록, 제 1 및 제 2 오퍼랜드는 액세스되지 않고, 제네럴 레지스터 R1, R2

및 R2+1은 변하지 않으며, 상태 코드 0이 설정된다.

R1 및 R2 필드의 컨텐츠가 같으면, 지정된 레지스터의 컨텐츠는 처리된 바이트 수의 2배가 아닌 처리된 바이트 수만큼만

증가된다.

다른 CPU 및 채널 프로그램에 의해 관찰되는 바에 따라서, 파라미터 블록 및 저장 오퍼랜드에 대한 참조는 다중 액세스 참

조가 될 수 있고, 이들 저장 위치에 대한 액세스가 반드시 블록-콘커런드(block-concurrent)는 아니며, 이들 액세스 또는

참조의 순서는 정의되지 않는다.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인스트럭션 수행은 처리된 제 1 및 제 2 오퍼랜드의 최종 유닛을 반영하기 위해서 레지스터 및 체이

닝 값을 갱신하지 않고도 상태 코드 3을 설정함으로써 완료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된 유닛의 크기는 상황 및 모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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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지만, 처리되었지만 보고되지 않은 제 1 및 제 2 오퍼랜드의 일부가 저장 장치에서 중첩되지 않도록 제한된다. 모든

경우에, 변화 비트가 설정되고, PER 저장 변경 이벤트가 보고되며, 적용가능하다면, 모든 제 1 오퍼랜드 위치에 대해 처리

된다.

인스트럭션의 한번의 수행에서 처리되는 것보다 더 큰 오퍼랜드의 부분에 대해서 액세스 예외(access exceptions)가 보

고될 수 있다. 그러나 액세스 예외는 하나의 오퍼랜드 길이를 초과하는 위치에서 혹은 처리되는 현재 위치를 4K 바이트 이

상 초과하는 위치에서 인식되지 않는다.

기능 설명에 사용되는 기호

다음 기호가 후속하는 CIPHER MESSAGE 및 CIPHER MESSAGE WITH CHAINING 기능의 설명에서 사용된다. 데이터

암호화 알고리즘(DEA) 기능에서, DEA 키의 각각의 바이트의 DEA 키 패리티 비트는 무시되고, 동작은 그 키의 DEA 키

패리티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데이터 암호화 알고리즘의 추가적인 설명은 미국 표준 협회 ANSI-X3.92.1981

의 Data Encryption Algorithm에 나타나 있다.

도 6은 비트 마다의 배타적 or의 기호를 나타내고, 도 7은 DEA 암호화 및 암호 해독의 기호를 나타내고 있다.

KM 큐리(KM 기능 코드 0)

인스트럭션에 의해 사용되는 오퍼랜드 및 어드레스의 위치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다.

기능 KM 퀴리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블록은 도 8에 도시된 블록을 갖는다.

128 비트 상태 워드는 파라미터 블록에 저장된다. 이 필드의 비트 0-127는 CIPHER MESSAGE 인스트럭션의 각각 기능

코드 0-127에 각각 대응한다. 비트가 1일 때, 대응하는 기능이 인스톨되고, 1이 아니면 기능은 인스톨되지 않는다.

KM 퀴리 기능의 수행이 완료되면 상태 코드 0이 설정되고, 상태 코드 3은 이 기능에 적용할 수 없다.

KM-DEA(KM 기능 코드 1)

이 인스트럭션에 의해 사용되는 오퍼랜드 및 어드레스의 위치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기능 KM-DEA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블록은 도 9에 도시된 형식을 갖는다.

제네럴 레지스터 0의 변경자 비트가 0이면, 인사이퍼 동작이 수행된다. 오퍼랜드 2의 8 바이트 암호화 원문(plaintext) 블

록(P1, P2...Pn)은 파라미터 블록의 64비트 암호화 키를 가진 DEA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인사이퍼된다. 각각의 암호화 원

문 블록은 독립적으로 인사이퍼되고, 즉 인사이퍼 동작은 체이닝없이 수행된다. 사이퍼텍스트 블록(C1, C2,..., Cn)이 오퍼

랜드 1에 저장된다. 동작은 도 10에 도시된다.

제네럴 레지스터 0의 변경자 비트가 1이면, 디사이퍼 동작이 수행된다. 오퍼랜드 2의 8바이트 사이퍼텍스트 블록(C1,

C2,..., Cn)은 파라미터 블록의 64 비트 암호화 키를 가진 DEA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디사이퍼된다. 각각의 사이퍼텍스트

블록은 독립적으로 디사이퍼된다. 즉 체이닝 없이 디사이퍼 동작이 수행된다. 암호화 원문 블록(P1, P2,..., Pn)은 오퍼랜

드 1에 저장된다. KM-DEA 디사이퍼 동작이 도 11에 도시되어 있다.

KM-TDEA-128(KM 기능 코드 2)

인스트럭션에 의해 사용되는 오퍼랜드 및 어드레스의 위치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KM-TDEA-128 기능에 사용되는 파

라미터 블록이 도 12에 도시되어 있다.

제네럴 레지스터 0의 변경자 비트가 0이면, 인사이퍼 동작이 수행된다. 오퍼랜드 2의 8바이트 암호화 원문 블록(P1,

P2,..., Pn)은 파라미터 블록의 2개의 64 비트 암호화 키를 가진 TDEA(트리플 DEA)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인사이퍼된다.

각각의 암호화 원문 블록이 독립적으로 인사이퍼된다. 즉 체이닝 없이 인사이퍼 동작이 수행된다. 사이퍼텍스트 블록(C1,

C2,..., Cn)은 오퍼랜드 1에 저장된다. KM-TDEA-128 인사이퍼 동작이 도 13에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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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럴 레지스터 0의 변경자 비트가 1이면, 디사이퍼 동작이 수행된다. 오퍼랜드 2의 8바이트 사이퍼텍스트 블록(C1,

C2,..., Cn)은 파라미터 블록의 2개의 64 비트 암호화 키를 가진 TDEA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디사이퍼된다. 각각의 사이퍼

텍스트 블록이 독립적으로 디사이퍼된다. 즉 체이닝 없이 디사이퍼 동작이 수행된다. 암호화 원문 블록(P1, P2,..., Pn)은

오퍼랜드 1에 저장된다. KM-TDEA-128 디사이퍼 동작이 도 14에 도시되어 있다.

KM-TDEA-192 (KM 기능 코드 3)

인스트럭션에 의해 사용되는 오퍼랜드 및 어드레스의 위치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KM-TDEA-192 기능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블록이 도 15에 도시된 형식을 갖는다.

제네럴 레지스터 0의 변경자 비트가 0이면, 인사이퍼 동작이 수행된다. 오퍼랜드 2의 8바이트 암호화 원문 블록(P1,

P2,..., Pn)은 파라미터 블록의 3개의 64 비트 암호화 키를 가진 TDEA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인사이퍼된다. 각각의 암호화

원문 블록이 독립적으로 인사이퍼된다. 즉 체이닝 없이 인사이퍼 동작이 수행된다. 사이퍼텍스트 블록(C1, C2,..., Cn)은

오퍼랜드 1에 저장된다. KM-TDEA-192 인사이퍼 동작이 도 16에 도시되어 있다.

제네럴 레지스터 0의 변경자 비트가 1이면, 디사이퍼 동작이 수행된다. 오퍼랜드 2의 8바이트 사이퍼텍스트 블록(C1,

C2,..., Cn)은 파라미터 블록의 3개의 64 비트 암호화 키를 가진 TDEA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디사이퍼된다. 각각의 사이퍼

텍스트 블록이 독립적으로 디사이퍼된다. 즉 체이닝 없이 디사이퍼 동작이 수행된다. 암호화 원문 블록(P1, P2,..., Pn)은

오퍼랜드 1에 저장된다. KM-TDEA-192 디사이퍼 동작이 도 17에 도시되어 있다.

KMC-퀴리(KMC 기능 코드 0)

인스트럭션에 의해 사용되는 오퍼랜드 및 어드레스의 위치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KMC 퀴리 기능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블록은 도 18에 도시된 형식을 갖는다.

128 비트 상태 워드는 파라미터 블록에 저장된다. 이 필드의 비트 0-127는 CIPHER MESSAGE WITH CHAINING 인스

트럭션의 각각 기능 코드 0-127에 각각 대응한다. 비트가 1일 때, 대응하는 기능이 인스톨되고, 1이 아니면 기능은 인스톨

되지 않는다.

KM 퀴리 기능의 수행이 완료되면 상태 코드 0이 설정되고, 상태 코드 3은 이 기능에 적용할 수 없다.

KMC-DEA(KMC 기능 코드 1)

이 인스트럭션에 의해 사용되는 오퍼랜드 및 어드레스의 위치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기능 KMC-DEA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블록은 도 19에 도시된 형식을 갖는다.

제네럴 레지스터 0의 변경자 비트가 0이면, 인사이퍼 동작이 수행된다. 오퍼랜드 2의 8바이트 암호화 원문 블록(P1,

P2,..., Pn)은 파라미터 블록의 64비트 암호화 키 및 64 비트 체이닝 값을 가진 DEA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인사이퍼된다.

제 1 사이퍼 텍스트 블록을 유도하기 위한 초기 체이닝 값(ICV)이라 불리는 체이닝 값은 파라미터 블록 내의 체이닝 값이

고, 각각의 후속하는 사이퍼 텍스트 블록을 유도하는 체이닝 값은 대응하는 이전 사이퍼 텍스트 블록이다. 사이퍼 텍스트

블록(C1, C2,...Cn)은 오퍼랜드 1에 저장된다. 마지막 사이퍼 텍스트 블록은 출력 체이닝 값(OCV)이고, 이는 파라미터 블

록의 체이닝 값 필드에 저장된다. KMC-DEA 인사이퍼 동작이 도 20에 도시되어 있다.

제네럴 레지스터 0의 변경자 비트가 1이면, 디사이퍼 동작이 수행된다. 오퍼랜드 2의 8바이트 사이퍼텍스트 블록(C1,

C2,..., Cn)은 파라미터 블록의 64 비트 암호화 키 및 64비트 체이닝 값을 가진 DEA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디사이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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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암호화 원문 블록을 유도하기 위한 초기 체이닝 값(ICV)이라 불리는 체이닝 값은 파라미터 블록 내에 있고, 각각의 후

속하는 암호화 원문 블록을 유도하는 체이닝 값은 대응하는 이전 암호화 원문 블록이다. 암호화 원문 블록(P1, P2,...Pn)은

오퍼랜드 1에 저장된다. 마지막 사이퍼 텍스트 블록은 출력 체이닝 값(OCV)이고, 이는 파라미터 블록의 체이닝 값 필드에

저장된다. KMC-DEA 디사이퍼 동작이 도 21에 도시되어 있다.

KMC-TDEA-128(KMC 기능 코드 2)

인스트럭션에 의해 사용되는 오퍼랜드 및 어드레스의 위치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KMC-TDEA-128 기능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블록은 도 22에 도시된 형식을 갖는다.

제네럴 레지스터 0의 변경자 비트가 0이면, 인사이퍼 동작이 수행된다. 오퍼랜드 2의 8바이트 암호화 원문 블록(P1,

P2,..., Pn)은 파라미터 블록의 2개의 64비트 암호화 키 및 64 비트 체이닝 값을 가진 TDEA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인사이

퍼된다.

제 1 사이퍼 텍스트 블록을 유도하기 위한 초기 체이닝 값(ICV)이라 불리는 체이닝 값은 파라미터 블록 내의 체이닝 값이

고, 각각의 후속하는 사이퍼 텍스트 블록을 유도하는 체이닝 값은 대응하는 이전 사이퍼 텍스트 블록이다. 사이퍼 텍스트

블록(C1, C2,...Cn)은 오퍼랜드 1에 저장된다. 마지막 사이퍼 텍스트 블록은 출력 체이닝 값(OCV)이고, 이는 파라미터 블

록의 체이닝 값 필드에 저장된다. KMC-TDEA-128 인사이퍼 동작이 도 23에 도시되어 있다.

제네럴 레지스터 0의 변경자 비트가 1이면, 디사이퍼 동작이 수행된다. 오퍼랜드 2의 8바이트 사이퍼텍스트 블록(C1,

C2,..., Cn)은 파라미터 블록의 2개의 64 비트 암호화 키 및 64비트 체이닝 값을 가진 TDEA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디사이

퍼된다.

제 1 암호화 원문 블록을 유도하기 위한 초기 체이닝 값(ICV)이라 불리는 체이닝 값은 파라미터 블록 내에 있고, 각각의 후

속하는 암호화 원문 블록을 유도하는 체이닝 값은 대응하는 이전 암호화 원문 블록이다. 암호화 원문 블록(P1, P2,...Pn)은

오퍼랜드 1에 저장된다. 마지막 사이퍼 텍스트 블록은 출력 체이닝 값(OCV)이고, 이는 파라미터 블록의 체이닝 값 필드에

저장된다. KMC-TDEA-128 디사이퍼 동작이 도 24에 도시되어 있다.

KMC-TDEA-192(KMC 기능 코드 3)

인스트럭션에 의해 사용되는 오퍼랜드 및 어드레스의 위치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KMC-TDEA-192 기능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블록은 도 25에 도시된 형식을 갖는다.

제네럴 레지스터 0의 변경자 비트가 0이면, 인사이퍼 동작이 수행된다. 오퍼랜드 2의 8바이트 암호화 원문 블록(P1,

P2,..., Pn)은 파라미터 블록의 3개의 64비트 암호화 키 및 64 비트 체이닝 값을 가진 TDEA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인사이

퍼된다.

제 1 사이퍼 텍스트 블록을 유도하기 위한 초기 체이닝 값(ICV)이라 불리는 체이닝 값은 파라미터 블록 내의 체이닝 값이

고, 각각의 후속하는 사이퍼 텍스트 블록을 유도하는 체이닝 값은 대응하는 이전 사이퍼 텍스트 블록이다. 사이퍼 텍스트

블록(C1, C2,...Cn)은 오퍼랜드 1에 저장된다. 마지막 사이퍼 텍스트 블록은 출력 체이닝 값(OCV)이고, 이는 파라미터 블

록의 체이닝 값 필드에 저장된다. KMC-TDEA-192 인사이퍼 동작이 도 26에 도시되어 있다.

제네럴 레지스터 0의 변경자 비트가 1이면, 디사이퍼 동작이 수행된다. 오퍼랜드 2의 8바이트 사이퍼텍스트 블록(C1,

C2,..., Cn)은 파라미터 블록의 3개의 64 비트 암호화 키 및 64 비트 체이닝 값을 가진 TDEA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디사이

퍼된다.

제 1 암호화 원문 블록을 유도하기 위한 초기 체이닝 값(ICV)이라 불리는 체이닝 값은 파라미터 블록 내에 있고, 각각의 후

속하는 암호화 원문 블록을 유도하는 체이닝 값은 대응하는 이전 암호화 원문 블록이다. 암호화 원문 블록(P1, P2,...Pn)은

오퍼랜드 1에 저장된다. 마지막 사이퍼 텍스트 블록은 출력 체이닝 값(OCV)이고, 이는 파라미터 블록의 체이닝 값 필드에

저장된다. KMC-TDEA-192 디사이퍼 동작이 도 27에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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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및 KMC의 특정 상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특정한 예외가 인식되고 다른 액션이 취해지지 않는다.

1. 제네럴 레지스터 0의 비트 57-63가 할당되지 않거나 인스톨되지 않은 기능 코드를 나타낸다.

2. R1 또는 R2 필드가 홀수 레지스터 또는 제네럴 레지스터 0을 지정한다.

3. 제 2 오퍼랜드 길이가 지정된 기능의 데이터 블록 크기의 배수가 아니다(7-35페이지의 도 7-3을 참조해서 CIPHER

MESSAGE 기능의 데이터 블록 크기를 결정하고; 페이지 7-35의 도 7-4를 참조해서 CIPHER MESSAGE WITH

CHAINING 기능의 데이터 블록 크기를 결정한다). 이 특정 예외 상태는 퀴리 기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최종 상태 코드

0 정상 종료

1 - -

2 - -

3 부분 종료

프로그램 예외

액세스(페치, 오퍼랜드 2 및 암호화 키; 저장, 오퍼랜드 1; 페치 및 저장 체이닝 값)

연산(if 메시지 보안 어시스트가 인스톨되지 않으면)

설명

도 28은 KM 및 KMC의 수행의 우선순위를 도시하는 표이다.

프로그램 주의

1. 상태 코드 3이 설정되면, 오퍼랜드 어드레스 및 길이를 포함하는 제네럴 레지스터가, CIPHER MESSAGE WITH

CHAINING의 경우에는 파라미터 블록의 체이닝 값이 통상적으로 연산을 계속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인스트럭션으로 간

단하게 브랜치 백(branch back)시킬 수 있도록 갱신된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CPU는 재처리될 제 1 및 제 2 오퍼랜드의 일부가 저장 장치 내에서 중첩될 때 프로그레스가 아닌 케이

스가 무한정 재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태 코드 3으로 설정하는 것을 방지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상태 코드 3이 설정

될 때마다, 무한 루프에 노출되는 일 없이, 그리고 인스트럭션을 부정확하게 재시도하는 것에 노출되는 일 없이 인스트럭

션으로 안전하게 브랜치 백할 수 있다.

2. 제 2 오퍼랜드의 길이가 처음에 0이 아닌 값이고, 상태 코드 0이 설정되면, 레지스터는 상태 코드 3과 같은 방식으로 갱

신된다. CIPHER MESSAGE WITH CHAINING의 경우에, 이 경우의 체이닝 값은 추가 오퍼랜드가 같은 체인의 일부인 것

처럼 처리될 수 있도록 된다.

3. 저장 장치를 절감하기 위해서 제 1 및 제 2 오퍼랜드가 정확하게 중첩될 수 있으며, 제 1 오퍼랜드의 개시 지점은 제 2

오퍼랜드의 개시 지점의 좌측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중첩은 파괴적이지 않다.

암호화 코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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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실시예는 여기 설명된 인스트럭션과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사이버 메시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인스트럭션의 체

이닝되고 암호화된 사용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체이닝 메시지 태스크를 돕는데 사용될 수 있는 암호화 코프로세

서를 제공한다.

도 29는 다수의 수행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으며, 다목적 마이크로프로세서 상의 모든 내부 수행 유닛에 공통인 데이터 경

로에 직접 부착된 본 발명의 암호화 코프로세서를 도시하고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내부 버스(1)는 암호화 제어 유닛(2)

에 부착된 모든 다른 수행 유닛에 공통이고, 제어 유닛은 수행할 프로세서 인스트럭션용 버스를 감시한다.

암호화 제어 유닛은 다목적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중앙 처리 장치의 모든 내부 실행 유닛에 공통인 데이터 경로에 직접 부착

된 암호화 코프로세서를 제공함으로써, 중앙 처리 장치에 모든 사용가능한 하드웨어(이 실시예에서 다수의 실행 파이프라

인을 가진 E0,...En, 또는 이들의 조합)를 제공한다. 암호화 인스트럭션이 커맨드 레지스터(3)에서 마주치면, 제어 유닛(2)

은 사용가능한 하드웨어로부터 적절한 알고리즘을 호출한다. 오퍼랜드 데이터는 입력 FIFO 레지스터(4)를 통해서 같은 내

부 마이크로프로세서 상으로 전달된다. 동작이 종료되면 플래그는 상태 레지스터(6)에 설정되고, 그 결과는 출력 FIFO 레

지스터(5)로부터 판독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시스템의 수행 목적에 따른 특정한 실시가 요구하는 만큼의 하드웨어 엔진을 포함하도록 확

장될 수 있게 설계된다. 입출력 레지스터(7)로의 데이터 경로는 모든 엔진에 대해서 공통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암호화 기능이 CPU의 수행 유닛 하드웨어에서 구현되고, 이러한 구현을 통해서 암호 해독

동작을 호출해서 수행할 때의 지연을 낮추고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낮은 지연은 많은 암호 해독 동작을 자주 행하는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다목적 프로세서의 성능을 크게 강화시키

며, 특히 적은 양의 데이터만이 포함되는 경우에 그렇다. 이로써 보안 전자 상거래를 행할 때 포함되는 처리를 크게 가속시

킬 수 있는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보안 전자 상거래의 가장 공통되는 목적은 3개의 알고리즘의 세트를 포함한다. 다른 동

작이 세션의 모든 거래에서 호출되는 반면에 제 1 알고리즘은 하나의 세션에서 한번만 사용되고,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

어로 구현될 수 있어서, 외부 하드웨어를 호출할 때에 드는 비용 및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의 시간 비용 모두

가 본 발명에 따라서 감소된다.

도 30에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인스트럭션이 프로그램, 근래 통상적으로 "C" 프로그램에 의해 사용되는 장기간 변위

(long displacement) 장치 컴퓨터 아키텍처화된 인스트럭션 형태의 상업적 구현에서, IBM에서 실험적으로 입증한 바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에 설명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비한 메인프레임 컴퓨터에 무엇을 어떻게 구현했

는지 개념적으로 도시한다. 저장 매체에 저장된 이들 인스트럭션 형태는 기본적으로 z/아키텍처 IBM 서버에서 수행되지

만, 다른 방안으로 다른 아키텍처를 수행하는 머신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이들은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IBM 메인프레임 서

버에서 그리고 IBM의 다른 머신에서 에뮬레이트될 수 있다(예컨대, pSeries 서버 및 xSeries 서버). 이들은 IBM, Intel,

AMD, 선마이크로시스템즈 등에 의해 제조된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폭넓은 머신에서 리눅스를 수행하는 머신에서 수행될

수 있다. z/아키텍처하의 하드웨어에서 수행하는 것외에, 리눅스가 허큘리스, UMX, FXI 또는 플랫폼 솔루션에 의해 에뮬

레이트를 사용하는 머신 및 리눅스가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서 일반적으로 수행은 에뮬레이션 모드이다. 에뮬레이션 모드

에서 에뮬레이트되는 특정 인스트럭션은 디코딩되고, "C" 서브루틴 또는 드라이버에서와 같은 개개의 인스트럭션을 구현

하도록 만들어진 서브루틴 또는 특정 하드웨어용 드라이버를 제공하는 다른 방법은 바람직한 실시예의 설명을 이해한 이

후에 당업자가 알고 있는 방법과 같다. 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US5551013, US6009261, US5574873,

US6308255, US6463582 및 US5790825를 포함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에뮬레이션 특허는 이들이 사용하

는 시판되는 소프트웨어 기술은 물론 당업자가 입수할 수 있는 타겟 머신의 다양한 다른 머신용으로 구성된 인스트럭션 형

식의 에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여러가지 기존 방식을 나타낸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비(non) 슈퍼 스칼라 현재의 위의 장기간 변위 인스트럭션 형식은 베이스 레지스터의 합산에 의해

오퍼랜드 저장 어드레스를 형성한다. 12비트의 서명되지 않은 변위 및 새로운 장기간 변위 인스트럭션 형식은 베이스 레지

스터와 20비트 서명된 변위의 합산 또는 베이스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및 20비트 서명된 변위의 합산에 의해 오퍼랜

드 저장 어드레스를 형성한다.

도 3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들 인스트럭션은 프로세서에 의해 또는 다른 네이티브 인스트럭션 세트를 가진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이 인스트럭션 세트의 에뮬레이션에 의해 하드웨어에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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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에서, 501은 인스트럭션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 저장 장치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서 설명되는 장기간

변위 인스트럭션은 처음에 이 컴퓨터에 저장될 것이다. 502는 컴퓨터 메모리로부터의 인스트럭션을 페치하는 메커니즘을

도시하고 있으며, 페치한 이들 인스트럭션의 로컬 버퍼링도 포함할 수 있다. 원래의 인스트럭션은 인스트럭션 디코더

(503)로 전송되고, 여기서 어떤 타입의 인스트럭션이 페치되는지 결정한다. 504는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 메커니즘을 도

시한다. 이는 데이터를 메모리(501)로부터 레지스터로 로딩하는 것, 데이터를 레지스터로부터 메모리로 다시 저장시키거

나, 일부 산술 연산 또는 논리 연산의 타입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수행될 연산의 정확한 타입은 인스트럭션 디

코더에 의해 미리 결정된다. 본 발명에서 설명되는 장기간 변위 인스트럭션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네이티브하게 수행되는

경우에, 이 도면은 위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완료된다. 그러나, 장기간 변위 인스트럭션을 포함하는 인스트럭션 세트 아키

텍처가 다른 컴퓨터에서 에뮬레이트되는 경우에, 위의 처리는 호스트 컴퓨터(505)의 소프트웨어에서 수행될 것이다. 이

경우에, 위에 언급된 메커니즘은 에뮬레이터 소프트웨어 내의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서브루틴으로서 구현되는 것이 전

형적이다. 두 경우 모두에, 인스트럭션은 페치되고, 디코딩되고, 수행된다.

더 상세하게, 이렇게 구성된 인스트럭션은, 오퍼랜드 저장 어드레스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12비트 서명되지 않은 변위를

가진 현재의 인스트럭션 형식 및 오퍼랜드 저장 장치 어드레스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확장 서명된 변위를 포함하는 추가

적인 변위 비트, 바람직하게는 12 비트를 제공하는 추가 인스트럭션 형식을 가진 컴퓨터 아키텍처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이들 컴퓨터 구성된 인스트럭션은 컴퓨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프로세서의 코드 수행을 초래하고, 컴퓨터 저장 매체(501)에 저장된 컴파일러 또는 에뮬레이터/인터프레터에 의

해 사용되는 인스트럭션 코드를 포함하되, 여기서 이 인스트럭션 코드의 제 1 부분은 수행된 연산을 지정하는 연산 코드를

포함하고, 그 제 2 부분은 참여할 오퍼랜드를 지정한다. 장기간 변위 인스트럭션은 추가 어드레스가 장기간 변위 장치 인

스트럭션의 사용과 함께 직접 어드레싱되게 한다.

도 3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들 인스트럭션은 프로세서에 의해 또는 다른 네이티브 인스트럭션 세트를 가진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이 인스트럭션 세트의 에뮬레이션에 의해 하드웨어에서 수행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컴퓨터 아키텍처에 따라서, 변위 필드는 2개의 부분이 되도록 형성되며, 중요성이 적은 부분은 오퍼랜

드 1용 DL, DL1 또는 오퍼랜드 2용 DL2의 12비트가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퍼랜드 1용 DH, DH1 또는 오퍼랜드 2

용 DH2의 8비트가 된다.

또한, 바람직한 컴퓨터 아키텍처는 오피코드가 비트 위치 0 내지 7 및 40 내지 47에 있고, R1이라 불리는 타겟 레지스터가

비트 위치 8 내지 11에 있으며, X2라 불리는 인덱스 레지스트가 비트 위치 12 내지 15에 있고, B2라 불리는 베이스 레지

스터가 비트 위치 16 내지 19에 있되, 변위는 비트 위치 20 내지 31 에 있는 DL2라 불리는 제 1 부분 및 비트 위치 32 내지

39에 있는 DH2라 불리는 제 2 부분으로 이루어지도록 된 인스트럭션 형식을 갖고 있다.

이 컴퓨터 아키텍처는 오피코드가 비트 위치 0 내지 7 및 40 내지 47에 있고, R1이라 불리는 타겟 레지스터가 비트 위치 8

내지 11에 있으며, R3라 불리는 소스 레지스트가 비트 위치 12 내지 15에 있고, B2라 불리는 베이스 레지스터가 비트 위

치 16 내지 19에 있되, 변위는 비트 위치 20 내지 31에 있는 DL2라 불리는 제 1 부분 및 비트 위치 32 내지 39에 있는

DH2라 불리는 제 2 부분으로 이루어지도록 된 인스트럭션 형식을 갖고 있다.

또한, 장기간 변위 장치를 가진 본 발명의 컴퓨터 아키텍처 인스트럭션은 오피코드가 비트 위치 0 내지 7 및 40 내지 47에

있고, R1이라 불리는 타겟 레지스터가 비트 위치 8 내지 11에 있으며, M3라 불리는 마스크 값이 비트 위치 12 내지 15에

있고, B2라 불리는 베이스 레지스터가 비트 위치 16 내지 19에 있되, 변위는 비트 위치 20 내지 31에 있는 DL2라 불리는

제 1 부분 및 비트 위치 32 내지 39에 있는 DH2라 불리는 제 2 부분으로 이루어지도록 된 인스트럭션 형식을 갖고 있다.

설명된 바와 같이, 장기간 변위 장치를 가진 본 발명의 컴퓨터 아키텍처는 오피코드가 비트 위치 0 내지 7 및 40 내지 47에

있고, I2이라 불리는 중간값이 비트 위치 8 내지 15에 있으며, B2라 불리는 베이스 레지스터가 비트 위치 16 내지 19에 있

되, 변위는 비트 위치 20 내지 31에 있는 DL1라 불리는 제 1 부분 및 비트 위치 32 내지 39에 있는 DH1라 불리는 제 2 부

분으로 이루어지도록 된 인스트럭션 형식을 갖고 있다.

본 발명의 장기간 변위 장치 컴퓨터 아키텍처는 새로운 20비트 서명되지 않은 변위를 가진 인스트럭션 형식만을 사용해서

생성되는 새로운 인스트럭션을 사용할 때 효율적으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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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컴퓨터 아키텍처의 특정 실시예는 12비트 서명되지 않은 변위만을 가지며, 새로운 인스트럭션 형식이 되도록 형

성되는 인스트럭션 형식을 가진 현재의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서, 필드 DH인 변위의 상위 8비트가 모두 0이면 현재의 12비

트 서명되지 않은 변위값을 가지고, 혹은 DH인 변위의 상위 8비트가 모두 0이 아니면 20비트 서명된 값을 갖게 된다.

컴퓨팅 환경의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 저장 장치의 장치는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인사이퍼링되거나 디사이퍼링될 저장 장치의 유닛을 명시하는 수단과,

저장 장치의 유닛을 인사이퍼링하거나 디사이퍼링하는 수단

을 포함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팅 환경의 저장 장치를 인사이퍼링(enciphering) 또는 디사이퍼링(deciphering)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인사이퍼링되거나 디사이퍼링될 저장 장치의 유닛을 명시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 장치의 유닛을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명시 단계는 상기 저장 장치의 유닛과 관련된 데이터 구조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데이터 구조의 시작점(origin)을 포함하는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저장 장치의 유닛에 대응하는, 상기 데이터 구조의 엔트리의 인덱스를 더 포함하는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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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 단계는 상기 인스트럭션에 의해 암호화 키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장치의 유닛은 저장 장치의 세그먼트 및 저장 장치의 영역 중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구조는 세그먼크 데이터 구조 및 영역 데이터 구조 중 하나를 포함하는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은 상기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수행되는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 단계는 상기 저장 장치의 유닛과 관련된 암호화키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구조는 복수의 엔트리를 포함하고,

상기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 단계는 인덱스를 사용해서 인사이퍼링되거나 디사이퍼링될 상기 저장 장치의 유닛과 관

련된 상기 엔트리를 획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 상기 엔트리는 암호화 키를 갖고 있음 -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 방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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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장치의 유닛은 저장 장치의 세그먼트를 포함하고,

상기 저장 장치의 세그먼트는 저장 장치의 복수의 페이지들을 포함하는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장치의 유닛은 저장 장치의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저장 장치의 영역은 저장 장치의 복수의 세그먼트를 포함하며,

상기 저장 장치의 세그먼트는 저장 장치의 복수의 페이지들을 포함하는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명시 단계는 복수의 저장 장치의 유닛을 명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 단계는 상기 복수의 저장 장치의 유닛을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 단계는 상기 복수의 저장 장치의 유닛을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하는 체이닝 동작

(a chaining operation)을 포함하는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장치는 가상 저장 장치를 포함하는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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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스트럭션은 하드웨어,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중 적어도 하나로 구현되는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 방법.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스트럭션은 상기 인스트럭션의 아키텍처를 에뮬레이팅하는 프로세서 유닛에 의해 수행되고,

상기 인스트럭션의 아키텍처는 상기 프로세싱 유닛의 아키텍처와는 다른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 방법.

청구항 17.

컴퓨팅 환경의 저장 장치를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제 1 항 내지 제 16 항 중 어느 한 항에 개시된 방법의 각각의 단계를 수행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인사이퍼링 또는 디사이퍼링 시스템.

청구항 18.

제 1 항 내지 제 16 항 중 어느 한 항에 개시된 방법의 각각의 단계를 수행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를 구비한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사용가능 매체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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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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