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06F 1/00 (2006.01)

     G06F 9/0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2월09일

10-0680689

2007년02월02일

(21) 출원번호 10-2004-7007814 (65) 공개번호 10-2004-0055811

(22) 출원일자 2004년05월21일 (43) 공개일자 2004년06월26일

심사청구일자 2004년05월21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4년05월21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2002/037575 (87) 국제공개번호 WO 2003/046701

국제출원일자 2002년11월21일 국제공개일자 2003년06월05일

(30) 우선권주장 10/002,541 2001년11월21일 미국(US)

(73) 특허권자 인텔 코오퍼레이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미션 칼리지 블러바드 2200

(72) 발명자 기라드,루크

미국95051캘리포니아주산타클라라로도노반코트239

(74) 대리인 주성민

백만기

이중희

심사관 : 이종익

전체 청구항 수 : 총 21 항

(54) 컴퓨터 시스템 하드 드라이브를 잠금해제하기 위한 방법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의 보호된 저장장치는 내부에 저장된 패스워드를 포함한다. 사용자를 인증하

라는 명령어들이 컴퓨터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다. 인증이 되면, 패스워드는 하드 드라이브로 전달될 수 있고, 여기서 드라

이브를 잠금해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드라이브를 잠금해제한 뒤, 운영 체계가 로딩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드라

이브는 전력 관리 정책에 따라 드라이브에 공급되는 전압을 감소시킴으로써 재잠금될 수 있다. 사용자를 재인증하고 보호

된 저장장치로부터 드라이브로 패스워드를 전달함으로써 드라이브는 다시 잠금해제될 수 있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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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내부에 저장된 제1 패스워드를 포함하는 보호된 저장장치;

상기 보호된 저장장치와 분리되며, 사용자를 인증하고 사용자가 인증된 경우 상기 보호된 저장장치로부터 상기 제1 패스

워드를 방출시키는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BIOS; 및

상기 보호된 저장장치로부터의 상기 제1 패스워드를 수신하고, 응답으로서 저장되어 있는 OS(operating system)가 로딩

되게 하는 하드 드라이브

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된 저장장치는 상기 시스템의 회로 기판에 납땜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된 저장장치는 상기 시스템의 칩셋의 일부인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된 저장장치는 착탈가능한 스마트 카드에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은 제2 패스워드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사용자를 인증하도록 되어 있고, 상기 제2 패스

워드는 상기 사용자에 의해 결정가능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사용자의 지문을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상기 사용자를 인증하도록 되어 있는 컴퓨

터 시스템.

등록특허 10-0680689

- 2 -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사용자가 토큰(token)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상기 사용자를

인증하도록 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사용자의 지문을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상기 사용자를 인증하도록 되어 있는 컴퓨

터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사용자가 토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상기 사용자를 인증하

도록 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0.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내부에 저장된 제1 패스워드를 포함하는 보호된 저장장치;

상기 보호된 저장장치로부터 상기 제1 패스워드를 수신하고, 응답으로서 드라이브를 잠금해제하는 하드 드라이브;

상기 드라이브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 공급기; 및

상기 전원 공급기로 하여금 상기 드라이브에 대한 전압을 감소시키게 하여 상기 드라이브를 잠그고, 웨이크 이벤트에 응답

하여 상기 전원 공급기로 하여금 상기 드라이브에 대한 상기 전압을 증가시키는 전원 관리기 - 상기 드라이브는 상기 제1

패스워드가 수신될 때까지 잠겨 있음 -

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된 저장장치는 상기 시스템의 회로 기판에 납땜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된 저장장치는 상기 시스템의 칩셋의 일부인 컴퓨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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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자를 인증하고 상기 사용자가 인증된 경우 제1 패스워드를 상기 보호된 저장장치로부터 상기

드라이브로 전달하는 명령어들의 세트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매체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는 상기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떨어져 위치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은 제2 패스워드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상기 사용자를 인증하도록 되어 있는 컴퓨터 시

스템.

청구항 16.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 드라이브를 잠금해제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제1 인증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에 인증되게 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가 인증된 경우,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보호된 저장장치로부터의 제1 패스워드가 하드 드라이브로 전달되게

하여 상기 드라이브를 잠금해제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드라이브가 잠금해제된 후에 상기 드라이브에 저장된 OS가 로딩되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드라이브에 공급되는 전압을 감소시킴으로써 파워 관리기가 상기 드라이브를 다시 잠그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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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6항의 방법을 구현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0.

기계에 의해 실행되는 경우, 기계로 하여금 제16항의 방법을 수행하게 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기계 판

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기계에 의해 실행되는 경우, 상기 드라이브가 잠금해제된 후에 상기 기계로 하여금 상기 드라이브에 저장된 OS를 더 로딩

하게 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명령어들을 더 포함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매체.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스템 제작자 또는 최종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보안 정책을

사용하여 하드 드라이브를 잠금해제하는 안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컴퓨터 시스템은 인간 사회에 점점 보급되고 있는데, 이는 PDA 및 이동 전화와 같은 소형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로부터, 셋

탑 박스 및 그 외의 소비자 가전과 같은 애플리케이션-특정 전자 콤포넌트, 중형 이동형 데스크탑 시스템, 및 대형 워크스

테이션 및 서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 컴퓨터가 유비쿼터스화(ubiquitous)됨에 따라, 컴퓨터 보안 이슈가 보

다 중요하게 되었다. 많은 컴퓨터들의 휴대가능한 특성(portable nature)으로 인해 야기된 도전들(challenges)에 직면하

게 되자, 컴퓨터 절도를 막기 위한 방법들이 발전되고 있다. 보안을 제공하고 절도를 막기 위해 사용자 인증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패스워드를 포함한다.

일부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컴퓨터를 켤 때, 컴퓨터는 패스워드를 통한 인증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패

스워드를 써넣으면, 패스워드는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 드라이브로 전달될 수 있다. 드라이브에 의해 수신된 이후에, 패스

워드는 드라이브를 잠금해제하도록 사용된다. 잠금해제시, 드라이브에 저장된 운영 체제(OS)는 컴퓨터의 메모리 서브시

스템에 로드되고 부트 프로세스가 진행한다.

이러한 형태의 인증 프로세스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들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컴퓨터 시스템은 BIOS 뿐만 아니라 별도의 보호된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패스워드는 보호된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된다. BIOS는 컴퓨터가 켜지고 나서 OS가 로드되기 전에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명령어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인증 명령어들은 컴퓨터 시스템에 전달되어, 예컨대, 패스워드, 지문, 및 토큰 소유 확인(token

possession verification)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다수의 방법들에 의해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다. 사용된 인증 방법은 사

용자가 단순히 하드 드라이브 패스워드를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보다 다소 안전할 수 있다.

인증시, 보호된 저장장치에 저장된 패스워드는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 드라이브로 전송될 수 있는데, 이는 드라이브를 잠금

해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드라이브를 잠금해제하는 것에 후속하여, 드라이브 상에 저장된 운영 체제가 로드될 수 있

고 부트 프로세스가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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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 프로세스가 완료된 이후에, 컴퓨터 시스템은 OS 제어 하에 있게 되고, 전력 관리기는 신호를 전송하여, 하드 드라이

브에 제공되는 전압을 감소시켜, 드라이브에 의한 전력 소모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드라이브를 재잠금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 전압 공급이 다시 동작 레벨로 증가된 이후에도 드라이브는 잠금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웨이크 이벤트(wake

event)에 응답하여 전력 공급이 증가될 수도 있고, 이러한 웨이크 이벤트는 예를 들어, 시스템 관리자와 같은 컴퓨터 시스

템의 원격 사용자에 의한 액세스 요청을 포함할 수도 있다. 보호된 저장장치로부터 드라이브로 패스워드를 전송함으로써

드라이브는 다시 잠금해제될 수 있다. 이러한 전송은 웨이크 이벤트 이후에, 또는 웨이크 이벤트 이후의 사용자 재인증에

응답하여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사용된 인증 방법은 사용자가 단순히 하드 드라이브 패스워드를 컴퓨터 시스템에 입

력하는 것보다 다소 안전할 수 있다.

이하, 다양한 구성들 및 구현들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한다. 프로세서(100)는 허브(105)를 통해, 그래픽 제어기

(110), 주 메모리(115), 및 허브(120)에 결합될 수 있다. 허브(120)는 하드 드라이브(125)와 보호된 저장장치(130)를 결

합한다. 또한, 전력 관리기(122)는 허브(120) 내에 상주할 수 있고, 전원 공급기(127)에 결합될 수 있다. 전원 공급기(127)

는 하드 드라이브(125)에 전압을 공급한다. 오디오 입/출력 디바이스와 같은 오디오 콤포넌트(135), 비디오 입/출력 디바

이스와 같은 비디오 콤포넌트(145), 및 브리지(140)는 허브(120)의 하나 이상의 버스에 결합될 수 있다. BIOS(150)는 브

리지(140)에 결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선택적 실시예에 따르면, BIOS는 허브(120)와 같은 대체 디바이스 또는 도 1의 또

다른 디바이스에 포함되거나 결합될 수 있다. 또한, 보호된 저장장치는 브리지(140)와 같은 대체 디바이스 또는 도 1의 또

다른 디바이스에 포함되거나 결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도 1의 하드 드라이브(125)는 전력이 제거되고(또는 동작 임계 레벨 이하로 감소되고) 이

어서 드라이브에 재인가될 때, 드라이브를 잠그는 패스워드 보호 회로를 포함한다. 하드 드라이브를 잠그는 것은, 보통의

사용자가 드라이브의 컨텐츠에 액세스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 하드 드라이브(125)는

ATA-3 드라이브이다. 본 발명의 선택적 실시예에 있어서, 하드 드라이브(125)는 운영 체제가 로드되기 전에 적용될 수

있는, 패스워드 보호 또는 또 다른 형태의 보호를 갖는 임의의 형태의 저장 매체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선택적으로 브리지 또는 사우스 브리지로도 지칭될 수 있는 도 1의 허브(120)는 전력 관리

기(122)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선택적 실시예에 있어서, 이러한 전력 관리기는 개별 콤포넌트에 포함될 수 있거나, 또는

허브(105) 또는 브리지(140)와 같은 또 다른 디바이스에 통합될 수 있다. 임의의 이벤트에 있어, 도 1의 컴퓨터 시스템의

전력 관리기(122)는 전원 공급기(127)에 결합되어 하드 드라이브(125)에 대한 전압 레벨을 조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보호된 저장장치(130)는 도 1의 하드 드라이브(125)를 잠금해제하기 위한 패스워드를 포함

한다. 이 패스워드는 보호된 저장장치(130) 내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오직 허가된 사용자들 또는 어플리케이션들에 의해서

만 액세스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보호된 저장장치(130)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의 레벨은 기본적인

보호 저장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기본적인 저장 기술은 보호 메카니즘, 프로토콜, 및 pre-OS 및 OS-상주 어플리케이션

들(OS-present applications) 양측에 의해서 이전에 알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실시예에서는 핸드쉐이크(handshake) 프로

세스 중에 협상될 수 있는 그외의 보안 요구들을 결정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협상은 특정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설

치 또는 셋업 중에 일어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도 1의 보호된 저장장치(130)는 컴퓨터 시스템에 영구적이며, 용이하게 제거될 수 없다. 예를 들

면, 보호된 저장장치(130)는 마더보드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의 인쇄 회로 기판에 납땜된 개별적인 콤포넌트일 수 있다. 본

실시예 또는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보호된 저장장치(130)는 허브(120)와 같은, 시스템의 다른 콤포넌트 내에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보호된 저장장치(130)는 컴퓨터 시스템의 칩셋의 일부일 수 있다. 대안으로, 보호된

저장장치(130)는 착탈가능한 스마트 카드에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러한 실시예들에서, 스마트 카드는 하드 드라이

브 패스워드용의 보호된 저장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추가하여 사용자 인증을 위한 보안 토큰(이하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함)

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보안 프로토콜은 컴퓨터 시스템에 스마트 카드를 인증하기 위하여 구현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보안 토큰은 토큰이 관련된 플랫폼들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플랫폼들에 연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도 1의 컴퓨터 시스템은 보호된 저장장치(130)와는 독립된 BIOS(150)를 포함한다. 주의할

점은,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BIOS는 BIOS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메모리 저장장치 하

드웨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BIOS는 그안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강한 보호가 부족하다. 예를 들

면, BIOS 데이터는 통상적으로, 상당히 용이하게 우회하여 알아낼 수 있는 간단한 패스워드 보호에 의해 보호된다. 우회하

여 알아내면, 예를 들어, 하드 드라이브 패스워드를 포함하는 BIOS에 저장된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고, 그 결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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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를 위험에 빠뜨린다. 보호된 저장장치(130)는 하드 드라이브 패스워드에 대해, BIOS(150)보

다 한층 더 높은 보호 레벨을 제공한다. 이러한 한가지 이유는, 보다 강한 보안 프로토콜들(그중의 일부는 이하에서 서술

됨)이 보호된 저장장치(130)에 저장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것과 함께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보호된 저장

장치가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작용하는 자신의 액세스 제어 엔진을 가져서 저장된 정보를 누가 또는 무엇이 액세스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보호된 저장장치(130)는 2001년 3월에 출판된 "Intel

Protected Access Architecture Application Interface Specification" Rev.1.0의 "불휘발성 보호된 저장장치"에 대해

기술된 설명서에 따라 설계된다.

도 1의 컴퓨터 시스템의 불휘발성 메모리 콤포넌트들(125, 130, 및 150)은 임의의 기계 판독가능한 매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임의의 하나 이상의 이들 메모리 콤포넌트들은 자기 디스크(예를 들어, 하드 드라이브 또는 플로피 디스크), 광학 디

스크(예를 들어, CD 또는 DVD), 또는 반도체 장치(예를 들어, 플래시, EPROM, 또는 배터리 지원 RAM)일 수 있다. 본 발

명의 하나 이상의 방법들(이하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됨)이 상기 방법의 다양한 단계들을 실행하기 위해 프로그램된 도 1의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이 프로그램의 명령어들은 컴퓨터 시스템의 임의의 기계 판독가능

한 매체에 또는 반송파(예를 들어, 전기 또는 무선 데이터 신호)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주할 수 있다.

도 2는 도 1의 컴퓨터 시스템과 같은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구현될 수 있는 본 발명의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단계

200에서, 컴퓨터 시스템은 파워 온(power on)되고, 단계 205에서 부트 시퀀스가 개시한다. 그다음에 BIOS를 로딩한다.

BIOS에는 컴퓨터가 사용자를 인증하게 명령하는 인증 명령어들의 세트가 포함될 수 있다. 대안으로, 이들 인증 명령어들

은 컴퓨터 시스템의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으며 BIOS에 의해 호출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단계 210에

서, 컴퓨터 시스템은 인증 명령어들에 따라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다. 대안으로,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실시예에 대해서, 단계 210은 생략될 수 있다. 본 실시예는 고정된 가정용 컴퓨터 시스템과 같이, 도둑으로부

터 이미 비교적 안전한 컴퓨터 상의 구현에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도 2의 단계 210에서 구현된 보안 프로토콜(즉, 인증 프로세스)은 컴퓨터 시스템의 최종 사

용자에 의해 정의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보안 프로토콜은 컴퓨터 시스템 제조업자 또는 분배자에 의해 정

의된다.

도 2의 단계 210에서 사용자의 인증은 임의의 개수의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 인증 방법에 의해 제공된 보안의 레

벨은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으로 직접 하드 드라이브 패스워드를 간단히 입력시키는 것보다 다소 안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인증 명령어들은 사용자에게 패스워드를 촉구하라고 컴퓨터 시스템에게 명령할 수

있다. 이 패스워드는 사용자에 의해 미리 결정될 수 있으며 보호된 저장장치(130)에 저장된 하드 드라이브 패스워드와 동

일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유의한다. 이 패스워드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패스워드를 보호된 저장장

치(130)에 저장된 패스워드(하드 드라이브 패스워드와는 별개임)와 비교함으로써,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도 2의 단계 210에서 인증 명령어들이 컴퓨터 시스템에 지시하여 사용자 고유의 특성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컴퓨터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지문, 성문(voiceprint), 또는 홍채 스캔 등을 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는, 인증 명령어들이 사용자가 갖는 임의의 것들을 확인하도록 컴퓨터에게 지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시스템은 사용자가 스마트 카드나 다른 보안 토큰을 소켓에 넣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문, 성문, 홍

채 스캔, 스마트 카드 등과 관련된 정보는 그 다음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예컨대, 도 1의 보호된 저장장치(130)에 저장된

데이터와 사용자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도 2의 단계 210에서 구현되는 보안 프로토콜은 다수의 인증 방법이 사용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사용자는 단계 210에서 지문 및 패스워드 모두를 확인함으로써 인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도 2의 단계 210에서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인증된 뒤에, 도 2의 단계 215에서

하드 드라이브 패스워드가 보호된 저장장치(130)에서 하드 드라이브(125)로 전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에

에서, 도 2의 단계 215에서 보호된 저장장치(130)로부터 하드 드라이브(125)로 다른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다. 이 데이터

는, 예를 들어, 암호화/암호해독 키, 키 변환, 또는 보안 프로토콜과 관련된 기타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데이터를 본

명세서에서는 총체적으로 "패스워드"라고 한다. 이 패스워드를 보호된 저장장치로부터 수신하면 그에 응답하여, 단계 215

에서 하드 드라이브(125)가 잠금해제된다. 잠금해제된 뒤에, 이어서 단계 220에서 하드 드라이브(125)에 저장된 OS가 컴

퓨터 시스템에 로딩되고, 부트 시퀀스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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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도 1의 컴퓨터 시스템과 같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구현될 수 있는 본 발명의 선택적 실시예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도 3의 방법은 시스템이 부팅되고 OS의 제어하에 있게된 뒤, OS 상주 컴퓨터 시스템에서 구

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도 3의 단계 300에서, 하드 드라이브의 비활성이 검출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이 검출은 전력 관리 정책에 따라 전력 관리기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하드 드라이브의 비활성은 사

용자가 컴퓨터를 수면(sleep), 대기(suspend), 유휴(idel), 잠금, 하이버네이트(hibernate) 모드 등에 두기를 요청하는 것

과 같은 사용자 입력에 기초하여 검출될 수 있다. 그 응답으로, 단계 305에서 하드 드라이브에 공급되는 전압이 감소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전압 감소는 전력을 하드 드라이브에 공급하는 전원에 전력 관리기가 신호를 송신하

는 것에 응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하드 드라이브에 공급되는 전압의 감소에는 전압 레벨이 영으로 감소

하는, 즉, 하드 드라이브에 전력을 차단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절전하는 한편, 하드 드라이브가 재잠금이 되도록

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도 3의 단계 310에서 웨이크 이벤트가 발생한다. 이 웨이크 이벤트는 사용자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컴퓨터 시스템, 혹은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분에 대한 액세스를 시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사용자는

컴퓨터 시스템의 직접적인 사용자이거나 시스템 관리자와 같은 원격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유사하게, 웨이크 이벤트를 개

시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현재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직접 구동되거나 현재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된 별도의 시

스템에서 구동될 수 있다.

하드 드라이브에 공급되는 전압은 도 3의 단계 310에서의 웨이크 이벤트 수신에 응답하여 단계 315에서 증가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하드 드라이브에 공급된 전압이 동작 레벨까지 올라간 뒤에, 하드 드라이브는 다시 잠금 상

태로 서비스된다.

도 3의 단계 320에서, 컴퓨터 시스템은 사용자 인증을 시도한다. 이 인증 프로세스는 도 2의 단계 210과 함께 상술된 인증

프로세스와 유사할 수 있다. 도 3의 단계 320에서 사용자를 인증하는데 사용된 보안 프로토콜이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

으로 하드 드라이브 패스워드를 단순히 입력하는 것보다 더욱 안전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는 특히 사용자가 원격 시

스템 관리자인 실시예에서 유리한데, 하드 드라이브 패스워드를 원격 위치에서 컴퓨터로 송신하는 것은 보안 누설

(security breach)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가 도 3의 단계 320에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인증된 뒤, 도 3의 단계 325에서 하

드 드라이브 패스워드가 보호된 저장장치(130)로부터 하드 드라이브(125)로 전달될 수 있다. 보호된 저장장치로부터의 패

스워드 수신에 응답하여, 하드 드라이브(125)는 단계 325에서 잠금해제될 수 있다. 잠금해제된 뒤에, 단계 330에서 하드

드라이브(125)에 저장된 데이터가 액세스될 수 있다.

본 발명은 특정한 예시적인 실시예들을 참조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본 명세서를 이용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실시예들에

대한 다양한 변경과 변경들이 본 발명의 보다 넓은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만들어 질 수 있음이 명백할 것이다. 따

라서, 명세서 및 도면은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시적인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유사한 참조 부호들이 유사한 구성 요소들을 나타내는 아래의 도면에서 예시적으로 도시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를 포함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선택적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를 포함한다.

도면

등록특허 10-068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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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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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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