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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협동적 임베디드 에이전트

(57) 요약

전자 장치가 관리 모드에서 선택적으로 동작하는 명령들을 갖는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 및 호스트 운영 체제에 독립적

으로 동작하고 관리 모드를 선택적으로 호출하는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포함한다. 양방향 에이전트 버스가, 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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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드 펌웨어 에이전트와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사이에 연결되어, 그 두 에이전트 사이에서 메시지들을 전송한다. 이

들 협동적 임베디드 에이전트들을 갖는 호스트 시스템 상에서 수행될 수 있는 관리 용이성 및 보안 동작들이 개시되어 있

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embedded firmware agent);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embedded controller agent); 및

양방향 에이전트 버스(bi-directional agent bus)

를 포함하고,

상기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상기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로 하여금, 호스트 운영 체제가 상기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가 존재하는 호스트 시스템의 제어를 포기하는 관리 모드에서 선택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명령들을 가지며,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는,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와 독립적으로 동작하고, 상기 관리 모드를 선택적으로 호출하

며,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와 독립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를 가지며,

상기 양방향 에이전트 버스는, 상기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사이에 연결되어, 상기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사이에서 메시지들을 전송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 및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와 연결되어 있는 트러스트 모듈(trusted module)을

더 포함하며,

상기 트러스트 모듈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에 의한 동작들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 동작들을 수행하는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는 관리 인터럽트 신호를 어써트(assert)하여 상기 관리 모드를 호출하는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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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및 상기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 관리 용이성 특징들

(manageability features)을 제공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가 로드되기 이전에 제공되는 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가 로드된 후에 제공되는 장치.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의 로드와 동시에 제공되는 장치.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호스트 운영 체제 독립적인 업

데이트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해 호스트 기능을 모니터링하는 것 및 원격 장치에 보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 부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

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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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해 긴급 런타임 서비스들(emergency runtime

services)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및 상기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 보안 특징들을 제공하기 위

해 상호작용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가 로드되기 이전에 제공되는 장치.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가 로드된 이후에 제공되는 장치.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의 로드와 동시에 제공되는 장치.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호스트 시스템의 검증을 수행하는 것 및 결과들을 원격

장치에 선택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해 바이러스 복구 동작들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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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 인증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

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네트워크 통신 세션의 상호 인증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0.

호스트 운영 체제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네트워크 연결을 갖는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갖는 호스트 시스템의 제어를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호스트 시스템에서의 관리 모드를 호출하는 단계; 및

양방향 에이전트 버스를 통해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와 통신함으로써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에 의해 상기

관리 모드 동안에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로부터의 요청들을 서비스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암호 동작들을 제공하기 위해 트러스트 모듈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

러 에이전트로부터의 요청들을 서비스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모드를 호출하는 단계는,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에 의해 관리 인터럽트를 어써트하는 단계; 및

상기 관리 인터럽트에 응답하여 상기 관리 모드에 들어가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및 상기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 관리 용이성 특징들을 제공

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방법.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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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가 로드되기 이전에 제공되는 방법.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가 로드된 후에 제공되는 방법.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의 로드와 동시에 제공되는 방법.

청구항 27.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호스트 운영 체제 독립적인 업

데이트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해 호스트 기능을 모니터링하는 것 및 원격 장치에 보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 부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

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해 긴급 런타임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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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및 상기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 보안 특징들을 제공하기 위

해 상호작용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가 로드되기 이전에 제공되는 방법.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가 로드된 이후에 제공되는 방법.

청구항 34.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의 로드와 동시에 제공되는 방법.

청구항 35.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호스트 시스템의 검증을 수행하는 것 및 결과들을 원격

장치에 선택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해 바이러스 복구 동작들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 인증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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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8.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네트워크 통신 세션의 상호 인증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9.

실행될 때, 하나 이상의 프로세싱 요소들로 하여금,

호스트 운영 체제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네트워크 연결을 갖는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갖는 호스트 시스템의 제어를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호스트 시스템에서의 관리 모드를 호출하게 하고,

양방향 에이전트 버스를 통해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와 통신함으로써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에 의해 상기

관리 모드 동안에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로부터의 요청들을 서비스하게 하는 명령들을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를 포함하는 물품.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암호 동작들을 제공하기 위해 트러스트 모듈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

러 에이전트로부터의 요청들을 서비스하는 물품.

청구항 41.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싱 요소들로 하여금, 상기 관리 모드를 호출하게 하는 상기 명령들은,

실행될 때,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싱 요소들로 하여금,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에 의해 관리 인터럽트를 어써트하게 하고,

상기 관리 인터럽트에 응답하여 상기 관리 모드에 들어가게 하는 명령들을 포함하는 물품.

청구항 42.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및 상기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 관리 용이성 특징들을 제공

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물품.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가 로드되기 이전에 제공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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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4.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가 로드된 후에 제공되는 물품.

청구항 45.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의 로드와 동시에 제공되는 물품.

청구항 46.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호스트 운영 체제 독립적인 업

데이트를 포함하는 물품.

청구항 47.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해 호스트 기능을 모니터링하는 것 및 원격 장치에 보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물품.

청구항 48.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 부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

을 포함하는 물품.

청구항 49.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해 긴급 런타임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물

품.

청구항 50.

제3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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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및 상기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 보안 특징들을 제공하기 위

해 상호작용하는 물품.

청구항 51.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가 로드되기 이전에 제공되는 물품.

청구항 52.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가 로드된 이후에 제공되는 물품.

청구항 53.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의 로드와 동시에 제공되는 물품.

청구항 54.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호스트 시스템의 검증을 수행하는 것 및 결과들을 원격

장치에 선택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포함하는 물품.

청구항 55.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해 바이러스 복구 동작들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물품.

청구항 56.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 인증 서비스들을 제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물품.

청구항 57.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네트워크 통신 세션의 상호 인증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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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8.

버스;

상기 버스와 연결된 디지털 신호 처리기;

상기 버스와 연결된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로서, 상기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로 하여금, 호스트 운영 체제가 상기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가 존재하는 호스트 시스템의 제어를 포기하는 관리 모드에서 선택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명령들

을 가지는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와 독립적으로 동작하고, 상기 관리 모드를 선택적으로 호출하는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로서,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와 독립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및

상기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사이에 연결되어, 상기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사이에서 메시지들을 전송하는 양방향 에이전트 버스

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 및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와 연결되어 있는 트러스트 모듈을 더 포함하며,

상기 트러스트 모듈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에 의한 동작들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 동작들을 수행하는 시스템.

청구항 60.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는 관리 인터럽트 신호를 어써트하여 상기 관리 모드를 호출하는 시스템.

청구항 61.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및 상기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 관리 용이성 특징들을 제공

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청구항 62.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가 로드되기 이전에 제공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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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3.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가 로드된 후에 제공되는 시스템.

청구항 64.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의 로드와 동시에 제공되는 시스템.

청구항 65.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호스트 운영 체제 독립적인 업

데이트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66.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해 호스트 기능을 모니터링하는 것 및 원격 장치에 보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67.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 부트 서비스

들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68.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용이성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해 긴급 런타임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시

스템.

청구항 69.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및 상기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 보안 특징들을 제공하기 위

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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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0.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가 로드되기 이전에 제공되는 시스템.

청구항 71.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가 로드된 이후에 제공되는 시스템.

청구항 72.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상기 호스트 운영 체제의 로드와 동시에 제공되는 시스템.

청구항 73.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호스트 시스템의 검증을 수행하는 것 및 결과들을 원격

장치에 선택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74.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해 바이러스 복구 동작들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75.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상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 인증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

하는 시스템.

청구항 76.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특징들은 네트워크 통신 세션의 상호 인증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시스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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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협동적 임베디드 에이전트를 갖는 전자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의 실시예

들은 독립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갖는 다른 임베디드 에이전트와 통신하는 여러가지 시스템 컴포넌트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연결된 임베디드 에이전트를 갖는 전자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이들 임베디드 에이전트는 전자 시스템에 관리 용이성, 보

안 및/또는 다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협동한다.

배경기술

386SL 프로세서가 인텔사에 의해 소개된 이후로, BIOS(basic input/output system) 또는 펌웨어에 의해 로드되는 코드를

실행하는 운영 체제에 대해 숨겨져 있는 동작 모드로서 SMM(System Management Mode, 시스템 관리 모드)이 32-비트

인텔 아키텍처(Intel Architecture)(IA32) 프로세서 상에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 이 모드는 "숨겨져 있는(hidden)" 것으

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SMM 동작이 운영 체제(OS) 및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독립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IA32 프로세서는 SMI(System Management Interrupt, 시스템 관리 인터럽트) 신호의 활성화를 통해 SMM에 들어갈 수

있다. SMI 신호와 거의 유사한 PMI(Processor Management Interrupt, 프로세서 관리 인터럽트) 신호라고 하는 유사한

신호가 Itanium™-계열 프로세서(이것도 역시 인텔사로부터 입수가능함)에 대해 사용된다. 간편함을 위해, SMI 및 PMI

신호 둘다는 xMI라고 지칭될 수 있다.

현재까지, SMM 기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BIOS 구현은, 단순히 BIOS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특유한 특정의 기능 또는 기

능들의 세트를 지원하기 위해 BIOS의 제작 동안에 작성되는 모놀리식 코드 섹션(monolithic section of code)을 등록한

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제3자 SMM 코드의 등록 또는 실행을 위한 대책이 없으며, 따라서 SMM 프레임워크에 대한 확장

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확장성이 요망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주어진 플랫폼에 대해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또는 BIOS 벤더에 의해 제공되는 SMM 코드에 의해 제공되는 기능들이 불충분한 경우, 개발자

또는 VAR(value-added reseller, 부가가치 재판매 업체)는 BIOS 벤더 또는 OEM으로부터 기존의 코드를 라이센싱하거

나 그들 자신의 로직을 그들의 SMM 코드 구현에 이식하려고 시도해야만 한다.

게다가, IA32 프로세서 상에서의 현재의 구현은 프로세서의 16-비트 모드에 한정되며, 따라서 코드의 크기 및 32-비트 또

는 64-비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술의 가능한 이용을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SMM 기능을 위한 BIOS 업데이트는 실

시하는 데 문제가 있으며, OS가 그 자신의 드라이버 모델을 통한 하드웨어 확장성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IOS

벤더 및 OEM은 이러한 유형의 BIOS 업데이트를 제공하려는 동기가 덜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협동적 임베디드 에이전트를 갖는 전자 시스템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

도 2는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 및 트러스트 모듈 간의 상호작용의 일 실시예의 개념 블록

도.

도 3은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의 동작의 일 실시예의 흐름도.

도 4는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의 동작의 일 실시예의 흐름도.

도 5는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에 대한 초기화 프로세스의 일 실시예의 흐름도.

도 6은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

도 7은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

도 8은 트러스트 모듈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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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동일한 참조 번호가 유사한 요소를 지칭하고 있는 첨부 도면들에, 제한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예로

서 예시되어 있다.

이하의 설명에, 다수의 구체적인 상세가 기재되어 있다. 그렇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이들 구체적인 상세 없이도 실시

될 수 있다. 다른 경우에, 본 설명의 이해를 모호하게 하지 않기 위해 공지의 회로, 구조 및 기술은 상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

다.

도 1은 협동적 임베디드 에이전트를 갖는 전자 시스템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1의 블록도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를 갖는 광의의 전자 시스템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이 전자 시스템은 예를 들어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 모바일 컴퓨터

시스템, 서버,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셀룰러 전화, 셋톱 박스, 게임 콘솔, 위성 수신기 등일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프로세서(110)는 FSB(front side bus, 전면 버스)(115)에 의해 메모리 컨트롤러 허브(120)에 연결될 수

있다. 도 1의 전자 시스템이 단일 프로세서를 갖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다중 프로세서 실시예들도 역시 지원될 수 있

다. 대체 실시예에서, 프로세서(110)는 공유 시스템 버스(shared system bus)에 의해 메모리 컨트롤러 허브(120)와 연결

될 수 있다. 프로세서(110)는 이 기술 분야에 공지된 임의의 유형의 프로세서,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 클라라

소재의 인텔사로부터 입수가능한, Pentium® 계열의 프로세서, Itanium® 계열의 프로세서, Xeon® 계열의 프로세서 중의

프로세서일 수 있다. 다른 프로세서들도 역시 사용될 수 있다.

메모리 컨트롤러 허브(120)는 전자 시스템과 사용될 임의의 유형의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는 메모리 서브시스템(125)과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메모리 컨트롤러 허브(120)는 또한 입/출력(I/O) 컨트롤러 허브(ICH)(130)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ICH(130)는 시스템과 주변 I/O 장치(180) 사이는 물론 시스템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40)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40)는 외부 네트워크(190)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네트워크(190)는 유선이든 무선이든 상관없이 임의의 유형의 네트워크, 예를 들어 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일

수 있다. 메모리 컨트롤러 허브(120)는 또한 디지털 신호 처리기(185)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ICH(130)는 트러스트 모듈(trusted module)(170)과 연결될 수 있으며, 이 트러스트 모듈(170)은 보안 및/

또는 암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트러스트 모듈(170)은 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되는 트러스트 플랫폼

모듈(trusted platform module, TPM)로서 구현될 수 있다. 트러스트 모듈(170)은 보안 식별자, 예를 들어 암호키를 보안

방식으로 ICH(130) 또는 다른 시스템 컴포넌트에 제공할 수 있다.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는 ICH(130)와, 또한 네트워크(190)와 연결될 수 있다. 임베디드 컨트롤러(150)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은 시스템의 동작과 독립적일 수 있으며, 프로세서(110)에 의해 실행되는 운영 체제와 독립적이다. 일 실시

예에서,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는 마이크로컨트롤러 또는 다른 유형의 프로세싱 회로, 메모리 및 인터페이스

로직을 포함할 수 있다.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의 일 실시예에 대해 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한다.

일 실시예에서,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는 인터럽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프로세서(110)와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는 Pentium® 프로세서의 SMI 핀과 또는 Itanium® 프로세서의 PMI 핀(일반적으

로, xMI 라인(155))과 연결될 수 있다. 다른 프로세서들에 대해서는 다른 시스템 인터럽트 신호들이 사용될 수 있다.

ICH(130)는 또한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160)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160)는,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형태의 실행가능 컨텐츠가, 인텔 32-비트 계열의 마이크로프로세서(즉, IA-32 프로세

서)의 SMM(System Management Mode, 시스템 관리 모드) 내로, 또는 PMI 신호 활성화로 Itanium-기반 프로세서의 고

유 모드(native mode) 내로 로드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일 수 있다. IA-32 SMM에서의 코드의 실행 상태는 SMI 신호에

의해 개시되고, Itanium™ 프로세서에서의 코드의 실행 상태는 PMI 신호 활성화에 의해 개시되며, 간단함을 위해 이들을

일반적으로 SMM이라고 칭한다.

일 실시예에서,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160)는 아마도 서로 다른 측(party)에 의해 작성된 다수의 드라이버가 SMM 동

작을 위해 설치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드라이버를 등록할 수 있는 에이전트의 일례는 EFI(Extensible Firmware

Interface, 확장 가능한 펌웨어 인터페이스) 부트-서비스 모드(즉, 운영 체제 기동(launch) 이전의 모드)에서 실행되며, 드

라이버들을 바인딩시키는 프로세서-특정 컴포넌트 및 xMI(PMI 또는 SMI) 신호의 칩셋 제어를 추상화(abstract)하는 플

랫폼 컴포넌트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7-0001198

- 15 -



일 실시예에서,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160)에 저장되어 있는 코드는, 호스트 시스템의 시동 동안에 메모리 서브시스

템(125)의 메모리 컴포넌트에 카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MM 동작을 지원하는 아키텍처에서, SMM 동안에 사용될 코드

는 메모리 서브시스템(125)의 SMRAM 부분에 섀도 카피(shadow copy)될 수 있다. SMM에서 동작할 때, 프로세서(110)

는 SMRAM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들을 실행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는 양방향 에이전트 버스(165)를 통해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160)

와 연결될 수 있다. 양방향 에이전트 버스(165)를 통해 통신함으로써,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 및 임베디드 펌웨

어 에이전트(160)는 관리 용이성 및/또는 보안 기능을 시스템에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는 예를 들어 네트워크(190)를 통해 원격 장치와의 보안 또는 트러스트

연결을 구축하기 이전에 보안 목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무결성 검사를 제공할 수 있다.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는 원격

장치와의 통신이 안전한지 여부 및/또는 원격 장치로부터 지원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시스템의 바이러스 스

캔을 수행할 수 있다.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160)는 무결성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150)에 의해 사용되는 운영 체제-독립적인 보안 저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동작 동안에,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는 한번의 무결성 검사와 비교하여 향상된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무결성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는 또한 원격 관리 장치와의 통신 이전에 무결성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와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160) 간의 양방향 통신의 다른 예시적인

사용에 대해 이하에서 기술한다.

도 1의 설명에서,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160) 및 양방향 에이전트 버스(165)는 별

개의 시스템 요소에 관하여 기술되어 있다. 물리적인 구현에서,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

전트(160) 및 양방향 에이전트 버스(165)는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 중 논리적 컴포넌트들일 수 있다. 양방향 에이전트 버스

(165)는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 및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160)의 기능적 컴포넌트들 간의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임의의 통신 메커니즘 또는 메시징 인터페이스일 수 있다.

호스트 시스템에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본 명세서에 기술된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 및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

전트(160)의 동작은, 호스트 운영 체제로의 로드 이전에 및/또는 호스트 운영 체제가 로드된 이후에 실현될 수 있다. 따라

서, 본 명세서에 기술된 아키텍처는 광범위한 관리 용이성 및/또는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도 2는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 및 트러스트 모듈 간의 상호작용의 일 실시예의 개념 블록

도이다.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가 네트워크(190)를 통해 원격 장치와의 통신을 개시하거나 그에 응답할 때, 임

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는 상기한 바와 같이 xMI 신호를 어써트(assert)함으로써 관리 모드(210)를 개시할 수 있

다.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모드(210)는 SMM(System Management Mode)에 대응할 수 있다. 다른 프로

세서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관리 모드가 사용될 수 있다. 관리 모드(210)가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에 의한 동

작들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 동작은 운영 체제(200)와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가 관리 모드(210)를 호출할 때,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160)는, 인

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제공하여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에 의해 요청된 동작들을 수행한다. 일 실시예에서, 임

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160)는, 메모리, 예를 들어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160)에 액세스가능한 플래시 메모리에 기

록 및 저장될 인터럽트 핸들링 루틴(interrupt handling routine)이,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로부터의 xMI 신호

에 응답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는 EFI 장치이다.

관리 모드(210)의 호출 시에,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는 운영 체제(200)에 독립적인 관리 용이성 및 보안 동작

들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가 네트워크(190)를 통해 원격 장치와 보안 통신 중에

있는 경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는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가 속해 있는 시스템을 인증하기 위해

관리 모드(210)에서 트러스트 모듈(170)과 통신할 수 있다. 이 인증은 운영 체제(200)와 독립적이기 때문에, 임베디드 컨

트롤러 에이전트(150)는 운영 체제(200)를 수반하는 바이러스 및/또는 보안 공격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일 실시예에서, 관리 모드 동작들은 프로세싱 자원을 운영 체제(200)와 공유하기 위해 임베디드 컨트롤러(150)에 오프로

드(offload)된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입수가능한 대부분의 Windows® 운영 체제는 명령어의 실행을 검

사하는 데 타이머를 사용하고, 마지막 명령 이후에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한 경우(예를 들어, 200ms), 디버그(debug) 또는

공개특허 10-2007-0001198

- 16 -



폴트(fault) 동작이 호출될 수 있다. 관리 모드 동작들을 오프로드함으로써,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150)는 예를 들어

트러스트 모듈(170)로부터의 데이터 등과 같은 시스템 자원에 액세스하기 위해 동작들을 수행하는 동안 xMI 신호를 주기

적으로 어써트할 수 있다.

도 3은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의 동작의 일 실시예의 흐름도이다. 리셋(reset)에 응답하여,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

전트는 초기화 절차를 수행하고 네트워크 연결을 초기화한다(300). 에이전트 초기화는 에이전트를 동작하도록 준비시키

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임의의 동작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동작은 예를 들어, 에이전트에 대한 초기화 명령들을 갖는 판

독 전용 메모리 또는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명령들을 검색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초기화 절차의 완료 시에, 에이전트는 대역외(out-of-band) 네트워크 통신을 시작할 수 있다(310). 이 네

트워크 통신은 대역외라고 지칭되는데, 그 이유는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의 네트워크 통신은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

이전트가 존재하는 시스템 상에서 실행되는 운영 체제와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대역외 네트워크 통신은 예를 들어 호스트

시스템의 네트워크에의 등록에 관계된 동작들, 원격 네트워크 노드에 응답한 관리 용이성 동작들, 보안 동작들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는 시스템 이벤트를 기다릴 수 있다(320). 시스템 이벤트는 운영 체제와 독립

적으로 수행되는 동작들에 관계되는 임의의 유형의 이벤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스트 운영 체제가 바이러스나 트로이

목마(Trojan horse)의 희생물이 된 경우, 시스템 이벤트는 바이러스 검출 소프트웨어에 의해 바이러스 제거 프로그램을

검색하도록, 또는 바이러스나 트로이 목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네트워크 연결을 디세이블(disable)시키도록

트리거될 수 있다.

시스템 이벤트에 응답하여,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는 xMI 신호(Intel® 프로세서의 경우)를 어써트할 수 있다(330).

xMI 신호의 어써트는 프로세서로 하여금 SMM에 들어가도록 할 수 있으며, 이 SMM에서 운영 체제는 호스트 시스템의 제

어를, 예를 들어 운영 체제에 액세스할 수 없는 시스템 관리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는 SMM 인터럽트 핸들러에게로 넘긴

다. 시스템 이벤트는 처리될 수 있다(340).

도 4는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의 동작의 일 실시예의 흐름도이다. 리셋에 응답하여,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는 초

기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400). 초기화 절차의 일 실시예가 도 5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된다.

일 실시예에서,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가 준비 상태에 있는지를 판정할 수 있다(410).

일 실시예에서,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는 초기화의 완료를 양방향 에이전트 버스를 통해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

에 알려줄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 및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둘다가 초기화되면, 호스트

시스템의 제어는 호스트 운영 체제에게로 넘겨질 수 있다(420).

호스트 시스템의 제어를 호스트 운영 체제에게로 넘겨 주기 이전에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 및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

전트 둘다가 초기화를 완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안, 관리 용이성 및/또는 다른 기능이 제어를 호스트 운영 체제로 넘겨

주기 이전에 수행될 수 있다. xMI가 일어나는 경우(430), 호스트 시스템은 관리 모드(MM)에 들어갈 수 있다(440). MM에

있는 동안,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 및/또는 트러스트 모듈은 xMI를 처리하는 동작을 할

수 있다(450).

도 5는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에 대한 초기화 프로세스의 일 실시예의 흐름도이다. 도 5의 예는 Intel® 프로세서를 사

용하는 SMM 동작에 관계되는 특정의 동작을 열거한 것이지만, 유사한 기능을 지원하는 다른 프로세서들도 역시 사용될

수 있다.

리셋 상태에 응답하여,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호스트 메모리 및 하나 이상의 입/출력(I/O) 장치를 초기화할 수 있다

(500). 일 실시예에서, 이 초기화는 종래에 BIOS(basic input/output system)에 의해 수행되는 초기화 동작의 일부 또는

전부일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메모리의 초기화 이후에,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메모리를 테스트하고, 오류 수정 코

드(error correcting code: ECC)를 설정하고, SMRAM(System Management Memory, 시스템 관리 메모리)를 인에이블

(enable)하고 및/또는 시스템 관리 코드의 코어(SMM 코어)를 로드할 수 있다(510).

일 실시예에서,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가 SMM 드라이버를 검출하는 경우(520),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SMM 드

라이버를 위한 SMRAM의 영역을 할당할 수 있고, 이어서 SMM 드라이버를 부트 서비스 메모리로부터 SMRAM에 재배치

(relocate)하기 위해 SMM에 들어갈 수 있다.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가 SMM 드라이버를 검출하지 않는 경우(520), 임

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펌웨어 드라이버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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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시예에서,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가 펌웨어 드라이버를 검출하는 경우(540),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그 드

라이버를 디스크 또는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로드하고 그 드라이버를 시스템 메모리에 재배치할 수 있으며, 트러스트 모듈

레지스터(예를 들어, 트러스트 플랫폼 모듈(TPM) 플랫폼 구성 레지스터(PCR))를 해시-확장(hash-extend)할 수 있다

(550).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가 펌웨어 드라이버를 검출하지 않는 경우(540),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부가의 드

라이버들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560).

일 실시예에서,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가 부가의 드라이버를 검출하는 경우(560),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부가의

드라이버를 검사하는 단계로 되돌아가서 부가의 드라이버가 SMM 드라이버인지를 판정할 수 있다(520).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가 부가의 드라이버를 검출하지 않는 경우(560),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가 준

비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570).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가 준비 상태에 있는 경우(570), 임베디드 펌

웨어 에이전트는 제어를 호스트 운영 체제로 넘길 수 있다(580).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및/또는 트러스트 모듈의 상호 작용은, 이하에 기술되는 관리 용

이성 및/또는 보안 특징들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이하에 오는 특징들의 리스트는 예들의 리스트이며, 본 명세서

에 기술되는 바와 같이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및 트러스트 모듈로 제공될 수 있는 특징

들을 망라한 리스트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다.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트러스트 모듈 및/또는 호스트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는 본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들을 사용하여 보안 방식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운영 시스템 상호 작용 없이 원격 장

치로부터 임베디드 컨트롤러에 업데이트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체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업

데이트가 제공될 수 있고, 운영 시스템을 수반하는 공격으로 인해 부가의 보안이 제공될 수 있다. 원격 업데이트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장치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는 운영 체제의 동작을 모니터링하고 운영 체제의 상태 또는 모드에 기초하여

보안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영 체제가 실행 중에 있을 때 제1 보안 정책이 적용될 수 있고, 호스트 시스템이

SMM에 있을 때 제2 보안 정책이 적용될 수 있다.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 및/또는 트러스트 모듈은 운영 체제에 의해 제공되는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또는 그와 다른 호스트 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로깅(logging)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

이전트 및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프로세서 성능 카운터 및 프로세서 부하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사전 설정된 임계

값을 지나가는 경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원격 장치에 메시지가 전송될 수 있다.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 및/또는 트러스트 모듈은 호스트 디스크 드라이브의 HPA(host

protected area)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HPA는 증명서 저장(credential storage), 대형 로그 파일 등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다. 트러스트 모듈에의 액세스 및 트러스트 모듈에 의해 제공되는 암호 기능의 향상에 의해,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

이전트,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 및 트러스트 모듈은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상호 인증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기능

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PXE(pre-boot execution environment, 사전 부팅 실행 환경) 동작이 호스트 프로세서로부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및/또는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에 오프로드될 수 있다. 또한, PXE 서버의 PXE 발견이 임베디드 펌

웨어 에이전트,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및/또는 트러스트 모듈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SL(Secure Sockets Layer) 세션을 사용하는 상호 인증은 서버에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 트러스트 모듈에 의

해 제공되는 인증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보안 동작, 예를 들어 바이러스 스캔은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가 호스트 시스템의 제어를 호스트 운영 체제로 넘기기 이전에 수행될 수 있다.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

우,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는 검출된 바이러스에 응답하기 위해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의 네트워크 연결을 사

용하여 원격 장치와 상호 작용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는 독립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원격 장치에 보안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XML DSIG(extensible markup language digital signature, 확장 가능한 마크업 언어 디지털 서명)를 사용할 수 있다. 임

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는 암호 동작을 제공하기 위해 SMM에서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를 통해 트러스트 모듈과 상

호 작용할 수 있다. 이들 보안 동작은 호스트 시스템 운영 체제와 독립적이며 따라서 호스트 시스템을 인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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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6의 예에서,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미국 캘리포니

아주 산타 클라라 소재의 인텔사로부터 입수가능한, 2003년 11월 26일자로 발표된, EFI(Extensible Firmware

Interface) 규격(버전 1.10)에 의해 정의된 EFI일 수 있다. 대체 실시예에서, 다른 펌웨어 컴포넌트도 역시 사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시스템 인터페이스(605)와 연결되어 있는 에이전트 버스(600)를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 인터페이스(605)는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가 호스트 시스템과 통신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또한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로 하여금 상기한 바와 같이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와

통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버스(600)와 연결될 수 있는 양방향 에이전트 버스 인터페이스(650)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또한 에이전트 버스(600)와 연결될 수 있는 동적 메모리(610)를 포함한다. 동

적 메모리(610)는 동작 동안에 사용될 명령 및/또는 데이터에 대한 저장을 제공할 수 있다.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또한 정적 데이터 및/또는 명령을 저장하기 위해 에이전트 버스(600)와 연결될 수 있는 비휘발성 저장소(620)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제어 동작을 수행하고 및/또는 동적 메모리(610) 및/또는 비휘발성 저장소

(620)에 의해 제공되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 버스(600)와 연결되어 있는 제어 회로(630)를 포함할 수 있다.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또한 에이전트 버스(600)와 연결되어 있는 SMM 모듈(640)을 포함할 수 있다. SMM 모듈

(640)은 호스트 시스템에 SMM 기능을 제공하는 요소들의 임의의 조합일 수 있다. 예를 들어, SMM에 있을 경우, 임베디

드 펌웨어 에이전트는 동적 메모리(610) 및/또는 비휘발성 저장소(620)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및/또는 명령어에 기초하

여 SMI 핸들링 동작을 제공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제어 회로(630)는 SMM 동안에 선택적으로 활성화된다. 즉, 호스트 시스템이 SMM에 있지 않을 때, 제어

회로(630)는 유휴(idle) 상태일 수 있거나, 또는 심지어 비활성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

전트는 호스트 시스템 내의 메모리 모두에 액세스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SMRAM, HPA, 및 어쩌면 액세스 제한을 갖는 다

른 메모리 영역을 포함한다.

도 7은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7의 예에서,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는 본 명세서

에 기술한 바와 같이 동작할 수 있는 마이크로컨트롤러 기반 시스템 컴포넌트일 수 있다. 대체 실시예에서, 다른 컨트롤러

컴포넌트도 역시 사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트러스트 모듈은 시스템 인터페이스(705)와 연결되어 있는 에이전트 버스(700)를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

인터페이스(705)는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가 호스트 시스템과 통신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임베디드 컨

트롤러 에이전트는 또한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가 상기한 바와 같이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와 통신할 수 있게 하

기 위해 버스(700)와 연결될 수 있는 양방향 에이전트 버스 인터페이스(760)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는 또한 에이전트 버스(700)와 연결될 수 있는 동적 메모리(710)를 포함한다.

동적 메모리(710)는 동작 동안에 사용되는 명령 및/또는 데이터에 대한 저장을 제공할 수 있다.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

트는 또한 정적 데이터 및/또는 명령을 저장하기 위해 에이전트 버스(700)와 연결될 수 있는 비휘발성 저장소(720)를 포함

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는, 제어 동작을 수행하고 및/또는 동적 메모리(710) 및/또는 비휘발성 저장소

(720)에 의해 제공되는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마이크로컨트롤러로서 구현될 수 있는, 에이전트 버스(700)와 연결된 제어

회로(730)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기술 분야에 공지된 임의의 유형의 마이크로컨트롤러 또는 유사한 제어 회로가 사용될 수

있다.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는 또한 에이전트 버스(700)와 연결된 에이전트/네트워크 인터페이스(740)를 포함할 수 있

다. 에이전트/네트워크 인터페이스(740)는 호스트 시스템의 운영 체제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독립적인 임베디드 컨트

롤러 에이전트에 대하여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할 수 있다. 에이전트/네트워크 인터페이스(740)는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

전트로 하여금 호스트 시스템의 운영 체제와 독립적인 원격 장치들과 통신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임베디드 컨

트롤러 에이전트는 운영 체제 제어 하에서 수행되는 유사한 동작들과 비교하여 관리 용이성, 보안 및/또는 다른 기능들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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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시예에서, 제어 회로(730)는 비활성 상태에 놓여 있지 않는다. 이것에 의해 제어 회로(730) 및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

이전트는 내부 및 외부 이벤트에 응답할 수 있게 된다. 일 실시예에서,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는 호스트 시스템의 메

모리 모두에 액세스하지 않는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보호된 메모리 영역들에 의존하는 메모리 액세스 및/또는 명령의 실

행은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다.

도 8은 트러스트 모듈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8의 예에서, 트러스트 모듈은, 미국 오레곤주 포트랜드 소재의 트러스

트 컴퓨팅 그룹(Trusted Computing Group)으로부터 입수가능한, 2003년 10월 2일자로 발표된 TPM 규격(버전 1.2)에

의해 정의되는 TPM(Trusted Platform Module)일 수 있다. 대체 실시예에서, 트러스트 모듈, 예를 들어 보안 저장소의 다

른 구현은 보안 동작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트러스트 모듈은 시스템 인터페이스(805)와 연결되어 있는 버스(800)를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 인터페이

스는 트러스트 모듈이 호스트 시스템과 통신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트러스트 모듈은 암호 동작을 위한 난수를

발생하기 위한 버스(800)와 연결된 난수 발생기(810), 및 트러스트 모듈의 동작에서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 및/또는 명령을

저장하기 위한 버스(800)와 연결된 비휘발성 저장소(815)를 포함할 수 있다.

트러스트 모듈은 또한 호스트 시스템의 무결성에 관한 보호된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 구성 레지스터

(820)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트러스트 모듈은 또한 AIK(attestation identity key, 검증 식별자 키)(825)를 저

장하기 위한 버스(800)와 연결된 저장 컴포넌트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AIK(825)는 트러스트 모듈 및/또는 호스트

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정보를 디지털적으로 서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2048-비트 RSA 키일 수 있다.

프로그램 코드(830)는 버스(800)와 연결된 휘발성 또는 비휘발성인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다. 프로그램 코드(830)는 트러

스트 모듈로 하여금 보안 동작을 제공하도록 동작하게 하는 명령을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프로그램 코드(830)를 실행

하기 위한 실행 엔진(835)이 버스(800)와 연결되어 있다. 트러스트 모듈은 또한 호스트 시스템의 사용자로 하여금 트러스

트 모듈의 동작을 인에이블(enable) 또는 디세이블(disable)할 수 있게 하는 옵트-인 모듈(opt-in module)(840)을 포함

할 수 있다. 옵트-인 모듈(840)은 예를 들어 호스트 시스템 상의 물리적 스위치일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트러스트 모듈은, 암호 동작을 수행하는, 버스(800)와 연결된 암호 엔진(845)을 포함할 수 있다. 암호 엔진

(845)은 예를 들어 RSA 암호 동작을 수행하는 RSA 엔진일 수 있다. 다른 암호 프로토콜, 예를 들어 비대칭 암호 프로토콜

이 역시 암호 엔진(845)에 의해 지원될 수 있다. 트러스트 모듈은, 암호 동작을 위한 하나 이상의 키를 발생할 수 있는, 버

스(800)와 연결된 키 발생기(85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해시(hash) 엔진(855)이 또한 버스(800)와 연결될 수 있고, 암호 동작을 지원하는 해싱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일 실시예

에서, 해시 엔진(855)은 SHA-1 엔진일 수 있으며 트러스트 모듈에 의해 제공되는 보안 기능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안 해

시 알고리즘(Secure Hash Algorithm)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대체 실시예에서, 해시 엔진(855)은 DSA 엔진일 수 있거

나, 또는 해시 엔진(855)은 임의의 다른 암호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의 "일 실시예" 또는 "실시예"에 대한 언급은, 본 실시예와 연계하여 기술된 특정의 특징, 구조 또는 특성이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 내의 여러 곳에서의 구문 "일 실시예에서"의 표현

은 모두가 꼭 동일 실시예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은 몇 가지 실시예에 관해 기술되어 있지만, 당업자라면 본 발명이 기술된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으며 첨부된 청

구항의 정신 및 범위 내에서 수정 및 변경을 하여 실시될 수 있음을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설명은 제한적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협동적 임베디드 에이전트를 갖는 전자 시스템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

도 2는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 및 트러스트 모듈 간의 상호작용의 일 실시예의 개념 블록

도.

도 3은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의 동작의 일 실시예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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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의 동작의 일 실시예의 흐름도.

도 5는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에 대한 초기화 프로세스의 일 실시예의 흐름도.

도 6은 임베디드 펌웨어 에이전트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

도 7은 임베디드 컨트롤러 에이전트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

도 8은 트러스트 모듈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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