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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컴퓨팅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14)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액세스 제어 시

스템(10)을 개시한다. 액세스 제어 시스템(10)은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14)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액

세스가 허가된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인증 수단(25) 및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수단

(29)을 포함한다. 각각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14)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허가된 각 사용자와 연관되어 있고,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14)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 각 사

용자에게 허가된 액세스의 등급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며, 또한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M)과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C)을 포함한다.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C)은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M)에 의해 규정된

파라미터 내에서 변경 가능하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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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컴퓨팅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액세스 제어 시스템으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허가된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인증 수단; 및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수단

을 포함하며,

각각의 상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허가된 각 사용자와 연관되어 있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각 사용자에게 허가된 액세스 등급(degree of access)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며;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과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포함하고;

상기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상기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에 의해 규정된 파라미터 내에서 변경 가능

한, 액세스 제어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 및 상기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의 생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프로파일 설정

수단을 더 포함하는, 액세스 제어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제어 시스템은 운영체제를 가지는 컴퓨팅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고,

상기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상기 운영체제를 로딩하기 이전에만 변경 가능한, 액세스 제어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제어 시스템은 상기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의 변경을 허가하도록 활성화될 수 있고, 상기 현재의 데

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의 변경을 금지하도록 비활성화될 수 있는, 액세스 제어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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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액세스 제어 시스템은 적어도 일부가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구현되는, 액세스 제어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제어 시스템은 적어도 일부가 하드웨어의 형태로 구현되는, 액세스 제어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제어 시스템은, 데이터 저장 매체에 대한 액세스 제어하도록 구성된 보안 디바이스(security device)에 의해

사용되는 사용자 액세스 프로파일을 관리하는, 액세스 제어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디바이스는 적어도 일부가 하드웨어로 구현되고, 컴퓨팅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매체와 상기 컴퓨팅 시스템의

CPU 사이에 위치되어 있는 타입인, 액세스 제어 시스템.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디바이스는 적어도 일부가 하드웨어로 구현되고, 컴퓨팅 시스템의 버스 브리지 회로(bus bridge circuitry)에

통합되어 있는 타입인, 액세스 제어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제어 시스템은 운영체제를 가지는 컴퓨팅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고,

상기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상기 운영체제를 로딩한 후에 변경 가능한, 액세스 제어 시스템.

청구항 11.

컴퓨팅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허가된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인증 수단을 제공

하는 단계;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저장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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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허가된 각 사

용자와 연관짓는 단계로서, 각각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각 사용자에게 허가된 액세스 등급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각각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또한, 마스터 데

이터 액세스 프로파일과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포함하는 단계; 및

상기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에 의해 규정된 파라미터 내에서 상기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의 변경을 용이

하게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액세스 제어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 및 상기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의 생성을 용이하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액세스 제어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제어 시스템은 운영체제를 가지는 컴퓨팅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고,

상기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의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단계는, 상기 운영체제를 로딩하기 이전에만 상기 마스터 데

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의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액세스 제어 방법.

청구항 14.

제1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의 변경을 허가하도록 상기 액세스 제어 시스템의 활성화를 용이하게 하는 단계, 및

상기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의 변경을 금지하도록 상기 액세스 제어 시스템의 비활성화를 용이하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액세스 제어 방법.

청구항 15.

제11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제어 시스템은 적어도 일부가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있는, 액세스 제어 방법.

청구항 16.

제11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제어 시스템은 적어도 일부가 하드웨어로 구현되어 있는, 액세스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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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1항 내지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제어 시스템이, 데이터 저장 매체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도록 구성된 보안 디바이스에 의해 사용되는 사용자

액세스 프로파일을 관리하도록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액세스 제어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디바이스는 적어도 일부가 하드웨어로 구현되어 있고, 컴퓨팅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매체와 상기 컴퓨팅 시스템

의 CPU 사이에 위치되어 있는 타입인, 액세스 제어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디바이스는 적어도 일부가 하드웨어로 구현되어 있고, 컴퓨팅 시스템의 버스 브리지 회로에 통합되어 있는 타입

인, 액세스 제어 방법.

청구항 20.

제11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제어 시스템을, 운영체제를 가지는 컴퓨팅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단계; 및

상기 운영체제를 로딩한 후에 상기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의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액세스 제

어 방법.

청구항 21.

컴퓨팅 시스템에 로딩될 때, 상기 컴퓨팅 시스템으로 하여금, 상기 컴퓨팅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

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액세스 제어 시스템에 따라 동작하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액세스 제어 시스템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허가된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인증 수단; 및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수단

을 포함하며,

각각의 상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허가된 각 사용자와 연관되어 있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각 사용자에게 허가된 액세스 등급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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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과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포함하고;

상기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상기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에 의해 규정된 파라미터 내에서 변경 가능

한,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22.

컴퓨터로 하여금, 컴퓨팅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액세스 제

어 시스템에 따라 동작하도록 하는,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매체

로서,

상기 액세스 제어 시스템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허가된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인증 수단; 및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수단

을 포함하며,

각각의 상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허가된 각 사용자와 연관되어 있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각 사용자에게 허가된 액세스 등급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

하며;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과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포함하고;

상기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상기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에 의해 규정된 파라미터 내에서 변경 가능

한,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매체.

명세서

기술분야

컴퓨팅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를 제어하는 특정 유틸리티(utility)를 가지는 컴퓨터를 위한 파

티션 액세스(patition access) 제어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문맥이 달리 해석될 필요가 없는 한은, 단어 "포함하다(comprise)" 또는 어미가 변화된 "포함하는

(comprising)" 등은 나타낸 구성요소(integer) 또는 구성요소 군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지만, 임의

의 다른 구성요소 또는 구성요소 군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배경기술

배경기술에 대한 다음의 논의는 본 발명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 논의가, 참조된 어떤 자료가 본 출

원의 우선일 당시의 통상의 일반 지식(common general knowledge)의 일부였던 것임을 인정하거나 자인하는 것이 아님

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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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 및 특히 그러한 시스템에 의한 저장 매체 상의 데이터의 액세스에 대한 보안을 사용하는

컴퓨터 네트워킹 기술 및 컴퓨터의 폭넓게 개발과 함께, 사용자에 의한 권한 없는(unauthorized) 액세스 및 바이러스

(virus), 웜(worm) 및 기타 타입의 멀웨어(malware, 악성 소프트웨어) 등의 프로그램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

었다.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각 사용자의 액세스 허가를 규정함으로써 권한 없는 액세스에 대한 보호의 등급

(degree)을 제공하고, 예를 들면 저장 매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사

용자의 인증을 요구하는 운영체제(operating system)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러한 장치는 데이터 저장 매체에의 권한 없는 액세스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만을 제공한다.

호스트 CPU(Central Processing Unit)와 컴퓨터 시스템의 대용량 데이터 저장 매체(mass data storage medium) 사이

에 개재되는 개별 보안 디바이스의 사용을 수반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 및 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 및 방법

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 보안 디바이스는 미리 규정된 사용자 액세스 프로파일에 기초하여 대용량 데이

터 저장 매체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고 조정한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의 마더보드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브리지 회로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브

리지 회로에 통합되는 그러한 보안 디스바이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

두 장치 모두의 사용으로, 시스템 관리자(system administrator)의 제어 하의 보안 디바이스는, 컴퓨터 시스템의 대용량

저장 매체에 제공된 파티션(partition) 및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작 각각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 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데이

터 액세스 허가는 판독 전용 액세스, 기록만 가능한 액세스, 판독 및 기록 액세스, 또는 액세스 불가를 포함한다. 본 명세서

에서, 특정 사용자를 위해 규정된 데이터 액세스 허가의 세트를 "사용 액세스 프로파일(user access profile)"이라고 부른

다.

보안 디바이스를 통합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무결성(intergrity)을 보증하기 위해, 보안 디바이스는 단지 컴퓨터의 운영체

제를 로딩하기 전에 컴퓨터 시스템의 시동 시에 사용자를 인증하고 사용자에게 사용자 액세스 프로파일을 할당하도록 구

성되어 있다.

운영체제를 로딩한 후에 특정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 프로파일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는 고도의 보안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사용자가 여러 환경에 대해 다수의 액세스 프로파일을 할당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히 불편하다.

이 경우에, 사용자가 인터넷 액세스가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 프로파일에 따라 로그인한 하였으면, 인터넷 액세스 권한을

얻기 위해 사용자는 운영체제를 종료(shut down)하고 시동 과정의 인증 단계 동안에 인터넷에 접속하기에 적절한 다른 사

용자 프로파일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시스템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작동 효율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제1 양태에 따르면, 컴퓨터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

는 액세스 제어 시스템으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허가된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인증 수단; 및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수단을 포함하며,

각각의 상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허가된 각 사용자와 연관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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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각 사용자에게 허가된 액세스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

하며;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과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포함하고;

상기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상기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에 의해 규정된 파라미터 내에서 변경 가능한,

액세스 제어 시스템이 제공된다.

일 실시예에서, 액세스 제어 시스템은 또한 상기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 및 상기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

의 생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프로파일 설정 수단을 포함한다.

상기 액세스 제어 시스템은 운영체제를 가지는 컴퓨팅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으며, 상기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상기 운영체제를 로딩하기 이전에만 변경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액세스 제어 시스템은 상기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의 변경을 허가하도록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상기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의 변경을 금지하도록 비활성화될 수 있다.

상기 액세스 제어 시스템은 적어도 일부가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또는 이와는 달리, 액세스 제어 시스템은 적어도 일부가 하드웨어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액세스 제어 시스템은 데이터 저장 매체에 대한 액세스 제어하도록 구성된 보안 디바이스에 의해 사

용되는 사용자 액세스 프로파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 보안 디바이스는 적어도 일부가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으

며, 컴퓨팅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매체와 상기 컴퓨팅 시스템의 CPU 사이에 위치되어 있는 타입의 것일 수 있다. 다르게

는, 상기 보안 디바이스는 적어도 일부가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으며, 컴퓨팅 시스템의 버스 브리지 회로(bus bridge

circuitry)에 통합되어 있는 타입일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액세스 제어 시스템은 운영체제를 가지는 컴퓨팅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고, 상기 현재의 데이터 액세

스 프로파일은 상기 운영체제를 로딩한 후에 변경 가능하다.

본 발명의 제2 양태에 따르면, 컴퓨팅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

는 방법으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허가된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인증 수단을 제공

하는 단계;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저장하는 단계;

각각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허가된 각 사

용자와 연관짓는 단계로서, 각각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각 사용자에게 허가된 액세스 등급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각각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또한, 마스터 데

이터 액세스 프로파일과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포함하는 단계; 및

상기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에 의해 규정된 파라미터 내에서 상기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의 변경을 용이

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액세스 제어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3 양태에 따르면, 컴퓨터 시스템에 로딩될 때, 상기 컴퓨터 시스템이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데

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액세스 제어 시스템에 따라 동작하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으로서, 상기 액세스 제어 시스템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허가된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인증 수단; 및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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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며,

각각의 상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허가된 각 사용자와 연관되어 있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각 사용자에게 허가된 액세스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

하며;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과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포함하고;

상기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상기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에 의해 규정된 파라미터 내에서 변경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4 양태에 따르면, 컴퓨팅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

는 액세스 제어 시스템에 따라 컴퓨터가 동작하도록 하는,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에

서 이용 가능한 매체로서, 상기 액세스 제어 시스템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허가된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인증 수단; 및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수단

을 포함하며,

각각의 상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허가된 각 사용자와 연관되어 있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각 사용자에게 허가된 액세스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

하며;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과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포함하고;

상기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상기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에 의해 규정된 파라미터 내에서 변경 가능한,

컴퓨터에서 이용 가능한 매체가 제공된다.

실시예

도면을 참조하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형태이고, 컴퓨팅 시스템의 대용량 데이터 저장 매체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

하고 조정하기 위한 보안 디바이스와 함께 동작하도록 구성된 이 실시예에서의 파티션 액세스 제어 시스템이 나타나 있다.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구현된 액세스 제어 시스템과 관련하여 본 실시예를 설명하지만, 다른 장치도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액세스 제어 시스템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보안 디바이스의 존재가 필

수적인 것이 아니며, 다른 장치가 있을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본 발명에 따른 액세스 제어 시스템은 운영체제

의 적절한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동작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앞서 말한 실시예들은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저장 매체에의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액세스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가 미리 규정된 파라미터 내에서 각 사용자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실시예에서, 액세스 제어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은 표준 개인용 컴퓨터의 형태이며, CUP(중앙 처리 장

치), 모니터, 키패드, 마우스 및 프린터 등의 표준 주변 기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와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용

량 데이터 저장 매체, 및 상기 대용량 데이터 저장 매체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를 제어하고 조정하는 국제특허공개공보 WO

03/003242에 기술된 타입의 보안 디바이스(SDV)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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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공개공보 WO 03/003242에 기술된 바와 같이, SDV는 CUP와 HDD 사이의 데이터 액세스 채널(data access

channel)에 개재되어 있으며, 사용자에 의한 HDD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를 제어한다. 이 제어는 인증 프로세스를 사용하

여 이루어지므로, HDD의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한 허가 권한 가지는 사용자는 PC의 운영체제를 부팅하기 전에 인증되

어야 하며, 데이터 저장 매체의 여러 파티션에 관한 사용자의 데이터 액세스 허가 권한을 결정하는 특정 파티션 액세스 프

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SDV는 파티션 액세스 프로파일에 따라 데이터 저장 매체의 부분들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고, 인증되지 않은 및/또는 부정 프로세스(spurious process)에 의한 사용자의 액세스를 거부하기 위해, 시스템에

의해 인증된 특정 사용자 각각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 체제(regime)를 강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증 프로세스는 "드라이브 ID" 확인을 수행한 후, BIOS(Basic Input Output System)의 동작중에 호출

되며, 인증 프로그램 보통은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정상 부트 섹터(normal boot sector) 또는 마스터 부터 레

코드(master boot record) 대신에, SDV가 제공하는 "맞춤형(custom)" 부트 섹터의 로딩 시에 CPU에 의해 실행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적절하게 인증되고 인증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동작중에 사용자에 의해 시작된 프로세스

가 완료된 후에만, BIOS 프로그램은 데이터 저장 매체에 대한 액세스 허가 및 운영체제의 로딩을 속행하여, 사용자는 그

후에 컴퓨터를 동작시켜 관련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에 따라 데이터 저장 매체를 액세스할 수 있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파티션 액세스 제어 시스템은 특히 전술한 타입의 보안 디바이스(SDV)(12)와

상호작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 액세스 제어 시스템은 파티션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0)인 소프트웨

어로 구현되며, PC의 데이터 저장 매체(14)에 저장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0)은 윈도우즈 운영체제(16) 내에서 동작하도록 VC++ 및 MFC로 개발된 윈

도우즈 프로그램으로서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장치(arrangement)도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

(10)은 윈도우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 윈도우즈 IDC 디바이스 드라이버(18)와 인터페이스되며,

IDE 케이블(20)을 따라 데이터 저장 매체(14)와 통신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SDV(12)는 윈도우즈 IDE 드라이버(18)와 데

이터 저장 매체(14) 사이의 모든 통신을 가로채도록, IDE 케이블(20)을 사용하여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0)은 윈도우즈 2000 또는 윈도우즈 XP와 같은 호스트 운영체제의 윈도우즈 API에 의해 제공

되는 서비스들을 사용하여 SDV(12) 및 사용자와 통신한다.

하지만,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0)은 또한 LINUX와 같은 다른 운영체제와 인터페이스될 수도 있음을 알 것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0)은 인증자(authenticator)(25) 및 제어 시스템 엔진(27)의 형태의

논리 프로세스들을 포함하며, 제어 시스템 엔진(27)은 SDV(12)의 일부를 형성하거나 데이터 저장 매체(14)의 일부를 형

성하는 데이터베이스(29)와 통신한다.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0)은 보통 운영체제(16)의 제어하의 PC의 CPU(31)의 동작하에서 동작하도록 호출되고, SDV

엔진(35)과 상호작용한다. SDV 엔진(35)은 CPU(31)와 데이터 저장 매체(14) 사이의 데이터 액세스를 제어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데이터 저장 매체(14)는 각각이 하나 이상의 파티션을 가지는 하나 이상의 HDD(Hard Disk

Drive)(27)를 포함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드라이브/파티션은 C:＼, D:＼, E:＼, F:＼, G:＼, H:＼ 및 I:＼.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0)의 제어 시스템 엔진(27)은 프로파일 설정자(profile setter)(37) 및 편집자(editor)(39)를

포함하며, 이들은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29)를 채우도록(populate) 되어 있다. 이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나

중에 더욱 자세하게 설명한다.

데이터베이스(29)는 PC의 데이터 저장 매체(14)에 대한 액세스가 허가된 사용작 각각에 대해 2가지 타입의 데이터 액세

스 프로파일을 논리적으로 저장하도록 설게되어 있다.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사용자 (1∼n)에 대한 마스터 데이터 액

세스 프로파일(M1∼Mn) 및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C1∼Cn)을 포함한다. 각각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사용

자에게 액세스가 허가된 파티션에 대해 특정 사용자의 데이터 액세스 허가 권한을 규정한다.

예를 들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프로파일 화면(40)에는 각각의 파티션에 대해 상응하는 파티션 크기

(partition size)(44)를 가지는, 드라이브 C:＼, E:＼, F:＼, G:＼, H:＼ 및 I:＼로 표시된 6개의 파티션(42)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가 사용자 프로파일과 관련되어 나타나 있다. 또한 세부사항들(46)에는 해당 파티션이 부팅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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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able) 것인지, 파티션 액세스 제어가 인에이블 상태(enabled) 또는 디스에이블 상태(disabled)인지, 그리고 특정 파

티션 또는 드라이브에 적용되는 현재의 허가 권한(current permission)이 또한 나타나 있다. "현재의 허가 권한"란에 나타

나 있는 것처럼, 몇 가지의 데이터 액세스 허가 권한, 즉 "판독만 가능(read only)", "기록만 가능(write only)", "기록/판독

가능(read/write), 및 "액세스 불가(no access)"가 각 파티션에 사용할 수 있다.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0)의 인증자(25)는 SDV(12)의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능하며, 액세스 제어 애플

리케이션(10)의 사용이 허가된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 제공된다. 나중에 더욱 상세하게 후술되는 바와 같이, SDV(12)는

SDV(12)의 관리자(administrator) 또는 "슈퍼 유저(super user)"가 PC의 데이터 저장 매체(14)에 대한 액세스가 허가된

사용자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것이 허용된다. 인증자(25)는 제어 시스템 엔진(27)과 함께 동작하고, SDV

엔진(35)을 통해 데이터베이스(29)와 상호작용하여 사용자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 및 관련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

일의 상태에 적절한 대응하는 기능성(functionality)을 가지는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0)에 대한 슈퍼 유저의 액세스

나 정상 사용자(normal user)의 액세스를 허가한다.

데이터베이스(29) 내에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사용자 이름 및 허가된 사용자 각각의 패스워드(password)

> 해당 사용자에게 액세스가 허가된 데이터 저장 매체의 파티션, 및

> 해당 사용자에게 액세스가 허가된 각 파티션에 대한 허가 상태.

다양한 허가 상태가 각 파티션 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 상이한 데이터 액세스 등급(degree of data access)을

규정하기 위해 제공되는데, 이는 낮은 등급의 허가 또는 권한 없음(no permission), 파티션으로부터 데이터 판독 허가, 파

티션에 데이터 기록 허가, 또는 파티션에 대한 데이터 판독이나 기록 모두의 허가를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서, 가능한 허가 권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액세스 불가(no access) - 데이터의 판독 또는 기록 불가

판독만 가능(read only) - 데이터의 기록은 불가하고 판독만 허가

기록/판독 가능 - 데이터의 기록 및 판독 모두 허가

프로파일 설정자(37)는 특히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 및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다.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사용자가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0)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현재의 데이

터 액세스 프로파일 고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범위(scope)를 효과적으로 설정한다.

편집자(39)는 사용자 각각의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 또는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편집하기 위해 액세

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0)의 정상 사용자나 슈퍼 유저에 의해 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슈퍼 유저가 인증자(25)에 의해 식

별되면, 제어 시스템 엔진(27)은, 슈퍼 유저가 데이터베이스(29) 내에 저장되어 있는 PC의 임의의 허가된 사용자의 마스

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액세스 및 변경하기 위해 편집자(39)를 동작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슈퍼 사용자가 인

증자(25)에 의해 식별되면, 제어 시스템 엔진(27)은, 슈퍼 유저가 편집자(39)를 동작시켜 데이터베이스(29) 내에 저장되어

있는 PC의 임의의 허가된 사용자의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의 액세스 및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만약 인증자

(25)가 사용자를 정상적으로 허가된 사용자로 인증하면, 제어 시스템 엔진(27)은 편집자(39)가 사용자에 의해 동작되어,

인증된 사용자의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이 사용자를 위해 미리 정해진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에 의해 규

정된 파라미터 내에서 변경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에 의해 규정된 파라미터는 파티션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 허가 권한을 동일하거

나 더 낮은 데이터 액세스 등급으로 변경하는 것만을 허용한다. 중요한 것은,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에 의해 규정

된 파라미터는, 사용자가 특정 파티션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 허가 권한을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에서 허용된 사용

자에게 지정한 것보다 더 높은 데이터 액세스 등급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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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서, 사용자와 연관된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이, 사용자가 파티션 또는 드라이브 E:＼에 대해 "판독만 가능"한

것으로 지정하고 있으면, 사용자는 드라이브 E:＼에 대한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허가 권한을 "액세스 불가"로만 변경할 수

있고, 드라이브 E:＼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 허가 권한을 "판독/기록 가능"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용자와 연관된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이, 사용자가 파티션 또는 드라이브 E:＼에 대해 "액세스 불가"로 지정되

어 있으면, 사용자는 파티션 또는 드라이브 E:＼에 대한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거부당할

것이다.

따라서, 프로파일 설정자(37)는, 사용자의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의 파라미터에 따르는 SDV(12)에 의한 그 후의

사용을 위해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이 SDV 엔진(35)에 전달되는 것을 허용할 뿐이다.

윈도우즈 API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GUI를 통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및 프로세스 흐름을 위해,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

션(10)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을 도 4 내지 도 13과 관련하

여 설명한다.

초기화 단계 동안에 SDV(12)에 의해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흐름은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단계 41에서, IDE 케이블(20)을 사용하여 CPU(31)와 데이터 저장 매체(14) 사이에 연결함으로써 SDV 하드웨어(12)를 인

스톨하는 것이 나타나 있다. 그 후 단계 43에서, 데이터 저장 매체(14)의 HDD는 필요한 수의 파티션으로 포맷되고, 단계

45에서 PC의 운영체제의 제어 하에 HDD를 인스톨한다. 단계 47에서, SDV(12)의 셋업(set up) 소프트웨어가 있는 CD

ROM을 PC의 CD ROM 드라이브에 삽입하여, 셋업 프로그램을 운영체제(16)의 제어하에서 로딩한다. 만약에 SDV(12)가

아직 인스톨되지 않았으면, 소프트웨어 흐름은 단계 49에서 단계 51의 프로세스를 호출하여 SDV(12)에 대한 슈퍼 유저를

설정한다. 슈퍼 유저는 PC의 허가된 사용자 모두에 대한 사용자의 이름 및 패스워드, 그리고 그들의 관련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를 설정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는 단계 53에서 GUI를 호출하여, 도 5에 도시된 슈퍼 유저 표시 패널

(55)을 생성한다. 슈퍼 유저 표시 패널(55)은 슈퍼 유저의 이름을 생성하고 그 슈퍼 유저의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슈퍼 유저 표시 패널(55)은, 슈퍼 유저가 필요한 경우에 PC의 허가된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인에이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2)을 호출할 때, 액세스 제어 패스워드 및 슈퍼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식별

문자열(identity string)을 확인하여 슈퍼 유저의 액세스 제어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단계 59에서 슈퍼 유

저가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 있도록 화면의 하단에 "종료(Finish)" 버튼(57)을 또한 제공된다.

일단 슈퍼 유저의 계정이 생성되었으면, SDV(12)가 초기화된 것으로 간주되고, 사용자 계정 구성 상태로 진행하여, 슈퍼

유저는 PC에의 액세스가 허가된 사용자의 개별 사용자 계정을 설정할 수 있고, 그들의 인증을 허용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흐름은 슈퍼 유저의 설정 후에 바로 종료(exit) 프로세스나, 또는 판정 단계 49에서 SDV

(12)가 이전에 초기화되었으면 단계 61에서 개시하는 사용자 계정에 대한 슈퍼 유저 구성으로 진행된다. 도 6에 도시된 바

와 같은 사용자 인증 표시 패널(63)을 표시함으로써, 단계 61에서의 프로세스가 개시되어, 수퍼 유저에게 단계 65에서의

올바른 인증을 위한 사용자 이름 및 패스프레이즈(pass pharse)를 입력하도록 촉구한다. 단계 69에서의 인증을 실싱하기

위해 사용자 인증 표시 패널(63)에 인증(Authenticate) 버튼(67)이 제공된다. 만약 이 단계에서 슈퍼 유저가 인증받지 못

하면, 프로그램 흐름은 단계 71에서 종료하고, SDV(12)의 셋업 프로그램을 재시동하여야 하며, 이 프로세스는 슈퍼 유저

가 인증될 때까지 반복된다.

단계 69에서 인증이 유효하면, 소프트웨어는 슈퍼 유저가 개별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고, 개별 사용자의 패스프레이즈 할당

하고 개별 사용자의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의 액세스 권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세스는 단계 77에서 각각의 개별 사용자 프로파일을 설정하기 위해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은 표시 패널(75)을 사용

한다. 표시 패널(75)은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패스워드 확인, 액세스 제어 패스워드, 액세스 제어 패스워드 확인, 및 식별

스트링(Identity String)의 입력하기 위한 데이터 입력 필드를 포함한다. 표시 패널(75)은 또한 두 개의 파티션 패널을 포함

하는데, 제1 파티션 패널(79)은

데이터 저장 매체(14)의 HDD 상의 포맷된 여러 파티션을 리스트로 나타내며, 제2 파티션 패널(81)은 특정 사용자에 의한

액세스를 위해 슈퍼 유저가 선택한 파티션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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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티션 이름 및 메모리 어드레스 맵이 각각의 포맷된 파티션 및 선택된 파티션에 대해 제공된다.

디스플레이 패널(75)의 하단에 설정을 저장하고 각각 정상적인 프로그램 흐름으로 복귀하기 위한 "저장(Save)" 버튼 및 "

주 메뉴로 복귀(Main Menu)" 버튼이 제공된다.

개별 사용자에 대한 파티션 액세스 허가 권한 및 액세스 제어 접근성(accessibility)을 선택하기 위해, 프로세스(87)가 호

출되어, GUI가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 프로파일 설정 패널(77) 상에 중첩되는 디스플레이 패널(89)을 표시하도

록 한다.

표시 패널(89)은 개시 섹터 어드레스, 파티션 크기, 액세스 모드, 및 식별될 사용자의 특정 파티션 액세스에 대한 액세스 제

어 모드의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도시된 바와 같이, 드롭다운(drop down) 메뉴는 고정된 허가 액세스 모드(즉 판독

만 가능, 판독/기록 가능, 및 액세스 불가)의 선택, 및 액세스 제어 모드 각각에 대해 "인에이블" 또는 "디스에이블" 플래그

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액세스 모드(Access Mode)" 및 "액세스 제어 모드(Access Control Mode)" 입력 필드를 제공한다.

하이라이트된(highlingted) 파티션에 대한 파티션 세부사항 선택의 종료하기 위해 표시 패널(89)의 하단에 "확인(OK)" 버

튼(93) 및 "취소(Cancel)" 버튼(95)이 제공된다.

각 사용자 프로파일 설정을 완료한 후, 단계 97에서 슈퍼 유저가 모든 사용자에 대해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

으면 다른 사용자에 대해 사용자 프로파일 설정 단계(73)를 실행한다. 만약 모든 사용자의 프로파일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단계 99에 나타낸 것처럼 초기화 절차는 종료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0)은 운영체제(16) 하의 애플리케이션으로서 동작하

고 윈도우즈 API와 인터페이스하여 사용자 및 SDV 엔진(35)과 통신한다.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0)의 소프트웨어 흐

름은 도 9에 나타내었다.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0)은 단계 101에서 사용자에 의해 호출되며,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패스워드 입력 표시 패

널(105)이 표시된다. 패스워드 입력 표시 패널(105)은 사용자 인증을 위해 관련 액세스 제어 패스워드를 입력하는데 사용

된다.

패스워드 입력 표시 패널(105)은 액세스 제어 인증 프로세스를 계속하거나 종료하기 위한 "로그인(Login)" 버튼(101) 및 "

종료(Exit)" 버튼(109)을 포함한다. "로그인" 버튼(107)을 눌러 계속하면,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0)은 단계 111에서

의 인증을 위해 SDV(12)와 통신하고, 그 결과 단계 113에서 인증의 검증이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인증되지 않으면, 단계

103에서 사용자는 관련 액세스 제어 패스워드를 입력할 것을 요청받는다. 사용자가 인증되면, 프로세스는 계속되어 단계

115에서 SDV(12)로부터 파티션 액세스 제어 정보를 검색한다.

그 후 인증된 사용자의 파티션 액세스 제어 정보가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은 테이블(117) 형태로 사용자에게 표시된다.

테이블(117)은 도 3과 관련하여 설명한 테이블에 대응하며, 슈퍼 유저에 의해 사용자가 액세스를 할당받은 파티션만이 표

시되어 있다. 사용자는 프로파일 설정자(37)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까지 테이블에 지정된 허가 권한을 수정하는 옵션

(option)을 가지고 있다. 즉,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에 따라 "현재의 허가 권한" 란의 데이터 액세스 등급을 낮추거

나 거듭 확인(reassert)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허가 권한(Current Permissions)" 의 특정 엔트리(entry)를 클릭함으

로써 이루어지며, 그 결과 드롭다운 메뉴가 표시되어 특정 드라이브에 대해 선택 가능하고 슈퍼 유저가 사용자를 위해 이

전에 설정한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에 의해 결정되는 제어의 범위(bound) 내에 있는 이용 가능한 허가 권한을 제

공한다.

소프트웨어의 흐름이 단계 125로 진행될 수 있도록, 표시 패널(117)의 하단에 "적용(Apply)" 버튼(121) 및 "닫음(Close)"

버튼(123)이 제공된다. 또한, 사용자가 어떠한 파티션 액세스 제어도 변경하지 않았으면, "닫음(Close)" 버튼(123)을 눌

러, 단계 127에서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0)을 종료한다. 사용자가 현재의 허가 권한을 변경하였고, "적용(Apply)" 버

튼(121)을 눌러 그것을 적용하면, 단계 129에서 프로파일 설정자(37)는 새로운 파티션 액세스 제어 정보를 SDV(12)로 전

송하여 데이터베이스(29)에 저장되어 있는 관련된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을 적절한 때에 변경하도록 한다.

정상적인 SDV 시스템 동작과 함께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의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흐름을 통합을 도 12에 도시하였다.

유사한 단계에는 동일한 도면부호로 표시하였다.

SDV(12) 및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0)의 정상적인 동작중에, 단계 131에서 PC의 전원이 켜지면, 단계 133에서 SDV

부트 디바스이스로부터 시동 코드(start-up code)를 로딩한 다음에 컴퓨터 BIOS가 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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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35에서, 사용자는 단계 139에서 GUI에 의해 사용자에 표시되는 사용자 인증 표시 패널(137)을 통해 관련 이름 및

패스프레이즈를 입력하도록 촉구받는다. 사용자 인증 표시 패널(137)의 하단에 제공된 "인증(Authenticate)" 버튼(141)을

눌렀을 때, SDV 인증 프로세스가 호출되어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의 허가된 사용자인지의 여부가 인증된다.

단계 143에서 사용자가 인증되지 않으면, 시도 횟수가 증가(또는 감소)되고 단계 145에서 허용된 인증 시도 횟수를 확인

한다. 허용된 인증 시도 횟수를 초과하였으면, 단계 147에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는 종료되고, 컴퓨터 시스템은 전원이 꺼

진다. 인증에 대해 허용된 시도 횟수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사용자에게 관련 이름 및 패스프레이즈를 입력하도록 촉구하는

단계 135로 복귀하여 사용자에게 인증을 재시도할 기회를 제공한다.

단계 143의 사용자 인증 시에, 단계 149에서 SDV(12)는 유효한 사용자 파티션 액세스 정보를 해독하는데, 본 실시예에서

사용자 파티션 액세스 정보는 숨은 메모리 영역 내의 데이터베이스(29)에 저장되어 있으며, 허가된 사용자를 위해 설정된

현재의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그 후의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단계 151에서 컴퓨터의 운영체제(16)가 시동되고, 그 결과 SDV(12)는 허가된 사용자의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에

따라 단계 153에서 데이터 저장 매체(14)에 대한 그 후의 모든 데이터 액세스 시도를 확인한다. 단계 155에서 사용자의 현

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에 따른 데이터 액세스 시도가 없으면, 단계 157에서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는 "판독" 또는 "

기록"이 차단되고 HDD에 어떠한 액세스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후 SDV(12)는 단계 153의 데이터 확인 단계로 복귀한

다.

단계 155에서 데이터 액세스가 사용자의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에 따른 것이면, 단계 159에서 액세스 제어 애플

리케이션을 호출할 것인지를 확인한다.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하지 않으면, 단계 161에서 데이터 저장 매체의

HDD에의 데이터 액세스를 계속하고, 단계 163에서 전원이 꺼짐 상태를 확인한다. 단계 163에서 전원 꺼짐 상태가 발생되

었으면,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전원 꺼짐 프로세스가 실행된다. 전원 꺼짐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소프트웨어 흐름은

SDV(12)가 데이터를 확인하는 단계 153으로 복귀한다.

단계 159에서, SDV(12)가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0)이 호출되었다고 판정하면, 액세스 제어 소프트웨어 흐름은 도 9

와 관련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0)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가 유효하면, 단계 115에서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0)은 데이

터베이스(29)에 저장되어 있는 파티션 액세스 제어 정보를 판독하고, 단계 119에서 사용자의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

파일을 표시한다.

단계 125에서 사용자가 편집자(39)를 사용하여 관련 액세스 권한을 변경하면, 단계 129에서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

(10)은 프로파일 설정자(37)를 사용하여 SDV의 데이터베이스(29)에 저장되어 있는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권한을 갱신하

고, 단계 127로 진행하여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0)을 종료한다. 이와는 달리, 단계 125에서 액세스 권한 변경되지 않

았으면,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0)은 바로 단계 127에서 종료한다.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0)의 종료 시에, 단계

163에서 전원 꺼짐 상태를 다시 검사하고, 전원 꺼짐 상태가 발생하였으면 프로그램 흐름은 단계 165에서 종료된다. 전원

꺼짐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소프트웨어 흐름은 SDV(12)가 데이터를 확인하는 단계 153으로 복귀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SDV(12)는 버스 브릿지 회로의 설계에 통합되어 제공되는데, 컴퓨터 시스템의 CPU 측의 마더보드의 남

쪽 브릿지에 통합되어 제공되거나, 다르게는 본 출원인의 국제특허출원 PCT/AU2004/000210에 첨부한 국제특허 명세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데이터 저장 측과의 통신을 위해 SATA(Serial AT Attachment)를 사용하는 경우에, 데이터 저장 측

에 제공된 브릿지 회로에 통합되어 제공된다.

위의 실시예의 어느 쪽에 기술된 제어 시스템도 인증된 사용자가 프리부트(pre-boot) 프로세스중에 사용자 프로파일을 변

경할 필요없이, 운영체제 하의 정상적인 시스템 동작중에 사용자가 권한을 부여받은 판독 및/또는 기록 액세스 제어 파티

션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10)은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 디스트에 표준 애플리케이

션 소트트웨어로 인스톨되고, 운영체제의 제어하에 실행된다.

이와 같이, 각각의 사용자에 대해 단지 하나의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이 요구되고, 각각의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은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각 파티션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 허가 권한을 규정하며,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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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파일의 제한 내에서 파티션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하다. 이것은 허가된 사용자에 의해 파티션에 허용된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완전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각각의 허용된 사용자가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에 의해 제어되는

미리 정해진 파라미터 내에서 자신의 프로파일을 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데이터 저장 매제와 관련하여 모든 액세스 제어 기능을 수행하거나, 또는 전술한 SDV와 같은

보안 장치와 함께하는 대신에 운영체제와 함께 동작하는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을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를

가짐으로써, 드라이브 및/또는 파티션에 대한 액세스의 허가 또는 거부는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제어되는 마스

터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 및 현재의 데이터 액세스 프로파일의 범위 내에서 운영체제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하드웨어로 구현된 액세스 제어 시스템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컴퓨팅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고, 액세스 제어 시스템이 운영체제와 함께 동작하도록 하는 적절한 소프트웨어, SDV 타입의 보안 디바이스, 또는 기타

적절한 액세스 제어 장치를 포함한다.

시스템 관리자나 슈퍼 유저에 의해 결정된 제한 이내에서 허가된 사용자에게 파티션 액세스 제어를 허용함에 있어, 본 발

명은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 시스템 관리자는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 사용자 및 파티션에 대한 완전 제어를 가진다.

≫ 각 사용자는 시동시의 인증을 위해 단 하나의 프로파일만을 필요로 한다.

≫ 사용자가 기억해야 하는 패스워드의 수를 최소화한다.

≫ 데이터 저장 매체 상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는 정상적인 시스템 동작중에 어느 때나 자신에게 허가된 제어

범위 내에서 파티션에 대한 판독 또는 기록 액세스 허가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전원을 꺼지 않고 컴퓨터를 보안 상태(secure state)로 두기 위해 모든 파티션에 대한 액세스를 디스에이블시

킬 수 있다. 제3자는 디스에이블 상태의 파티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허가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알아야

만 한다.

≫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은 CD로 배포되거나 인터넷상에 제공된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딩될 수 있다.

≫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은 시스템이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HDD 상의 암호화된 "판독 전용" 파티션에 저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 있으며,

CD-ROM 또는 기타 기계로 판독 가능한 매체 등의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매체에 저장되거나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

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상기 프로그램 코드는

컴퓨터와 같은 기계로 로딩될 때, 그 기계로 하여금 본 발명을 실행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명령어들(instructions)을

포함한다.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매체는 전송 매체를 포함하며, 전송 매체는 광섬유 케이블 또는 기타 형태의 전송 매체일

수 있다.

본 발명은 명세서에 기재된 특정 실시예로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사상 또는 범위를 이탈하

지 않으면서, 종래의 소프웨어 및 컴퓨터 공학의 관례에 따라 최선의 실시예로부터 여러 대안 실시예 및 변형예를 예상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파티션 액세스 제어 시스템을 포함하는 컴퓨팅 시스템의 블록도로서, 액세스 제어 시

스템을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 저장 매체를 보호하는 타입의 보안 디바이스(SDV)와 관련하여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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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에 도시한 액세스 제어 시스템 및 액세스 제어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되는 SDV의 논리 구조를 나타낸 블록도이

다.

도 3은 도 1 및 도 2에 도시한 액세스 제어 시스템의 GUI(Graphical User Interface,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표시

된 주 화면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매체에 설치된 파티션 및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특정 사용자가 이용 가능

한 데이터 액세스 허가 권한을 도시한 것이다.

도 4는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액세스 제어 시스템과 SDV를 통합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초기화 프로세스를 나타낸 흐름도

이다.

도 5는 "슈퍼 유저(super user)"의 도 1 및 도 2에 도시한 액세스 제어 시스템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와

사용자 액세스 프로파일의 초기화를 위해 GUI로 표시된 패널이다.

도 6은 "슈퍼 유저"의 인증을 위해 표시된 패널이다.

도 7은 사용자 액세스 프로파일의 설정을 위해 "슈퍼 유저"에게 표시되는 패널이다.

도 8은 사용자 프로파일을 설정하는 중에 특정 파티션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 허가 권한을 규정하기 위해 도 7의 표시 패널

에 중첩하여 표시된 패널이다.

도 9는 액세스 제어 시스템이 호출(invoking)될 때, 사용자에 의해 수행되는 논리 프로세스들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10은 액세스 제어 시스템에 액세스를 위한 사용자의 인증을 위한 패스워드 입력 상자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1은 액세스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인증된 사용자의 파티션 액세스 제어 테이블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2는 SDV를 통합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정상적인 시스템 동작과 액세스 제어 시스템의 프로세스 흐름을 나타낸 흐름도

이다.

도 13은 운영체제의 부팅 이전에 SDV에 대한 사용자 인증 동안에 일반적인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사용자 인증 상자를 나

타낸 도면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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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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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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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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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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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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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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