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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혁

정삼영

심사관 : 이재근

전체 청구항 수 : 총 24 항

(54) 모듈식 바이오스 업데이트 메커니즘

(57) 요약

모듈식 BIOS 업데이트 메커니즘은 시스템 BIOS 전체를 대체할 필요 없이도 컴퓨터 시스템에서 비디오 및 프로세서 마이

크로코드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옵션 ROM을 업데이트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한다. MBU 메커니즘은 여러가지 이점

을 제공한다. 첫째, 직접 OEM 지원이 식별될 수 없을지라도 릴리스로부터의 새로운 특징 및 BIOS 버그가 최종단-사용자

시스템의 인스톨된 베이스로 전달될 수 있다. 또한, BIOS 컴포넌트는 일련의 유효화된 개정판으로 제공될 수 있다. 유효화

매트릭스에 대하여, BIOS 업데이트는 용이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모듈식 BIOS 업데이트는 단일의 펌웨어내에 기억된 여

러 독립 BIOS를 가지는 시스템에서 특히 유용하다.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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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프로세서용 시스템 BIOS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가 재시작할 때, 시스템 메모리가 BIOS 패키지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BIOS 패키지를 인증하는 단계, 및

성공적인 인증시에, 상기 BIOS 패키지를 재프로그램가능한 BIOS 메모리 스페이스에 기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BIOS 패키지가 재프로그램가능한 BIOS 메모리 스페이스에 성공적으로 기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하고, 만약 그러하다면, BIOS 패키지가 성공적으로 기억되었음을 확인하는 성공 플래그를 보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펌웨어를 포함하고,

상기 펌웨어는 제1 시스템 BIOS를 기억하는 읽기전용 메모리인 제1 기억 스페이스, 및

제2 시스템 BIOS 및 인덱스 테이블을 기억하는 제2 기억 스페이스를 포함하고, 상기 인덱스 테이블은 제2 시스템 BIOS의

요소와 제1 시스템 BIOS의 요소를 연관시키고 그리고 제2 시스템 BIOS의 요소들에 의해 대체되는 제1 시스템 BIOS의 요

소들을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억 스페이스가 시스템 BIOS, 적어도 하나의 보조 BIOS, 및 이들 BIOS들을 식별하는 인덱스

테이블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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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BIOS 프로세싱 방법에 있어서,

디폴트 메모리 스페이스로부터 시스템 BIOS를 실행하는 단계, 및

보조 BIOS가 가변 메모리 스페이스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어떠한 보조 BIOS도 가변 메모리 스페이스에 존재하

지 않으면 상기 디폴트 메모리 스페이스로부터 보조 BIOS를 실행하는 것에 의해, 보조 BIOS를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보조 BIOS가 상기 가변 메모리 스페이스에 존재하면, 상기 가변 메모리 스페이스에서 상기 보조 BIOS

를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소정의 사용자 명령이 입력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어떠한 소정의 사용자 명령도 입력되지 않으면,

상기 가변 메모리 스페이스부로부터 상기 보조 BIOS를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 메모리 스페이스부로부터 보조 BIOS를 압축해제하는 단계, 및

상기 압축해제된 보조 BIOS를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보조 BIOS 프로세싱 방법에 있어서,

보조 BIOS 패키지가 펌웨어의 인핸스먼트 스페이스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보조 BIOS 패키지가 존재하면, 소정의 사용자 명령이 입력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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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소정의 사용자 명령이 입력되지 않았으면, 상기 인핸스먼트 스페이스로부터 상기 보조 BIOS 패키지를 실행하는 단

계,

그 반대의 경우이면, 펌웨어의 디폴트 스페이스로부터 보조 BIOS를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조

BIOS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가변부로부터 상기 보조 BIOS를 압축해제하는 단계, 및

상기 압축해제된 보조 BIOS를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보조 BIOS 프로세싱 방법에 있어서,

시스템 BIOS를 실행시키는 단계;

BIOS 업데이트를 포함하는 보조 BIOS 패키지가 펌웨어의 인핸스먼트 스페이스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보조 BIOS 패키지가 존재하면, 소정의 플래그가 상기 펌웨어 내에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소정의 플래그가 설정되었다면, 상기 인핸스먼트 스페이스로부터 상기 보조 BIOS 패키지를 실행하는 단계,

그 반대의 경우이면, 펌웨어의 디폴트 스페이스로부터 보조 BIOS를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조

BIOS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가변부로부터 보조 BIOS를 압축해제하는 단계, 및

상기 압축해제된 보조 BIOS를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보조 BIOS 프로세싱 방법에 있어서,

시스템 BIOS를 실행시키는 단계;

BIOS 업데이트를 포함하는 보조 BIOS 패키지가 펌웨어의 인핸스먼트 스페이스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보조 BIOS 패키지가 상기 인핸스먼트 스페이스내에 존재하면, 상기 보조 BIOS 패키지를 압축해제하는 단계, 및

상기 보조 BIOS 패키지를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조 BIOS 프로세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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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BIOS 패키지와 연관된 압축해제기를 위한 메모리를 검색하고, 만약 상기 압축해제기가 발견

되지 않으면, 펌웨어의 디폴트 스페이스로부터 제2 보조 BIOS 패키지를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조 BIOS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26.

비디오 BIOS 프로세싱 방법에 있어서,

시스템 BIOS의 실행 동안, 비디오 BIOS가 메모리 시스템의 가변 펌웨어부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만약 어떠한 비디오 BIOS도 상기 가변 펌웨어부에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메모리 시스템내의 불변 펌웨어부에서 비디오

BIOS를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BIOS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비디오 BIOS가 상기 가변 펌웨어부에 존재하면, 상기 가변 펌웨어부에서 상기 비디오 BIOS를 실행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 26 항에 있어서, 소정의 사용자 명령이 입력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어떠한 소정의 사용자 명령도 입력되지 않

았으면, 상기 가변 펌웨어부로부터 비디오 BIOS를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 펌웨어부로부터 비디오 BIOS를 압축해제하는 단계, 및

상기 압축해제된 비디오 BIOS를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비디오 BIOS 프로세싱 방법에 있어서,

비디오 BIOS 패키지가 펌웨어의 인핸스먼트 스페이스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비디오 BIOS 패키지가 존재하면, 소정의 사용자 명령이 입력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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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소정의 사용자 명령이 입력되지 않았으면, 상기 인핸스먼트 스페이스로부터 상기 비디오 BIOS 패키지를 실행하는 단

계,

그 반대의 경우이면, 펌웨어의 디폴트 스페이스로부터 비디오 BIOS를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

오 BIOS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인핸스먼트 스페이스로부터 비디오 BIOS를 압축해제하는 단계, 및

상기 압축해제된 비디오 BIOS를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비디오 BIOS 프로세싱 방법에 있어서,

시스템 BIOS 실행동안, 비디오 BIOS 패키지가 펌웨어의 인핸스먼트 스페이스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인핸스먼트 스페이스내의 상기 비디오 BIOS 패키지는 BIOS 업데이트를 포함하는, 상기 단계;

상기 비디오 BIOS 패키지가 존재하면, 소정의 플래그가 상기 펌웨어 내에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소정의 플래그가 설정되었으면, 상기 인핸스먼트 스페이스로부터 상기 비디오 BIOS 패키지를 실행하는 단계,

그 반대의 경우이면, 펌웨어의 디폴트 스페이스로부터 비디오 BIOS를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

오 BIOS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인핸스먼트 스페이스로부터 비디오 BIOS를 압축해제하는 단계, 및

상기 압축해제된 비디오 BIOS를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비디오 BIOS 프로세싱 방법에 있어서,

시스템 BIOS 실행 동안, 비디오 BIOS 패키지가 펌웨어의 인핸스먼트 스페이스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서, 인핸스먼트 스페이스내의 상기 비디오 BIOS 패키지는 BIOS 업데이트를 포함하는, 상기 단계;

상기 비디오 BIOS 패키지가 상기 인핸스먼트 스페이스내에 존재하면, 상기 비디오 BIOS 패키지를 압축해제하는 단계, 및

상기 비디오 BIOS 패키지를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BIOS 프로세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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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BIOS 패키지에 대한 압축해제기를 위한 메모리를 검색하고, 만약 상기 압축해제기가 발견

되지 않으면, 펌웨어의 디폴트 스페이스로부터 제2 비디오 BIOS 패키지를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비디오 BIOS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의 실시예는 모듈식의 현대의 컴퓨터 시스템의 시스템 바이오스(BIOS) 컴포넌트를 업데이트하는 기술을 제공한

다.

배경기술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성 소자는 점점 더 단일의 집적 회로내에 통합되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독립된 옵션 ROM내에 기억

될 수 있었던 다중 BIOS 또한 단일의 펌웨어 시스템내에 통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집적으로 인해, 전체 시스템

BIOS를 대체하지 않고도 단일의 펌웨어내에 기억된 시스템 BIOS 또는 소자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예컨대, 본 발명의 양수인인 인텔 코퍼레이션은 프로세서, 그래픽 컨트롤러 및 메모리 컨트롤러의 기능을 통합하는 단일의

집적 회로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집적 회로는 시스템을 통하여 입력/출력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시스템 BIOS를

포함하는 펌웨어와 통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픽 컨트롤러 기능을 위한 비디오 BIOS를 포함할 수 있다. 비디오

BIOS 업데이트는 시스템 BIOS 업데이트에 독립해서, 발행(publish)될 수 있다. 따라서, 기억 매체내의 BIOS 컴포넌트에

대한 모듈식 업데이트를 허용하는 시스템 BIOS 기술이 요구된다. 예컨대, 기억 매체내의 전체 시스템 BIOS를 방해하지 않

으면서 비디오 BIOS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실시예는 MBU 메커니즘, 즉 시스템 BIOS 전체를 대체할 필요 없이도 컴퓨터 시스템에서 비디오 및 프로세서

마이크로코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옵션 ROM을 업데이트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한다. MBU 메커니즘은 여러가지 이

점을 제공한다. 첫째, 직접 OEM 지원이 식별될 수 없을지라도 릴리스로부터의 새로운 특징 및 BIOS 버그가 최종단-사용

자(end-user) 시스템의 인스톨된 베이스로 전달될 수 있다. 또한, BIOS 컴포넌트는 일련의 유효화된 개정판으로 제공될

수 있다. 유효화 매트릭스에 대하여, BIOS 업데이트는 용이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등록특허 10-0675518

- 8 -



실시예

도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시스템 BIOS(110)를 기억하는 메모리 스페이스(100)를 도시한다. 메모리 스페이스(100)

는 제1 메모리 스페이스(120)와 제2 메모리 스페이스(130)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메모리 스페이스는 코어 BIOS(140)와

하나 이상의 보조 BIOS를 기억할 수 있다. 예컨대, 도1은 제1 메모리 스페이스(120)에 기억된 코어 BIOS(140)와 비디오

BIOS(150)를 도시한다. 제1 메모리 스페이스(120)는 펌웨어에 구비될 수 있지만, 대안적으로는 종래의 ROM 메모리에 구

비될 수도 있다. 실시예에 따르면, 제1 메모리 스페이스(120)는 데이터를 스페이스(120)에 기록하기 위하여 제공될 필요

는 없다. 작동하는 동안, 추가적인 BIOS가 펌웨어(100)에 기록되어질 수 있다. 어떠한 추가적인 BIOS가 펌웨어(100)에 존

재하는지에 관계없이, 제1 메모리 스페이스(120)에 기억된 BIOS는 거기에 영구적으로 잔류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따라

서, 제1 메모리 스페이스(120)는 때때로 "디폴트 스페이스"로 언급되어질 수 있다.

제2 메모리 스페이스(130)는 추가적인 BIOS를 기억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거기에 기록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제2 메모리 스페이스(130)는 디폴트 시스템 BIOS에 대한 인핸스먼트(enhancement)를 기억할 수 있다. 따라서, 제2 메모

리 스페이스(130)는 때때로 "인핸스먼트 스페이스"로 언급되어질 수 있다.

인핸스먼트 스페이스(130)는 디폴트 스페이스(120)에 기억된 BIOS 소자를 보충 또는 대체하는 BIOS 소자의 기억을 제공

할 수 있다. 예로서, 인핸스먼트 스페이스(130)는,

● 에이젼트에서의 마이크로코드 에러를 정정하는 마이크로코드 업데이트

● 디폴트 BIOS 스페이스내의 버그를 고치는 BIOS 업데이트 또는 패치

● 작동하는 동안, 디폴트 스페이스내의 BIOS를 대체하는 BIOS 모듈, 및

● 동일한 드라이버를 다중 실리콘 교정을 통하여 사용되도록 배치하는 파라미터를 제공하는 업데이트 가능 비디오 드라

이버 파라미터 데이터 테이블을 기억할 수 이다. 디폴트 스페이스(120)에 구비되는 BIOS 소자는 제조후에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업데이트는 인핸스먼트 스페이스(130)에 기억될 수 있다. 인핸스먼트 스페이스(130)는 BIOS 소

자를 인핸스먼트 스페이스와 디폴트 스페이스(120,130)내에 매핑하는 인덱스 테이블을 기억할 수 있다. 따라서, 할당 테

이블(130)은, 디폴트 스페이스(120)로부터 어떠한 시스템 BIOS 또는 시스템 소자가 인핸스먼트 스페이스의 소자에 의해

대체되는지를 식별하는 포인터를 포함할 수 있다.

도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용 모델이다. 이러한 실시예에 따르면, 컴퓨터 시스템은 BIOS 인핸스먼트로서 자율적으

로 그 자체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도2는 "MBU 패키지"(200), 즉 하나 이상의 BIOS 패키지(도시 안됨)를 포함할 수 있

는 데이터 객체를 도시한다. MBU 패키지(200)는 전기, 자기 또는 광 기억 장치와 같은 입력/출력 장치를 경유하거나 인트

라넷, 인터넷 또는 무선 컴퓨터 네트워크(집합적으로 210으로 나타내어진다)용으로 제공되는 것과 같은 통신 인터페이스

를 경유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은 인스톨러(220)를 포함할 수 있다. 인스톨러(220)는 여기에서 도시된 실시예에 따라 MBU 패키지(200)를

프로세싱하도록 설계된 BIOS 인터페이스 드라이버(240)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230)을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서, 인스톨러(220)는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최신 MBU 패키지를 검색하고 다운로드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네

트워크와 인터페이스할 수 있다. 일단 MBU 패키지(200)가 수신되면, 인스톨러(220)는 MBU 패키지를 이산 BIOS 패키지

로 역어셈블링(disassemble)할 수 있고,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250)를 호출할

수 있다.

실시예에 따라, BIOS 패키지는 BIOS 업데이트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유효 및 교정(revision)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인스톨러(220)는 유효 및 교정 비교에서 역할할 수 있다. 교정에 대하여는, 인스톨 이전에, 인스톨러(220)는 BIOS

업데이트의 교정 정보, 및 이전에 기억된 시스템 BIOS, 즉 디폴트 스페이스(110)(도1)에 기억된 시스템 BIOS 및 인핸스먼

트 스페이스(120)에 기억된 시스템 BIOS와 관련된 교정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비교함으로써 패키지

에 구비된 BIOS 업데이트가 이전에 기억된 복사본보다 더 최신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인스톨러(220)는 인스톨 프로

세스를 종결시킬 수 있다.

실시예에 따르면, 인스톨러(220)는 인스톨을 위한 시스템 메모리내에 BIOS 패키지를 저장할 수 있다. 인스톨러(220)는 또

한 시스템 메모리가 BIOS 패키지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시하기 위해 시스템 메모리내에 어떤 플래그를 설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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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스톨러(220)는 또한 정상적인 작동 동안 펌웨어로의 데이터 기입을 방지하기 위해 펌웨어에 부착될 수 있는 어떤 특

정 하드웨어 보안 락(locks)을 디스에이블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보안 락은 시스템 관리 인터럽트("SMI") 핸들

러(250)로의 통상적인 호출로 디스에이블 될 수 있다. SMI 핸들러(250)는 컴퓨터의 작동 시스템을 디스에이블 시킬 수 있

고, BIOS로의 업데이트를 허락할 수도 있다.

인스톨러(220)가 시스템 메모리내에 패키지를 저장하기만 하면, 인스톨 프로세스는 종료한다. 인스톨 프로세스의 종료시

점에, 인스톨러(220)는 프로세서는 재시작하지만 시스템 메모리의 내용은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프로세서를 리셋할

수 있다.

도3은 MBU 프로세스(300)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하이레벨 흐름도이다. 도3은 여러 실행 상태에서의 동작을 예시한다: 운

영 시스템("OS") 런타임(310), OS 재시작(320), POST(330) 및 OS 로드(340). 프로세스는 인스톨러 애플리케이션(230)

이 시작한 후 스타트 지점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인스톨러 애플리케이션(230)이 시작함에 따라, MBU 드라이버(240)를 부

착한다(301). 응답으로, 드라이버(240)는 MBU SMI 핸들러에 의해 제공된 인터페이스 교정을 결정할 수 있다(302). 교정

숫자가 드라이버에 의해 인식되면, 드라이버는 SMI 핸들러에 MBU 프로세스(300) 동안 모든 호출에 사용되는 핸들을 생

성하고 반환하는 명령을 부착할 것이다. 초기화가 완료되면, 드라이버(240)는 제어를 인스톨 애플리케이션(230)으로 반환

할 것이다. 행해져야 할 인스톨이 있다면, 인스톨 애플러케이션(230)은 패키지 프래그먼트(여기서 논의됨)에 대한 필요한

포인터를 생성하고 MBU 드라이버의 인스톨 엔트리 포인트를 호출할 것이다(303). MBU 드라이버(240)는 이 장보를 저

장하고, 인스톨 애프리케이션(230)에 반환할 것이다. 인스톨 프로세스의 이 지점에서, 인스톨 애플리케이션(230)은 MBU

드라이버의 업데이트 큐(queue)에 계류중인 인스톨 요청을 남겨두고 빠져나갈 수 있다(305, 306). MBU 드라이버(240)

는, 셧다운 동안 OS가 닫음 메시지를 MBU 드라이버(240)에 보낼 때까지 유휴(idle)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운영 시스템이 재시작을 준비할 때, 일반적으로 MSG_CLOSE 메시지를 통지 리스트 상의 모든 드라이버로 보낸다. MBU

드리이버(240)가 이 리스트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재시작동안, MBU 드라이버(240)는 MSG_CLOSE 메시지를 수신하고,

MBU 업데이트를 위한 현재의 업데이트 테이블을 조사할 것이다(311). 행해져야 할 업데이트가 있다면, MBU 드라이버

(240)는 시스템 메모리내에 물리적인 버퍼를 생성하고, 업데이트 패키지를 파일로부터 주 메모리로 로드하고, 메모리내에

업데이트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BIOS에게 알리는 플래그를 세트할 수 있다(312). MBU 드라이버(240)는 그후 핸들

을 SMI 핸들러(250)로 해제하고, 종료한다(313, 314). 그후, OS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닫힌다.

OS가 닫히면, INIT#을 프로세서에 생성한다. INIT#은 메모리 제어기를 리셋하지 않고, 시스템 메모리는 영향을 받지 않

도록 놓아둔다. INIT#은 프로세서가 부트 벡터로 리셋하고, 메모리의 잠금 구조(locking scheme)를 프로그램 가능한 상

태로 리셋한다. 도3에서, 이것은 POST 상태(320)로 도시된다. POST 상태(320) 동안, 시스템 BIOS는 시스템 메모리로부

터 패키지를 검색하고 패키지를 인증하고, 패키지를 인핸스먼트 스페이스에 기입한다(321).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시스템

BIOS는 시스템 리셋을 발행(issue)하고, 정상적인 POST 프로세스를 시작한다(322,323). 시스템 BIOS가 OS를 로드하기

시작하면, 제어는 도3의 OS 로드 상태(330)로 전달될 것이다.

OS 로드 상태(330)에서, OS는 "드라이버 스타트업(startup)"리스트내의 드라이버를 로드한다(331). 이 리스트내의 드라

이버중 하나가 MBU 드라이버(240)이다. MBU 드라이버(240)가 로드되면, 그것은 SMI 핸들러(250)에 부착되고 핸들러

(250)에 의해 제공된 MBU_SMI 인터페이스 버전을 결정한다(322). MBU 드라이버(240)가 버전 넘버를 인식하면, 다음의

호출에 사용하기 위해 드라이버에 대한 핸들을 생성함으로써 다시 SMI 핸들러(250)에 부착하려고 시도할 것이다(323).

MBU 드라이버(240)는 가장 최근 업데이트의 상태를 결정할 것이다(324). MBU 드라이버(240)는 상태를 저장하고 인스

톨 애플리케이션(230)이 다시 호출될 때까지 유휴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335).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종료된다.

도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도3의 POST 상태동안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400)을 도시한다. BIOS가 재시작된

후(410), BIOS는 스타트업 절차를 겪게 될 것이다. 스타트업 절차동안의 어떤 시점에서, 바람직하게는 디폴트 스페이스내

의 보조 BIOS의 어떤 소자가 실행되기전에, BIOS는 BIOS가 MBU 패키지의 존재를 지시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20). 만약 그러하지 않으면, BIOS는 방법(400)을 빠져나와, 스타트업 절차로서 계속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리

셋시킨다 (430).

그러나, 만약 메모리가 BIOS 패키지가 존재하는 식별자를 포함하면, BIOS는 MBU 패키지를 인증하는 것을 시도한다

(440). BIOS는 인증이 성공적인지 여부 및 MBU 패키지가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한다(450). 만약 그러하지 않으면, 즉

MBU 패키지는 무효이면, BIOS는 MBU 인증 실패(460)를 되돌려 주고, 방법(430)을 빠져나온다.

유효가 성공하면, BIOS는 MBU 패키지를 인핸스먼트 스페이스에 기록하기 시작한다(470). 기록을 끝냄에 있어서, BIOS

는 업데이트가 성공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480). 만약 성공이 아니면, BIOS는 MBU 업데이트 실패를 되돌려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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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BIOS로부터 MBU 업데이트 플래그를 클리어한다(500). 그 반대이면, BIOS는 인핸스먼트 플래그를 설정할 수 있

고(510), 성공적인 기억을 나타내는 상태 플래그를 되돌려 준다(520). 일단 인핸스먼트 테이블이 보정되면, 방법은 종결한

다.

방법(400)이 종결될 때, BIOS는 전체 시스템을 리셋시킬 수 있다. 시스템은 BIOS 그 자체를 재시작시킬 뿐만 아니라 시스

템 메모리를 클리어한다. 시스템이 리셋될 때, MBU 패키지는 그 내용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호출될 수 있다.

패키지 인증

공지된 바와 같이, MBU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패키지 인증을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MBU 패키지는 MBU 패

키지의 소스를 유일하게 식별하는 인증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증 정보는 공개키-비밀키 쌍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공개키는 디폴트 스페이스(110)내의 BIOS에 의해 저장될 수 있다(도 1). 새로 수신된 MBU 패키지는 비밀키로

사인(sign)될 수 있다. 공개키를 사용하여, 프로세서는 MBU 패키지의 콘텐츠, 및 이 패키지를 인증하기 위해 MBU 패키지

에 수반된 서명을 검사한다. 성공은 MBU 패키지가 인증된 소스에 의해 발행되었음을 나타낸다. 실패는 MBU 패키지가 인

증된 소스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거나, 발행 후에 MBU 패키지가 오염되었거나 임의의 다른 에러가 발생하였음을 나타낸

다. 인증이 실패하면 BIOS가 MBU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공개키-비밀키 쌍은 RSA 또는 DSA 서명 시스템과 같은 공지된 서명 알고리즘중 하나에 기초할 수 있

다. 다른 서명 알고리즘도 알려져 있다.

구현 동안에, MBU 패키지의 발행자는 비밀키의 컨트롤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MBU 패키지와 함께 포함된

서명에 대한 성공적인 인증은 MBU 패키지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소스로부터 나온 것임을 나타낸다.

버퍼 프래그먼트 테이블

종래 컴퓨터 시스템내에서, 메모리 스페이스가 소정의 사이즈의 유닛내에 할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컴퓨터 시스템

의 운영 시스템은 소정의 사이즈, 즉, 4 또는 8 킬로바이트의 "페이지"를 할당한다. MBU 패키지는 이러한 시스템의 페이

지 사이즈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일 실시예에서, MBU 패키지는 다수의 페이지에 걸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운영 시스

템(240)의 인스톨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메인 메모리내에 저장될 때(도2), MBU 패키지의 일부분은 시스템 메모리를 통하

여 다수의 이산적인 페이지내에 저장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인스톨 애플리케이션(220)은 MBU 패키지의 프래그먼트에 페이지를 할당하기 위해 운영 시스템과 인터페

이스할 수 있다. 인스톨 애플리케이션(220)은 또한 각각의 프래그먼트가 발견될 수 있는 메모리 위치를 식별하는 프래그

먼트 버퍼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의 표 1은 하나의 그러한 프래그먼트 버퍼 테이블내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를 나타낸다.

[표 1]

이 예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래그먼트 버퍼 테이블은 각각의 BIOS 패키지에 대하여 복수의 "버퍼"를 추적할 수 있다. 제1

버퍼는 BIOS 코드 자체를 포함하고 제2 버퍼는 BIOS 코드와 연관된 디지털 서명을 포함한다. 도 5는 표 1에 리스트된 프

래그먼트(610-650)의 메모리 위치을 설명하는 메모리 맵(600)이다.

일 실시예에 따라, 버퍼 프래그먼트 테이블은 각각의 버퍼의 각각의 프래그먼트, 이 프래그먼트에 대한 버퍼와 프래그먼트

번호, 메인 메모리내의 프래그먼트의 위치을 나타내는 베이스 어드레스, 프래그먼트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사이즈 식별자

및 다음 프래그먼트의 어드레스에 대하여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INIT 전에 시스템 메모리내의 소정의 위치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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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방법(400)이 호출되면, 프로세서는 버퍼 프래그먼트 테이블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고, 만약

그러하다면, 테이블내에 식별된 버퍼 프래그먼트로부터 MBU 패키지를 조합하게 된다. 도 6은 조합된 BIOS 패키지를 설

명하는 메모리 맵(700)이다. 따라서, 프로세서는 MBU 업데이트를 계속할 수 있다.

포스트 플로우 프로세싱

MBU 업데이트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세서 마이크로코드 업데이트의 인스톨, MBU 블록으로부터의 업데이트된 비

디오 BIOS의 로딩, 비디오 바이패스 핫키(hotkey)에 대한 체킹, MBU 패키지로부터의 옵션 ROM 또는 BIOS 패키지의 존

재 및 플로우 옵션을 나타내는 CMOS 비트에 대한 체킹을 허용하는 추가적인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

에 설명되어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이러한 프로세스(800)의 흐름도이다.

비디오 BIOS의 초기화를 준비할 때, BIOS는 디폴트 비디오 BIOS 이미지를 실행하려고 하기 전에 시스템의 특정 그래픽스

디바이스에 대한 기존 비디오 BIOS 업데이트에 대한 MBU 블록을 스캔할 수 있다. MBU 블록의 스캔을 시작하기 전에, 시

스템 BIOS는 MBU 블록이 유효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체크할 수 있다(810). 이것은 MBU 블록의 헤더 ID를 체크함으로써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MBU 블록이 유효하지 않다면, 디폴트 옵션 ROM이 실행될 수 있고(820), MBU 블록이 유효

하다면, BIOS는 소정의 바이패스 핫 키의 누름해제에 대하여 체크하게 된다(830).

핫키가 눌러졌다면, 그것은 디폴트 비디오 BIOS가 실행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용자 명령을 의미한다. 하지만, 바이패스 핫

키를 눌렀다고 해서 시스템 BIOS가 BIOS 패키지의 존재를 식별하는 CMOS 비트를 클리어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아무런

핫키도 눌러지지 않았다면, 시스템 BIOS는 CMOS 비트를 체크한다(840). 비트가 인에이블되었다면, 시스템 BIOS는

MBU 블록에서 비디오 BIOS 업데이트를 찾기 시작한다(850). 이러한 포인트에서, 비디오 BIOS는 MBU 블록내에 존재한

다(860).

비디오 BIOS가 MBU 블록내에서 발견되면, 시스템 BIOS는 비디오 BIOS 패키지가 압축되었는지를 판정할 수 있다(870).

만약 비디오 BIOS 패키지가 압축되었다면, 시스템 BIOS는 비디오 BIOS 패키지와 연관된 압축해제 코드를 찾으려고

MBU 블록을 검색할 수 있다(880,890). 어떠한 코드도 발견되지 않으면, 비디오 BIOS 패키지는 이용불가능하므로 시스템

BIOS는 디폴트 비디오 BIOS를 실행한다(820). 코드가 발견되면, BIOS 는 비디오 BIOS 이미지를 압축해제하여 실행한다

(900,910).

비록 그럴리 없겠지만, 펌웨어의 MBU 영역이 붕괴되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POST는 시스템

이 시스템 BIOS에 저장된 비디오 BIOS 옵션 ROM의 디폴트 버전으로 되돌려지도록 해야 한다. 디폴트 비디오 BIOS의 실

행은 사용자 입력에 의해 강제될 수 있다. 비디오 어댑터가 초기화되기 이전의 초기 부팅 동안 사용자가 소정의 바이패스

핫키를 눌렀는지에 대해 시스템이 판정하면, 시스템 BIOS는 MBU 영역의 스캐닝을 생략하고 디폴트, 집적 시스템 BIOS를

사용하여 부팅할 수 있다.

실시예에 따르면, 바이패스 핫키는 단일 재시작을 위해 인핸스먼트 스페이스의 시스템 BIOS를 디스에이블시킨다. 미래

(future) 부트가 비휘발성 기억장치로부터 옵션 ROM 업데이트를 로드하려는 시도를 디스에이블시킬 필요는 없다. 붕괴된

비디오 BIOS 패치가 POST 동안 실행하는 것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 CMOS 인에이블 비트가 CMOS 셋업 루틴에서 클

리어될 수 있다.

"사용 MBU 비디오 BIOS" CMOS 옵션이 설정되고 어떠한 바이패스 키도 눌러지지 않은 경우, BIOS는 비디오 BIOS 업데

이트 모듈을 찾으며 MBU 블록을 스캐닝할 수 있다. 어떠한 비디오 BIOS 업데이트 모듈도 발견되지 않으면, BIOS는 시스

템 BIOS의 일부로서 저장된 디폴트 BIOS를 실행할 수 있다. 그 반대이면, BIOS는 비디오 BIOS 업데이트 모듈을 추출하고

실행하며, 나머지 시스템 BIOS를 실행한다(920).

옵션 ROM 로딩

인핸스먼트 스페이스는 옵션 ROM을 또한 저장할 수 있다. 실시예에 따라, 옵션 ROM은 개별 CMOS 옵션 비트에 의해 디

스에이블된다.

임의의 옵션 ROM을 실행하기 이전에, 시스템 BIOS는 MBU 블록내의 업데이트된 옵션 ROM을 검사하고 이들 옵션 ROM

을 시스템 BIOS 이미지에 저장된 임의의 옵션 ROM에 우선하여 실행한다.

CMOS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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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비디오 BIOS를 업데이트시키는 방법을 예시한다. 시스템 BIOS는 사용자가 MBU 블록내

의 업데이트된 비디오 BIOS를 디스에이블시킬 수 있게 하는 CMOS 옵션을 제공한다. 본 명세서에서, 이 비트는 "사용

MBU 비디오 BIOS" CMOS 비트로서 언급된다. "사용 MBU 비디오 BIOS" CMOS 비트는 MBU 블록의 성공적인 업데이트

가 수행되는 경우 설정된다. 예로서, 인텔 프로세서에서, 시스템 BIOS는 시스템 관리 모드("SMM") 환경으로부터 이 비트

를 설정시킨다. 상기 CMOS 비트가 설정되면, 후속 부팅은 시스템 BIOS로 하여금 디폴트 비디오 BIOS를 실행하기 이전에

업데이트된 비디오 BIOS를 찾기 위해 MBU 블록을 검색하도록 한다. MBU 블록이 엠프티이면, 시스템 BIOS는 "사용

MBU 비디오 BIOS" CMOS 비트 디스에이블을 클리어 시킨다.

상기한 바와 같이, MBU 패키지는 인핸스먼트 스페이스내로의 인스톨을 위해 여러 BIOS 패키지를 포함한다. MBU 패키지

는 인스톨러가 MBU 패키지 구성 요소를 식별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소정 구조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샘플 MBU 패키지를 도시한다. MBU 패키지(100)내에는 복수의 BIOS 패키지

(1010,1020,1030)가 존재하고, 이들중 일부는 압축되어 그 사이즈가 변할 수 있다. BIOS 패키지(1010,1020,1030)는 서

로 인접하여 위치된다. MBU 패키지에 저장된 BIOS 패키지(1010,1020,1030)의 각각은 객체를 식별하고 그 사이즈를 정

의하는 객체 헤더(1011,1021,1031)를 포함한다. 객체의 데이터는 객체 헤더 엔트리를 뒤따른다.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가 본 명세서에 특정하게 예시되고 설명되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수정 및 변형이 본 발명이 의도하

는 범위 및 정신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한도내에서 및 상기 발며의 개시에 의해 포괄된다는 것이

이해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BIOS를 도시한다.

도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용 모델을 도시한다.

도3은 BIOS 패키지의 인스톨동안 BIOS와 드라이버사이의 상호작용 및 모듈식 BIOS 업데이트("MBU") 프로세스의 실시

예를 도시하는 하이 레벨 흐름도이다.

도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도시한다.

도5는 프래그먼트의 메모리 위치를 도시하는 메모리 맵을 도시한다.

도6은 리어셈블링된(reassembled) BIOS 패키지를 도시하는 메모리 맵을 도시한다.

도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비디오 BIOS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도시한다.

도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샘플 MBU 패키지를 도시한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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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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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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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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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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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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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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