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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보안기능을 갖는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 및 그 작동방법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보안기능을 갖는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 및 그 작동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을 구현하는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의 사시도.

제2도는 샤시, 덮개와 플래너 보드를 포함하는(제1도의) 퍼스널 컴퓨터의 어떤 요소들의 분해사시도(이들 
요소들간의 관계를 나타냄).

제3도는 제1도 및 제2도에 도시된 퍼스널 컴퓨터의 어떤 구성 요소 개략도.

제4도 및 제5도는 본 발명의 보안기능에 관계되는 제1도 및 제2도의 퍼스널 컴퓨터의 어떤 구성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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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개략도.

제6도는 제4도 및 제5도에 도시된 어떤 구성 요소의 확대사시도.

제7도는 본 발명의 보안기능에 관계되는 제1, 2, 4도 및 제5도에 도시된 퍼스널 컴퓨터의 특정의 선택적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제6도와 유사한 도면.

제8도, 9a도 및 9b도는 본 발명에 따라 이용 가능한 보안 선택 기능내에 포함된 특정 기능들의 개략적 흐
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컴퓨터                          11 : 모니터

12 : 키보드                          14 : 프린터 또는 플로터

15 : 덮개                            19 : 샤시 

20 : 플레이너                        22 : 상부베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타로의 억
세스(access)를 제어할 수 있는 보안기능을 구비한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 특히 IBM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은 오늘날 현대 사회의 많은 부분에 컴
퓨터 능력을 제공하는 용도로 널리 보급되어 왔다.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은 단일 시스템 프로세서와, 시
스템 프로세서와 관련된 휘발성 및 비휘발성 메모리, 디스플레이 모니터, 키보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디스켓 구동기(diskette drives), 고정 디스크 기억장치 및 선택적 프린터를 갖춘 시스템 유니트로 구성
된 데스크-탑(desk-top), 플로아 스탠딩(floor standing) 또는 휴대용 마이크로 컴퓨터로 정의된다. 이러
한 장치들의 특유의 특징들중의 하나는 이들 구성 요소를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마더보드
(motherboard)(시스템 보드(system board), 시스템 플래너(system planar) 또는 플래너(planar)로도 알려
져 있으며 본 명세서에서는 경우에 따라 이러한 용어로도 지칭한다)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들
은 주로 한명의 사용자에게 독립적인 계산능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개인 또는 소규모 사업자가 구입할 
수  있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이러한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들의  예는  IBM의  퍼스널  컴퓨터 
AT(PERSONAL COMPUTER AT)와 IBM의 퍼스널 시스템/2(PERSONAL SYSTEM/2)모델들 25, 30, 35, 40, L40SX, 
50, 55, 57, 65, 70, 80, 90과 95이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2개의 일반적 패 리들(families)로 분류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패 리 I 모델들
(Family I Models)로 지칭되는 제1패 리는 IBM 퍼스널 컴퓨터 AT와, 다른 “IBM 호환(IBM compatible)”
기계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는  버스  구조(bus  architecture)를  사용한다.  패 리  Ⅱ모델들(Family  Ⅱ 
Models)로 지칭되는 제2패 리는 IBM의 퍼스널 시스템/2모델 50부터 95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는 IBM의 
마이크로 채널(MICRO CHANNEL) 버스 구조를 사용한다. 초기 패 리 Ⅰ모델들은 전형적으로 시스템 프로세
서로서 통상적인 INTEL 8088 또는 8086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였다. 후기의 소정 패 리 Ⅰ과 패 리 
Ⅱ모델들은 전형적으로 고속의 INTEL 80286, 80386과 80486 마이크로프로세서들을 사용하며 이들 마이크
로프로세서들은 저속의 INTEL 8086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애뮬레이트(emulate)하는 실모드(real mode)에서 
작동이 가능하거나, 몇몇 모델들의 경우 번지지정범위(addressing range)를 1메가바이트로부터 4기가바이
트로 확장하는 보호모드(protected mode)로 작동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상기 80286, 80386과 80486 프
로세서들의 실모드 기능은 8086과 8088용으로 작성된 소프트웨어에 적합한 하드웨어 호환성을 제공한다.

근년의 세계적인 퍼스널 컴퓨터의 경이적 증가와 사용에 의해, 더 많은 데이타 또는 정보들이 수집되어 
이러한 시스템내에 보유 또는 저장되고 있다. 이들 또는의 많은 부분은 속성상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데이타가 잘못 취급되면, 데이타가 사용자 각각을 당혹시키거나, 사업자가 경쟁적 지위를 상실하거나, 또
는 민감한 데이타가 사용하지도 않은 비용을 지불케  하거나 또는 각 사용자에 대한 물리적 폭력을 유발
할 수 있다. 더 많은 사용자가 데이타의 민감한 성질과 가치를 깨달을 수록, 데이타의 이러한 오용을 방
지하는 것이 더 요망된다. 그들 자신과 저장된 데이타에 관련된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들은 
그들이 구입하는 퍼스널 컴퓨터내에 보안 및 무결성(integrity) 기능의 결합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만
이 수집되어 저장된 데이타의 민감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들 역시 민감한 데이타의 보호를 
강제하는 법률들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예는 미합중국이다. 미합중국 상황의 중대성을 인식하
고 대책을 제시하여 왔다. 미합중국 연방정부는 보안수준과 보안수준들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필요 조건
들을 규정하여 왔고, 인증관청을 설치하여 퍼스널 컴퓨터 제조업자들에게 제품을 제출토록 하여 제출한 
제품이 제조업자들이 주장한 보안수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연방정부 요건들의 근
원은 일반적으로 오렌지 북(Orange book)으로 인용되는, 국방성의 신뢰 컴퓨터 시스템 평가 기준(Trusted 
Computer System Evaluation Criteria), DOD 5200, 28 STD, 12/85이다. 정부는 정부와 관련된 모든 데이
타가 1992년 1월 1일까지 최소한의 보안수준인 C-2로 처리되어 퍼스널 컴퓨터에 저장되어야 한다고 입법
하였다.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에 대한 본질적인 요건들은 보증부분(Assurance section), 요건 6 : “신
뢰할 만한 메카니즘은 무단 조작(tampering) 및/또는 권한없는 변경에 대해 끊임없이 보호되어야 한다…
”에 수록되어 있다.

IBM 퍼스널 컴퓨터와 같은 패 리 Ⅰ모델들의 최초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의 개시때부터 소프트웨어 호환
성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펌웨어(firmware)”라고도 알려진 
시스템 상주 코드(System resident code)로 된 절연층(insulation layer)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
에  설립되었다.  이러한  펌웨어는  사용자의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운영체제(operating 
system)와 장치 사이에 운영 인터페이스(operational  interface)를 제공함으로 하드웨어 장치의 특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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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용자의 염려를 경감하였다. 결국, 상기 코드는 하드웨어의 특징들로부터 응용프로그램을 분리하면
서,  상기  시스템에  새로운  장치들이  부가되는  것을  허용하는,  기본  입출력시스템(Basic  Input/Output 
System(BIOS))으로 개발되었다. BIOS는, 장치구동기에게 그 장치와의 중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장치구
동기를 특정장치의 하드웨어 특징에 종속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즉시 입증되었다. BIOS는 
시스템의 필수 부분이며 시스템 프로세서의 데이타 입출력동작을 제어하기 때문에, BIOS는 시스템 플래너
상에 상주하며, 판독전용 기억장치(ROM)내에 있는 상태로 사용자에게 제공되었다. 예를들면, 초기 IBM 퍼
스널 컴퓨터내의 BIOS는 플래너 기판상에 놓이는 ROM의 8K 바이트를 차지하였다.

새로운 모델의 퍼스널 컴퓨터 패 리가 소개됨에 따라, BIOS는 새로운 하드웨어와 I/O 장치들을 포함하도
록 갱신되고 확장되어야 했다. 예상했던 바 대로, BIOS는 메모리 용량면에서 증가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
면, IBM 퍼스널 컴퓨터 AT의 등장과 더불어, BIOS는 32K 바이트의 ROM을 필요로할 만큼 확장되었다.

오늘날,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패 리 Ⅱ모델의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들은 훨씬 더 정교해졌으며 
소비자에게 더욱 빈번히 이용되도록 제작되고 있다. 기술이 급속도로 변하고 새로운 I/O 장치들이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에 부가됨에 따라, BIOS의 수정은 퍼스널 컴퓨터의 개발주기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예를들면, 마이크로 채널 구조(Micro Channel Architecture)를 갖는 IBM 퍼스널 시스템/2(IBM PS/2)의 등
장과 더불어, 진보된 BIOS(advanced BIOS) 또는 ABIOS로 알려진 매우 새로운 BIOS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패 리 Ⅰ모델들의 BIOS는 패 리 Ⅱ모델들내에 포함되어야만 하
였다. 패 리 Ⅰ BIOS는 따라서 호환 BIOS(Compatibility BIOS) 또는 CBIOS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IBM 
퍼스널 컴퓨터 AT에 관련하여 전술한 바 와같이, 단지 32K 바이트의 ROM이 플래너 보드상에 장치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시스템은 96K 바이트의 ROM으로 확장될 수 있으나, 불행하게도 시스템 제약 때문에, 96K 
바이트의  ROM이  BIOS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최대용량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ABIOS의  부가에도 
불구하고, ABIOS와 CBIOS는 여전히 96K의 ROM에 저장될 수 있다. 그러나, 96K ROM 영역중 아주 적은 비율
만이 확장에 이용될 수 있도록 남아 있다. 장래 I/O 장치들의 부가에 의해 CBIOS와 ABIOS는 ROM 용량을 
고갈시킬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새로운 I/O 기술은 CBIOS와 ABIOS내에서 용이하게 혼합될 수 없을 것
이다.

이러한 문제들과 패 리 Ⅱ BIOS를 개발 주기상 가능한한 늦게 수정하고자 하는 요망에 의해 ROM으로부터 
BIOS의 부분적인 제거(offload)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거는 BIOS의 부분을 고정디스크와 같은 대
용량 저장장치상에, 바람직하게는 시스템 구획(system partition)으로 알려진 디스크의 한정된 부분내에 
저장함으로서 달성된다.  시스템 구획은 또한 시스템 참조디스켓(system  reference  diskette)의 이미지
(image)를 저장하느데, 이 이미지는 시스템 구성(system configuration)을 설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소정
의 유틸리티 프로그램(utility program)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디스크는 기록 및 판독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디스크상의 실제적인 BIOS 코드의 수정이 가능했다. 디스크는 비록 BIOS 코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나,  BIOS  코드가 잘못될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BIOS는 운영체제(operating system)의 필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BIOS는 파괴적인 결과를 유발
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에는 시스템의 완전한 고장 및 비구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정디스
크상의 BIOS 코드가 허가없이 수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매우 요망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1989년  8월  25일  출원된  미국  특허출원  제07/398,820호로서,  1991년  6월  4일  등록된  미국  특허 제
5,022,077호의 요지였다. 이 특허는, 본 명세서에 개시된 본 발명의 이해에 유용한 부가적 정보로서, 관
심있는 사람들에게 참조될 수 있으며, 본 명세서에 개시된 본 발명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본 명세서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된다.

IBM의 PS/2의 등장과 더불어 마이크로 채널 시스템들은 I/O 어댑터 카드와 플래너에서 스위치들과 점퍼들
을 제거하였다. 상기 마이크로 채널 아키텍처는 스위치 및 플래너를 제거하는 대신에 프로그램 가능한 레
지스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  가능한  레지스터  또는  프로그램가능  옵션  선택(Programmable 
option select)(POS) 레지스터를 구성하기 위해 유틸리티가 요구되었다. 상술한 유틸리티 그리고 시스템 
진단(diagnostics)과 더불어 시스템 유용성 특징(usability characteristics)을 개량하기 위한 다른 유틸
리티들이 각 시스템에서 시스템 참조 디스켓상에 채용되었다.

최초 사용전에, 각 마이크로 채널 시스템은 pos 레지스터들이 초기화되도록 요구한다. 예를들어, 상기 시
스템이 새로운 I/O 카드를 채용한 채 또는 I/O 카드용 슬롯을 교체한채 부트(boot)되면, 구성
(configuration) 에러가 발생되고 시스템 부트업(boot up) 과정이 중단된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후 시스
템  참조  디스켓을  로드(load)하고  F1  키를  누르도록  촉구된다.  그러면  “세트  구성  유틸리티(A  Set 
configuration Utility)”가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시스템 참조 디스켓으로 부트될 수 있다. 상기 세
트  구성  유틸리티는  사용자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한다.  적절한  I/O  카드  디스크립터 파일들
(descriptor files)이 시스템 참조 디스켓에 적재(load)되면, 상기 세트 구성 유틸리티는 비휘발성 저장
장치내에 정확한 POS 또는 구성 데이타를 형성한다. 상기 디스크립터 파일은 상기 카드를 상기 시스템에 
접속(interface)하는 구성 정보를 보유한다.

전술한 바를 염두에 두고, 본 발명은 전술한 형태의 컴퓨터가 그 내부에 그리고 그 작동시에 어떤 중요데
이타(critical data)에 억세스하는 것을 이러한 데이타에 억세스할 수 있는 적절한 특권을 가진 사용자만
으로 제한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발명이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권 
억세스 암호(Privileged Access Password)(이하에서, “PAP”이라고도 칭한다)를 수신 및 저장하고 PAP의 
작용과 사용에 따라 다양한 기능 및 데이타에 대한 억세스를 허용하는 특수한 메모리 소자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용가능한 보안설비를 사용자가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 사용의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필요성과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해 의도된 바와같이 구성된 시스템은, 필요하다면 
정부표준의 보안 요건에 적합할 수 있으며, 또한 사용 환경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보안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의 사용자에게는 상기 시스템의 응용에 있어 큰 융통성
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몇가지 목적들이 기술되었으며 다른 목적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하여 설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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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는 첨부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을 이하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명세서에 기재된 본 발명을 변형하여 본 발명의 바람
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발명 설명의 개시부터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대한 광범위하고 교시적인 내용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본 발명
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소정의 정의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신뢰 계산 베이스(TRUSTED COMPUTING BASE)(TCB) : 하드웨어, 펌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
스템내 전체 보호 메카니즘들, 이들의 조합이 보안대책을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TCB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성분으로 이루어지고 이들 성분이 제품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통일된 보안대책을 시행한다. 보안
대책을 정확히 시행하기 위한 TCB의 능력은 전적으로 TCB내의 메카니즘과 보안 정책과 관련한 파라미터
(예를들어, 사용자의 완전 무결함(clearance))의 시스템 관리 요원(system administrative personnel)에 
의한 정확한 입력에 달려있다.

신뢰 소프트웨어(TRUSTED SOFTWARE) : 신뢰 계산 베이스의 소프트웨어 부분.

신뢰 프로그램(TRUSTED PROGRAM) : 신뢰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프로그램.

개방 프로그램(OPEN PROGRAM) : 신뢰 프로그램을 제외한, 신뢰 계산 베이스상에서 동작 가능한 프로그램.

참조 모니터 개념(REFERENCE MONITOR CONCEPT) : 주체(Subjects)에 의한 대상(objects)으로의 모든 억세
스를 중재하는 추상적 기계(abstract machine)를 참조하는 억세스 제어 개념.

보안 커널(SECURITY KERNEL) : 참조 모니터 개념을 구현하는 신뢰 계산 베이스의 하드웨어, 펌웨어 및 소
프트웨어 요소들. 보안커널은 모든 억세스들을 중재해야 하며, 수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정확하다
는 것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신뢰 컴퓨터 시스템(TRUSTED COMPUTER SYSTEM) : 충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무결성(integrity) 수
단을 채용하여 일정 범위의 민감하거나 비 스런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허용하는 시스템.

시스템 소유자(SYSTEM OWNER) : 시스템 소유자는 초기에 시스템을 보안 모드로 구성하고 지정해 주는 책
임이 있는 사용자이다. 시스템 소유자는 초기때와 갱신이 요구될 때마다 구성을 제어할 것이다. 이러한 
소유자는 특권 억세스 암호를 관리할 것이며, 이 암호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책임이 있다. 시스템 소유자
는 또한 무단조작 확증 덮개 잠금 키(tamper evident cover keylock key)의 물리적 보안을 유지시켜야 한
다. 시스템 소유자는 모든 시스템상의 보안 등재(log)들을 유지시켜야 한다. 시스템 소유자는 또한 시도
되었던 모든 보안 침해를 기록해야 할 것이다. 시스템 소유자는 하나이상의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다. 시
스템 소유자는 인가(authorized)된 사용자로 간주되며, 또한 정규 사용자로도 될 수 있다.

보안 모드(SECURE MODE) : 시스템 사용자가 보안 및 무결성 요소들에 제공되는 보안 보호를 강구하기 위
하여 특권 억세스 암호를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설치한때.

인가된 사용자(AUTHORIZED USER) : 특권 억세스 암호의 사용을 인가받은 모든 사용자. 이러한 사용자는 
시스템 소유자일 수도 있고 또는 시스템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사용자는 또한 특정 시스템 또
는 일련의 시스템의 키를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가 보안 침해로부터 시스템을 복귀시키는데 관련
된다면, 이들은 그 보안 침해를 시스템 소유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인가된 사용자는 또한 정규 사용
자로도 될 수 있다.

정규 사용자(NORMAL USER) : 시스템 설비를 이용하도록 인가된 모든 사용자. 시스템 구성을 변경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용자는 시스템 소유자 또는 인가된 사용자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정
규 사용자는 그들이 인가된 사용자 또는 시스템 소유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한 특권 억세스 암호나 무
단조작 확증 커버 잠금 키를 소유하지 않는다.

비인가 사용자(UNAUTHORIZED USER) : 시스템 소유자, 인가된 사용자 또는 정당 사용자가 아닌자. 보안된 
퍼스널 컴퓨터가 비인가 사용자에 의해 사용된 경우는 모두(단, 전원공급 조작(power on)의 실패의 경우 
제외)  보안  침해로  간주되며,  이러한  침해를  나타내는  감사  추적(audit  trail)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EEPROM : 전기적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한 판독전용 메모리. 이러한 메모리 기술은 하드웨어 로직의 제어
하에 변경될 수 있는 데이타를 비휘발성으로 저장할 수 있다. 저장된 내용은 전원공급이 중단되어도 소실
되지 않는다. 저장 내용은 모듈상의 적절한 제어신호들의 사전 규정된 순서로 활성화될 때만 변경될 수 
있다.

암호 디스크립션(PASSWORD DESCRIPTION) : 시스템은 2개의 암호 예컨대, 1. 특권 억세스 암호(PAP) 및 2. 
파워 온 암호(Power On Password)(POP)로 보호될 수 있다. 이러한 암호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된다. PAP은 초기 프로그램 적재(Initial Program Load)(IPL) 장치 부트 리스트(boot list), 암호 유
틸리티로의 억세스 및 시스템 참조 디스켓 또는 시스템 구획으로의 억세스를 보호함으로써, 시스템 소유
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PAP가 설치(install)되지 않았거나 파워 온 시퀸스 동안 초기에  PAP가 
인가되어야만, 시스템 구획은 POST 에러에 응답하여(또는 윔 부트(warm boot) 상태로) 부트될 것이다. 디
스켓으로부터의 초기 BIOS 적재(Initial BIOS Load)(IBL)는 시스템 참조 디스켓을 부팅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안될 것이다. PAP의 존재는 POP를 사용하는 정규 사용자에게는 명백할 것이다. PAP는 시스템 
참조 디스켓상의 또는 시스템 구획내의 유틸리티에 의해 설치되거나 변경되거나 소거될 것이다. PAP는 정
확하게 세트되고 인가될때, POP을 무효화 함으로써 사용자가 전체 시스템에 억세스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의 모든 PS/2 시스템에서 작용하는 POP는 DASD상의 운영체제 또는 시스템 설비에 대한 허가되지 않은 억
세스를 방지하는데 사용된다.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 본 발명을 구체화하는 마이크로 컴퓨터(10)가 도시되어 있다(제1도). 상술한 바
와같이, 컴퓨터(10)는 모니터(11), 키보드(12) 및 프린터 또는 플로터(14)를 구비할 수 있다. 컴퓨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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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는 덮개(15)를 구비하며, 이 덮개는 제2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샤시(chassis)(19)와 협력하여 디지탈 
데이타를 처리 및 저장하도록 전기적으로 구동되는 데이타 처리 및 저장 구성 요소를 수용하기 위하여 감
싸지고 보호되는 용적체를 형성한다. 제2도에 도시된 형상에서, 컴퓨터(10)는 또한 선택적 I/O 케이블 연
결 덮개(16)를 가지며, 이 연결 덮개(16)는 I/O 케이블들과 컴퓨터 시스템과의 연결지점을 넘어 연장되어 
그 연결지점을 보호한다. 적어도 소정의 이러한 시스템 구성 요소들은 다층 플래너(20)(본 명세서에서는 
마더 보드 또는 시스템 보드라고도 기술된다)에 정착되며, 이 다층 플래너(20)는 샤시(19)상에 장착되며 
전술한 바와같은 구성 요소들과 플로피 디스크 구동장치, 다양한 형태의 직접 억세스 저장장치(direct 
access storage devices) 및 부속 카드 또는 보드 등과 같은 다른 연관된 요소들을 포함하는 컴퓨터(10)
의 구성 요소들을 전기적으로 상호 연결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샤시(19)는 베이스와 후면 패널(panel)(제2도 참조, 이것은 케이블 연결덮개(16)에 의해 외부적으로 덮혀
질  수  있다)을  가지며,  자기  또는  광학  디스크용  디스크  구동장치,  또는  테이프  백업  구동장치(tap 
backup drive) 등의 저장장치를 수용하는 최소한 하나의 개방된 만(bay)형상의 공간을 형성한다. 도시된 
형태에서, 상부 공간(22)은 (3.5인치 구동장치로 알려진 것과 같은) 제1사이즈의 주변 구동장치를 수용하
는데 적합하다. 상부 공간(22)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같은 삽입되는 디스켓을 수용하고 이 디스켓
을 이용하여 데이타를 입력, 저장 및 전달할 수 있는 제거가능한 매체 직접 억세스 저장장치(removable 
media direct access storage device), 즉 플로피 디스크 구동장치가 제공될 수 있다.

상기 구조를 본 발명에 결부시키기 전에,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10)의 일반적 작동의 개요를 재검토할 필
요가 있다. 제3도를 참조하면, 플래너(20)상에 장착되는 구성 요소들과, I/O 슬롯들 및 퍼스널 컴퓨터 다
른 하드웨어와 플래너와의 연결을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10)과 같은 컴퓨터 시스템의 각종 
구성 요소들을 나타내는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의 블럭도가 도시되어 있다. 플래너에는 시스템 프로세서
(32)가 연결된다. 어떠한 적절한 마이크로프로세서라도 CPU(32)로서 사용될 수 있으나, INTEL 사에서 판
매하는 80386이 하나의 적합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이다. CPU(32)는, 고속의 국부 버스(local bus)에 의해, 
버스  인터페이스  제어  유니트(35)와,  본  명세서에서  싱글  인라인  메모리  모듈(Single  Inline  Memory 
Modules)(SIMM)로서  도시된  휘발성  랜덤  억세스  메모리(RAM)(36)와,  CPU(32)와의  기본  입/출력 작동
(basic input/output operations)을 위한 명령이 저장되는 BIOS ROM(38)에 연결된다. BIOS ROM(38)은 I/O 
장치들과 마이크로프로세서(32)의 운영체제를 인터페이스하는데 사용되는 BIOS를 포함한다. BIOS ROM(3
8)에 저장된 명령들은 BIOS의 실행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RAM(36)내로 복사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또한, 통상적인 것으로서,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데이타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배터리 백업 비휘발성 메모
리(통상적으로는 CMOS RAM)를 갖는 회로 성분과 실시간 클럭(real time clock)(RTC)(68)(제3도와 제4도)
을 구비한다.

이하에서 본 발명은 특히 제3도의 시스템 블럭도를 참조하여 설명되지만, 다음 설명의 개시에서부터 본 
발명에 따른 장치 및 방법이 플래너 보드의 다른 하드웨어 구성과 함께 사용될 수도 있음이 의도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시스템 프로세서는 INTEL 80286 또는 80486 마이크로프로세서일 수도 
있다.

제3도를 참조하면, (데이타, 어드레스와 제어 성분을 구비하는) CPU 국부 버스(34)는 또한 마이크로프로
세서(32)를  매스  코프로세서(math  coprocessor)(39)와  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SCSI) 제어기(40)에 연결시켜 준다. 컴퓨터 설계 및 운영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알려진 바와같이, SCSI 제어기(40)는 판독전용 메모리(ROM)(41), RAM(42) 및 도면 우측에 도
시된 I/O 연결에 의해 쉽게 연결되는 각종 형태의 적합한 내부 또는 외부 장치에 연결되거나 연결될 수 
있다. SCSI 제어기(40)는 (하드(hard)와 플로피 디스크 구동장치로 알려져 있는) 고정 또는 제거가능한 
전자기 매체 저장장치, 전-광 테이프 및 다른 저장장치와 같은 저장 메모리장치(storage memory device
s)를 제어하는 저장 제어기로서 기능을 한다.

버스 인터페이스 제어기(BIC)(35)5는 CPU 국부 버스(34)와 I/O 버스(44)를 연결한다. 버스(44)에 의하여, 
BIC(35)는  I/O  장치  또는  메모리(도시되지  않음)에  더  연결될  수도  있는  마이크로  채널  어댑터 카드
(MICRO  CHANNEL  adapter  card)를  수용하는  다수의  I/O  슬롯들을  가지는  마이크로  채널  버스(MICRO 
CHANNEL bus)와 같은 선택적 기능 버스(optional feature bus)에 연결된다. I/O버스(44)는 어드레스, 데
이타 및 제어 성분을 포함한다.

I/O 버스(44)를 따라서 그래픽 정보 저장용 비디오 RAM(VRAM)(48) 및 영상 정보 저장용 비디오 RAM(49)과 
연관된 비디오 신호 프로세서(46)와 같은 다양한 I/O 성분들이 결합된다. 프로세서(46)와 교환된 비디오 
신호들은 디지탈 아나로그 변환기(DAC)(50)를 통하여 모니터 또는 다른 디스플레이 장치에 전달될 수 있
다. 비디오 기록/재생기, 카메라 등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는, 본 명세서에서 자연 영상 입출력 장치로 
지칭되는 장치와 VSP(46)를 직접 연결하는 설비가 또한 형성되어 있다. I/O 버스(44)는 또한 디지탈 신호 
프로세서(Digital Signal Processor)(DSP)(51)에 연결되며, 이 DSP(51)는 DSP(51)에 의한 신호 처리용 소
프트웨어 명령들과 이러한 신호 처리에 수반되는 데이타를 저장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명령어 
RAM(instruction RAM)과 데이타 RAM(data RAM)(54)을 구비한다. DSP(51)는 오디어 제어기(55)가 제공됨으
로서 오디오 입력 및 출력을 처리하며, 아나로그 인터페이스 제어기(analog interface 
controller)(AIC)(56)가  제공됨으로써  다른  신호들을  처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O  버스(44)는 
EEPROM(Electrical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59)과 연결된 입출력 제어기(58)에 결합되
며, 입력 및 출력은 입출력 제어기(58) 및 직렬포트에 의해 플로피 디스크 구동장치, 프린터 또는 플로터
(14), 키보드(12), 마우스 또는 포인팅장치(pointing device)(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하는 통상의 주변 장
치들과 교환된다. EEPROM은 이하에서 기술되는 보안 설비에서 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하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된 본 발명의 소정 목적들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10)은 
시스템 봉합체(system enclosure)내에 장착되어 활성 상태와 비활성 상태를 선택하며 활성 상태일때 특권 
억세스 암호(이하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됨)를 수신하고 저장하기 위한 소거가능한 메모리 소자를 가지고 
있다. 소거가능한 메모리 소자로서 전술한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한 판독 전용 메모리 장치, 
즉 EEPROM(59)(제3도)이 바람직하다. 시스템은 또한 봉합체내에 장착되며 상기 소거가능한 메모리 소자
(59)에 작동적으로 연결되어 그 메모리 소자를 활성 및 비활성 상태로 세트하는 선택 스위치, 즉 보안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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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가지고 있다. 선택 스위치(본 명세서에서는 또한 보안 스위치라고도 지칭한다)는, 예컨데, 상기 
시스템 플래너(20)상에 장착되는 점퍼(jumper)일 수 있으며, 플래너에 접근(access)하는 사용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2개의 상이한 상태로 설정 가능하다. 그중 한 상태(기록 가능 상태(write enable state)라고
도 알려져 있다)에서, EEPROM(59)은 활성상태로 세트되고 본 명세서에서 설명한 PAP를 저장한다. 기록 가
능 상태에서, PAP는 EEPROM에 기록되거나, 변경되거나 소거될 수 있다. 이외는 다른 비활성상태에서는, 
EEPROM의 PAP 저장 능력은 비활성 상태로 세트된다.

상술한 바와같이, 시스템(10)은 또한 제4도에서 (68)로 표시된 제2성분을 구비하며, 제2성분은 소거가능
한 메모리 능력, 즉 배터리 지원 비휘발성 CMOS RAM과, 이와 관련된 실시간 클럭(RTC)을 구비한다. CMOS 
RAM은, 본 발명에 따라, 상기 시스템(10)의 전원공급과 PAP의 성공적인 입력에 대한 데이타를 포함하는 
시스템 구성을 나타내는 데이타를 저장한다. 적어도 하나의 무단조작 검출 스위치(제4,5 및 6도)가 제공
되는데, 이 검출 스위치는 봉합체내에 장착되고 CMOS RAM에 작동적으로 연결되어 무단조작 검출 스위치의 
스위칭에 응답하여 봉합체의 개방을 검출하고 그 메모리 소자내에 저장된 소정 데이타를 클리어시킨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프로세서(32)는 상기 EEPROM(59) 및 CMOS RAM(68)에 작동적으로 연결되고, 메모리 
소자의 PAP 저장능력의 활성 상태와 비활성 상태 및 어떠한 유효한 저장권 특권 억세스 암호(PAP)의 입력
과 비입력을 구분함으로써 시스템내에 저장된 최소한 특정 수준의 데이타로의 억세스를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선택 스위치를 조작함으로써, 시스템의 작동자(특히 보안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책임자)는 EEPROM의 
활성  및  비활성  상태를  각각  선택함으로써  시스템의  보안  작동과  시스템의  비보안  작동을  선택할  수 
있다. 보안 작동이 요망되고 그 보안 작동을 유효하게 하려면, 시스템 소유자도 PAP를 입력해야 한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바와같이, 본 발명에 따른 보안 관계에 적합한 시스템은 두개의 별개의 비휘발성 소
거가능 메모리 소자들, 즉, EEPROM과 CMOS RAM을 가진다. 이렇게 별개의 소자를 갖는 이유는 본 발명의 
시점에서는 EEPROM은 소거하고 기록하는 반복 횟수에 있어서 수명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PAP의 상태 및 
PAP의 정확한 입력뿐 아니라 적어도 잠재적으로 시스템 봉합체의 비허가된 어떠한 개방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자(indicator)는 많은 회수에 걸쳐 소거되고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술된 
기능들은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에 적합하도록 제1 및 제2의 소거가능한 메모리 소자들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2가지 형태의 관련된 데이타가, 기술이 이를 허용한다거나 또는 시스템 설계자가 그에 
따르는 제한 요소를 기꺼이 수용한다면, 단일의 소거가능한 메모리 소자에 저장될 수도 있다는 것도 포함
한다.

이제  제4도로부터  제7도의  개략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첨부된  하드웨어  특징들을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제4도는 통상의 전원 제어장치, 즉 “온/오프” 스위치(61), 통상의 전원공급장치(62), 본체 덮개(15) 및 
케이블 연결 덮개(16)와 같은 봉합체 덮개의 개방 또는 제거에 따라 전도 상태(conductive state)가 변하
는 스위치들과 키록 스위치(64)의 관계를 도시한다. 봉합체 덮개의 개방 또는 제거시 상태가 변하는 스위
치들은, 예시된 본 발명의 형태에서, 본체 덮개(15)의 제거에 응답하는 스위치(65)(제4, 5와 6도)와 케이
블 연결 덮개(16)의 제거에 응답하는 스위치(66)(제4, 5와 7도)의 두가지이다. 각 스위치는 정상시 개방 
성분(65a) 및 (66a)과 정상시 폐쇄 성분(65b) 및 (66b)의 두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다. 제2스위치(66)는 
케이블 연결 덮개(16)와 마찬가지로 선택적이다. 그러나, 본 명세서에 개시된 본 발명을 주의 깊게 고려
하면 명백해지는 바와같이, 선택적인 덮개와 스위치의 존재는 시스템에 대한 더욱 완벽한 안전제어를 담
보한다.

덮개 스위치(65) 및 (66)의 정상시 개방 접점 세트들은 주전원 스위치(61)와 전원공급장치(62)에 직렬로 
연결된다(제4도). 결과적으로, 덮개를 제거한 채로 시스템(10)을 “파워 업”하려고 시도하면, 접점 세트
들(65a) 및 (66a)은 개방되어 시스템 구동을 방지한다. 덮개가 제위치에 있는 경우, 접점 세트들은 폐쇄
되어 정상적인 시스템 동작이 개시될 수 있다.

덮개 스위치들(65) 및 (66)의 정상시 폐쇄 접점 세트들은 키록 스위치(64)와 RTC 및 CMOS 메모리(68)에 
직렬로 연결된다. 정상시 폐쇄 접점 세트 (65b) 및 (66b)는 덮개 (15), (16)가 존재할 때에는 개방되며 
이러한 덮개의 제거시에는 폐쇄될 것이다. 키록 스위치(64)는 통상적으로 컴퓨터 시스템(10)에 제공되는 
열쇠로 잠겨질때 잠김 상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3개의 접점 세트들은 RTC 및 CMOS 메모리 부분을 여기
(energing)시키는 전류를 접지로 흐르게하는 교번(alternate) 통로를 제공하며, 시스템이 잠금 상태에서 
덮개가 무단 제거될때, 여기화(energization)가 상실되어 메모리의 세그먼트를 (전부 “1”의 상태와 같
은) 별도의 상태로 세트하는 효과를 가진다. 상기 메모리가 POST에 의해 체크되므로 별도의 상태로 상기 
세그먼트를 세트하는 것은 구성 에러신호를 발생시켜 시스템 소유자에게 시스템 보안을 파괴하고자 하는 
(성공적이든 아니든) 시도가 있었음을 경고한다. 메모리 세그먼트를 이렇게 별도의 상태로 세트하는 것은 
시스템 참조 디스켓 또는 시스템 구획이 아닌 다른 어떠한 소스로부터 운영체제를 부팅(booting)하려는 
목적으로 이미 저장한 모든 암호를 무효로 한다. 상기 언급된 소스중의 어느 소스로부터 운영체제를 부팅
하려면 본 명세서에서 달리 기술된 것처럼 유효한 PAP의 입력이 필요하다.

키록 스위치(64) 및 본체 덮개 스위치(65)는 바람직하게 전면의 카드 가이드 부재(69)상에 장착되어(제2
도 및 6도) 본체 덮개(15)내에 제공된 자물쇠에 대하여 적절히 위치된다. 전면 카드 가이드 부재는 덮개 
스위치(65)용 작동레버(70)가 수직의 전면 프레임 부재내의 개구를 통해 돌출하고 덮개(15)가 시스템 봉
합체를 폐하도록 배치되어 있을때 그 덮개(15)에 의해 작동되도록 컴퓨터 시스템 프레임내에 장착되어 
있다.

케이블 덮개 스위치(66)는 바람직하게 시스템 프레임의 후면 패널에 장착되어 있고, 케이블 덮개(16)상에 
장착되어 있는 래치 부재에 의해 작동되도록 배치되어 있고, 봉합체 덮개(15)상에 있는 것과 유사한 수동
으로 조작 가능한 키록의 제어하에 선회 가능하다. 선택 케이블 덮개(16)가 사용될때(완벽한 시스템 보안
이 요구되거나 필요할 경우), 덮개의 후면 패널에 대한 래칭(latching) 또는 잠금(locking)은 래치 부재
로 하여금 정상시 개방 접점세트(66a)를 폐쇄하게 하며, 정상시 폐쇄 접점세트(66b)를 개방하게 한다.

상기 기술되고 이하에서 설명되는 새로운 보안 및 무결성 기능들은 기존의 퍼스널 컴퓨터 보안기능, 즉, 
파워 온 암호(POP)와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부가적인 보안 및 무결성 기능들은 오렌지북(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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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과 같은 적용가능한 규약하에 운영체제 증명용 안전 대책을 제공한다. 시스템을 보안 모드로 지정하
는 데에는 추가의 암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암호는 본 명세서에서 특권 억세스 암호(PAP)로 지칭
된다. 종래의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들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POP는 여전히 지원된다. 본 명세서는 
EEPROM, 선택 스위치 및 무단조작 증명 덮개를 구비하는 퍼스널 컴퓨터상에서 실행하는 암호 유틸리티와 
POST에 관련된 새로운 보안 및 무결성 기능을 다루고 있다.

암호 보안(Password security)은 시스템 하드웨어 기능들, EEPROM, 보안 스위치, 무단조작확증 덮개 스위
치, 펌웨어, POST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암호 유틸리티에 의해 구현된다. PAP가 일단 설치되면, 시스템은 
보안 모드로 된다. PAP는 EEPROM에 저장된다. PAP의 백업 복사도 또한 EEPROM내에서 보존된다. 이러한 조
치는  PAP의  설치,  변경  또는  제거중  전원  고장이  발생할때,  PAP의  우발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POP와 (설치된 경우) 적어도 그 PAP의 유효성을 나타내는 특정의 비트들은 CMOS RTC내에 저장된
다. CMOS RTC와 상기 EEPROM내에 저장된 데이타의 변경은 상호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EEPROM내 2비트는 POST로 하여금 갱신 순서중 정확히 어디서 전원공급 중단이 발생하였는지를 알게 하며, 
가능하다면, 시스템 보드 교체 상황으로부터 복구시키게 하는 상태 머신(state machine)으로서 사용된다. 
암호 유틸리티는 갱신 표시자 필드(field)를 유지하는데, 이는 PAP로의 억세스도중에 사용된 2비트 상태 
머신이다. 암호 수정중에 전원공급이 중단되면, 전원이 복구될때 POST는 상태 머신을 조사한다(POST는 실
제로 모든 전원이 공급될때 상태 머신을 조사한다), PAP가 성공적으로 갱신되면(“00” 상태), POST는 통
상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원공급이 중단되기 전에 갱신이 시작되었다면(“01” 상태), 유효한 백업 PAP
가 존재하는지 조사할 것이다. 유효한 백업 PAP가 존재한다면, POST는 백업 PAP를 원래의 PAP의 저장 장
치내로 복사한다. 원래의 PAP가 성공적으로 갱신되면(“01” 상태), POST는 시스템 참조 디스켓을 이용하
거나, 시스템 구획을 부트하려는 모든 시도를 유효화하기 위해 원래의 PAP(새로운 PAP)를 사용할 것이다. 
POST는 백업 PAP가 무효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 경우에, POST는 원래의 PAP를 백업 PAP로 복사할 것
이다. 선택 스위치 즉 보안 스위치가 잠겨졌거나 기록 가능 위치에 있지 않다면, 에러가 디스플레이될 것
이다. 시스템 소유자는 덮개를 열고 보안 스위치의 위치를 변경하는 조정을 해야한다.

백업 PAP가 성공적으로 갱신되었다면(“11” 상태), 원래의 PAP과 백업 PAP는 유효하다고 간주되며 사용
자에 의한 PAP의 입력을 확인하기 전에 POST는 원래 PAP의 유효함을 확인할 것이다.

상술한 바와같이, PAP는 CMOS 메모리내에서 유지된다. CMOS 메모리내에는 PAP에 대한 암호 표시자로서 사
용하기 위한 2비트가 유지될 것이다. 하나의 표시자는 시스템이 (PAP가 설치된) 보안 모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제2표시자는 초기 전원이 공급되는 콜드 부트(cold boot) 동안 PAP가 입력된 것을 
표시한다 .이러한 두개의 표시자는 콜드 부트시에만 초기화되고 세트될 것이다. IPL 이전에, 설치된 모든 
PAP의 성공적인 입력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 참조 디스켓 또는 시스템 구획이 부트되지 않는 한 표시자는 
기록 보호(write protected)될 것이다. POP와 표시자의 변경은 EEPROM내에 저장된 PAP의 어떠한 변경에도 
무관하다. 그러나, CMOS 메모리에서의 변경은 운용 체제의 적재를 허용하는 복구를 위한 유효한 PAP의 입
력을 필요로 하는 보안 침해를 표시할 수 있다.

암호로의 비허가된 억세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 프로그램 적재(Initial Program Load)가 운용 체제를 
부팅하기 전에 IPL 장치 부트 리스트, EEPROM CRC 및 모든 표시자들은 잠겨진다. 이러한 영역들을 폐쇄하
기 위해, POST는 시스템에 전원공급이 중단되지 않는 한 리세트되지 않는 특별한 하드웨어 래치들을 세트
할 것이다. POST 스테이지(POST Stage) Ⅰ이 개시될때(초기 전원공급개시 때), POST는 EEPROM이 잠겨졌는
지를 검사한다. EEPROM이 잠겨졌다면, POST는 하드웨어가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에러를 표시하고 시스템
을 정지시킨다. 시스템 소유자는 이 상황을 시정하기 위하여 개입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때에 시스템 보
드의 교체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본 발명의 한 형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이 무단 조작될때, RTC 및 제
어 레지스터와 관계된 CMOS RAM내의 처음 14바이트는 영향받지 않는다. CMOS의 다음 50바이트는 간략히 
상술한 바와같이 전부 “1”(2진값 1)로 세트된다. 이러한 상태가 검출될때, POST는 적절한 에러를 표시
한다. 본 발명의 또한 다른 형태에서는, 일비트 정도로 적은 수의 비트가 무단 조작을 나타내는 상태로 
세트될 수 있다. 이들 경우에, 시스템 소유자/인가된 사용자는 그 상황을 시정하기 위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시정 작업은 시스템 참조 디스켓 또는 시스템 구획으로부터 부트하기 위하여 암호 프롬프
트(password prompt)에서 PAP의 입력을 필요로 할 수도 있으며 또는 시스템 보오드의 재구성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시스템 소유자가 PAP를 망실하면, 연관된 시스템 보드(들)은 교체될 필요가 있다.

POP가 망실되면, 시스템 소유자는 상술한 바와같이 무단조작확증 덮개 스위치를 조작하여 CMOS의 내용을 
파괴할 수 있으며, 그리고나서 POP를 재설치하기 위하여 상기 PAP(설치되었다면)을 입력하여 시스템 참조 
디스켓을 부트하거나 암호 유틸리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시스템 구획을 부트한다.

암호가 설치되지 않은 채 시스템에 전원이 공급되면, POST는 암호를 촉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스
템 참조 디스켓이 존재하지 않거나 시스템 구획 부트가 요청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POST는 PAP, 
백업 PAP, IPL 장치 부틀 리스트, EEPROM CRC 및 모든 표시자들을 잠근다. 이것은 이러한 영역으로의 우
발적이거나 악의적인 억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된다. 시스템 참조 디스켓이 존재하거나 시스템 구획 
부트가 요청된다면, 이러한 영역들은 잠겨지지 않은 채로 놓이게 되어 시스템 소유자에게 보안 모드를 사
용하도록 한다.

시스템에 POP는 설치되어 있으나 PAP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로 전원공급되었을때, POST는상태 머신을 
검사한 다음 POP 암호 검사합(checksum)을 확인한다. 검사합이 잘못되었다면, POP는 CMOS내에서 POP를 소
거하고 암호를 촉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POST는 암호(의 입력)를 촉구할 것이다. 시
스템 참조 디스켓이 존재하지 않거나 시스템 구획 부트가 요청되지 않으면, PAP, 백업 PAP, IPL 장치 부
트 리스트, EEPROM CRC 및 모든 표시자들은 어떠한 억세스도 방지하기 위해 잠겨진다.

시스템에 유효 PAP가  설치(보안 모드)되어 있지만 POP가  설치되지 않은채로 전원공급되었을때,  POST는 
PAP 검사합을 확인할 것이다. 검사합이 옳다면, POST는 시스템 참조 디스켓이 존재하거나 시스템 구획 부
트가 요청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PAP를 입력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POST는 암호의 입력
을 촉구하지 않으며, POP, PAP, 백업 PAP, IPL 장치 부트 리스트, EEPROM CRC 및 모든 표시자는 어떠한 
억세스도 방지하도록 잠겨진다. PAP 검사합이 잘못되었다면, 에러가 표시되고 상기 시스템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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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EEPROM에 고장이 발생할때 POST가 이미 보안 모드에 있었던 시스템으로의 우발적인 무방비적 억세
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스템 소유자는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하
여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에는 시스템 보드의 교체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시스템에 유효 PAP와 유효 POP가 설치된 상태에서 전원이 공급될때, POST는 사용자에 암호를 입력할 것을 
촉구한다. POP가 입력되면, POST는 시스템 참조 디스켓 또는 시스템 구획으로부터 부트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IPL 장치 리스트를 이용하여서만 부트할 수 있다. POP 대신 PAP가 프롬프트에서 입력
되면, 사용자는 시스템 참조 디스켓, 시스템 구획, IBL 디스켓 또는 통상의 IPL 장치 리스트로부터 부트
할 수 있다. PAP가 초기 전원공급시에 성공적으로 입력된 것을 나타내는 표시자는 시스템 참조 디스켓 또
는 시스템 구획 부트가 이러한 전원공급기간 동안 추후에 발생할 수 있도록 세트된다. POST는 소프트 리
부트(soft reboot)후에는 사용자에게 암호의 입력을 촉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PAP가 성공적으로 입
력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자 및 그의 보호가 필요하다.

간략하게, 사용자가 콜드 스타트(cold start)시 시스템 참조 디스켓 또는 시스템 구획으로부터 부트할 수 
있으면, POP, PAP, 백업 PAP, IPL 부트 리스트, EEPROM CRC 및 모든 표시자들은 잠겨지지 않은 채로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신뢰 소프트웨어(즉, 시스템 참조 디스켓)을 제공하며 인가된 사용자가 시스템의 
보안 파라미터로 억세스할 수 있게 한다. 암호가 정확히 입력된 것을 POST가 확인한 후, 확인 아이콘
(confirmation icon)을 표시함으로서 그 입력을 확인하여 준다. POST는 네트워크 서버(Network Server(부
재 스타트(Unattended Start)) 모드가 활성화될때 상술한 바와같이 POP를 촉구하지 않을 것이다.

방금 전술한 것에 관한 흐름도가 제8도 및 제9도에 도시되어 있으며, 특히 제9a도 및 제9b도에 도시된 단
계들은 간략히 도시하기 위해 하나의 문자로 지정된 프로세스 블럭으로 표시되고 연결되어 있다.

설치된  네트워크  서버(부재  스타트)  모드를  구비하는  시스템은  계속하여  목표  운용체제  부트(target 
operating  system  boot)를  통해  부팅  과정을  종료하지만  키보드는  POP을  이용하여  잠겨질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 참조 디스켓이 존재하거나 시스템 구획 부트가 요청되면, 암호 프롬프트가 표시되어 소유
자에게 PAP를 입력하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게 한다. 시스템이 보안 상태에 있으며 사용자가 시스템 참
조 디스켓 또는 시스템 구획으로부터 부트하고자 하기전에 키보드가 이미 폐쇄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시
스템을 파워 다운시키고 시스템 참조 디스켓을 디스켓 구동장치내에 놓아 두고 파워 오프 상태로부터 콜
드 부트를 개시하여야 한다.

POST의 변경과 관련하여, 암호 유틸리티는 PAP을 지원할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암호 유틸리티는 PAP의 
설치,  변경  및  제거를  지원하고,  선택  즉  보안  스위치의  위치에  따라  이러한  3개의  기능을 인터록
(interlock)할 것이다. 보안 스위치는 인가된 사용자가 PAP를 세트하고자 할 때까지 잠겨진 위치에 있어
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시스템 덮개를 제거하고 보안 스위치를 해제(변경)위치로 이동시켜야 하며, 그 
후에 PAP가 세트될 수 있다. 보안 스위치가 해제 위치에 있을때, EEPROM 외부의 하드웨어 로직은 PAP가 
EEPROM내에 저장되게 한다. 보안 스위치가 잠겨진 위치에 있을때, 외부 하드웨어 로직은 EEPROM내의 PAP
위치로의 어떠한 변경도 방지한다. 보안 스위치가 잠겨진 위치에 있을때 인가된 사용자가 PAP을 변경하고
자 하면, 적절한 메시지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 메시지는 사용자에게 PAP가 제거된 후 보안 스위치를 
잠겨진 위치로 복구시키도록 환기시켜 줄 것이다. 인가된 사용자가 PAP를 POP와 동일하게 세트하는 것을 
방지하는 부가적인 안전 기능이 암호 유틸리티내에 설정되어 있다. PAP의 세팅 또는 변경시 새로운 PAP가 
시스템의 현재 PAP와 동일하게 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상기 PAP의 변경 또는 제거시, 현재
의 PAP는 반드시 알려져 있어야 한다.

퍼스널 컴퓨데이타 시스템은 최초에 보안 스위치를 잠겨진 위치에 두고 무단조작확증 덮개가 잠겨진 상태
로 제공되도록 의도되었다. 이것은 시스템 소유자외의 다른 사람이 시스템을 보안 모드로 세트하는 것을 
예방한다. POP와 달리 PAP는 하드웨어 조작으로 소거되지 않는다. PAP이 망각되거나 비인가자가 시스템을 
보안 모드로 배치할 경우, 시스템 보드는 교체되어야만 한다.

도면 및 명세서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태양을 설명하였으며, 비록 특정의 용어가 사용되었어도, 그 
설명은 일반적으로 개설적인 개념으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한 것이며 본 발명을 국한시키려는 목적으로 사
용한 것은 아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타를 수신(receiving) 및 보유(retaining)하고 상기 보유된 데이타를 비인가된 억세스에 대비하여 보
안할 수 있는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 통상 폐쇄된 봉합체(enclosure)와; 상기 봉합체내에 장착
되고 선택적으로 활성 상태 및 비활성 상태로 작동하며, 상기 활성상태시 특권 억세스 암호(privileged 
access password)를 수신 및 저장하는 소거가능한 메모리 소자와; 상기 봉합체내에 장착되며 상기 소거가
능한 메모리 소자에 작동적으로 연결되어 상기 소거가능한 메모리 소자를 활성 및 비활성 상태로 세트하
는 선택 스위치(option switch)와; 상기 봉합체내에 장착되고 상기 소거가능한 메모리 소자에 작동적으로 
연결되어, 상기 메모리 소자의 활성 상태와 비활성 상태를 구별하고 저장된 어떠한 유효 특권 억세스 암
호의 입력과 비입력을 구별함으로써 상기 시스템내에 저장된 최소한 특정 수준의 데이타에 억세스하는 것
을 제어하는 시스템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 

데이타를 수신 및 보유하고 상기 보유된 데이타를 비인가된 억세스에 대비하여 보안할 수 있는 퍼스널 컴
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통상 폐쇄된 봉합체와; 상기 봉합체내에 장착되고 선택적으로 활성 상태 및 비활
성 상태로 작동하며, 상기 활성화 상태시 특권 억세스 암호를 수신 및 저장하는 제1소거가능한 메모리 소
자와; 상기 봉합체내에 장착되고 상기 제1소거가능한 메모리 소자에 작동적으로 연결되어 상기 제1소거가
능한 메모리 소자를 활성 및 비활성 상태로 세트하는 선택 스위치와; 상기 봉합체내에 장착되며 상기 제1
소거가능한 메모리 소자의 상태와 저장된 어떠한 특권 억세스 암호의 정확한 입력을 표시하는 데이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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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및 저장하는 제2소거가능한 메모리 소자와; 상기 봉합체내에 장착되고 상기 제2소거가능한 메모리 
소자에 작동적으로 연결되어, 무단 조작 검출스위치의 스위칭에 응답하여 상기 봉합체의 비인가된 개방
(unauthorized opening)을 검출하고 상기 제1소거가능한 메모리 소자내에 저장된 어떠한 특권 억세스 암
호를 무효화하는 상기 무단조작 검출 스위치(tamper detection switch)와; 상기 봉합체내에 장착되고 상
기 소거가능한 메모리 소자들에 작동적으로 연결되어, 상기 제1메모리 소자의 활성 상태와 비활성 상태를 
구별하고 저장된 어떠한 유효 특권 억세스 암호의 입력과 비입력을 구별함으로써 상기 시스템내에 저장된 
최소한 특정 수준의 데이타에 억세스하는 것을 제어하는 시스템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퍼스널 컴퓨터 시스
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소거가능한 메모리 소자는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한 판독 전용 메모
리 장치인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스위치는 상기 제1메모리 소자의 활성 상태와 비활성 상태를 각기 선택함으로
서 조작자(operator)가 상기 시스템의 보안 작동과 비보안 작동을 선택할 수 있게 작동하는 퍼스널 컴퓨
터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스위치는 수동으로 조작 가능하며 상기 봉합체내에 배치되어 상기 봉합체가 
개방된 후에만 수동으로 억세스 가능한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소거가능한 메모리 소자는 배터리 지원 CMOS RAM인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7 

데이타를 수신 및 보유하고 저속 시스템 프로세서들상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된 응용 프로그램 및 운영 체
제 소프트웨어와 호환 가능한 고속 시스템 프로세서를 가지며, 상기 보유된 데이타를 비인가된 억세스에 
대비하여 보안할 수 있는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통상 폐쇄된 봉합체와; 상기 봉합체내에 장착
되고 선택적으로 활성 상태 및 비활성 상태로 작동하며, 상기 활성 상태시 특권 억세스 암호를 저장하는 
소거가능한 메모리 소자와; 상기 봉합체내에 장착되고 상기 소거가능한 메모리 소자에 작동적으로 연결되
어 상기 메모리 소자를 상기 활성 상태 및 비활성 상태로 세트하는 선택 스위치와; 상기 봉합체내에 장착
되고 상기 소거가능한 메모리 소자에 작동적으로 연결되어, 무단 조작 검출 스위치의 스위칭에 응답하여 
상기 봉합체의 개방을 검출하고 상기 소거가능한 메모리 소자내에 저장된 어떠한 특권 억세스 암호를 무
효화하는 상기 무단조작 검출 스위치와; 상기 봉합체내에 장착되고 상기 소거가능한 메모리 소자에 작동
적으로 연결되어, 상기 소거가능한 메모리 소자의 활성 상태와 비활성 상태를 구별하고 저장된 어떠한 유
효 특권 억세스 암호의 입력과 비입력을 구별함으로써 상기 시스템내에 저장된 최소한 특정 수준의 데이
타에 억세스하는 것을 제어하며, 실(real) 작동 모드 및 보호(protected) 작동 모드를 가지며 고속 데이
타 버스에 연결되는 고속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저속 데이타 버스에 연결된 비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고속 
데이타 버스에 연결된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고속 데이타 버스와 상기 저속 데이타 버스간의 통신을 제
공하며 상기 휘발성 메모리 및 비휘발성 메모리에 연결되고, 상기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고속 마이크로프
로세서간의 통신을 조절하는 버스 및 메모리 제어기를 포함하는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소거가능한 메모리 소자는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한 판독 전용 메모리 
장치인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스위치는 상기 메모리 소자의 활성 상태 및 비활성 상태를 각기 선택함으로써 
조작자(operator)가 상기 시스템의 보안된 작동과 비보안된 작동을 선택할 수 있게 작동하는 퍼스널 컴퓨
터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스위치는 수동으로 조작가능하며 상기 봉합체내에 배치되어 상기 봉합체가 개
방된 후에만 수동으로 억세스 가능한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1 

봉합체와, 상기 봉합체내에 장착되는 시스템 프로세서와, 상기 봉합체내에 장착되어 선택적을 작동가능한 
소거가능 메모리 소자와, 상기 봉합체내에 장착되어 상기 메모리 소자를 활성 상태 및 비활성 상태로 세
트하는 선택 스위치와, 상기 봉합체내에 장착되어 상기 봉합체의 개방을 검출하는 무단조작 검출 스위치
를 구비한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 작동 방법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소자를 선택적으로 활성상태로 세트하
는 단계와; 상기 활성 상태의 메모리 소자내에 특권 억세스 암호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메모리 소자의 
활성 상태와 비활성 상태를 구별하고 상기 특권 억세스 암호의 입력과 비입력을 구별함으로써 상기 시스
템 내에 저장된 최소한 특정 수준의 데이타에 억세스하는 것을 제어하는 단계와; 상기 무단조작 검출 스
위치의 어떠한 스위칭에 대해서도 응답하여 상기 메모리 소자내에 저장된 상기 특권 억세스 암호를 무료
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 작동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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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소자를 선택적으로 활성 상태로 세트하는 단계가 상기 시스템 봉합체를 개
방하고 상기 선택 스위치의 세팅 상태를 수동으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 작동 
방법.

청구항 13 

시스템 프로세서와 메모리 소자들을 가지는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 작동 방법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에 의
해  제1  및  제2암호들을  수신하고  상기  시스템내에  신뢰(trusted)  및  개방(open)  프로그램을 적재
(loading)하는 단계와; (a) 암호없는 저장, (b) 제1암호의 저장 및 (c) 제2암호의 저장을 구별하는 단계
와; (d) 상기 신뢰 프로그램 및 (e) 상기 개방 프로그램의 적재와 요청된 실행을 구별하는 단계와; 사용
자(user)에 의한 (f) 암호의 비입력, (g) 제1암호의 입력 및 (h) 제2암호의 입력을 구별하는 단계와; 사
용자에 의한 상기 제2암호의 입력에 응답하여 사용자의 신뢰 (d)으로의 억세스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 작동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들의 저장을 구별하는 단계는 제1암호로서 전원공급 암호(power on passwor
d)의 저장과 제2암호로서 특권 억세스 암호(priviledged access password)의 저장을 구별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 작동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억세스를 제어하는 단계는 상기 (a) 암호없는 저장을 인식하는 단계와, 모든 사용
자에 의한 모든 프로그램으로의 억세스를 허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 작동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억세스를 제어하는 단계를 상기 (b) 제1암호의 저장을 인식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암호를 입력하는 사용자에게만 모든 프로그램으로의 억세스를 허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 작동 방법.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억세스를 제어하는 방법은 상기 (c) 제2암호의 저장을 인식하는 단계와, 상기 제2
암호를 입력한 사용자에게만 모든 프로그램으로의 억세스를 허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퍼스널 컴퓨터 시
스템 작동 방법.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억세스를  제어하는  단계는  (b)  제1암호  및  (c)  제2암호의  저장을  인식하는 
단계와, 상기 (b) 제1암호를 입력하는 사용자에게만 모든 프로그램으로의 억세스를 허용하는 단계와, 상
기 제2암호를 입력하는 사용자에게만 신뢰 프로그램으로의 억세스를 허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퍼스널 컴
퓨터 시스템 작동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억세스를 제어하는 단계는 상기 (b) 제1암호를 먼저 입력할 필요없는 상기 (c) 제
2암호를 입력하는 사용자에게 모든 프로그램으로의 억세스를 허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 작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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