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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빠른 부팅 속도를 갖는 컴퓨터 시스템 및 그 동작 방법에 관한 것으로, 컴퓨터 시스템은 중앙 처리 장치와 메
인 메모리, 바이오스 롬 및 부트 이미지(boot image) 저장 수단을 포함한다. 부트 이미지 저장 수단은 메모리 장치, C
D 롬 또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으로 구비되며, 제조업체 또는 사용자에 의하여 시스템의 특정 상태에 따른 부트 이
미지를 저장한다. 메모리 장치인 경우에는 비휘발성 메모리 또는 보조 전원을 이용하여 부트 이미지를 저장한다. 그리
고 중앙 처리 장치의 명령어 포인터를 메인 메모리에 로드되는 부트 이미지 저장 영역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부팅시, 중
앙 처리 장치는 포스트 과정을 수행하고 난 후, 명령어 포인터에 의하여 메인 메모리의 특정 영역으로부터 부트 이미지
를 독출함으로서 운영체계 프로그램을 구동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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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부팅 수순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컴퓨터 시스템의 부트 이미지를 생성하는 수순을 도시한 흐름도;

도 4는 도 2에 도시된 컴퓨터 시스템의 부팅 수순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6은 도 5에 도시된 컴퓨터 시스템의 부팅 수순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8은 도 7에 도시된 컴퓨터 시스템의 종료 수순을 나타내는 흐름도; 그리고

도 9는 도 7에 도시된 컴퓨터 시스템의 부팅 수순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0, 200, 300 : 컴퓨터 시스템

102, 202, 302 : 중앙 처리 장치

104, 206, 304 : 메인 메모리

106, 210, 306 : 바이오스 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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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부트 이미지 메모리 204 : 명령어 포인터

208 : 부트 이미지 저장 영역 214 : CD 롬

308 :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330 : 메인 전원 공급 장치

340 : 보조 전원 공급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빠른 부팅 시간을 갖는 컴퓨터 시스템 및 그의 동작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컴퓨터 산업의 발달로 컴퓨터 시스템의 주변 장치들이 급속히 발전해가고 있다. 또한, 이에 대응하여 운영체계 
프로그램 및 응용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용량도 매우 큰 실정이다.

따라서 운영체계 프로그램 및 응용 프로그램들을 탑재한 컴퓨터 시스템은 부팅시 다양한 주변 장치 및 다양한 기능들을 
위하여 대체적으로 부팅 시간이 길게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컴퓨터 초기 부팅 시간 단축이 큰 이슈 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은 중앙 처리 장치(CPU)와 메인 메모리(RAM), 바이오스 롬(ROM),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
DD),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FDD), 입력 장치 및 디스플레이 장치 등의 구성 요소들을 갖는다. 그리고 운영체계 프로
그램 및 다수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구비하고 있으며, 부팅(booting) 과정을 통하여 운영체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환경하에서 다수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실행한다.

    
도 1을 참조하면,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은 단계 S10에서 전원이 공급되면, 바이오스(BIOS)의 처리 루틴에 따라서 
중앙 처리 장치(CPU)는 단계 S12에서 시스템에 연결된 각 주변 장치들(예를 들어, 메모리,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키
보드, 마우스, 하드디스크 및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등)이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각 하드웨어들
을 초기화(initialize)하고 검사하는 포스트(POST : Power On Self Test) 과정을 수행한다. 그리고 포스트 과정에서 
이상이 없으면, 단계 S14에서 부트스트랩 로더(bootstrap loader)를 실행하고, 단계 S16에서 운영체계 프로그램(Op
erating System)을 메인 메모리에 로딩한다.
    

이어서 단계 S18에서 운영체계 프로그램은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정된 정보를 검색하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도록 실행한다.

즉, 운영체계 프로그램(예컨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95, 윈도우 98 또는 윈도우 NT 등)은 시스템에 구비되는 
주변 장치들을 제어하는 드라이버 또는 디바이스들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들은 시스템 부팅시 각 장치들의 설정된 정보
를 검색하여 이상이 없으면 정상적인 부팅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부팅할 때마다 CPU는 각각의 장치들 및 이들을 제어하는 드라이버 등을 매번 검색해야 하기 때문에 부팅 시
간이 길어진다. 따라서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진 CPU 및 주변 장치들을 구비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부팅되는 
속도가 느려서 매우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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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부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
다.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의 부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스템 종료 및 부팅 방법을 구현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특징에 의하면,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중앙 처리 장치와; 상기 시스템의 
메인 및/또는 보조 전원을 공급하는 메인 및/또는 보조 전원 공급 수단과; 상기 시스템의 부트 이미지를 저장하는 부트 
이미지 저장 장치와; 상기 메인 전원이 차단되어도 상기 보조 전원을 공급받아서 상기 시스템의 전 부팅 상태에서 시스
템 종료시, 상기 부트 이미지 저장 장치로부터 상기 부트 이미지를 저장하는 메인 메모리 및; 상기 중앙 처리 장치의 명
령어 포인터를 상기 부트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상기 메인 메모리의 특정 영역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구성 메모리 장
치를 포함하여, 상기 메인 전원이 공급되면, 상기 중앙 처리 장치는 상기 명령어 포인터에 의하여 상기 메인 메모리의 
특정 영역으로부터 상기 부트 이미지를 로딩하여 운영체계 프로그램으로 제어권을 전달한다.
    

이 특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보조 전원 공급 수단은 배터리 또는 상기 메인 전원 공급 수단의 서스펜드 
전원 공급부로 구비된다.

이 특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부트 이미지 저장 장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구비된다.

이 특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부트 이미지 저장 장치는 메모리 장치로 구비된다.

이 특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부트 이미지 저장 장치는 컴팩트 디스크 롬으로 구비된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메인 및 보조 전원을 공급받고, 중앙 처리 장치와 메인 메
모리와 바이오스 롬 및 부트 이미지 저장 장치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종료 방법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이 종료하
는지를 판별하는 단계와; 상기 시스템이 종료되면, 상기 부트 이미지 저장 장치로부터 상기 메인 메모리의 초기 저장 상
태에 따른 부트 이미지를 독출하는 단계와; 상기 독출된 부트 이미지를 상기 메인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보
조 전원으로부터 상기 메인 메모리의 전원을 공급하고, 상기 메인 전원을 차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의하면, 메인 전원과 보조 전원을 공급받고, 명령어 포인터를 
갖는 중앙 처리 장치와 상기 메인 전원이 차단되어도 상기 보조 전원을 공급받아서 부트 이미지를 저장하는 메인 메모
리 및 상기 명령어 포인터를 설정하도록 하는 바이오스 롬을 구비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부팅 방법에 있어서: 상기 컴퓨
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 요소들의 초기화 및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단계와; 상기 중앙 처리 장치의 명령어 포인터를 
상기 메인 메모리의 부트 이미지 저장 영역으로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설정된 저장 영역으로부터 부트 이미지를 독출
하여 운영체계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중앙 처리 장치는 바이오스(BIOS)의 제어를 받아서 부트 이미지 저장 장치로부터 부트 이미
지를 독출하여 메인 메모리에 로드한다. 즉, 부트 이미지 저장 장치의 특정 영역으로부터 압축된 부트 이미지를 압축 해
제하고, 메인 메모리의 특정 영역에 로드한다. 그리고 리부팅이 이루어지면, 중앙 처리 장치는 바이오스 롬으로부터 부
트 이미지 위치 정보를 독출한다. 이어서 부트 이미지 위치 정보를 통해서 메인 메모리의 특정 영역으로부터 부트 이미

 - 4 -



등록특허 10-0319292

 
지를 독출한다. 따라서 중앙 처리 장치의 명령어 포인터를 메인 메모리의 특정 영역으로 설정하여 제어권을 운영체계 
프로그램으로 넘겨준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의 전 종료 상태에서 부트 이미지 저장 장치로부터 부트 이미지를 메인 메모리에 저장하고, 메인 전
원이 차단되어도 보조 전원을 이용하여 메인 메모리의 전원을 공급한다. 시스템 부팅시 바이오스 롬으로부터 부트 이미
지 위치 정보를 독출하여 메인 메모리의 특정 영역으로부터 부트 이미지를 독출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도면을 참조하면, 상기 컴퓨터 시스템(100)은 신규한 부트 이미지(boot image) 메모리(108)를 포함한다. 그리고 프
로그램 처리를 위한 명령어 포인터(IP : Instruction Pointer)를 구비하는 중앙 처리 장치(CPU : 102)와 상기 중앙 
처리 장치(102)의 처리에 따라 생성되는 데이터가 기입, 독출되는 메인 메모리(104) 및 상기 컴퓨터 시스템(100)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이를 중계하는 입출력 제어 프로그램(즉, 바이오스)을 구비하는 바이오스 롬(106)포함한다.

    
상기 컴퓨터 시스템(100)은 전형적인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다수의 컨트롤러들(예컨대, 입출력 컨트롤러, 하드디스크 
컨트롤러 및 플로피디스크 컨트롤러 등)(110, 112, 114)과 키보드(118), 마우스(120) 등의 입력 장치들 및 하드디
스크 드라이브(122), CD 롬 드라이브(124),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126) 등의 보조 기억 장치들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비디오 컨트롤러(116)와 디스플레이 장치(128)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들 구성 요소들은 상호 인터페이스를 위해 
버스(BUS)를 통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상기 부트 이미지 메모리(108)는 프레쉬 메모리(fresh memory) 등과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로 구비되며, 상기 컴퓨터 
시스템(100)이 운영체계 프로그램 환경하에서 임의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수행할 수 있는 초기 메인 메모리(104)의 저
장 상태(이하 초기 메인 메모리 상태라 한다)를 데이터 형태로 압축한 부트 이미지(boot image)를 저장한다.

상기 바이오스 롬(106)은 상기 컴퓨터 시스템(100)의 초기화 과정에 따른 포스트(POST), 인터럽트 처리 및 시스템 
환경 설정 등을 제어하며 특히,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중앙 처리 장치(102)의 명령어 포인터(IP)를 설정한다.

여기서 상기 바이오스 롬(106)과 상기 부트 이미지 메모리(108)는 컴퓨터 제조 회사 또는 사용자에 의해서 초기 상태
를 설정 기억해 둘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중앙 처리 장치(102)는 부트 이미지를 메인 메모리(104)에 로드할 때, 부트 이미지 메모리(108)로부터 
압축된 부트 이미지를 독출하고, 이를 압축 해제하여 메인 메모리(104)에 로드하므로서 로딩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도 3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한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컴퓨터 시스템의 부트 이미지를 생성하는 수순을 도시한 것이다. 이 수순은 중앙 처리 장치(102)
에 의해서 동작되며, 컴퓨터 제조업체에서 출하시 처리되거나 사용자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다.

도면을 참조하면, 상기 컴퓨터 시스템(100)은 단계 S140에서 전원이 공급되면, 단계 S142에서 부팅이 이루어진다. 
즉, 포스트 과정을 수행하여 시스템에 이상이 없으면, 운영체계 프로그램을 구동한다. 따라서 운영체계 프로그램의 환
경하에서 임의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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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단계 S144에서 부트 이미지(boot image)를 생성하기 위하여 리부팅(rebooting)하는지를 판단한다. 리부팅하
면, 이 수순은 단계 S146으로 진행하여 상기 메인 메모리(104)로부터 시스템의 특정 상태(예컨대, 초기 메인 메모리 
상태)에 따른 부트 이미지를 생성한다.

단계 S148에서 상기 생성된 부트 이미지를 상기 부트 이미지 메모리(108)에 압축하여 저장한다. 이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100)은 리부팅한다.

그리고 상기 단계 S144에서 리부팅하지 않으면, 단계 S150으로 진행하여 운영체계 프로그램 환경하에서 응용 프로그
램들을 실행한다.

이어서 도 4는 도 2에 도시된 컴퓨터 시스템의 부팅 수순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이 수순은 바이오스 롬에 저장된 프
로그램으로서, 바이오스의 처리 수순에 따라서 중앙 처리 장치가 실행한다. 그리고 이 수순은 도 3에 의해서 생성된 부
트 이미지를 이용하여 부팅하는 수순을 나타낸 것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상기 컴퓨터 시스템(100)은 단계 S160에서 전원이 공급되면, 단계 S162에서 포스트 과정을 실행한
다.

이어서 단계 S164에서 부트 이미지 메모리(108)로부터 도 3에 의해서 압축 저장된 부트 이미지를 독출한다. 이어서 
단계 S166에서 독출된 부트 이미지를 압축 해제하여 메인 메모리(104)에 로드(load)한다. 계속해서 단계 S168에서 
중앙 처리 장치(102)의 명령어 포인터(IP)를 부트 이미지가 로드된 상기 메인 메모리(104)의 특정 영역으로 설정한
다.

단계 170에서 상기 설정된 특정 영역으로부터 부트 이미지를 독출하여 운영체계 프로그램을 구동시킨다. 즉, 운영체계 
프로그램의 환경하에서 임의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상기 컴퓨터 시스템(200)은 신규한 부트 이미지 저장 매체로서 CD 롬(214)을 구비한다. 그리고 중
앙 처리 장치(202)와 메인 메모리(206) 및 바이오스 롬(210)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컴퓨터 시스템(200)은 도면에는 미도시되었지만, 전형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구비한다.

상기 CD 롬(214)은 특정 영역에 압축된 형태의 부트 이미지(216)를 저장하고 있다.

상기 바이오스 롬(210)은 상기 중앙 처리 장치(202)의 명령어 포인터(204)를 상기 메인 메모리(206)의 특정 영역(
208)으로 설정하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상기 메인 메모리(206)의 부트 이미지를 로드할 특정 영역(208)에 대한 위치 
정보(212)를 저장하고 있다.

상기 중앙 처리 장치(202)는 바이오스(BIOS)의 제어를 받아서 상기 CD 롬(214)으로부터 부트 이미지(216)를 메인 
메모리(206)에 로드한다. 즉, 상기 CD 롬(214)으로부터 압축된 부트 이미지를 압축 해제하고, 상기 메인 메모리(20
6)의 특정 영역(208)에 로드한다.

그리고 상기 바이오스 롬(210)으로부터 부트 이미지 위치 정보(212)를 독출한다. 이어서 상기 부트 이미지 위치 정보
(212)를 통해서 상기 메인 메모리(206)의 특정 영역(208)으로부터 부트 이미지를 독출한다. 따라서 상기 중앙 처리 
장치(202)의 명령어 포인터(204)를 상기 메인 메모리(206)의 특정 영역(208)로 설정하여 제어권을 운영체계 프로그
램으로 넘겨준다.

이 실시예의 컴퓨터 시스템은 CD 롬을 이용하여 부트 이미지를 메인 메모리에 로드하는 경우의 예로서, 이는 이지 컴퓨
터(easy computer) 등과 같이 사용자의 편리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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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도 5에 도시된 컴퓨터 시스템의 부팅 수순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이 수순 또한, 바이오스 롬(210)에 저장된 
프로그램으로서, 바이오스의 처리 수순에 따라서 중앙 처리 장치(202)가 실행한다.

도면을 참조하면, 단계 S220에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200)의 전원이 공급되면, 단계 S222에서 포스트 과정을 실행한
다.

단계 S224에서 CD 롬(214)으로부터 압축된 부트 이미지(216)를 독출하고, 단계 S226에서 독출된 부트 이미지를 압
축 해제하여 메인 메모리(206)에 로드한다.

단계 S228에서 중앙 처리 장치(202)의 명령어 포인터(204)를 부트 이미지가 로드된 메인 메모리(206)의 특정 영역
(208)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단계 S230에서 설정된 특정 영역(208)으로부터 부트 이미지를 독출하여 운영체계 프로
그램을 구동한다. 따라서 운영체계 프로그램으로 제어권이 전달된다.

계속해서 도 7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상기 컴퓨터 시스템(300)은 메인 전원 공급 장치(330)와 보조 전원 공급부(예컨대, 배터리 또는 서
스펜드 전원)(340)를 구비하고, 명령어 포인터를 갖는 중앙 처리 장치(302)와 메인 전원 공급 장치(330)의 메인 전
원(Vcc)이 차단되면 보조 전원 공급부(340)로부터 보조 전원(Vbat 또는 Vsuspend)을 공급받는 메인 메모리(304) 
및 상기 명령어 포인터를 설정하는 바이오스 롬(306)을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컴퓨터 시스템(300)은 하드디스크 컨트롤러(308)와 운영체계 프로그램(322) 및 부트 이미지(324)를 저
장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320)를 포함한다.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 등의 입출력 장치(310)와 디스플레이 장치(312)를 포함한다. 이들 구성 요소들은 버스(BUS)
를 통하여 상호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상기 바이오스 롬(306)은 상기 중앙 처리 장치(302)의 명령어 포인터를 상기 메인 메모리(304)의 특정 영역
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상기 메인 메모리(304)의 부트 이미지를 로드할 특정 영역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상기 중앙 처리 장치(302)는 바이오스(BIOS)의 제어를 받아서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320)로부터 부트 이미지(
324)를 독출하여 메인 메모리(304)에 로드한다. 즉,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320)의 특정 영역으로부터 압축된 부
트 이미지(324)를 압축 해제하고, 상기 메인 메모리(304)의 특정 영역에 로드한다. 그리고 상기 바이오스 롬(306)으
로부터 부트 이미지 위치 정보를 독출한다.

그리고 상기 부트 이미지 위치 정보를 통해서 상기 메인 메모리(304)의 특정 영역으로부터 부트 이미지를 독출한다. 
따라서 상기 중앙 처리 장치(302)의 명령어 포인터를 상기 메인 메모리(304)의 특정 영역으로 설정하여 제어권을 운
영체계 프로그램으로 넘겨준다.

구체적으로 상기 컴퓨터 시스템(300)의 동작을 도 8 내지 도 9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8은 도 7에 도시된 컴퓨터 시
스템의 종료 수순을 나타내는 흐름도이고, 도 9는 도 7에 도시된 컴퓨터 시스템의 부팅 수순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이 수순은 부트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단계 S350에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300)이 종료되
는지를 판별한다. 시스템이 종료되면, 단계 S352로 진행하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320)로부터 시스템의 특정 상태에 
따른 부트 이미지(324)를 독출한다.

이어서 단계 S354에서 독출된 부트 이미지(324)를 메인 메모리(304)에 로드하고, 단계 S356에서 보조 전원 공급부 
즉, 배터리(340) 전원(Vbat) 또는 메인 전원 공급 장치(330)의 서스펜드 전원(Vsuspend)를 이용하여 메인 메모리
(304)의 전원(Vbat 또는 Vsuspend)을 공급하고, 메인 전원 공급 장치의 메인 전원(Vcc)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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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 9를 참조하면, 상기 컴퓨터 시스템(300)은 단계 S360에서 메인 전원(Vcc)이 공급되면, 단계 S362에서 포
스트(POST) 과정을 실행한다. 이어서 단계 S364에서 중앙 처리 장치(302)의 명령어 포인터를 메인 메모리(304)의 
특정 영역으로 설정한다.

단계 S366에서 설정된 특정 영역으로부터 부트 이미지를 독출하여 운영체계 프로그램을 구동함으로서 제어권을 운영
체계 프로그램으로 전달한다.

이상과 같이 가장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통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설명하였지만, 이는 본 발명에 대
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본 발며의 기술적인 사상을 한정하려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의 종료시,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초기 메인 메모리 상태를 부트 이
미지로 생성하여 부트 이미지 저장 수단에 저장한다.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의 부팅시, 부트 이미지 저장 수단으로부터 
부트 이미지를 독출함으로서 부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보조 전원을 이용하여 메인 메모리의 전원을 유지함으로서 시스템의 메인 전원을 차단하는 경우에도 부팅시 메인 
메모리의 부트 이미지를 독출함으로서 부팅이 빠르게 진행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중앙 처리 장치와;

상기 시스템의 메인 및/또는 보조 전원을 공급하는 메인 및/또는 보조 전원 공급 수단과;

상기 시스템의 부트 이미지를 저장하는 부트 이미지 저장 장치와;

상기 메인 전원이 차단되어도 상기 보조 전원을 공급받아서, 상기 시스템의 전 부팅 상태에서 시스템 종료시, 상기 부트 
이미지 저장 장치로부터 상기 부트 이미지를 저장하는 메인 메모리 및;

상기 중앙 처리 장치의 명령어 포인터를 상기 부트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상기 메인 메모리의 특정 영역으로 설정하
도록 하는 구성 메모리 장치를 포함하여,

상기 메인 전원이 공급되면, 상기 중앙 처리 장치는 상기 명령어 포인터에 의하여 상기 메인 메모리의 특정 영역으로부
터 상기 부트 이미지를 로딩하여 운영체계 프로그램으로 제어권을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전원 공급 수단은 배터리 또는 상기 메인 전원 공급 수단의 서스펜드 전원 공급부로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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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트 이미지 저장 장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트 이미지 저장 장치는 메모리 장치로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트 이미지 저장 장치는 컴팩트 디스크 롬으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

메인 및 보조 전원을 공급받고, 중앙 처리 장치와 메인 메모리와 바이오스 롬 및 부트 이미지 저장 장치를 포함하는 컴
퓨터 시스템의 종료 방법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이 종료하는지를 판별하는 단계와;

상기 시스템이 종료되면, 상기 부트 이미지 저장 장치로부터 상기 메인 메모리의 초기 저장 상태에 따른 부트 이미지를 
독출하는 단계와;

상기 독출된 부트 이미지를 상기 메인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보조 전원으로 상기 메인 메모리의 전원을 공급하고, 상기 메인 전원을 차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의 종료 방법.

청구항 7.

메인 전원과 보조 전원을 구비하고, 명령어 포인터를 갖는 중앙 처리 장치와 상기 메인 전원이 차단되어도 상기 보조 전
원을 공급받아서 부트 이미지를 저장하는 메인 메모리 및 상기 명령어 포인터를 설정하도록 하는 바이오스 롬을 구비하
는 컴퓨터 시스템의 부팅 방법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 요소들의 초기화 및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단계와;

상기 중앙 처리 장치의 명령어 포인터를 상기 메인 메모리의 부트 이미지 저장 영역으로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설정된 저장 영역으로부터 부트 이미지를 독출하여 운영체계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부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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