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06F 9/06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9월08일

10-0620216

2006년08월28일

(21) 출원번호 10-1999-7008594 (65) 공개번호 10-2001-0005535

(22) 출원일자 1999년09월20일 (43) 공개일자 2001년01월15일

번역문 제출일자 1999년09월20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1998/005534 (87) 국제공개번호 WO 1998/41916

국제출원일자 1998년03월19일 국제공개일자 1998년09월24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헤르

체고비나, 바르바도스, 불가리아, 브라질, 벨라루스, 캐나다, 스위스, 중국, 쿠바,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영국, 그루지야, 헝가리, 이스라엘, 아이슬랜드, 일본, 케

냐, 키르키즈스탐, 북한,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세인트루시아, 스리랑카, 리베이라, 레소토, 리

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몰도바, 마다가스카르, 마케도니아공화국, 몽고, 말라위, 멕

시코, 노르웨이,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맨, 터어키, 트리니아

드토바고, 우크라이나,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러시아, 수

단, 스웨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세르비아 앤 몬테네그로, 가나, 감비아, 기니 비

사우, 시에라리온,

AP ARIPO특허 : 케냐, 레소토, 말라위, 수단, 스와질랜드, 우간다, 가나, 감비아, 짐바브웨,

EA 유라시아특허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키르키즈스탐, 카자흐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맨,

EP 유럽특허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스, 아일

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핀란드,

OA OAPI특허 : 부르키나파소, 베닌, 중앙아프리카, 콩고, 코트디브와르, 카메룬, 가봉, 기니,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차드, 토고,

(30) 우선권주장 08/821,745 1997년03월20일 미국(US)

(73) 특허권자 피닉스 테크놀로지 리미티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95134 샌 조세 411 이스트 풀루메리아 드라이브

(72) 발명자 라카비,유발

이스라엘예루살렘96225베라키유스트리트8

안데르슨,이안

영국길포드GU33EY우드스트리트빌리지41프로그그로브레인

가르스턴,앤드루

미합중국캘리포니아90026로스앤젤레스1650새르겐트플레이스

로체,제임스

영국슈레이GU25EJ길포드포르츠마우스로드31록우드코트

등록특허 10-0620216

- 1 -



버튼,마이클피터알.

영국슈레이KT6슈르비톤54훅로드11세인트버날드스하우스

(74) 대리인 윤동열

이선희

심사관 : 성경아

(54) 기능하는 운영 체제 없이 컴퓨터의 원격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확장 기본 입출력 시스템

요약

컴퓨터의 운영 체제를 부팅하기 전, 또는, 운영 체제 고장 후에 네트워크를 통하여 통신하는 방법 및 시스템이 제공된다.

다중태스킹 커널이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에 제공된다. NIC 장치 드라이버에서 외부 참조는 네트워크 확장 BIOS에 의

하여 제공된 참조 서비스에 리졸브(resolve)된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컴퓨터에 결합된 워크스테이션은 운영 체제의 로딩

전 또는 운영 체제의 고장 후 컴퓨터에서 상태를 액세스하고 설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다중태스킹 커널은 종래 BIOS

(500)과 동시에 운영될 수 있다. 컴퓨터는 POST의 고장 또는 운영 체제 충돌 시 워크스테이션을 변형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한 이용될 수 있다.

대표도

도 4a

색인어

네트워크 확장 BIOS, POST, 컴퓨터 네트워크, 운영 체제, 부트스트랩, 진단 모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작용하는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의 추가 없이 네트워크에 의하여 컴퓨터의 원격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더 자세하게는,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운영 체제의 추가 없이 원격 접

근(access) 및 유지보수(maintenance)를 조정하기 위한 컴퓨터의 BIOS(Basic Input/Output System; 기본 입출력 시스

템)를 확장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운영 체제의 고장(failure)을 일으키는 시스템 오류(error)는 컴퓨터 산업에서 나쁜 문제이다. 특히 네트워크로 연결된 데

스크탑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서버 시스템에 있어서의 이러한 고장들은 컴퓨터 자원의 무익성을 증가시키고, 이용자의 작

업중지 시간으로 인한 중요한 금전적 손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영 체제를 충돌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상기 시스템 오류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효율적인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 반복하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운영 체제를 재부팅하기 전에 충돌을 야기한 동작의 사후

분석 진단(post-mortem diagnosis)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장난 컴퓨터에 접근하여 분석하는 물리적 어려움 및

시스템을 다시 이용 가능하게 하는데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은 충돌을 야기한 문제점을 분석하지 않고 단

순히 운영 체제를 재부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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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접근이 필수적인 한 예가 네트워크 서버에서 발생한다. 그러한 네트워크 서버는 종종 구성의 효율이 중요하고, 사

후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키보드 및 컴퓨터 디스플레이와 같은 특정한 하드웨어가 없이 구성될 수 있다. 따라

서, 네트워크 연산자(operator)는 프로그램의 적당한 진단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네트워크 서버를 재부팅하는 것만 서

두르게 된다.

또한, 컴퓨터의 원격 분석 및 관리의 문제점은 시스템 관리자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광역 또

는 국소 지역 네트워크의 경우에 발생한다. 전형적인 운영에서, 원격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운영 체제는 시스템 관리자가

원격 컴퓨터에 있는 다양한 매개 변수에 접근해서 수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운영 체제가 충돌하는 경우에 현재 시

스템은 원격 컴퓨터에 접근하거나 진단할 수단이 없다. 더욱이, 현재 시스템은 관리자가 원격 컴퓨터에 있는 운영 체제를

로딩(loading)하기에 앞서 원격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르크하트 등에 의한 U.S. 특허

5,390,324호는 일단 고장난 컴퓨터가 그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에 있는 제 2부분에 저장된 축소된 운영 체제를 로드(load)

하면, 고장난 컴퓨터에 다이얼업(dial-up) 접근을 허용하는 고장 수리 시스템을 특허로 청구하고 있다. 상기 부르크하트

특허의 시스템은 검출(detection) 수단이 주 운영 체제 고장을 가리키는 타임아웃(time-out)을 감지하면 제 2 운영 체제를

포함하는 제 2 부분을 부트오프(boot off)한다.

다음 배경은 IBM 휴대형 PC의 전형적인 구조 및 기동 절차를 설명하지만, 그 개념은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시스템 리세트(reset)에서, CPU 제어는 파워온 시스템 테스트(Power On System Test) 또는 POST(파

워온 자기 테스트; Power On Self Test)로 알려진 컴퓨터의 BIOS의 부분으로 옮겨진다. 여기에서 쓰이는 시스템 리세트

및 시스템 시동은 동의어이고, 컴퓨터의 초기 프로그램 로드 작용의 초기화 또는 재초기화의 시작의 원인이 되는 어떠한

시스템 시동, 재부트, 시스템 리세트 또는 다른 운영을 포함한다.

POST는 일반적으로 ROM(read only memory)에 저장되고, 시스템 타이머, 시스템 DMA(Direct Memory Access) 조정

기, 시스템 메모리 조정기, 시스템 입출력 장치 및 비디오 하드웨어와 같은 표준 시스템 성분을 초기화하는데 이용된다. 초

기화 경로의 일부로서, 상기 포스트는 인터럽트 벡터(interrupt vector) 표를 위한 디폴트 값(default value)을 설정한다.

이러한 디폴트 값은 ROM BIOS 표준 인터럽트처리기에 나타나지만, 맞춤 인터럽트 처리기를 액세스하여 수정될 수 있다.

또한, POST는 메모리 및 시스템 타이머와 같은 시스템 하드웨어가 정확하게 작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뢰성

(reliability) 시험을 수행한다. 시스템 초기화 및 진단 후, POST는 시스템에서 광학 하드웨어 카드(어댑터)에 있는 비휘발

성 메모리에 위치한 펌웨어(firmware)를 위한 시스템을 조사한다. 이는 주어진 시그너쳐(signature)를 갖는 메모리를 위

한 특정한 주소 공간을 스캐닝함으로서 수행된다. 만약 시그너쳐가 발견되면, 제어는 펌웨어를 패스하여 그것이 위치한 장

치를 초기화한다.

하드웨어 초기화가 수행된 후, POST는 소정의 위치에서 부트 장치, 일반적인 하드 디스크 또는 디스켓 장치로부터, 메모

리 안으로, 데이터 블록을 읽고, 데이타 블록에 있는 프로그램에 제어를 패스한다. 부트스트랩 로더(boot- strap loader)

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메모리 안에 더 큰 프로그램을 로드한다. 만약 더 큰 프로그램이 메모리 안에서 적당히 로드되면,

부트 프로그램은 그것을 제어로 패스한다. 그 다음, 운영 체제는 초기화되고 CPU의 제어를 얻는다. 아래에 설명하듯이, 소

정의 디스크 또는 미디어가 없는 경우, 워크스테이션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위치한 어댑터 펌웨어가 부착된 네트

워크로부터 운영 체제를 다운로드 하기 위한 운영 체제를 부트스트랩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BIOS는 컴퓨터 및 그 주변의 성분을 공유하기 위한 루틴 또는 인터럽트 처리기 세트를 포함한다. BIOS 인터럽트 처

리기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의 이용을 통하여 액세스(access)된다. 이러한 인터럽트 처리기의 주소는 인터

럽트 벡터 표에 저장된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이러한 벡터는 맞춤 인터럽트 조정기에 지적되어 조정될 수 있다. BIOS는

일반적으로 피터 노턴 PC 프로그래머스 바이블, 마이크로소프트 프레스(1993)에서 피. 노턴에 의하여 설명된다.

BIOS 인터페이스 루틴이 MS-DOSTM 운영 체제에 의하여 이용될 동안, 윈도우-95TM과 같은 현대적 운영 체제는 BIOS

인터페이스 루틴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윈도우-95 및 다른 현대적 운영 체제는 주변 하드웨어

성분과 통신할 때, 주변 하드웨어 성분의 특별한 타입 및 모델로 특정되는 장치 드라이버를 이용한다. 장치 드라이버는 더

욱 일반적인 목적 소프트웨어가 주변 구성요소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균등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장치 드라이버

는 존재하는 BIOS 인터럽트 처리기와 교체될 수 있고, 또는 다른 점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추가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각 하드웨어 장치의 종류와 상호작용할 필요가 없도록 자유롭게 되어 있다.

해제된 MS-도스 2.0 및 윈도우 3.11을 포함한 많은 운영 체제는 운영 체제가 부트업(boot up)되었을 때, 디스크로부터 설

치 가능한 장치 드라이버를 로드할 능력을 포함한다. 이용자는 명령 장치(config.sys 파일에서 장치 파일)를 포함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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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도스 운영 체제에 설치 가능한 장치 드라이버를 로드할 수 있다. 그 다음 MS 도스는 각 장치 드라이버 파일을 인도하

고 메모리에 장치 드라이버를 로드한다. 윈도우-95는 PCI(주변 구성요소 상호 연결), 및 BIOS의 접속(plug) 및 활동 기능

을 이용한 주변 하드웨어 구성요소를 감지할 능력을 갖고, 자동으로 설치된 주변 하드웨어 구성요소를 위한 적당한 드라이

버를 로드할 능력을 갖는다.

상기 설치 가능한 장치 드라이버의 이용은 NIC(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와 같이 주변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제어하여

충분한 정도의 융통성을 제공하고, 여기서, 고장난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운영 체제는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를 로드하는데

의존하고, 필요한 지지 작용을 제공한다. 만약, 운영 체제가 부트되지 않는다면, 또는, 운영 체제를 재-로드하기에 앞서 사

후 분석 진단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 NIC를 위한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는 로드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관리자는 시스

템을 원격으로 엑세스하기 위하여 NIC를 통하여 활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운영 체제가 부트

스트랩되고 운영 체제 지원에 의존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설치 가능한 NIC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방법 및 시스템이 존재

할 필요가 있다. 운영 체제는 이용자-단계 프로그램의 실행을 제어하고, 자원 배정, 스케줄링, 입출력 제어 및 데이타 처리

와 같은 이용자 단계 프로그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단계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한 운

영 체제의 예는 MS-도스TM, 윈도우-95TM, 윈도우-NTTM등 마이크로 소프트로부터 이용 가능한 모든 것, 애플 컴퓨터로

부터 이용 가능한 MacOSTM 등, 선 마이크로 시스템을 포함한 많은 공급자로부터 이용 가능한 여러 버전의 유닉스 이 있

다. 윈도우-NT와 같은 현대적 운영 체제는 종종 보호 모드의 커널 또는 운영 체제의 코어에서의 기본 시스템을 포함한다.

컴퓨터 시스템의 원격 관리의 핵심 문제는 많은 공급자로부터 이용될 수 있고, 그 각각은 다르게 프로그램되어 질 수 있고

유일한 장치 드라이버를 이용할 수 있는 수많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타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각 카드 타입을 위한 새로운 장치 드라이버의 발전은 비싸고, 신뢰할 수 없도록 인도되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현

존하는 운영 체제를 위한 발전된 표준 NIC 장치 드라이버를 이용한 네트워크 확장 BIOS를 이용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무한히 많은 네트워크 카드 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 체제 공급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장치 드라이버에 의하

여 이용되고 있는 표준 인터페이스로 한정한다. 이는 표준 인터페이스에 가입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어떠한

NIC도 지원하는 운영 체제를 허용한다. Novell, Inc.(노벨)의 ODI(개방 데이타 인터페이스)는 그러한 표준의 하나로 정의

된다. ODI 표준에 의하여 쓰여진 드라이버는 노벨로 이용 가능한 네트웨어TM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NDIS(네트워크 드라이버 인터페이스 명세)는 제 2 표준으로 정의된다. NDIS 표준에 따라 쓰인 드라이버는 마이크로소프

트 운영 체제(예를 들어 윈도우-NTTM)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다. 더욱이, 다른 표준들도 다양한 버전의 유닉스TM 운영 체

제로 이용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기 나열된 목적에 부가하여, 본 발명의 목적은 컴퓨터의 운영 체제를 이용할 필요가 없이 네트워크에 결합된 컴퓨터와

통신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컴퓨터 운영 체제의 부트스트랩에 선행하여 네트워크에 결합된 컴퓨터와 통신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두 컴퓨터 사이의 명령 및 정보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네트워

크 확장 BIOS에 적합한 제 1 컴퓨터에서 떨어져 있는 제 2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고, 제 2 컴퓨터 자신은 상기 네트워크

확장 BIOS에 적합할 필요가 없는,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에 필요한 추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컴퓨터 운영 체제를 부팅하기 전, 또는 운영 체제의 고장 후에 네트워크를 통하여 컴퓨터와 통신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

을 제공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가 제 1 컴퓨터에 적합한

네트워크 확장 BIOS에 제공된다. 이 컴퓨터는 NIC 카드 및 NIC 장치 드라이버 파일에 제공되는 것이 적합하다. 운영 체제

의 구성 요소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보통 바뀌는 NIC 장치 드라이버 파일에서 외부 기준은 대신 네트워크 확장

BIOS의 API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준 서비스로 바뀐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 1 컴퓨터와 결합된 제 2 컴퓨터는 운영 체제

의 로드 전 또는 운영 체제의 고장 후 명령, 상태 및 데이타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POST 고장 또는 운영 체제 충돌이 있

을 경우, 제 1 컴퓨터에는 제 2 컴퓨터를 개조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더욱 완전한 이해를 위하여 참고자료가 첨부된 도면과 함께 아래 실시예에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서버 컴퓨터, 데스크톱 컴퓨터, 네트워크 관리 워크스테이션 및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실시예의 시스템 구조를 나타

내는 블록 기능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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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블록 기능도

이다.

도 3a는 본 발명과 관련하여 발생한 BIOS의 일부분의 주요 기능 구성요소를 보여주기 위한, 컴퓨터의 종래 BIOS 부분의

블록 기능도이다.

도 3b는 본 발명과 관련하여 주요 기능 구성요소를 보여주기 위한, 컴퓨터의 네트워크 확장 BIOS 부분의 블록 기능도이

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원격 접근을 위하여 구성된 컴퓨터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구성요소의 층들의 블록 기능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확장 BIOS에 의하여 제공된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의 블록 기능도이

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라 제공된 RPC 설비의 작용 모델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BIOS 모드 사이에서의 수동 이행을 위한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 기능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감시장치(watchdog) 타이머 구조의 블록 기능도이다.

실시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지금부터 도면의 일련의 도면 부호로 설명될 것이다.

도 1은 시스템 구조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전면도이다. 서버 컴퓨터 100은 네트워크 300을 경유하여 관리 워크스테이션

200에 물리적으로 접속된다. 네트워크 300은 노벨의 NetWareTM을 포함하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많은 국지 또는 광

역 네트워크의 하나이다.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 등으로 여기서 쓰이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접속된

컴퓨터의 결합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접속 기술, 네트워크 위상(topology) 및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제한 없이,

위에서 언급한 LAN 또는 WAN에 부가하여, 직렬 또는 병렬 인터페이스 및 케이블을 경유하여 직접 접속된 두 컴퓨터, 소

위 "플레인 올드 텔리폰 서비스(plain old telephone service)"를 경유하듯이 공중전화 교환망(Public telephone

network)으로 모뎀 접속을 경유하여 직접 접속된 두 컴퓨터, 공중전화 교환망으로 ISDN접속을 경유하여 접속된 두 컴퓨

터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된 두 컴퓨터 등을 다양하게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데스크톱 컴퓨터 400은 네트워크 300에

접속될 수 있다. 서버 컴퓨터 및 데스크톱 컴퓨터는 수많은 컴퓨터의 한 예일 뿐이다.

이제 도 2를 참고로, 본 발명이 실천될 수 있는 컴퓨터 400을 나타낸다. 도 2에서 보고 설명되듯이 컴퓨터 400은 한 실시

예로서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수정될 수 있다. 더욱이, 비록, 도 1에서는 컴퓨터 400이 데스크톱 컴퓨터

로 표현되었지만, 여기서 컴퓨터라는 단어는 이에 제한되지 않고 데스크톱 컴퓨터(도 1의 400) 및 서버 컴퓨터(도 1의

100) 또는 자동 응답기(Auto Teller Machine) 또는 판매 단말기(Sale Terminal) 또는 공급 기계(Vending Machine)등과

같은 내장 시스템(도시되지 않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시스템 버스 105는 컴퓨터 400의 구성요소의 중추(backbone)를 형성한다. CPU(중앙 처리 장치) 110 및 RAM(랜덤 액세

스 기억 장치) 120이 시스템 버스 105에 부착되어 있다. CPU는 적어도 두 모드, 당업계에서는 공지되어 있듯이 실제 모드

및 보호 모드, 에서 운영한다. 비휘발성 메모리 125는 바람직하게는 플래시 (flash) ROM의 형태를 하고 있고, 시스템 버스

105에 접속되어 있다. 비휘발성 메모리 125는 컴퓨터가 전원 차단(power down) 또는 리세트될 때 상태를 바꾸지 않는다.

이용자 입출력은 영상 표시 장치(visual display device) 130, 비디오 제어기 135, 키보드 140 및 키보드 제어기 145를 통

하여 수행될 수 있다. 비디오 제어기 135와 같이 CPU 110 및 RAM 120은 분리 로컬 버스(도시되지 않음)를 경유하여 광

학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대용량 기억 장치는 플로피디스크 장치 150을 포함할 수 있고, 플로피 디스크 제어기 155 및/또

는 하드 디스크 장치 160과 결합되어 있고, 하드 디스크 제어기 161와 연결되어 있다. 아래에 설명될 감시 타이머를 제공

한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컴퓨터 400은 또한 SMRAM(시스템 관리 램) 121, 외부 타이머 122 및 칩세트 외부 논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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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set external logic) 123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타이머 122는 칩세트 논리회로 123 안에 제공된다. 위에서 설명

되었듯이, 도 2의 설명은 한 예이고, 본 발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당업자에게 명백한 수많은 수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플로피 디스크 장치 150 또는 하드 디스크 장치 160을 갖지 않는 디스크 없는 워크스테이션에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400은 네트워크 어댑터로 알려진 NIC(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170을 포함한다. NIC 170은 컴퓨터 안에

있는 시스템 회로 슬릿 165의 세트를 경유하여 시스템 버스 105에 접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슬롯 165는 인텔의 PCI 표

준과 같은 산업 표준에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택적으로, NIC 170은 시스템 회로 슬릿을 이용하지 않고 시스템 버스

105에 직접 결합될 수도 있다.

선택적으로, 컴퓨터 400은 NIC 170 또는 NIC 170과 부가하여 모뎀을 대신할 수 있다. 상기 모뎀은 내부 모뎀 190일 수 있

고, 내부모뎀 190은 시스템 버스105 또는 시스템 회로 슬롯 165의 세트의 하나, 및/또는 외부 모뎀에 접속되고 통상 시스

템 버스 105에 접속된 직렬 인터페이스 175에 접속된다. 추가로, 컴퓨터 400은 직렬 인터페이스 175 또는 병렬 인터페이

스(도시되지 않음)에 접속된 케이블을 경유하여 워크스테이션 200에 직접 네트워크 연결될 수 있다.

도 3a 및 3b를 보면, 종래 BIOS 섹션 500 및 본 발명에 따라 제작된 네트워크 확장 BIOS 섹션 600의 구성요소인 모듈이

도시되어 있다. 종래 BIOS 섹션 500은 초기 POST 510, POST의 잔부 520, 오류 및 상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하여 BIOS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용되는 커서 위치 및 쓰기 문자(write character)와 같은 표시 서비스 530, 하드웨어 시험 루틴과 같

은 POST 시간 서비스 540, 인터럽트 10H 비디오 출력 서비스 및 인터럽트 13H 디스크 액세스 서비스와 같은 실행 시간

서비스 550 및 기능자 코드 560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자 코드 560은 종래의 BIOS 500에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을

감지하고 로드할 능력, 및 네트워크 확장 BIOS 600 엔트리 포인트에 제어를 줄 능력을 제공한다. 그것은, 또한, 종래의

BIOS 500 및 네트워크 확장 BIOS 600 사이에 협동 다중태스킹을 허락하는 루틴을 포함한다. 초기 POST 510 및 POST

520의 잔부 사이의 분할은 실용적으로, POST가 디스패쳐 루틴 505의 조절 하에서 실행되는 많은 수의 루틴으로 분할되

어 있다. 초기 포스트 510은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을 충분히 초기화하도록 컴퓨터를 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POST

루틴의 세트가 바람직하다. 아래에서 논의되겠지만, 초기 POST 510은 : 메모리 조정기를 프로그래밍하는 작용; 메모리를

테스트하는 작용; 만약 존재한다면, PCI 버스를 충분히 액세스하도록 칩세트를 초기화하는 작용, 인터럽트 조정기를 초기

화하고 시험하는 작용; 네트워크 어댑터를 위한 인터럽트를 구성하는 작용; 및 만약 존재한다면, VGA 조정기를 초기화하

는 작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 POST 510은 또한 다른 칩세트 레지스터를 추가적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다. 초

기 POST 510은 또한 비휘발성 메모리 125에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은 종래 BIOS 섹션 500에 초기화 섹션 610, 커널 디스패처(dispactcher) 621을 흡수한 32비트

보호 모드 커널 620 및 로더(loader) 630을 증착한다. 또한,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은 종래 BIOS 섹션 500에 커널에 의

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도용하는 프로토콜 스택 640을 증착한다. 일반적으로, 현대적 운영 체제는 자신의 보호 모드 커널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은 보통 운영 체제의 부팅에서 종결되지만, 본 발명의 변형은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의 일부분이 메모리에 남는 것을 허용한다. 상기 남겨진 부분은 아래에 설명될 감시 보호 구성에서 인터페

이스로 이용된다.

도 4를 보면, 시스템 시동 410에서, CPU 제어는 초기 POST 510 루틴인 411로 통과된다. 초기 POST 510은 메모리 조정

기, 인터럽트 조정기, 시스템 버스 조정기 및 다른 칩세트 레지스터 등을 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

한 예비 작업을 수행한다. 이 작용은 네트워크 확장이 아닌 BIOS의 작업과 동일하다.

제어는 도 3의 기능자 560의 일부인 네트워크 확장 BIOS 설치 검사 루틴인 412로 통과된다. 설치 검사 루틴은 네트워크

확장 BIOS 600 코드의 시작을 지시하는 시그너쳐로 알려진 데이타의 순서를 찾기 위하여 비휘발성 메모리 125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스캔한다. 만약 설치 검사 루틴이 아무 시그너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439를 결정하면, POST 루틴 520의 나

머지는 413을 실행하고 제어는 운영 체제에 의하여 공급되는 부트스트래핑 루틴인 414로 통과된다. 위에서 설명하였듯

이, 부트 스트래핑 루틴은 432에 운영 체제를 로드하고 415에서 CPU 제어를 통과한다.

만약 네트워크 확장 BIOS 600 코드의 시동을 지시하는 시그너쳐가 발견되면, 재위치 루틴 416은 비휘발성 메모리 125에

서 RAM 120으로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을 복사하고, CPU 제어는 시그너쳐의 시작으로부터 알려진 오프세트에 있는

네트워크 확장 BIOS 600 코드의 시동 루틴 610인 417로 통과된다. 종래 BIOS 500은 전형적으로 실제 모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확장 BIOS 시동 루틴 610은 CPU를 보호 모드로 바꾸고, 32-비트 커널, 및 프로토콜 스택 640의 각 구

성요소를 초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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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에서 보듯이, 네트워크 확장 BIOS 커널 620은 멀티스레드, 즉, 작업을 최우선 순위에 따라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것으

로 CPU 제어를 바꿈으로서 복합 작업의 동시 실행을 명백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업은 만약 그것이 어떤 외부 사

건을 기다라고 있거나, 완전한 실행에 종속하는 다른 작업을 기다린다면, 실행으로부터 블록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작업간

의 CPU 제어의 변경은 커널 디스패쳐 621에 의하여 수행된다.

많은 스레드(thread)가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 640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확장 BIOS 설치 루틴 610에 의하여 시작

되고, 관리 워크스테이션 200 응용 프로그램과 통신하는 다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스레드는 32-비트 프로토콜 모드가 바

람직하고 특징이 더 많이 설명된 아래에서 논의될 것이다.

종래의 BIOS 500과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의 상호 운영 방법이 지금부터 설명된다. 상호

운영의 세부적인 방법은 본 발명의 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될 수 있다.

도 8에서 보듯이, 종래 BIOS 코드로부터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으로의 초기 전이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상호 운영 변

경의 반복되는 과정이고, 더욱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BIOS는 메모리 데이타 영역에 있는 모든 CPU 레지스터 및 플래그를

저장하는 단계 805를 저장한다. 네트워크 확장 BIOS 600 코드 및 데이타는 810에서 압축 해제되어 재배치되고, CPU 제

어는 이 코드 815의 엔트리 포인트에 전송된다. 커널 및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은 820에서 초기화된다. 프로세서는 실제

모드 825로 되돌아가고, 종래의 BIOS 서비스 루틴은 레지스터에서 BIOS와 함께 커널 모드 스위치 엔트리 포인트의 주소

를 받는다. 이 루틴은 BIOS 모드 스위치 엔트리 포인트 835의 주소를 되돌린다.

다음으로, 종래의 BIOS 및 32-비트 커널 스레드가 선택적으로 실행되는 반복되는 상태 800이 삽입된다. 커널은 메모리

데이타 지역에서 모든 CPU 레지스터 및 플래그를 저장하는 상태 840을 저장한다. 다음으로, 점프가 BIOS 모드 스위치 엔

트리 포인트인 845에서 실행된다. 이미 저장된 BIOS 상태는 850에 저장되고, 종래의 BIOS 코드는 실행된다. CPU 제어는

종래 BIOS 섹션 500의 POST 디스패쳐 루틴 505인 855로 통과되고, 상기 종래 BIOS 섹션 500은 인터럽트와 같은 외부

사건을 기다리기 때문에 완성하거나 보류할 때까지, 현재 BIOS POST 루틴을 실행한다. 소정의 메모리 시험과 같은

POST 작업은 실행하는데 긴 시간을 요할 수 있고, 이러한 작업에서, 종래 BIOS 는 정해진 간격으로 32-비트 커널 620에

서 제어를 허용할 것이다. 이 때, 상기 BIOS는 다시 상태 860을 저장하고, 점프가 커널 모드 스위치 엔트리 포인트 865에

서 실행된다. 커널이 저장된 상태 870을 재저장하는 커널, 재삽입 보호 모드 875 및 커널 디스패쳐 621은 880에서 블록되

지 않은 모든 스레드를 스케줄을 만든다. 커널 디스패쳐 621이 실행할 준비가 된 스레드가 없다는 것을 결정하면, 즉, 시스

템이 "유휴(idle)'이면, 커널은 실재 모드 885로 재삽입하고, 과정은 커널이 그것의 상태 840을 저장하는 지점에서부터 반

복된다.

커널 620은, 인터럽트가 BIOS 작업에 반영되는 32-비트 커널 작업동안 발생할 때, 만약 BIOS POST 루틴이 인터럽트를

기다리고 있고, 따라서 제어를 허용하는 것과 같이, 인터럽트 처리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IOS 작업의 실행동안

발생하는 반대도 진실로서, 32-비트 커널 스레드를 위하여 인터럽트는 반드시 32-비트 커널 스레드에 반사된다. 인터럽

트의 반사의 관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VxD(Virtual device drivers)의 그것으로 잘 알려져 있을 것이다. 프로세서

모드 전이의 수행은 인텔에서 출판된 마이크로 프로세서 매뉴얼에서 인용된다. 다른 드라이버 형 및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구조를 위한 유사한 해법이 여기에 기재된 사항의 견지에서 당업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종래의 BIOS 및 32-비트 네트워크 확장 BIOS 작업의 선택적 실행의 효과는 네트워크 확장 BIOS 스레드 및 현재 종래의

BIOS POST 작업이 동시에 운영된다는 점이다. 도 4로 되돌아가서, 초기화 417 뒤에 두 실행 경로가 있고, (아래에 설명

될) 세션 키 뒤의 복합 실행 경로는 422로 변화한다. 개념상, 이상의 작업 및 스레드는 동시에 작용한다. 도 4에서 점선은

스레드 423 내지 427이 동시에 실행됨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작업"이라는 단어로 설명된다. 여기서, "작업"은 일반적으로 POST 디스패쳐에 의하여 순차

적으로 실행되는 종래 BIOS로부터 실제 모드 루틴의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단어로서 이용된다. 이러한 작업들의 단지 하나

만이 언제나 동시에 활동한다. 본 발명에서 "스레드"는 일반적으로 커널 디스패쳐 621에 의하여 스케쥴되는 32-비트 보호

모드 코드의 의미로 이용된다. 이러한 "스레드"는 개념적으로 서로 동시에, 그리고, 단일 종래 BIOS POST 작업을 실행한

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 작업과 스레드 사이에 특정한 구분을 통하여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도 4를 참고로, 종래 BIOS 섹션 500은 POST 루틴 520의 나머지를 통하여 418을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된다. 즉, 네트워

크 확장 BIOS 600은 "동시에"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하기 위하여 시작한다. 상세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 작용은 뒤에서

주어지고, 이 섹션은 트랜잭션(transaction)이 일어나는 개략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은 420에서 관리 워크

스테이션 200에서 응답하기 위한 소정의 기간을 기다린다. 이러한 경고 패킷 및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것의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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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은 SNMP(단일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가 바람직하다. SNMP는 TCP/IP(전송 조정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

슈트 안에 있는 표준 프로토콜이고, 일반적으로 TCP/IP 네트워크에 있는 관리 및 모니터 노드로 이용된다. SNMP 및

TCP/IP는 당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고, 예를 들어, J. Martine, TCP/IP Networking, PTR Prentice Holl(1994)에서 설명

된다. 이는 HP OpenViewTM 과 같이 휴렛 패커드로부터 이용가능하고, 심지어 관리 워크스테이션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상기 변경을 기록하고 표시하기 위한 네트워크에 접속된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제 3자 관리 소프트웨어를 허용한다. 다른

프로토콜의 이용도 본 발명이 속한 분야의 당업자에게는 명확히 준비될 것이다.

구성가능한 시간(대략 5초 정도가 바람직하다)이 경과한 후 관리 워크스테이션 200으로부터 아무런 신호를 접수하지 못

한 경우,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은 다른 워크스테이션으로 접속을 시도하거나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의 작용은 종료

될 수 있고, 이 경우 종래 BIOS 섹션 500은 통상의 방법으로 POST를 완성할 것이다. 만약, POST 오류가 없다면, 종래

BIOS 섹션 500은 431에서 부트스트랩 경고 패킷을 네트워크 300에 발하고, 414에서 BIOS 부트스트랩 루틴으로, 따라서,

부트 섹터 코드 432로, 그리고, 운영 체제 415로 CPU 제어를 전송한다. 만약, POST 520 루틴의 잔부가 438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437에서 그 오류가 중요한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POST 520 루틴의 잔부가 438에서 중요한 오류를 발견

하지 못하면, 종래 BIOS 섹션 500은 434에서 네트워크 300에 중요한 오류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과정을 계속 진행한

다. 만약, POST 520 루틴의 잔부가 437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435에서 네트워크 300에 치명적 오류경고를 보내

고 436에서 진단 모드를 삽입한다.

만약 응답이 관리 워크스테이션 200으로부터 접수된다면, 421에서는 메세지 내용에 기초한 해시 기능을 계산하고, 네트

워크 확장 BIOS 600과 함께 허가된 관리 워크스테이션 200 및 컴퓨터 400에만 알려진 비밀키에 의하여 인증된다. 이는

워크스테이션 응답의 일부로서 보내진 메세지 인증 코드와 비교된다. 단지 허가된 관리 워크스테이션은 정확한 인증 코드

를 포함하는 응답만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워크스테이션 200 및 네트워크 확장 BIOS 600 사이의 통신은 난수에 기초하여 422에서 세션키로 교환한 비밀키를

이용함으로서 인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성을 변경하는 주지의 키의 하나가 Steiner, Applied Crypotography에서 설

명되었듯이 Diffie-Hellman과 같이 이용될 수 있다. 또한, Hellman 등에 의한 U.S. 특허 제 4,200,770호를 보면, 세션의

나머지를 위한 모든 미래의 네트워크 응답은 메세지 인식 코드를 계산한 교환키를 이용할 것이 요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일단 세션키가 교환이 되면, 추가의 스레드가 관리 워크스테이션에 의하여 지원되는 기능을 필요로 하는 추가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원격 콘솔 장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 워크스테이션 200 응용으로부터 보내진 스캔 코드를 접

수하고 진단 목적으로 디자인된 구조를 이용한 키보드 조정기 145의 출력 완충기에 놓인 키보드 입출력 지정(redirection)

스레드 423이 시작된다. 다음으로, 상기 스캔 코드는 컴퓨터 400의 일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의하여 읽혀지고, 그 효

과는 키보드 140에 압축되어진 키와 동일하다. 소정의 키는 특별한 진단 모드로 들어가거나 재부트 기능의 특별한 형태로

수행되는 것과 같이 특별한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로서 해석된다.

화면 입출력 지정 스레드 424는 BIOS 화면 표시 인터럽트 10H 및 BIOS 표시 서비스 출력을 인터셉트함으로서 화면에서

모든 출력을 수집한다. 이는 주기적으로 두드러진 화면 데이타의 전이를 요구할 때, 관리 워크스테이션 응용 프로그램에서

완충되어 보내진다. 스크린 입출력 지정 스레드 424 및 키보드 입출력 지정 스레드 424는 아래에서 응용 프로토콜 층과 관

련하여 더 설명된다.

디스크 입출력지정 스레드 425는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액세스의 입출력지정을 위한 지원 옵션이 제공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면, BIOS 소프트웨어 디스크 서비스 인터럽트(인텔 80*86에서 인터럽트 13H)는 인터셉트(intercept)되고, 어

떤 특별한 디스크 작용이 전송될 것이 요구될 때,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통상 A: 드라이브)에서 모든 참조는 관리 워크스

테이션 200 응용 프로그램으로 완충되어 보내진다. BIOS 디스크 입출력지정 스레드 425의 작용은 입출력지정 디스크 작

용이 발생할 때까지 보류되고, 데이타 또는 결과 코드는 네트워크 300을 경유하여 되돌아온다. 전송된 데이타는 인터럽트

13H 작용의 결과 호출 응용 프로그램 또는 작용 시스템 기능으로 되돌아 온다.

기술한 바와 같은 디스크 입출력 지정의 메카니즘은 네트워크 확장 BIOS를 구비하고 있는 컴퓨터에 플로피 디스크 또는

다른 컴퓨터의 상주 파일로부터 운영 체제를 부트스트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도록 활용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디

스크 서브시스템 전체가 고장난 컴퓨터에 고장의 진단시에 유용하고, 디스크가 없는 워크스테이션 컴퓨터를 제조하는 데

에도 활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배경 기술을 참조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이 기능은 이전에 특정 네트워크 카드 전용의 "부

트 ROM"이 있는 네트워크 카드를 설치함으로써 PC 호환 컴퓨터에 활용가능하였고,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원격 드라이브를 부팅하고 액세스하는 이 기능은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의 기능의 일반적인 목적이고, 예를 들

어 ODI 또는 NDIS 드라이버 등의 표준 드라이버를 활용하는 네트워크 카드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연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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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더 서비스 스레드 426은 관리 워크스테이션 200 응용 프로그램에 모듈 로더 630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관리 워크

스테이션 200은 코드를 가지고 있는 모듈 로더 630에 메세지 및 RAM에서 로드되고 추가적인 비상주 네트워크 확장

BIOS 스레드로서 실행되는 데이타를 송신할 수 있다.

비동기 명령 스레드 427은 관리 워크스테이션 200에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에 비동기 명령, 예를 들어 BIOS 데이타의

전송 요구, 전용 진단 모드의 실행 또는 특정 재부팅 연산을 명령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상술한 스레드 모두는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이 시동중일 때, 일반적으로 POST가 완전하게 될 때까지의 시간동안 죽

계속해서 실행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관리 워크스테이션 200으로부터 개입이 없고 POST 오류가 없는 경우에, POST가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보가 431에 수신된다.

또한,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은 타이머 티크(tick) 인터럽트(80×86 마이크로프로세서 상의 인터럽트 08H)를 위한 그

자신의 인터럽트 처리기를 설치할 수 있다. 타이머 티크(tick) 인터럽트 벡터는 도 8에서 현재 실제 모드 코드 자체의 상태

를 저장하고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으로 점프하도록 만드는 절차 구현 단계 860을 나타낸다. 이에 의해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은 정규 간격으로 CPU 제어를 연속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고, MS-DOS 등의 어떤 실제 모드 운영 체제를 로드

하고 실행할 수 있다. BIOS 화면 표시 인터럽트 10H는 상술한 원격 콘솔 설비의 일부로서 처리기에 이미 입출력 지정되어

있고, 이 메카니즘은 장소(plane)에 남겨져 있다는 것을 주지한다. 따라서, CPU 제어는 부트스트랩 432를 패스한다.

로드되는 운영 체제가 보호 모드 운영 체제, 예를 들어 NetWare 또는 Windows-NT 이면, 프로세서를 보호되는 모드에서

스위치하고, 상술한 타이머 티크 및 화면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인터럽트 벡터를 재배치하고, CPU 110을 제어하고, 충돌

회복 기능을 제외할 것이므로, 네트워크 확장 BIOS는 기능을 멈추게 될 것이다.

어떤 보호되는 모드 메모리 매니저 없이 MS-DOS 등의 실제 모드 운영 체제가 로드되면, 네트워크 확장 BIOS 코드는 확

장된 메모리에 잔류할 것이다. MS-DOS가 인터럽트 벡터를 재프로그램할 때, MS-DOS 인터럽트 핸들링 루틴이 먼저 실

행되고, 그 다음에 MS-DOS의 부트스트랩하는 시간에 벡터를 지적하는 루틴을 개시하도록 존재하는 벡터를 연쇄시킨다.

이에 의해, 원격 콘솔 설비를 함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의 모든 기능이, 이러한 운영 체제가 실행될 때, 연속

적으로 활용가능하다.

본 발명에서 기술한 상세한 설명을 토대로 하여, 당업자들에게는 커널 디스패쳐의 제어하에서 실행될 수 있는 추가적인 스

레드는 POST 시간 또는 DOS 환경에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할 것이다.

< 네트워크 프로토콜 층 >

BIOS 내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지원은 소프트웨어 층(layer)으로 분할된다. 예를 들어, 세계 표준 기구에서는 네트워크 지원을 7층

의 모델로 정의하였다. 분할층에서의 각 층은 자신의 "아래"층에 제공된 서비스를 사용하여도 되고, 자신의 "위"에 있는 층

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트워크 분할층 724는 소프트웨어 층의 아래에 있다. 네트워크 분할층 724의 아래에 있는 층은 네트워킹 하드웨어(네트

워크 제어 인터페이스 725) 자체이다. 네트워크 분할층 724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층 722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트워크 프로토콜층 722 자체는, 하위(lower) 레벨 프로토콜이 상위(higher) 레벨이 운영 가능하도록 사용되는 층에서

논리적으로 파손된다. 예를 들어, 전송 보증 또는 전송 순차(예를 들어, 신뢰 불신 데이타그램 프로토콜 (Unreliable

Datagram Protocol: UDP)- 도 6의 732) 없이 포켓 데이타를 전송하는 비연결 데이타그램 프로토콜은 순차적인 보증된

데이타 전송(예를 들어, 전송 제어 프로토콜(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을 지원하는 상위 레벨 프로토콜에

의해 사용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현예는 비휘발성 RAM 공간을 보존하는 비연결 데이타그램 프로토콜만을 구현한다.

UDP 732는 IP 층 733에서 IP 데이타그램 또는 포켓을 패스한다(도 6). IP 층 733의 기능은 네트워크 300의 위상 및 물리

적인 특성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모형에서 최상층은, 프로토콜층 722에 제공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타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응용층 721이다.

< 네트워크 드라이버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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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드라이버 층 724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층 722와 네트워크 카드 하드웨어 725를 결합시킨다. 네트워크 드라이버

층 724는 표준 인터페이스 명세 (specification)에 따라서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다수개의 명세들

중에서 가능한 2개의 명세는 ODI와 NDIS 이다. 여기에서 상세하게 기술된 구현은 ODI 표준에 따라서 쓰여진 드라이버를

말한다. 당업자들에게는 그 외의 표준들, 예를 들어 NDIS 또는 UNIX 표준에 따라서 개발된 드라이버의 사용을 지원하거

나 다중 표준조차도 지원하는 네트워크 확장 BIOS를 구현하는 것이 명확할 것이다.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stack)의 바람직한 구현예를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할 것이다. ODI 명세는 상층으로부터 네트워크

장치 드라이버 724를 분리하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링크-서포트층(Link-Support Layer: LSL) 734는 프로토콜 스택

의 상층 및 네트워크 드라이버의 상층 모두에 부합도(registration) 및 완충기 할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트워크 장치 드

라이버의 구성성분은 공동적으로 다중 링크 인터페이스 드라이버(Multiple Link Interface Driver: MLID)로 인지되어 있

다. 이 MLID 738은 자체가 3개의 구성성분, 즉 메디아-서포트 모듈(Media-Support Module: MSM) 735, 위상 전용 모듈

(Topology-Specific Module: TSM) 736 및 하드웨어 전용 모듈(Hardware-Specific Module: HSM) 737로 분리될 수

있다. MSM 루틴(routine) 735는 모든 드라이버에 공통적이고, 네트워크 확장 BIOS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버 층 724의 인

터페이스를 지원한다. TSM 루틴 736은 전용 네트워크 기술, 예를 들어 이더넷(Ethernet) 또는 토큰 링(Token Ring)용 드

라이버에 공통적이다. HSM 루틴 737은 각 특정 NIC 170 전용이다. HSM 루틴 737은 NIC 설치, 전원 투입(power-up),

셧다운(shutdown), 리세트(reset), 포켓 수신(receipt)과 전송 및 타임아웃을 다루어야 한다.

네트워크 카드 드라이버를 용이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다수의 TSM 및 MSM 루틴에 공통적인 다수의 코드는 세 번째 집단

의 개발자들에 의해 드라이버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공통적으로 활용가능한 루틴 세트로 식별되고 배치되어 있다. 이 루

틴들을 BIOS에 합치되고(incorporate) 운영 체제의 지원 없이도 실행하도록 포트화시켜도 된다. 또한, TSM 및 MSM 루

틴은, 차례대로, HSM 드라이버 737에 의해 신뢰될 수 있다. 정의에 의해, ODI 컴플리언트(compliant) HSM 장치 드라이

버를 ODI 전용 서비스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TSM 및 MSM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은 운

영 체제의 도움 없이도 ODI 컴플리언트 HSM 장치 드라이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에서 TSM 및 MSM 루틴의 구현이 소형 다중 태스킹 커널의 추가에 의해

실행된다.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은 바람직하게 LSI 루틴, MSM 루틴 및 TSM 루틴을 구현하지만, 이 루틴들의 다수의 기능은 이

루틴들을 바람직하게 저장하는 비휘발성 RAM 125를 보존하기 위해서 제외될 수 있다. 이 방법에 있어서,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170에 운영 체제에 의해 제공되는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현존하는 표준

-컴플리언트 장치 드라이버에 어떠한 변형 없이도 본 발명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갖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루틴들

의 최적의 최소 세트는 각기 다른 제조업자들로부터 활용가능한 다수개의 각기 다른 ODI 드라이버를 검사하고, 네트워크

확장 BIOS에 의해 지원될 것인 응용 레벨 서비스에 필요한 루틴을 설치함으로써 결정된다. 발명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바와 같이, NE2000, Intel EtherExpress 및 3Com 90x의 수입(import) 기능의 바람직한 세트는 하기 표

1에 작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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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프로토콜층 >

응용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은 각종 프로토콜층을 여러 개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프로토콜의 2개의 패밀리 (families)는 바람직하게 구현된다. 이 2개의 패밀리는,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 NetWareTM

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하위 레벨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패킷 교환/순차 패킷 교환(Internet Packet Exchange/

Sequenced Packet Exchange (IPX/SPX)); 및 인터넷 제어 메세지 프로토콜(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ICMP) 등의 지원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 송신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Internet Protocol: TCP/IP)) 프로토콜 패밀리이다. 그러나, 비휘발성 RAM이 액면 이상인 곳에서는, 구현의 여러 개 또는

이 기능 모두가 생략되어도 된다. 예를 들어, 이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은 패킷 전송을 보증하고 IPX 위에서 구현되는

SPX가 아닌 IPX를 구현하여도 된다.

< RPC 층 >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원격 절차 호출(remote procedure call: RPC) 731(도 6)의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층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예를 들어 Nelson B. J., Birrell A. D.에 의해 원격 절차 호출

의 제공(Implementing Remote Procedure Calls), 컴퓨터 시스템에서 ACM 트랜잭션(ACM Transactions on Computer

System); 2(1), 1984년 2월에 기술된 RPC의 기능이 목적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RPC 서버 751은 네트워크 확장

BIOS 600 내에 제공되고, RPC 클라이언트 752는 관리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 200 응용 프로그램에 제공된다. 이것

은 관리 워크스테이션 200의 응용 프로그램이 간단한 기능 호출 753, 즉 네트워크 300을 통해 하위 레벨 네트워크 프로토

콜을 사용하는 754를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을 갖는 머신 400을 패스시키는 매개 변수를 포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 RPC 기능은 상기 네트워크 확장 컴퓨터 400 상에서 서비스 루틴 755 및 관리 워크스테이션에서의 결과를 리턴

하는(result returned) 756에 의해 실행된다. 클라이언트를 호출하는 절차 753 및 서버에 호출된 절차는 호출하는 스터브

(stub) 또는 호출된 스터브(도시되지 않음) 각각과 접속될 수 있다. 이것은 응용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확장 BIOS 600과의

상호 작용이 가능한 간단한 방법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 네트워크 확장 컴퓨터 400은 이미 상슬한 바와 같은 메세지 인

증 코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RPC 요구를 인증한다.

또한, RPC 메카니즘은 확장 서비스를 구현하는 OEM 수단, 예를 들어 서버 관리 하드웨어로부터 데이타를 액세스하거나

제조 테스트 시간에서 진단 코드를 로딩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 응용층 >

응용층 721은 관리가 원격으로 액세스되는 각종 응용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응용 프로그램은 바람직하게 네트워크 300에서 로컬 키보드 140 및 비디오 표시 장치 130을 사용하는 대신에 네트

워크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의 제어가 가능한 화면 및 키보드의 입출력 지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격 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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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e) 설비, 예를 들어 원격 콘솔 설비가 BIOS 셋업(setup) 화면 또는 다른 BIOS 구성 방법을 사용하여 POST에 의해

보고된 메세지와 어떠한 오류를 관찰하고, BIOS에 의해 제어되는 매개 변수들을 조사하여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다수개

의 특징이 용이해질 것이다.

네트워크 300을 통한 화면 및 키보드의 입출력 지정은 스레드(thread) 423, 424(도 4) 및 상술한 RPC 메카니즘을 사용하

여 달성될 수 있다. 키보드 입출력 지정은 워크스테이션 200의 키 누름으로 갈무리하고, RPC 호출로 워크스테이션 200으

로부터 컴퓨터 400까지의 키 누름에 대응하는 스캔(scan) 코드를 전송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에 합치되는 서비스 스레드 423으로 로컬 키보드로부터 스캔 코드를 송신하는 효과를 모의실험하였다. 그 외의

방법들 중에서, 이 시뮬레이션은 전송된 스캔 코드를 키보드 제어회로 출력 완충기에 삽입하는 키보드 제어회로 145에 전

용 명령을 송신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화면 입출력 지정은,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으로부터 워크스테이션 200까지 데이타 전송을 요구하지만, 상술한 RPC 메

카니즘이 일반적으로 이 전송을 컴퓨터 400으로부터 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복잡하다. 그러므로, 워크스테이션 200

의 응용 프로그램에 있어서, 호출은, 화면 데이타를 워크스테이션 200에 수신할 준비가 될 때까지 각 화면 입출력 지정 스

레드의 실행을 차단하는 컴퓨터 400에서 BIOS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합치되는 서비스 루틴을 활동시키는 네트워크 300

을 교차하는 요구를 전송하는 RPC 기능을 하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서비스들은 화면 데이타를 기다리면서 계속적으

로 또 다른 연산이 가능하도록 바람직하게 다중스레스된다. 이 서비스 루틴은 BIOS 화면 표시 서비스 인터럽트(interrupt)

를 후크(hook)함으로써 화면 데이타를 갈무리할 수 있고, 또는 화면에서 문자를 출력하는 BIOS 표시 코드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화면 데이타의 사용이 가능할 때, 화면 데이타는 메모리의 완충기 내에 배치되고, 이로 인해 RPC 서버의

서비스 스레드가 차단되지 않는다. 화면 데이타를 포함하고 있는 네트워크 패킷이 송신된다. 이로 인해, RPC 클라이언트

스레드는 차단되지 않고, 이 화면 데이타는 원 (original) 기능 호출의 결과로서 관리 워크스테이션 응용 프로그램에 리턴

된다.

바람직한 적층 구조, 특히 RPC 기능을 활용하는 그 외의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은,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명령하

고 워크스테이션 200 상의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네트워크 확장 컴퓨터 400을 테스트하는 것이 가능한 진단 루틴을 포함

하고 있다.

바람직한 적층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외의 응용도 당업자들에게는 명확할 것이다.

< 2진 호환 >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어댑터(adapter) 제조업자들은 각 네트워크 어댑터에 운영 체제 전용 장치 드라이버를 포함하고 있

는 화일을 공급한다. 이러한 운영 체제를 위해 개발된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은

드라이버 화일에 포함된 2진 화상을 이용해야 한다. ODI 표준에서, 드라이버 화상은 NetWare Loadable Module(NLM)

화일 형식(format)이다. ODI 표준을 공급하는 네트워크 어댑터 제조업자들에 의해 공급된 드라이버는 ODI 명세의 HSM

부분을 구현한다. 이 로딩 처리는 이 형식을 변환하고, 비휘발성 메모리에 드라이버를 로딩하여야 한다. 이 로딩 처리에서,

외부 루틴에서 장치 드라이버 기준 및 드라이버의 엔트리 포인트(entry point)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NLM 형식은 가지고

있는 코드의 연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외부 루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외부 루틴이 호출되어야 하는 번지

의 표의 형태, 및 외부 루틴의 이름으로서 합치될 수 있는 대응하는 기준이다. 로딩 처리 동안에, 필요한 루틴은 메모리에

위치되고, 이들 외부 루틴의 기준에 필요한 NLM 코드에서의 자리는 변형된다. 이 처리는 당업자들에게는 통상적으로 "링

킹(linking)"으로 명명되어 익숙할 것이다.

본 발명의 한 구현예에 있어서, 이용(utility)을 토대로 한 분리 운영 체제는 NIC 제조업자들의 공급된 드라이버 화일을 판

독하고, 드라이버에서 외부 기호(symbol)에서의 기준을 리졸브하며(resolve), 비휘발성 메모리에 로드되는 2진 화일을 출

력한다. 본 발명의 다른 구현예에 있어서, 드라이버 화일은 BIOS 코드에 의해 비휘발성 메모리에 직접적으로 로드될 것이

다.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은 드라이버 화일 내의 외부 기준을 시스템 개시에 리졸브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조업자들

의 장치 드라이버에 의해 기준된 외부 루틴은 네트워크 확장 BIOS 내에서 구현되어, 운영 체제를 액세스할 필요가 없게 된

다.

실제적인 드라이버 코드 및 데이타에 부가하여, 드라이버 2진 화일은 여러 개의 표를 포함하고 있고, 이것은 다음과 같다:

· 각종 표의 위치 및 자연(nature)을 기술하는 화일 헤더(header);

· 드라이버 코드 섹션(section)의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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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버 데이타 섹션의 화상;

· 또 다른 모듈(수입 표)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기호의 이름 및 사용 위치;

· 드라이버가 제공하고 또 다른 모듈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기호의 이름 및 위치;

· 드라이버가 로드되는 최종 번지를 토대로 하여, 드라이버 코드 및 데이타 화상을 고정시킬 수 있는 표; 이 표는 일반적으

로 "픽스-업(fix-up)"이라 명명한다.

드라이버 로딩 코드(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의 일부 또는 유틸리티를 토대로 한 분리 운영 체제 중의 하나)는 이들 표에

서의 정보를 사용하여, 또 다른 모듈에서 기준을 리졸브하고 최종 로딩 번지를 토대로 하여 드라이버 화상을 고정시킨다.

< NIC 대신에 모뎀에 의한 운영 >

상술한 바와 같이, NIC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연결이 불가능한 곳에서, 대체 방법으로서 모뎀 연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이에 의해, 바람직하게 ODI 명세의 MLID 부분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만듦으로써 달성되지만, 컴퓨터

175의 직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및 그에 의한 원격 컴퓨터에서 외부 모뎀 180을 통해 데이타를 송수신하기에 적합하다

(도 2). 또 다른 방법으로, 내장 모뎀 190이 이용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 모듈은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HSM의 대체로서

상술한 방법에 의해 연결되고 설치된다.

또 다른 구현에 있어서, 모뎀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모듈은 프로토콜 스택의 UDP층과 동일한 API를 제공하기에 바람직

하게 설계된다. 이 경우에, 프로토콜 스택의 UDP 및 모든 하부층은 컴퓨터의 비휘발성 저장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

< 운영 체제의 고장 검출 및 취급 >

운영 체제 901(도 9)의 고장은 인지된 다수의 기술 또는 후술할 신규한 감시장치(watchdog) 메카니즘을 통해서 검출될 수

있다.

운영 체제의 다수의 고장은 제어된 고장 모드로 인해 일어나고, 운영 체제는 그 자체가 고장을 검출하고 오류 루틴을 실행

한다. 운영 체제 코드 또는 문서화는 이러한 오류 루틴의 실행의 경로를 결정하도록 시험될 수 있다. 시스템 레벨 특권이

있는 장치 드라이버의 사용으로, 메모리를 보유할 목적이 있는 네트워크 확장 BIOS 600의 부분에 제어를 전송하게 하는

오류 루틴을 변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 네트워크 확장 BIOS는 바람직하게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또는

제어된 고장 모두를 실행할 때 번지에서 운영 체제를 위한 간단한 오류 루틴 엔트리 포인트를 제공한다. 이것은, 외부 코드

에서 오류 처리기 루틴을 직접화시키도록 운영 체제의 명령에 사용될 수 있는 API와 운영 체제를 합치는 경우에 유용하다.

운영 체제 고장을 검출하는 또 다른 기술은 감시장치 타이머 수단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다. 감시장치 타이머 수단의 한 예

는 운영 체제 제어하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과 연관하여 연산하는 Burckhartt 특허에 기술되어 있다. 이 운영 체제는 주기

적으로 보통의 연산 동안에 타이머의 운영을 재개시한다(retrigger). Burckhartt 특허에서 기술된 타이머의 시간 주기가

타이머를 재개시하는 프로그램 없이 완료된다면, 운영 체제에 고장이 일어나리라고 예측된다. 이 타이머의 출력은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프로세서의 리세트 핀에 접속되고, 시스템이 리세트된다. 이에 의해, 고장을 일으키는 유용한 정보가 수집

되는 것이 방지된다.

이제, 도 9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감시장치 타이머 메카니즘(하기에서 기술할 것임)으로 이들 제한을 극복하고,

네트워크 확장 BIOS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네트워크 확장 BIOS의 데이타 전송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고장 진단

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갈무리하여, 고장 기계로부터 원격 시스템 매니저에 송신할 수 있다. 이에 의해, 감시장치 메카니즘

이 기계에 즉시 리세트되지 않지만 대신에 일정한 예비 데이타 수집 연산이 먼저 장소에 있게 된다는 것이 종래 기술과 다

른 점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시스템 관리 모드(system management mode: SMM)를 활용한다. 데이타 수집 루틴 920

은 시스템 관리 RAM(SMRAM) 121(도 2)에서 네트워크 확장 BIOS에 의해 설치된다. 이 데이타 수집 루틴 920은 상술한

다수의 어떤 단계 동안, 예를 들어 도 8의 커널 설치 단계 820 동안에 설치될 수 있다. SMRAM 121은 시스템 관리 인터럽

트(SMI)가 발생되고 서비스될 때에 액세스만이 가능하다. SMM, SMRAM 및 SMI는 인텔사로부터 유효한 마이크로프로세

서 매뉴얼(manual)에 기술되어 있다. SMI는 칩세트 123의 외부 SMI 핀에 접속된 외부 타이머 122(도 2)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칩세트 123은, 이 신호가 마이크로프로세서 SMI 핀의 내무 및 외부를 통과하기 전에, 논리 OR 함수(도시되지 않

음)를 사용한 것과 SMI의 내부 소스를 결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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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칩세트는 전력 관리를 의도하는 내부 타이머 또는 주기적 SMI의 소스로서 프로그램될 수 있는 공간 타이머를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러한 내부 타이머를 사용하는 구현은,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제공될 필요가 없으므로, 바람직하다. 이 타이

머는 프로그램된 간격에서 SMI를 발생시킨다(905). 각 타이머 이벤트( event)에서, SMRAM에 저장된 사상(event) 계수

가 증분된다(901). 사상 계수가 소정치를 판독하면(915), 운영 체제는 충돌하고, 데이타 수집을 개시한다. 사상 계수가 소

정치에 이르지 않으면, SMI 서비스 루틴은 빠져나간다(935). 운영 체제하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901)의 제어 작업은 게

계수가정치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수를 주기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제로가 되게 한다(902).

감시장치 기능의 상세한 구현은 하드웨어 플랫폼(platform)이 표시됨에 따라서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외의 등가

구현도 가능하고, 이에 의해 다른 형태로 계수가 다루어진다.

SMRAM에서 감시장치 메카니즘의 상세한 구현에 상관없이 동일한 운영 체제를 실행시키는 어떠한 기계 상에서 감시장치

프로그램을 리세트 시키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종래의 BIOS 500은 바람직하게

감시가능하고, 감시 불가능하며, 타임아웃 주기를 설정하고, SMI 이벤트의 연속적인 계수를 리세트하도록 API를 제공한

다. 이 API는, 여기에 참조문헌으로서 소개되는 Phoenix Technologies에 의해 발간된(1993. 5. 24) 표준 BIOS 32-비트

서비스 프로토콜, Rev. 0.4에 기술된 바와 같이 BIOS 32-비트 서비스 디렉토리를 통해 액세스되는 서비스로서 바람직하

게 구현된다. 운영 체제 제어하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장치 드라이버를 BIOS 32-비트 서비스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커

널 액세스 라이트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체제 충돌이 이 바람직한 감시장치 타이머 방법에 의해 검출될 때, 각종 단계 920은 연속적인 진단을 위한 충돌 상태

에 대한 정보를 보존할 수 있다. 종종 코어 덤프(core dump)로서 알려진 디스크 기억 매체의 저장 영역에서 컴퓨터 메모리

의 일부 또는 모두를 복사하고, 화면 메모리 및 비디오 제어기 레지스터의 조건을 보존하므로, 이에 의해 오류 루틴에서 운

영 체제에 의해 표시되는 어떠한 정보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수집하기에 유용할 수 있는 데이타는

당업자들에게는 명확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보전 단계 후에, 시스템이 리세트될(930) 수 있는 증거가 만들어진다. 이 리세트는 CMOS 메모리에 저장되는

전용 셧다운 코드 또는 그 외의 등가 수단을, 충돌 결과 리세트가 되는 POST에 앞서서 종래 BIOS에 교신하도록 사용한다.

이 사실로부터 콘솔 상에 표시될 수 있고, 네트워크 확장 BIOS가 상기와 같이 구성된다면 이러한 충돌의 결과로서 자동적

으로 전용 진단 모드를 실행할 수 있다. 충돌에 대한 최적의 일부 정보의 사실을 전달하는 SNMP 경고는 네트워크 300을

통해 다른 컴퓨터에 수신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의 운영 체제의 재로드를 시도하기 전에, 컴퓨터로부터 원격 시스템 관

리는 네트워크 확장 BIOS의 전송 메카니즘을 활용하는 응용을 사용하는 컴퓨터에 진단 정보를 전송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

다.

< 특수 진단 상태 >

상술한 바와 같이, BIOS는 바람직하게 특수 진단 상태를 포함하고 있고, 이에 의해 운영 체제의 로딩은 금지되고, 컴퓨터

는 도 4의 운영 체제 414를 로딩하기 전에 초기화되는 또 다른 중재를 기다린다. 이로 인해 시스템을 재부팅시키는 오류

진단이 가능하다. 이 원격 콘솔 설비를 컴퓨터가 이 특수 진단 상태에 있게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상술한 바와 같은

원격 절차 호출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확장 BIOS는, 일정한 고장 조건이 컴퓨터에 발생하면 특수 진

단 상태가 자동적으로 실행갈 수 있도록 구성된다.

원격 워크스테이션 200 상의 원격 콘솔은 네트워크 확장 컴퓨터 400과 연관시켜 다수의 유용한 기능을 실행하도록 프로

그램될 수 있고, 네트워크 확장 컴퓨터 400은 특수 진단 상태, 예를 들어 네트워크 확장 컴퓨터 400으로 POST 루틴을 리

세트하고 재실행하게 하는 요인; 네트워크 확장 컴퓨터 400 상에서 하드 디스크 160으로부터 데이타를 판독하고 네트워

크 300을 통해 원격 콘솔에 데이타를 전송하게 하는 요인; 네트워크 확장 컴퓨터 400이 되는 원격 워크스테이션 200으로

부터 네트워크 300을 통해 데이타를 전송하고 네트워크 확장 컴퓨터 400 상의 하드 디스크 저장 160에 데이타를 기록하

게 하는 요인이다. 원격 콘솔은 CMOS 셋팅, DMI, ESCD 및 BIOS 오류 로그 등의 BIOS에 보관되는 데이타를 네트워크

300을 통해 원격 워크스테이션 200에 전송하거나 원격 워크스테이션으로부터 전송하고 네트워크 확장 컴퓨터 400에서

적당한 저장 장치에서 변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BIOS는 서버 100 등의 다른 컴퓨터로부터 다운로드되는 BIOS의 통상적인 기능의 일부를 허용하도록 BIOS 자체의

일부를 원격으로 로딩하는 절차, 예를 들어 네트워크 300에서 BIOS 코드를 저장하기 위해서 컴퓨터 상에서 요구되는 비휘

발성 저장량을 줄이는 절차를 포함할 수 있다. BIOS의 통상적인 기능의 필수 부분, 예를 들어 POST 코드가 두 번째 컴퓨

터 100으로부터 다운로드되어야 하는 곳에서, 컴퓨터 400은 네트워크 300과의 적당한 접속 없이는 자신의 기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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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을 것이다. 네트워크 접속이 바람직하게 부호화되므로, 컴퓨터를 도난 당하거나 네트워크와의 접속이 끊기는 경우

에는, 더 이상 POST의 실행을 완전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의해 컴퓨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

것은 절도로부터 상당한 방어물로서 작용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원격 콘솔은 네트워크 300을 통해 데이타를 전송하게 하고, 종래 BIOS 및 네트워크 확장 BIOS를 지지하는 데

에 사용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125로 데이타를 기록하게 하고, 따라서 첫 번째 컴퓨터가 다시 리세트될 때 신규한 버

전 또는 구성이 사용되도록 상기 BIOS의 일부를 업데이트한다.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변형이 명확하고,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이 당업자들

에게는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의 콜아웃 40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스크탑 컴퓨터가 되는 네트워크 확장 컴퓨터

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도 1의 콜아웃 10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버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는 상술한 기술로서만 한정되지 않고, 오히려 본 발명은 당업자들에 의해 동등하게 처리되는 모든 특징 및 특허성 있는 신

규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추론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중앙처리장치(CPU), 및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결합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컴퓨터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CPU 시스템 시동에서 상기 CPU에 시동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단계;

상기 시동 소프트웨어의 적어도 제 1 부분의 완성으로 상기 CPU에서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를 로드하고 실행하는 단

계로서, 상기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는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경유하여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에 결합된 워크스

테이션과 통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상기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의 상기 로딩 후 상기 CPU에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로드하고 실행하는 단계로서, 상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는 상기 CPU에서 실행하는 이용자급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하여 액세스될 수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를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네트워크와 통신

하는 상기 프로토콜은 상기 NIC를 위한 드라이버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

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은 적어도 ODI 명세의 부집합에 따르는 네트워크 드라이버 층을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은 적어도 NDIS 명세의 부집합에 따르는 네트워크 드라이버 층을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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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상기 CPU를 통하여 결합된 모뎀을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네트워크와 통신

하는 상기 프로토콜은 상기 네트워크에 모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프로그램 세그먼트에 의해 상기 네트워크에 결합된 워크스테이션에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경유하

여 CPU 시스템 시동의 통지를 보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NIC를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통지는 상기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SNMP 경

보 메세지를 보내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SNMP 경보 메세지는 상기 CPU 시스템 리세트의 원인의 식별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NIC를 포함하고, 상기 운영 방법은 상기 운영 체제가 로드되었음을 지시하

는 SNMP 경보 메세지를 보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는 상기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에 의한 설정 없이는 상기 네트워크에 부착

된 원격 워크스테이션과의 네트워크 접속을 실행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상기 원격 워크스테이션으로부터 상기 시동 소프트웨어의 제 2 부분을 다운

로드 받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시동 소프트웨어의 제 2 부분이 다운로드되고 실행이 되어야 상기 운영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는 상기 CPU에서 복수개의 소프트웨어 스레드를 다중태스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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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CPU는 실제 모드 및 보호 모드를 포함하는 적어도 두 모드에서 운영되고, 상기 네트워크 확장 소

프트웨어는 상기 CPU의 상기 보호 모드에서 상기 복수개의 소프트웨어 스레드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

영 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시동 소프트웨어는 상기 CPU의 실제 모드에서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CPU가 상기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의 실행을 시작한 후 상기 시동 소프트웨어의 제 2 부분을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시동 소프트웨어 및 상기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는 상기 CPU가 상기 네트워크 확

장 소프트웨어의 실행을 시작한 후에 상기 CPU의 제어를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는 상기 CPU의 실제 모드 및 보호 모드의 교환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1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는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에 결합된 원격 워크스테이션이 상기 컴퓨터를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다중태스킹 스레드는 상기 원격 워크스테이션이 상기 CPU

를 제어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19.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는 상기 컴퓨터의 비디오 조정기로의 정상적 출력을 상기 네트워크 인터

페이스를 경유하여 상기 원격 워크스테이션으로 인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20.

제 18항에 있어서, 원격 워크스테이션에서부터 상기 컴퓨터의 상기 CPU에서 실행하는 RPC 서버 루틴까지 RPC(remote

procedure call; 원격 절차 호출)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RPC 서버 루틴은 상기 RPC의 결과로서 상기 원격

워크스테이션에 되돌아오는데 데이타가 유용할 때까지 자신의 실행을 막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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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는 상기 원격 워크스테이션이 상기 컴퓨터에 부착된 키보드에 삽입된 키

스트로크의 효과를 흉내낸 (simulating) 메세지를 입력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메세지는 상기 컴퓨터의 상기 CPU에서 실행하는 RPC 서버에 의하여 수신되고, 상기 RPC 서버는

상기 컴퓨터에 결합된 키보드 조정기에 상기 메세지를 삽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23.

제 17항에 있어서, 상시 원격 워크스테이션은 상기 CPU에서 실행하는 상기 시동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보고되는 메세지

및 시스템 오류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2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가 예정된 오류상태에서 진단 상태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진단 상

태는 상기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의 로딩을 막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25.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가 진단 상태로 들어가고 그에 따라 상기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가 로드되지 않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상기 원격 워크스테이션으로부터 상기 컴퓨터에 추가의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추가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상기 CPU에서 실행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26.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워크스테이션은 상기 CPU에서 실행하는 상기 시동 소프트웨어 안에서 POST 루틴을 제어하

는 단계를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27.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워크스테이션은 상기 운영 체제가 로딩하는 것을 막는 진단 상태로 상기 컴퓨터를 강제할 수

있고,

상기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는 상기 원격 워크스테이션과 더 통신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2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워크스테이션은 데이타가 상기 CPU에 국소적으로 결합된 직접 접근 저장 장치로 부터 읽혀

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데이타는 상기 컴퓨터로부터 상기 원격 워크스테이션으로 전송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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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워크스테이션은 데이타를 상기 컴퓨터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데이타는 상기

CPU에 국소적으로 결합된 직접 접근 저장 장치로 쓰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3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워크스테이션으로부터 상기 시동 소프트웨어 또는 상기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를 상기 컴

퓨터 부분에 다운로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시동 소프트웨어 또는 상기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시동의 다음 실현값(occurence)에서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3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에서 RPC 서버를 실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네트워크에 결합된 상기 워크스테이션

에서 실행하는 RPC 클라이언트는 상기 컴퓨터에서 RPC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3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시동 소프트웨어는 상기 시동 소프트웨어의 상기 제 1 부분의 일부로서 초기 POST 부분, 및 POST

의 잔부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의 상기 CPU의 로딩에 앞서 상기 초기 POST를 실행하는 단계; 및

상기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의 로딩 후 상기 POST의 잔부를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3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가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수신한 소정의 메세지를 인증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34.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메세지 인증은 비밀키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3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CPU는 보호 모드를 포함하는 적어도 두개의 모드에서 동작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보호 모드에서 상기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 및 상기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단계; 및

상기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의 실행을 상기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의 로딩에서 종결짓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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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의 로딩 후에 메모리에서 상기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의 부분을 보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37.

실제 모드 및 보호 모드를 포함하는 적어도 두 모드에서 동작하는 CPU 및 네트워크에 컴퓨터를 결합한 네트워크 인터페이

스를 포함하는 컴퓨터의 운영 방법에 있어서,

실제 모드에서 상기 CPU에 제 1 BIOS를 실행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1 BIOS는 상기 컴퓨터의 POST를 수행하는 단계;

상기 제 1 BIOS 부분의 실행 후에 보호 모드에서 상기 CPU에 제 2 BIOS를 실행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2 BIOS는 네트워

크 프로토콜 스택을 지원하고; 그리고

상기 제 2 BIOS 부분의 실행 후에 보호 모드에서 상기 CPU에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단계로서, 상기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는 상기 CPU에서 실행하는 이용자급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 방법.

청구항 38.

컴퓨터 네트워크에 결합된 워크스테이션과 통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확장 컴퓨터에 있어서,

CPU;

상기 CPU에 결합되고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에 상기 컴퓨터를 결합시키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상기 CPU에 결합된 비휘발성 메모리; 를 포함하며,

상기 CPU는 CPU 시스템 시동에서 시동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실행하고, 상기 시동 소프트웨어의 적어도 제 1

부분이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며,

상기 CPU에서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는 상기 시동 소프트웨어의 상기 적어도 제 1 부분의 종료로 실행되고, 상기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를 경유하여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에 결합된 상기 워크스테이션과 통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지원하며,

상기 CPU에서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는 실행되고, 이용자급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하여 접근 가능하고, 상기 네트

워크 확장 소프트웨어의 로딩 후에 상기 CPU에 로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확장 컴퓨터.

청구항 39.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상기 CPU에 의하여 접근 가능한 장치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NIC

이고, 상기 네트워크와 통신하기 위한 상기 프로토콜은 상기 장치 드라이버 프로그램에 접속된(interfacing) 네트워크 프

로토콜 스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확장 컴퓨터.

청구항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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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 드라이버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ODI 드라이버 명세에 따르고, 상기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

택은 적어도 상기 장치 드라이버 프로그램에 접속된 ODI 링크 지원 층 프로토콜의 부집합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확장 컴퓨터.

청구항 41.

제 39항에 있어서, 장치 드라이버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NDIS 드라이버 명세에 따르고, 상기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은

적어도 상기 장치 드라이버 프로그램에 접속된 NDIS 프로토콜의 제 2 부집합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확

장 컴퓨터.

청구항 42.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상기 CPU와 결합된 모뎀이고 그리고 상기 네트워크와 통신하기 위한 상

기 프로토콜은 상기 네트워크에 모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확장 컴퓨터.

청구항 43.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에 결합된 워크스테이션에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경유하여 CPU 시스템 시동의 통

지를 보내기 위한 프로그램 세그먼트를 더 포함하고, 상기 통지는 상기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의 실행에 앞서서 보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확장 컴퓨터.

청구항 44.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NIC이고 그리고 상기 통지는 SNMP 경보 메세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네트워크 확장 컴퓨터.

청구항 45.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에 부착된 원격 워크스테이션과 접속된 네트워크의 상기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에 의

한 설정에 앞서 상기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의 실행을 막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확장 컴

퓨터.

청구항 46.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상기 원격 워크스테이션으로부터 상기 시동 소프트웨어의 제 2 부분을 다운

로드 받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운영 소프트웨어는 상기 시동 소프트웨어의 제 2 부분이 다운로드될 때까지 실행하

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확장 컴퓨터.

청구항 47.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는

다중태스킹 커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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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CPU에서 상기 다중태스킹 커널 안에서 실행하는 복수개의 소프트웨어 스레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

워크 확장 컴퓨터.

청구항 48.

제 47항에 있어서, 상기 CPU는 실제 모드 및 보호 모드를 포함하는 적어도 두 모드에서 운용되고, 상기 다중태스킹 커널

은 상기 CPU 보호 모드에서 동작하는 커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확장 컴퓨터.

청구항 49.

제 48항에 있어서, 상기 시동 소프트웨어는 상기 CPU의 실제 모드에서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확장 컴퓨

터.

청구항 50.

제 49항에 있어서, 상기 시동 소프트웨어 및 상기 다중태스킹 커널은 상기 CPU가 상기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의 실행

을 시작한 후에 상기 CPU의 제어를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확장 컴퓨터.

청구항 51.

컴퓨터 네트워크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컴퓨터에 있어서,

실제 모드 및 보호 모드를 포함하는 적어도 두 모드를 제공하는 CPU;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상기 컴퓨터를 결합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상기 CPU에 결합된 비휘발성 메모리; 를 포함하며,

상기 CPU가 시스템 리세트에서 제 1 BIOS를 호출하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에 적어도 제 1 BIOS의 일부가 저장되고,

상기 제 1 BIOS는 상기 컴퓨터의 POST를 더 수행하며,

제 2 BIOS는 상기 제 1 BIOS의 일부의 실행 후에 상기 CPU에서 보호 모드로 실행되고,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을 지원하

며,

운영 체제는 상기 제 2 BIOS의 일부의 실행 후에 상기 CPU에서 보호 모드로 실행되고, 상기 CPU에서 실행하는 이용자급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청구항 52.

적어도 한 컴퓨터에서 원격 관리되는 시스템에 있어서,

컴퓨터 네트워크;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에 결합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실현하는 워크스테이션; 및

컴퓨터; 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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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컴퓨터는,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에 상기 컴퓨터를 결합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CPU; 를 포함하고,

CPU 시스템 리세트에서 시동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실행되고,

네트워크 확장 소프트웨어는 상기 시동 소프트웨어의 상기 적어도 제 1 부분의 실행으로 상기 CPU에서 실행이 되도록 구

성되고,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경유한 상기 워크스테이션과 통신하도록 프로토콜을 지원하며,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는 상기 CPU에서 실행되고, 상기 이용자급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하여 접근할 수 있고, 상

기 CPU에서 로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3.

제 52항에 있어서, 상기 CPU를 액세스하고 제어하기 위한 상기 원격 워크스테이션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4.

제 53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워크스테이션이 상기 컴퓨터에 부착된 키보드에 삽입된 키스트로크의 효과를 흉내낸

(simulating) 메세지를 입력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5.

제 53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는 상기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가 로드되는 것을 막는 진단 상태에 들어가고;

상기 시스템은 상기 원격 워크스테이션으로부터 상기 컴퓨터에 추가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추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상기 CPU에서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6.

제 53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워크스테이션은 상기 CPU에서 실행하는 상기 시동 소프트웨어 안에서 POST 루틴을 제어하

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7.

SMRAM 및 사상 카운터(event counter)에서 주기적으로 제 1 조절 장치를 만드는 운영 체제를 갖는 컴퓨터 시스템을 위

한 고장 복구 방법에 있어서,

주기적 간격으로 SMI를 발생시키는 단계;

상기 SMI에 응답하여 상기 사상 카운터에서 제 2 조절 장치를 만드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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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한계에 도달한 상기 사상 카운터에 응답하여 시스템 상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장 복구 방법.

청구항 58.

제 57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된 정보를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상기 컴퓨터 시스템에 결합된 원격 워크스테이션으로 전송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장 복구 방법.

청구항 59.

제 58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된 정보의 전송은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상기 컴퓨터에 결합된 워크스테이션과 통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보호 모드 커널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장 복구 방법.

청구항 60.

컴퓨터 시스템이 고장난 경우에 데이타를 수집할 수 있는 컴퓨터에 있어서,

CPU;

상기 CPU에 결합되고, 컴퓨터 시스템 상태 데이타를 저장하는 RAM;

상기 CPU에 결합된 SMRAM; 및

상기 컴퓨터 시스템 고장을 감지하도록 구성된 충돌 감지 구성; 을 포함하며,

상기 CPU에서 실행되는 운영 체제는 상기 CPU에서 실행되는 이용자급 응용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접근할 수 있으며,

상기 SMRAM에 저장되는 데이타 수집 루틴은 상기 컴퓨터 시스템 고장의 상기 충돌 감지 구성에 의한 상기 감지에 대응하

여 상기 CPU에서 실행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컴퓨터 시스템 상태 데이타의 적어도 제 1 위치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청구항 61.

제 60항에 있어서, 상기 RAM은 비디오 조정기에 물리적으로 위치한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컴퓨터 시스템 상태 데이타

는 비디오 조정기 레지스터 데이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청구항 62.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워크스테이션에 결합된 원격 직접 접근 저장 장치로부터 컴퓨터의 운영 체제를 부팅할 수 있는 컴퓨

터에 있어서,

데이타 접근을 요구하기 위한 BIOS 디스크 서비스 인터럽트를 제공하는 CPU;

비휘발성 메모리; 및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상기 컴퓨터와 결합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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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소프트웨어의 적어도 일부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안에 저장되고,

상기 시동 소프트웨어는 상기 컴퓨터 안에서 구성되어 있어서 상기 CPU가 시동 소프트웨어를 호출하여 시스템 시동을 요

구하도록 하고, 상기 운영 체제를 부트스트랩하기 위한 상기 BIOS 디스크 서비스 인터럽트를 이용한 운영 체제 부트스트

랩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네트워크 확장 커널의 적어도 일부는 상기 시동 소프트웨어의 적어도 일부의 시동후, 그리고, 상기 운영 체제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의 실행전에 상기 CPU에 의하여 실행되고,

상기 커널은 상기 워크스테이션과 통신하기 위한 프로토콜 스택을 지원하고, 상기 BIOS 디스크 서비스 인터럽트를 수집하

고, 상기 워크스테이션으로부터 상기 요구된 데이타를 액세스하기 위하여 상기 BIOS 디스크 서비스 인터럽트를 입출력지

정(redirect)하는 네트워크 확장 커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청구항 63.

컴퓨터 네트워크에 결합된 워크스테이션으로부터 컴퓨터의 운영 체제를 부팅할 수 있는 컴퓨터에 있어서,

데이타 접근을 요구하기 위한 BIOS 디스크 서비스 인터럽트를 제공하는 CPU;

비휘발성 메모리; 및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상기 컴퓨터와 결합하는 NIC; 를 포함하며,

시동 소프트웨어의 적어도 일부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안에 저장되고,

상기 시동 소프트웨어는 상기 컴퓨터 안에서 구성되어 있어서 상기 CPU가 시동 소프트웨어를 호출하여 시스템 시동을 요

구하도록 하고, 상기 운영 체제를 부트스트랩하기 위한 상기 BIOS 디스크 서비스 인터럽트를 이용한 운영 체제 부트스트

랩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네트워크 다중태스킹(multitasking) 커널은 상기 NIC를 경유하여 상기 워크스테이션과 통신하기 위한 프로토콜 스택을 지

원하고, 상기 운영 체제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의 실행에 앞서서 실행되고, 상기 NIC를 경유하여 상기 워크스테이션으로부

터 데이타를 액세스하는 제 1 디스크 입출력지정 스레드를 실행하며,

상기 BIOS 디스크 서비스 인터럽트는 장기 디스크 입출력지정 스레드에 입출력지정되고,

상기 운영 체제는 상기 디스크 입출력지정 스레드를 통하여 상기 워크스테이션으로부터 부트스트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컴퓨터.

청구항 64.

실제 모드 및 보호 모드를 제공하는 CPU 및 타이머 인터럽트를 갖는 컴퓨터에서 실제 모드 운영 체제 및 보호 모드 커널을

동시에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실행된 점프 프로그램이 상기 실제 모드 운영 체제의 현재 상태를 저장하고, 상기 보호 모드 커널의 상태를 재저장하는

코드의 일부에 CPU의 제어를 전송하고, 상기 CPU를 상기 보호 모드로 전환할 때,

실제 모드에서 실행하는 상기 점프 프로그램에서 상기 타이머 인터럽트를 벡터링 (vectoring)하는 단계;

(b) 상기 보호 모드 커널의 일부를 실행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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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상기 CPU를 상기 실제 모드로 전환하고, 상기 보호 모드 커널의 현재 상태를 저장하는 단계;

(d) 상기 저장된 상태에서 상기 실제 모드 운영 체제를 재저장하는 단계;

(e) 상기 타이머 인터럽트에 의하여 인터럽트될때 까지 상기 실제 모드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실제 모드 운영 체제는, 상기 보호 모드 커널이 상기 저장된 상태에서 재저장되고 CPU 제어에 주어질 때, 상기 타이

머 인터럽트에 의하여 인터럽트될 때 까지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제 모드 운영 체제 및 보호 모드

커널을 동시에 실행하는 방법.

청구항 65.

제 64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 모드 커널은 다중태스킹 커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제 모드 운영 체제 및 보호 모드 커널

을 동시에 실행하는 방법.

청구항 66.

제 65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 모드 커널은 스레드를 실행하는 32-비트 다중태스킹 커널이고, 스레드가 상기 보호 모드 커

널에서 실행하고 있지 않을 때, 상기보호 모드 커널은 상기 CPU의 제어를 상기 실제 모드 운영 체제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실제 모드 운영 체제 및 보호 모드 커널을 동시에 실행하는 방법.

청구항 67.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은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는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8.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은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는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9.

실제 모드 및 보호 모드를 포함하는 적어도 두 모드에서 운영하는 CPU를 포함하는 컴퓨터를 동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제 모드에서 상기 CPU에 초기 부분 및 순차 부분을 갖고 상기 컴퓨터의 POST를 수행하는 제 1 BIOS를 로드하고 실행

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BIOS의 상기 초기 부분의 실행 후에 보호 모드에서 상기 CPU에 제 2 BIOS를 로드하고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

고,

상기 제 2 BIOS 및 상기 제 1 BIOS의 상기 순차 부분은, 동시에 실행하기 위하여 표현하는 상기 제 2 BIOS 및 상기 제 1

BIOS의 상기 순차 부분과 같은 택일적 부분에서 상기 CPU에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를 동작하는 방법.

청구항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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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는 타이머 인터럽트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 2 BIOS 및 상기 제 1 BIOS의 상기 순차 부분을 동시에 실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a) 실행된 점프 프로그램이 상기 실제 모드 제 1 BIOS의 현재 상태를 저장하고, 상기 보호 모드 제 2 BIOS의 상태를 재저

장하는 코드의 일부에 CPU의 제어를 전송하고, 상기 CPU를 상기 보호 모드로 전환할 때,

실제 모드에서 실행하는 상기 점프 프로그램에서 상기 타이머 인터럽트를 벡터링 (vectoring)하는 단계;

(b) 상기 보호 모드 제 2 BIOS의 일부를 실행하는 단계;

(c) 상기 CPU를 상기 실제 모드로 전환하고, 상기 보호 모드 제 2 BIOS의 현재 상태를 저장하는 단계;

(d) 상기 저장된 상태에서 상기 실제 모드 제 1 BIOS를 재저장하는 단계;

(e) 상기 타이머 인터럽트에 의하여 인터럽트될 때까지 상기 실제 모드 제 1 BIOS를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실제 모드 제 1 BIOS는, 상기 보호 모드 제 2 BIOS가 상기 저장된 상태에서 재저장되고 CPU 제어에 주어질 때, 상기

타이머 인터럽트에 의하여 인터럽트될 때까지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를 동작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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