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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컴퓨터 시스템은 최종 바이러스 스캔 이래로 저장 디바이스의 파일 또는 저장 영역이 변경되었는지 신뢰성있게 추적할 수

있는 안전 서브시스템을 포함한다. 상기 신뢰성있는 정보는 바이러스와 같은 부적합 코드 또는 데이터, 및 실효성이 없거

나 오류가 있는 레지스트리 엔트리에 대해 스캔을 빠르게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바이러스의 경우, 변경된 파일 또는 저장

영역은 바이러스 정의(super-set)의 상위 집합에 대해 스캔된다. 미변경 파일 또는 저장 영역은 바이러스 정의의 서브세

트(subset)에 대해 스캔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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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스캔 이래로 저장 디바이스의 영역이 기록되었는지의 여부를 신뢰성있게 판단하도록 안전 서브시스템에 문의하는 단

계로서, 상기 안전 서브시스템은 신뢰 변수를 포함하고, 상기 판단은 상기 안전 서브시스템에 의한 상기 신뢰 변수의 참조

를 통해 신뢰를 주는 것인,상기 문의하는 단계; 및

상기 최종 스캔 이래로 영역이 기록되었다는 상기 문의로부터의 신뢰성있는 판단에 응답하여, 부적합 코드의 식별자에 대

해 상기 영역을 스캔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최종 스캔 이래로 저장 디바이스의 영역이 기록되었는지의 여부를 신뢰성있게 판단하도록 안전 서브시스템에 문의하는 단

계로서, 상기 안전 서브시스템은 신뢰 변수를 포함하고, 상기 판단은 상기 안전 서브시스템에 의한 상기 신뢰 변수의 참조

를 통해 신뢰를 주는 것인, 상기 문의하는 단계;

이전의 부적합 코드의 식별자가 상기 최종 스캔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최종 스캔 이래로 영역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상기 문의로부터의 판단과 상기 이전의 식별자가 상기 최종 스캔에 포함

되었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상기 이전의 부적합 코드의 식별자에 대해 상기 영역의 스캔을 우회(bypass)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최종 스캔 이래로 저장 디바이스의 제 1 영역이 기록되었는지의 여부를 신뢰성있게 판단하도록 안전 서브시스템에 문의하

는 단계로서, 상기 안전 서브시스템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부터 실행되는 코드에 액세스 불가능한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판단은 상기 안전 서브시스템에 의해 상기 액세스 불가능한 메모리의 참조를 통해 신뢰를 주는 것인, 상기 문의하는

단계;

상기 최종 스캔 이래로 제 1 영역이 기록되었다는 상기 문의로부터의 신뢰성있는 판단에 응답하여 부적합 코드의 알려진

식별자에 대해 상기 제 1 영역을 스캔하는 단계;

이전의 부적합 코드의 식별자가 상기 최종 스캔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최종 스캔 이래로 제 1 영역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상기 문의로부터의 판단과 상기 이전의 식별자가 상기 최종 스캔에

포함되었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상기 이전의 부적합 코드의 식별자에 대해 상기 제 1 영역의 스캔을 우회하되, 상기 스캔

의 우회로 인해 우회 영역이 발생되는 것인 우회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이전의 식별자 및 알려진 식별자는 악성 코드의 식별자이며, 상기 최종 스캔은 상기 악성 코드에 대한 이전의 스캔인

것인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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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식별자는 상기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레지스트리에서 서명, 코드 조각, 데이터 조각, 해쉬, 및 레지스트리 엔트리로 이

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6.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안전 서브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악성 코드에 대한 이전의 스캔이 실시된 시간과 관련되며 상기 액세스 불가능한 메모

리로 인해 신뢰되는 신뢰성있는 스캔 타임스탬프를 요청하는 단계; 및

새로운 식별자 일자에 출현한 것으로 알려진 악성 코드와 관련된 새로운 식별자에 대해 상기 우회 영역을 스캔하는 단계로

서, 상기 우회 영역의 스캔은 상기 새로운 식별자 일자에 관한 새로운 식별자 타임스탬프가 상기 신뢰성있는 스캔 타임스

탬프보다 이르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발생되는 것인, 상기 스캔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악성 코드에 대해 저장 디바이스의 스캔 영역에 있는 파일을 스캔하는 단계로서, 상기 저장 디바이스는 제 1 영역과 상기

스캔 영역으로 세분되고, 상기 제 1 영역은 정상 판독-전용 상태도 되고 기록가능한 상태도 되도록 안전하게 구성될 수 있

고, 상기 구성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에 실행되는 코드에 액세스 불가능한 안전 메모리를 갖는 안전 시스템의 제어 하에

있는 것인, 상기 스캔하는 단계;

아무런 악성 코드도 발견되지 않는 적어도 하나의 파일을 성공적으로 스캔하는 경우, 상기 제 1 영역을 기록가능한 상태로

구성하도록 상기 안전 시스템의 제 1 안전 수단을 기동 및 인증하는 단계로서, 상기 인증은 상기 안전 메모리의 외부에서

실시하는 것인, 상기 기동 및 인증하는 단계;

상기 스캔 영역의 성공적으로 스캔된 파일을 상기 제 1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 및

상기 성공적으로 스캔된 파일을 기록하는 단계 이후, 상기 제 1 영역을 판독-전용 상태로 구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성공적으로 스캔된 파일을 기록하는 단계 이후, 상기 스캔 영역으로부터 상기 성공적으로 스캔된 파일을 삭제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제 1 안전 수단에 대한 인증은 암호, 디지털 서명, 및 바이오메트릭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인증인 것

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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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제 1 영역 및 상기 스캔 영역은 논리적으로 세분된 것인 방법.

청구항 11.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제 1 영역 및 상기 스캔 영역은 물리적으로 세분된 것인 방법.

청구항 12.

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으로 세분된 영역은 상기 저장 디바이스 상에 각각 인접하는 영역인 것인 방법.

청구항 13.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제 1 안전 수단의 인증은 가상 머신 모니터의 제어 하에 실시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4.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안전 시스템은 상기 안전 메모리가 상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실시하는 메인 프로세서에 추가로 액세스 불가능하도

록 하드웨어 내에서 실행되고, 상기 하드웨어는 저장 제어기, 저장 디바이스 케이블, 및 저장 디바이스로 이루어진 그룹으

로부터 선택된 위치에 물리적으로 위치된 것인 방법.

청구항 15.

프로세서;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에 실행되는 코드를 저장하는 메인 메모리;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상기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에 실행되는 코드에 액세스 불가능한 안전 메모리를 갖는 안전 시스템;

및

상기 프로세서 및 상기 안전 시스템에 연결되어 동작하고, 제 1 영역 및 판독-기록 영역으로 세분된 저장 디바이스로서, 상

기 제 1 영역은 상기 안전 시스템의 제어 하에 정상 판독-전용 상태도 되고 기록가능한 상태도 되도록 안전하게 구성될 수

있는 것인, 상기 저장 디바이스;

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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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안전 시스템은 상기 저장 디바이스 상의 악성 코드에 대한 최종 스캔의 발생을 식별하는 적어도 하나의 신뢰 변수를

상기 안전 메모리에 유지시키며, 상기 신뢰 변수를 참조하여 관련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상기 최종 스캔에 관련된 상태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고, 상기 안전 시스템은 상기 제 1 영역을 기록가능한 상태로 구성하도록 제공된 요청에 응답하여 인증

절차를 불러내고, 상기 인증은 상기 안전 메모리의 외부에서 실시되는 것인 장치.

청구항 16.

청구항 15에 있어서,

상기 인증은 암호, 디지털 서명, 및 바이오메트릭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장치.

청구항 17.

청구항 15에 있어서,

상기 제 1 영역 및 상기 판독-기록 영역은 논리적으로 세분된 것인 장치.

청구항 18.

청구항 15에 있어서,

상기 제 1 영역 및 상기 판독-기록 영역은 물리적으로 세분된 것인 장치.

청구항 19.

청구항 18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으로 세분된 영역은 상기 저장 디바이스 상에 각각 인접하는 영역인 것인 장치.

청구항 20.

청구항 15에 있어서,

상기 안전 시스템은 가상 머신 모니터로서 구현되는 것인 장치.

청구항 21.

청구항 15에 있어서,

상기 안전 시스템은 상기 안전 메모리가 상기 프로세서에 추가로 액세스 불가능하도록 하드웨어 내에서 실행되고, 상기 하

드웨어는 저장 제어기, 저장 디바이스 케이블, 및 저장 디바이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위치에 물리적으로 위치

된 것인 장치.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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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디바이스를 제 1 영역 및 판독-기록 영역으로 세분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1 영역은 정상 판독-전용 상태도 되고 기

록가능한 상태도 되도록 안전하게 구성될 수 있고, 상기 저장 디바이스는 상기 제 1 영역에 액세스하는 모드를 구성하려는

시도에 응답하여 안전 수단을 부여하는 것인, 상기 세분하는 단계;

상기 저장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캐시하는 단계로서, 액세스 중인 데이터가 상기 판독-기록 영역으로부터 빠진 경우

상기 제 1 영역에 대한 판독 액세스를 지시하는 단계와; 액세스 중인 데이터가 상기 판독-기록 영역 내에 있는 경우 상기

판독-기록 영역에 대한 판독 액세스를 지시하는 단계에 의해 수행되는 것인,상기 캐시하는 단계;

상기 판독-기록 영역에 대한 기록 액세스를 지시하는 단계;

악성 코드에 대해 상기 판독-기록 영역의 파일을 스캔하는 단계;

아무런 악성 코드도 발견되지 않는 적어도 하나의 파일을 성공적으로 스캔하는 경우, 상기 제 1 영역을 기록가능한 액세스

모드로 구성하도록 상기 저장 디바이스의 제 1 안전 수단을 기동하는 단계;

상기 판독-기록 영역의 성공적으로 스캔된 파일을 상기 제 1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

상기 제 1 영역을 판독-전용 액세스 모드로 구성하도록 상기 저장 디바이스의 제 2 안전 수단을 기동하는 단계; 및

상기 판독-기록 영역으로부터 상기 성공적으로 스캔된 파일을 삭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3.

청구항 22에 있어서,

상기 기록가능한 액세스 모드는 판독-기록 모드인 것인 방법.

청구항 24.

컴퓨터 판독가능한 프로그램 코드가 저장된 컴퓨터 이용가능한 매체를 포함하는 제품으로서,

상기 제품의 컴퓨터 판독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는, 최종 스캔 이래로 저장 디바이스의 영역이 기록되었는지의 여부를 신뢰

성있게 판단하도록 안전 서브시스템에 문의하는 단계; 및 상기 최종 스캔 이래로 영역이 기록되었다는 상기 문의로부터의

신뢰성있는 판단에 응답하여 부적합 코드의 식별자에 대해 상기 영역을 스캔하는 단계를 수행하며,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는 상기 판단에 신뢰를 주는 신뢰 변수에 액세스 불가능한 것인 제품.

청구항 25.

컴퓨터 판독가능한 프로그램 코드가 저장된 컴퓨터 이용가능한 매체를 포함하는 제품으로서,

상기 제품의 컴퓨터 판독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는, 최종 스캔 이래로 저장 디바이스의 영역이 기록되었는지의 여부를 신뢰

성있게 판단하도록 안전 서브시스템에 문의하는 단계; 이전의 부적합 코드의 식별자가 상기 최종 스캔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최종 스캔 이래로 영역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상기 문의로부터의 판단과 상기 이전의 식별

자가 상기 최종 스캔에 포함되었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상기 이전의 부적합 코드의 식별자에 대해 상기 영역의 스캔을 우회

하는 단계를 수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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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컴퓨터 판독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는 상기 신뢰성 있는 판단에 신뢰를 주는 신뢰 변수에 액세스 불가능한 것인 제품.

청구항 26.

컴퓨터 판독가능한 프로그램 코드가 저장된 컴퓨터 이용가능한 매체를 포함하는 제품으로서,

상기 제품의 컴퓨터 판독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는, 최종 스캔 이래로 저장 디바이스의 제 1 영역이 기록되었는지의 여부를

신뢰성있게 판단하도록 안전 서브시스템에 문의하는 단계; 상기 최종 스캔 이래로 제 1 영역이 기록되었다는 상기 문의로

부터의 신뢰성있는 판단에 응답하여 부적합 코드의 알려진 식별자에 대해 상기 제 1 영역을 스캔하는 단계; 이전의 부적합

코드의 식별자가 상기 최종 스캔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최종 스캔 이래로 제 1 영역이 기록되

지 않았다는 상기 문의로부터의 판단과 상기 이전의 식별자가 상기 최종 스캔에 포함되었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상기 이전

의 부적합 코드의 식별자에 대해 상기 제 1 영역의 스캔을 우회하는 단계로서, 상기 스캔의 우회로 인해 우회 영역이 발생

되는 것인, 상기 우회하는 단계를 수행하며,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는 상기 신뢰성 있는 판단에 신뢰를 주는 안전 메모리에 직접적으로 액세스 불가능

한 것인 제품.

청구항 27.

청구항 26에 있어서,

상기 이전의 식별자 및 알려진 식별자는 악성 코드의 식별자이며, 상기 최종 스캔은 상기 악성 코드에 대한 이전의 스캔인

것인 제품.

청구항 28.

청구항 27에 있어서,

상기 식별자는 상기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레지스트리에서 서명, 코드 조각, 데이터 조각, 해쉬, 및 레지스트리 엔트리로 이

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제품.

청구항 29.

청구항 27에 있어서,

상기 코드는 상기 안전 서브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악성 코드에 대한 이전의 스캔이 실시된 시간과 관련되며 상기 액세스 불

가능한 메모리로 인해 신뢰되는 신뢰성있는 스캔 타임스탬프를 요청하는 단계; 및 새로운 식별자 일자에 출현한 것으로 알

려진 악성 코드와 관련된 새로운 식별자에 대해 상기 우회 영역을 스캔하는 단계로서, 상기 우회 영역의 스캔은 상기 새로

운 식별자 일자에 관한 새로운 식별자 타임스탬프가 상기 신뢰성있는 스캔 타임스탬프보다 이르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발

생되는 것인, 상기 스캔하는 단계를 더 수행하는 것인 제품.

청구항 30.

컴퓨터 판독가능한 프로그램 코드가 저장된 컴퓨터 이용가능한 매체를 포함하는 제품으로서,

상기 제품의 컴퓨터 판독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는, 악성 코드에 대해 제 1 영역과 스캔 영역으로 세분된 저장 디바이스의

상기 스캔 영역 내 파일을 스캔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1 영역은 정상 판독-전용 상태도 되고 기록가능한 상태도 되도록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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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게 구성될 수 있고, 상기 구성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에 실행되는 코드와 액세스 불가능한 안전 메모리를 갖는 안전

시스템의 제어 하에 있는 것인, 상기 스캔하는 단계; 아무런 악성 코드도 발견되지 않는 적어도 하나의 파일을 성공적으로

스캔하는 경우, 상기 제 1 영역을 기록가능한 상태로 구성하도록 상기 안전 시스템의 제 1 안전 수단을 기동 및 인증하되,

상기 인증은 상기 안전 메모리의 외부에서 실시하는 것인 단계; 상기 스캔 영역의 성공적으로 스캔된 파일을 상기 제 1 영

역에 기록하는 단계; 및 상기 성공적으로 스캔된 파일을 기록하는 단계 이후 상기 제 1 영역을 판독-전용 상태로 구성하는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유효한 제품.

청구항 31.

청구항 30에 있어서,

상기 코드는 상기 성공적으로 스캔된 파일을 기록하는 단계 이후, 상기 스캔 영역으로부터 상기 성공적으로 스캔된 파일을

삭제하는 단계를 더 수행하기 위해 유효한 것인 제품.

청구항 32.

청구항 31에 있어서,

상기 제 1 안전 수단에 대한 인증은 암호, 디지털 서명, 및 바이오메트릭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인증인 것

인 제품.

청구항 33.

청구항 30에 있어서,

상기 제 1 영역 및 상기 스캔 영역은 논리적으로 세분된 것인 제품.

청구항 34.

청구항 30에 있어서,

상기 제 1 영역 및 상기 스캔 영역은 물리적으로 세분된 것인 제품.

청구항 35.

청구항 34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으로 세분된 영역은 상기 저장 디바이스 상에 각각 인접하는 영역인 것인 제품.

청구항 36.

청구항 30에 있어서,

상기 제 1 안전 수단의 인증은 가상 머신 모니터의 제어 하에 실시되는 것인 제품.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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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부적합 또는 악성 코드에 대한 스캔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프로그램 제품, 컴퓨터 시스템 및 기타 정보 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최종 바이러스 스캔 이래로 어느 파일 또는 저장 위치가 변경되었는지 신뢰성있게

추적하고, 변경된 파일 또는 변경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 스캔되지 않은 파일들만 스캔함으로써 바이러스

스캔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초기의 컴퓨터는 “독립형(stand alone)” 으로서 다른 컴퓨터와 통신할 수 없었으나, 요즈음 대부분의 컴퓨터는 데이터의

공유, 이메일링, 프로그램의 다운로딩, 오퍼레이션 조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른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다.

이 통신은 LAN(Local Area Network) 또는 WAN(Wide Area Network)에 로깅(logging)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러한 확장된 범위는 명백한 이점을 갖는 반면에, 악영향에의 노출, 특히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는 손실을 가져온

다.

바이러스는 생물학적 대응어와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다른 건전한 일부 코드 또는 데이터를 감염시키는 프로그래밍 코드

이다. 바이러스는, 감염된 컴퓨터가 비효율적으로 작업하게 하거나, 완전히 고장나게 하는 것과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

과를 야기한다. 많은 바이러스의 또다른 방심할 수 없는 특징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컴퓨터에 전파되는 그들의 능력이

다.

파일 감염자, 시스템(또는 부트-레코드) 감염자, 웜(worm) 및 매크로 바이러스를 포함하한 적어도 네 개의 주분류의 바이

러스가 발견될 수 있다. 파일 감염자는 그 자체를 프로그램 파일에 부속시킨다. 프로그램이 로드되는 경우, 바이러스 또한

로드되어, 바이러스가 그의 악영향을 실시하게 한다. 시스템 감염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operating system)의 레지스트

리를 감염시키거나, 하드 디스크의 마스터 부트 레코드와 같은 특정 하드웨어를 감염시킨다. 마스터 부트 레코드 감염은

다음의 재부팅시 하드 드라이브를 종종 실행할 수 없게 하여, 컴퓨터를 부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웜 바이러스는 메

모리 또는 네트워크 대역폭을 소모하여, 컴퓨터가 응답할 수 없게 한다. 매크로 바이러스는 가장 통상적인 바이러스 중의

하나로,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감염시킨다.

또다른 통상적인 유형의 바이러스는 브라우저 및 이메일을 노린다. 이러한 하나의 바이러스는 DoS(Denial of Service) 공

격을 일으킨다. DoS 바이러스는 웹사이트가 방문자를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격은 감염된 수백만

의 컴퓨터들이 (부지불식간에) 웹 사이트에 충돌하도록 하여, 그 결과 웹 사이트의 버퍼가 오버플로우되게 한다.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하여,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기록되고,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 유효하도록 계속해서 업데이

트된다. 이러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은 (CD-ROM과 같은) 물리적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거나, 또는 인터넷과 같은 네

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된다.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컴퓨터 시스템의 각 저장 디바이스의 데이터와, 모든

알려진 바이러스 유형에 대한 모든 알려진 바이러스 서명을 포함한 바이러스 정의 파일과 비교한다. 이러한 과정은 “스캐

닝(scanning)”이라 칭해진다. 통상적으로 업데이트 또한 다운로드되어, 이러한 업데이트가 빠르게 전개되도록 제공한다.

그러나, 바이러스 스캔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점차 증가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문제가 되고 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스캔 시간에 기여하는 두 가지 요소로는 스캔되어야 할 데이터의 양과, 식별자를 포함하는 바이러스 정의 파일의

크기가 있다. 이들 요소 둘 다 표면상으로 제한없이 증가하고 있다. 데스크톱 시스템이 일 테라바이트(terabyte)에 달하는

디스크 용량을 갖는 것이 곧 일반화될 것이다. 바이러스를 만드는 해커들은 바이러스를 만들고자 하는 자극이 보다 강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더욱 증가하는 속도로 바이러스를 만들고 있다. 한편, 스캐닝 프로세스에 필요한 시간은 디스크 액

세스 속도에 보다 관련되므로, 하드 디스크를 스캐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증가된 프로세서 속도에 따라 두드러지게 증가

하지 않는다. 증가된 스캔 시간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당히 심각하고 가시화될 것이다. 이들 요

소로 인해, 결국 바이러스 스캔을 완료하는 데 24시간보다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까운 미래에 일상의 바이러스

스캔이 불가능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스캐닝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시간 동안 워크 스테이션을 이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종국의 비용 분석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의 시스템 비용이 이치에

맞음이 드러날 것이다.

또다른 배경 영역으로는 동시에 공용 하드웨어 플랫폼을 통한 상이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해, 또는 이용가능한 하드웨

어 자원이 전부 이용된 경우에 대해, 기록된 응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한 가상 머신 및 가상 머신 모

니터를 수반한다. 1960년대 말 이래로 가상 머신 모니터는 연구 주제가 되었고, “VMM(Virtual Machine Monitor)”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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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지게 되었다. 당 업계에 통상적인 기술을 가진 자라면, 예를 들어 R.P. Goldberg, “Survey of Virtual Machine

Research”IEEE computer, Vol.7, No.6, 1974를 참조하도록 권한다. 1970년대 동안에, 또다른 예로서,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은 그의 VM/370 시스템에 이용하기 위한 가상 머신 모니터를 채택하였다.

때때로 문헌에서 “hypervisor”로 언급되는 가상 머신 모니터는 하드웨어의 최상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머신의 모든 하드

웨어 자원을 가상화하는 소프트웨어의 일부이다. 가상 머신 모니터의 인터페이스는 머신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와 동일하

기 때문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VMM의 존재를 판단할 수 없다. 그 결과,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기초 하드웨어와 1대1

호환 가능한 경우, 동일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가상 머신 모니터의 최상부나, 그대로의 하드웨어의 최상부에서 운영할 수

있다. 그리하여, 시스템 자원의 작은 서브세트(subset)만 필요한 경우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다중 인스턴스를, 또는 단

지 오퍼레이팅 시스템 커널의 인스턴스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인스턴스를 가상 머신이라 한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은 가상 머신을 통해 복제되거나, 별개의 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각 가상 머신마다 이용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든,

가상 머신은 완전히 자율적이며, 하드웨어 인터럽트(interrupt)와 같은 하드웨어 자원에의 접속을 위해 가상 머신 모니터

에 의존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안전성의 저감 없이 스캔 시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장치, 프로그램 제품, 및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이러

한 감소된 스캔 시간을 달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식으

로 스캔을 실행하는 장치에 의해 제공된 안전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제품 및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보여지는 바와 같이, 개시된 실시예는 전술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추가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본 발명은 최종 바

이러스 스캔 이래로 파일 또는 저장 디바이스의 저장 영역이 변경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는 방법, 프로그램 제품, 및 시스템

을 제공한다. 또한, 이전의 스캔에 관련된 변수를 저장하는 안전 영역이 제공된다. 그 다음, 상기 정보를 이용하여, 스캔되

는 파일의 수를 감소시킴에 의해, 그리고 또는 스캐닝에 이용된 부적합 코드 식별자의 수를 감소시킴에 의해, 부적합 코드

또는 데이터에 대한 스캔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프로세서와 프로세서에 의해 제 1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에 실행되는 코드를 저장하는 메인

메모리를 포함하는 시스템, 제 1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에 실행되는 코드에 액세스 불가능한 안전 메모리를 갖는 안전 시스

템, 및 제 1 영역과 판독-기록 영역으로 세분된 저장 디바이스에 의해, 상기 언급된 문제를 해결한다. 제 1 영역은 안전 시

스템의 제어 하에 정상 판독-전용 상태도 되고 기록가능한 상태도 되도록 안전하게 구성될 수 있다. 안전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신뢰 변수를 안전 메모리에 유지시킨다. 신뢰 변수는 저장 디바이스 사의 악성 코드에 대한 최종 스캔의 발생을 식

별하고, 신뢰 변수를 참조하여 관련 결과를 보고함에 의해, 최종 스캔에 관련된 상태에 대한 요청에 응답한다. 또한, 안전

시스템은 제 1 영역을 기록가능한 상태로 구성하도록 제공된 요청에 응답하여 안전 메모리의 외부로 인증 절차를 불러낸

다.

상기 언급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최종 스캔 이래로 저장 디바이스의 영역이 기록되었는

지의 여부를 신뢰성있게 판단하도록 안전 서브시스템에 문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안전 서브시스템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부터 실행되는 코드에 액세스 불가능한 메모리를 포함한다. 판단은 안전 서브시스템에 의해 액세스

불가능한 메모리의 참조를 통해 신뢰를 준다. 본 방법은 최종 스캔 이래로 영역이 기록되었다는 상기 문의로부터의 신뢰성

있는 판단에 응답하여, 부적합 코드의 식별자에 대해 상기 영역을 스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최종 스캔 이래로 저장 디바이스의 영역이 기록되었는지의 여부를 신뢰성있게 판단하도록 안

전 서브시스템에 문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안전 서브시스템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부터 실행되는 코

드에 액세스 불가능한 메모리를 포함한다. 판단은 안전 서브시스템에 의한 액세스 불가능한 메모리의 참조를 통해 신뢰를

준다. 본 방법은 이전의 부적합 코드의 식별자가 최종 스캔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1) 최종 스캔 이래

로 영역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상기 문의로부터의 판단에 응답하여, (2) 이전의 식별자가 최종 스캔에 포함되었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이전의 부적합 코드의 식별자에 대해 상기 영역의 스캔을 우회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최종 스캔 이래로 저장 디바이스의 영역이 기록되었는지의 여부를 신뢰성있게 판단하도록 안

전 서브시스템에 문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안전 서브시스템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부터 실행되는 코

드에 액세스 불가능한 메모리를 포함한다. 판단은 안전 서브시스템에 의한 액세스 불가능한 메모리의 참조를 통해 신뢰성

를 준다. 본 방법은 최종 스캔 이래로 제 1 영역이 기록되었다는 상기 문의로부터의 신뢰성있는 판단에 응답하여, 알려진

부적합 코드의 식별자에 대해 상기 제 1 영역을 스캔하는 단계, 이전의 부적합 코드의 식별자가 최종 스캔에 포함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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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1) 최종 스캔 이래로 제 1 영역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상기 문의로부터의 판단에 응답하여,

(2) 이전의 식별자가 최종 스캔에 포함되었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이전의 부적합 코드의 식별자에 대해 상기 제 1 영역의

스캔을 우회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악성 코드에 대해 저장 디바이스의 판독-기록 영역 내 파일을 스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이 제공된다. 저장 디바이스는 제 1 영역 및 판독-기록 영역으로 세분화된다. 제 1 영역은 정상 판독-전용 상태도 되고 기

록가능한 상태도 되도록 안전하게 구성할 수 있다. 상기 영역의 구성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에 실행되는 코드에 액세스

불가능한 안전 메모리를 갖는 안전 시스템의 제어 하에 이루어진다. 본 방법은 아무런 악성 코드도 발견되지 않는 적어도

하나의 파일을 성공적으로 스캔하는 경우, 제 1 영역을 기록가능한 상태로 구성하도록 상기 안전 시스템의 제 1 안전 수단

을 기동 및 인증하되, 상기 인증은 상기 안전 메모리의 외부에서 실시하는 것인 단계; 판독-기록 영역의 성공적으로 스캔

된 파일을 제 1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 및 성공적으로 스캔된 파일을 기록한 후 제 1 영역을 판독-전용 상태로 구성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는 컴퓨터(또는 기타 전자 장치)로 하여금 본 발명의 임의의 실시예에 따른 과정을 실행하도록 프

로그램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저장된 기계-판독 가능한 매체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통해 도시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나, 뒤에 이

은 명세서의 개시에 있어서 당업자라면 여기에 기술된 발명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여전히 본 발명의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뒤에 이은 설명은 광범위한 것으로 해석하며, 여기 개시된 내용은 본 발명을 교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를 설명하며, 도면 중 동일한 참조 번호는 동일한 요소 또는

동일한 단계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언급되는“일 실시예”, “실시 형태” 또는 이들과 유사한 용어는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포함되는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되는 특정 사양, 구조, 또는 특징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통한“일 실시예에서”, “실시 형태에서” 및 이들과 유사한 용어의 구문은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

만 모두 동일한 실시예를 언급할 수 있다.

도 1은 바이러스와 같은 악성 코드를 포함한 부적합 코드에 대한 스캔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자원을 통합한 본 발명의 바람

직한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1에 도시된 예시적인 실시예는 퍼스널 컴퓨터의 ThinkCentre 또는

ThinkPad 시리즈의 하나와 같은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이거나,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of Armonk, New York에 의해 판매되는 Intellistation과 같은 워크스테이션 컴퓨터일 수 있다. 그러나 뒤에 이은 설명으

로부터 명백하듯이, 본 발명은 임의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바이러스 스캔 등의 효력 및 안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적용

될 수 있다(ThinkCentre, ThinkPad 및 Intellistation은 IBM Corporation의 상표임).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컴퓨터 시스템(100)은 적어도 하나의 시스템 프로세서(42)를 포함하고, 이는 프로세서 버스(44)

에 의해 ROM(Read-Only Memory, 40) 및 시스템 메모리(46)에 연결된다. IBM Corporation에 의해 제조되는 프로세서

인 PowerPCTM 라인의 하나를 포함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세서(42)는 전원 공급시 ROM(50) 내에 저장된 부트 코드(41)

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시스템 메모리(46)에 저장된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제어 하에 데이터

를 처리하는 범용 프로세서이다. 시스템 프로세서(42)는 프로세서 버스(44) 및 호스트 브릿지(48)를 통해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로컬 버스(50)에 연결될 수 있다. PCI 로컬 버스(50)는 어댑터 및 브릿지를 포함한, 다수 디바

이스의 결합을 지원한다. 이들 디바이스 중에는 컴퓨터 시스템(100)을 LAN(10)에 접속시키는 네트워크 어댑터(66)가 있

고, 컴퓨터 시스템(100)을 디스플레이(69)에 접속시키는 그래픽 어댑터(68)가 있다. PCI 로컬 버스(50)를 통한 통신은 로

컬 PCI 제어기(52)에 의해 제어되고, 이는 메모리 버스(54)를 통해 NVRAM(non-volatile random access memory)에 차

례로 연결된다. 로컬 PCI 제어기(52)는 제 2 호스트 브릿지(60)를 통해 추가의 버스 및 디바이스에 연결될 수 있다. EIDE

디스크 제어기(72)는 프로세서(42)를 포함한 임의의 다른 시스템 컴포넌트에 의해 디스크 드라이브(200)에/로부터 이루

어지는 접속 또는 참조를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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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시스템(100)은 ISA(Industry Standard Architecture) 버스(62)를 더 포함하고, 이 버스(62)는 ISA 브릿지(64)에

의해 PCI 로컬 버스(50)에 연결된다. ISA 버스(62)에는 입력/출력(I/O; input/output) 제어기(70)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

제어기(70)는 컴퓨터 시스템(100)와 키보드 및 마우스와 같이 결합된 주변 디바이스 사이의 통신을 제어한다. 또한, I/O

제어기(70)는 직렬 및 병렬 포트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100)에 의한 외부의 통신을 지원한다.

당업계에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일반적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 파일 시스템의 작업 지식을 갖는다. FAT 파일

시스템에 관련하여, 1986년 ISBN 0-914845-77-2, Ray Duncan에 의한 Advanced MS-DOS: The Microsoft guide

for Assembly Language and C programmers의 8장에 FAT 파일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 개시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이

내용을 참조로서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FAT 시스템이 이용되었으나,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른 파일 시스템이 이용될 수도 있다.

여기에 이용되었듯이, 클러스터는 디스크 드라이브(200)를 통해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해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파일 시

스템 드라이버에 의해 이용되는 논리 유닛이다. 각각의 논리 클러스터는 일반적으로 인접한 다수의 물리적 섹터를 포함한

다. 각 FAT 파티션은 파일의 디렉토리, 파일 할당 테이블의 2개의 복사본, 및 데이터 영역을 포함한다고 가정된다. 파일의

디렉토리는 각 파일의 이름, 및 시작 클러스터, 관련 일자 등을 포함한 그의 속성을 포함한다. 파일 할당 테이블은 각 파일

을 포함하는 클러스터의 연결 리스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메모리(46)가 고갈된 오퍼레이팅 시스템(46)은 미리 할당된(pre-allocated) 클러스터에 컴퓨터 파일을 직접 저장

하거나, 또는 파일이 하나의 클러스터에 맞추기에 너무 큰 경우에는 파일을 조각으로 나누어 하드 디스크(200) 상의 각 클

러스터에 이들 조각을 저장함으로써 컴퓨터 파일을 저장한다. FAT 파일 시스템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하여금 파일의

각 조각의 위치 및 시퀀스를 추적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하여금 어떤 클러스터가 할당되지 않고 신

규 파일에 이용될 수 있는지 식별할 수 있게 한다. 컴퓨터(100)가 파일을 참조하는 경우, FAT 파일 시스템은 파일의 각 조

각을 파일 시스템 드라이버에 의해 조립된 하나의 유닛으로 재조립하기 위한 참조로서의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대부분의 데이터는 시간에 걸쳐 변경되지 않은 채로 유지되는 것으

로 알려져왔다. 바이러스 스캔과 같은, 부적합 또는 악성 코드에 대한 스캔은 통상적으로 매주 실행된다. 스캔은 종종 업데

이트되는 바이러스 정의 파일을 참조하여 실행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이러스 정의 파일 자체가 바이러스 서

명, 코드 조각, 데이터 조각, 해쉬 등과 같은 대개 변경되지 않은 바이러스 식별자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알려진 바와 같

이, 대다수의 스캔 활동은 변경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 변경되지 않은 식별자에 의해 스캔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양한

양상 및 실시예는 최종 성공적인 스캔 이래로 보통 대부분의 데이터인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

이 안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대부분의 식별자인 변경되지 않은 식별자의 스캔을 우회함으로써, 바이러

스와 같은 부적합 코드에 대해 컴퓨터 시스템을 스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데이터 참조의 안전한 추적 및 안전한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보호

영역(202), 판독/기록 영역(204), 집적 드라이브 전자장치(201)를 갖는 디스크 드라이브(200)를 간략하게 나타낸 개략 정

면도이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디스크 드라이브(200)가 종래의 디스크 드라이브이고, 시스템의 다른 곳에서 안전한 추적

및 안전한 데이터 보호 특징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 2에 도시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에 축

적된 대부분의 데이터가 최근의 바이러스 스캔에 관련하여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대부분의 개별 디스크 또는 플래터(202)

는 악성 코드에 대해 성공적으로 스캔된 변경되지않은 데이터를 위해 예비 할당된다. 디스크 드라이브의 개별 디스크, 플

래터(204)는 최종 성공적인 스캔 이래로 기록된 데이터를 위해 예비 할당된다. 드라이브(200)의 내부적으로, 집적 드라이

브 전자장치(201)는 플래터(204)에 새로 기록된 파일의 캐시를 유지시키고, 정상 동작 동안 보호 플래터(202)를 판독-전

용 액세스 모드로 유지한다. 드라이브(200)의 외부적으로, 집적 드라이브 전자장치(201)는 전체 디스크 드라이브가 기록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파일 시스템 드라이버에 통상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구성은 (1)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부적합하게 실시되는 악성 코드가 보호 데이터 영역(202)을 변경할 수 없고, (2) 파일 일자 및 속성 데이터가 신뢰될 수 있

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하, 보다 자세한 구현예의 세부 사항을 설명한다.

디스크 드라이브(200)에 대해 여기에 설명되지 않는 구현예의 세부 사항은 통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대체로 하드 디스

크 드라이브의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 발명의 완전한 이해를 얻기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세부 사항들이므로 생략된

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이용되는 디스크 드라이브(200)의 집적 드라이브 전자장치의 확대 블록도로, 상기 집

적 드라이브 전자장치의 주변에 다른 하드웨어를 포함한다. 하드 디스크(200)의 집적 드라이브 전자장치(201)는 커넥터

(307, 306)를 거쳐 케이블(308)을 통해 시스템(100)에 연결된다. 커넥터(306)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200)에 필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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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반면, 커넥터(307)는 케이블(308)의 일부를 형성한다. 인터페이스(304)는 저-레벨 결합 인터페이스를 처리하고, ATA

규격에 따르며 디스크 제어기(72)와 같은 EIDE 제어기와 접속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표준

칩으로서 구현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IDE 드라이브가 이용되었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SCSI 드라

이브 및 다른 저장 디바이스가 이용될 수 있다. 제어기(301)는 본 실시예의 안전 및 보호 사양을 처리하며, 여기에 흐름도

를 참조하여 설명되는 바와 같이 기능한다. 제어기(301)는 H8과 같은 마이크로제어기(microcontroller)로서 구현될 수 있

으며, 안전 메모리(302)에 연결된다. 안전 메모리(302)는 제어기(301)에 의해서만 어드레스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시스템 메모리(46)의 외부에서 시스템 프로세서(42)에 의해 실시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에서 실행되는 바이러스는 안

전 메모리(302)에 액세스할 수 없다. I/O 명령을 통해, 제어기(301)는 바이러스-스캔 특정 변수를 안전 메모리(302)의 비

휘발성부에 저장한다. 또한, 제어기(301)는 바람직한 실시예의 안전 및 보호 사양의 이용을 요청하는 안티-바이러스 스캐

닝 소프트웨어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 메모리(302)의 외부에서 인증 코드를 실행시킨다. 비휘발성부에 더하

여, 안전 메모리(302)는 비휘발성부에서보다 더 높은 속도로 인증 코드를 실행시키고, 임시 변수 등을 저장하기 위한 랜덤

액세스 메모리부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흐름도의 설명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보호 영역(202)을 판독 전용 액세스 모드

로부터 판독/기록 액세스 모드로 변경하기 위해 제어기(301)가 인증을 요청한다.

일 실시예에서, 흐름도에 도시된 것들과 같은 소정의 안전 동작 및 서비스를 인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 서명 구조가

제어기(301) 및 안전 메모리(302)에 의해 구현된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 스캐너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안전 동작

또는 서비스가 요청된다. 응용 프로그램은 개인키와 공용키를 갖도록 가정되며, 제어기(301)는 응용 프로그램의 공용키

정보에 대해 비밀히 관여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 구조에 따르면, 응용 프로그램은 제어기(301)로부터 인증을 필요로 하

는 안전 서비스를 요청한다. 이에 응답하여, 제어기(301)는 한번의(단일 이용) 랜덤 번호, N1을 생성하고, N1을 응용 프로

그램에 통신한다. 이에 응답하여, 응용 프로그램은 HMAC(Hashed Message Authentication Code) 함수를 이용함에 의

해 디지털 방식으로 N1을 신호하고, N1과 응용 프로그램의 개인키를 결합하여 대응하는 한번의 암호, P1를 생성한다.

SHA-1이 안전 해싱 방법으로서 이용되고, 현재 사서 공격(dictionary attacks)으로부터 면역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 다

음, 응용 프로그램은 제어기(301)에 P1을 통신한다. 이에 응답하여, 제어기(301)는 소정의 동의된 SHA-1 HMAC의 주어

진 지식으로 P1과 응용 프로그램의 공용키를 복호화하여, 암호 P1의 인증을 검증한다. 검증되면, 응용 프로그램은 요청되

는 안전 수단에 액세스가 주어진다.

다른 인증 기술이 이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는, 하드웨어 지원 전자 서명 기술이 이용된다. 공용키가 디스크 드라이브

(200)를 통해 제어기(301)에 인지되고(또는, 다른 실시예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다른 위치에서), 개인키가 TCG TPM 또

는 스마트 카드(Smart Card)와 같은 일부 공간에 안전하게 유지된다. TPM 사양에 관심있는 독자들이라면, 인터넷을 통해

www.trustedcomputinggroup.org에서, TCG TPM Specification Version 1.2을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TPM 또는 스

마트 카드에 대한 인증이 안전 경로 또는 망막 눈 스캔 또는 지문 인식 서브시스템과 같은 바이오메트릭(biometric)을 통

해 행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요청된 인증을 일으킨다.

마찬가지로, 제어기(301)의 기능이 가상 머신 모니터에 내재된, 도 13에 도시된 가상 머신 모니터 실시예에 대해, 가상 머

신 모니터로 하여금 키보드 및 스크린(도 13에 도시않음)을 제어하게 하고, 직접 암호 인증을 허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러한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안전 가상 머신을 제공하게 함에 의해, 인증이 행해질 수 있다. 또한, 이 암

호는 하드웨어 제어기에 직접 통과될 것 같지 않으나, 사서 공격에 대항하여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랜덤 번호와

함께 이용된다.

일 실시예에서는, 인증 미디어로부터 하드웨어로의 인증 검증을 제공하고 있는 직접적인 경로로 바이러스에 면역인, 직접

적인 암호를 입력하는 안전한 “신뢰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버튼과 같은 단순한 것이 암호를 대신하여 이

용될 수 있으며, 바이러스로서는 버튼을 물리적으로 “누를 수(push)”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는, 단순화를 원하는 경우, 단순한 암호가 이용되어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암호와 같은 단순한 구조

는 그러한 인증만 찾도록 특별히 고안된 바이러스 또는 Trojan에 의해 침입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직접 암호는 최소 레벨의

안전성을 제공하고, 바이러스 스캔 직후에 실시될 수 있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인증 코드를 실시하는 형태로 안전 메모리의 참조에 의해, 또는 안전 메모리(302)에 저장된 타임스탬프, 파일 또는 클러스

터 속성과 같은 저장된 변수와 기타 참조에 의해, 플랫폼은 악성 코드에 의해 도달할 수 없는 안전 메모리(302)의 참조로부

터 신뢰를 준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안전 메모리가 이용될 수 없는 경우, 타임스탬프 등과 같은 신뢰 변수가 비안전 메모리(도시되지 않음)

에 부호화된 형태로 저장된다. 이 액세스는 확실히 액세스 불가능한 메모리를 이용하는 경우만큼 안전할 수는 없으나, 최

소 레벨의 기능성을 제공한다. 신뢰 변수에 의존하는 스캐닝 프로그램은 이 실시예의 비안전 메모리에 액세스하여 신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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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얻고, 표준 복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그 인증을 판단할 수 있다. 암호문이 안전성을 제공하는 한, 변수의 내용은 악성

코드에 이용될 수 없다. 악성 코드가 이 실시예의 비안전 메모리에 저장된 신뢰 변수를 침해하는 경우에, 표준 복호화 기술

은 이러한 침해를 검출할 수 있다. 신뢰 변수의 복호화시 스캐닝 프로그램에 의해 부정적인 작용이 검출되는 경우, 여기에

설명되는 스캔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우회되고, 악성 코드에 대한 스캐닝이 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된 모든 파일에

대해 실행된다.

이제 도 3에 도시된 실시예의 설명으로 되돌아가면, 제어기(301)는 저-레벨 회로(305)에 접속되고, 제어기(301)가 없는

경우에는 ATA 인터페이스(304)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접속된다. 저-레벨 드라이브 회로(305)는 스핀들 모터 개시 및

회전 속도를 포함한 저-레벨 디스크 드라이브 기능, 엑추에이터 이동, 오류 보정, 및 헤드 전류와 비트 부호화 프로토콜을

포함하여 보호 플래터(202) 및 판독/기록 플래터(204)에 대한 판독 및 기록 전류를 제어한다.

일 실시예에서, 안전 메모리(302)의 비휘발성부 또는 이의 부분부(sub-portion)는 하드 드라이브 자체의 보호 섹터 또는

트랙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도 4는 보호 영역 및 판독/기록 영역에 대해 다른 레이아웃을 갖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개별 디스크 드라이브 플래

터의 평면도이다. 도 4에 도시된 실시예에서는, 보호 및 판독/기록 영역을 각각의 플래터로 구분하기보다, 개별 디스크의

임의의 하나의 표면 또는 모든 디스크가 보호 영역(402) 및 판독/기록 영역(404)으로 구분될 수 있다. 최종 성공적인 스캔

이래로 기록되어온 파일은 외부의 판독/기록 트랙(404)에 캐시된다. 최종 스캔에서 성공적으로 스캔된 파일은 내부의 보

호 트랙(402)에 유지시킨다.

도 5는 보호 영역 및 판독/기록 영역에 대해 다른 레이아웃을 갖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개별 디스크 드라이브 플래

터의 평면도이다. 도 5에 도시된 실시예에서는, 보호 및 판독/기록 영역을 각각의 플래터 또는 각각의 트랙으로 구분하기

보다, 보호 영역(502) 및 판독/기록 영역(504)은 안전 메모리(302)에 테이블에 보유함으로써 제어기(301)에 의해 논리적

으로 추적될(차지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실시예에서와 같이 보호 및 판독/기록 영역 간의 구분은 물리적이거나 연속적

일 필요가 없다. 제어기(301)에 의해 추적되는 영역은 클러스터(논리적) 또는 섹터(물리적)일 수 있고, 클러스터의 그룹 또

는 섹터의 그룹 또는 심지어 개별 트랙일 수도 있다. 그러나, 디스크에서 디렉토리는 클러스터로서 보유되므로 클러스터를

추적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영역을 추적하는 데 이용되는 테이블의 비휘발성부는 안전 메모리(302)에서 정상적으로 구

현될 수 있고, 하드 디스크 자체에서 디렉토리에 포함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와 유사한 방식으로, 파일이 변경되었는지와

같은 판단은 메인 프로세서(42)의 제어 하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부터 실행되는 바이러스에 의해 액세스 불가능한 안전

메모리(302)에 보유된 테이블을 참조함에 따라 신뢰를 준다.

제어기(301) 및 안전 메모리(302)는 사실상, 안전 서브시스템 플랫폼을 형성하고, 이에 의해 안티-바이러스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은 안티-바이러스 스캔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티-바이러스 파라미터를 신뢰성있게 판단할 수 있다. 안

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은 클러스터가 아닌 파일 레벨에 대해 작업하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파일 시스템 드라이버는 본래

파일이 아닌 클러스터를 기록하므로, 제어기(301)는 최종 성공적인 스캔 이래로 기록된 클러스터에 대해 클러스터를 파일

명과 상관시킨다. 이는 파일 시스템 드라이버에 의해 기록된 각 클러스터에 대해 하드 디스크 파티션의 디렉토리 및 파일

할당 테이블을 참조함에 의해 행해지며, 스테이징 판독/기록 영역(204)에서 캐시된 파일에 대해 대응하는 파일명을 얻게

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는 바와 같이, 판독/기록 영역(204)에 저장된 이들 파일은 일단 그들이 악성 코드에 대해 성공

적으로 스캔되면, 결국 보호 영역의 일부에 이동되거나, 또는 보호 영역으로 변환될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캐싱을 위한 다른 방법으로서, 전체 디스크는 판독/기록모드로 남을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제어기(301)

및 안전 메모리(302)는 안전 메모리(302)에 기록된 클러스터의 리스트를 보유함으로써 최종 바이러스 스캔 이래로 하드

디스크의 어느 영역이 변경되었는지 안전하게 추적하도록 행할 수 있다. 그 다음 최종 바이러스 스캔 이래로 변경된 파일

들의 리스트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디렉토리로부터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위해 끌어낼 수 있다. 이 실시예는 보

호 영역을 갖는 캐시된 실시예에 관련하여 감소된 레벨의 안전성을 제공한다.

도 6은 보호 영역에 대한 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정상 모드에서 동작하면서 판독/기록 영역의 데이터를 캐시하는 로직의 흐

름도이다. 도 6에 도시된 로직은 도 3의 제어기(301)에서 구현될 수 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파일 시스템 드라이버로부

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참조가 수신되는 경우, 캐싱 프로세스가 시작된다(602). 참조가 기록 참조인지 판독 참조인지

를 판단하기 위해 제 1 문의가 이루어진다(604). 참조가 기록 참조라고 판단되는 경우(604), 데이터는 판독/기록 영역

(204)에 기록된다(606). 참조가 판독 참조인 경우(604), 데이터가 판독/기록 영역(204)에 존재하는지에 대해 제 2 문의가

이루어진다(608). 데이터가 판독/기록 영역에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608), 데이터는 판독/기록 영역(204)으로부터 판

독된다(610). 그렇지 않다면, 데이터가 판독/기록 영역(204)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608), 데이터는 보호 영

역(202)으로부터 판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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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최종 바이러스 스캔 이래로 기록된 모든 파일들을 스캔하는 로직을 나타낸 흐름도이

다. 도 7에서 점선의 오른쪽에 도시된 프로세스는 판독/기록 영역(305)의 파일을 스캐닝하는 프로세스동안 안티-바이러

스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행된다. 점선의 왼쪽에 도시된 프로세스는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행해

된 동작에 응답하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200)의 집적 드라이브 전자장치(210)의 제어기(301)에 의해 실행된다. 동일한

규칙이 도 8 및 도 9에 이용되고, 즉 응용 프로그램 동작은 오른쪽에, 제어기(301) 응답은 왼쪽에 도시한다. 먼저 안티-바

이러스 소프트웨어는 최종 바이러스 스캔 이래로 기록된 파일의 디렉토리를 요청한다(701). 이에 응답하여, 제어기(301)

는 판독/기록 영역(204) 내 파일의 디렉토리를 전달한다(702). 그 다음,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는 모든 알려진 바이러

스 식별자에 대해 각 파일을 바이러스 스캔한다(704). 악성 코드의 식별자 또는 서명은 정상적으로 해쉬의 형태를 취하나,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레지스트리를 스캔하기 위한 코드 조각, 데이터 조각, 및 레지스트리 엔트리를 포함한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판독/기록 영역(204)에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경우, 그 다음 보정 동작이 행해진다(706). 바이러스 스캔의 성

공적인 완료 이후,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는 판독/기록 영역(204)의 파일에 대해 새로운 성공적인 바이러스 스캔 완료

일자를 안전하게 로그(log)한다(707). 새로운 성공적인 바이러스 스캔 완료 일자를 안전하게 로그하려는 요청은 안전 메모

리(302)에의 기록을 수반하므로, 제어기(301)는 초기에 인증 절차로서 이러한 요청에 응답한다(708). 인증 절차는 여기에

전술한 임의의 인증 절차일 수 있다(708). 인증이 성공적인 경우(708), 제어기(301)는 판독/기록 영역(204)에 대해 안전

메모리(302)에 타임스탬프를 기록한다(709). 이 타임스탬프는 최종 성공적인 바이러스 스캔이 완료된 시간을 나타내고,

이후의 스캔에 대해 스캐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중에 이용된다. 다음으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는 성공적으로 스캔

된 파일의 캐시 플러시(cache flush)를 요청한다(710). 요청에 응답하여(710), 제어기(301)는 인증 루틴을 실행한다(712)

. 인증이 성공적인 경우(712), 보호 영역(202)의 액세스 모드는 판독/기록 모드로 변경되고(713), 판독/기록 영역(204)으

로부터 파일이 보호 영역으로 이동된다(714). 이동 과정의 일부로서, 스캔된 파일을 보호 영역(202)에 성공적으로 기록한

후, 성공적으로 스캔된 파일은 판독-기록 영역(204)으로부터 삭제된다. 그 다음 보호 영역(20)의 액세스 모드는 판독-전

용 액세스 모드로 변경되고(715), 승인은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에 되돌아온다. 따라서, 대다수의 식별자, 모든 식별자

는 소수의 파일, 최종 스캔 이래로 변경된 이들 파일들에만 대해 스캔된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보호 영역 내 변경되지 않은 파일들을 스캔하는 로직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안티-바이

러스 소프트웨어는 처음에 최종 바이러스 스캔 이래로 기록되지 않은 파일의 디렉토리를 요청한다(802). 이에 응답하여,

제어기(301)는 보호 영역(202) 내 파일의 디렉토리를 돌려준다(804). 이들 파일은 이전의 스캔에 포함된 식별자에 대해

스캔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는 보호 영역(202) 내 모든 파일을 이전의 스캔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 도입된 식별자에 대해서만 스캔한다. 이들 새로운 식별자는 통상적으로 매주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되고, 바이러

스 정의 파일에서 소수의 식별자 세트를 나타낸다. 보정 동작이 필요한 경우(808),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발견된 경우에서

와 같이, 정상 모드의 동작시 판독-전용 모드로 설정된 보호 영역(202)에 대한 데이터에 관련하여 보정 동작이 발생할 필

요가 있다(808). 따라서, 보정 동작을 취하기 위해(808), 보호 영역(202)을 기록가능한 모드로 변경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정 동작이 필요한 경우(808),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는 액세스 모드 변경 동작을 인증하고(812), 인증이 성공한다면

(812), 보호 영역(202)은 판독/기록 모드로 변경된다(813). 그 다음 제어기(301)는 보정 동작이(808) 보호 영역(202)에

행해지도록 허용한다(814). 보정 동작에 이어, 제어기(301)는 보호 영역(202)의 액세스 모드를 판독-전용 액세스 모드로

다시 변경한다(815). 일단 바이러스 스캔이 완료되고 성공적이라면, 그 다음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는 안전 서브시스

템으로부터 이러한 로그를 요청함으로써, 보호 영역(202)에 대해 새로운 성공적인 완료 일자를 로그한다(818). 이러한 요

청의 수신시, 제어기(301)는 인증 루틴을 호출하고(819), 성공한다면, 보호 영역(202)에 대해 안전 메모리(302)에 성공적

인 스캔 완료 타임스탬프를 기록한다(820). 최종 스캔 일자 이래로 식별자가 새로 도입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 스캔 동안 참조되는 것이 이 타임스탬프이다(806). 타임스탬프는 제어기(301)에 의해서만 액세스 가능하며, 시스템 프

로세서(42)에 의한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에 실행되는 악성 코드에 의해 액세스 불가능한 안전 메모리(302)에 저장되기 때

문에 이 판단은 신뢰될 수 있다. 타임스탬프가 안전 메모리(302)에 성공적으로 기록된 후, 승인이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

어에 송신된다. 따라서, 소수의 식별자, 최종 스캔 이래로 새로 다운로드된 이들 식별자들만(타임스탬프에 의해 검증되는

바와 같이), 다수의 파일, 보호 영역(202) 내 상주하는 변경되지 않은 파일들에 대해 스캔된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보호 영역 내 변경되지 않은 파일들의 서브세트를 스캔하는 로직을 나타낸 흐름도이

다. 이 실시예는 도 8과 유사하며, 새로운 식별자가 다운로드된 경우, 보호 영역 내 모든 파일보다 적은 파일을 스캔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보호 영역(202) 내 파일이 바이러스가 존재하기 시작한 걸로 인지된 일자보다 최근인지 식별에 의해 이루

어진다. 따라서, 식별자가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된 경우, 적용될 수 있다면 식별자는 이러한 최초 인지된 일자 정보를

포함한다. 보호 영역은 정상 동작 동안 판독-전용 액세스 모드로 유지되고 인증 절차를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영역 내 파일의 파일 일자는 신뢰될 수 있다. 그 다음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는 바이러스의 최초 인지된 일자와

파일의 변경 일자를 비교하고, 바이러스의 최초 인지된 일자 이후에 생성되거나 변경된 파일들만 스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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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도 8 및 도 9의 실시예에 대하여,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부적합하게 실행되는 코드가 보호 영역(202)에 판독 액세스

를 갖는다 해도, 보호 영역(202)은 기록에 대해 정상적으로 액세스 불가능하므로 보호 영역(202)을 안전 서브시스템의 일

부로서 간주함으로써, 여기에 설명된 본 발명의 요지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영역은 안티-바이러스 스캔을 완료하

여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알려진 아무런 바이러스도 시스템에서 활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직후에

만 기록할 수 있다. 따라서, 도 9에서 주어진 예에 대하여, 일자를 판단하는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에 의해 직접 보호

영역(202)을 판독함으로써 파일 일자의 식별이 실행될 수 있다(906). 보호 영역(202)에의 기록 액세스는 오퍼레이팅 시스

템에 부적합하게 실행되는 코드에 정상적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 일자는 신뢰될 수 있다.

도 10은 각각의 영역에서 바이러스 스캔의 성공적인 운영 후에 타임스탬프가 안전 메모리에 저장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각 판독/기록 및 보호 영역마다 하나의 타임스탬프가 기입된 테이블(1002)이다. 영역 0은 보호 영역(202)

에 대응한다. 영역 1은 판독/기록 영역(204)에 대응한다. 어느 식별자가 각각의 영역의 스캐닝에 이용되어야 하는지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안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들 타임스탬프가 보유된다. 판독/기록 영역(204)에 저장된 파일의

파일 일자는 신뢰될 수 없음을 주의하자. 따라서, 판독/기록 영역(204)에 대응하는 타임스탬프는 캐시된 스테이징 영역이

보호 영역(202) 내로 플러시된 최종 시간을 나타낸다. 판독/기록 영역(204)에 저장된 모든 파일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모든 알려진 식별자에 대해 스캔된다.

도 11은 제어기 및 안전 메모리가 하드 디스크(200) 자체보다 디스크 제어기(72)에 위치한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의 블

록도이다. 이에 따라 이 실시예에서는, 디스크 드라이브(200)가 완전히 종래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 실시예에서 보호

영역(202) 및 판독/기록 영역(204)은 제어기(1101)에 의해 논리적으로 보유된다. 이 실시예의 제어기(1101)는 영역(202,

204)의 보유와 관련하여, 그리고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요청 및 문의에 응답하여, 상기 설명된 실시예의 제어기(301)

에 따라 기능한다. 다른 점으로는, 제어기(1101)를 위한 I/O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이 그 위치로 인해 상기 설명된 제어기

(301)와 상이하다. 안전 메모리(1102)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에 실행되는 코드와 액세스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상기 설

명된 실시예의 안전 메모리(302)와 유사한 방식으로, 도 11의 실시예에 신뢰를 준다.

도 12는 제어기(1201) 및 안전 메모리(1202)가 IDE 케이블(308)에 위치한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따라

서, 안전 서브시스템은 본 발명에 벗어나지 않고 시스템의 전체에 걸쳐서 위치될 수 있다. 실제로, 안전 서브시스템의 제어

기 및 안전 메모리 컴포넌트는 동일한 서브어셈블리에 위치될 필요는 없다.

도 13은 안전 메모리 및 기타 보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하드웨어-구현 제어기 대신에 가상 머신 모니터가 채용된 본 발

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가상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추상 계층을 도시한 시스템 가상 계층도이다. 이 실

시예에 따르면, 특정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최저 레벨의 추상에는 하드웨어 층(1300)이며, 이는 컴퓨터 시스템

의 물리적 하드웨어 층이다. 가상 머신 모니터 층(1302)은 하드웨어 층(1300)의 상부에 놓인 매개층이며,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시스템 메모리(46) 및 디스크 제어기(72)에의 모든 액세스 시도를 차단한다. 가상 머

신 모니터 층(1302) 내에서는, 상술된 임의의 실시예에 따른 제어기(301)의 기능이 가상 머신 모니터 자체의 일부로서 실

시되는 것이다. 그러한 것으로, 컴퓨터 시스템은 가상 머신 모니터가 제공하는 모든 안전성 및 격리 사양을 이용한다. 최고

레벨의 추상에는 궁극적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상 머신(1304, 1306)이 놓인

다. 가상 머신은 다른 가상 머신의 존재를 인지할 수 없도록 구성된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메모리(46)는 임의의 오퍼레이

팅 시스템으로부터 실행되는 코드에 의한 직접적인 액세스가 불가능한 안전 메모리를 할당하도록 가상 머신 모니터

(1302)에 의해 가상화되며, 이 가상 안전 메모리는 시스템의 전력이 들어오는 동안 안전 메모리(302)와 유사하게 기능한

다. 따라서, 가상 머신-1(1304)에서 OS-1에 부적합하게 실행되는 바이러스는 예를 들어, 인증 절차를 함부로 변경하거

나, 신뢰 변수에 액세스할 수 없을 것이다. 머신에 전력이 들어오지 않는 동안에, 안전 변수, 인증 코드 등은 비안전 비휘발

성 메모리에 부호화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복구하는 임의의 공지된 방법을 이용하여, 임의의 비휘발성 메모리에 안전하게

저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설명된 실시예는 하드웨어 구현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 14는 판독/기록 영역으로부터 보호 영역으로의 파일 이동이 물리적이라기보다 논리적으로 실행되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최종 바이러스 스캔 이래로 기록된 모든 파일들을 스캔하는 로직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이 실시예는 도 5에 도

시된 바와 같이 논리적으로 구성된 보호 및 판독/기록 영역으로서 바람직하게 구현된다. 판독/기록 영역에 데이터를 캐시

하고 보호 영역에 캐시를 플러시하기 보다, 이 실시예는 필요에 따라 보호 영역을 판독/기록 영역으로, 판독/기록 영역을

보호 영역으로 변환한다. 아래에 설명되는 바를 제외하고는, 도 14에 도시된 과정은 도 7에 도시된 과정과 유사하다.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는 먼저 최종 바이러스 스캔 이래로 기록된 파일의 디렉토리를 요청한다. 이에 응답하여, 제어기

(301)는 변경된 파일의 디렉토리를 전달한다(1402). 이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판독/기록 영역(504) 내 파일의 디렉

토리일 것이다. 이 실시예에서는,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파일이 판독/기록 영역으로부터 보호 영역으로 논리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이동되었는지에 대해 특별히 인지할 필요는 없다. 요청은 성공적으로 스캔된 파일의 캐시 플러시 또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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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위한 것일 수 있다(1410). 요청에 응답하여(1410), 제어기(301)는 인증 루틴을 실시한다. 인증이 성공한다면, 판독/

기록 영역(504)의 성공적으로 스캔된 파일은 변환되거나(1414), 논리적 보호 영역(502)에 추가된다. 그 다음 승인이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에 되돌아온다. 두 영역 간의 디스크 공간의 할당은 동적이고, 이에 따라 임의의 하나의 영역이 공간

이 바닥날 가능성은 더 적을 것이다. 새로운 파일이 보호 영역(502)에 추가되는 경우, 그 저장 위치는 “논리적” 보호 영역

(502)을 정의하는 테이블에 추가된다. 보호 영역(502)의 무한한 성장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영역에 임의의 새로 추가된

파일의 이전의 복사본(즉, 보호 영역에 현재 상주하는 복사본)은 논리적 보호 영역으로부터 삭제되고, 논리적 “판독-기록”

영역에 추가되고, 선택적으로 비어있거나 또는 지워진 것으로서 표시될 수 있다. 도 7에 도시된 과정과 같이, 이 과정을 이

용하여, 대다수의 식별자, 모든 식별자는 소수의 파일, 최종 스캔 이래로 변경된 파일들만에 대해 스캔된다.

도 14에 도시된 실시예는 도 13에 관련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가상 머신 관리자로서 구현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로 스캔되는 영역이 먼저 판독-전용 상태로 놓인 후 보호 영역에 기록 또는 보호 영역으로의 변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다른 방법으로, 일단 스캔되면, 파일이 스캔되는 시간과 그들이 기록 또는 변환되는 시간 사이에 실행되

는 바이러스로부터의 공격에 파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캔되는 영역이 먼저 판독-전용 스테이징 영역으로 이동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실시예에서는 제시된 다른 실시예보다 많은 디스크 공간을 차지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컴퓨

터(또는 기타 전자 디바이스)로 하여금 본 발명의 임의의 실시예에 다른 과정을 실행하도록 프로그램하는 데 이용될 수 있

는 명령어가 저장된 기계-판독가능한 매체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 기계-판독가능한 매

체는 플로피 디스켓, 광학 디스크, CD-ROMs, 및 광학 자기 디스크, ROMs, RAMs, EPROMs, EEPROMs, 자기 또는 광학

카드, 또는 전자 명령어를 저장하기 적합한 기타 유형의 미디어/기계-판독 가능한 매체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

지 않는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으로서 다운로드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은 통신 링크(예컨

대, 모뎀 또는 네트워크 접속)를 통해 리모트 컴퓨터로부터 캐리어 웨이브 또는 다른 전달 매체에 내재된 데이터 신호에 의

해 요청하는 컴퓨터로 이동될 수 있다.

여기에 주어진 단계의 순서는 단지 예시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며, 여기에 설명된 본 발명의 요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다

른 순서의 단계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다른 실시예에 대하여 한정하는 것으로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청구범위 내 임의

의 순서의 단계들은 명료함을 위한 것으로, 임의의 특정 순서의 단계가 행해져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면과 상세한 설명에 있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였고, 특정 용어가 이용되었으나 이에 따라 주어진

설명은 단지 일반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방식으로 전문 용어를 이용한 것으로, 이에 한정하여서는 안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이제 하기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단지 예로서 설명할 것이다.

도 1은 악성 코드에 대한 스캔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자원을 통합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블

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데이터 참조의 안전한 추적 및 안전한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보호

영역, 판독/기록 영역, 집적 드라이브 전자장치를 갖는 디스크 드라이브를 간략하게 나타낸 개략 정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이용되는 디스크 드라이브의 집적 드라이브 전자장치의 확대 블록도로, 상기 집적 드

라이브 전자장치의 주변에 다른 하드웨어를 포함한다.

도 4는 보호 영역 및 판독/기록 영역에 대해 다른 레이아웃을 갖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개별 디스크 드라이브 플래

터의 평면도이다.

도 5는 보호 영역 및 판독/기록 영역에 대해 다른 레이아웃을 갖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개별 디스크 드라이브 플래

터의 평면도이다.

도 6은 보호 영역에 대한 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정상 모드에서 동작하면서 판독/기록 영역의 데이터를 캐시하는 로직의 흐

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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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최종 바이러스 스캔 이래로 기록된 모든 파일들을 스캔하는 로직을 나타낸 흐름도이

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보호 영역 내 변경되지 않은 파일들을 스캔하는 로직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보호 영역 내 변경되지 않은 파일들의 서브세트를 스캔하는 로직을 나타낸 흐름도이

다.

도 10은 각각의 영역에서 바이러스 스캔의 성공적인 운영 후에 타임스탬프가 안전 메모리에 저장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각 판독/기록 및 보호 영역마다 하나의 타임스탬프가 기입된 테이블이다.

도 11은 제어기 및 안전 메모리가 디스크 제어기에 위치한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12는 제어기 및 안전 메모리가 IDE 케이블에 위치한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13은 안전 메모리 및 기타 보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하드웨어-구현 제어기 대신에 가상 머신 모니터가 채용된 본 발

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가상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추상 계층을 도시한 시스템 가상 계층도이다.

도 14는 판독/기록 영역으로부터 보호 영역으로의 파일 이동이 물리적이라기보다 논리적으로 실행되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최종 바이러스 스캔 이래로 기록된 모든 파일들을 스캔하는 로직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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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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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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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공개특허 10-2007-0030931

- 21 -



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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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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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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