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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갑작스런 전원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손상을 받아 재부팅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

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는 하드디스크 보호 방법 및 방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보안 감시 카메라로부터 전송되는

영상 데이터를 모니터 하는 보안 감시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정전으로 인한 시스템 정지(Down)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원 복구 시에 외부 운영자의 도움 없이 자동적으로 스스로 재부팅을 수행하여 정전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될 수 있

는 컴퓨터 구성 및 운영 보호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그 결과, 본 발명은 돌발적 전원 공급 중단 시에 불량의 소지가 높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UPS를 대체하여 안정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정전 이전 상태로 복구될 수 있게 되어, 은행 현금 인출 창구 또는 기타 방범 시스템과 같이 언제 어

디서나 무인 동작될 수 있는 고신뢰성 보안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셧다운, 자동 복구, 전원 공급 차단, 정전, 전원 오프, 부팅, UPS.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종래 기술에 따른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가 내장된 컴퓨터 시스템의 재부팅 과정을 설명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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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는 본 발명에 따라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 없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시스템 복구와 함께 재부팅이 진

행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3은 본 발명에 따라 파티션(partition)되어 시스템 백업을 위한 하드디스크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4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보호 방법이 적용된 컴퓨터 장치의 부팅 방법을 나타낸 일 처리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C 드라이브

11 : 파일 할당 테이블

20 : D 드라이브

30 : 보이지 않는(invisible) 저장 영역

40 : E 드라이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돌발적인 전원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손상을 받아 재부팅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

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는 하드디스크 보호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보안 감시 카메라로부터 전송되는

영상 데이터를 모니터 하는 디지털 비디오 저장 장치(Digital Video Recorder; DVR)와 같은 보안 감시 컴퓨터 시스

템에 있어서 정전으로 인한 시스템 정지(Down)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원 복구 시에 외부 운영자의 도움 없이 자동적

으로 스스로 재부팅을 수행하여 정전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컴퓨터 운영 보호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갑자기 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특히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는 중에 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파일들을 인덱싱(index)하는 파일 할당 

테이블 (FAT; File Allocation Table)이 손상되어 전원이 복구되더라도 재부팅(re-boot)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발

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돌발적인 전원 공급 중단으로 인한 하드디스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무정전 전원 장치에 대한 기술은 대한민국 특허공개 제95-10276호에 개시되어 있다.

전술한 UPS를 사용한 무정전 전원 공급 기술은 준비된 배터리(battery)를 사용하여, 갑작스런 정전 발생 시에 소정의

시간(예를 들어, 1분 동안) 동안 전원을 공급하다가, 시스템 보호를 위한 정상적 셧다운(shut down) 절차를 걸쳐 시

스템 동작을 종료시키게 된다.

도1은 종래 기술에 따라 UPS가 내장된 컴퓨터 시스템의 재부팅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즉, 도1을 참조하면, 정상 전

원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순간 (a)에서 전원 공급이 차단되는 경우, UPS 내장 전원은 선정된 기간 (a)에서 (b) 구간 동

안 구동하여 전력을 공급한다. 소정의 시간(예를 들어, 1분)이 경과하는 경우 단계 (b)에서 정상적인 절차의 자동 셧

다운(shut down) 절차가 진행된다.

그 결과, 컴퓨터 시스템은 하드디스크의 손상 없이 (c)시점에서 셧다운 과정이 종료된다. 한편, 이후 시점 (d)에서 전

력 공급이 복구되는 경우, 컴퓨터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시스템 감시자의 도움 없이도 자동 부팅(auto-rebooting)되어

시점 (e)에서 정상 동작 모드로 진입하게 된다.

그런데, 24시간 동안 항시 작동되어야 하는 보안 감시 시스템(Security System)의 경우, 전원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

도 시스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술한 UPS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UPS 시스템에 적용되는 배터리의 잦은 불

량으로 인하여 전원 공급 차단 시에 내장 UPS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게 되어 시스템이 손상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된다.

더욱이, 보안 감시 시스템에 적용된 UPS 배터리의 수명은 길게 잡아 1년 내지 2년 정도이므로, 24시간 중단 없는 감

시카메라 작동이 요구되는 고신뢰성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시스템 운영자가 일일이 배터리의 수명을 체크하여 교

환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한 지역에만도 수천 내지 수만 개의 보안 감시 장비를 운영하는 보안 용역 업체의 경우 수만 곳의 운영 시스템

에 장착된 UPS 배터리를 모두 관리하여 불량을 발견하여 교환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UP

S가 구비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보안 감시 카메라 시스템의 경우라 할지라도, 정전 시에는 카메라의 전원이 차단

되므로 녹화의 연속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UPS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돌발적 정전 사태에서 순간 전원 차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드디스크의 손상과 이로

인한 재부팅 불능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운영 시스템 보호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상기 제1 목적에 부가하여, 종래의 UPS 백업 장치 없이도 정전 시에 시스템 디스크를 손상 없

이 복원하여 리부팅함으로써, 24시간 항상 동작할 수 있는 고신뢰성의 보안 감시 컴퓨터 운영 시스템 장치 및 보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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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3 목적은 상기 제1 목적에 부가하여, 종래의 UPS 백업 장치 없이도 돌발적인 정전 사태 발생 시에 동작 

중단되었던 보안 감시 컴퓨터 시스템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구성, 레지스트리 및 씨모스 복구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가

능하게 하는 보안 감시 컴퓨터 운영 시스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디 스크를 복수 개의 저장 영역으로 파티션

하고, 파티션된 복수 개의 저장 영역 가운데 어느 하나인 제1 저장 영역을 상기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는 독출 및 기입을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저장 영역으로 하고, 상기 사용자가 기입 및 독출을 할 수 있고 상기 컴퓨터

시스템을 구동하는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제2 저장 영역에 기록 저장된 내용을 상기 제1 저장 영역

에 백업 저장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전원이 공급되어 부팅이 진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컴퓨터 시스템이 전원 공급을 감지하면,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상기 컴퓨터 시스템이 이전 종료 단

계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돌발적인 전원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는지를 알리는 제1

플래그 값을 조회하는 단계;

(b) 상기 단계 (a)에서 상기 제1 플래그 값이 셋팅(비정상 종료)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1 저장 영역에 백업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독출하여 상기 제2 저장 영역에 기록함으로써 상기 제2 저장 영역을 복구하고, 이어서 상기 제2 저장 영

역의 내용을 상기 제1 저장 영역에 백업 저장할지 여부를 수동으로 명령하는 제2 플래그 값과 상기 제1 플래그 값을 

리셋하고 재부팅하는 단계;

(c) 상기 단계 (a)에서 상기 제1 플래그 값이 리셋(정상 종료)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2 플래그 값을 조회하는 단계;

(d) 상기 단계 (c)에서 상기 제2 플래그가 셋팅(수동 백업 저장 요청)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2 저장 영역의 내용을 상

기 제1 저장 영역에 백업 저장하고, 상기 제1 및 제2 플래그를 리셋하고 재부팅하는 단계;

(e) 상기 단계 (c)에서 상기 제2 플래그가 리셋(수동 백업 저장 비요청)되어 있는 경우, 정상적 부팅 절차가 수행되고 

윈도우즈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제1 플래그가 셋팅되는 단계; 및

(f)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부팅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복수 개의 저장 영역으로 파티션된 하드디스크를 구비하되 상

기 하드디스크는 상기 컴퓨터 사용자에게는 정상 동작 시에 기입 또는 독출을 위한 저장 영역으로 보이지 않는 제1 

저장 영역과 컴퓨터 운영 시스템을 저장하는 제2 영역을 포함하는 컴퓨터 장치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장치는

이전 컴퓨터 시스템 종료 절차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지 또는 돌발적 전원 공급 중단으로 비정상 종료되었

는지 여부를 알리는 제1 플래그와;

상기 제2 저장 영역에 업그레이드되거나 또는 추가 설치된 프로그램 또는 디바이스 드라이브 파일을 상기 제1 저장 

영역에 백업 저장할 것인가 여부를 알리는 제2 플래그를 참조하여, 전원 공급으로 인한 부팅 시작 단계에서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상기 제1 및 제2 플래그의 값에 따라,

상기 제1 플래그가 셋팅(비정상 종료)된 경우, 상기 제1 저장 영역에 백업되어 있는 백업 파일을 이용하여 상기 제2 

저장 영역을 복구하여 재부팅하고;

상기 제1 플래그가 리셋(정상 종료)되어있는 경우, 상기 제2 플래그 값을 조회하여 상기 제2 플래그가 셋팅(수동 백업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2 저장 영 역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상기 제1 저장 영역에 백업 저장하고;

상기 제1 플래그 및 상기 제2 플래그가 모두 리셋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제2 저장 영역의 시스템 운용 파일을 이용

하여 정상 부팅 절차가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장치를 제공한다.

이하, 첨부 도면 도2 내지 도4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 보호를 위한 하드디스크 보호 방법 및 장치

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복구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은 돌발적 정전 사태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전원 공급이 갑자기 중단된 상태 (a)에서, 전술한 종래 기술과는 달리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 없

이 그대로 시스템이 정지(Down)되도록 방치하여 두었다가도 재부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으

로 해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 결과, 종래 기술이 지녔던 UPS 배터리 불량 문제 또는 약 1년 내지 2년 사이에 제공하여야 하는 배터리 교환 보수

를 위한 번거러운 문제를 해결한다.

즉, 도2를 참조하면, 시점 (a)에서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자동 셧다운 등의 특별한 절차 없이 그대로 시스템은 정지(D

own)되어진다. 그 결과, 만일 하드디스크의 파일 할당 테이블(FAT; file allocation table)을 기록 중에 정전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드디스크가 손상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하드디스크의 손상은 후술하는 본 발명 특

유의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치유되며, 그 결과 전원 재공급 시에 재부팅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도2에 도시한 시점 (b)에서 전원이 회복되는 경우 컴퓨터 시스템은 부 팅을 시작하려 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바

이오스(Bios) 프로그램이 시작되게 된다.

이 때에, C 드라이브의 선정된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제1 플래그 값을 확인하고, 제1 플래그 값이 셋팅되어 있는 경우

최근 마지막으로 시스템 종료되는 과정 (a)에서 비정상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다. 즉, 컴퓨터 장치의 운용 프로그램(O

S; Operating System) 및 바이오스 씨모스(CMOS) 설정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C 드라이브에 특정 위치에 기록된 정

상 종료 여부를 나타내는 제1 플래그(flag)는 이전 컴퓨터 종료 과정이 정상적인 셧다운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정전 사

태 등으로 인한 종료(Down) 상태이었는지를 나타내는 플래그로서 작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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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장치는 이전에 하드디스크의 보이지 않는(invisible) 저장 영역에 백업 복사하여 두었

던 시스템 파일들을 C드라이브로 복사하여 복구 과정을 진행한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저장 영역(invisible storage region)이란 통상 사용자가 인식하여 데이터 기입 및 독출이 가능

하도록 액세스하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등과 달리 사용자가 액세스(access)할 수 없는 하드디스크 

영역으로서, 정상 컴퓨터 운영 하에서는 데이터 기입(write) 및 독출(read) 과정이 없으므로, 돌발 정전 발생 시에 보

이지 않는 영역을 액세스하고 있다가 파일 시스템이 손상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일종의 안전 보호 구역이 

된다.

한편, 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보이지 않는 저장 영역을 제1 저장 영역이라 칭하고 있으며, 사

용자가 액세스하여 사용하는 시스템 파일 저장용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등을 제2 저장 영역이라 칭하고, 데이터 파

일 저장 을 위한 드라이브를 제3 저장 영역이라 칭하고 있다.

이 때에, 시스템 운용(system operation) 파일은 물론이고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파일, 시스템 운용 레지스트리

(registry) 파일, 바이오스 (BIOS) 씨모스 (CMOS) 셋팅(setting) 정보 등도 함께 복구된다. 한편, 보이지 않는 하드디

스크 저장 영역으로부터의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면, C 디스크 드라이브의 제1 플래그를 리셋(reset)하고 재부팅 과정

이 진행된다.

이 때에,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면 스캔디스크(ScanDisk)를 실행하여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D 드라이브 이후

의 손상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 또한, 스캔디스크 과정이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백업(back-up)되었던 레지스트리 (

registry)를 복구할 수 있다. 이어서, 윈도우즈 창이 생성되면서 C 드라이브의 제1 플래그를 셋팅하게 된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C 드라이브를 시스템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디스크 드라이브로 지정하고, 이후의 D 드

라이브 또는 E 드라이브 등을 데이터 파일 저장용 드라이브로 지정하여 본 발명의 사상을 설명하고 있으나, 하드디스

크 파티션 방식을 굳이 여기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변형적 실시가 가능하다.

도3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파티션(partition)된 하드디스크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3을 참조하면, 한

실시예로서 제0번 하드디스크는 C드라이브(10), D드라이브(20) 및 보이지 않는 저장 영역(30)으로 파티션(partition)

되어 있으며, 제1번 하드디스크는 E드라이브(40)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본 발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물리적 하드디스크 제0번을 파티션하여, 시스템 파일 저장용 C 드라이브(특허청구

범위에서는 "제1 디스크 드라이브"라 칭함; 10)와 백업용 보이지 않는 저장 영역(30)을 구성하고 있으나, 다양한 형태

의 변형적 실시가 가능함을 당업자는 이해하여야 한다.

본 발명의 사상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C드라이브(10)는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비롯한 시스템 운용 파일이 저

장되어 있고 D드라이브(20) 및 E드라이브 (40)는 데이터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C드라이브에

저장되는 파일들의 링크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 및 할당 테이블(FAT; File Allocation Table; 11)이 도시되어 있

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 기술은 컴퓨터 장치가 파일 할당 테이블(11)을 기입하고 있는 도중에 급작스런 정전으로 정지

(Down)되는 경우 파일 할당 테이블(11)은 손상을 입게 되며, 재부팅 시에 C드라이브의 파일 링크 정보를 알 수 없어 

부팅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본 발명은 상기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0번 하드디스크에 보이지 않는 저장 영역(invisible storage

region; 30)을 따로이 할당하여 백업 (back-up) 공간으로 사용함을 특징으로 한다. 즉, 여기서 보이지 않는 저장 영

역 (30)이란 C드라이브(10), D드라이브(20) 및 E드라이브(40)와는 달리 사용자 또는 컴퓨터가 데이터 기입 또는 액

세스를 위해 인식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동안 하드디스크 영역 중 보이지 않는

저장 영역(30)은 액세스하지 아니하므로 급작스런 전원 오프 상태에서도 시스템 데이터 손상을 입을 염려가 전혀 없

다.

본 발명은 이곳 보이지 않는 저장 영역(30)에 시스템 운용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C드라이브와 윈도우즈 레지스트리 

파일(registry files) 및 바이오스 씨모스 셋업 파일을 백업하여 두었다가, 정전 발생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대비하

여 재부팅 단계에서 백업 파일로부터 C드라이브 및 레지스트리 파일, 바이오스 씨모스 셋업 등을 복구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보이지 않는 저장 영역(30)에 백업되는 C드라이브의 시스템 운용 파일(OS) 및 애플리케이션 파일들

은 컴퓨터 장치가 조립되어 공장 출하되는 단계에서 팩토리 디폴트(factory default) 상태로 백업 저장되어질 수 있다

. 이 때에, 최초 백업으로서 C드라이브 시스템 파일뿐만 아니라 바이오스(Bios) 씨모스 (CMOS) 셋업 파일도 함께 보

이지 않는 저장 영역(30)에 백업되어질 수 있다.

한편,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각종 설정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보안 감시(security) 폐쇄

회로 영상 장치를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녹화하는 영상의 압축률 또는 기타 녹화 상태 제어 명령들은 팩

토리 디폴트(factory default) 값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사용자가 셋팅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설정 파일들을 레지스트리 파일(registry file)이라 부르며 윈도우즈 환경에서 C:＼WINDOWS＼SYSTEM

.DAT 또는 C:＼WINDOWS＼USER.DAT 등에 변경 저장된다. 그런데, 하드디스크의 보이지 않는 저장 영역(30)에 

백업되어 있는 C 드라이브 파일은 팩토리 디폴트(factory default) 값이므로, 정전으로 인한 C 드라이 브 복구 시에 

사용자가 변경 설정한 레지스트리 파일이 복구되지 못하는 경우 전원 복구 이후 사용자는 재차 레지스트리를 설정하

여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본 발명의 사상이 무인 경비 보안 컴퓨터 시스템에 적용되는 경우, 정전되었다가 전원이 회복되면 보안 시스

템은 정전 이전 상태의 셋팅으로 복구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으므로, 팩토리 디폴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만족스럽

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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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은 시스템 운용 레지스트리(registry) 파일을 상기 보이지 않는 저장 영역(30)에 상시 백업(back-up)

을 수행함으로서 전술한 문제를 해결한다. 즉, 사용자가 컴퓨터 운영 상 사용 과정에서 레지스트리 셋팅을 변경하는 

경우 보이지 않는 저장 영역(30)에 백업을 수시로 수행한다. 이 때에, 레지스트리 셋팅이 변경될 때마다 백업되는 경

우 컴퓨터 중앙 전산 유닛트(CPU)에 부하를 가져다줄 수 있으므로 발생되는 부하에 따라 적절한 주기로 백업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레지스트리가 변경될 때마다 연이어서 백업되는 대신에, 레지스트리 변경 

후 일정 시간이 도과한 후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백업 과정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양호한 실시예로서, C드라이브가 800MB인 경우 레지스트리 파일 크기를 대략 5MB로 가정할 때에 

백업용 프로그램 공간 약 5MB를 합하여서 보이지 않는 저장 영역의 크기를 약 810MB 정도로 파티션하여 준비할 수

있다. 한 편,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면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는 D드라이브 및 E드라이브는 윈도우즈 프로그램이 제공

하는 스캔디스크(ScanDisk)를 이용하여 손상 파일을 치유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상시 백업 과정 이외에 사용자가 시스템 운용 파일 또는 기타 애플리케이션 파일(예를 들어, 보안 감시 

모니터 제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후술하는 방법을 통하여 시스템 복구 시에 팩토리 

디폴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저장 영역에 백업되어 있는 시스템 파일은 공장 출하 단계에서 최초 백업된 시

스템 파일이므로,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던가 또는 새로이 배포된 자료를 이용하여 시스템 버전을 업그

레이드 한 경우에, 보이지 않는 저장 영역에 백업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 파일을 업그레이드하여 백업 시켜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때에, 컴퓨터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 백업 명령을 추가로 수행함으로써, 보

이지 않는 저장 영역(30)에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 파일을 백업시키게 된다. 즉, 업그레이드 버전의 시스템 파일을 설

치 완료 한 후에는,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이지 않는 저장 영역으로의 백업 저장 여부를 질의함으로써, 백업

파일의 버전을 업그레이드(upgrade)시켜 놓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프린터 드라이버(printer driver) 파일을 포함한 새로운 디바이스 드라이버(device driver) 파일을 추가 설치한

경우에도 백업 명령을 내림으로써 보이 지 않는 저장 영역(30)에 백업시켜 둘 수 있다.

도4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보호 방법이 적용된 컴퓨터 장치의 부팅 방법을 나타낸 일 처리 흐름도이다. 도4를 참조

하면, 컴퓨터 시스템에 전원이 복구되는 경우(단계 S100) 컴퓨터는 부팅(boot)을 시작하게 되고 바이오스(BIOS) 프

로그램을 실행한다(단계 S110). 이어서, 시스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C드라이브의 선정된 위치에 기록되어 있는 정

상 종료 여부를 나타내는 제1 플래그 값이 셋팅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S120).

여기서, C드라이브의 특정 위치에 기록된 제1 플래그(flag) 값은 최근 마지막 시스템 종료 시에 비정상 종료(예를 들

어, 정전 사태 발생)가 진행된 경우에는 플래그가 셋팅되어 있게 되며 정상 종료의 경우에는 플래그가 리셋되어 있게 

된다. 플래그가 정상 종료임을 알리는 경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윈도우즈를 정상 부팅 시키게 된다(단계 S130).

이 때에,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로서 사용자가 업그레이드하여 설치한 프로그램 또는 프린터 드라이브의 백업 여부

를 나타내는 제2 플래그를 참조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따른 보이지 않는 저장 영역에 업

그레이드된 프로그램 또는 프린터 드라이브 정보를 백업시켜둠으로써, 시스템 복구 과정에서 팩토리 디폴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목적에서 제2 플래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도4에서 제2 플래그가 셋팅되어 있는 경우(단계 S121) C드라이

브(10)를 보이지 않는 영역(30)에서 백업하는 절차를 수행한다(단계 S122). 한편, 단계 S121에서 제2 플래그가 셋팅

되어 있 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부팅 절차 및 윈도우즈 운영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단계 S130).

그 결과, 윈도우즈가 실행되며 다음번 종료 후 재부팅 시에 정상 종료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제1 플래그를 셋팅한

다(단계 S140). 이어서,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단계 S150).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로서, 보안 감시 운영 시스템

이 구동되어질 수 있다.

한편,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 실행 중에 각종 설정 값을 변경한 경우 이 변경 값들은 해당 설정 창을 닫은 후에 선정

된 주기마다(예를 들어 30초 후에) 윈도우즈 레지스트리에 백업되어 질 수 있다. 한편,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업

그레이드 한 경우 또는 프린터 드라이브 설정을 변경한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백업 실행 여부를 질의하게 된다(단계 

S155).

단계 S155에서, 사용자가 백업 실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셧다운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제1 플래그 및 제2 

플래그를 셋팅한다(단계 S156). 만일, 백업 실행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컴퓨터

시스템이 셧다운(shut down)되고 다음 번 부팅 시에 정상 종료를 판별할 수 있도록 제1 플래그를 셋팅한다(단계 S16

0). 이어서, 윈도우즈를 종료시키면서 제1 플래그를 리셋한다(단계 S170).

한편, 단계 S120에서 플래그가 셋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부팅 시에, 이전에 비정상 종료되었음을 인식하고 하드디

스크의 보이지 않는 저장 영역(30)에 백업하여 두었던 파일들을 C드라이브로 복사하여 복구한다(단계 S230). 이어서

,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면 C드라이브의 제1 및 제2 플래그를 리셋하고 재부팅 과정을 수행한다(단계 S240).

이 때에, 스캔디스크를 실행하여 D드라이브 또는 E드라이브 등 데이터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디스크 드라이브의 손

상 데이터를 복구한다(단계 S250). 한편, 스캔디스크 과정이 완료되면(단계 S250) 레지스트리를 복구하고(단계 S26

0) 윈도우즈가 뜨면서 C드라이브의 제1 플래그를 셋팅(단계 S270)하게 된다. 이후의 단계는, 정상 종료 시의 절차, 즉

단계 S150, S160, S170을 실행하게 된다.

또한, 수동 백업으로서 응용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 경우 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파일을 설치한 경우에는 프로그

램 설치 창에서 시스템 백업을 선택함으로써 시스템을 재시작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에, 단계 S121에서 제2 플래

그가 셋팅되어 있게 되므로 부팅을 수행하면서 하드디스크의 보이지 않는 영역에 C드라이브 전체 파일을 복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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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하게 된다(단계 S122).

이어서, 제1 및 제2 플래그가 리셋되고 재부팅이 시작된다(단계 S123). 또한, 스캔디스크 과정(단계 S124)에 이어서 

윈도우즈 동작이 수행되고 제1 플래그가 셋팅된다(단계 S125). 이하, 응용 프로그램 실행 과정(단계 S150)은 전술한 

방식에 따라 이어지게 된다.

전술한 내용은 후술할 발명의 특허 청구 범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특징과 기술적 장점을 다소 폭넓

게 개설하였다. 본 발명의 특허 청구 범위를 구성하는 부가적인 특징과 장점들이 이하에서 상술될 것이다. 개시된 본 

발명의 개념과 특정 실시예는 본 발명과 유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구조의 설계나 수정의 기본으로서 즉시 사

용될 수 있음이 당해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들에 의해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개시된 발명 개념과 실시예가 본 발명의 동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구조로 수정하거나 설

계하기 위한 기초로서 당해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해 기술 분야의 숙

련된 사람에 의한 그와 같은 수정 또는 변경된 등가 구조는 특허 청구 범위에서 기술한 발명의 사상이나 범위를 벗어

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변화, 치환 및 변경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UPS 시스템 없이도 정전 사태 발생 시 급작스럽게 정지(down)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하여 윈

도우즈 또는 응용 프로그램의 손상으로 인한 부팅 실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저장 디스크 드라이

브의 경우는 스캔디스크를 통해 손상 부분을 자동 삭제할 수 있다.

그 결과, 본 발명은 무인 보안 경비 영상 시스템에 적용됨으로써 정전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전 전 단계의 상태로 복구

될 수 있는 고신뢰성 보안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디스크를 복수 개의 저장 영역으로 파티션하고, 파티션된 복수 개의 저장 영역 가운데

어느 하나인 제1 저장 영역을 상기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독출 및 기입을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저장 영역으로 하고, 상기 사용자가 기입 및 독출을 할 수 있고 상기 컴퓨터 시스템을 구동하는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을 저장하고 있는 제2 저장 영역에 기록 저장된 내용을 상기 제1 저장 영역에 백업 저장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전원이 

공급되어 부팅이 진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컴퓨터 시스템이 전원 공급을 감지하면,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상기 컴퓨터 시스템이 이전 종료 단

계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돌발적인 전원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는지를 알리는 제1

플래그 값을 조회하는 단계;

(b) 상기 단계 (a)에서 상기 제1 플래그 값이 셋팅(비정상 종료)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1 저장 영역에 백업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독출하여 상기 제2 저장 영역에 기록함으로써 상기 제2 저장 영역을 복구하고, 이어서 상기 제2 저장 영

역의 내용을 상기 제1 저장 영역에 백업 저장할지 여부를 수동으로 명령하는 제2 플래그 값과 상기 제1 플래그 값을 

리셋하고 재부팅하는 단계;

(c) 상기 단계 (a)에서 상기 제1 플래그 값이 리셋(정상 종료)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2 플래그 값을 조회하는 단계;

(d) 상기 단계 (c)에서 상기 제2 플래그가 셋팅(수동 백업 저장 요청)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2 저장 영역의 내용을 상

기 제1 저장 영역에 백업 저장하고, 상기 제1 및 제2 플래그를 리셋하고 재부팅하는 단계;

(e) 상기 단계 (c)에서 상기 제2 플래그가 리셋(수동 백업 저장 비요청)되어 있는 경우, 정상적 부팅 절차가 수행되고 

윈도우즈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제1 플래그가 셋팅되는 단계; 및

(f)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부팅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는 후속하여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는 제3 저장 영역을 손상으로부터 복구하기 위하여 스캔디스크를 수행하

는 단계; 및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레지스트리를 복구하고, 윈도우즈 운영 시스템을 동작시키고, 상기 제1 플래그를 셋팅하는 단

계

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부팅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d)는 후속하여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는 제3 저장 영역을 손상으로부터 복구하기 위하여 스캔디스크를 수행하

는 단계; 및

윈도우즈 운영 시스템을 동작시키고 상기 제1 플래그를 셋팅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부팅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f)는 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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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추가 설치한 경우, 상기 제2 저장 영역의 내용을 상기 

제1 저장 영역에로의 백업 수행 여부(수동 복구)를 상기 컴퓨터 시스템 사용자에 질의하는 단계;

(h) 상기 컴퓨터 사용자가 상기 단계 (g)에서 수동 복구를 선택한 경우 시스템 셧다운을 수행하고 상기 제1 및 제2 플

래그를 셋팅하는 단계;

(i) 상기 컴퓨터 사용자가 상기 단계 (g)에서 수동 복구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 셧다운을 수행하고 상기 제1 플

래그를 셋팅하는 단계; 및

(j) 윈도우즈를 종료하고 상기 제1 플래그를 리셋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부팅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제1 저장 영역에는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공장 출하 단계에서 상기 제2 저장 영역에 기록된 공장 디폴트 파일 또는 바이오스 씨모스 셋

업의 백업과;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자에 의한 운용 단계에서 변경되는 시스템 운용 레지스트리 파일의 백업과;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자에 의한 운용 단계에서 제2 저장 영역에 설치되는 업그레이드 파일의 백업 또는 추가 설

치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파일의 백업; 및

상기 백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부팅 방법.

청구항 6.
복수 개의 저장 영역으로 파티션된 하드디스크를 구비하되 상기 하드디스크는 상기 컴퓨터 사용자에게는 정상 동작 

시에 기입 또는 독출을 위한 저장 영역으로 보이지 않는 제1 저장 영역과 컴퓨터 운영 시스템을 저장하는 제2 영역을 

포함하는 컴퓨터 장치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장치는

이전 컴퓨터 시스템 종료 절차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지 또는 돌발적 전원 공급 중단으로 비정상 종료되었

는지 여부를 알리는 제1 플래그와;

상기 제2 저장 영역에 업그레이드되거나 또는 추가 설치된 프로그램 또는 디바이스 드라이브 파일을 상기 제1 저장 

영역에 백업 저장할 것인가 여부를 알리는 제2 플래그를 참조하여, 전원 공급으로 인한 부팅 시작 단계에서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상기 제1 및 제2 플래그의 값에 따라,

상기 제1 플래그가 셋팅(비정상 종료)된 경우, 상기 제1 저장 영역에 백업되어 있는 백업 파일을 이용하여 상기 제2 

저장 영역을 복구하여 재부팅하고;

상기 제1 플래그가 리셋(정상 종료)되어있는 경우, 상기 제2 플래그 값을 조회하여 상기 제2 플래그가 셋팅(수동 백업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2 저장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상기 제1 저장 영역에 백업 저장하고;

상기 제1 플래그 및 상기 제2 플래그가 모두 리셋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제2 저장 영역의 시스템 운용 파일을 이용

하여 정상 부팅 절차가 수행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저장 영역은 상기 제2 영역에 저장되는 시스템 운용 파일과, 바이오스 씨모스(CMOS) 파일

의 백업 파일이 저장되고, 상기 컴퓨터 장치를 사용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시스템 운용 레지스트리 파일이

선정된 주기마다 백업되어 백업 파일이 저장되며, 상기 백업 과정을 수행하는 백업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보이지 않는

저장 영역을 포함하되, 상기 보이지 않는 저장 영역은 상기 컴퓨터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저장 영

역으로서, 따로이 파티션되어 정상 동작 시에 기입하거나 독출하는 것과 같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

퓨터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하드디스크는 상기 컴퓨터 장치가 사용자에 의해 구동중인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3 저장 영역을 더 포함하되, 상기 컴퓨터 장치가 부팅되는 단계에서, 상기 제1 플래그가 최근 마지막 시스

템 종료 절차가 비정상 종료이었음을 알리는 플래그 값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상기 제3 저장 영역을 윈

도우즈 프로그램 중 스캔디스크 기능을 이용하여 디스크 손상을 치유하고 레지스트리를 복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컴퓨터 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보이지 않는 제1 저장 영역에 백업 저장되는 시스템 운용 파일은, 상기 컴퓨터 시스템이 공장 

출하 이후 사용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되어 상기 제2 저장 영역에 설치되는 경우, 상기 

제2 저장 영역에 설치된 업그레이드 시스템 운용 파일이 상기 보이지 않는 제1 저장 영역에 백업되어 저장됨으로써, 

비정상적 종료 절차 이후 상기 컴퓨터 장치의 부팅 단계에서 상기 보이지 않는 제1 저장 영역으로부터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상기 제2 저장 영역으로 복구됨으로써, 업그레이드된 시스템 파일로 부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장치.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이 공장 출하 이후 사용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과정에서 프린터 드라이버 파일을 

포함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파일이 추가 설치되는 경우, 상기 제2 저장 영역에 설치된 추가 디바이스 드라이버 파일 

정보가 상기 보이지 않는 제1 저장 영역에 백업되어 저장됨으로써, 비정상적 종료 절차 이후 상기 컴퓨터 장치의 부팅

단계에서 상기 보이지 않는 제1 저장 영역으로부터 상기 디바이스 드라이버 파일 정보를 상기 제2 저장 영역으로 복



등록특허  10-0389206

- 8 -

구시킴으로써, 부팅 절차 완료 후 자동적으로 상기 컴퓨터 시스템은 상기 디바이스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컴퓨터 장치.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운용 레지스트리 파일은 윈도우즈 운용 환경에서 시스템 데이터 파일(system.dat) 및 

사용자 정보 파일(user.dat)을 포함하는 컴퓨터 장치.

청구항 12.
시스템 운용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제2 저장 영역과 상기 제2 저장 영역에 저장된 파일과 바이오스 씨모스 셋업 파일 

및 상시 업데이트 되는 레지스트리 파일과 백업 프로그램을 백업 저장하되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제1 저장 영역

을 포함하도록 파티션된 하드디스크를 구비한 컴퓨터를 부팅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컴퓨터에 전원이 공급되는 단계;

(b) 부팅 시작과 함께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단계;

(c) 상기 이전 컴퓨터 종료 과정에서 정상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제1 플래그 값을 조회하여 정상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d) 상기 단계 (c)에서 제1 플래그가 셋팅되어 있는 경우, 상기 보이지 않는 제1 저장 영역에 백업되어 있는 파일을 독

출하여 상기 제2 저장 영역에 기입함으로써, 상기 제2 저장 영역을 이전 시스템 종료 직전 상태로 복구하는 단계;

(e) 상기 제1 플래그 및 수동 백업 여부를 알리는 제2 플래그를 리셋하고 재부팅을 수행하는 단계;

(f) 상기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이터 저장용 저장 영역에 대하여 윈도우즈 스캔디스크(ScanDisk)를 수행하는 

단계;

(g) 상기 보이지 않는 저장 영역에 백업되어 있는 레지스트리를 복구하는 단계; 및

(h) 윈도우즈 운용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고 상기 정상 종료 여부를 알리는 제1 플래그를 셋팅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부팅 방법.

청구항 13.
시스템 운용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제2 저장 영역과, 상기 제2 저장 영역에 저장된 파일과 바이오스 씨모스 셋업 파일

및 상시 업데이트 되는 레지스트리 파일과 백업 프로그램을 백업 저장하되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제1 저장 영역

을 포함하도록 파티션된 하드디스크를 구비한 컴퓨터를 부팅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컴퓨터에 전원이 공급되는 단계;

(b) 부팅 시작과 함께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단계;

(c) 상기 이전 컴퓨터 종료 과정에서 정상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제1 플래그 값을 조회하여 정상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d) 상기 단계 (c)에서 제1 플래그가 리셋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2 저장 영역에 저장된 내용을 상기 제1 저장 영역으

로 백업하는 명령을 알리는 제2 플래그 값을 조회하는 단계;

(e) 상기 제2 플래그 값이 셋팅(수동 백업)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2 저장 영역을 상기 제1 저장 영역으로 백업하는 단

계;

(f) 상기 제1 및 제2 플래그를 리셋하고 재부팅하는 단계;

(g) 상기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이터 저장용 저장 영역에 대하여 윈도우즈 스캔디스크를 수행하는 단계; 및

(h) 윈도우즈 운용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고 상기 제1 플래그를 셋팅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부팅 방법.

청구항 14.
시스템 운용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제2 저장 영역과, 상기 제2 저장 영역에 저장된 파일과 바이오스 씨모스 셋업 파일

및 상시 업데이트 되는 레지스트리 파일과 백업 프로그램을 백업 저장하되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제1 저장 영역

을 포함하도록 파티션된 하드디스크를 구비한 컴퓨터를 부팅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컴퓨터에 전원이 공급되는 단계;

(b) 부팅 시작과 함께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단계;

(c) 상기 이전 컴퓨터 종료 과정에서 정상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제1 플래그 값을 조회하여 정상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d) 상기 단계 (c)에서 제1 플래그가 리셋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2 저장 영역에 저장된 내용을 상기 제1 저장 영역으

로 백업하는 명령을 알리는 제2 플래그 값을 조회하는 단계;

(e) 상기 제2 플래그가 리셋되어 있는 경우, 정상적 부팅 절차 및 윈도우즈를 실행하는 단계;

(f) 상기 제1 플래그를 셋팅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부팅 방법.

청구항 15.
제12항,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과정에 후속하여

상기 제2 저장 영역에 저장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

상기 제2 저장 영역의 저장 내용에 대하여 상기 제1 저장 영역으로 백업을 실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컴퓨터 장치를 셧다운하고 상기 제1 및 제2 플래그를 셋팅하는 단계; 및

상기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상기 제1 플래그를 리셋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부팅 방법.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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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과정에 후속하여

상기 제2 저장 영역에 저장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

상기 제2 저장 영역의 저장 내용에 대하여 상기 제1 저장 영역으로 백업 실행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단계;

상기 컴퓨터 장치를 셧다운하고, 상기 제1 플래그를 셋팅하는 단계; 및

상기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상기 제1 플래그를 리셋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부팅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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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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