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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무선호출 처리루틴이 저장된 메모리부와; 무선호출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하고 수신된 무선호출 정보를 판독하며, 판독된

내용에 따라 해당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하는 수신데이터처리부와; 상기 수신데이터처리부로부터 입력되는 인터럽트 신호

에 따라 상기 무선호출 처리루틴을 실행시켜 수신된 메시지나 전화번호를 디스플레이하거나, 또는 시스템 패스워드를 변

경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휴대용 컴퓨터의 보안장치는 패스워드 인터럽트 신호, 메시지 인터럽트 신호 또는 호출정보 인

터럽트 신호가 발생하면 시스템 패스워드의 확인 결과에 따라 부팅되거나, 메시지나 전화번호가 디스플레이된 상태로 시

스템 동작이 멈추게 되어 휴대용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실시 자신의 연락처를

액정표시부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어 휴대용 컴퓨터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컴퓨터의 보안장치의 블록 구성도.

  도2는 이 발명의 실시예에서 바이오스 롬의 내부 구성도.

  도3은 이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컴퓨터의 보안방법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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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4는 이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컴퓨터의 보안방법의 흐름도.

  도5는 이 발명의 제1, 제2실시예에서 시스템 패스워드가 저장된 메모리의 맵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이 발명은 손잡이를 갖는 휴대용 컴퓨터의 보안장치 및 보안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휴대용 컴퓨터

의 분실이나 도난시 무선 호출기를 이용해 휴대용 컴퓨터의 동작상태를 제어하여 휴대용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유출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의 보안장치 및 보안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는 휴대용 컴퓨터에 록킹장치나 경보장치 등을 장착하여 도난 위험으로부터 휴대용 컴퓨터를 보호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기술은 휴대용 컴퓨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휴대용 컴퓨터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나 방법

이 없어 휴대용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므로, 이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휴대용 컴퓨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무선 호출기를 이용해 휴대용 컴퓨터의 동작 상태를 제어하여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휴대용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안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발명의 구성은,

  무선호출 처리루틴이 저장된 메모리부와;

  무선호출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하고 수신된 무선호출 정보를 판독하며, 판독된 내용에 따라 해당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

하는 수신데이터처리부와;

  상기 수신데이터처리부로부터 입력되는 인터럽트 신호에 따라 상기 무선호출 처리루틴을 실행시켜 수신된 메시지

(message)나 전화번호를 디스플레이하거나, 또는 시스템 패스워드(password)를 변경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발명의 다른 구성은,

  무선호출 정보를 수신하는 제1단계와;

  전원 공급 유무에 따라 수신된 무선호출 정보를 판독하고, 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하는 제2단계와;

  인터럽트 신호가 발생하면 어떤 인터럽트 신호인가에 따라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휴대용 컴퓨터의 동작 상

태를 제어하는 제3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발명의 또 다른 구성은,

  무선호출 정보를 수신하는 제1단계와;

  수신된 무선호출 정보를 판독하고, 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제2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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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실행중인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어떤 인터럽트 신호인가에 따라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휴대용 컴퓨터의 동작 상태를 제어하는 제3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상기 구성에 의한 이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1은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컴퓨터의 보안장치의 블록 구성도이고,

  도2는 이 발명의 실시예에서 바이오스 롬의 내부 구성도이고,

  도3은 이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컴퓨터의 보안방법의 흐름도이고,

  도4는 이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컴퓨터의 보안방법의 흐름도이고,

  도5는 이 발명의 제1, 제2실시예에서 시스템 패스워드가 저장된 메모리의 맵이다.

  도1 내지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컴퓨터의 보안장치의 구성은,

  포스트(POST : power on self test) 루틴과 입출력 제어루틴이 저장되어 있으며, 패스워드 변경 핸들러(handler), 메시

지 표시 핸들러 및 호출 표시 핸들러로 이루어진 무선호출 처리루틴이 저장된 바이오스 롬(1)과;

  무선호출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하고 수신된 무선호출 정보를 판독하여 패스워드 인터럽트 신호, 메시지 인터럽트 신호

또는 호출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하는 수신데이터처리부(2)와;

  상기 수신데이터처리부(2)로부터 입력되는 인터럽트 신호에 따라 상기 패스워드 변경 핸들러를 실행시켜 시스템 패스워

드를 변경하거나, 메시지 표시 핸들러를 실행시켜 수신된 메시지를 액정표시부(5)에 디스플레이하거나, 호출 표시 핸들러

를 실행시켜 전화번호를 액정표시부(5)에 디스플레이한 후에, 시스템 전원을 오프하거나 시스템 동작을 정지시키는 중앙

처리장치(3)를 포함한다.

  상기 수신데이터처리부(2)는 무선호출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무선 호출기(21)와;

  수신된 무선호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22)와;

  키보드(231), 마우스(232), 적외선 포트(233)의 동작을 제어하며, 수신된 무선호출 정보를 비휘발성 메모리(22)에 저장

하고, 수신된 무선호출 정보가 새로운 시스템 패스워드인지, 메시지인지 또는 전화번호인지를 판단하여 패스워드 인터럽

트 신호, 메시지 인터럽트 신호 또는 호출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23)를 포함한다.

  상기 구성에 의한 이 발명의 제1실시예를 첨부된 도3을 참조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실시예는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용 컴퓨터가 전원 오프 상태일 때의 동작이다.

  사용자는 휴대용 컴퓨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후, 전화기 등을 이용해 휴대용 컴퓨터에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송

신한다.

  그러면, 시스템의 동작 유무에 관계없이 동작하는 수신데이터처리부(2)의 무선 호출기(21)는 사용자에 의해 송신되는 데

이터를 수신(S301)하여 마이크로 컨트롤러(23)로 전송한다.

  상기 마이크로 컨트롤러(23)는 전송된 데이터를 비휘발성 메모리(22)에 저장(S303)하고, 휴대용 컴퓨터에 전원이 공급

되는지(파워 온 상태인지) 감지한다(S305).

  이후, 휴대용 컴퓨터에 전원이 공급됨이 감지되면 상기 마이크로 컨트롤러(23)는 비휘발성 메모리(22)에 저장된 데이터

를 판독하여 무선 호출기(21)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가 새로운 패스워드인지, 메시지인지 또는 전화번호인지 판단(S307)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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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 결과에 따라 패스워드 인터럽트 신호, 메시지 인터럽트 신호 또는 호출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하는데(S311, S317

또는 S325), 상기 패스워드 인터럽트 신호는 기존 패스워드가 정확하게 입력되면 발생되고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으면 시

스템이 종료되므로 발생되지 않는다(S309).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23)에서 발생되는 인터럽트 신호는 포스트 루틴과 초기화 루틴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후에 시스

템 버스를 통해 중앙처리장치(3)로 입력된다.

  그러면, 상기 중앙처리장치(3)는 부팅과정을 수행하기 전에 입력된 인터럽트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바이오스 롬(1)에 저

장된 해당 핸들러를 램(6)에 로드하고 실행시킨다.

  이하, 각 인터럽트 신호에 대한 처리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첫 번째로, 패스워드 인터럽트 신호가 입력된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상기 중앙처리장치(3)는 패스워드 인터럽트 신호가 입력(S311)되면, 상기 바이오스 롬(1)에 저장된 무선호출 처리루틴

중 패스워드 변경 핸들러를 실행시켜 백업 메모리(4)에 저장된 시스템 패스워드를 무선 호출기(21)를 통해 수신된 새로운

패스워드로 변경(S313)하고, 시스템 전원을 오프한다(S315).

  그러면,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용 컴퓨터가 부팅될 때, 상기 중앙처리장치(1)는 패스워드 확인루틴을 실행시켜 시스템 패

스워드의 입력을 요구하고, 시스템 패스워드의 정부에 따라 부팅을 완료하게 되는데, 다른 사용자는 새로운 패스워드를 알

수 없어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로, 메시지 인터럽트 신호가 입력된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상기 중앙처리장치(1)는 메시지 인터럽트 신호가 입력(S317)되면, 상기 바이오스 롬(1)에 저장된 무선호출 처리루틴중

메시지 표시 핸들러를 실행시켜 수신된 메시지를 시스템 버스와 비디오 컨트롤러(51)를 통해 액정표시부(5)에 디스플레이

한다(S319).

  이때, 디스플레이되는 메시지가 "이 휴대용 컴퓨터는 분실된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나 "이 휴대용 컴퓨터는 도난당한 것

입니다."라는 메시지와 같이 사용자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휴대용 컴퓨터임을 나타내는 메시지이면 액정표시부(5)에 메

시지가 디스플레이된 상태로 휴대용 컴퓨터의 동작이 멈추고, 분실이나 도난을 알리는 메시지가 아니면 시스템을 종료시

킨다(S321 ∼ S323).

  세 번째로, 호출 인터럽트 신호가 입력된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상기 중앙처리장치(1)는 호출 인터럽트 신호가 입력(S325)되면, 상기 바이오스 롬(1)에 저장된 무선호출 처리루틴중 전

화번호 표시 핸들러를 실행시켜 수신된 전화번호를 시스템 버스와 비디오 컨트롤러(51)를 통해 액정표시부(5)에 디스플레

이하고 종료한다(S327).

  이때, 사용자는 휴대용 컴퓨터를 습득한 사람이 자신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연락처를 송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발명의 제2실시예를 첨부된 도4를 참조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2실시예는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용 컴퓨터가 동작중일 때의 동작이다.

  사용자는 휴대용 컴퓨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후, 전화기 등을 이용해 휴대용 컴퓨터에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송

신한다.

  그러면, 시스템의 동작 유무에 관계없이 동작하는 수신데이터처리부(2)의 무선 호출기(21)는 사용자에 의해 송신되는 데

이터를 수신(S401)하여 마이크로 컨트롤러(23)로 전송한다.

  상기 마이크로 컨트롤러(23)는 전송된 데이터를 비휘발성 메모리(22)에 저장(S403)하고, 비휘발성 메모리(22)에 저장된

데이터를 판독하여 무선 호출기(21)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가 새로운 패스워드인지, 메시지인지 또는 전화번호인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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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05)하고, 판단 결과에 따라 패스워드 인터럽트 신호, 메시지 인터럽트 신호 또는 호출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하는데

(S409, S419 또는 S429), 상기 패스워드 인터럽트 신호는 기존 패스워드가 정확하게 입력되면 발생되고 정확하게 입력되

지 않으면 시스템이 종료되므로 발생되지 않는다(S407).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에(23)서 발생된 인터럽트 신호가 시스템 버스를 통해 중앙처리장치(3)에 입력되면, 상기 중앙처

리장치(3)는 입력된 인터럽트 신호에 따라 바이오스 롬(1)에 저장된 해당 핸들러를 램(6)에 로드하고 실행시킨다.

  이하, 각 인터럽트 신호에 대한 처리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첫 번째로, 패스워드 인터럽트 신호가 입력된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상기 중앙처리장치(3)는 패스워드 인터럽트 신호가 입력(S409)되면, 실행중인 프로그램을 중단(S411)하고, 상기 바이오

스 롬(1)에 저장된 무선호출 처리루틴중 패스워드 변경 핸들러를 실행시켜 백업 메모리(4)에 저장된 시스템 패스워드를 수

신된 새로운 패스워드로 변경(S413)한 후에, 실행중인 프로그램을 종료(S415)시키고 시스템 전원을 오프한다(S417).

  그러면,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용 컴퓨터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부팅될 때, 상기 중앙처리장치(3)는 패스워드 확인루틴을

실행시켜 시스템 패스워드의 입력을 요구하고, 패스워드의 정부에 따라 부팅을 완료하게 되는데, 다른 사용자는 새로이 입

력된 시스템 패스워드를 알 수 없어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로, 메시지 인터럽트 신호가 입력된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상기 중앙처리장치(1)는 메시지 인터럽트 신호가 입력(S419)되면, 실행중인 프로그램을 중단(S421)하고, 상기 바이오스

롬(1)에 저장된 무선호출 처리루틴중 메시지 표시 핸들러를 실행시켜 수신된 메시지를 시스템 버스와 비디오 컨트롤러

(51)를 통해 액정표시부(5)에 디스플레이한다(S423).

  이때, 디스플레이되는 메시지가 "이 휴대용 컴퓨터는 분실된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나 "이 휴대용 컴퓨터는 도난당한 것

입니다."라는 메시지와 같이 사용자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휴대용 컴퓨터임을 나타내는 메시지이면 액정표시부(5)에 메

시지가 디스플레이된 상태로 휴대용 컴퓨터의 동작이 멈추고, 분실이나 도난을 알리는 메시지가 아니면 시스템을 종료시

킨다(S425 ∼ S427).

  세 번째로, 호출 인터럽트 신호가 입력된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상기 중앙처리장치(1)는 호출 인터럽트 신호가 입력(S429)되면, 실행중인 프로그램을 중단(S431)하고, 상기 바이오스

롬(1)에 저장된 무선호출 처리루틴중 전화번호 표시 핸들러를 실행시켜 수신된 전화번호를 시스템 버스와 비디오 컨트롤

러(51)를 통해 액정표시부(5)에 디스플레이하고 종료한다(S433).

  이때, 사용자는 휴대용 컴퓨터를 습득한 사람이 자신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연락처를 송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전화기이외에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서 무선호출 정보를 송신할 수도 있다.

  도5는 제1, 제2실시예에서 언급한 기존 패스워드와 새로운 패스워드의 메모리맵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이 발명의 실시예에서 제공하는 휴대용 컴퓨터의 보안장치는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23)로부터 패스

워드 인터럽트 신호, 메시지 인터럽트 신호 또는 호출정보 인터럽트 신호가 발생하면 시스템 패스워드의 확인 결과에 따라

부팅되거나, 메시지나 전화번호가 디스플레이된 상태로 시스템 동작이 멈추게 되어 휴대용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유

출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실시 자신의 연락처를 액정표시부(5)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어 휴대용 컴퓨터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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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호출 처리루틴이 저장된 메모리부와;

  무선호출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하고 수신된 무선호출 정보를 판독하며, 판독된 내용에 따라 해당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

하는 수신데이터처리부와;

  상기 수신데이터처리부로부터 입력되는 인터럽트 신호에 따라 상기 무선호출 처리루틴을 실행시켜 수신된 메시지나 전

화번호를 디스플레이하거나, 또는 시스템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기 수신데이터처리부는,

  무선호출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무선 호출기(21)와;

  수신된 무선호출 정볼르 저장하기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22)와;

  키보드(231), 마우스(232), 적외선 포트(233)의 동작을 제어하며, 수신된 무선호출 정볼르 비휘발성 메모리(22)에 저장

하고, 수신된 무선호출 정보가 새로운 패스워드인지, 메시지인지 또는 전화번호인지를 판단하고, 판단 결과에 따라 패스워

드 인터럽트 신호, 메시지 인터럽트 신호 또는 호출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23)를 포함하는 휴대용

컴퓨터의 보안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바이오스 롬(1)이며,

  상기 무선호출 처리루틴으로 패스워드 변경 핸들러, 메시지 표시 핸들러 및 호출 표시 핸들러가 저장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휴대용 컴퓨터의 보안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마이크로 컨트롤러(23)로부터 입력되는 인터럽트 신호에 따라 상기 패스워드 변경 핸들러를 실행시켜 시스템 패스

워드를 변경하거나, 메시지 표시 핸들러를 실행시켜 수신된 메시지를 액정표시부(5)에 디스플레이하거나, 호출 표시 핸들

러를 실행시켜 전화번호를 액정표시부(5)에 디스플레이한 후에, 시스템 전원을 오프하거나 시스템 동작을 정지시키는 중

앙처리장치(3)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컴퓨터의 보안장치.

청구항 4.

  무선호출 정보를 수신하는 제1단계와;

  전원 공급 유무에 따라 수신된 무선호출 정보를 판독하고, 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제2단계와;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어떤 인터럽트 신호인가에 따라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휴대용 컴퓨터의 동작 상태를

제어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3단계는,

  패스워드 인터럽트 신호가 입력되면 패스워드 변경 핸들러를 실행시켜 백업 메모리(4)에 저장된 시스템 패스워드를 새로

운 패스워드로 변경하고 시스템 파워를 오프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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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인터럽트 신호가 입력되면 메시지 표시 핸들러를 실행시켜 수신된 메시지를 액정표시부(5)에 디스플레이하고 시

스템을 정지시키며,

  호출 인터럽트 신호가 입력되면 전화번호 표시 핸들러를 실행시켜 수신된 전화번호를 액정표시부(5)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컴퓨터의 보안방법.

청구항 5.

  무선호출 정보를 수신하는 제1단계와;

  수신된 무선호출 정보를 판독하고, 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제2단계와;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실행중인 프로그램의 중단하고, 어떤 인터럽트 신호인가에 따라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휴대용 컴퓨터의 동작 상태를 제어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3단계는,

  패스워드 인터럽트 신호가 입력되면 패스워드 변경 핸들러를 실행시켜 백업 메모리(4)에 저장된 시스템 패스워드를 변경

하고 실행중인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시스템 파워를 오프시키며,

  메시지 인터럽트 신호가 입력되면 메시지 표시 핸들러를 실행시켜 수신된 메시지를 액정표시부(5)에 디스플레이하고 시

스템을 정지시키며,

  호출 인터럽트 신호가 입력되면 전화번호 표시 핸들러를 실행시켜 수신된 전화번호를 액정표시부(5)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컴퓨터의 보안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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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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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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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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