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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스케줄링된 장치관리를 수행하는 단말 및 방법

(57) 요약

본 출원은 스케줄링된 장치관리를 수행하는 단말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본 출원에 따르면, 서버는 장치관리를 위

한 명령을 포함하는 스케줄링 컨텍스트와, 상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스케줄을 포함하는 관리객체를 생성하고, 단말에 전

송한다. 그리고 상기 단말은 상기 관리 객체 내에 포함된 스케줄을 모니터링하고, 상기 스케줄에 해당되면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 내의 상기 명령을 수행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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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관리 객체의 어드레스 또는 아이디를 통하여 상기 제 1 관리객체 내에 포함되어진 스케줄을 모니터링하는 제 1 엔티

티와; 여기서, 상기 제 1 관리 객체의 어드레스 또는 아이디는 제 2 관리 객체 내에 포함되며,

상기 제 1 엔티티에 의해 상기 스케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스케줄링 컨텍스트 내에 포함되어진 장치관리를 위한

명령을 수행하는 제 2 엔티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줄은

시간 기반의 조건, 그리고 이벤트 기반의 조건, 그리고 임계 값 기반의 조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단말.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관리 객체, 상기 제 2 관리 객체, 그리고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 중 하나 이상은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관리 객체, 상기 제 2 관리 객체, 그리고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 중 하나 이상은 트리(Tree)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관리객체는

상기 어드레스 또는 아이디를 지정하는 Schedule Reference 노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6.

관리객체 내에 포함되어진 스케줄에 해당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제 1 엔티티와;

상기 제 1 엔티티에 의해 상기 스케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스케줄링 컨텍스트 내에 포함되어진 장치관리를 위한

명령을 수행하는 제 2 엔티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객체, 그리고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 중 하나 이상은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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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객체는

상기 스케줄을 포함하는 Diagnose Monitoring Config 노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객체와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는 어드레스를 통하여 연결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10.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객체 내의 스케줄은

시간 기반의 조건, 이벤트 기반의 조건, 그리고 임계 값 기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11.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객체 내의 스케줄은

임계 값 기반의 조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는

시간 기반의 조건을 지정하는 Timer 노드, 그리고 이벤트 기반의 조건을 지정하는 Trap 노드 중 하나 이상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엔티티는 상기 임계 값 기반의 조건에 해당되면,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상기 제 2 엔티티는 상기 발생된 이벤트가 상기 이벤트 기반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상기 이벤트 기반의 조건에

해당되면 상기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14.

제 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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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는 상기 관리객체의 어드레스, 또는 아이디를 지정하는 노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15.

임계값 기반의 조건을 포함하는 제 1 스케줄 관리객체에 따라 상기 임계값 기반의 조건을 모니터링하는 제 1 엔티티와;

시간 기반의 조건을 포함하는 제 2 스케줄 관리객체에 따라 시간 기반의 조건이 매칭되는지 모니터링하는 제 2 엔티티와;

상기 제 1 또는 제 2 엔티티에 의해 상기 조건이 매칭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스케줄링 컨텍스트 내에 포함되어진 장치관리

를 위한 명령을 수행하는 제 3 엔티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스케줄 관리 객체 및 상기 제 2 스케줄 관리 객체 중 하나 이상은 이벤트 기반의 조건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단말.

청구항 17.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는 상기 제 1 관리객체 및 상기 제 2 관리객체 중적어도 하나 이상에 대한 어드레스, 또는 아이디를

지정하는 노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18.

장치관리를 위한 하나 이상의 명령을 포함하는 스케줄링 컨텍스트와, 상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스케줄을 포함하는 스케

줄 관리객체와, 그리고 진단 관리객체 중 하나 이상을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송수신부와;

상기 수신되는 스케줄링 컨텍스트, 상기 스케줄 관리 객체, 그리고 진단 관리객체 중 하나 이상을 트리(tree) 형태로 설치

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진단 관리객체에 지정된 어드레스를 통하여 상기 스케줄 관리객체의 상기 스케줄을 모니터링하고, 상기 스케줄에 해

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장치관리를 위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20.

장치관리를 위한 하나 이상의 명령을 포함하는 스케줄링 컨텍스트와, 상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스케줄을 포함하는 진단

관리객체 중 하나 이상을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송수신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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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되는 스케줄링 컨텍스트, 그리고 진단 관리객체 중 하나 이상을 트리(tree) 형태로 설치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진단 관리객체 내의 상기 스케줄을 모니터링하고, 상기 스케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

내의 상기 장치관리를 위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22.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진단 관리객체의 상기 스케줄은

시간 기반의 조건, 이벤트 기반의 조건, 그리고 임계 값 기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23.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진단 관리객체의 상기 스케줄은

임계 값 기반의 조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는

시간 기반의 조건, 그리고 이벤트 기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25.

임계값 기반의 조건을 포함하는 제 1 스케줄 관리객체와, 시간 기반의 조건을 포함하는 제 2 스케줄 관리객체와, 장치관리

를 위한 명령을 포함하는 스케줄링 컨텍스트 중 하나 이상을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송수신부와;

상기 수신되는 제 1 스케줄 관리 객체, 제 2 스케줄 관리 객체, 그리고 스케줄링 컨텍스트 중 하나 이상을 트리(tree) 형태

로 설치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26.

진단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 객체를 이용하여 스케줄을 모니터링하고, 상기 스케줄에 해당되면 스케줄링 컨텍스트 내에 포

함된 장치관리를 위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줄링된 장치관리 수행 방법.

청구항 27.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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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관리 객체는 스케줄 관리 객체에 해당하고,

상기 제 2 관리 객체는 진단 관리 객체에 해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장치관리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스케줄링된 장치관리를 수행하는 단말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치관리(Device Management: 이하 DM이라 함) 기술은 한 단말이 가진 자원을 서버가 장치관리 명령을 통

해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기 서버가 용이하게 상기 단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이러한 장치관리 기술에서, 상기 장치관리 서버는 장치관리 대상 클라이언트에게 장치관리를 위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지

시할 수 있고, 상기 장치관리 대상 클라이언트는 해당 명령을 즉시 수행한 후 그 수행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장치관리 서버는 장치관리 클라이언트로 특정 기능의 변경/갱신/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장치관리 기술은 상기 단말 내에서 오류 또는 비정상적 동작이 발생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상기 단

말이 장치관리 명령의 수행을 상기 장치관리 서버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단말의 관리 절차를 고비용으로 만들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문제를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서버로부터 장치관리를 위한 명령과, 상기 장치관리를 위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미리

제공받고, 진단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하여 상기 조건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상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단말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제 1 관리 객체의 어드레스 또는 아이디를 통하여 상기 제 1 관리객체 내

에 포함되어진 스케줄을 모니터링하는 제 1 엔티티와; 그리고 상기 제 1 엔티티에 의해 상기 스케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

인되면, 스케줄링 컨텍스트 내에 포함되어진 장치관리를 위한 명령을 수행하는 제 2 엔티티를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제 1

관리 객체의 어드레스 또는 아이디는 제 2 관리 객체 내에 지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을 제공한다.

한편,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관리객체 내에 포함되어진 스케줄에 해당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제 1

엔티티와; 상기 제 1 엔티티에 의해 상기 스케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스케줄링 컨텍스트 내에 포함되어진 장치관

리를 위한 명령을 수행하는 제 2 엔티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을 제공한다.

한편,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임계값 기반의 조건을 포함하는 제 1 스케줄 관리객체에 따라 상기

임계값 기반의 조건을 모니터링하는 제 1 엔티티와; 시간 기반의 조건을 포함하는 제 2 스케줄 관리객체에 따라 시간 기반

의 조건이 매칭되는지 모니터링하는 제 2 엔티티와; 상기 제 1 또는 제 2 엔티티에 의해 상기 조건이 매칭되는 것으로 확인

되면, 스케줄링 컨텍스트 내에 포함되어진 장치관리를 위한 명령을 수행하는 제 3 엔티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을 제공한다.

실 시 예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장치관리 서버, 및 단말을 나타낸 예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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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장치 관리 시스템은 DM서버(100)와 단말(200)로 구성된다.

DM 서버

상기 DM 서버(100)는 DM 스케줄링 인에이블러 서버(DM Scheduling Enabler Server)(110)과 DM 인에이블러 서버

(DM Enabler Server)(120), 그리고 진단 모니터링 서버(Diagnose Monitoring Server)(130)을 포함한다.

상기 DM 스케줄링 인에이블러 서버(110)는 스케줄링 컨텍스트 관리 모듈(Scheduling Context Management Module)

(111)과 상태 보고 처리 모듈(Status Reporting Processing Module)(112)를 포함한다.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 관리 모듈(111)은 스케줄링 컨텍스트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200)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상

기 스케줄링 컨텍스트 관리 모듈(111)은 장치관리 세션을 상기 단말(200)과 수립한 후, 상기 수립된 장치관리 세션을 통해

상기 생성한 스케줄링 컨텍스트를 상기 단말(200) 내에 설치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는 하나 이상의

장치관리 명령을 포함하는 메시지와, 상기 메시지 내의 상기 장치관리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는 부가적인 사항들을 더 포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한편, 상기 상태 보고 처리 모듈(112)은 상기 단말(200)로부터 상태 보고 예컨대, 장치관리 명령의 처리 결과, 또는 진단

모니터링의 결과를 수신하여, 처리하는 유닛이다.

상기 DM 인에이블러 서버(120)는 상기 단말(200)과 세션을 설정하고 일반적인 장치관리를 요청한다. 즉, 상기 DM 인에

이블러 서버(120)는 스케줄링 컨텍스트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상기 단말(200)과 세션을 설정하고 장치관리를 요청한

다.

구체적으로, 상기 DM 인에이블러 서버(120)는 관리 객체(MO: Management Object)를 생성하고, 상기 관리 객체(MO)를

단말에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DM 인에이블러 서버(120)를 통하여, 상기 단말(200)을 액세스하고, 관리한다.

한편, 상기 진단 모니터링 서버(130)은 적절한 진단 또는 모니터링 패키지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200)에 전송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진단 또는 모니터링 패키지는 예컨대 도 5에 도시된 진단 관리 객체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진단 모니터링 서버

(130)는 상기 단말(200)에서의 진단 결과 또는 모니터링 결과, 또는 상기 단말(200)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수신할 수 있다.

단 말

상기 단말(200)은 도시된 바와 같이 크게 DM 스케줄링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DM Scheduling Enabler Client)(210)과,

DM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DM Enabler Client)(220)과, 그리고 진단 모니터링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30)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DM 스케줄링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10)은 상기 서버(100)로부터 수신되는 스케줄링 컨텍스트를 설치하는 제 1

엔티티(210a)와, 장치관리를 위한 명령을 수행하는 제 2 엔티티(210b)를 포함한다.

상기 제 1 엔티티(210a)는 스케줄링 컨텍스트 설치 모듈(Scheduling Context Installation Module)(211)을 포함한다.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 설치 모듈(211)은 상기 DM서버(100)의 스케줄링 컨텍스트 설치 요청을 처리하는 유닛이다. 즉,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 설치 모듈(211)은 상기 서버(100)의 요청에 따라 스케줄링 컨텍스트를 상기 단말(200) 내에 장치

관리 트리(DM Tree) 형태로 설치 한다.

여기서,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 설치 모듈(211)은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의 설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절

차를 더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 설치 모듈(211)은 상기 진단 모니터링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

(230)에게 이벤트 발생시 통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 설치 모듈(211)은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를 설치하기 전에, 상기 설치되려는 스케줄링

컨텍스트의 유효성을 선택적으로 검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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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엔티티(210b)는 조건 매칭 모듈(Condition Matching Module)(212)과, 그리고 태스크 실행 모듈(Task

Execution Module)(213)과, 상태 보고 모듈(Status Reporting Module)(214)을 포함한다.

상기 조건 매칭 모듈(212)은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 내의 상기 조건이 매칭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상기 조건이 매

칭되면 상기 태스크 실행 모듈(213)에 상기 수행조건에 해당하는 장치관리 명령을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유닛이다.

이때, 상기 조건은 특정 이벤트의 발생 여부일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조건 매칭 모듈(212)은 특정 이벤트의 발생이 상기 진

단 모니터링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30)에 의해 통지될 경우, 상기 조건이 매칭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상기 태스크 실행 모듈(213)은 상기 조건 매칭 모듈(212)에 의해 상기 장치관리 명령을 수행할 조건이 매칭되는 것

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장치관리 명령이 수행될 수 있도록 상기 DM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20)과 협력하는 유닛이다.

상기 상태 보고 모듈(214)은 상기 단말(200)의 상태, 또는 상기 장치관리 명령의 수행 결과를 상기 DM 서버(100)에 보고

하는 유닛이다. 이러한, 상기 상태 보고 모듈(214)은 상기 장치관리 명령의 수행결과를 이용하여 보고 메시지를 작성하고,

이를 상기 DM서버(100)로 전송할 수 있다.

한편, 상기 DM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20)은 상기 태스크 실행 모듈(214)과 협력하여 상기 장치관리 명령을 수행하는

유닛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DM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20)은 상기 태스크 실행 모듈 (214)로부터 장치관리 명

령을 전달받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상기 태스크 실행 모듈(214)로 반환한다.

또한, 상기 DM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20)는 상기 서버(100)와의 통신 채널을 제공한다. 즉, 상기 DM 서버(100)로부터

스케줄링 컨텍스트를 수신받아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 설치 모듈(211)에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상기 DM 인에이블러 클

라이언트(220)는 상기 DM 서버(100)로부터 진단 관리 객체 (232)를 수신받아 상기 진단 모니터링 인에이블러 클라이언

트(230)에 전달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진단 모니터링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30)은 진단 모니터링 에이전트(Diagnose Monitoring Agent)(231)과,

상기 진단 관리 객체(Diagnose Management Object)(232)를 포함한다.

상기 진단 모니터링 에이전트(231)는 상기 DM 서버(100)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진단 관리 객체 (232)에 따라, 상기 단말

(200)의 진단 또는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진단 모니터링 에이전트(231)는 상기 진단 또는 모니터링의 결과를

상기 DM 서버(100)에 전송한다.

상기 진단 관리 객체 (232)는 상기 진단 모니터링 에이전트(231)가 진단 또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다. 여기서, 상기 진단 관리 객체 (232)는 예컨대 도 5에서와 같을 수 있다. 상기 진단 관리 객체 (232)에 의해서 상기 진단

모니터링 에이전트(231)는 제어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관리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상기 DM 서버(100)는 상기 DM 스케줄링 인에

이블러 서버(110)과 상기 DM 인에이블러 서버(120)로 구성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이들은 프로세서(미도시)와,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미도시)와, 저장장치(미도시)로 구성될 수 있다. 즉, 상기 DM 스케줄링 인에이블러 서버(110)과 상기

DM 인에이블러 서버(120)는 상기 저장장치(미도시)에 저장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일 수 있고, 상기 프로세서(미도시)에 의

해서 실행되어,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미도시)를 통해 상기 단말(200)과 통신을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단말(200)는

상기 DM 스케줄링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10)과, 상기 DM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20)과, 상기 진단 모니터링 인에이

블러 클라이언트(230)로 구성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이들은 프로세서(미도시)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미도시)와, 저

장장치(미도시)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동 작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단말의 진단 방법을 나타낸 예시도이다.

도 2를 참조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서버는 진단 관리 객체를 생성한 후 상기 단말(200)에 전송하여, 상기 단말

(200)이 진단 또는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상기 DM 서버(100)는 진단 관리 객체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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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상기 DM 서버(100)는 상기 생성한 진단 관리 객체를 상기 단말(200)에 전송한다.

3) 그러면, 상기 단말(200)의 상기 DM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20)은 상기 진단 관리 객체를 수신하여, 상기 진단 모니터

링 에이전트(231)에 전달한다.

4) 상기 진단 모니터링 에이전트(231)은 수신한 상기 진단 관리 객체 (232)을 설정한다.

5) 이후, 상기 DM 서버(100)는 상기 진단 관리 객체 (232)의 활성화의 명령을 전송한다. 이때, 상기 활성화 명령은 예컨대

실행 명령 또는 Exec 명령일 수 있다.

6) 그러면, 상기 DM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20)는 상기 활성화 명령을 수행한다.

7) 그러면, 상기 진단 관리 객체 (232)는 상기 활성화 명령의 수행에 따라 활성화 된다.

8) 그러면, 상기 진단 모니터링 에이전트(231)는 상기 상기 진단 관리 객체 (232)에 따라 상기 단말(200)의 진단 또는 모

니터링을 수행한다. 이때, 하드웨어에 관한 정보, 메모리 덤프, 에러, 상기 에러의 원인 코드, 응용 프로그램, 등이 수집될

수 있다.

9) 이후, 상기 진단 모니터링 에이전트(231)는 상기 진단 또는 모니터링의 결과를 상기 DM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20)

으로 전달한다.

10) 그러면, 상기 DM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 (220)는 상기 진단 또는 모니터링의 결과를 상기 DM 서버(100)로 전달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스케줄링된 장치관리를 수행하는 방법을 나타낸 예시도이다.

도 3을 참조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기 DM 서버(100)는 상기 단말(100)의 진단 결과에 따라, 적절한 스케줄링 컨텍

스트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200)로 전송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 10) 은 도 2와 동일하므로, 요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생략한다.

11) 상기 DM 서버(100)는 상기 단말(100)로부터 수신된 상기 진단 또는 모니터링의 결과에 따라, 상기 단말(100)에 적절

한 스케줄링 컨텍스트를 생성한다. 예를 들면, 상기 DM 서버(100)는 상기 진단 또는 모니터렁의 결과에 따라 상기 단말

(200)에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려고 할 때, 적절한 장치관리 명령을 수행하도

록 스케줄링 컨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

12) 상기 DM 서버(100)는 상기 생성한 스케줄링 컨텍스트의 설치 요청을 상기 단말(200)로 전달한다.

13) 상기 단말(200)의 DM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20)은 상기 DM 서버(100)의 스케줄링 컨텍스트를 수신받아, 상기

DM 스케줄링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10)에 전달한다.

14) 그러면, 상기 DM 스케줄링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10)(구체적으로는 스케줄링 컨텍스트 설치 모듈(211))는 상기 스

케줄링 컨텍스트를 설치한다.

15) 그리고, 상기 DM 스케줄링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10)는 상기 진단 모니터링 에이전트(231)에 특정한 이벤트가 발

생되면 알리도록 등록 요청을 한다. 이때, 상기 등록 요청은 Register 메시지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16) 상기 진단 모니터링 에이전트(231)는 상기 진단 관리 객체 (232)에 그러한 사항을 등록한다.

17) 상기 진단 모니터링 에이전트(231)는 상기 DM 스케줄링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10)에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알린

다.

18) 상기 DM 스케줄링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10)는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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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이후, 특정한 이벤트의 발생이 획득되면, 상기 진단 모니터링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30)는 상기 DM 스케줄링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10)에 통지한다.

21) 그러면, 상기 DM 스케줄링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10)의 상기 조건 매칭 모듈(212)는 상기 발생한 이벤트가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 내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이때, 상기 조건에 부합한다면, 상기 조건 매칭 모듈(212)은 상기 태

스크 실행 모듈(213)에 요청하여, 장치관리 명령이 수행되도록 한다.

22) 상기 장치관리 명령의 수행이 완료되면, 상기 DM 스케줄링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10)의 상태 보고 모듈(214)가 상

기 DM 서버(210)에 보고한다.

23) 상기 DM 서버(100)의 상기 상태 보고 처리 모듈(112)는 상기 보고를 수신하고, 처리한다.

지금까지는, 본 발명에 따른 단말의 진단 방법 및 스케줄링된 장치관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들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저장 매체(예를 들어, 이동 단말기 내부 메모리, 플래쉬 메모리, 하드 디스크, 기타 등등)에 저장될 수 있고, 프로세서(예를

들어, 이동 단말기 내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내에 코드들 또는 명령어들로

구현될 수 있다.

스케줄링 컨텍스트 & 관리 객체

도 4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에에 따른 스케줄링 컨텍스트를 트리(tree) 형태로 나타낸 예시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에에 따른 진단 관리 객체를 트리(tree) 형태로 나타낸 예시도이다.

도 4를 참조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본 발명의 제 1 실시에에 따른 스케줄링 컨텍스트는 일반 정보(General

Information) 부분과, 스케줄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일반 정보(General Information) 부분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설치되는 스케줄링 컨텍스트

의 식별자를 나타나내는 Id 노드와,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의 명칭을 나타내는 Name 노드와,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의

유효 기간(valid period)을 나타내는 Valid 노드와, 그리고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의 소유자를 나타내는 Server 노드와,

스케줄링 컨텍스트의 현 상태를 나타내는 State 노드와,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의 상태 제어를 위한 State Operation 노

드(또는, StateOP 노드)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스케줄 부분은 상기 장치 관리를 위한 명령의 수행 조건을 나타내는 Condition 노드(또는, Cond 노드), 상기 장치관

리를 위한 하나 이상의 명령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저장 또는 지정하는 Task 노드, 상기 명령의 수행 결과, 또는 상태를 상

기 DM 서버(100)에 보고 해야하는지를 지정하는 Reporting 노드를 포함한다.

상기 Condition 노드는 시간-기반의 조건을 지정하는 Timer 노드, 이벤트 -기반의 조건의 지정하는 Trap 노드, 임계-값

기반의 조건을 지정하는 Threshold 노드(Th 노드)를 포함한다.

먼저, 그리고, 상기 Timer 노드는 예컨대, 특정 시점, 특정 주기, 특정 기간, 특정 시간 간격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

기 Timer 노드는 특정 시간을 지정하는 Base 노드, 그리고 시간 기반 조건의 반복 여부를 지정하는 Recursive Rule 노드

를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상기 Recursive Rule 노드에 반복이 지정되지 않으면, 상기 시간-기반의 조건은 상기 특정 시점

에 도달하여 상기 장치관리 명령이 수행된 경우, 디스에이블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Trap 노드는 특정 이벤트의 ID(식별

자, 또는 참조 번호)를 지정하는 TrapRef 노드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상기 Th 노드는 Address 노드, Interval 노드, Threshold 노드, ThType 노드, Direction 노드, Hystersis 노드를

포함한다. 상기 Address 노드는 관리 객체의 어드레스를 지시한다. 그리고 상기 Interval 노드는 상기 관리 객체의 값을

샘플링해야 하는 주기를 지시한다. 그리고, 상가 Threshold 노드는 임계값을 지시한다. 그리고, 상기 ThType 노드는 상

기 임계값의 포맷을 지시한다. 상기 Direction 노드는 상기 임계값이 상승(rising)인지, 하강(falling)인지, 또는 고정

(static)인지를 지시한다. 상기 Hystersis 노드는 상기 임계값에 대한 여유도(margin)를 지시한다.

또한, 상기 Address 노드는 URI 노드, MOI 노드, MOIfilter 노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상기 URI 노드는 상기

관리 객체의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지시하고, 상기 MOI 노드는 관리 객체의 식별자(MOI: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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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identifier)를 지시한다. 그리고, 상기 MOIfilter 노드는 상기 MOI 노드가 사용될 경우 동일한 MOI를 갖는 관리 객

체가 다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동일한 MOI를 갖는 다수의 관리 객체에서 특정한 관리 객체를 식별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지정한다.

상기 URI 노드는 상기 MOI 노드가 없을 시에는, 완전한 어드레스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MOI노드가 있을 때에는,

상기 URI 노드는 상기 관리객체의 루트(root)에 대한 상대 주소를 지정할 수 있다.

상기 MOIfilter 노드는 URI 노드, Value 노드, 그리고 Format 노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상기 MOIfilter 노드에 포함된 상기 URI 노드 상기 지정된 관리 객체의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지정한다. 이

때, 지정되는 상기 URI는 상기 관리객체의 루트에 대해 상대적인 것이다.

상기 MOIfilter에 포함된 상기 Value 노드는 상기 MOIfilter 노드의 URI 노드에 의해 지시된 관리객체의 값과 비교되어야

할 값을 지시한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동일한 MOI를 갖는 다수의 관리 객체와 상기 특정한 관리객체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Value 노드 내의 값은 상기 URI 노드가 상기 MOIfilter 노드 내에 존재할 경우, 상기 URI의 값과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URI 노드가 상기 MOIfilter 노드 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기 Value 노드의 값은 상기 관리 객체의

루트(root) 이름과 비교될 수 있다.

상기 MOIfilter 내에 포함된 상기 Format 노드는 상기 Value 노드 내의 값에 대한 포맷을 지정한다. 가능한 포맷은 b64,

bin, 부울(bool), 정수(int), xml, 날짜(date), 시간(time), 또는 소수(float)이다. 이러한, 상기 Format 노드가 존재하지 않

을 경우, 상기 Value노드의 포맷은 문자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상기 Threshold 노드는 임계값을 지정한다. 상기 Threshold 노드에 지정되는 값은 상기 임계값의 다양한 포맷으로

표현될 수 있는 숫자열이다. 이때, 상기 임계값의 실제 포맷은 상기 ThFormat 노드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상기

Threshold 노드의 값은 상기 특정 관리 객체의 샘플 통계와 비교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샘플된 값이 최초의 것일 경우

(즉, 전원이 켜지고, 스케줄링 동작이 막 시작된 이후에 샘플된 값일 경우), 그리고 이전에 샘플링된 값은 없을 경우, 최근

샘플된 값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상기 ThFormat 노드는 상기 임계값과 히스테리시스의 실제 포맷을 지시한다. 가능한 포맷은 bool 타입, 문자 타입, 정수,

날짜, 시간, 또는 소수이다.

상기 ThType 노드는 상기 임계값의 타입을 지시한다. 가능한 값은 절대 값, 또는 차이값이다. 상기 타입이 절대 값인 경

우, 상기 관리객체의 샘플된 값은 상기 임계값과 바로 비교될 것이다. 그러나, 상기 값이 차이값일 경우, 상기 이전에 샘플

된 값과 현재 샘플된 값 간의 차이가 상기 임계값과 비교될 것이다.

상기 Direction 노드는 상기 샘플된 값이 상기 임계값을 교차하는지를 지정한다. 가능한 값들은 상승, 하강, 또는 고정이

다. 상기 임계값이 상승으로 정의될 경우, 이전에 샘플된 값은 상기 임계값 보다 작았으나, 현재 샘플링된 값은 상기 임계

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 상기 조건이 매칭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임계값이 하강으로 정의될 경우, 위와 반대

로 상황일 때, 상기 조건이 매칭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상기 임계 값이 고정으로 정의될 경우에는, 이전에 샘플링된 값

이 상기 임계값과 동일하지 않았으나, 현재 샘플링된 값이 상기 임계값과 동일할 때, 상기 조건이 매칭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즉, 상기 고정 임계값은 상기 샘플된 값이 상기 임계값을 교차하는지와는 무관하게 상기 임계값과 동일해지는 순간

에 조건이 매칭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상기 조건의 논리적인 상태는 상기 샘플링된 값이 상기 임계

값과 같은 한 여전히 참으로 여겨질 수 있다.

상기 Hystersis 노드는 히스테리시스의 값을 지정한다. 상기 히스테리시스는 상기 임계값의 여유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기 Hystersis 노드 내의 값은 상기 히스테리시스 값이 다양한 포맷으로 표현된 문자 열이다. 이때, 상기 히스테리시스 값

의 실제 포맷은 ThFormat 노드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기 히스테리시스가 지정될 경우에는, 상기 히스테

리시스에 의해서 지정된 상기 임계값에 대한 여유도(margin)까지 상기 샘플된 값이 상승하거나, 떨어지지 않는 한, 상기

조건이 매칭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기 히스테리시스를 사용하게 되면, 상기 샘플된 값이 잡음과 같은

원인해 의해서 상기 임계값 주위에서 자주 변동될 때, 계속 조건이 매칭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승 임계값

의 경우, 상기 샘플된 값이 상기 Hystersis 노드에 지정된 여유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상기 명령을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상기 Task 노드는 상기 장치관리를 위한 하나 이상의 명령을 포함하는 메시지가 XML 기반인지를 지정하는 XML 노

드, 바이너리인지를 지정하는 Binary 노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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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Reporting 노드는 상기 장치관리를 위한 하나 이상의 명령의 수행 결과가 상기 DM 서버(100)에 보고되어야 하는지

또는 아닌지를 지정하는 Gating 노드, 상기 단말(100)의 상태 또는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의 상태가 상기 DM 서버(100)

에 보고되어야 하는지를 지정하는 Event 노드를 포함한다.

한편, 도 5를 참조하면, 진단 관리 객체가 트리 형태로 나타나 있다. 상기 진단 관리 객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진단 모

니터링 에이전트(231)가 상기 단말(200)을 진단 또는 모니터링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저장한다.

이러한, 상기 진단 관리 객체는 DFID 노드, Server ID 노드, Diagnose Monitoring Config 노드, Diagnose Monitoring

Data 노드, Operation 노드, State 노드를 포함한다.

상기 DFID 노드는 진단 기능의 이름을 나타낸다. 그리고 Server ID 노드는 진단 기능이 수행되는 도중에 진단 작업 수행

상황을 보고하거나, 혹은 수행이 모두 종료되고 난 후에 결과를 보고할 대상이 되는 장치관리 서버의 ID를 지시한다. 상기

Diagnose Monitoring Config 노드는 특정 진단 기능이 필요로 하는 설정 값을 저장하는 폴더 노드 혹은 Interior 노드이

다. 상기 Diagnose Monitoring Data는 진단 결과를 저장하는 노드 혹은 폴더 노드이다.

상기 Operation 노드 내의 Start 노드는 상기 DM 서버 (100)가 원격으로 진단 기능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드

이다. 그리고, 상기 Operation 노드 내의 Stop 노드는 장치관리 서버가 원격으로 수행중인 진단 기능을 중지시키기 위한

노드이다. 상기 Operation 노드 내의 Report 노드는 상기 DM 서버(100)가 진단 결과를 보고 받는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

한 노드이다. 상기 State 노드는 진단 기능의 상태를 알려 주는 노드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스케줄 관리 객체를 나타낸 예시도이고, 도 7은 도 6의 스케줄 관리 객체와 진단 관

리 객체의 연결 관계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진단 모니터링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30)가 상기 조건이 매칭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 6 및 도 7을 참조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조건 즉, Timer 노드, Trap 노드, Threshold 노드는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스케줄 관리객체(Management Object)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상기 진단 관리 객체의 Diagnose Monitoring Config 노드는 상기 스케줄 관리객체의 어드레스 (또는,

아이디 또는 URI)를 지정하는 Schedule Reference 노드를 포함한다. 따라서, 상기 스케줄 관리객체는 상기 진단 관리 객

체와 연결될 수 있고, 상기 진단 모니터링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30)는 상기 조건이 매칭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상기 진단 모니터링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30)이 상기 조건이 매칭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상기 이

벤트는 상기 조건 매칭 모듈(212)에 전달된다. 이때, 상기 조건 매칭 모듈(212)은 상기 이벤트에 따라 조건이 매칭된 것으

로 판단하고, 상기 태스크 실행 모듈(213)에 명령을 수행하도록 요청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진단 관리 객체를 나타낸 예시도이고, 도 9는 도 8의 진단 관리 객체와 스케줄링 컨

텍스트와의 연결 관계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르면, 제 2 실시예와 비슷하게 상기 진단 모니터링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30)가 상기 조건이

매칭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조건 즉, Timer 노드, Trap 노드, Threshold 노드는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에

서 분리되어 진단 관리 객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진단 관리 객체와 상기 스케줄링 컨

텍스트의 Condition 노드는 어드레스, 또는 아이디(또는 URI)를 통하여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진단 모니터링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230)가 상기 조건이 매칭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상기 이벤트는 상기 조건 매칭 모듈(212)에 전달된다. 이때, 상기 조건 매칭 모듈(212)은 상기 이벤트에 따라 조건이 매칭

된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태스크 실행 모듈(213)에 명령을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스케줄링 컨텍스트와 진단 관리 객체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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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을 참조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진단 모니터링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

(230)는 상기 임계값 기반의 조건 즉, Threshold 노드에 지정된 조건을 매칭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상기 조건 매칭

모듈(212)는 시간 기반의 조건 즉, Timer 노드에 지정된 조건, 그리고 이벤트 기반의 조건 즉, Trap 노드에 지정된 조건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의 상기 Condition 노드는 도 10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Timer 노드와, 그리고 Trap

노드를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Condition 노드는 관리객체를 지정하는 Management Object 노드(또는, MO 노드)를 포함

한다. 상기 Management Object 노드는 관리객체의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지정하는 URI 노드와, 상기 URI

(uniform resource identifier)에 의해 지정된 관리객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한 값을 지정하는 Value 노드를 포함한

다.

그리고, 도 10(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진단 관리 객체 내의 Diagnose Monitoring Configuration 노드는 Threshold 노드

를 포함한다.

도 10에 도시된 스케줄링 컨텍스트 및 진단 관리 객체 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면, 상기 Diagnose Monitoring

Configuration 노드에 의해 지정된 특정 관리객체의 값이 상기 Diagnose Monitoring Configuration 노드의 상기

Threshold 노드에 지정된 임계 값에 해당되면, 이벤트가 발생한다. 그러면, 상기 이벤트가 발생된 상기 특정 관리객체가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의 상기 Management Object 노드의 URI 노드에 지정된 관리객체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된다. 만

약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이벤트가 상기 Trap 노드에 지정된 이벤트인지가 다시 확인된다. 이때, 그에 부합되면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Task 노드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스케줄링 컨텍스트와 스케줄 관리 객체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단말(200)의 다른 모듈(미도시)이 임계-값 기반의 조건 즉, Threshold 노드에 지정

된 조건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상기 조건이 매칭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 5 실

시예에 따르면, 상기 단말(200)에 또 다른 모듈(미도시)이 시간 기반의 조건 즉, Timer 노드에 지정된 조건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상기 조건이 매칭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면, 상기 조건 매칭 모듈(212)은 상기 발생

된 이벤트를 전달받아, 상기 태스크 실행 모듈(213)에 상기 명령을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 11를 참조하면, 스케줄링 컨텍스트로부터 Timer 노드와, Threshold 노드가 분리되어 별도의 관리객체들, 즉 Time

Schedule Management Object와, Threshold Schedule Management Object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rap

노드는 상기 별도로 구성된 관리객체에 각각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 11 (a)를 참조하면, 스케줄링 컨텍스트의 상기 Condition 노드는 Management Object 노드만을 포함한다.

상기 Management Object 노드는 관리객체의 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지정하는 URI 노드와, 상기 uniform

resource identifier에 의해 지정된 관리객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한 값을 지정하는 Value 노드를 포함한다.

도 11 (b)를 참조하면, Timer 노드가 분리되어 형성된 Time Schedule Management Object는 장치관리를 위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 시간을 지정하는 Base 노드와, 반복여부를 지정하는 RRule 노드, 그리고 Trap 노드를 포함한다. 상기

Trap 노드는 이벤트의 ID를 지정하는 ID 노드와, Report 노드, 그리고 Schedule 노드를 포함한다. 상기 Report 노드는 상

기 이벤트가 발생되면 보고해야 할 서버의 ID를 지정하는 ServerID 노드, 상기 이벤트가 발생되면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를 지정하는 User Interaction 노드를 포함한다. 상기 Schedule 노드는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를

지정하는 User Interaction 노드와,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의 ID를 지정하는 ToRef 노드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상기 Time Schedule Management Object에 따르면 상기 Base 노드에 지정된 시간에 도달하면, 이벤트가 발

생된다. 그러면, 상기 발생된 이벤트가 상기 Trap 노드의 ID 노드에 해당되는지 확인된다. 상기 발생된 이벤트가 상기 ID

노드에 지정된 이벤트에 해당될 경우, 상기 Report 노드의 ServerID 노드, 및 User Interaction 노드에 따라 서버에 보고

되거나, 사용자에게 통보된다. 그리고, 상기 발생된 이벤트가 상기 ID 노드에 지정된 이벤트에 해당될 경우, 상기

Schedule 노드의 ToRef 노드에 따라,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로 이벤트가 전달된다. 그러면,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의

Task 노드에 지정된 장치관리 명령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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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 11 (c)를 참조하면, Threshold 노드가 분리되어 형성된 Threshold Monitoring Management Object는 모니터

링 하기 위한 특정 관리객체를 지정하는 URI 노드와, 상기 모니터링되는 특정 관리객체의 임계값을 지정하는 Trh RRule

노드, 그리고 전술한 Trap 노드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상기 Threshold Monitoring Management Object에 따르면 상기 URI 노드에 의해 지정된 관리객체의 값이 상

기 Threshold 노드에 지정된 임계값에 도달하면, 이벤트가 발생된다. 그러면, 상기 발생된 이벤트가 상기 Trap 노드의 ID

노드에 해당되는지 확인된다. 상기 발생된 이벤트가 상기 ID 노드에 지정된 이벤트에 해당될 경우, 상기 Report 노드의

ServerID 노드, 및 User Interaction 노드에 따라 서버에 보고되거나, 사용자에게 통보된다. 그리고, 상기 발생된 이벤트

가 상기 ID 노드에 지정된 이벤트에 해당될 경우, 상기 Schedule 노드의 ToRef 노드에 따라,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로

이벤트가 전달된다. 그러면,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의 Task 노드에 지정된 장치관리 명령이 수행된다.

한편, 지금까지는 상기 조건들이 상기 스케줄링 컨텍스트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이와 같은 조건들은 여러

개가 함께 합하여서 좀 더 복잡한 스케줄을 만들 수도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적으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는 이와 같은 특정 실시예에만 한정되

는 것은 아니므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사상 및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주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정, 변경, 또는 개선

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적으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는 이와 같은 특정 실시예에만 한정되

는 것은 아니므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사상 및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주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정, 변경, 또는 개선

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서버로부터 장치관리를 위한 명령과, 상기 장치관리를 위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미리

제공받고, 진단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하여 상기 조건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상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효

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장치관리 서버, 및 단말을 나타낸 예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단말의 진단 방법을 나타낸 예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스케줄링된 장치관리를 수행하는 방법을 나타낸 예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스케줄링 컨텍스트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진단 관리 객체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스케줄 관리 객체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도 7은 도 6의 스케줄 관리 객체와 진단 관리 객체의 연결 관계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진단 관리 객체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도 9는 도 8의 진단 관리 객체와 스케줄링 컨텍스트와의 연결 관계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스케줄링 컨텍스트와 진단 관리 객체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스케줄링 컨텍스트와 스케줄 관리 객체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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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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