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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목표 기기 상에서의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검출 및이용을 자동화하기 위한 방법 및 소프트웨어

리포지터리를생성하기 위한 시스템

(57) 요약

목표 기기(target machine) 상에서의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검출 및 이용을 자동화하기 위한 방법은, 제1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설치 또는 실행 동안, 종속성을 검출하는 단계,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설치 또는 실행을 잠시 멈추는 단계,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구성하는 단계 및 제1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설치 또는 실행을 계속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종속성을

검출하는 단계는, 종속성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리포지터리를 질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종속성을 검출하는 단계

는, 템플릿 매칭을 위한 규칙의 사용 및 매칭 구성 정보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리포지터리를 질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종

속성을 검출하는 단계는, 목표 기기 상에서의 소프트웨어 동작의 실행을 포함하며, 여기서 결과적인 실패는 리포지터리를

질의하기 위한 필요성을 나타낸다.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구성을 나타내는 정보가 목표 기기의 사전 구성 스냅샷에 추

가된다. 목표 기기 상에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구성하는 단계는, 시뮬레이션 또는 가상 설치에 의해 수행된다. 이 단계

는 구성의 하나 이상의 리포지터리 및 제1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종속성을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방법은 또한 구성

의 하나 이상의 리포지터리 및 제1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종속성을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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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목표 기기(target machine) 상에서의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의 검출 및 이용을 자동화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제1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설치 또는 실행 동안, 종속성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설치 또는 실행을 잠시 멈추는 단계;

상기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구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설치 또는 실행을 계속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검출 및 이용 자동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종속성을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종속성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리포지터리(repository)를 질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종속성을 검출하는 단계는, 템플릿 매칭에 대한 규칙의 사용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종속성을 검출하는 단계는, 매칭 구성 정보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리포지터리에 대한 질의를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종속성을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목표 기기 상에서의 소프트웨어 동작의 실행을 포함하며, 결과적인

실패는 리포지터리를 질의하기 위한 필요성을 나타내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종속성을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구성된 자산(asset)들의 집합을 검색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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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기기 상에 상기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구성하는 단계는, 상기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설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구성을 나타내는 정보는 상기 목표 기기의 사전 구성 스냅샷에 추가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기기 상에 상기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구성하는 단계는, 시뮬레이션 또는 가상 설치에 의

해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구성하는 단계는, 상기 구성의 하나 이상의 리포지터리 및 상기 제1 소프

트웨어 패키지의 종속성들을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성의 하나 이상의 리포지터리 및 상기 제1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종속성들을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목표 기기 상에서의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의 검출 및 이용을 자동화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다른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대한 종속성의 표시에 대하여 제1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설치 자산들의 집합

을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구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검출 및 이용 자동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하는 단계는, 상기 설치 자산들 내에 포함된 정보의 패턴 매칭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하는 단계는, 코드 분석 방법을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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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리포지터리를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소프트웨어 패키지 자산 저장장치;

메타데이터 저장장치; 및

통합 엔진

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리포지터리 생성 시스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패키지 자산 저장장치, 상기 메타데이터 저장장치 및 그들 내의 종속성들의 내용을 질의하기 위한

규칙 또는 템플릿 엔진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리포지터리의 클라이언트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자산들 및/또는 종속 패키지들의 존재에 대하여 직

접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리포지터리는 서로에 대해 원격으로 동작하는 2개 이상의 리포지터리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하나의 리포지터리는 다른 리포지터리 시스템의 클라이언트와 같은 장소에 위치하는 시스템.

명세서

배경기술

관련 출원에 대한 상호 참조

본 출원은 본원에서 참조에 의해 포함된, 2004년 7월 21일자로 제출된 미국 특허 가출원 제60/589,614호에 대한 우선권

을 주장한다.

배경

현대 기술의 시스템에서, 애플리케이션은 전형적으로 개별 유닛 또는 "패키지"로 취급된다.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

경에서, 사교성(sociability) 문제로 인한 시스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최종 사용자 집단 또는 네트워크에 걸친 애플리케이션의 관리는 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상이한 시도들을 해왔다.

"문맥상의 정책 제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간 연관성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Controlling Inter-Application Association through Contextual Policy Control)"이란 제목의 미국 특허 출원 제60/

598,234호의 교시 내용이 참조에 의해 본원에 포함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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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자동화된 구성 및 버전 관리를 위한, 하나 이상의 리포지터리(repository)들의 집합 내의 모든 소프트웨어 시스

템을 통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르면, 목표 기기(target machine) 상에서의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검출 및 사용을 자동화하기

위한 방법은, 제1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설치 또는 실행동안, 종속성을 검출하는 단계;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설치 또는 실

행을 잠시 중단시키는 단계;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구성하는 단계; 및 제1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설치 또는 실행을 계

속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종속성을 검출하는 단계는 종속성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리포지터리를 질의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또한, 종속성을 검출하는 단계는 템플릿 매칭에 대한 규칙의 사용 또는 매칭 구성 정보에 대해 하나 이상의 리포지터리

를 질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종속성을 검출하는 단계는 목표 기기 상에서의 소프트웨어 동작의 실행을 포함하며, 여기서

결과적인 실패는 리포지터리를 질의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종속성을 검출하는 단계는 또한 제1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구성된 자산(asset)의 집합을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목표 기기상에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구성하는 단계는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설치를 포함한다.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구성을 나타내는 정보가 목표 기기의 사전 구성 스냅샷

에 추가된다. 목표 기기 상에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구성하는 단계는 시뮬레이션 또는 가상 설치에 의해 수행된다. 이

단계는 제1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종속성 및 구성의 하나 이상의 리포지터리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방법은 제1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종속성 및 구성의 하나 이상의 리포지터리를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르면, 목표 기기 상에서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검출 및 사용을 자동화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

이상의 다른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대한 종속성의 표시를 찾으려 제1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설치 자산의 집합을 검색

하는 단계, 및 종속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검색하는 단계는 설치 자산 내에 포함된 정보의 패턴

매칭 단계를 포함한다. 이 단계는 코드 분석 방법의 사용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리포지터리를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패키지 자산 저장장치,

메타데이터 저장장치 및 통합 엔진을 포함한다. 이 시스템은 패키지 자산 저장장치, 메타데이터 저장장치 및 그 종속성의

내용을 질의하는 것에 대한 규칙 또는 템플레이팅(templating) 엔진을 더 포함한다. 리포지터리의 클라이언트는 소프트웨

어 패키지 자산 및/또는 종속 패키지의 존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질의할 수 있다. 리포지터리는 서로에 대해 원격으로 동

작하는 2개 이상의 리포지터리를 포함한다. 이 시스템은 하나의 리포지터리를 포함하며, 이것은 나머지 다른 하나의 리포

지터리 시스템의 클라이언트와 같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본 발명의 전술된 특징 및 다른 특징, 그리고 이점은 첨부된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다음의 보

다 구체적인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실시예

소프트웨어의 실행 또는 설치 동안, 새로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다른 소프트웨어 부분들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구

성 아이템이 특별하게 설정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다. 다른 소프트웨어 상에 설치되거나 실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이

러한 요구사항 또는 복원성(resilience)이 본원에서는 종속성이라 지칭된다. 여러 상이한 시스템들이 설치 및 구성 태스크

를 자동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구축되어 왔다.

대부분, 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에 종속 프로그램은 어떻게든 설치시 또는 실행시에 다른 프로그램을 찾는

능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종속 소프트웨어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다고(loosely coupled) 칭할 수 있다. 이 시스템들은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없이도 존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독립적이다. 자신을 구성하기 위해 다른 프로그램 또는 구성을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tightly coupled) 칭할 수 있다.

메일 병합을 생성하거나 아웃룩 카랜더를 이용하는 등의, 자신의 기능성을 위해 Microsoft Office를 이용하는 강하게 결합

된 프로그램은 자신을 제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Office 설치를 찾을 수 있을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몇몇의

상이한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첫째, 전형적으로, Office와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지만 그것의 기능성을 여전히 보유

하는 것이 요망된다. 둘째, 종속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Office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마지

막으로, 여러 버전의 Office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지만, 설치 동안에는 단 하나가 선택되어야만 한다.

애플리케이션들을 패키징하고 및 분산시키는 프로세스는 전형적으로 비교적 수월하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가

여러 면에서 서로에 종속적이면, 복잡해진다. 이들 종속성의 표현 및 해결법은 사용가능한 시스템과 단순 태스크에만 적합

한 시스템 간에 다를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복잡한 통합 태스크를 용이하게 하고 자동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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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여러 네트워크에 걸쳐 액세스가능한 다수의 소프트웨어 리포지터리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소프트웨어 리포지터리

(10)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연관된 메타데이터와 함께, 구성 정보 및 소프트웨어 자산의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

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설치, 구성 또는 이용 동안, 리포지터리의 사본이 설치 기기(34) 상에서 이용될 수 있거나,

또는 원격 리포지터리가 질의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전형적으로 설치될 하나 이상의 파일, 실행가능 프로그램, 데이터 필드 또는 다른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리포지터리 내의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저장장치의 형태는 사용중인 저장장치의 형태와 상이할 수도 있고 상이하

지 않을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산은 그것의 설치 자산이다. 그들은 전형적으로, 전술된 패

키지 구성요소 이외에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설치를 돕도록 설계된 설치 프로그램도 포함한다. 일단 설치되면,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그것의 구성된 자산에 의해 표현될 것이며,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이들 부분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동작기키는

데 이용되고 설치 프로그램에 의해 구성된다.

리포지터리는 그들이 조직(organization) 내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반영하도록 그룹 또는 계층구조적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다. 이들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 XML 기반 데이터 파일, 구조적 파일 시스템 또는 필수 정보를 저장할 수 있

고, 제대로 질의 될 수 있고 갱신될 수 있는 임의의 수단의 사용을 통해서와 같이 수많은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조직이 하나 이상의 개발을 갖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며, 소프트웨어 리포지터리(28)를 갖는 패키징 그룹 및 테스트 그룹,

부가적으로 UAT(User Acceptance Testing, 30)에 대한 제2 리포지터리 집합이 존재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용자

및 실행중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산의 제품 사용에 대한 제3 리포지터리 집합이 존재할 수 있다.

도 1은 또한 이들 리포지터리의 같은 회사(26) 내의 다른 리포지터리, 또는 다른 회사(18), 및 서비스 공급자(14)와의 간략

한 관계를 나타낸다. 각각의 경우, 소프트웨어 리포지터리는 서로로부터 정보 및 자산을 끌어올 뿐 아니라 목표 기기(34)

에 자산을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자산에 액세스할 필요가 있을 때, 리포지터리의 몸체(body)로부터 이것을 끌어올

수 있다. 통상의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은 개발 리포지터리 내에서 패키징되고 최종 사용자 시뮬레이트된 테스트를 위해

UAT 리포지터리로 프로모트(promote)될 수 있다. 테스트가 성공적이지 않으면, 패키지는 개발 리포지터리에 반환되어

수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는 작동 팀으로 전송되는데, 이 작동 팀에서 패키지는 최종 사용자에 의해

직접 사용되기 위해 제품 리포지터리에 배치된다. 여러 회사 또는 부서들은 이 경로를 따르는 자원을 갖지 않으며, 종종 이

들 리포지터리의 일부분 또는 모두를 더 작은 수의 시스템으로 심지어는 모든 기능을 위한 하나의 리포지터리로 하나로 정

리함을 유의한다.

시스템의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모든 사용가능한 리포지터리의 서브세트인 자신만의 리포지터리(36)를 갖는다

고 생각될 수 있다. 그들의 퍼스널 리포지터리에 포함된 것은 그들이 현재 사용중이거나, 그들이 종속된 자산이다.

전술된 바와 같이, 리포지터리의 내용은 메타데이터의 몸체 및 구성 정보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자산의 조합이다. 전형적

인 리포지터리에서, 포함된 자산은 소스 코드, 목적 파일, 실행가능 프로그램, COM 또는 자바 객체 등의 객체, 스크립트,

관련 데이터 파일, 외부 데이터 파일 또는 소스로의 포인터 또는 참조, 또는 스터브 및 프록시 객체의 다른 형태를 포함하

는 여러 유형들일 수 있다. 상기 리스트된 리포지터리들은 실행가능 프로그램 및 DLL과 같은 제품 객체 및 나머지들을 포

함할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소스 코드 등의 본래의 엔지니어링 아티팩트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리포지터

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엔지니어링 리포지터리는 개발, UAT, 또는 제품 리포지터리를 직접 공급할 수 있거나, 또는 전술

된 바와 같이 이용되는 제품 설치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다.

리포지터리에 포함된 메타데이터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이용된다. 이것은 구조를 조직화하고, 인덱싱하고 및 그것이 아니라

면 그에 포함된 자료에 대한 구조를 제공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이것은 리포지터리 내에 저장된 자산들 간의 연관성 또는

종속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지원된 플랫폼 상의 정보 또는 설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스크립트

등의 메타데이터는 또한 배치(deployment) 프로세스를 돕기 위해 제공된다. 이와 같은 예시적인 리포지터리로는 MSI 또

는 Microsoft Installer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데 이용되는 Microsoft Orca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추가로,

이 정보를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다른 회사 및 기술들이 존재한다. 예시적인 메타데이터 모델로는 DMTF

CIM 메타-모델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리포지터리는 전형적으로 단일 기기에 국한되거나, 또는 프로

그램 자산에 대한 저장 리포지터리로서만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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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리포지터리의 기능은 이들 소프트웨어 객체 및 연관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및 리포지터리 상에서의 동작을 위

한 함수의 집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작은 리포지터리 내에서의 자산 추가, 제거 및 편집하기, 리포지터리의 내용

질의, 버저닝, 리포지터리의 메타데이터로 작업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하지만 그것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외에, 자

산 전송, 공개-가입(publish-subscribe) 함수 및 리포지터리간 질의와 같은 리포지터리간 통신 및 제어에 대한 함수의 클

래스가 존재한다.

본 발명의 리포지터리에서, 또한 분산되는 질의 및 규칙/템플릿 프로세싱을 위한 함수의 집합도 있다. 분산되는 질의의 목

적은 단일 마스터 리포지터리 또는 인텍스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작업 흐름과 멀티-리포지터리 액세스 모두를 지원하는

것이다. 템플릿 엔진은 내용 자체의 텍스트 상위의 의미 계층(semantic layer)에서 메타데이터를 질의하기 위한 수단을 제

공한다.

공개 프로세스

소프트웨어는 최종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설계, 구축, 테스트 및 배치의 사이클에서 몇몇 변형을 겪을 것이다. 이 프

로세스에는 여러 변형물이 존재한다. 당업자는 많은 회사가 이 경로를 달성하기 위해 상이한 프로세스를 이용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이외에, 이 사이클은 소프트웨어가 최종 사용자에게 분산되거나 사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하나 이상의 제3

자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대부분,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2가지 개별적인 방법으로 생성된다.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제3자 또는 제3자들의 집합에 의

해 생성되어, 소정의 방식으로 최종 사용자 또는 집합 엔티티(corporate entity)에 분산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시스템

은 종종 설치 프로그램 내에서 분산되며, 소프트웨어의 무결성, 고객 측에의 성공적인 구현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용이한

구현을 보장하도록 설계된다. 또는, 여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회사 또는 가정의 개개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회사의

구성원에 의해서만 이용된다. 이러한 형태의 소프트웨어에서는, 시스템은 설치 프로그램 없이 그것의 본래의 형태로 전달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업자는 두가지 모든 경우에, 소프트웨어가 그것이 개발되었던 기기와 대부분 동일하지 않은 목적

네트워크 또는 목표 기기 상에서 동작하도록 어떻게든 구성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구성 또는 설치 프로세스는 설치를 수행하는 회사의 속성 및 구성에 따라 몇몇 단계들을 수반한다. 많은 사용자 및 하나 이

상의 리포지터리를 갖는 대규모 회사에서는, 회사 내에서 복사 가능한 구성으로 사전-패키지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은 테스트 기기 상에 오프라인으로 설치될 것이다. 이 사전-패키징은 회사의 네트워크 또는 프로세스의 가장 일반적인 시

나리오 또는 특정 사항을 반영하는 목표 설정을 구성할 것이다. 이러한 설정이 만들어지면, 정보가 개발 또는 테스트 리포

지터리 내에 저장되고 최종 사용자 테스트가 스케줄될 수 있다. 단일 사용자에 대하여, 설치는 그의 호스트 기기 상에서 및

그의 퍼스널 리포지터리 내로 직접 행해질 것이다. 또한 호스팅 회사 또는 제3자 서비스 공급자는 동일한 방식으로 애플리

케이션을 사전 구성하지만, 그들의 전체 고객 기반에 광범위하게 적용가능한 설정을 이용하고자할 것이다.

본 기술분야에는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하고 및 분산시키기 위한 많은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들 제품은 우선권에서 상세

하게 설명되었다. 이들 시스템의 기본 목표는 많은 사용자에 대하여 구성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올

바른 구성 및 설치에 대한 더욱 높은 성공율을 제공하는 것이다. 3가지 기본 패키징 형태가 존재하지만, 당업자는 여러 다

른 형태들이 본 발명에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가장 단순한 패키징 형태는 통상 회사 내에서 내부적으로 이용(프로그램의 자산을 단순히 한 기기에서 또 다른 기기로 단

순히 복사함)되는 것으로 앞서 설명되었다. 몇몇의 추가적인 구성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수동으로 또는 작성될 수 있

는 개별 단계로서 수행된다. 이 경우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제거될 수 있거나 또는 최종 사용자 환경이 제대로 사전 구성되

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주의를 종종 기울이지 않는다. 이들 태스크들을 조정하는(coordinate) 것은 종종 최종 사용자 또는

몇몇의 관리자에게 남겨진다.

대규모 사용자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는 애플리케이션이 그것의 통상적인 설정으로 사전 패키지되는 전술된 방법을

이용한다. 이 경우, 테스트 기기가 이용될 것이다. 표준 ESD(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 시스템에서, 대표 설치가

수행되기 전에 기기 구성의 스냅샷을 찍는 기술이 이용된다. 이는 본원에서 사전 구성 스냅샷이라 지칭된다. 설치 후 제2

스냅샷을 찍는다. 이는 본원에서 사후-구조 스냅샷이라 지칭된다. 이들 스냅샷 간의 차를 이용하여 회사용 템플릿 설치 패

키지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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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패키지 또는 "가상 설치"를 위해 이용되는 것을 생성하기 위해, 설치에 대한 동적 기록을 허용하는 보다 새로운 시

스템이 이용되어 왔다. 이들 경우, 소프트웨어 자산을 표시하는, 패키지 및 리포지터리 내에 생성된 종종 보다 크고 및/또

는 상이한 메타데이터 몸체가 존재한다.

전술된 바와 같이, 이러한 프로세스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에게 종속되는 경우 복잡해진다.

이러한 종속성을 해결하기 위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은 종속성을 검출해야 하고, 메타데이터 내에서 종속성을 제대로

구성해야 하고, 종속성이 추가의 설치 동안 충족되는 것을 보증해야 하고, 그것의 라이프사이클을 추적해야만 한다.

종속성 검출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최종 사용자 기기 또는 테스트 환경의 패키징 기기 상에 설치될 때, 설치 프로그램 또는 복사 프로세

스는 프로그램의 자산, 구조 및 자원을 설치하는 여러 동작을 목표 기기 상에서 수행할 것이다. 이들 동작이 어떻게 기록되

는지에 상관없이, 강하게 결합된 프로그램은 설치 동안 이들 종속성을 나타낼 것인 반면, 느슨하게 결합된 프로그램은 그

렇지 않을 것이다.

강하게 결합된 프로그램의 경우, 종속 프로그램이 목표 기기 또는 네트워크 상에 구성되지 않으면, 설치 프로그램은 실패

할 것이다. 이 종속성에 대해 아는 것 또는 설치 프로그램에의 실패에 대한 응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최종 사용자 또는 패

키징 조작자에게 맡겨진다. 프로그램이 특정 버전의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를 요구하면, 프로그램은 그 드라이버를 찾아

보거나 설치시 그것을 이용하거나 또는 구성하고자 할 것이다. 이들 종속성은 설치 실패의 수를 줄이고 이들 쟁점으로 인

한 문제점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제조업자에 의해 종종 제시된다.

본 발명의 시스템은 작동 중에 종속성을 검출함으로써 이 문제점을 단순화하고 자동화한다. 동적 기록 시스템과 유사한 기

술을 이용하여, 설치자에 의해 이용되는 일반 동작이 후크되거나 트랩되어, 이 동작들은 그들이 발생할 때 보여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프로세스는 목표 기기 상에서 실행되고 이들 후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동

작은 Windows Registry 키, 시스템 파일 또는 다른 파일 시스템 요청, COM 객체 생성/질의/삭제, UNIX rpm 또는 패키지

동작, Microsoft MSI 명령 등과 같은 목표 기기의 자원에 대한 액세스, 수정 또는 다른 요청으로 구성된다.

동작이 트래핑되면, 본 발명의 시스템은 도 2에 도시된 단계(82)에 의해 동작을 검사한다. 단계(84)에 의해 그 동작이 현재

패키지와 일관되면, 단계(86)에 의해 그것은 정상으로 완료되도록 단순하게 허용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일관성 테

스트는, 파일 또는 서브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등의 동작이 프로그램에 특정한 목표 기기 내에(시스템 공동 위치가 아니라

또는 다른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는, 단계(86)에 의한 동작이 성공적으로 완료(단계(90))되

지 않으면, 그것은 현재 패키지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처리될 체인(chain)에 다시 입력될 수 있다.

단계(92)에 의해 동작은 리포지터리 또는 리포지터리 내의 템플릿에 비교된다. 당업자는 이것이 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행

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실시예에서, 매개변수 및 문맥을 포함하는 동작은 템플릿의 집합에 비교되어, 동작의

목표를 식별할 것이다. 본 발명의 시스템에서, 리포지터리 메타데이터 내의 템플릿과 동작을 비교하는데에, 규칙 엔진이

이용된다. 이 템플릿 동작은 단순히 목표 기기 상에서, 또는 액세스가능한 리포지터리 내에 존재하는 템플릿에 관련하여

행해질 수 있다.

상기 예에서, 프로그램은 Microsoft Office를 이용하여 그의 작업 중 몇몇을 수행할 수 있다. 자신을 구성하기 위해, 프로

그램은 Office의 존재를 질의하거나, Office를 직접 구성하고자 하거나, Office와의 통합을 위한 링크를 자신 내에 생성할

수 있다. 예시적인 동작은 Windows Registry 키 HKLM＼Software＼Microsoft＼Office의 존재를 질의하는 프로그램일

수 있다. 이 키가 존재하면, 프로그램은 이 아이템의 서브키를 나열함으로써 어느 버전이 사용가능한지 더 질의할 수 있다.

템플레이팅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키 또는 그것의 서브키 중 임의의 것에 대한 질의가 Office에 대한 종속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표시하는 메타데이터가 생성되어, 리포지터리 내에 저장될 수 있다. 예시적인 템플릿이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바람

직한 실시예의 시스템이 XML 기반 구성 포맷을 이용하고 정규표현식(regex) 및 XPath 스타일 질의 구문을 허용함을 명

심하자. 여러 다른 유형의 템플릿 및 규칙 포맷이 본 시스템 내에서 사실상 이용될 수 있다.

매칭 템플릿이 다수 단계 프로세스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명심하자. 등록 키가 질의되면, 그것은 Office에 대한 일

반적인 종속성을 나타낼 것이다. 그것은 버전 고유의 종속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종속성을 특정하는 것을 더욱 돕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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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의 관련된 또는 복합 템플릿이 존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Office 서브키를 더 질의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Office 소프

트웨어 자산에 대한 종속성이 생성될 수 있다. 이는 어떤 버전의 Office도 목표 기기 상에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이후 Office＼10.0 서브키가 질의되면, 종속성은 Office XP 버전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외에, 부분적으로 매치된 일부 템플릿은 추가의 템플릿이 구성을 완성하도록 매치되지 않는 한 종속성을 생성하지 않을

것이다. 프로그램이 MSVCRT.DLL에 대한 시스템 공동 위치를 검색하고자 한다면, 그 컴포넌트에 대한 종속성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이 객체의 사본을 자신의 디렉토리 구조 내에 설치하면, 종속성은 프로그램에 내부적이고, 외

부적 종속성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종속성이 그 특정 버전의 컴포넌트에 대해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템플레이팅 시스

템은 부분적인 매칭 및 지연된 완료 기술을 허용한다. 가장 최근의 규칙 엔진 및 다른 논리 프로그램은 이 기능을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리포지터리의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는 직접적으로 질의될 수 있다. 상기의 Microsoft Office에 대한 예

시적인 검색에서, 하나 이상의 패키지는 구성 아이템으로서 이 Windows Registry 키를 포함할 수 있다. 검색 방법론은 이

구성요소에 대하여 이 패키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질의할 수 있다. 따라서, 설치 프로그램이 이 구성 아이템에 대하여 검

색하면, 설치 프로그램은 목표 기기 상에서 그 구성 아이템을 찾을 수 없지만, 대신 리포지터리 내의 하나 이상의 패키지

내에서는 찾을 수 있다.

이외에, 템플릿이 동작에 대한 해결법을 제공하지 않으면, 하나 이상의 리포지터리는 동작을 충족시키기 위해 질의될 수

있도록 실시예가 조합될 수 있다. 예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 상기의 것과 동일한 예를 사용하고, Office 애플리케이션에 대

한 템플릿은 없지만 Office의 하나 이상의 버전이 소프트웨어 리포지터리에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등록 키가 질의되면, 템

플릿 동작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국부적인 질의 또는 분산된 질의가 수행되어 이 질의의 결과에 대하여 검색

할 수 있다.

예시적 검색에서, 등록 키 HKLM＼Software＼Microsoft＼Office는 질의 동작으로서 각각의 사용가능한 리포지터리에 전

달될 것이다. 테스트 패키징 환경 내에서라면, 시스템은 다른 개발 리포지터리를 단독으로 질의하도록 구성될 수 있을 것

이다. 실행 환경 이라면, 최종 사용자 기기는 모든 제품 리포지터리 및 구성된 제3자 또는 외부 공급자를 질의해야 한다. 리

포지터리는 질의를 수신하고 그것의 사용가능한 패키지의 임의의 것 내의 이 키의 존재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검색을 수행

한다.

검색 결과의 수신시, 시스템은 종속성을 적절하게 구성할 것이다. 응답이 부정적이면, 동작은 단순히 실패할 것이고 설치

자는 이 실패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많은 동작들이 실패하도록 설계되거나, 또는 실패가 양호한 경우이기

때문에 매우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Microsoft Visio는 Microsoft Office에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지만, Office가 존재

하면 자신을 다르게 구성할 것이다. Office가 그 어떠한 리포지터리에도 존재하지 않으면, Visio는 단순히 계속해서 자신

을 구성할 것이다. 추가적 단계로서, 본 발명의 시스템은 목표 기기 상에서 동작을 적절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적절한 오류

코드를 반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부 시스템 상에서 단계(96)에 의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응답이 성공하면, 시스템은 시스템의 관리 정책에 의해 설정된 규칙에 기초하여 또는 후술된 바와 같이 사용자

에 따라 단계(98)에 의해 종속성을 선택적으로 구성할 것이다(단계(100)). 종속성의 구성은 종속성 또는 매치의 존재에 관

한 메타데이터를 리포지터리에 공개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관리자는 리포지터리의 환경 설정 또는 계층구조를 설정

하길 원할 수 있으므로, 최종 사용자 또는 패키지는 가장 인접한 이웃을 가진다. 또한, 리포지터리가 패키지를 전송할 수

있으므로, 이들 환경 설정에 관하여 저장된 종속성 정보가 전송하는 동안 수정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하자.

일단 종속성이 식별되면, 본 발명의 시스템은 응답할 수 있다. 종속 패키지 또는 자산이 리포지터리에 포함되면, 시스템은

설치될 프로그램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고, 원하는 경우, 종속 프로그램에 통합될 것을 보증하도록 선택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단계(102)). 바람직한 실시예의 시스템은 가상 설치 기술을 이용하여(단계(110)) Office 시스템의 존재를 시뮬레이

션할 수 있고(단계(102)), Office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고(단계(108)), 종속성 또는 이들 기술의 조합을 거부할 수 있다.

제1 모드에서, 구성 작업을 수행하는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Microsoft Office통합하고자하는 바람을 미리 시스템에 나타낼

것이다. 이는 시스템의 리포지터리 내의 사용가능한 프로그램들의 메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가 통합하고자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이 접근법을 이용하여, 후보 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전에, Microsoft Office 등의 필수 선수 프로그램이 목표 기기에 설치 및 추가될 수 있다. 이는 종속 프로그램이 스냅샷 기

술을 이용하는 경우 사전 구성 스냅샷의 일부라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가상 설치 기술을 이용하여, 이것은 설치 환경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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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문맥 내에 Office를 위한 가상 환경을 생성하게 할 것이다. 설치자가 동작하면, Microsoft Office 설치자를 보는 것이

가능하지만, 무슨 변화가 만들어지더라도 새로운 패키지된 환경 내에 보존된다. 또한, 두 환경의 종속성 및 그들의 동작에

대해 적절한 문맥을 어떻게 인에이블(enable)하는지를 나타내는 문맥 구성이 자동으로 생성될 것이다.

제2 방법에서, 시스템은 설치 프로그램의 동작에 응답하여 동적으로 프로그램 인스턴스의 생성을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Microsoft Office의 존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한다면, 시스템은 자신의 템플릿 기반으로부터 이 질의를 인식

하거나 질의를 지시하고, Office의 존재를 자동으로 인에이블링하게 하거나 또는 이 통합을 인에이블링하게 할지의 지시

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자동으로 응답하도록 지시되거나 구성되면, 시스템은 종속 패키지의 설치를 수행할 수 있다(단계(108)). 우선, 시스템은

주 애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잠시 멈출것이다. 다음으로, 스냅샷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시스템은 종속 패키지를 설치할 것

이다. 개별적으로 패키징하길 원하면, 시스템은 그것이 사전 구성 스냅샷에 추가되는 것(단계(106))을 보장할 것이다. 가

상 설치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시스템은 목표 기기 내의 종속 패키지를 다운로드하여 그것을 활성화시킬 것이다(단계

(110)). 이는 또한 현재 패키지의 내부에서 또는 단순히 종속적 문맥으로서 행해질 수 있다.

실패한 경우, 현재 설치는 종료되고 시스템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이는 시스템을 그의 사전 구성 상태로 반환할 것이다.

그 후, 종속 패키지는 설치될 수 있고, 설치는 재실행될 수 있다.

이 방식에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그것의 설치 종속성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시스템 상에 설치될 수 있다. 설치 종

속성은 단순하게 리포지터리로부터 설치 시간에 획득될 수 있다. 시스템이 다수 버전의 유사한 프로그램 또는 컴포넌트를

관리하면, 시스템은 또한 버전 종속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각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설치

를 반복하거나, 각 버전의 종속 소프트웨어로 생성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테스트하거나, 또는 최악의 경우, 다른 정보 없

이 버전 종속성을 생성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이 방법에서, 시스템에 알려진 모든 프로그램은 통합 후보가 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통합 지점을 테스트하기 위해 포괄적인 영역을 제공하지만, 테스트 시스템 상에 모든 사용가능한 애플리케

이션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느슨하게 결합된 시스템

느슨하게 결합된 시스템은 설치시에 전형적으로 종속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 앞서 주지되었었다. 이들 시스템을 통

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설치시에 및 실행시에 몇몇 기술이 사용가능하다.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설치 동안,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느슨하게 결합된 시스템에 대한 어떤 동작도 인지하지 않을 것이다.

설치 종료시에, 시스템은 이 통합의 표시에 대해 패키지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종속 아이템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의 데

이터 또는 자산 내의 스트링 또는 다른 이진 데이터 등과 같은 자원이 종종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명명된

파이프를 통해 다른 것들과 통신하고자 한다면, 프로그램 실행가능 코드 내에, 및 대부분 파이프의 이름을 나타내는 스트

링(＼＼PIPE＼ExamplePipe) 내에, 명명된 파이프 운영 체제 기능에 대한 종속성이 존재할 것이다.

많은 느슨하게 결합된 시스템은 실행시의 바인딩(binding)을 발견하기 위해 JNI 또는 UDDI 등의 중앙 리포지터리를 이용

한다. 이들 바인딩은 원하면 미리 검출되어 시스템 내에 구성될 수 있다. 다시, 시스템은 그것의 구성된 코드 라이브러리로

부터 UDDI를 이용하도록 알려질 수 있으며, 자원은 문맥을 명명하는 목표를 식별하기 위해 검색될 수 있다.

다른 시스템은 동적으로 코드를 로드하기 위해 바인딩을 추후에 이용한다. Windows LoadLibrary 등의 시스템 호출은 실

행시간까지 코드에 대한 종속성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들 호출은 식별될 수 있으며, 시스템은 정적 또는 동적 코드 분석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스트링 및 무엇이 종속적인지에 대한 다른 표시자에 대하여 검색될 수 있다.

또는, 느슨하게 결합된 프로그램의 종속성은 실행시에 검출될 수 있다. 일부 시스템은 프로그램이 패키징되는 동안 실행되

는 것을 허용하거나 또는 실행될 것을 요구한다. UAT를 수행하는 구현은 활동중이지는 않지만 추후에 설치될 실행시 문

맥을 가질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종속성의 식별은 최종 사용자 시스템 상에서 행해질 수 있다.

실행시 또는 UAT 동안, 프로그램이 다른 것에 바인딩되면, 프로그램의 동작 동안 종속성이 식별되고 생성될 수 있다. 관리

자는 또한 실행시 최종 사용자 기기 상에서의 종속성의 생성을 불가능하게 하도록 선택할 수 있고, 패키징시 또는 UAT 동

안만 종속성만을 허용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7-0049166

- 10 -



이들 종속성은 상기 리스트된 것들을 포함하는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RPC, 소켓, 파이프, COM/DCOM 및 다른 시스

템을 통한 통상의 상호 통신은 간단히 검출된다. 다른 시스템은 서로의 파일, 데이터 또는 다른 자산의 변형을 통해 상호

통신한다. 설치 동안의 검출에 대한 앞서 나타낸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스템은 템플릿 및 리포지터리 및 그것의 메테데

이터를 질의하는 다른 형태를 이용하여, 이들 통합을 식별할 수 있다.

개발 및 관리

전술된 바와 같이, 개발 리포지터리를 공급하거나 그로부터 공급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정보가 시스템 리포지터리 내에 존

재할 수 있다. 개발자가 그들의 소프트웨어가 구축되는 수단을 선언함으로써, 메타데이터가 엔지니어링 리포지터리에 및/

또는 설치 프로그램 내에 공개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통상의 구현이 되고 있다. 유사한 함수를 이용하여, 개발시 프로그

램의 종속성, 작성자 버전 종속성 또는 독립성을 테스트하거나, 또는 그것이 아니라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다양한 통합

을 테스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Microsoft Office에 통합되어 그것의 Mail Merge 기능을 사용하도록 구축되면, 그 프로그램은 리

포지터리 내에 존재하는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버전의 Office에 대해 테스트될 것이다. 개발자는 테스팅을 위해 어느 프로

그램을 설치하고 어느 프로그래밍을 시뮬레이션할지를 단지 선택할 수 있다. 이 테스팅으로부터, 메타데이터 생성은 자동

으로 생성되어 소프트웨어 리포지터리에 파퓰레이트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 내의 개발 시간 및 관리 모두에 대하여, 리포지터리 내에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것과 템플리팅 엔진을

위한 템플릿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제공된다. 이들 도구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어

떻게 통합해야하는지의 타당한 방법을 선언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설치시 이 프로그램을 발견

할 수 있다. 이외에, 개발자는 설치 프로그램에 의해 외부에서 구성가능한 이들 아이템을 수정하기 위한 템플릿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실시예의 관점에서, 예시된 실시예는 단지 예시적인 것이며, 본 발명의 영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해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흐름도의 단계는 설명된 것들과 다른 순서

로 취해질 수 있으며, 보다 많은 또는 보다 적은 구성요소들이 도면에 이용될 수 있다. 실시예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소프

트웨어로 구현된 것으로 설명되었지만, 펌웨어 구현의 하드웨어의 다른 실시예도 대안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그 역도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리포지터리 내의 애플리케이션 메타정보의 추출 및 생성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련된 방법

이 컴퓨터 이용가능 매체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 당업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컴퓨터 이용가능 매체로는 하드 드라이브 장치, CD-ROM, DVD-ROM 또는 컴퓨터 디스켓 등의 판독가능 메

모리 장치를 포함할 수 있으며, 저장된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코드 세그먼트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다. 컴퓨터 판독가

능 매체는 또한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데이터 신호로서 그것 상에서 프로그램 코드 세그먼트가 수행되는, 광학적이고, 유

선이거나 또는 무선인 버스 또는 통신 링크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양태, 변형물 및 실시예들이 다음의 청구항의 범위 내에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여러 네트워크에 걸쳐 액세스가능한 다수의 소프트웨어 리포지터리의 개념도.

도 2는 구성 종속성을 검출하고 그에 응답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이용되는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소프트웨어 리포지터리의 규칙 엔진에 의해 이용되는 예시적인 규칙을 나타내는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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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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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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