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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플랫폼들 간 가상 머신 이미지 포팅

(57) 요 약
일 실시 예에서, 소스 플랫폼(source platform)과 연관된 소스 토폴로지 모델(source topology model)과 타겟
플랫폼(target platform)과 연관된 타겟 토폴로지 모델(target topology model)의 차들(differences)을 만드는
방법이 제공된다. 이 차를 만드는 방법은 토폴로지 차(topology difference)를 얻기 위해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
된다. 워크플로 모델(workflow model) 내의 연산(operation)을 자산 라이브러리(asset library)로부터
획득하며, 상기 연산은 상기 토폴로지 차와 연관된다.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의 적어도 일부는 지속형 기억 매체
(persistent storage medium)에 저장된다. 솔루션의 일부를 배치하기 위한 연산이 배치를 위해 전송된다
(transmitted). 상기 솔루션의 배치된 일부는 상기 타겟 플랫폼과 호환 가능한 타겟 이미지(target image)를 포
함한다.

대 표 도 - 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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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플랫폼들 간 가상 이미지들을 포팅하는(porting)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소스 플랫폼(source platform)과 연관된 소스 토폴로지 모델과 타겟 플랫폼(a target platform)과 연관된 타겟
토폴로지 모델을 차별화하는 단계(differencing) - 상기 소스 플랫폼은 제1 클라우드이고, 상기 타겟 플랫폼은
제2 클라우드이고, 상기 차별화하는 단계는 토폴로지 차(topology difference)를 만들고, 상기 차별화하는 단계
의 적어도 일부는 프로세서에 의해서 수행되며, 상기 차별화하는 단계는 상기 소스 플랫폼에 대응하는 제1 세트
의 모델 유닛들과 상기 타겟 플랫폼에 대응하는 제2 세트의 모델 유닛들을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비
교에 의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변경된 모델 유닛들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공통 모델 유닛들이 얻어짐 -;
상기 공통 모델 유닛들에 대응하는 상기 소스 토폴로지 모델로부터 제1 세트의 자동화 단계 모델들을 검색하는
단계;
상기 변경된 모델 유닛들을 위해 자산 라이브러리(an asset library)를 탐색하는 단계 - 상기 탐색에 의해 상기
변경된 모델 유닛들에 대응하는 제2 세트의 자동화 단계 모델들이 얻어짐 -;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로부터 워크플로 모델(a workflow model) 내의 연산(operation)을 획득하는 단계
(obtaining) - 상기 워크플로 모델은 상기 제1 및 제2 세트의 자동화 단계 모델들을 포함하고, 상기 연산은 상
기 토폴로지 차와 연관되고,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의 적어도 일부는 지속형 기억 매체(a persistent storage
medium)에 저장됨-; 및
솔루션의 적어도 일부를 배치하기 위해 상기 연산을 전송하는 단계(transmitting) - 상기 솔루션의 배치된 일부
는 상기 타겟 플랫폼과 호환 가능한 타겟 가상 이미지(a target virtual image) 를 포함함 -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산을 실행함으로써 상기 타겟 플랫폼에 상기 솔루션의 일부를 배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플랫폼과 연관되는 적어도 하나의 베이스 가상 이미지 메타데이터를 위해 메타데이
터를 탐색하는 단계(searching)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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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토폴로지 차를 상기 소스 토폴로지 모델과 상기 타겟 토폴로지 모델에 연관시키는 단계;
및
상기 토폴로지 차와 상기 연관들을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에 패치(patch)로서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토폴로지 모델에 부분적으로 공통인 제2 소스 토폴로지 모델과 상기 타겟 플랫폼에
부분적으로 공통인 제2 타겟 플랫폼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에서, 상기 패치를 포함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패치들을 탐색하는 단계 - 상기 탐색은
상기 연관된 소스 토폴로지 모델을 포함함 -;
상기 탐색에 응답하여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로부터 상기 패치를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타겟 플랫폼과 연관된 제2 타겟 토폴로지를 얻기 위해 상기 검색된 패치를 제2 소스 토폴로지 모델에
적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완전한 솔루션(complete solution)을 배치하기 위해 상기 연산을 포함하여, 복수의 연산들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차별화하는 단계에 의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새로운 유닛들이 식별되며,
상기 새로운 유닛들은 상기 타겟 토폴로지 모델에서 찾아지고 상기 소스 토폴로지 모델에서는 찾아지지 않으며,
상기 방법은 상기 새로운 유닛들을 위해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를 탐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 구현되는 방법에 있어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지속형 기억 매체(persistent storage media)로부터 소스 이미지 메타데이터를 검색하는
단계 - 상기 소스 이미지 메타데이터는 소스 플랫폼과 연관된 소스 이미지에 대응함 -;
상기 프로세서 의해, 검색된 상기 소스 이미지 메타데이터를, 타겟 플랫폼과 연관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용
가능한 가상 이미지들에 대응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용가능한 이미지 메타데이터와 비교하는 단계;
상기 비교에 기초하여, 상기 소스 이미지 메타데이터와 가장 호환이 되는 상기 이용가능한 이미지 메타데이터
중 하나를 식별하는 단계; 및
식별된 상기 이용가능한 이미지 메타데이터에 대응하는 상기 이용가능한 가상 이미지를 상기 타겟 플랫폼과 호
환되는 타겟 가상 이미지로서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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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플랫폼들 간 가상 이미지를 포팅하기 위한 정보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정보 처리 시스템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
상기 프로세서들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메모리;
상기 프로세서들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지속형 기억 매체;
상기 정보 처리 시스템을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상기
프로세서들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액세스 가능함 -; 및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고 상기 프로세서들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실행되는 일 세트의 명령들을 포함하되, 상기
명령들은:
소스 플랫폼(source platform)과 연관된 소스 토폴로지 모델과 타겟 플랫폼(a target platform)과 연관된 타겟
토폴로지 모델을 차별화하는 동작(action) - 상기 소스 플랫폼은 제1 클라우드이고, 상기 타겟 플랫폼은 제2 클
라우드이고, 상기 차별화하는 동작은 토폴로지 차(topology difference)를 만들고, 상기 차별화하는 동작의 적
어도 일부는 프로세서에 의해서 수행되며, 상기 차별화하는 동작은 상기 소스 플랫폼에 대응하는 제1 세트의 모
델 유닛들과 상기 타겟 플랫폼에 대응하는 제2 세트의 모델 유닛들을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비교에
의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변경된 모델 유닛들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공통 모델 유닛들이 얻어짐 -;
상기 공통 모델 유닛들에 대응하는 상기 소스 토폴로지 모델로부터 제1 세트의 자동화 단계 모델들을 검색하는
동작;
상기 변경된 모델 유닛들을 위해 자산 라이브러리(an asset library)를 탐색하는 동작 - 상기 탐색에 의해 상기
변경된 모델 유닛들에 대응하는 제2 세트의 자동화 단계 모델들이 얻어짐 -;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로부터 워크플로 모델(a workflow model) 내의 연산(operation)을 획득하는 동작 - 상기
워크플로 모델은 상기 제1 및 제2 세트의 자동화 단계 모델들을 포함하고, 상기 연산은 상기 토폴로지 차와 연
관되고,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의 적어도 일부는 지속형 기억 매체(a persistent storage medium)에 저장됨-; 및
솔루션의 적어도 일부를 배치하기 위해 상기 연산을 전송하는 동작 - 상기 솔루션의 배치된 일부는 상기 타겟
플랫폼과 호환 가능한 타겟 가상 이미지(a target virtual image) 를 포함함 - 을 포함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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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컴퓨터 시스템에 로드되어 실행될 때, 청구항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및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의 모든 단계들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명 세 서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분산 컴퓨터 시스템들에 관한 것이다. 자세하게는, 본 발명은 플랫폼들 간 가상 이미지들을 포팅
(porting)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기술하는 용어이다.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호스
트된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요청 클라이언트들 (requesting clients) 에게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 또는 소프
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을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요청 클라이언트들은 종래의 클라이언트
기반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하여 상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에 액세스할 수 있으
며, 상기 소프트웨어 (명령들) 및 데이터는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자에 의해 유지되는 서버상에 저장된다.

[0003]

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기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기존 애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옮겨야 한다.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애플리케이션들을 한 컴퓨팅 환경에서 다른 컴퓨팅 환경으로 포팅(port)할 수 있어야 한다.

[0004]

애플리케이션들을 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포팅하는 것은 종종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행에 어려움이 많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상 이미지들에서 플랫폼 독립적 솔루션들(platform independent solutions)을 한 클라우
드 제공자로부터 다른 클라우드 제공자로 포팅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지 포맷들(image formats)이 클
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의해 지원되는 하이퍼바이저 기술(hypervisor technology)에 고유하기(specific) 때문이
다. 또한, 클라우드 고유의 하이퍼바이저 요건들(cloud specific hypervisor requirements)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수의 지루한(tedious) 수동 구성(manual configuration) 단계들이 게스트 운영체제에서 요구되며 종종 부분적
으로 설치 및 구성된 종속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가진 적합한 버전의 베이스 이미지들이 이용가능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0005]

US0090282404는 사용자 사양(user specifications)에 따라 자동으로 가상 머신 (VM)을 구성(configuring)하고
VM을 물리적 호스트상에 배치하는 프로비저닝 서버(provisioning server)를 공개한다. 사용자는 미리 구성된 목
록에서 즉석 배치가능한(ready-to-deploy) VM들을 고르거나, 혹은 자신이 VM에게 가지게 하기를 원하는 하드웨
어, 운영체제 및 애플리케이션(들)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 프로비저닝 서버(provisioning server)는,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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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성(the desired configuration)이 이용 가능할 경우, 그 선택에 따라서 VM을 구성하고, 원하는 구성이 이
용 가능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요청에 가장 적합한 VM을 구성하기 위해 휴리스틱스(heuristics)를 적용한다.
상기 발명은 또한 VM들과 호스트들의 상태(status)를 모니터하고, 호스트들 간에 VM들을 마이그레이팅
(migrating)하며, VM들의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메커니즘들을 포함한다.
[0006]

US7356679는, 적어도 하나의 소스 디스크의 상태(state)를 포함하는, 소스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
성(configuration)의 소스 이미지가 자동으로 캡처되는 것을 공개한다. 소스 컴퓨터는 구성이 되지 않은
(unprepared) 상태일 수도 있고 컴퓨터 복제 및 재구성(computer cloning and reconfiguration)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소스 이미지는 자동으로 분석되고 그리고 목적지 컴퓨터(destination
computer)의 하드웨어 구성이 결정된다. 소스 이미지는 목적지 컴퓨터와의 호환성(compatibility) 또는 커스터
마이제이션(customization)을 위해 필요한 대로 수정되고, 가능한 수정(modification)을 한 후에 소스 이미지는
목적지 컴퓨터상에 배치된다. 상기 소스 컴퓨터와 목적지 컴퓨터 중 하나 또는 모두는 가상 머신일 수 있다.

[0007]

그러나, 상기 선행기술 솔루션들 중 어느 것도 호환성 검사/정보(compatibility checks/information)를 가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상 이미지들을 포함하는 부분/완전 솔루션을 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다른 클라우
드 컴퓨팅 환경으로 포팅하는 수단을 공개하지는 않는다.

발명의 내용
과제의 해결 수단
[0008]

일 실시 예에서, 소스 플랫폼(source platform)과 연관된 소스 토폴로지 모델(source topology model)과 타겟
플랫폼(target platform)과 연관된 타겟 토폴로지 모델(target topology model)의 차를 만드는 (difference)
방법이 제공된다. 이 차를 만드는 방법이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되면 토폴로지 차(topology difference)가 그 결
과로 나온다. 워크플로 모델(workflow model) 내의 연산(operation)이 자산 라이브러리(asset library)로부터
획득되며, 상기 연산은 상기 토폴로지 차와 연관된다.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의 적어도 일부는 지속형 기억 매체
(persistent storage medium)에 저장된다. 솔루션의 일부를 배치하기 위한 연산이 배치를 위해 전송된다
(transmitted). 상기 솔루션의 배치된 일부는 상기 타겟 플랫폼과 호환 가능한 타겟 이미지(target image)를 포
함한다.

[0009]

전술한 내용은 개요이므로 필요에 의해서 간략한 내용, 일반적인 내용, 및 세부사항의 생략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상기 개요가 단지 예시적이며 어떤 식으로든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실시 예들, 발명의 특징들, 및 이점들은, 오직 청구항들에 의해서 정의되
는 바와 같이, 아래에서 기술하는 비제한적인 상세한 기술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0010]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서, 본 발명은 정보 처리 시스템(information handling system)에 의해 구현되는 방법
을 제공하며, 상기 방법은: 토폴로지 차를 얻기 위해 소스 플랫폼과 연관된 소스 토폴로지 모델과 타겟 플랫폼
과 연관된 타겟 토폴로지 모델의 차를 만든는 단계(differencing) - 상기 차를 만드는 단계의 적어도 일부는 프
로세서에 의해서 수행됨 -; 자산 라이브러리로부터 워크플로 모델 내의 연산(operation)을 획득하는 단계
(obtaining) - 상기 연산은 상기 토폴로지 차와 연관되고,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의 적어도 일부는 지속형 기억
매체에 저장됨-; 및 솔루션의 적어도 일부를 배치하기 위해 상기 연산을 전송하는 단계 - 상기 솔루션의 배치된
일부는 상기 타겟 플랫폼과 호환 가능한 타겟 가상 이미지를 포함함 - 를 포함한다.

[0011]

본 발명은 상기 연산을 실행함으로써 상기 타겟 플랫폼에 상기 솔루션의 일부를 배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0012]

본 발명은 상기 배치하는 단계의 결과는 상기 솔루션을 상기 소스 플랫폼으로부터 상기 타겟 플랫폼으로 포팅하
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0013]

본 발명은 상기 소스 플랫폼이 제1 클라우드이고 상기 타겟 플랫폼은 제2 클라우드인 방법을 제공한다.

[0014]

본 발명은 상기 솔루션이 복합 솔루션(composite solution)이고 제2 클라우드는 복수의 클라우드들을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0015]

본 발명은 상기 소스 플랫폼이 사설 클라우드(private cloud)이고 상기 타겟 플랫폼은 공공 클라우드(public
cloud)인 방법을 제공한다.

[0016]

본 발명은 상기 타겟 플랫폼과 연관되는 적어도 하나의 베이스 가상 이미지 메타데이터(base virtu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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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data)를 위해 메타데이터를 탐색하는 단계(searching)을 더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0017]

본 발명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클라우드-고유(cloud-specific) 가상 이미지 라이브러리들 내에서 상기 메타데
이터를 탐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0018]

본 발명은 상기 탐색하는 단계에서 사용된 입력 파라미터들을 검색(retrieve)하는 단계 - 상기 입력 파라미터들
은 상기 타겟 토폴로지 모델에 의해 제공됨 - 를 더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0019]

본 발명은 상기 탐색하는 단계에 응답하여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메타데이터로부터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베이스 가상 이미지 기술들(descriptions)을 검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0020]

본 발명은 소스 플랫폼이 제1 클라우드이고 타겟 플랫폼이 제2 클라우드인 방법을 제공하되, 상기 방법은 자산
라이브러리로부터 상기 소스 플랫폼에 대응하는 제1 세트의 모델 유닛들(a first set of model units)을 검색하
는 단계;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로부터 상기 타겟 플랫폼에 대응하는 제2 세트의 모델 유닛들(a second set of
model units)을 검색하는 단계 - 상기 차를 만드는 단계에 의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통 모델 유닛들
(common model units)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모델 유닛들(different model units)이 얻어짐-

; 상기 공

통 모델 유닛들의 각각에 대응하는 제1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워크플로 단계들을 재사용(reusing)하는 단
계;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로부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기 다른 모델 유닛들에 대응하는 제2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워크플로 단계들을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재사용된 제1 세트의 워크플로 단계들과 상기 검색된 제2
세트의 워크 플로 단계들을 이용하여 상기 워크플로 모델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0021]

본 발명은 상기 토폴로지 차를 상기 소스 토폴로지 모델과 상기 타겟 토폴로지 모델에 연관시키는 단계; 및 상
기 토폴로지 차와 상기 연관들(associations)을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에 패치(patch)로서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0022]

본 발명은 상기 소스 토폴로지 모델에 부분적으로 공통인 제2 소스 토폴로지 모델과 상기 타겟 플랫폼에 부분적
으로 공통인 제2 타겟 플랫폼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패치를 포함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패치들을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에서 탐색하는 단계 - 상기 탐색은 상기 연관된 소스 토폴로지 모델을 포함함 -; 상기 탐색에 응답하
여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로부터 상기 패치를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타겟 플랫폼과 연관된 제2 타겟 토폴
로지를 얻기 위해 상기 검색된 패치를 제2 소스 토폴로지 모델에 적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0023]

본 발명은 상기 솔루션이 다수의 가상 부분들(virtual parts)로 구성된 복합 솔루션이고, 가상 부분(virtual
part)은 가상 이미지의 모델과 이를 구성하는 게스트 OS(its constituent guest OS), 미들웨어(middleware) 및
애플리케이션 모델 유닛들로 구성되고, 각각의 가상 부분은 서로 다른 타겟 플랫폼에 배치되며, 각각의 타겟 플
랫폼은 공공 클라우드 또는 사설 클라우드 중 하나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0024]

본 발명은 완전한 솔루션(complete solution)을 배치하기 위해, 상기 연산을 포함하는, 복수의 연산들을 전송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0025]

본 발명은 상기 차를 만드는 단계는: 상기 소스 플랫폼에 대응하는 제1 세트의 모델 유닛들을 식별하는 단계;
상기 타겟 플랫폼에 대응하는 제2 세트의 모델 유닛들을 식별하는 단계; 상기 제1 세트의 모델 유닛들과 상기
제2 세트의 모델 유닛들을 비교하는 단계 - 상기 비교에 의해 일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변경된(changed)
모델 유닛들과 일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통 모델 유닛들을 얻음 -; 상기 소스 토폴로지 모델로부터 상
기 공통 모델 유닛들에 대응하는 제1 세트의 자동화 단계 모델들(automation step models)을 검색하는 단계; 상
기 변경된 모델 유닛들을 위해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를 탐색하는 단계 - 상기 탐색에 의해 상기 변경된 모델 유
닛들에 대응하는 제2 세트의 자동화 단계 모델들을 얻음 -; 및 상기 워크플로 모델에 상기 제1 및 제2 세트의
자동화 단계 모델들을 포함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0026]

본 발명은 상기 차를 만드는 단계에 의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새로운 유닛들이 식별되며, 상기 새로운 유닛들
은 상기 타겟 토폴로지 모델에서 발견되고 상기 소스 토폴로지 모델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상기 방법은 상기
새로운 유닛들을 위해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를 탐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0027]

본 발명은 상기 솔루션의 일부를 배치하기 위한 연산이 상기 솔루션의 일부가 한 클라우드 벤더(cloud vendor)
로부터 다른 클라우드 벤더로 포팅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제공한다.

[0028]

본 발명은 상기 솔루션의 일부를 배치하기 위한 연산이 보안 방화벽(security firewall)을 설정하는 방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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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
[0029]

본 발명은 상기 솔루션의 일부를 배치하기 위한 연산이 상기 타겟 플랫폼에서 상기 타겟 가상 이미지를 인스턴
스화(instantiate)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0030]

본 발명은 상기 소스 플랫폼이 제1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들 상에서 실행되는 제1 하이퍼바
이저이고, 상기 타겟 플랫폼은 제2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들상에서 실행되는 제2 하이퍼바
이저이며, 제1 및 제2 하이퍼바이저들은 서로 다른 유형의 하이퍼바이저인 방법을 제공한다.

[0031]

본 발명은 상기 소스 및 타겟 토폴로지 모델들 각각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들, 미들웨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및 게스트 운영체제 컴포넌트를 기술하는 메타데이터를 포함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0032]

본 발명은 상기 소스 및 타겟 토폴로지 모델들 각각과 함께 포함된 메타데이터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상 이

미지 배치 파라미터들을 더 포함하고, 상기 소스 토폴로지 모델은 소스 클라우드에 대응하는 소스 구성 파라미
터들(source configuration parameters) 및 소스 크리덴셜들과 소스 서비스 엔드포인트들(source credentials
and source service endpoints)의 소스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을 포함하고, 상기 타겟 토폴로지 모델은 타겟 클
라우드에 대응하는 타겟 구성 파라미터들 및 타겟 크리덴셜들과 타겟 서비스 엔드포인트들((target credentials
and target service endpoints)의 타겟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을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0033]

본 발명은 상기 소스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의 각각을 소스 자동화 단계 모델과 연관(associating)시키는 단계 상기 소스 자동화 단계 모델은 상기 연관된 소스 토폴로지 모델 유닛을 배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산들을 상술함 -; 상기 타겟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의 각각을 타겟 자동화 단계 모델과 연관시키는 단
계 - 상기 타겟 자동화 단계 모델은 상기 연관된 타겟 토폴로지 모델 유닛을 배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산들을 상술함 -; 및 상기 타겟 자동화 단계 모델들의 각각을 상기 워크플로 모델에 저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0034]

본 발명은 상기 솔루션의 일부를 배치하기 위해 연산을 수행하는 단계가 멀티 테넌시(multi-tenancy)를 가능하
게 해주는 방법을 제공한다.

[0035]

본 발명은 상기 솔루션의 일부를 배치하기 위해 연산을 수행하는 단계가 다양한 워크로드들(varying workload
s)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을 제공한다.

[0036]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본 발명은 정보 처리 시스템(information handling system)을 제공하되, 상
기 정보 처리 시스템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 상기 프로세서들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액세스 가능
한 메모리; 상기 프로세서들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지속형 기억 매체; 상기 정보 처리 시스템을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상기 프로세서들의 적어도 하
나에 의해 액세스 가능함 -; 및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고 상기 프로세서들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실행되는 일
세트의 명령들을 포함하되, 상기 명령들은: 토폴로지 차를 얻기 위해 소스 플랫폼과 연관된 소스 토폴로지 모델
과 타겟 플랫폼과 연관된 타겟 토폴로지 모델의 차를 만드는 동작(action); 자산 라이브러리로부터 워크플로 모
델 내의 연산을 획득하는 동작 - 상기 연산은 상기 토폴로지 차와 연관되고,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의 적어도 일
부는 상기 지속형 기억 매체에 저장됨 -; 및 솔루션의 적어도 일부를 배치하기 위해 상기 연산을 전송하는 동작
- 상기 솔루션의 배치된 일부는 상기 타겟 플랫폼과 호환 가능한 타겟 가상 이미지를 포함함 - 을 수행하기 위
한 것이다.

[0037]

본 발명은 상기 동작들이 상기 연산을 실행함으로써 상기 솔루션의 일부를 상기 타겟 플랫폼에 배치하는 동작을
더 포함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0038]

본 발명은 상기 소스 플랫폼이 제1 클라우드이고 상기 타겟 플랫폼은 제2 클라우드인 정보 처리 시스템을 제공
한다.

[0039]

본 발명은 상기 동작들이 상기 타겟 플랫폼과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베이스 가상 이미지 메타데이터를 위해 메
타데이터를 탐색하는 동작을 더 포함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0040]

본 발명은 상기 동작들이 상기 탐색 동작에 응답하여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메타데이터로부터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베이스 가상 이미지 기술들(base virtual image descriptions)을 검색하는 동작을 더 포함하는 정
보 처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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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1]

본 발명은 상기 소스 플랫폼은 제1 클라우드이고, 상기 타겟 플랫폼은 제2 클라우드이며, 상기 동작들은: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로부터 상기 소스 플랫폼에 대응하는 제1 세트의 모델 유닛들을 검색하는 동작; 상기 자산 라이
브러리로부터 상기 타겟 플랫폼에 대응하는 제2 세트의 모델 유닛들을 검색하는 동작 - 상기 차를 만드는 동작
에 의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통 모델 유닛들(common model units)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모델 유닛
들(different model units)이 얻어짐 -; 상기 공통 모델 유닛들의 각각에 대응하는 제1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워크플로 단계들을 재사용하는 동작;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로부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기 다른 모델 유
닛들에 대응하는 제2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워크플로 단계들을 검색하는 동작; 및 상기 재사용된 제1 세
트의 워크플로 단계들과 상기 검색된 제2 세트의 워크플로 단계들을 사용하여 상기 워크플로 모델을 생성하는
동작을 더 포함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0042]

본 발명은 상기 동작들이: 상기 토폴로지 차를 상기 소스 토폴로지 모델과 상기 타겟 토폴로지 모델에 연관시키
는 동작; 및 상기 토폴로지 차와 상기 연관들을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에 패치로서 저장하는 동작을 더 포함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0043]

본 발명은 상기 동작들이: 상기 소스 토폴로지 모델에 부분적으로 공통인 제2 소스 토폴로지 모델과 상기 타겟
플랫폼에 부분적으로 공통인 제2 타겟 플랫폼을 수신하는 동작; 상기 패치를 포함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패
치들을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에서 탐색하는 동작 - 상기 탐색은 상기 연관된 소스 토폴로지 모델을 포함함 -;
상기 탐색에 응답하여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로부터 상기 패치를 검색하는 동작; 및 상기 제2 타겟 플랫폼과 연
관된 제2 타겟 토폴로지를 얻기 위해 상기 검색된 패치를 제2 소스 토폴로지 모델에 적용하는 동작을 더 포함하
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0044]

본 발명은 상기 동작들이: 상기 소스 플랫폼에 대응하는 제1 세트의 모델 유닛들을 식별하는 동작; 상기 타겟
플랫폼에 대응하는 제2 세트의 모델 유닛들을 식별하는 동작; 제1 세트의 모델 유닛들과 제2 세트의 모델 유닛
들을 비교하는 동작 - 상기 비교에 의해 일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변경된 모델 유닛들과 일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통 모델 유닛들이 얻어짐 -; 상기 소스 토폴로지 모델로부터 상기 공통 모델 유닛들에 대응하
는 제1 세트의 자동화 단계 모델들(automation step models)을 검색하는 동작; 상기 변경된 모델 유닛들을 위해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를 탐색하는 동작 - 상기 탐색에 의해 상기 변경된 모델 유닛들에 대응하는 제2 세트의 자
동화 단계 모델들이 얻어짐 -; 및 상기 워크플로 모델에 제1 및 제2 세트의 자동화 단계 모델들을 포함시키는
동작을 더 포함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0045]

본 발명은 상기 차를 만드는 동작에 의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새로운 유닛들이 식별되며, 상기 새로운 유닛들
은 상기 타겟 토폴로지 모델에서 발견되고 상기 소스 토폴로지 모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며, 상기 동작들은 상기 새로운 유닛들을 위해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를 탐색하는 동작을 더 포함한다.

[0046]

본 발명은 상기 소스 플랫폼은 제1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들상에서 실행되는 제1 하이퍼바
이저이고, 상기 타겟 플랫폼은 제2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들상에서 실행되는 제2 하이퍼바
이저이며, 상기 제1 및 제2 하이퍼바이저들은 서로 다른 유형의 하이퍼바이저들인 정보 처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0047]

본 발명은 상기 소스 및 타겟 토폴로지 모델들 각각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들, 미들웨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및 게스트 운영체제 컴포넌트를 기술하는 메타데이터를 포함
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0048]

본 발명은 상기 소스 및 타겟 토폴로지 모델들 각각에 포함된 메타데이터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상 이미지

배치 파라미터들을 더 포함하고, 상기 소스 토폴로지 모델은 소스 클라우드에 대응하는 소스 구성 파라미터들
및 소스 크리덴셜들과 소스 서비스 엔드포인트들의 소스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을 포함하고, 상기 타겟 토폴로지
모델은 타겟 클라우드에 대응하는 타겟 구성 파라미터들 및 타겟 크리덴셜들과 타겟 서비스 엔드포인트들의 타
겟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을 포함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0049]

본 발명은 상기 동작들이: 상기 소스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 각각을 소스 자동화 단계 모델과 연관시키는 동작 상기 소스 자동화 단계 모델은 상기 연관된 소스 토폴로지 모델 유닛을 배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산들을 상술함 -; 상기 타겟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 각각을 타겟 자동화 단계 모델과 연관시키는 동작
- 상기 타겟 자동화 단계 모델은 상기 연관된 타겟 토폴로지 모델 유닛을 배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산들을 상술함 -; 및 상기 타겟 자동화 단계 모델들 각각을 상기 워크플로 모델에 저장하는 동작을 더
포함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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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라, 본 발명은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 구현되는 방법을 제공하며, 상기 방법
은: 타겟 플랫폼에 배치될 토폴로지 모델 유닛을 획득하는 단계; 상기 획득된 토폴로지 모델 유닛과 연관된 선
택된 자동화 단계 모델을 위해 지속형 기억 매체에 저장된 자산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복수의 자동화 단
계 모델들을 탐색하는 단계 - 상기 탐색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에 의해 수행됨 -; 상기 자산 라이브
러리로부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배치 연산들(deployment operations)을 획득하는 단계 - 상기 획득된 배치 연
산들은 상기 선택된 자동화 단계 모델과 연관됨 -; 및 상기 토폴로지 모델 유닛을 상기 타겟 플랫폼에 배치하기
위해 상기 획득된 배치 연산들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51]

본 발명이 제공하는 방법에서 상기 탐색 단계는: 상기 복수의 자동화 단계 모델들로부터 일 세트의 자동화 단계
모델들을 식별하는 단계 - 상기 일 세트의 자동화 단계 모델들의 각각은 상기 토폴로지 모델 유닛과 연관됨 -;
및 상기 일 세트의 식별된 자동화 단계 모델들을 일 세트의 기준(criteria)과 비교하는 단계 - 상기 비교 결과
상기 선택된 자동화 단계 모델이 식별됨 - 를 더 포함한다.

[0052]

본 발명은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 실행되는 방법을 제공하되, 상기 방법은: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지속형 기억
매체로부터 소스 이미지 메타데이터를 검색하는 단계 - 상기 소스 이미지 메타데이터는 소스 플랫폼과 연관된
소스 이미지에 대응함 -;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서 상기 검색된 소스 이미지 메타데이터를 타겟 플랫폼과 연관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용 가능한 가상 이미지들에 대응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용 가능한 이미지 메타데이
터와 비교하는 단계; 상기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소스 이미지 메타데이터에 가장 호환 가능한 상기 이용 가능
한 이미지 메타데이터 중 하나를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식별된 이용 가능한 이미지 메타데이터에 대응하는 상
기 이용 가능한 가상 이미지를 상기 타겟 플랫폼과 호환 가능한 타겟 가상 이미지로서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0053]

본 발명이 제공하는 방법에서, 상기 소스 이미지 메타데이터는 소스 토폴로지 모델과 연관되고 상기 타겟 플랫
폼은 타겟 토폴로지 모델과 연관된다.

[0054]

본 발명이 제공하는 방법에서, 상기 소스 이미지 메타데이터와 상기 이용 가능한 이미지 메타데이터는 소프트웨
어 컴포넌트 메타데이터를 포함한다.

[0055]

본 발명이 제공하는 방법은 상기 사용하는 단계 전에 상기 이용 가능한 가상 이미지를 향상 시키는 단계
(enhancing )를 더 포함한다.

[0056]

본 발명이 제공하는 방법에서, 상기 향상시키는 단계는 상기 이용 가능한 가상 이미지에 포함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업데이트하는 단계 (updating)를 더 포함한다.

[0057]

본 발명이 제공하는 방법에서, 상기 업데이트하는 단계는 상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 중 하나를 추가하는 단계
(adding )를 포함한다.

[0058]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라, 본 발명이 제공하는 방법은 토폴로지 차(topology difference)와 연관된 연
산을 획득하는 단계 - 상기 토폴로지 차는 소스 플랫폼과 연관된 소스 토폴로지 모델과 타겟 플랫폼과 연관된
타겟 토폴로지 모델 사이의 차임 -; 및 상기 획득된 연산을 실행함으로써 솔루션의 적어도 일부를 배치하는 단
계 - 상기 솔루션의 배치된 일부는 상기 타겟 플랫폼과 호환 가능한 타겟 이미지를 포함함 - 를 포함한다.

[0059]

본 발명이 제공하는 방법에서, 상기 소스 플랫폼은 제1 클라우드이고, 상기 타겟 플랫폼은 제2 클라우드이며,
상기 솔루션의 적어도 일부를 배치하는 단계는 상기 솔루션의 적어도 일부를 제1 클라우드로부터 제2 클라우드
로 포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60]

본 발명이 제공하는 방법에서, 상기 소스 플랫폼은 사설 클라우드이고, 상기 타겟 플랫폼은 공공 클라우드이며,
상기 솔루션의 적어도 일부를 배치하는 단계는 상기 솔루션을 사설 클라우드로부터 공공 클라우드로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61]

이제 첨부하는 도면들을 참조하여 단지 예시의 방식으로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을 기술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노드로서 기능하고(serve as a node),
또한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방법들이 그 안에서 구현될 수 있는 정보 처리 시스템의 실시 예의 블록 다이어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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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방법들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작동하는 매우
다양한 정보 처리 시스템들 상에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기 위해 도 1에 도시된 정보 처리 시스템 환경
을 확장(extension)한 실시 예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실시 예를 묘사하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라서, 상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의해 제공되는 일 세트의 기능성
추상층들(functional abstraction layers)의 실시 예를 묘사하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라서, 솔루션을 소스로부터 타겟 플랫폼으로 포팅하는 데 사용되는, 자
산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소스 및 타겟 토폴로지 모델들과 자동화 단계 모델들의 실시 예의 다이어그램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라서, 배치 워크플로들(deployment workflows)을 생성하기 위하여 토폴
로지 모델 유닛들을 이용하여 상기 소스 및 타겟 토폴로지 모델들 사이의 공통인 것들(commonalities)과 차들
(differences)을 찾는데 취해지는 단계들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라서, 클라우드 환경에 배치되는 예시 배치 워크플로(example
deployment workflow)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화 단계 모델들의 실시 예를 도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라서, 토폴로지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취해지는 단계들을 도시하는 흐
름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라서, 자동화 단계 모델들을 생성하기 위해 취해지는 단계들을 도시하
는 흐름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라서, 입력 파라미터들을 지정하고(specify) 상기 토폴로지 모델에 저
장하기 위해 취해지는 단계들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라서, 상기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the cloud based
application)의 실행 인스턴스(running instance)를 전부(fully) 지정하고 배치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단계들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라서,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자원들을 재사용하고 상기 솔루
션을 상기 재사용된 자원들을 이용하여 타겟 클라우드 환경에 배치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단계들을 도시하는 흐
름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라서, 요청에 일치하는 기존 토폴로지 유닛들을 찾고, 클라우드 고유
모델 유닛들을 교체하고, 새로운 그리고 변경된 모델 유닛들을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에 저장하기 위해서 취해지
는 단계들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라서, 배치 워크플로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단계들을 도시
하는 흐름도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라서, 상기 모델로부터 배치 워크플로를 생성하고 배치 엔진을 이용하
여 배치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단계들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라서, 상기 모델로부터 배치 워크플로를 생성하고 복합 솔루션
(composite solution)을 다수의 클라우드 기반 환경들에 배치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단계들을 도시하는 흐름도이
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62]

편의를 위해서, 본 발명의 상세한 기술은 다음의 두 부분들로 나눈다. 제1부: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 제2부:
상세한 구현

[0063]

제1부: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Cloud Computing Defi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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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4]

다음의 정의들 중 많은 부분은 피터 멜(Peter Mell)과 팀 그랜스(Tim Grance)의 2009년 10월 7일자 "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NIST의 실무 정의 초안(Draft NIST Working Definition of Cloud Computing)"에서 인용된 것이
다.

[0065]

클라우드 컴퓨팅은 최소한의(minimal) 관리 노력 또는 서비스 제공자 인터랙션으로 빠르게 프로비젼되고
(provisioned) 릴리스될(released) 수 있는 구성 가능한(configurable) 컴퓨팅 자원들 (예를 들면, 네트워크,
서버, 기억장치,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공유 풀(shared pool)에 편리한 온디맨드 네트워크 엑세스(ondemand network access)를 가능하게 해주는 모델이다. 이 클라우드 모델은 가용성(availability)을 증진하며
적어도 다섯 가지의 특성(characteristics), 적어도 세 가지의 서비스 모델(service models), 및 적어도 네 가
지의 배치 모델(deployment models)로 구성된다.

[0066]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0067]

온디맨드 셀프-서비스(on-demand self-service): 소비자(consumer)는 각 서비스 제공자와의 인적 상호작용
(human interaction)이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자동으로, 서버 시간(server time)과 네트워크 저장(network
storage)과 같은 컴퓨팅 능력들(computing capabilities)을 일방적으로(unilaterally) 프로비전(provision)할
수 있다.

[0068]

광역 네트워크 액세스(broad network access): 능력들(capabilities)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용 가능하고 이종
의(heterogeneous) 얇은 또는 두꺼운 클라이언트 플랫폼들(thin or thick client platforms)

(예를 들면, 이

동 전화기, 랩톱 컴퓨터, 및 PDA)에 의한 사용을 장려하는(promote) 표준 메커니즘들을 통해 액세스된다.
[0069]

자원 풀링(resource pooling): 제공자의 컴퓨팅 자원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동적으로 할당 및 재할당되는
서로 다른 물리적 및 가상 자원들을 가지고, 멀티 테넌트 모델(multi-tenant model)을 이용하여 다수의 소비자
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공유된다(pooled). 고객(customer)은 제공되는 자원들의 정확한 위치(location)에 관한
제어(control) 혹은 지식(knowledge)을 일반적으로 갖지 않지만 더 높은 수준의 추상 관념(abstraction) (예를
들면,

국가,

도,

또는

데이터센터)에서의

위치는

명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치

독립성(location

independence)의 의미가 있다. 자원들의 예로는 스토리지(storage), 프로세싱(processing), 메모리(memory),
네트워크 대역폭(network bandwidth), 및 가상 머신(virtual machines)이 포함된다.
[0070]

빠른 탄력성(rapid elasticity): 능력들은 빨리 스케일 아웃(scale out)되도록 신속하게 그리고 탄력적으로, 그
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프로비전되고, 빨리 스케일 인(scale in) 되도록 신속하게 릴리스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있어서, 프로비저닝을 위해 이용 가능한 능력들은 종종 무제한적(unlimited)으로 보이며 원하는 시
간에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다.

[0071]

도수제 서비스(measured service): 클라우드 시스템들은 서비스 유형 (예를 들면, 저장, 처리, 대역폭, 및 활성
사용자 계정)에 적절한 일정한 수준의 추상관념에서 계량 능력(metering capability)을 레버리징(leveraging)함
으로써 자원 사용을 자동으로 제어 및 최적화한다. 자원 사용은 모니터되고, 제어되고 보고될 수 있어 이용 서
비스의 제공자와 소비자 둘 모두에게 투명성을 제공한다.

[0072]

서비스 모델들은 다음과 같다:

[0073]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서비스(Cloud SaaS):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능력은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상에서 실행되
는 제공자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상기 애플리케이션들은 웹 브라우저 (예를 들면, 웹기반 이메
일)와 같은 얇은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들로부터 액세스될 수 있다. 소비자
는 네트워크, 서버, 운영체제, 저장, 또는 심지어 개인의 애플리케이션 기능들을 포함하는 하위 클라우드 인프
라스트럭처(underlying cloud infrastructure)를 관리하거나 제어하지 않으며, 제한된 사용자-고유의(userspecific) 애플리케이션 구성 설정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0074]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Cloud PaaS):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능력은 제공자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
과 도구들을 이용하여 생성된 소비자-생성(consumer-created) 또는 획득(acquired) 애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배치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네트워크, 서버, 운영체제, 또는 스토리지를 포함하는 하위 클라
우드 인프라스트럭처(underlying cloud infrastructure)를 관리하거나 제어하지는 않지만, 상기 배치된 애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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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들에 대한 제어는 가지며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환경 구성들에 대한 제어가 가능할 수도 있다.
[0075]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Cloud IaaS):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능력은 프로세싱,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기타 기본 컴퓨팅 자원들을 프로비전하는 것이며, 소비자는 여기에서 임의의 소프트웨어를 배치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이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하부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를 관리하거나 제어하지는 않지만 운영체제, 스토리지, 배치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제어는 가지며, 선택 네트
워킹 컴포넌트들 (예를 들면, 호스트 방화벽들)에 관하여 제한된 제어를 가질 수도 있다.

[0076]

배치 모델들은 다음과 같다:

[0077]

사설 클라우드(private cloud):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는 오직 어떤 기관(an organization)을 위해서만 운영
된다. 상기 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고 기관 내부(on-premises) 또는 외부(off-premises)에 존재
할 수 있다. 적절한 보안 메커니즘(security mechanisms in place)을 갖고 있다. 적절한 보안 메커니즘의 예는
방화벽(firewall)이다. 다른 적절한 보안 메커니즘의 예는 가상 사설망 (VPN)이다.

[0078]

커뮤니티 클라우드(community cloud):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는 여러 기관들에 의해 공유되며 공유된 관심사
들 (예를 들면, 미션(mission), 보안 요건들, 정책, 및 준수사항들(compliance considerations))을 갖는 특정
한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상기 기관들 또는 제3자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고 커뮤니티 내부 또는 외부에 존재할
수 있다.

[0079]

공공 클라우드(public cloud):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는 일반 공중 또는 다수의 산업 그룹에 이용 가능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관이 소유한다.

[0080]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클라우드 (사설 클라우드,
커뮤니티 클라우드, 또는 공공 클라우드)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이들 클라우드들은 고유한 엔티티들(unique
entities)은 유지(remain)하지만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의 포팅능력(portability) (예를 들면, 클라우드들 간
에 부하 밸런싱(load-balancing)을 위한 클라우드 버스팅(cloud bursting))을 발휘할 수 있는 표준화된 혹은 소
유권이 있는 기술(standardized or proprietary technology)에 의해서 함께 결합되어있다(bound together).

[0081]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무국적성(statelessness), 낮은 결합도(low coupling), 모듈성(modularity), 및 시멘
틱 상호운용성(semantic interoperability)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이다.

[0082]

가상 이미지는 파일 시스템 내의 가상 머신을 나타내며 가상 이미지가 가상 머신으로 실행될 때 필요한 구성 파
라미터들을 포함할 수 있다. 가상 이미지는 하이퍼바이저라 불리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데, 이 하이퍼바이저는 물리적 머신(physical machine) 내에 위치될 수 있고 상기 물리적 머신의 운영체제를 보
조할 수 있다(supplement). 가상 이미지는 또한 머신 이미지(machine image) 또는 가상 머신 이미지(virtual
machine image)로 불릴 수도 있다.

[0083]

가상 머신은 물리적 머신처럼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머신의 소프트웨어 구현(software implementation)이다.

[0084]

“이미지”는 컴퓨터 시스템과 그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상태(state)이다. 하이퍼바이저
시스템에서, 이미지는 “가상 이미지”일 수 있는데, 이는 하이퍼바이저가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에 대한 액세
스를 제어하기 때문이다. 즉 게스트 운영체제 또는 파티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하이퍼바이저가 실제로 컴
퓨터 하드웨어 컴포넌트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고 다수의 파티션들 (예를 들면 게스트 운영체제 등) 사이에
서 컴퓨터 하드웨어 자원들의 공유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게스트 운영체제/파티션이 전체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

[0085]

제2부: 상세한 구현(Detailed Implementation)

[0086]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인식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세한 구현은 시스템, 방법 또는 컴퓨
터 프로그램 제품으로 실시될 수 있다. 따라서, 실시 예들은 완전히 하드웨어 실시 예, 완전히 소프트웨어 실시
예 (펌웨어, 상주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코드 등 포함) 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실시 예들을 결합한 실시
예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일반적으로 본 명세서에서는 “회로”, “모듈” 또는 “시스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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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릴 수 있다. 또한, 실시 예들은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코드를 내장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 판
독가능 매체(들)에 내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0087]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들)의 어떤 조합이든 사용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
터 판독가능 신호 매체(computer readable signal medium) 또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억 매체(computer readable
storage medium)일 수 있다. 컴퓨터 판독가능 기억 매체는 예를 들면, 전자, 자기, 광학, 전자기, 적외선 혹은
반도체 시스템, 장치(apparatus)나 디바이스, 또는 전술한 것들의 적합한 조합일 수 있다(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는 않는다). 컴퓨터 판독가능 기억 매체의 더 구체적인 예들 (포괄적인 목록은 아님)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와이어들을 가진 전기적 접속체, 휴대용 컴퓨터 디스켓, 하드 디스크, RAM(random access memory), ROM(readonly memory),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 판독 전용 메모리 (EPROM 또는 플래시 메모리), 광섬유, 휴대용 콤팩트
디스크 ROM (CD-ROM), 광학 저장 디바이스, 자기 저장 디바이스, 또는 전술한 것들의 적합한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문서의 맥락으로 볼 때, 컴퓨터 판독가능 기억 매체는 유형의 매체일 수 있으며, 이 매체는 명령 실행
시스템, 장치, 또는 디바이스에 의해서 또는 이들이 연결되어 사용할 프로그램을 포함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0088]

컴퓨터 판독가능 신호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코드가, 예를 들어, 베이스밴드(baseband)에 내장되거
나 반송파(carrier wave)의 부분으로서 내장된, 전파된 데이터 신호(propagated data signal)를 포함할 수 있
다. 이러한 전달 신호는 전자기, 광학, 또는 이들의 적합한 조합을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컴퓨터 판독가능 신호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억 매체가 아닌, 명령 실행
시스템, 장치나 디바이스에 의해서 또는 이들이 연결되어, 사용할 프로그램을 통신하고(communicate), 전파하고
(propagate), 또는 이송(transport)할 수 있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일 수 있다.

[0089]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내장된 프로그램 코드는 무선, 유선, 광섬유 케이블, RF 등, 또는 전술한 것들의 적합
한 조합을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적절한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될 수 있다.

[0090]

연산들을 실행할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는 자바(Java), 스몰토크(Smalltalk), C++ 또는 그와 유사한 것과 같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와 “C”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그와 유사한 프로그래밍 언어들과 같은 종래의 절차
적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포함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임의 조합들로 작성될 수 있다. 상
기 프로그램 코드는 전부 사용자의 컴퓨터상에서, 부분적으로 사용자의 컴퓨터상에서, 독립형의 소프트웨어 패
키지로서, 부분적으로 사용자의 컴퓨터상에서와 부분적으로 원격 컴퓨터상에서 또는 전부 원격 컴퓨터나 서버상
에서 실행될 수 있다. 상기 마지막 경우에, 원격 컴퓨터는 어떤 유형이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자의 컴퓨터와
접속될 수 있고, 상기 네트워크에는 근거리 통신망(LAN) 또는 광역 통신망(WAN)이 포함되며, 또는 상기 접속은
(예를 들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한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 컴퓨터로 연결될 수도 있다.

[0091]

실시 예들은 방법들, 장치들 (시스템들)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들의 흐름 예시도 및/또는 블록 다이어그램들
을 참조하여 이하 기술된다. 흐름 예시도들 및/또는 블록 다이어그램들의 각각의 블록, 및 흐름 예시도들 및/또
는 블록 다이어그램들 내의 블록들의 조합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명령들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 명령들은, 컴퓨터의 프로세서 또는 기타 프로그램가능 데이터 처리 장치를
통하여 실행되는 상기 명령들이 상기 흐름도 및/또는 블록 다이어그램 블록 또는 블록들에서 지정된(specified)
기능들/동작들(functions/acts)을 구현하는 수단(means)을 생성할 수 있도록, 머신(a machine)을 만들기 위해
범용 컴퓨터, 특별 목적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가능 데이터 처리 장치(programmable data processing
apparatus)의 프로세서에 제공될 수 있다.

[0092]

이 컴퓨터 프로그램 명령들은 또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저장될 수 있으며, 상기 명령들은 컴퓨터, 기타 프
로그램가능 데이터 처리 장치 또는 기타 디바이스들에 특정한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저장된 상기 명령들이 흐름도 및/블록 다이어그램 블록 또는 블록들에서 지정된
기능들/동작들을 구현하는 명령들을 포함하는 제품(an article of manufacture)을 생산하도록 할 수 있다.

[0093]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 명령들 (기능기술자료(functional descriptive material))은 또한 컴퓨터, 기타 프로그램
가능 데이터 처리 장치, 또는 기타 디바이스들에 로드되어 상기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가능 데이터 처리 장
치상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연산 단계들(operational steps)이 컴퓨터 구현 프로세스(computer implemented
process)를 생산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가능 데이터 처리 장치상에서 실
행되는 명령들이 상기 흐름도 및/또는 블록 다이어그램 또는 블록들에서 지정된 기능들/동작들을 구현하는 프로
세스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0094]

여러 실시 예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이어지는 기술과 도면들에서 특정한 구체적 세부사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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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된다. 그러나 흔히 컴퓨팅과 소프트웨어 기술과 연관되어 특정하게 잘 알려진 세부사항들은, 불필요하게 여
러 가지 실시 예들을 애매하게 만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어지는 명세서에서는 기술되지 않는다. 또한, 이 기
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아래에 기술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세부사항들이 없이도 다른 실시 예들
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실시 예들이 이어지는 명세서에서 단계들
과 순서들을 참조하여 기술되지만, 이와 같은 기술은 실시 예들을 분명하게 구현하도록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상기 단계들과 그 단계들의 순서들은 실시 예들을 실시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다
음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실시 예들의 상세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이며 한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고, 그보다는 여러 변형들(variations)은 상세한 기술 뒤에 오는 청구항들에 의해 정의되는 범위에 속할 수
있다.
[0095]

다음의 상세한 기술은 일반적으로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발명의 내용을 따를 것이며, 필요에 따라 여러 실시
예들의 정의들을 더 기술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 상세한 기술은 우선 일 실시 예와 연관된 소프트웨어
및/또는 하드웨어 기술들을 구현하는데 적합한 도 1의 컴퓨팅 환경의 예를 기술한다. 도 2에는 네트워크화된 환
경의 실시 예가 기본 컴퓨팅 환경의 확장으로서, 다수의 개별 소자들 (multiple discrete devices) 간에 수행될
수 있는 최신(modern) 컴퓨팅 기술들을 강조하기 위해 예시된다.

[0096]

도 1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노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정보 처리 시스템의 실시 예의 개략도가 도시되어 있다. 클
라우드 컴퓨팅 노드 (10)은 적합한 클라우드 컴퓨팅 노드의 한 예일 뿐이며 여기에 기술되는 용도 또는 기능의
범위에 대하여 어떤 한정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 노드 (10)은 상기 제1부에서 기술된
기능들 중 어느 것이든 구현하고 수행할 수 있다.

[0097]

클라우드 컴퓨팅 노드 (10)에는 컴퓨터 시스템/서버 (12)가 있고, 이는 무수한 다른 범용 또는 특수 목적 컴퓨
팅 시스템 환경들이나 구성들로 운용 가능하다. 컴퓨터 시스템/서버 (12)와 함께 사용하는데 적합할 수 있는 잘
알려진 컴퓨팅 시스템들, 환경들, 및/또는 구성들의 예들로는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들, 서버 컴퓨터 시스템들,
얇은 클라이언트들, 두꺼운 클라이언트들, 소형 또는 휴대용 디바이스들, 멀티프로세서 시스템들, 마이크로프로
세서 기반 시스템들, 셋톱박스들(set top boxes), 프로그램 가능 가전제품, 네트워크 PC들, 미니컴퓨터 시스템
들,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스템들, 및 상기 시스템들 또는 디바이스들 중 어느 것이든 포함하는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들이 포함된다(그러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0098]

컴퓨터 시스템/서버 (12)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과 같은 컴퓨터 시스템 실행가능 명
령들의 일반적인 맥락에서 기술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에는 특정한 태스크들을 수행하거나 특정
한

추상

데이터

타입들(abstract

data

types)을

구현하는

루틴(routines),

프로그램(programs),

객체

(objects), 컴포넌트, 논리, 데이터 구조 등등이 포함된다. 컴퓨터 시스템/서버 (12)는 통신망(communications
network)을 통해 링크된 원격 처리 디바이스들(remote processing devices)에 의해 태스크들이 수행되는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들에서 실시될 수 있다.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프로그램 모듈들은 메모리 기억
디바이스들을 포함하여 로컬 및 원격 컴퓨터 시스템 기억 매체들 둘 다에 위치할 수 있다.
[0099]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 노드 (10) 내의 컴퓨터 시스템/서버 (12)는 범용 컴퓨팅 디바이스의
형태로 도시된다. 컴퓨터 시스템/서버 (12)의 컴포넌트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 또는 처리장치들
(processing units) (16), 시스템 메모리 (28), 및 버스 (18) - 이 버스는 시스템 메모리 (28)을 포함하여 여
러 시스템 컴포넌트들을 프로세서 (16)에 결합함 - 를 포함할 수 있다(그러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0100]

버스 (18)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몇 가지 유형의 버스 구조들을 나타내며, 메모리 버스 또는 메모리 제어기
(memory controller), 주변 장치 버스(peripheral bus), 가속 그래픽 포트(accelerated graphics port), 및 다
양한 버스 아키텍처들을 사용하는 프로세서 또는 로컬 버스(a processor or local bus)가 이에 포함된다. 한정
이 아닌 예시의 방식으로써, 이러한 아키텍처들은 산업 표준 아키텍처(Industry Standard Architecture, ISA)
버스, 마이크로 채널 아키텍처(Micro Channel Architecture, MCA)버스, 강화 ISA(EISA) 버스, 비디오 전자공학
표준 위원회(Video Electronics Standards Association, VESA) 로컬 버스, 및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s) 버스를 포함한다.

[0101]

컴퓨터 시스템/서버 (12)는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컴퓨터 시스템 판독가능 매체(media)를 포함한다. 이러한 매
체는 컴퓨터 시스템/서버 (12)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가 될 수 있고, 휘발성 및 비휘
발성 매체(volatile and non-volatile media), 이동식 및 비이동식 매체(removable and non-removable media)
모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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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시스템 메모리 (28)은 RAM(random access memory) (30) 및/또는 캐시 메모리 (32)와 같은 휘발성 메모리의 형
태로 컴퓨터 시스템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서버 (12)는 다른 이동식/비이동식, 휘발
성/비휘발성 컴퓨터 시스템 기억 매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단지 예시로써 들자면, 비이동식 비휘발성 자기 매
체로부터 읽고 그 매체에 쓸 수 있도록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34)가 제공될 수 있다(이는 도시되어 있지 않으
며 통상적으로 “하드 드라이브”로 불림).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동식 비휘발성 자기 디스크 (예를 들면, “
플로피 디스크”)로부터 읽고 그 디스크에 쓸 수 있는 자기 디스크와, CD-ROM, DVD-ROM 또는 기타 광학 매체와
같은 이동식 비휘발성 광학 디스크도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각각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데이터 매체
인터페이스들(data media interfaces)에 의해 버스 (18)에 연결될 수 있다. 아래에 더 묘사하고 기술하는 바와
같이, 메모리 (28)은 일 세트의 (예를 들면,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 모듈들 - 이 프로그램 모듈들은 여기에
기술된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구성됨 - 을 가진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 제품을 포함할 수 있다.

[0103]

일 세트의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 모듈들 (42)를 가진 프로그램/유틸리티 (40)가 메모리 (28)에 저장될 수
있고 이는 한 예이며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또한 운영체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 기
타 프로그램 모듈들, 및 프로그램 데이터도 저장될 수 있다. 운영체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
그램들, 기타 프로그램 모듈들, 및 프로그램 데이터 또는 이들의 일부 조합의 각각은 네트워킹 환경의 구현
(implementation)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그램 모듈들 (42)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기술된 바와 같은 기능들 및/
또는 방법들(methodologies)을 수행한다.

[0104]

컴퓨터 시스템/서버 (12)는 또한 키보드, 포인팅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24) 등과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외
부 디바이스들 (14);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서버 (12)와 인터랙트 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디
바이스들; 및/또는 컴퓨터 시스템/서버 (12)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컴퓨팅 디바이스들과 통신할 수 있도
록 해주는 디바이스들 (예를 들면, 네트워크 카드, 모뎀 등)과 통신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은 I/O 인터페이스
들 (22)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서버 (12)는 근거리 통신망(LAN), 일반 광역 통신망
(WAN), 및/또는 공중망(public network) (예를 들면,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들과 네트워크 어댑터 (20)을 통해
서 통신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 어댑터 (20)은 버스 (18)을 통해서 컴퓨터 시스템/서버 (12)의
다른 컴포넌트들과 통신한다.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도 컴퓨터 시
스템/서버 (12)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는 마이크로코드, 디바이스 드라이
버, 리던던트 처리 장치(redundant processing units), 외부 디스크 드라이브 어레이, RAID 시스템, 테이프 드
라이브, 및 데이터 기록 저장 시스템(data archival storage systems) 등이 포함된다(그러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0105]

도 2는 일 실시 예에 따른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하는 매우 다양한 정보 처리 시스템들 상에서 본 명세서에 기
술된 방법들이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도 1에 도시된 정보 처리 시스템 환경을 확장(extension)
한 것이다. 정보 처리 시스템의 유형은 핸드헬드 컴퓨터/이동 전화기 (210)와 같은 소형 핸드헬드 디바이스부터
메인프레임 컴퓨터 (270)과 같은 대형 메인프레임 시스템까지 다양하다. 핸드헬드 컴퓨터 (210)의 예로는 개인
정보 단말기 (PDA)와, MP3 플레이어, 휴대용 텔레비전, 및 CD 플레이어와 같은 개인 엔터테인먼트 디바이스
(personal entertainment device)가 포함된다. 정보 처리 시스템의 다른 예로는 펜 또는 태블릿 컴퓨터 (220),
랩톱 또는 노트북 컴퓨터 (230), 워크스테이션 (240), 개인 컴퓨터 시스템 (250), 및 서버 (260)가 포함된다.
도 2에 개별적으로 도시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정보 처리 시스템들은 정보 처리 시스템 (280)으로 표시된다. 도
시된 바와 같이, 상기 여러 가지 정보 처리 시스템들은 컴퓨터 네트워크 (200)을 이용하여 함께 네트워크화될
수 있다. 상기 여러 가지 정보 처리 시스템들을 상호 연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유형들로는
근거리 통신망 (LAN), 무선 근거리 통신망 (WLAN), 인터넷, 일반 공중 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 기타 무선 네트워크, 및 상기 정보 처리 시스템들을 상호 연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타 네
트워크 토폴로지가 포함된다. 상기 정보 처리 시스템들의 상당 수는 하드 드라이브 및/또는 비휘발성 메모리와
같은 비휘발성 데이터 기억장치를 포함한다. 도 2에 도시된 정보 처리 시스템들 중 일부는 분리된 비휘발성 데
이터 기억장치를 도시한다(서버 (260)은 비휘발성 데이터 기억장치 (265)를 이용하고, 메인프레임 컴퓨터 (27
0)은 비휘발성 데이터 기억장치 (275)를 이용하며, 정보 처리 시스템 (280)은 비휘발성 데이터 기억장치 (285)
를 이용한다). 상기 비휘발성 데이터 기억장치는 상기 여러 가지 정보 처리 시스템들 외부에 있는 컴포넌트일
수 있고 또는 상기 정보 처리 시스템들 중 하나의 내부에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처리
시스템들 사이에서 이동식 비휘발성 저장 디바이스 (145)가 공유될 수 있는데, 상기 이동식 비휘발성 저장 디바
이스 (145)를 상기 정보 처리 시스템들의 USB 포트 또는 다른 커넥터에 연결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 (200)은 여러 가지 정보 처리 시스템들을 클라우드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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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들 (201)에 연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들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205)와 다수
의 다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들이 포함된다. 도 3과 4에 기술된 바와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201)은 상
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데 함께 작동하는 다수의 네트워크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들 (노드들)을 포
함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들 (201)은 각각 도 4에 도시된 추상층들(abstraction layers)을 제공한다. 추상
층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층(software layer) (410), 가상층(virtualization layer) (420), 관리층
(management layer) (430), 및 워크로드층(workload layer) (440)을 포함한다. 상기 여러 층들 (410-440) 내의
컴포넌트들은 하나의 클라우드 환경부터 다른 것까지 다양할 수 있다. 상기 여러 층들 내의 컴포넌트들의 예는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0106]

도 3은 예시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201)을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201)은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클라우드 컴퓨팅 노드들 (10) - 컴퓨팅 디바이스들, 예를 들어, 개인 정보 단말기 (PDA) 또
는 이동 전화기 (210), 데스크톱 컴퓨터 (250), 랩톱 컴퓨터 (290), 자동차 컴퓨터 시스템 (230)이 이들과 통신
함 - 과, 도 2에 도시된 다른 유형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들을 포함한다. 이것은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들 및/
또는 소프트웨어가 (상기 제1부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서비스로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201)으로부터 제공될
수 있게 하여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그러한 자원들을 개별적으로 유지 보수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도 2와 3에
도시된 컴퓨팅 디바이스들의 유형은 단지 예시의 목적으로 도시된 것이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201)은 어떤
유형이든 네트워크 및/또는 네트워크/주소 접속(network/addressable connection) (예를 들면,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을 통하여 어떤 유형의 컴퓨터 디바이스(computerized device)와도 통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
다.

[0107]

본 발명자들이 인지한 바와 같이, 다른 클라우드 (또는 하이퍼바이저) 제공자들에 대한 소스 및 목적지 가상 이
미지들(source and destination virtual images)은 비호환성 하드웨어 아키텍처들, 하이퍼바이저 기술들, 게스
트 OS의 유형들 및/또는 버전들, 및/또는 미들웨어를 가질 수 있다. 가상 이미지의 디스크 파티션들은 클라우드
(또는 하이퍼바이저) 제공자에 고유할(specific) 수 있다. 따라서 작은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도 있는 컨텐츠는
직접 카피하는 것이 안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마존(Amazon) EC2는 x86 하드웨어에 대해 XEN 가상 이미지들
을 지원하지만, p-시리즈 서버들을 가진 IBM 클라우드는 시스템 p(System p) 이미지들만을 지원할 수 있다.

[0108]

본 발명자들은 또한 어떤 경우에는 방화벽(firewalls)과 블록 스토리지 볼륨(block storage volumes)과 같은 클
라우드 (또는 하이퍼바이저) 고유 구성들이 API 차들로 인해 포팅된 솔루션에 추가될 수 없음을 인지하였다. 예
를 들면, 아마존 EC2는 실행 인스턴스들(running instances)에 블록 스토리지 볼륨을 부착하는 구성 옵션들을
제공해도, VM웨어(VMware) 기반 사설 클라우드는 그러한 옵션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0109]

본 발명자들은 또한 다수의 가상 이미지들을 포함한 솔루션들은 다른 클라우드 (또는 하이퍼바이저)에 포팅될
때 오직 부분적으로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예를 들면, 어떤 가상 이미지 내에
비즈니스 논리 층(business logic layer)을 갖고 다른 가상 이미지 내에 데이터베이스 층을 갖는 솔루션이 있을
경우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들로 인해서 오직 비즈니스 논리 층 가상 이미지만을 공공 클라우드에 포팅하고 데
이터베이스 층 가상 이미지는 사설 클라우드에 남겨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자들은 또
한 어떤 경우에는 전체 솔루션을 다른 클라우드 (또는 하이퍼바이저)에 포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것
을 인지하였다.

[0110]

본 발명자들은 다른 클라우드 (또는 하이퍼바이저)에 포팅할 때 프로비저닝 워크플로(provisioning workflow)에
서 변경되고, 추가되고, 및/또는 삭제된 솔루션 컴포넌트들/구성들과 변경되고, 추가되고, 및/또는 삭제된 대응
하는 배치 연산들(deployment operations)을 식별 및/또는 시각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인지
하였다. 본 발명자들은 이 변경사항들, 추가사항들, 및/또는 삭제사항들을 소스 모델을 위한 패치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인지하였다. 예를 들면, WebSphere 애플리케이션을 VM웨어 기반 사설 클라
우드로부터 아마존 EC2로 포팅하려면 베이스 VM웨어 이미지로부터 WebSphere를 갖는 베이스 아마존 머신 이미지
(AMI)로 변경하는 것과 VM 이미지 대신에 AMI를 배치하기 위한 변경된 연산들을 필요로 한다.

[0111]

본 발명자들은 솔루션들을 다수의 클라우드들에 프로비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인지하였다.
예를 들면, 아마존 EC2(Amazon Elastic Compute Cloud)와 IBM 개발 & 테스트 클라우드(IBM Development and
Test Cloud) 둘 모두는 API들을 제공하여 이미지를 인스턴스화하고 실행 가상 머신에 안전하게 원격 연결하고
솔루션 프로비저닝 태스크들을 원격으로 실행한다.

[0112]

도 4에는 (도 3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201)에 의해 제공되는 일 세트의 기능적 추상층들의 실시 예가 도시
된다. 도 4에 도시된 컴포넌트들, 층들, 및 기능들은 단지 예시 용이며 실시 예들은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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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미리 이해해야 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음의 층들과 그에 대응하는 기능들이 제공된다.
[0113]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층 (410)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포함한다. 하드웨어 컴포넌트들의 예
로는 메인프레임들, 그 일 예로서 IBM® zSeries® 시스템들;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아키
텍처 기반 서버들, 그 일 예로서 IBM pSeries® 시스템들; IBM xSeries® 시스템들; IBM BladeCenter® 시스템
들; 저장 디바이스들; 네트워크들 및 네트워킹 컴포넌트들이 포함된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의 예로는 네트워
크 애플리케이션 서버 소프트웨어, 그 일 예로서 IBM WebSphere® 애플리케이션 서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
이스 소프트웨어, 그 일 예로서 IBM DB2®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IBM, zSeries, pSeries,
xSeries, BladeCenter, WebSphere, 및 DB2는 인터내셔널 비지네스 머신즈 코포레이션의 미국 내, 다른 국가들
내, 또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 내의 등록상표이다.)

[0114]

가상층 (420)은 하나의 추상층(an abstraction layer)을 제공하는데, 이로부터 다음의 가상 엔티티들(virtual
entities)이 제공될 수 있다. 제공되는 가상 엔티티들에는 가상 서버들; 가상 스토리지; 가상 사설 네트워크들
을 포함하는 가상 네트워크들; 가상 애플리케이션들; 및 가상 클라이언트들이 있다.

[0115]

관리층 (430)은 아래에 기술되는 기능들을 제공한다. 자원 프로비저닝(Resource Provisioning)은 클라우드 컴퓨
팅

환경

내에서

태스크들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컴퓨팅

자원들과

다른

자원들의

동적

조달(dynamic

procurement) 기능을 제공한다. 계량 및 가격책정(Metering and Pricing)은 자원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내
에서 사용되는 동안 비용 추적(cost tracking) 기능을 제공하고, 이러한 자원들의 소비에 대한 과금(billing)
또는 요금청구(invoicing) 기능을 제공한다. 일 예에서, 이 자원들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licenses)를 포함할 수 있다. 보안(Security)은 사용자(users)와 태스크(tasks) 둘 모두 아이덴티티 검증
(identity verification) 기능을 제공하고, 또한 데이터와 기타 자원들에 대한 보호(protection) 기능을 제공
한다. 사용자 포털(User Portal)은 사용자와 시스템 관리자(administrators) 둘 모두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대한 액세스 기능을 제공한다. 서비스 수준 관리(Service Level Management)는 필요한 서비스 수준들이 충족되
도록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할당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수준 협약)
계획 및 이행(planning and fulfillment)은 SLA에 따라 미래 필요사항이 예상되는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들
을 미리 준비(pre-arrangement)하고 조달(procurement)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0116]

워크로드층 (440)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사용되어야 하는 기능(functionality)을 제공한다. 이 층으로부터
제공될 수 있는 워크로드들과 기능들의 예로는: 매핑 및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수명주기 관리
(lifecycle management); 가상 교실 교육 전달(virtual classroom education delivery); 데이터 분석 처리
(data analytics processing); 및 트랜잭션 처리가 포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 4에 관하여 기술하는 전술
한 모든 예는 단지 예시이며 이 예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0117]

도 5는 솔루션을 소스 플랫폼에서 타겟 플랫폼으로 포팅하는데 사용되는 자산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소스 및 타
겟 토폴로지 모델들과 자동화 단계 모델들의 실시 예의 다이어그램이다. 일 실시 예에서, “솔루션”은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서, 이것은

특정의 기능적 및 비

기능적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하드웨어 기반 컴퓨터 시스템들에 의해 실행된
다.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과 이들의 관련 구성 파라미터들을 포
함한다. 일 실시 예에서, 솔루션은 턴키 솔루션(turn-key solution)이고 원스톱 접근법(one-stop approach)이
다. 솔루션은 다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포함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들과 연계된 구성 정보(configuration
information)를 포함할 수 있다. 솔루션은 다수의 가상 이미지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질이 복합적
(composite in nature)일 수 있다.
[0118]

솔루션의 일부는 하나의 가상 이미지 안에 있을 수 있고, 이 솔루션의 또 다른 부분은 또 다른 가상 이미지 안
에 있을 수 있다. 자산 라이브러리 (500)은 토폴로지 및 자동화 데이터의 저장소(repository)로 사용된다. 토폴
로지 데이터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들과 이들의 관계들을 기술한다. 자산 라이브러리 (500)은 수많은 토폴로지
모델들 (510)을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일 실시 예에서, 자산 라이브러리 (500)은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액세스
가능한 비휘발성 저장 디바이스와 같은 지속형 기억 매체에 저장된다. 토폴로지 모델들 (510)의 각각은 클라우
드 기반 솔루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기술한다.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타겟 클라우드 토폴로지”)을 특정
한 클라우드 환경 (“타겟 클라우드”)에 처음으로 배치할 때, 자산 라이브러리 (500)에 저장된 자산들이 탐색
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소스 클라우드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을 재사용함으로써 상기 타겟 클라우드 토폴로지
를 개발(develop)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에 이미 저장된 토폴로지(“소스 클라우드 토폴
로지”)를 식별하기 위함이다. 일 실시 예에서, 이것은 솔루션을 상기 소스 클라우드 (예를 들면, 제1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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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클라우드)를 상기 타겟 클라우드 (예를 들면, 제2 클라우드 제공자에 의해서 제공되
는 클라우드)로 포팅할 때 일어난다.
[0119]

소스 플랫폼의 실시 예는 솔루션이 배치된 클라우드 (예를 들면, Amazon EC2™ 클라우드)일 수 있다. 타겟 플랫
폼의 실시 예는 상기 솔루션이 포팅되는 다른 클라우드 (예를 들면, IBM 스마트 비즈니스 개발 & 테스트 클라우
드(IBM Smart Business Development & Test Cloud))일 수 있다. 소스 플랫폼의 실시 예는 하이퍼바이저 (예를
들면, VMWare 하이퍼바이저)일 수 있고 그 대응 타겟 플랫폼의 실시 예는 다른 하이퍼바이저 (예를 들면, KVM
하이퍼바이저)일 수 있다. 소스 플랫폼의 실시 예는 디스크 파티션들 (예를 들면, IBM pSeries 서버)을 가진 물
리적 컴퓨터 시스템일 수 있고 그 대응 타겟 플랫폼의 실시 예는 다른 물리적 컴퓨터 시스템 (예를 들면, 선 마
이크로시스템즈 서버) 일 수 있다. 또한, 플랫폼들은 혼합(mixed)되고 정합(matched)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
스 플랫폼의 실시 예는 하이퍼바이저일 수 있고 그 대응 타겟 플랫폼은 클라우드 일 수 있다.

[0120]

다수의 토폴로지 모델들에 대응하는 모델 유닛들이 자산 라이브러리 (500)에 저장될 수 있고, 소스 클라우드 토
폴로지 모델 유닛들 (520)과 타겟 클라우드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 (560) 두 가지가 도 5에 도시된다. 상기 소스
및 타겟 클라우드 토폴로지 모델들 모두 여러 모델 유닛들을 포함하는데, 이들에는 메타데이터 (각각 522와
562), 크리덴셜과 서비스엔드 포인트 데이터(credentials and service endpoints data) (각각 524와 564) 및
구성 파라미터들 (각각 526과 566)이 포함된다. 모델 유닛들은 애플리케이션들, 미들웨어, 게스트 운영체제들,
가상 이미지들, 구성 파라미터들, 및 기타 솔루션 컴포넌트들을 표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모델 유닛
은

가상

이미지

타입,

아이디(id),

구성

파라미터들,

소프트웨어

버전들,

액세스

크리덴셜(access

credentials), 방화벽 규칙들 등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각각의 토폴로지 모델들에 대한 메
타데이터는 다수의 메타데이터 항목들(metadata items)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들에는 가상 이미지 배치 파라미
터들, 상기 토폴로지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에 관한 메타데이터, 상기 토폴로지에 포함된 미들웨어에 관한 메타데
이터, 및 상기 토폴로지에 포함된 게스트 운영체제에 관한 메타데이터가 포함된다.
[0121]

도시된 바와 같이, 자동화 단계 모델들 (515) 또한 자산 라이브러리 (500)에 저장되고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과
연관된다. 그 명칭이 함축하는 바와 같이, 자동화 단계 모델들은 상기 토폴로지에 포함된 여러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을 배치하는데 사용되는 자동화 단계들을 기술한다. 소스 클라우드 자동화 단계 모델 (530)은 소스 클라
우드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 (520)을 배치하는데 사용되는 자동화 단계들을 포함하고, 타겟 클라우드 자동화 단
계 모델 (570)은 타겟 클라우드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 (560)에 사용되는 자동화 단계들을 포함한다. 타겟 클라
우드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 (560)과 타겟 클라우드 자동화 단계 모델 (570)을 개발할 때, 소스 클라우드 토폴로
지 모델 유닛들 (520)과 타겟 클라우드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 (560) 사이의 차들(differences)이 새로운 모델
유닛들과 함께 식별되며, 이들 새 모델 유닛들은 상기 타겟 토폴로지에는 존재하지만 상기 소스 토폴로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0122]

또한, 차들은 상기 소스 토폴로지에는 존재하지만 상기 타겟 토폴로지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거된 모델 유닛들을
포함한다. 자산 라이브러리 (500)은 상기 타겟 토폴로지 모델에서 식별된 다르고 새로운 모델 유닛들에 대한 자
동화 단계 모델들을 찾기 위해 탐색된다. 상기 차들은 자산 라이브러리 (500)에 패치로서 저장될 수 있고 타겟
토폴로지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유사한 소스 토폴로지 모델에 적용 가능하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
이 소스 플랫폼 (예를 들면, 소스 클라우드, 소스 하이퍼바이저 등)과 연관된 소스 토폴로지 모델과 타겟 플랫
폼 (예를 들면, 타겟 클라우드, 타겟 하이퍼바이저 등)과 같은 타겟 플랫폼과 연관된 타겟 토폴로지 사이의 차
를 만드는 동작(differencing)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토폴로지 모델은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을 포함한
다.

[0123]

상기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은 유닛 파라미터들 또는 속성들(attributes)을 포함할 수 있고 또한 유형(type)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유형은 예를 들면, 가상 이미지, 미들웨어, 운영체제, 방화벽, 또는 이 기술 분야에서 알
려진 기타의 어떤 유형일 수 있다. 하이퍼바이저는 운영체제 위에서 실행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하이퍼바
이저는 운영체제 아래에서 실행될 수도 있다. 하이퍼바이저는 서로 다른 운영체제들 또는 단일 운영체제의 서로
다른 인스턴스들이 동시에 어떤 한 시스템에서 실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이퍼바이저는 하나
의 호스트 시스템이 다수의 게스트 머신들을 호스트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러한 차를 만드는 동작에 의해서
토폴로지 차가 얻어지며, 토폴로지 차는 새로운, 변경된 그리고 제거된 모델 유닛들을 포함한다. 상기 토폴로지
차는 상기 소스 토폴로지 모델과 관련하여 상기 타겟 토폴로지 모델에서 다른(different) 솔루션의 여러 컴포넌
트들에 대응하는 일 세트의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일 수 있다.

[0124]

상기 일 세트의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은 상기 솔루션을 소스 플랫폼에서 타겟 플랫폼으로 포팅할 때 변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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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 할 수도 있다. 워크플로 모델 (예를 들면, 자동화 단계 모델들 (515)에 저장된 자동화 단계 모델)에
적어도 하나의 연산을 포함하는 일 세트가 자산 라이브러리 (500)으로부터 획득된다. 워크플로 모델 내의 상기
연산은 수행될 수 있는 동작(action)이다. 예를 들면, 워크플로 모델 내의 연산은 sMash 애플리케이션 서버상에
sMash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0125]

또 다른 예로서, 워크플로 내의 연산은 가상 이미지를 인스턴스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각 연산은 상기 소
스 및 타겟 토폴로지 모델들 사이의 토폴로지 차 내의 모델 유닛들 중 하나와 연관된다. 일 실시 예에서, 완전
한 솔루션 (예를 들면, 상기 소스 토폴로지로부터 대상 토폴로지로 포팅되는 솔루션)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
로세서들을 이용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기 획득된 연산들을 실행함으로써 배치된다. 일 실시 예에서, 솔루
션의 일부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을 이용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획득된 연산들을 실행함으로써,
상기 소스 토폴로지로부터 타겟 토폴로지로 포팅된다. 상기 솔루션의 배치된 일부는 타겟 플랫폼 (예를 들면,
타겟 클라우드 (590), 타겟 하이퍼바이저 등)과 호환 가능한 타겟 이미지를 포함한다. 일 실시 예에서, 호환성
은 하이퍼바이저 기술, 하드웨어 아키텍처, 운영체제 버전, 미들웨어 버전, (방화벽과 VPN을 구성하는 것과 같
이) 서로 다른 클라우드들에서 API 이용 가능성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들에서 기인한다. 일 실시 예에서, 비호
환성은 전술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포넌트들이 소스 플랫폼에서 타겟 플랫폼까지 비호환성인 경우 다양한 동
일한 이유들에서 기인한다.

[0126]

도시된 바와 같이, 소스 배치 워크플로 (575)는 상기 솔루션이 소스 클라우드 (580)에 배치되게 한다. 그 배치
는 가상 이미지 (582)가 상기 소스 클라우드에 로드되게 하고 애플리케이션 (550)이 실행 미들웨어 이미지 인스
턴스에 배치되게 한다. 마찬가지로, 타겟 배치 워크플로 (585)는 상기 솔루션을 타겟 클라우드 (590)에 배치되
게 한다. 그 배치는 가상 이미지 (592)가 상기 타겟 클라우드에 로드되게 하고 애플리케이션 (550)이 실행 미들
웨어 이미지 인스턴스에 배치되게 한다.

[0127]

공통 애플리케이션 (550)은 소스 클라우드 (580)과 타겟 클라우드 (590) 둘 모두에 배치된다. 일 실시 예에서,
애플리케이션 (550)은 플랫폼 독립적 애플리케이션으로서, 플랫폼 종속적(platform-dependent)인 “가상 머신”
상에서 실행되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플랫폼 독립적(platform-independent) 컴퓨터 언어로 작성된 애
플리케이션이다. 타겟 이미지는 타겟 토폴로지 모델 내의 가상 이미지 모델 유닛과 그 포함된 유닛들 내의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식별될 수 있다. 이 메타데이터는 상기 타겟 클라우드 내의 모든 알려진 가상 이미지들을 위
한 메타데이터를 탐색하기 위한 입력값(input)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메타데이터는 자산 라이브러
리에 저장될 수 있다. 타겟 이미지가 식별되어 상기 타겟 플랫폼 (클라우드)에 배치되면, 상기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타겟 이미지를 실행하는 타겟 플랫폼 상에 배치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타겟 이미지는 상기 애

플리케이션이 작동하기에 적합한 타겟 환경을 제공하는 운영체제와 미들웨어 (예를 들면, 가상 머신)를 포함한
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상기 소스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상기 소스 토폴로지 모델에 기술된 솔루션은 상기
타겟 토폴로지 모델에 기술된 유사한 모델 유닛들과 함께 상기 타겟 클라우드에 포팅되고 배치될 수 있다.
[0128]

도 6은 일 실시 예에 따라서, 배치 워크플로들을 생성하기 위해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을 사용하여 상기 소스 및
타겟 토폴로지 모델들 사이의 공통인 것들과 차들을 찾기 위해 취해지는 단계들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0129]

상기 공통인 것들은 상기 소스 토폴로지 모델과 관련하여 상기 타겟 토폴로지 모델에서 동일한, 상기 솔루션의
여러 컴포넌트들에 대응하는 일 세트의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일 수 있다. 공통인 것의 일 예는 상기 타겟 플랫
폼과 연관된 모델 유닛에서 표시된 가상 이미지의 유형이 상기 소스 플랫폼과 연관된 모델 유닛에서 표시된 가
상 이미지의 유형과 동일하다는 것일 수 있다. 상기 공통인 것은 사실상 부분적일 수 있다(partial in nature).
예를 들어 상기 유형이 두 모델 유닛들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다른 일부 파라미터, 예를 들면, 식별자
(identifier)가 상기 소스 토폴로지 모델과 연관된 모델 유닛과 비교하여 상기 타겟 토폴로지 모델과 연관된 모
델 유닛에서 다를 때 그러할 수 있다. 상기 공통인 것은 사실상 전체적일 수 있다(entire in nature). 예를 들
어 상기 두 토폴로지 모델들의 모든 파라미터들이 동일하고 다른 파라미터들이 전혀 없는 때 그러할 수 있다.
상기 공통인 것들이 사실상 전체적이라면, 상기 솔루션을 상기 소스 플랫폼에서 상기 타겟 플랫폼으로 포팅할
때 관련된 배치 연산들과 솔루션 컴포넌트들은 변경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상기 공통인 것들이 사실상 부분적
이라면, 이들을 차(difference)로 취급할 수도 있고 또는 전체적으로 공통으로(common) 취급할 수도 있다.

[0130]

상기 차들은 상기 소스 토폴로지 모델과 관련하여 상기 타겟 토폴로지 모델에서 서로 다른, 상기 솔루션의 여러
컴포넌트들에 대응하는 일 세트의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일 수 있다. 차의 일 예는 상기 타겟 플랫폼과 연관된
모델 유닛에서 표시된 가상 이미지의 유형이 상기 소스 플랫폼과 연관된 모델 유닛에서 표시된 가상 이미지의
유형과 다르다는 것일 수 있다. 차가 존재한다면, 상기 솔루션을 소스 플랫폼에서 타겟 플랫폼으로 포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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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된 배치 연산들과 솔루션 컴포넌트들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0131]

프로세싱(processing)은 단계(600)에서 시작하며, 단계 (610)에서, 소스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과 토폴로지 모델
들이 생성되어 자산 라이브러리 (500)에 저장된다. 단계 (620)에서는, 단계 (610)에서 소스 토폴로지 모델들에
대해 생성된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의 일부에 대해서 자동화 단계 모델이 생성되고 이 자동화 모델들도 자산 라
이브러리 (500)에 저장된다. 단계 (625)에서, 단계 (610)과 (620)에서 생성된 상기 (토폴로지와 자동화) 모델들
은 소스 클라우드 (580)에 대한 배치 워크플로 (628)을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0132]

단계 (630)과 (640)은 단계 (610)과 (620)과 유사하지만, 단계 (630)과 (640)은 다른 (타겟) 클라우드에 대한
것이다. 단계 (630)에서, 타겟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과 토폴로지 모델들이 생성되어 자산 라이브러리 (500)에
저장된다. 이 타겟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과 토폴로지 모델들은 상기 소스 클라우드에 배치된 동일한 솔루션을
배치하도록 설계되지만, 상기 타겟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과 토폴로지 모델들은 상기 솔루션을 다른 “타겟” 클
라우드상에서 실행하도록 설계된다. 단계 (640)에서는, 단계 (630)에서 상기 타겟 토폴로지 모델들에 대해서 생
성된 상기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의 일부에 대해서 자동화 단계 모델이 생성되고 이 자동화 모델들도 자산 라이
브러리 (500)에 저장된다.

[0133]

단계 (650)에서는, 상기 소스 및 타겟 토폴로지 모델들이 자산 라이브러리 (500)으로부터 판독되고 상기 모델들
사이의 차들을 식별하기 위해 비교된다. 이 차들은 변경된, 새로운 또는 제거된 유닛들을 포함한다. 변경된 모
델 유닛들은 상기 소스 및 타겟 모델들 둘 모두에 존재하나 다른 파라미터들 또는 하부 유형들(sub-types)을 가
진 유닛들이며, 예를 들자면 소스 토폴로지 하부 유형의 가상 이미지는 타겟 토폴로지 하부 유형의 가상 이미지
와 다르다. 파라미터들의 차는 미들웨어 버전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새로운 모델 유닛들은 상기 소스 토폴로지에
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상기 타겟 토폴로지에 추가된 유닛들이다(예를 들면, 상기 솔루션을 상기 소스 클라우드
에 배치하는데 필요하지 않았지만 상기 솔루션을 상기 타겟 클라우드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토폴로지 모
델 유닛 등이 있다). 제거된 모델 유닛들은 상기 소스 토폴로지에는 있었지만 상기 타겟 토폴로지에는 존재하지
않은 유닛들이다. 단계 (660)에서는, 상기 식별된 새로운 그리고 변경된 유닛들에 대응하는 자동화 단계 모델들
을 위해 자산 라이브러리 (500)가 탐색된다. 단계 (660)에서 발견된 자동화 단계 모델들은 자산 라이브러리
(500)에 저장된 자동화 단계 모델들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또는 변경된 모델 유닛이 식별되면, 상기 식별된
새로운 또는 변경된 모델 유닛에 대응하는,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다른 토폴로지가 이미 존재할 수도
있다. 또한, 모델 유닛이 처음 조우되면(encountered), 단계 (660)이 동작할 때 발견될 수 있도록 상기 조우된
모델 유닛에 대한 자동화 단계 모델이 개발되어 자산 라이브러리 (500)에 저장될 수 있다.

[0134]

단계 (670)에서는, 단계 (660)에서 (새로운/변경된 모델 유닛들에 대해서) 식별된 자동화 단계 모델들과 (변경
되지 않은 모델 유닛들에 대해서) 단계 (625)에서 상기 소스 클라우드의 배치 워크플로를 생성하는데 사용된 단
계들 중 일부를 사용하여 타겟 클라우드 (590)에 대한 배치 워크플로 (675)가 생성된다. 제거된 유닛들에 대한
배치 연산들은 상기 소스 워크플로 모델에서 드롭된다(dropped). 단계 (680)에서는, 배치 워크플로들 (675) 및
(628)이 배치 엔진(deployment engine) (690)에 의해서 실행되면 소스 클라우드 (580) 내 상기 솔루션의 실행
인스턴스 (582)와 타겟 클라우드 (590) 내 상기 솔루션의 실행 인스턴스 (592)가 얻어진다. 일 실시 예에서, 상
기 배치 워크플로의 실행은 상기 워크플로 모델에 포함된 상기 연산들을 배치 엔진 (690)으로 전송함으로써 수
행된다.

[0135]

배치 엔진 (690)은 (670)의 생성 단계(generate step)를 수행하는 동일 컴퓨터 시스템상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이거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 다른 컴퓨터 시스템상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일 수 있다. 만일 동일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되면, 상기 연산은 내부 연산을 사용하여 (예를 들면, 서브루틴 호출을 통해서, 상기 배치
연산들을 처리하는 인라인 코드(in-line code)의 실행을 통해서, 외부 프로그램 호출을 통해서, 등등) 전송될
수 있다. 만일 다른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되면, 상기 연산은 사설 컴퓨터 네트워크 (예를 들면, LAN) 및/또는
공공 네트워크 (예를 들면, 인터넷, 일반 공중 전화망 (PSTN), 등)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을 통해서 다른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송될 수 있다. 하나의 배치 엔진이 도시되었지만, 다른 배치 엔진들도 사용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자동화 단계 모델들은 상기 여러 모델 유닛들의 배치를 자동화하는데 사용되는 단계들에 대
한 일반 표현(generic representation)을 제공하며, 한편 생성된 배치 워크플로들 (628과 675)는 배치 엔진
(690)에 의해 판독되고 처리되도록 설계된 기능기술자료 (예를 들면, 스트립트 등)를 포함한다.

[0136]

도 7은 클라우드 환경에 배치되는 예시 배치 워크플로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자동화 단계 모델들의 실시 예를
도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토폴로지 모델 (700)은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을 포함한다. 자동화 단계 모델들 (71
0)은 상기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의 일부에 대응한다. 배치 워크플로 (720)은 자동화 단계 모델들 (710)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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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고 상기 솔루션을 배치하기 위한 수많은 연산들을 제공한다. 도 7은 공공 타겟 클라우드 (760)과 사설 타
겟 클라우드 (780)을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의 예를 도시한다. 공공 타겟 클라우드 기능의 예는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로부터 공개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고객 프론트 엔드 연산(customer front-end operation)일 수 있
다. 사설 타겟 클라우드 기능의 예는 데이터베이스와 LDAP 연산들을 처리하는 백엔드 서버 연산(backend server
operation)일 수 있다.
[0137]

도시된 예에서, 배치 워크플로는 연산 (725)부터 (750)까지 포함한다. 연산 (725)는 특정한 머신 이미지를 공공
타겟 클라우드 (760)과 사설 타겟 클라우드 (780)에 인스턴스화 한다. 이렇게 하여 게스트 OS를 가진 클라우드
머신 이미지 (768)가 얻어진다. 일 실시 예에서, 연산 (725)는 또한 사설 타겟 클라우드 (780)상에 클라우드 머
신 이미지 (782)를 인스턴스화하고, 한편 일 실시 예에서 클라우드 머신 이미지 (782)는 다수의 공공 타겟 클라
우드들에 의해 이용되는 공통 백엔드 서버(common backend server)이다. 사설 타겟 클라우드 (780)상에서 인스
턴스화되고 실행되는 클라우드 머신 이미지 (782)는 게스트 운영체제 (784)를 포함하며, 이는 상기 공공 타겟
클라우드상에서 실행되는 운영체제와는 다른 운영체제일 수 있다. 클라우드 머신 이미지 (780)은 또한 데이터베
이스 서버 (786) (예를 들면, IBM DB2™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들이 작동한다. 클라우드 머신 이미지 (782)는 또한 LDAP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서버 (788)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서버에서 LDAP 애플리케니션들이 작동한다.

[0138]

연산 (730)은 IBM Websphere® sMash™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상기 공공 타겟
클라우드상에 인스턴스화된, 이미지상에 설치한다. 이렇게하여 게스트 OS를 가진 클라우드 머신 이미지 (768)상
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772)가 얻어진다.. 또한, 연산 (730)은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상에서 실행
되는 플랫폼 독립적 애플리케이션 (774)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게스트 OS를 가진 클라우드 머신
이미지 (768)은 IP 테이블 규칙 및 VPN 구성(IP table rules & VPN configuration) (770)을 포함하고 공공 타
겟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의 탄성 IP 주소들(cloud's elastic IP addresses) (762), 클라우드의 보안 그룹들
(cloud's security groups) (764) 및 클라우드의 탄성 블록 기억장치(cloud's elastic block storage) (766)을
포함한다. 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연산 (735)는 실행되어 탄성 IP 주소들을 구성하며, 그 결과 클라우드의 탄성
IP 주소들 (762)의 구성이 나온다.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연산 (740)은 실행되어 클라우드의 보안 그룹들
(764)를 구성하고, 연산 (745)는 실행되어 클라우드의 탄성 블록 스토리지 (766)을 구성한다. 연산 (750)은 실
행되어 VPN들 (가상 사설망들)을 구성한다. 연산 (750)의 결과는 공공 타겟 클라우드 (760)과 사설 타겟 클라우
드 (780) 사이의 가상 사설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인스턴스화된 이미지 (768)에서 실행되는 IP 테이블 규칙 및
VPN 구성(IP Table Rules & VPN Configuration) (770)의 업데이트이다.

[0139]

도 8은 일 실시 예에 따라서 토폴로지 모델을 생성하는데 취해지는 단계들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프로세스는
(800)에서 시작하며, 단계 (802)에서, 자바 가상 머신 (예를 들면, IBM WebSphere® sMash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미들웨어 유닛이 선택된다. 상기 미들웨어 유닛은 일반적으로 플랫폼 종속적이다. 토폴로지 모델 (804)는
가상 기기(virtual appliance) (806)을 포함하며, 이 기기 안에 상기 선택된 미들웨어 실행시간 환경
(middleware runtime environment) (810)이 배치된다. 자바 애플리케이션 같은 플랫폼 독립적 애플리케이션
(808) 또한 선택되고 미들웨어 실행시간 환경 (810)과 연관된다(associated). 단계 (805)에서, 클라우드 고유
베이스 가상 이미지(cloud-specific base virtual image)에 대한 토폴로지 모델 유닛이 추가된다. 그 다음 가
상 이미지 (812)가 가상 기기 (806)에 포함된다. 그 다음으로, 이 예에서 가상 이미지 (812)는 게스트 운영체제
(814) (예를 들면, 리눅스 운영체제 등), 서버 소프트웨어 (816), 및 클라우드 이미지 인스턴스 (818)를 포함한
다.

[0140]

클라우드와 호환 가능한 기존 가상 이미지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그 클라우드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클
라우드 고유 이미지 라이브러리들(cloud-specific image libraries)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는 기
존 가상 이미지들에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의 기술을 포함한다. 상기 타겟 토폴로지 내의 가상 기
기와 그에 포함된 유닛들에 있는 메타데이터는 상기 솔루션에 대한 필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prerequisite
software components)을 기술할 수 있으며, 이들은 상기 클라우드 고유 베이스 가상 이미지에 사전 설치될 수
있다. 상기 가상 기기 유닛 내의 메타데이터는 상기 솔루션을 상기 타겟 클라우드에 배치하기 위한 적합한 베이
스 가상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상기 이미지 라이브러리들 내의 메타데이터를 탐색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상기
탐색에 의해서 식별된 가상 이미지들이 상기 모든 필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 또는 필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들의 올바른 버전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가장 가깝게 일치하는 베이스 가상 이미지가 결정될 수 있다. 그
다음 이러한 가장 가깝게 일치하는 베이스 가상 이미지는 상기 가상 이미지 내에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추
가, 엡데이트 또는 제거함으로써 배치 워크플로의 일부로 향상될 수 있다(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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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1]

단계 (820)에서는, 일 실시 예로, 탄성 IP 주소들(elastic IP addresses), 볼륨 정보(volume information), 보
안 그룹 설정들(security group settings) 등과 같은 클라우드 고유 구성 설정들 (822)와 (824)가 추가된다.
단계 (826)에서는,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 (미들웨어 실행시간 환경 (810))가 애플리케이션 유닛들 (플랫폼 독
립적 애플리케이션 (808))에 링크된다. 단계 (828)에서는, 운영체제 고유 구성 설정들(operating system
specific configuration settings)이 추가되고 게스트 운영체제 (814)와 연관된다(associated).

[0142]

이 운영체제 고유 구성 설정들은 HTTP 설정들, 네트워크 설정들, 방화벽 설정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단계
(832)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과 LDAP 서비스들 같은 필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호스팅하는 상기 타
겟 클라우드에 대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상 기기들 (외부 서비스 유닛들 (834))이 추가되며, 이들은 상기
클라우드 기반 가상 기기로부터 외부에서 제공된다. 단계 (836)에서는, 상기 애플리케이션 유닛들 (애플리케이
션 (808))과 단계 (832)에서 추가된 상기 필수 외부 서비스들 사이에 애플리케이션 통신 링크들(communication
links)이 구성된다. 단계 (838)에서는, 다른 모델 유닛들 사이에 배치 순서 제한조건(deployment order
constraints)이 지정된다(specified). 단계 (838)은 상기 솔루션을 배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화 단계들의 순
서화(sequencing)를 가능하게 해준다. 단계 (840)에서는, 모든 상기 모델 유닛들과 상기 지정된 배치 순서를 포
함하여 토폴로지 모델 (804)가 자산 라이브러리 (500)에 저장된다. 일 실시 예에서, 자산 라이브러리 (500)은
자산 매니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850)에 의해서 관리된다. 미리 정의된 프로세스(predefined process)
(860)에서, 상기 저장된 토폴로지 모델과 지정된 배치 단계들은 자동화 모델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며, 이 자동화
모델 또한 자산 라이브러리 (850)에 저장된다(상기 자동화 모델의 생성에 관한 처리 세부사항들은 도 9와 그에
대응하는 내용을 참조한다.)

[0143]

도 9는 일 실시 예에 따라서, 자동화 단계 모델들을 생성하는데 취해지는 단계들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프로
세싱은 솔루션을 타겟 클라우드에 배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자동화 단계 모델들 (910)을 생성한다. 프로세
싱은 (900)에서 시작되고, 단계 (905)에서, 자동화 단계 모델 (915)가 생성된다. 자동화 단계 모델 (915)는 보
안 그룹들 등을 설정하는(establishing) 클라우드 고유 구성을 상기 타겟 클라우드에 배치하기 위한 연산 (92
0)을 포함한다. 단계 (925)에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 (미들웨어 실행시간 환경)와 상기 플랫폼 독립적 소프
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위해 자동화 단계 모델 (930)이 생성
된다. 자동화 단계 모델 (930)은 상기 플랫폼 독립적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자바 sMash 애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되는 연산 (935)와 상기 미들웨어 실행시간 환경을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연산 (940)을
포함한다. 단계 (945)에서, 상기 타겟 클라우드상에 이미지를 인스턴스화하기 위해 자동화 단계 모델 (950)이
생성된다. 자동화 단계 모델 (950)은 특정한 이미지를 상기 타겟 클라우드상에 인스턴스화하는데 사용되는 연산
(955)를 포함한다. 단계 (960)에서, 자동화 단계 모델들 (910)이 자산 매니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850)에
의해 관리되는 것으로 도시된 자산 라이브러리 (500)에 저장된다. 미리 정의된 프로세스 (970)에서, 입력 파라
미터 명세(input parameter specifications)가 제공되고 상기 타겟 토폴로지와 함께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에 저
장된다(처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 10과 그에 대응하는 내용을 참조한다).

[0144]

도 10은 일 실시 예에 따라서, 입력 파라미터들을 지정하고 상기 토폴로지 모델에 저장하기 위해 취해지는 단계
들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0에는 도 8에서 소개된 토폴로지 모델 (804)가 도시된다. 도 10에서, 프로세싱
은 (1000)에서 시작하며, 단계 (1010)에서, 배치 모델 유닛들이 컴포넌트들에 결합된다(bound). 예를 들면, 배
치 가능한 플랫폼 독립적 이진수들(binaries)을 포함하고 있는 자산 라이브러리 내의 특정한 압축 파일 자산
(particular compressed file asset)이 상기 토폴로지 모델 내의 애플리케이션 유닛에 결합된다. 애플리케이션
(808)은 특성들/파라미터들(properties and parameters) (1020)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예를 들어 내부에서 구
성된 지정 압축 파일 (“zip” 파일)을 가질 수 있다. 단계 (1030)에서, 상기 구성 파라미터들 중 일부 (그러나
전부는 아님) 파라미터들은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에 대해서 지정된다. 예를 들면,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HTTP 포트, zip 파일 명칭, 및 URL이 지정될 수 있다. 단계 (1040)에서, 상기 부분적으로 지정된 패턴은 자산
라이브러리 (500)에서 재사용 가능한 자산으로 공유된다. 미리 정의된 프로세스 (1050)에서, 인스턴스(들)는 전
부 지정되어(fully specified) 상기 타겟 플랫폼에 배치된다(처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 11과 그에 대응하는
내용을 참조한다).

[0145]

도 11은 일 실시 예에 따라서, 상기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인스턴스를 전부 지정하고 배치하기 위
해

취해지는

단계들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1에

도시된

흐름도는

또한

지정하는

동안

(during

specification) 작은 구성 변경사항들(minor configuration changes)과 함께 멀티 테넌시(multi-tenancy)를 위
한 다수의 인스턴스들을 배치하는 것을 도시한다. 프로세싱은 (1100)에서 시작하고, 단계 (1105)에서, 상기 토
폴로지 모델 유닛들 내의 파라미터들이 전부 지정되고 토폴로지 모델 (804)에 저장된다. 일부(some) 토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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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유닛들은 상기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을 배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산을 기술하는 자동화 단계 모델들
(910)과 연관된다. 단계 (1110)에서, 배치 연산들의 순서화된 시퀀스가 생성되어 자동화 워크플로 모델 (1115)
에 저장된다. 일 실시 예에서, 자동화 워크플로 모델은 상기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을 배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산들의 일반 기술(generic depiction)이다. 단계 (1120)에서, 자동화 워크플로 모델 (1115)로부터 배치 워크
플로 (1125)가 생성된다. 일 실시 예에서, 배치 워크플로 (1125)는 특정한 배치 엔진 (1135)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포맷으로 된 연산들의 특별 기술(non-generic depiction)이다. 이 방식으로, 단계 (1120)은 실행되어 다른
배치 엔진들과 함께 작동하는 다른 배치 워크플로들을 제공할 수 있다.
[0146]

단계 (1130)에서, 배치 엔진 (1135)는 배치 워크플로 (1125)를 실행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타겟 클라우드들
(1140)상에서 실행되는 상기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실행 인스턴스들 (인스턴스
(1150)과 (1155))을 생성한다. 단계 (1160)에서, 상기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이 잘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 상기
실행 인스턴스는 관찰되고 테스트된다. 상기 모델 유닛들에서 지정된 파라미터들에 변경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결정단계 (1170)). 변경들이 필요하면, 결정단계 (1170)은 “예(Yes)” 분기(branch)로 분기한
다. 단계 (1175)에서, 상기 인스턴스의 파라미터들은 편집되고 그 다음 프로세싱은 되돌아가서(loop back) 워크
플로 모델과 배치 워크플로를 재생성하고 배치 엔진으로 상기 배치 워크플로를 재실행한다. 이 루프는 더 이상
의 변경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되고, 결정단계 (1170)에서 “아니오(no)” 분기로 분기한다. 이러한 파
라미터들이 사용자 입력을 통해서 재배치 전에 변경될 수 있는 입력 파라미터들로 지정되면 상기 워크플로 모델
을 재생성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 다음 타겟 클라우드 (또는 타겟 클라우드들)에서 애플리케이션 (클라우
드 기반 솔루션)의 다수의 인스턴스들이 생성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다수
의 인스턴스들이 생성되고 있으면, 결정단계 (1180)은 “예(yes)” 분기로 분기하고, 단계 (1185)에서, 다음 인
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 일부(a few) 워크플로 파라미터들이 변경된다. 그 다음 프로세싱은 되돌아가서(loop
back) 또 다른 워크플로 모델과 또 다른 배치 워크플로를 재생성한다. 그 다음

프로세싱은 상기 배치 엔진을

이용하여 새로운 배치 워크플로를 실행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인스턴스는 멀티 테넌트 솔루션(multi-tenant
solution) 내의 새로운 테넌트(tenant)를 위해 배치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멀티 테넌시(multitenancy)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간에 플랫폼들 (예를 들면, 클라우드들, 하이퍼바이저들)을 공유하는 능력이다.
또 다른 실시 예에서, 다양한 워크로드들에서 다른 성능(performance) 또는 보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기
솔루션의 새로운 인스턴스(들)가 필요할 수 있다. 이 루핑(looping)은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인스턴스들이 더 이
상 요구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되고, 이 지점에서 결정단계 (1180)은 “아니오(no)” 분기로 분기하고 프로세스
는 (1195)에서 종료된다.
[0147]

도 12는 일 실시 예에 따라서, 자산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자원들을 재사용하고 상기 재사용된 자원들을 이용하
여 솔루션을 타겟 클라우드 환경에 배치하기 위해 취해지는 단계들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프로세싱은 (1200)
에서 시작하고, 단계 (1210)에서, 프로세싱은 솔루션을 특정한 타겟 클라우드 또는 하이퍼바이저에 포팅하기 위
한 요청을 수신한다. 미리 정의된 프로세스 (1220)에서, 상기 요청에 가장 가까운 기존 토폴로지 및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은 자산 라이브러리 (500)에서 제공된다. 미리 정의된 프로세스 (1220)은 클라우드 고유 모델 유닛
들을 교체하는 것(replacing)과 상기 새로운 토폴로지 및 새로운 모델 유닛들을 자산 라이브러리 (500)에 저장
하는 것을 포함한다. 미리 정의된 프로세스 (1220)에 관한 처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 13과 그에 대응하는 내
용을 참조한다. 단계 (1230)에서, 상기 타겟 토폴로지 모델 내의 구성 파라미터들이 전부 지정되어 자산 라이브
러리 (500)에 저장된다. 미리 정의된 프로세스 (1240)에서, 교체되거나 추가된 클라우드 고유 모델 유닛들에 대
응하는 자동화 단계 모델들이 자산 라이브러리 (500)에서 제공된다. 또한 미리 정의된 프로세스 (1240)에서, 타
겟 클라우드 고유 토폴로지 모델에 대응하는 자동화 단계 모델들이 자산 라이브러리 (500) 내에서 제공되고 상
기 자동화 단계 모델들은 자산 라이브러리 (500)에 저장된다.

[0148]

상기 자동화 단계 모델들은 상기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을 상기 타겟 클라우드에 배치하기 위해 사용된다. 미리
정의된 프로세스 (1240)에 관한 처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 14와 그에 대응하는 내용을 참조한다. 미리 정의
된 프로세스 (1250)에서, 상기 자동화 단계 모델들에 기반하여 배치 워크플로가 생성된다(처리 세부사항에 대해
서는 도 15와 그에 대응하는 내용을 참조하고, 복합 솔루션의 배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 16과 그에
대응하는 내용을 참조한다). 상기 배치의 결과 소스 클라우드 (1260)는 기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의 인스턴스
(1265)를 갖고 타겟 클라우드 (1270)는 상기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의 새로운 인스턴스 (1275)를 갖는다. 일 실
시 예에서, 상기 소스 및 타겟 클라우드 둘 모두는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 (200)으로부터 액세스 가능
하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각 인스턴스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들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웹
(Web)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인스턴스를 , 클라이언트 기반 웹 브라우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 제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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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0149]

도 13은 일 실시 예에 따라서, 자산 라이브러리에서 요청에 일치하는 기존 토폴로지 유닛들을 찾아, 클라우드
고유 모델 유닛들을 교체하고, 새로운 그리고 변경된 모델 유닛들을 저장하기 위해 취해지는 단계들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3은 도 12에 도시된 미리 정의된 프로세스 (1220)에 의해 호출된다. 도 13에 도시된 프로세싱
은 (1300)에서 시작하고, 단계 (1320)에서, 사용자 (1310)으로부터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에 대한 요건
(requirements)을 수신한다. 단계 (1325)에서, 자산 라이브러리 (500)에 저장된 기존 토폴로지 모델들의 메타데
이터가 상기 사용자에 의해 제공된 요건에 어느 정도(to some extent) 일치하는 기존 토폴로지 모델들을 찾기
위해 탐색된다. 일 실시 예에서, 이전에 계산된 차들이 자산 라이브러리 (500)으로부터 패치로서 검색될 수 있
고, 타겟 토폴로지 모델을 생성하도록 기존 소스 토폴로지 모델에 적용될 수 있다. 사용자의 요건에 일치하는
기존 토폴로지 모델들이 하나라도(any)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었는지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다(결정단
계 (1330)). 상기 사용자의 요건에 일치하는 토폴로지 모델들이 현재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에 존재하지 않는다
면, 결정단계 (1330)은 “아니오(no)” 분기로 분기하고, 미리 정의된 프로세스 (1335)에서, 새로운 토폴로지
모델이 생성된다(예를 들면, 새로운 토폴로지 모델을 생성하는 예에 대해서는 도 8과 그에 대응하는 내용을 참
조한다).

[0150]

반대로, 사용자의 요건에 일치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토폴로지 모델들이 찾아졌다면, 결정단계 (1330)은 “
예(yes)” 분기로 분기하고, 단계 (1340)에서, 사용자의 요건에 가장 가깝게 일치하는 자산 라이브러리에서 찾
아진 상기 기존 토폴로지 모델은 복사된다. 단계 (1350)에서, 상기 새로운 토폴로지 모델은 상기 자산 라이브러
리에 저장된다 (미리 정의된 프로세스 (1335)에서 생성된 새롭게 생성된 토폴로지 모델이 저장되거나 아니면 단
계 (1340)에서 복사된 기존 토폴로지 모델이 저장될 수 있다).

[0151]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에 수정(modification)이 필요한지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다(결정단계 (1360)). 예를 들면,
어떤 토폴로지 모델이 단계 (1340)에서 복사되었고, 그리고 상기 복사된 토폴로지 모델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요건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상기 새로운 타겟 토폴로지 모델은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에 수정이 필요하면, 결정단계 (1360)은 “예(yes)” 분기로 분기하고, 단계 (1370)
에서, 수정이 필요한 상기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이 상기 타겟 토폴로지 모델들로부터 검색되어 상기 사용자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정된다. 단계 (1380)에서, 상기 수정된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은 자산 라이브러리
(500) 내의 상기 타겟 토폴로지 모델에 저장된다. 결정단계 (1360)으로 돌아가서,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이 수정
이 필요하지 않으면, 결정단계 (1360)은

“아니오(no)” 분기로 분기하여 단계 (1370)과 (1380)을 건너뛴다.

단계 (1390)에서, 타겟 클라우드를 위한 클라우드 고유 모델 유닛들은 교체된다. 그 다음 프로세싱은 (1395)에
서 호출 루틴(calling routine)으로 돌아간다(도 12 참조).
[0152]

도 14는 일 실시 예에 따라서, 배치 워크플로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취해지는 단계들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4는 도 12에 도시된 미리 정의된 프로세스 (1240)에 의해 호출된다. 도 14에 도시된 프로세싱은 (1400)에서
시작하고, 단계 (1410)에서, 상기 타겟 클라우드상에 상기 솔루션을 배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1 변경된 또는
새로운 토폴로지 모델 유닛이 식별된다. 변경되지 않은 소스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은 식별될 필요가 없는데, 이
는 상기 변경되지 않은 토폴로지 모델 유닛과 이미 연관된 상기 자동화 단계 모델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모델 유닛이라도 상기 소스 토폴로지 유닛으로부터 제거된다면 상기 대응하는 배치 연산 또한 상기 타겟
워크플로 모델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또한, 일 실시 예에서 다수의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은 자동화 단계 모델
(ASM)과도 연관될 수 있다. 다수의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이 자동화 단계 모델과 연관되면, 모든 유닛들이 상기
타겟 토폴로지 모델에 존재하는지에 관한 검사(check)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단계 (1420)에서, 상기 타겟 클라우
드와 연관된 자동화 단계 모델들을 찾기 위해 자산 라이브러리 (500)이 탐색된다.

[0153]

일치하는 자동화 단계 모델들이 하나라도(any)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에서 찾아졌는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
(결정단계 (1430)). 일치하는 자동화 단계 모델들이 찾아지지 않았다면, 결정단계 (1430)은 “아니오(no)” 분
기로 분기하고, 단계 (1450)에서, 타겟 클라우드에 대한 새로운 자동화 단계 모델이 생성된다. 반대로, 일치하
는 자동화 단계 모델이 찾아졌다면, 결정단계 (1430)은 “예(yes)” 분기로 분기하고 상기 찾아진 자동화 단계
모델이 사용된다. 단계 (1450)에서, 상기 자동화 단계 모델 (상기 탐색을 통해 찾아졌거나 아니면 단계 (1440)
에서 생성된 것)이 상기 식별된 새로운 또는 변경된 토폴로지 모델 유닛과 연관된다. 처리해야 할 변경된 또는
새로운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이 더 있는지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다(결정단계 (1460)). 처리해야 할 변경된 또는
새로운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이 있다면, 결정단계 (1460)은 “예(yes)” 분기로 분기한다. 이 분기는

되돌아가

서 그 다음 변경된 또는 새로운 토폴로지 모델 유닛을 식별하고 식별된 것을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자동화 단
계 모델과 연관시킨다. 변경된 모델 유닛들에 대해서, 소스 클라우드에서 사용된 자동화 단계 모델(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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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Model)의 명칭이, 타겟 클라우드에 대한 유사한 자동화 단계 모델들(Automation Step Models)을 찾기 위
하여, 탐색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 루핑은 처리해야 할 변경된 또는 새로운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계속되고, 그 다음 결정단계 (1460)은 “아니오(no)” 분기로 분기한다.
[0154]

단계 (1470)에서, 타겟 클라우드에 대한 배치 워크플로 모델 (1480)이 생성된다. 상기 워크플로 모델은 솔루션
을 타겟 클라우드에 포팅하기 위하여 생성되는데, 이것은 식별된 새로운 또는 변경된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과
연관된 상기 찾아진 혹은 새롭게 생성된 자동화 단계 모델들뿐만 아니라 소스 토폴로지 모델 내에 변경되지 않
은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과 이미 연관된 자동화 단계 모델들을 이용하여 생성된다. 그 다음 프로세싱은 (1395)
에서 상기 호출 루틴으로 돌아간다(도 12 참조).

[0155]

도 15는 일 실시 예에 따라서, 상기 모델로부터 배치 워크플로를 생성하고 배치 엔진을 이용하여 배치하기 위해
취해지는 단계들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5는 도 12에 도시된 미리 정의된 프로세스 (1250)에 의해 호출된
다. 도 15에 도시된 프로세싱은 (1500)에서 시작하고, 단계 (1510)에서, 솔루션을 타겟 클라우드에 배치하기 위
해 사용될 배치 엔진을 배치 엔진 데이터 기억장치 (1515)에서 선택한다. 어떤 타겟 클라우드들은 특정한 배치
엔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한편 다른 범용 배치 엔진들 또한 솔루션들을 타겟 클라우드들에 배치하기 위해 사용
될 수 있다. 배치 엔진들은 서로 다른 처리 능력과 특성(processing capabilities and characteristics)을 가
지며, 이로 인해 솔루션을 특정한 타겟 클라우드에 배치하기 위해 특정한 배치 엔진이 선호될(attractive) 수
있다. 단계 (1520)에서, 도 14에서 생성된 배치 워크플로 모델 (1480)로부터 제1 배치 연산(들)이 선택된다.

[0156]

각각의 자동화 단계 모델은 다수의 배치 연산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배치 연산들은 워크플로 모델에서 순차적
으로 순서가 매겨진다(ordered sequentially). 상기 배치 연산들은 또한 배치 엔진에 고유하다(specific). 그
다음 각각의 배치 연산은 배치 엔진 고유 단계(deployment engine specific step)를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단계
(1520)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배치 엔진 (1515) 고유 단계들을 생성하며, 이들은 상기 선택된 배치 엔진에 의
해 실행될 수 있다. 상기 생성된 배치 엔진 고유 단계들은 배치 워크플로 (1530)에 제1 배치 단계 (1531), 제2
배치 단계 (1532)등으로 최종 배치 단계 (1534)까지로 저장된다. 처리해야 할 배치 연산들이 더 있는지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다(결정단계 (1540)). 처리해야 할 단계 모델들이 더 있다면, 결정단계 (1540)은 “예(yes)” 분
기로 분기하고, 되돌아가 전술한 바와 같이 단계 (1520)에서 배치 워크플로 모델 (1480)으로부터 다음 자동화
단계 모델을 선택하고 상기 배치 엔진 고유 단계들을 생성한다. 이 루핑은 처리해야 할 배치 연산들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계속되며, 그 다음 결정단계 (1540)은 “아니오(no)” 분기로 분기하고, 이곳에서 선택된 배치 엔
진 (1550)이 호출되어 배치 워크플로 (1530)을 처리한다. 배치 워크플로 (1530)은 상기 배치 연산들을
포함하고, 호출 전에 선택된 배치 엔진 (1550)으로 전송된다.

[0157]

배치 엔진 프로세스는 배치 워크플로 (1530)에 포함된 제1 배치 단계 (단계 (1531))을 실행함으로써 시작된다.
제1 배치 단계의 실행의 결과로 상기 솔루션의 일부가 타겟 플랫폼 (타겟 클라우드 (1270))으로 배치된다. 처리
해야 할 배치 단계들이 더 있는지에 관한 결정이 배치 엔진들 (1515) 중 하나에 의해 내려진다(결정단계
(1570)). 처리해야 할 배치 단계들이 더 있다면, 결정단계 (1570)은 “예(yes)” 분기로 분기하고, 되돌아가서
배치 워크플로 (1530)으로부터 다음 단계 (예를 들면, 제2 배치 단계 1532)를 선택하고 실행하며, 그 결과 상기
솔루션이 상기 타겟 플랫폼으로 더 배치된다. 이 루핑은 최종 배치 단계 (최종 배치 단계 1534)가 단계 (1560)
에서 처리될 때까지 계속되며, 그 다음 결정단계 (1570)은 “아니오(no)” 분기로 분기하고 프로세싱은 (1595)
에서 리턴한다(return). 모든 배치 단계들을 실행한 결과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1275)이 상기 플랫폼
(타겟 클라우드 (1270))상에서 실행된다.

[0158]

도 16은 일 실시 예에 따라서, 상기 모델로부터 배치 워크플로를 생성하고 복합 솔루션을 다수의 클라우드 기반
환경들에 배치하기 위해 취해지는 단계들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상기 단계들은 도 15에서 도시되고 기술된 단
계들과 동일하나, 도 16에서는 배치 단계들이 솔루션을 두 타겟 플랫폼들 (제1 타겟 클라우드 (1610)과 제2 타
겟 클라우드 (1630))로 배치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복합 솔루션 (1600)이 만들어진다. 상기 타겟 클라우드들
각각은 상기 솔루션의 가상 부분 (제1 타겟 클라우드 (1610)에 의해 호스트되는 가상 부분(virtual part)
(1620)과 제2 타겟 클라우드 (1630)에 의해 호스트되는 가상 부분 (1640)을 호스트한다. 또한, 배치 워크플로
(1530)에 포함된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배치 단계들은 가상 부분 (1620)과 가상 부분 (1640) 사이에 통신
링크 (communication link, 1650)을 구축한다. 통신 링크 (1650)은 가상 사설망 (VPN)을 통해서 구축
가능하다. 두 개의 클라우드와 가상 부분들이 복합 솔루션 (1600)에 도시되었지만, 어떤 수의 타겟 클라우드들
과 가상 부분들이라도 가상 부분들 사이에 통신 링크들이 구축된 복합 솔루션에 포함될 수 있다.

[0159]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타겟 클라우드 또는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솔루션은 1) 이미지 컨텐츠 복사와 2) 통합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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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파일 형식으로 가상 이미지 컨텐츠를 표현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모델 지향 접근방식(model driven
approach)을 사용하여 재구축(reconstructed)될 수 있다. 실시 예들은 솔루션이 호환 불가능한 하드웨어 아키텍
처, 하이퍼바이저 기술, 유형 및 버전의 게스트 OS를 가진 서로 다른 클라우드 (또는 하이퍼바이저) 제공자들
사이에서 포팅되도록 해줄 수 있다. 실시 예들은 또한 클라우드 고유 (또는 하이퍼바이저 고유) 구성들이 포팅
하는 동안 추가되도록 해줄 수 있다. 실시 예들은 또한 부분적으로 포팅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들을 위
한 복합 솔루션에 가상 이미지 부분들이 포함되도록 해줄 수 있다.
[0160]

일 실시 예에서, 소스 플랫폼과 연관된 소스 토폴로지 모델과 타겟 플랫폼과 연관된 타겟 토폴로지 모델의 차를
식별한 결과인 토폴로지 차(topology difference)는 이클립스 모델링 프레임워크(Eclipse Modeling Framework,
EMF) 비교 프로젝트(Compare Project)와 같은 도구(tool)를 사용하여 획득되고 그리고/또는 패치들에(로) 저장
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디퍼런싱(differencing)의 일부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되며,
이 프로세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에서 선택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토폴로지 모델 유닛들은
이클립스(Eclipse)상의 래쇼날 소프트웨어 아키텍트(Rational Software Architect)를 사용하여 구축될 수 있고
그리고/또는 시각화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자동화 단계 모델들은 이클립스(Eclipse)상의 래쇼날 소프트웨
어 아키텍트(Rational Software Architect)를 사용하여 구축될 수 있고 그리고 또는 시각화될 수 있다. 래쇼날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는 상기 모델 데이터를 XML 형식으로 저장한다. XML은 가상 기기, 미들웨어, 가상 이미지,
게스트 운영체제, 클라우드 고유 구성, 애플리케이션 수준 통신 링크들 등과 같은 서로 다른 모델 유닛들에 대
해서 서로 다른 섹션들을 포함한다. 각 XML 섹션은 소프트웨어 버전 및 유형과 같은 다수의 배치 파라미터들을
포함할 수 있다. 가상 기기 섹션 내의 파라미터들은 상기 타겟 클라우드에 대한 호환 가능한 가상 이미지를 찾
기 위해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를 탐색하는데 있어서 입력 값으로 사용될 수 있다.

[0161]

일 실시 예에서, 자산 라이브러리로부터 워크플로 모델 내의 연산을 획득하는 것은 래쇼날 자산 매니저
(Rational Asset Manager)를 탐색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으며, 래쇼날 자산 매니저에는 상기 배치 연산들을 포함
하는 자동화 단계 모델들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 상기 탐색은 상기 자동화 단계 모델과 연관된 상기 토폴로
지 모델 유닛을 위한 상기 메타데이터를 입력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의
일부는 지속형 기억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포함한 전체 자산
라이브러리는 지속형 기억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0162]

일 실시 예에서, 솔루션 - 상기 솔루션의 배치된 일부는 상기 타겟 플랫폼과 호환 가능한 타겟 이미지를 포함함
- 의 일부를 배치하는 상기 연산을 수행하는 것은 배치 엔진으로서 티볼리 프로비저닝 매니저(Tivoli
Provisioning Manager)를 사용하여 실행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티볼리 프로비저닝 매니저는 상기 솔루션
의 서로 다른 부분들을 서로 다른 클라우드들 또는 하이퍼바이저들에 배치하는 워크플로를 실행할 수 있다.

[0163]

솔루션을 소스 플랫폼에서 타겟 플랫폼으로 포팅하는 것에 대한 방법들,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들 및 시스템들의
실시 예들이 설명되었다. 소스 토폴로지 모델 내의 일 세트의 모델 유닛들과 타겟 토폴로지 모델 내의 일 세트
의 모델 유닛들 사이의 차는 결정(상기 실시 예들에 의해서)될 수 있다. 소스 토폴로지 모델은 소스 플랫폼과
연관되고 타겟 토폴로지 모델은 타겟 플랫폼과 연관된다. 워크플로 모델 내의 연산이 자산 라이브러리로부터 획
득되는데, 이는 상기 소스 토폴로지 모델의 일 세트의 모델 유닛들과 상기 타겟 토폴로지 모델의 일 세트의 모
델 유닛들 사이에서 결정된 차와 연관(association)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상기 연산은 전송된다. 상기 연산은
플랫폼과 호환 가능한 타겟 이미지를 포함하는 솔루션의 적어도 일부를 배치하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실시 예들
은 서로 다른 하드웨어 아키텍처, 가상 이미지 형식 및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서로 다른 인프라스
트럭처 클라우드들 또는 하이퍼바이저들 사이에 솔루션들을 포팅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실시 예들은 또한 솔
루션들을 포팅할 때 공통 솔루션 컴포넌트들, 구성 파라미터들, 및 배치 자동화 연산들을 재사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0164]

더 공개되는 실시 예들에서, 소스 플랫폼은 제1 세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들이고 타겟 플랫폼은 제2
세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들이다. 솔루션의 적어도 일부는 제1 세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들에서 제2 세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들로 포팅된다. 이러한 실시 예들은 솔루션을 하나의 클라우드
(또는 하이퍼바이저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또 하나의 클라우드 (또는 하이퍼바이저 또는 컴퓨터 시스템)로
포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0165]

더 공개되는 실시 예들에서, 소스 플랫폼은 사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들의 세트이고 타겟 플랫폼은 공
공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들의 세트이다. 이러한 실시 예들은 솔루션을 사설 클라우드에서 공공 클라우드
로 포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실시 예들은 솔루션을 공공 클라우드에서 사설 클라우드로, 사설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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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설 클라우드로, 그리고/또는 공공 클라우드에서 공공 클라우드로 포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0166]

더 공개되는 실시 예들에서, 솔루션은 복합 솔루션이다. 제2 세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들은 복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들의 세트를 포함한다. 이러한 실시 예들은 솔루션의 다른 가상 부분들을 하이브리
드 클라우드를 포함하여 다른 클라우드들 (또는 하이퍼바이저들 또는 컴퓨터 시스템들)에 포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0167]

더 공개되는 실시 예들에서, 자산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메타데이터는 타겟 플랫폼과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베이
스 이미지 메타데이터를 위해 탐색된다. 이러한 실시 예들은 상기 타겟 플랫폼에 대한 호환 가능한 베이스 가상
이미지들을 찾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 타겟 플랫폼에서 상기 솔루션의 필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사전
에 설치된다.

[0168]

더 공개되는 실시 예들에서, 소스 플랫폼은 제1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들상에서 실행되는
제1 하이퍼바이저이고 타겟 플랫폼은 제2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들상에서 실행되는 제2 하
이퍼바이저이다. 제1 및 제2 하이퍼바이저는 다른 유형의 하이퍼바이저이다. 이러한 실시 예들은 솔루션을 하나
의 하이퍼바이저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또 하나의 하이퍼바이저 (또는 컴퓨터 시스템)로 포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0169]

더 공개되는 실시 예들에서, 결정된 차는 새로운 모델 유닛, 변경된 모델 유닛, 또는 제거된 모델 유닛 중 적어
도 하나를 포함한다. 이러한 실시 예들은 솔루션들을 포팅할 때 공통 솔루션 컴포넌트들, 구성 파라미터들, 및
배치 자동화 연산들을 재사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0170]

더 공개되는 실시 예들에서, 결정된 차는 소스 토폴로지 내의 일 세트의 모델 유닛들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속
성들을 식별하는 것과, 상기 식별된 속성들이 타겟 토폴로지 내의 일 세트의 모델 유닛들의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식별된 속성들과 비호환성인지를 식별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결정된 차는 타겟 토폴로지 모델과 비교하여
소스 토폴로지 모델의 모델 유닛들 내의 (유형을 포함한) 비호환성 속성들을 식별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러한 실시 예들은 솔루션들을 포팅할 때 변경이 필요한 솔루션 컴포넌트들, 구성 파라미터들 및 배치 자동화 연
산들을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0171]

더 공개되는 실시 예들에서, 모델 유닛의 식별된 비호환성 속성은, 상기 식별된 속성들이 비호환성이라고 식별
하는 것에 응답하여, 분석된다. 상기 모델 유닛의 비호환성 속성은 솔루션을 소스 플랫폼으로부터 타겟 플랫폼
으로 포팅하기 위해 수정된다. 이러한 실시 예들은 포팅할 솔루션들에 대한 솔루션 컴포넌트들, 구성 파라미터
들 및 배치 자동화 연산들의 변경사항들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또한 모델 유닛들 내의 식별된 비호환성
속성들을 타겟 플랫폼 토폴로지 모델과 호환되도록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

[0172]

더 공개되는 실시 예들에서, 식별된 비호환성 속성은 소스 토폴로지 모델과 비교될 때 모델 유닛이 타겟 토폴로
지에서 제거, 추가 또는 수정되었는지를 식별한다. 이러한 실시 예들은 솔루션들을 포팅할 때 변경이 필요한 솔
루션 컴포넌트들, 구성 파라미터들 및 배치 자동화 연산들을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0173]

더 공개되는 실시 예들에서, 비호환성 속성의 수정은, 소스 토폴로지의 일 세트의 모델 유닛들과 타겟 토폴로지
의 일 세트의 모델 유닛들 사이에서 식별된 비호환성을 교정하기(rectify) 위하여, 새로운 모델 유닛을 추가하
거나, 모델 유닛을 업데이트하거나 또는 모델 유닛을 제거하는 것을 더 포함한다. 이러한 실시 예들은 포팅할
솔루션들에 대한 솔루션 컴포넌트들, 구성 파라미터들 및 배치 자동화 연산들의 변경사항들을 결정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0174]

더 공개되는 실시 예들에서, 모델 유닛은 토폴로지 모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속성들을 식별하는 데이터를 포
함한다. 이러한 실시 예들은 솔루션을 플랫폼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구성 및 배치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데 사
용될 수 있다.

[0175]

더 공개되는 실시 예들에서, 소스 플랫폼은 제1 세트의 하드웨어 자원들 및 소프트웨어 자원들상에서 실행되는
제1 하이퍼바이저이고

타겟 플랫폼은 제2 세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들상에서 실행되는 제2 하이퍼바

이저이다. 상기 소스 및 타겟 하이퍼바이저들은 서로 다른 유형들이다. 이러한 실시 예들은 서로 다른 유형의
하이퍼바이저들과 호환되는 가상 이미지들 사이에 솔루션을 포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0176]

타겟 플랫폼에 배치될 토폴로지 모델 유닛을 획득하는 방법들,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들 및 시스템들의 실시 예
들이 제공된다. 자산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복수의 자동화 단계 모델들이 수신된 토폴로지 모델 유닛과 연관되는
선택된 자동화 단계 모델을 위해 탐색된다. 상기 탐색 단계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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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배치 연산들이 상기 자산 라이브러리에서 획득된다. 상기 획득된 배치 연산들은
상기 선택된 자동화 단계 모델과 연관된다. 상기 획득된 배치 연산들은

토폴로지 모델 유닛을 타겟 플랫폼에

배치하기 위해 수행된다. 이러한 실시 예들은 솔루션을 다른 플랫폼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또는 변경된
워크플로를 구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0177]

방법들,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들 및 시스템들의 실시 예들은 지속형 기억 매체로부터 소스 이미지 메타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approach)을 제공한다. 소스 이미지 메타데이터는 소스 플랫폼과 연관된 소스 이미지와
대응한다. 상기 검색된 소스 메타데이터는 타겟 플랫폼과 연관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용 가능한 이미지들에
대응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용 가능한 이미지 메타데이터와 비교된다. 상기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이용 가
능한 이미지 메타데이터 중 상기 소스 이미지 메타데이터와 가장 호환성 있는 하나가 식별된다. 상기 식별된 이
용 가능한 이미지 메타데이터에 대응하는 상기 이용 가능한 이미지는 상기 타겟 플랫폼과 호환되는 타겟 이미지
로서 사용된다. 이러한 실시 예들은 상기 타겟 플랫폼에 대해서 호환성 있는 베이스 가상 이미지들을 찾는데 사
용될 수 있으며, 상기 타겟 플랫폼에서 상기 솔루션의 필수 소프트웨어의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사전에
설치된다.

[0178]

여러 가지 다른 실시 예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 실시 예에서, 본 발명은 컴
퓨터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사용가능 매체를 제공하며, 이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는 컴퓨터
인프라스트럭처가 여기에서 논의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와 같은 정도로,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사용가능 매체는 상기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의 각각을 구현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한다. 컴퓨터 판독가능 매
체 또는 컴퓨터 사용가능 매체라는 용어는 상기 프로그램 코드의 물리적인 실시 예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형
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사용가능 매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동
식 기억장치 제조품들 (예를 들면, 컴팩트 디스크, 자기 디스크, 테이프 등)상에 수록된 프로그램 코드; (도 1
의) 메모리 (28) 및/또는 시스템 기억장치 (34) (예를 들면, 고정 디스크, ROM, RAM, 캐시 메모리 등)와 같은
컴퓨팅 디바이스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데이터 기억장치 부분들상의 프로그램 코드; 및/또는 (예를 들면, 상기
프로그램 코드의 유선/무선 전자 배포 중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하는 데이터 신호 (예를 들면, 전파 신호)
로서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할 수 있다.

[0179]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프로세스를 회원제(subscription), 광고(advertising), 및/또는 수수료(fee) 기반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즉, 솔루션 통합자(Solution Integrator)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는 여기에 기술된 서
비스들을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도 1의) 컴퓨터 시스템 (12)와 같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고객(들)을 위해 상기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컴퓨터 인프라스트럭처의 생성, 유지보수, 지원행위
등을 할 수 있다. 그 대가로,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제(subscription) 및/또는 수수료 약정을 맺고 고객(들)에게
서 요금을 받을 수 있고/있거나 서비스 제공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자에게 광고 콘텐트를 판매하고 그로
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다.

[0180]

일 실시 예에서, 여기에 기술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컴퓨터 구현 방법이 제공된다. 이 경우에, (도 1의) 컴퓨
터 시스템 (12)와 같은 컴퓨터 인프라스트럭처가 제공될 수 있고 상기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스템들이 획득되어 (예를 들면, 생성, 구매, 사용, 수정 등이 되어) 상기 컴퓨터 인프라스트럭처에 배
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도로, 시스템의 상기 배치는: (1)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부터 (도 1의) 컴퓨터 시
스템 (12)와 같은 컴퓨팅 디바이스들상에 프로그램 코드를 설치하는 것;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팅 디바
이스들을 상기 컴퓨터 인프라스트럭처에 추가하는 것; 및 (3) 상기 컴퓨터 인프라스트럭처의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기존 시스템들을 편입(incorporating)하고/하거나 수정하여 상기 컴퓨터 인프라스트럭처가 상기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0181]

상기 기술된 구현들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즉, 코드 모듈 내의 일 세트의 명령들 (프로그램
코드) 또는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 명령들이고, 이들은 예를 들면, 상기 컴퓨터의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 상주할
수 있다. 기능기술자료는 일 세트의 명령들의 “프로그램 코드”,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컴퓨터 명령들
” 및 임의의 언어, 코드 또는 표기법으로 된 기타 수식(expression)을 포함하며, 상기 명령들은 정보 처리 능
력(information processing capability)을 가진 컴퓨팅 디바이스가 특정한 기능(function)을 곧바로 수행하거
나 아니면 (a) 다른 언어, 코드 또는 표기법으로 변환, 및/또는 (b) 다른 자료 형식으로 복제(reproduction),
둘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한 후에 수행하게 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정도로, 프로그램 코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컴포넌트 소프트웨어/기능들의 라이브러리, 운영체제, 특정
한 컴퓨팅 디바이스의 베이직 디바이스 시스템/드라이버 등으로 실시될 수 있다. 컴퓨터가 요구할 때까지, 일
세트의 명령들은 다른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또는 (CD RO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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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종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광학 디스크나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은 이동식 메모리(removable memory)에 저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 실시 예들은 컴퓨
터에서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으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기술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소프
트웨어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성화되거나 재구성된 범용 컴퓨터에서 편리하게 구현되지만, 이 기술 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또한 이러한 방법들이 하드웨어에서, 펌웨어에서, 또는 상기 요구한 방법의 단계들을 수
행하도록 구축된 더 특수화된 장치에서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기능기술자료는 기능

(functionality)을 머신(machine)에 나누어주는 정보이다. 기능기술자료는 컴퓨터 프로그램들, 명령들, 규칙들,
사실들(facts), 계산할 수 있는(computable) 기능들의 정의들, 객체들(objects), 및 데이터 구조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0182]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 및/또는 실행하는데 적합한 정보 처리 시스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이하에 제공될 수
있고 이것은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메모리 소자(memory element)(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신가능하도록
결합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메모리 소자들에는 상기 프로그램 코드의 실제 실행 중
에 사용되는 로컬 메모리, 대용량 기억장치(bulk storage), 및 캐시 메모리들이 포함되며 (그러나 이에 한정되
지는 않으며), 상기 캐시 메모리들은 실행하는 동안 코드가 대용량 기억장치로부터 검색되어야 하는 횟수를 줄
이기 위해 적어도 일부 프로그램 코드의 임시 기억장소(temporary storage)를 제공한다. 입력/출력 또는 장치
디바이스들 (키보드, 디스플레이, 포인팅 장치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이 상기 시스템에 직접 또
는 중개 디바이스 제어장치를 통해서 결합될 수 있다.

[0183]

네트워크 어댑터들은 또한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다른 데이터 처리 시스템들, 원격 프린터들, 저장 디바이
스들, 및/또는 유사한 것에 결합되게 할 수 있도록 상기 시스템에, 사설 또는 공공 중개 네트워크들의 임의의
조합을 통해서 결합될 수 있다. 네트워크 어댑터들의 예로는 모뎀, 케이블 모뎀, 및 이더넷 카드가 포함된다(그
러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0184]

전술한 기술은 예시와 기술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다. 전술한 기술은 명백하게 많은 수정들(modifications)과
변경들(variations)이 가능한 것으로서 포괄적이거나 한정하는 의도로 기술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수정들과 변
경들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명백히 인식할 수 있으며, 첨부하는 청구항들에 의해 정의
되는 공개의 범위에 포함된다.

[0185]

특정한 실시 예들이 도시되고 기술되었지만,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여기에 기술된 내용
에 근거하여, 이 명세서와 명세서의 더 넓은 구현 실시 예들에서 벗어나지 않고 변경들과 수정들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것이다.

[0186]

또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실시 예들은 첨부하는 청구항들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 기술 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소개된 청구 요소의 특정한 수(number)를 의도한 것이라면, 이러한 의도는 그
청구항에 분명하게 열거될 것이고, 이러한 열거가 없다면 그로 인해 한정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정이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들자면, 이어서 첨부되는 청구항들은 청구 요소들을
소개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at least one)”와 “하나 또는 그 이상의(one or more)”라고 소개하는 문구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청구 요소가 단수로 소개된다고 해서 위와 같이 소개되는
청구 요소를 가진 특정한 청구항을 단지 하나의 청구 요소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
는 안 되며, 이는 심지어 상기 동일한 청구항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나 “적어도 하나” 그리고 단수로 표
현된 문구들을 포함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또한 “상기”라는 문구가 들어간 청구항들에서 사용할 때도 마
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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