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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터리스 엔드포인트를 가진 스케일가능하고 확장가능한시스템 관리 아키텍춰

요약

대형 분산 엔터프라이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리 영역으로 편성된 컴퓨팅 자원을 포함하고, 각각의 
영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게이트웨이 머신에 서비스하는 서버 머신에 의해 관리되고, 각각의 게이트웨
이 머신은 다수의 엔드포인트 머신에 서비스한다. 분산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는 시스템 관리 태스크를 
실행하기 위해 게이트웨이 머신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엔드포인트 머신상에서 지원된다. 스케일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엔드포인트 머신은 저비용, 저유지보수의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클라이언트 컴포넌
트를 지원하고, 대응하는 서버 컴포넌트는 각각의 게이트웨이 머신상에서 지원된다. 관리 영역에 대한 시
스템 관리 태스크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요구된 것을 근거로하여, 적절한 엑시큐터블 코드 및 시
스템 관리 데이터가 게이트웨이로부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엔드포인트 머신으로 배달된다. 통상적으로, 
시스템 관리 데이터는 엔드포인트에 저장되지 않으며, 이러한 '데이터리스' 방식은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
크의 기능성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복잡성 및 유지보수 비용을 감소시킨다. 엔드포인트는 전체 프레임
워크가 재구축되거나 재설치되는 것을 필요로하지 않고 새로운 응용프로그램 기능성을 포함하도록 쉽게 
확장될 수 있다.     

대표도

도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이 구현되는 대형 분산 컴퓨팅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도시하는 개략도.

도2는 프레임 기능성이 관리 영역내의 게이트웨이 및 그 엔드포인트를 통해 어떻게 분산되는지를 예시하
는 양호한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블록도.

도2A는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LCF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엘리먼트의 블록도.

도3은 서버 및 게이트웨이 기능이 동일한 머신상에서 지원되는 엔터프라이즈의 소형 작업그룹 구현를 도
시하는 도면.

도4는 시스템 관리자가 시스템 관리 태스크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도시하는 개략도.

도5는 본 발명에 사용하기 위해 관리 응용프로그램이 객체-지향 방식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도시하는 
도면.

도6은 본 발명에 의해 사용되는 ORB/BOA 객체-호출 메카니즘을 도시하는 도면.

도7은 관리 태스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엔드포인트 머신상에서 실행되는 객체 절차를 게이트웨이 머신
이 어떻게 호출하는가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8A는 엔드포인트 머신이 파일 풀 시스템 관리 연산을 어떻게 개시하는가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8B는 엔드포인트 머신이 인벤토리 시스템 관리 연산을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도시하는 흐름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관리 영역               14:관리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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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게이트웨이 머신         18:엔드포인트 머신

20:단말 노드 관리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대형 분산 컴퓨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관한 것이다. 

수천개의 노드를 포함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것은 시스템 관리자(administrators)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시스템에 광범위한 변경(system-wide changes)의 분배와 같은 관리 태스크는 
돌발적인 장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기술에 
알려진 분산 컴퓨팅 환경은 대형 크기로 쉽게 스케일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중 하나
는 종래 기술의 환경이, 통상적으로 네트워크내의 모든 관리 머신상에서 실행되는 높은 오버헤드 응용프
로그램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관리 기능성의 최저 레벨에 위치된 머신 (소위
 '엔드포인트(endpoint)'로 불림) 조차도 종종 완전한 한 벌의 관리 루틴 및 시스템 관리 데이터를 포함
한다.  엔드포인트 머신은 그 자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있기 때문에 전체 환경을 정확하게 백업
하기 위해 백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머신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기 위한 시간도 증가되고, 백
업 기억장치 요구조건도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  엔드포인트 머신이 고장나거나 사용자가 우발적으로 파
일을 제거하게 되면, 특히 전체 관리 아키텍춰가 고장난 엔드포인트에 분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손실된 
데이터베이스가 방해하는 경우에, 시스템 관리자에게는, 엔드포인트 데이터베이스를 로케이트하고 복원해
야하는 막대한 부담이 있다.  또한, 엔드포인트 머신에 새로운 응용프로그램 기능성을 추가하는 것은 통
상적으로, 전체 관리 아키텍춰가 재구축(re-built)  되거나, 재설치(re-installed)  되거나, 또는 적어도 
재초기화(re-initialized) 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적응성(flexibility)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시
스템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시간 소비적이고 복잡한 관리 태스크이다.  이러한 문제의 결과로서, 이와 
같은 네트워크의 크기 또는 '스케일가능성(scalability)'을  진정한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레벨로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했었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고 해결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기본적인  목적은  대형  분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컴퓨팅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엔터프라이즈로 하여금 신뢰성있고 비용이 효과적인 방식으로 관리되는 네트워크
상에 실질적으로 모든 컴퓨팅 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엔터프라이즈내의 대부분의 머신(예, 개인용 컴퓨터 또는 PC)상에서 저비용, 
저-유지보수의 관리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므로써 대형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시스템 관리의 비용 및 복
잡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클라이언트-서버 패러다임(client-server paradigm)'에 따라 시스템 관리 프
레임워크의 기능성을 분산시키므로써 대형 분산 컴퓨팅 네트워크의 스테일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보다 특정한 목적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가장 큰 비율의 컴퓨팅 자원을 포함하는 엔드포인
트 머신에서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저비용, 저-유지보수의 컴포넌트(component)를 구현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특정  목적은  시스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형  분산  환경의 '데이터리스
(dataless)' 엔드포인트 머신상에서 최소 셋트의 응용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초대형의 지리적으로 분산된 네트워크를 가진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특히 
전통적인 관리 툴 및 기술의 스케일가능성 파라미터를 뚜렷하게 확장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대형의 집중-관리 네트워크 엔터프라이즈에서 PC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 목적 및 다른 목적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리 영역으로 편성된 컴퓨팅 자원을 포함하는 대형 분산 
엔터프라이즈에서 실현되는데, 여기서, 각각의 영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게이트웨이 머신에 서비스하
는 관리 서버에 의해 관리되며, 각각의 게이트웨이 머신은 다수의 엔드포인트 머신에 서비스한다.  시스
템 관리 프레임워크는 시스템 관리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게이트웨이 머신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엔
드포인트 머신상에서 분배된다. 스케일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엔드포인트 머신은 시스템 관리 프레임
워크의 저비용, 저-유지보수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지원하고, 대응하는 서버 컴포넌트는 각각의 게이트
웨이 머신상에서 지원된다.  요구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시스템 관리 데이터(및 필요한 경우에 엑시큐터
블(executable) 코드)는 관리 영역에 대한 시스템 관리 태스크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게이트웨이
로부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엔드포인트 머신으로 배달된다.  통상적으로, 시스템 관리 데이터는 엔드포
인트에 저장되지 않으며, 이러한 '데이터리스' 접근방식은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기능성을 분산시키
는 것과 관련된 복잡성 및 유지보수 비용을 감소시킨다.  엔드포인트 머신은 전체 프레임워크가 재구축되
거나 재설치될 필요 없이 새로운 응용프로그램 기능성을 포함하도록 쉽게 확장될 수 있다.

관리 영역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 관리 태스크를 실행하는 양호한 절차는 시스템 관리 태스크에 필요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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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관리 데이터 및 엑시큐터블 코드를 게이트웨이 머신으로부터 그 게이트웨이에 의해 서비스되는 하는 
또는 그 이상의 엔드포인트 머신으로 배달하므로써 시작된다.  엑시큐터블(executable)에는 쉘 스크립트
(shell script), 특수화된 스크립트(specialized script), 컴파일된 프로그램(compiled program) 또는 다
른 종류의 유효 엑시큐터블이 있다.  시스템 관리 태스크가 생성되면, 엑시큐터블이 디스크에 저장되고, 
디스크 파일에 대한 레퍼런스가 게이트웨이 머신내의 객체 데이터베이스에 애트리뷰트(attribute)로서 저
장된다.  게이트웨이 머신으로부터 엑시큐터블 코드 및 시스템 관리 데이터를 수신하면, (엔드포인트 머
신상에서 지원되는) 관리 프레임워크의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관리 태스크를 수행한다.  바람직하게도, 
데이터는 엔드포인트상에 캐쉬되지 않으며, 엔드포인트는 태스크가 완료된 후 그 통상적인 '유휴(idle)' 
상태로 복귀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엔터프라이즈에 접속가능한 엔드포인트 컴퓨터는, 프로세서, 운영체제, 그래피컬 사
용자 인터페이스, 및 그 컴퓨터에 서비스하는 게이트웨이 머신상에서 지원되는 관련 서버 컴포넌트를 가
진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포함한다.  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게이트웨이 
머신으로부터 엑시큐터블 및 시스템 관리 데이터의 수신에 응답하여, 그 컴퓨터가 접속되는 관리 영역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 관리 태스크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
크는 객체-지향형이 바람직하다.

전술한 것은 본 발명의 보다 적절한 목적의 일부를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들 목적은 단지 본 발명
의 보다 적절한 특징 및 응용의 일부를 예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개시된 발명을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거나 후술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을 수정하므로써 많은 다른 유익한 결과가 얻어질 수 있다. 따라
서, 다음의 양호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므로써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보다 완전한 이해가 이
루어 질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 및 그 장점의 보다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첨부 도면과 함께하는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해
야 한다.

이제 도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은 최대 수천 개의 노드를 포함하는 대형 분산 컴퓨터 환경(10)에서 바람직
하게  구현된다.   이들  노드는  통상적으로  지리적으로  분산되며,  전체  환경은  분산  방식으로 '관리
(managed)' 된다.  관리 환경 (managed environment)(ME)은 논리적으로 일련의 느슨하게 결합된 관리 영
역 (loosely-connected managed regions)(MR)(12)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각의 영역은 그 MR
에 관한 로컬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그 자체의 관리 서버(14)를 갖고 있다.  네트워크는 통상적으로 다른 
분산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서버(도시 안됨)를 포함하게 된다.  이들 서버는 네임(name) 
서버, 보안 서버, 파일 서버, 스레드(thread) 서버, 타임 서버 등을 포함한다.  복수의 서버(14)는 엔터
프라이즈를 통한 활동을 조정하고, 원격 사이트 관리 및 운영을 허용한다.  각각의 서버(14)는 다수의 게
이트웨이 머신(16)에 서비스하고, 각각의 머신은 다음에 다수의 엔드포인트(18)를 지원한다.  서버(14)는 
단말 노드 관리자(terminal node manager)(20)를 이용하여 MR내의 모든 활동을 조정한다.

이제  도2를  참조하면,  각각의  게이트웨이  머신(16)은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서버 컴포넌트
(component)(22)를  실행한다.   서버  컴포넌트(22)는  몇가지  컴포넌트,  즉  객체  요구  브로커(object 
reguest broker) 또는 'ORB'(21), 권한부여(authorization) 서비스(23), 객체 위치 서비스 (25), 및 기본 
객체 어댑터(basic object adaptor) 또는 'BOA'(27)를 포함하는 멀티-스레드(multi-threaded) 루틴 프로
세스이다.   ORB(21)는  운영체제로부터  분리되어  연속적으로  실행되고  프로세스간  통신(interprocess 
communication)(IPC)  설비(19)를 이용하여 독립된 스터브 및 스켈레톤(skeleton)을 통해 서버 프로세스 
및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둘다와 통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연산 및 원격 객체를 호출하기 위해 
보안 원격 절차 호출(secure remote procedure call)(RPC)이 이용된다.  게이트웨이 머신(16)은 또한 운
영체제(15) 및 스레드 메카니즘(17)을 포함한다.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는 각각의 엔드포인트 머신(18)상에서 지원되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24)를 포함
한다.  클라이언트 컴포넌트(24)는 시스템 관리 데이터가 영속적인 방식으로 캐쉬되거나 저장되지 않는다
는 점에서 데이터가 없는(dataless) 것이 바람직한 저 비용 저 유지보수 응용 스위트(suite)이다.  이러
한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의 관리 프레임워크 구현은 종래 기술에 비해 뚜렷한 장점을 갖고 있으며, 관리 
환경으로의 개인용 컴퓨터의 접속을 용이하게 한다.  객체-지향(object-oriented) 방식을 이용하여, 시스
템 관리 프레임워크는 MR에서 자원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관리 태스크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  
이와 같은 태스크는 다소간 변화될 수도 있으며, 제한 없이, 파일 및 데이터 분배, 네트워크 이용 모니터
링, 사용자 관리, 프린터 또는 다른 자원 구성 관리등을 포함한다. 시스템 관리 태스크는 일반적으로 특
정 시스템 관리 태스크의 일부로서 수집되거나 분배되는 정보인 시스템 관리 '데이터'를 포함한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은 대형 엔터프라이즈에 있어서는, 소정 수의 게이트웨이를 가진, MR당 하나의 서버
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은  작업그룹-크기의  설비(예,  근거리  통신망  또는 
'LAN')에 있어서, 단일 서버-등급 머신이 서버 및 게이트웨이로서 사용될 수도 있으며, 클라이언트 머신
은 저 유지보수 프레임워크를 실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 엘리먼트는 단일 플랫폼으로 조합될 수 있
기 때문에, 여기서 한정을 목적으로 한 별개의 서버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게이트웨이에 대한 참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간 크기의 설비에 있어서, MR은 더 커지게되고, 엔드포인트의 로드의 균형을 유지
하기 위해 추가적인 게이트웨이가 사용된다.

서버는 모든 게이트웨이 및 엔드포인트에 걸쳐 최고 수준의 권한을 갖고 있다.  서버는 관리 영역내의 모
든 엔드포인트를 계속해서 추적하는 엔드포인트 리스트를 보존한다.  이 리스트는 제한없이 명칭, 위치, 
및 머신 형태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 엔드포인트를 유일하게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를 포함한다.  서버는 또한, 엔드포인트 게이트웨이 사이의 사상(mapping)을 보유하는데, 이와 같은 사상
은 동적이다.  사이트-지정 셋팅(site-specific settings)에 근거하여, 게이트웨이가 줄어들 때 엔드포인
트를 재할당하거나, 게이트웨이가 네트워크에 출현할 때 새로운 엔드포인트를 자동적으로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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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한 관리 영역당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게이트웨이가 존재한다.  게이트웨이는 게이트웨
이로서 작동하도록 구성된 완전 관리 노드(full managed node)이다.  최초에 게이트웨이는 엔드포인트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엔드포인트가 로그-인(후술되게 됨) 될 때, 게이트웨이는 그 엔드포인트에 
대한 엔드포인트 리스트를 구축한다.  게이트웨이의 의무는 엔드포인트 로그-인 요구를 청취(listening)
하고, 엔드포인트 업콜(upcall) 요구를 청취하고, (그 주요 태스크로서) 엔드포인트에 대한 절차 호출을 
위한 게이트웨이로서 작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엔드포인트는 여기서 저비용 프레임워크(low cost framework)(LCF)로서 언급되는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실행시키는 머신이다. LCF는 도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2
개의  주요 부분,  즉  LCF  데몬(daemon)(24a)과  응용프로그램 실행시간 라이브러리(application  runtime 
library)(24b)를 갖고 있다.  LCF 데몬(24a)은 엔드포인트 로그-인 및 응용프로그램 엔드포인트 엑시큐터
블(application endpoint executables)을 스퍼닝(spawning)할 책임이 있다.  일단 한 엑시큐터블이 스퍼
닝되면, LCF 데몬(24a)은 더 이상 그 엑시큐터블과 대화하지 않는다.  각각의 엑시큐터블은 게이트웨이와
의 모든 다른 통신을 처리하는 응용프로그램 실행시간(runtime) 라이브러리와 연결된다.

서버 및 각각의 게이트웨이는 컴퓨터 또는 '머신(machine)'이 바람직하다.  예를들어, 각각의 컴퓨터는 
바람직하게는 버전 3.2.5 또는 그 이상의 AIX(Advanced Interactive Executive) 운영체제를 실행시키는 

RISC System/6000
TM
 (축소 명령어 셋트 또는 소위 RISC-기반 워크스테이션으로 불림)이 될 수도 있다.  

AIX 운영체제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레벨에서 유닉스(UNIX) 운영체제, 버전 5.2와 호환성이 있다.

RISC-기반 컴퓨터의 여러 가지 모델은 예를들어, IBM사의 RISC System/6000, 7073, 및 7016 POWERstation 
and POWERserver Hardware Technical Reference, Order No. SA23-2644-00과 같은 많은 공보에 기재되어 
있다.  AIX 운영체제는 IBM사에 의해 발행된 AIX Operating System Technical Reference, 제1판(1995년 
11월), 및 다른 공보에 기재되어 있다.  유닉스 운영체제의 설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Prentice-Hall에 
의해 (1986년에) 발행된 Maurice J. Bach의 Design of the UNIX Operating System이란 제목의 책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적절한 다른 대안의 머신은, Novell Unixware 2.0을 실행하는 IBM 호환성 PC 486 또는 그 
이상의 PC, AT＆T UNIX SVR4 MP-RAS Release 2.02 또는 그 이상의 버전을 실행하는 AT＆T 3000 시리즈, 
DG/UX  버젼 5.4R3.00  또는 그 이상의 버전을 실행하는 DATA  General  AViiON  시리즈, HP/UX  9.00  내지 
HP/UX 9.05를 실행하는 HP9000/700 및 800 시리즈, SVR 버전 R40V4.2를 실행하는 Motorola 88K 시리즈, 
Solaris 2.3 또는 2.4를 실행하는  Sun SPARC 시리즈, 또는 SunOS 4.1.2 나 4.1.3을 실행하는 Sun SPARC 
시리즈를 포함한다.  물론, 다른 머신 및 또는 운영체제도 또한 게이트웨이 및 서버 머신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각각의 엔드포인트도 또한 컴퓨터이다.  본 발명의 한 양호한 실시예에서, 엔드포인트의 대부분은 개인용 
컴퓨터(예, 데스크탑 머신이나 랩탑)이다.  이러한 아키텍춰에서, 엔드포인트는 높은 파워를 갖거나 복잡
한 머신 또는 워크스테이션이 될 필요는 없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엔드포인트는, 예를들어, 윈도우 

3.1 또는 그 이상의 운영체제를 실행하는 IBM ThinkPad
TM
 머신이나 또는 다른 Intel x86 또는 Pentium

TM
 기

반 컴퓨터와 같은 노트북 컴퓨터가 될 수 있다.  OS/2
TM
 운영체제하에서 실행되는 IBM

TM
 또는 IBM 호환성 

머신도  또한  엔드포인트로서  구현될  수  있다.  OS/2  운영체제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OS/2  2.0 
Technical  Library,  Programming  Guide  Volumes  1-3  Version 2.00 ,  Order  Nos.  10G6261,  10G6495  및 
10G6494를 참조하자.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게이트웨이 머신상에서 실행되는 서버-등급 프레임워크는 원격 머신에 대한 수
백개의 동시 네트워크 접속을 유지할 수 있다.  실행의 스레드는 (Unix 패러다임(paradigm)에서의) 독립
적인 프로세스나 또는 (POSIX pthreads 패러다임에서의) 단일 프로세스내의 독립적인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다. POSIX는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nc.)에 의해 발행된, 시스템을 
오픈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일련의 표준이다.  IEEE POSIX.1c는 사용자 레
벨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에 대한 긴급(emerging) 표준이며,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서비스되는 컴포
넌트에서 구현된다.  이 프레임워크내의 모든 객체는 '상태(state)'를 나타낸다.  이 상태는 완전하게 영
속성이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 이 상태는 게이트웨이 머신과 관련된 객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애트리뷰
트(attributes)에 의해 표현되며, 또는 이 상태는 비-영속성이 될 수도 있다.  후자의 한 예는 다운되는 
머신의 현재 리스트가 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LCF는 유용한 엔드포인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량의 코드이다.  일
반적으로,  이것은  LCF  코드가  다음의  특성,  즉,  단일-스레드되고,  제한된  캐스케이드  및  업콜 능력
(single-threaded, limited cascade and upcall capability), 비영속적인 애트리뷰트 및 단지 소규모 셋
트의 CORBA 루틴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 중에 적은 관리 활동을 경험하는 머신에는 LCF가 
특히 유익하다.  대량의 요구를 서비스할 필요가 있는 머신은 시스템 관리 네트워크의 서버 컴포넌트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CF는 항상 관리 태스크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유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매우 적은 
자원을 소비한다.  바람직하게도, 엔드포인트에는 특정 시스템 관리 태스크가 구현되거나 수행되기 전이
나  또는  수행된  후에  시스템  관리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엔드포인트에는  데이터가 없다
(dataless).  그러므로, 종래 기술과 달리, (적어도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에 관해서는) 엔드포인트상에
서 시스템 백업이나 다른 통상적인 유지보수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서버 및 게이트웨이 머신
상에서의 유지보수면 족하다.  유사하게,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재구축하거나, 재설치하거나, 또는 재초기화하지 않고 LCF에 새로운 응용프로그램 기능성이 추가될 수도 
있다. 

엔드포인트는 '데이터가 없고(dataless)' 쉽게 확장가능하기 때문에,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아키텍
춰는 쉽게 스케일될 수 있다.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값이 비싸지 않으며,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대부분이 멀티-스레드형 서버 컴포넌트를 실행하는 게이트웨이 머신으로 오프-
로드(off-loaded)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필요로하지 않거나 적은 양의 유지보수를 필요로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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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춰는 유익하게도 수십개의 서버, 수백개의 게이트웨이, 및 수천개의 엔드포인트를 가진 엔터프라이
즈의 합리적인 분할을 가능하게 한다. 각각의 서버는 통상적으로 최대 200개의 게이트웨이에 서비스하며, 
각각의 게이트웨이는 수천개의 엔드포인트에 서비스한다. 프레임워크 레벨에서, 엔드포인트로 또한 엔드
포인트로부터의  모든  연산은  게이트웨이를  머신을  통해  통과된다.  많은  연산에서,  게이트웨이는 

투명한데, 즉, 요구를 수신하고, 목표를 판단하고, 요구에 응답하고, 결과를 대기하고, 다음에 그 결과를 
호출자에게로 복귀시킨다. 각각의 게이트웨이는 복수의 동시 요구를 처리하며, 엔터프라이즈에는 소정 수
의 게이트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정확한 수는 서비스될 필요가 있는 엔드포인트의 수 및 이용가능
한 자원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인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따르면,  엔드포인트(18)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엔드포인트가 '데이터가 없다'.   
LCF 엑시큐터블 자체를 제외하고, 엔드포인트상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다른 상태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엑시큐터블 코드 및/또는 시스템 관리 데이터가 특정 시스템 관리 태스크에 대해 
필요로 될 때마다, 이들 코드 및/또는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특정 게이트웨이 머신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엔드포인트 머신으로 배달된다.  통상적으로, 엑시큐터블 코드 및/데이터는 특정 태스크 호출에 대해 유
효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되는데, 엑시큐터블 코드는 캐쉬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시스템 관리 데이터
는 캐쉬되지 않게 된다.  만일 엑시큐터블 코드가 캐쉬되면, 바람직하게도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는 캐
쉬가 손실되거나 주기적으로 플러쉬(flushed)되는 경우에 오퍼레이터 개입없이 이와 같은 코드를 자동적
으로 재전송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엔드포인트는 먼저 LCF 데몬(daemon)(24a)을 엔드포인트의 디스크에 카피하므로써 엔터프라이즈에 부가된
다.  이것은 네트워크 로그-인 스크립트를 통해 자동적으로 수행되거나, 디스켓을 삽입하므로써 수동적으
로 수행되거나, 또는 구매 또는 라이센스시 부트 디스크를 사전에 로딩하므로써 수행될 수도 있다.  첫 
번째로 LCF 데몬이 설치되고, 각각의 후속 부트시에 LCF 데몬은 그 게이트웨이로 로그-인을 시도한다.  
만일 게이트웨이를 알지 못하거나, 게이트웨이가 응답하지 않으면, 데몬은 게이트웨이를 요구하는 방송을 
행한다.  완전히 새로운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방송은 궁극적으로 서버로 전송된다.  만일 게이트웨이가 
그것이 인식하고 있는 엔드포인트로부터 방송 또는 로그-인 요구를 수신하면, 그 게이트웨이는 자체적으
로 그 요구에 서비스한다.

서버가 엔드포인트의 게이트웨이 요구 방송을 수신하면, 서버는 그 엔드포인트가 속한 게이트웨이를 알기 
위해 그 엔드포인트 리스트를 검색한다.  새로운 엔드포인트에 대해서나, 또는 게이트웨이 사이에서 이동
하는 경우에는, 서버는 (예를 들어, 서브넷에 의해) 올바른 게이트웨이를 선택하기 위해 사이트-지정 정
책(site specific policy)을 이용한다.  게이트웨이는 그 새로운 엔드포인트를 알게되고, 그 게이트웨이
는 그 엔드포인트에 통지하고, 로그-인이 완료된다.

엔드포인트는 오직 그 게이트웨이와 통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엔드포인트 통신이 단일 게이트웨
이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은 접속 문제를 크게 단순화시킨다.  성공적인 로그-인 이후에, 엔드포인트 및 
게이트웨이는 둘다 서로 어드레스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working) 어드레스를 알게된다.  만일 DHCP 어
드레스 리스(lease)가 끝나거나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 어느것이 변경되게 되면, 그 다음 엔드포인트 로
그-인은 새로운 엔드포인트를 게이트웨이 어드레스로 설정하게 된다.

단일 게이트웨이에 의해 지원될 수 있는 엔드포인트의 절대적인 최대 수치는 없다.  설계 전략은 게이트
웨이가 항상 그 자체의 작업부하(workload)를 제어한다는 것이다.  엔드포인트는 허가 받지 않는 한 데이
터 전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엔드포인트가 반송하기 위한 결과를 (results to return)를 갖거나, 업콜을 
하길 원하는 경우에, 그 엔드포인트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매우 작은 메시지를 보낸다.  게이트웨이는 그 
요구를 큐잉하고, 시간이 허용될 때 그 큐(queue)에 서비스한다.  엔드포인트가 상당히 큰 결과를 갖게되
면, 엔드포인트는 그 결과를 청크(chunks)로 분할해야 하며, 명령 받은 경우에, 단지 청크를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비록 약간 느리기는 하지만, 단일 게이트웨이가 수천개의 엔드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만일 보다 양호한 서비스 품질을 원하면, 그것은 단순히 보다 많은 게이트웨이를 
부가하는 문제일 뿐이다. 

엔드포인트 절차(methods)는 IDL 컴파일러 발생 코드 및 엔드포인트 응용프로그램 실행시간 라이브러리
(24b)와 연결된 통상적인 CORBA 절차(후술되게 됨)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LCF 데몬(24a)에 의해 스펀
되도록 설계된 원시 엑시큐터블(native excutable)이 된다.  단일 엑시큐터블에서 소정의 수의 절차가 구
현 될 수도 있다.

엔드포인트는 어떠한 절차 없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차 엑시큐터블은 필요할 때 게이트웨이로
부터 다운로드된다.  LCF 데몬이 절차 호출 요구를 수신하면, 데몬은 로컬 디스크 캐쉬를 검사한다.  만
일 캐쉬에 없거나 또는 버전이 맞지 않으면, 새로운 엑시큐터블이 다운로드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엔드
포인트는 아무것도 없이 개시될 수 있으며, 고속 실행을 위해 일련의 작업 절차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예시하기전에, 다음의 배경이 제공된다.  도4는 먼저 시스템 관리 태
스크가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예시하고 있다.  각각의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50)는 시스템 자원을 나타
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아이콘을 포함하는 데스크탑 컴퓨터(52)에 억세스한다.  관리자는 이들 아이콘
으로부터 이용가능한 다이얼로그 스크린(dialog screen) 및 메뉴와 대화하기 때문에, 이들 관리자는 모두 
공지된 방식으로 시스템 구성을 변경하고 분산환경내의 새로운 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 특히, 관리자(5
0)가 데스크탑과 대화할 때, 소위 '콜백(callbacks)'(예, 사용자의 실행에 응답하는 소프트웨어)이 소정
의 시스템 자원 또는 컴포넌트를 나타내는 언더라잉(underlying) 객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호출
된다.  이들 콜백은 실제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 또는 상태를 관리자에게로 복귀시키는 일련의 
절차 호출(invocations)로 변환(translate)된다.

특히, 도4의 프로세스 흐름도를 참조하면, 정보의 흐름은 관리자(50)가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다이얼로그
와 대화할 때 시작된다. 다음에 정보는 단계(54)에서, (통상적으로 게이트웨이에 위치한) 데스크탑으로 
전송되고, 이때 적절한 응용프로그램 콜백 절차가 단계(56)에서 호출된다. 다음에, 콜백 절차는 단계(5
8)에서 코어(core) 응용프로그램 절차를 호출하고, 이 코어 절차는 단계(39)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소정
의 시스템 관리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응용프로그램 객체와 통신한다. 복귀 정보 또는 상태는 단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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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에서 되돌려 전달된다. 만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갱신이 요구되면, 데스크탑(52)은 단계(62)에
서 출력을 해석하고, 관리자의 데스크탑상의 다이얼로그를 갱신한다.

프레임워크는  관리자로  하여금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소정의  관리  노드  상에서  실행될  수  있는 '쉘
(shell)' 스크립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태스크 라이브러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 노드
에 통합된 쉘 스크립트는 '태스크'로 불린다. 관리자는 태스크를 생성하길 원하면, 엑시큐터블 파일에 머
신 및 경로를 제공한다. 엑시큐터블은 쉘 스크립트, 특수화된 스크립트, 컴파일된 프로그램, 또는 다른 
종류의 유효한 엑시큐터블이 될 수 있다. 태스크가 생성되면, 엑시큐터블은 게이트웨이 머신과 관련된 객
체 데이터베이스에 애트리뷰트(attribute)로서 저장된다. 태스크가 필요로 되면, 엑시큐터블 파일은 애트
리뷰트로부터 검색되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리 노드로 제공된다. 태스크는 생성된 후에, 태스크 라이
브러리에 부가되며, 아이콘으로서 디스플레이된다.

도5는 시스템 관리 응용프로그램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일반 응용프로그램 아키텍춰를 함께 구성하는 일련
의 표준 객체 형태로부터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예시하고 있다.  이들 표준 객체 형태는 상호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으며, 시스템 관리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객체를 구축(build)하기 위해 사용된다.  관리 응용프
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객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례 관리자(instance manager)(46)에 의해 관리되
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객체 형태(44)로 분할 될 수 있다.  하나의 객체 형태는 공통 인터페이스를 공유
하는 일련의 객체이다.  동일한 형태의 각각의 객체는 그 형태의 사례로 불린다.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
크내에서, 객체 형태는 특정 사례 관리자와 관련되어 있다.  사례 관리자는 관리 영역내의 시스템 관리 
객체 정보에 대한 중앙 인벤토리(central repository)를 제공하는 라이브러리(48)에 등록되고 저장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시스템 관리는 CORBA 1.1 Object Request Broker(ORB), 기본 객체 어댑터(BOA), 및 관
련 객체 서비스의 구현을제공한다.  CORBA  1.1은  300개  이상의 회사들의 비영리 연합체인,  The  Object 
Management Group(OMG)에 의해 제공된 객체-지향 분산 컴퓨터 시스템 관리 아키텍춰의 사양이다. CORBA는 
객체 호출 및 그 결과의 복귀를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하는 객체 요구 브로커(ORB) 및 기본 객체 어댑터
(BOA)의 이용을 말한다. 이 사양은 일련의 저-레벨 객체 서비스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이와 같
은 서비스가 객체 인켑슐레이션(encapsulation), 서비스 요구자/제공자 분리, 및 인터페이스와 구현 분리
를 이용하여, 많은 상이한 언어 및 시스템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은 CORBA 1.1 구현에 있어서는 3가지 기본 컴포넌트, 즉, 클라이언트, 객체 구현부, 
및 ORB/BOA가 있다. 클라이언트(70)는 객체 구현부(72)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요구자(requestor)이다. ORB(21)는 클라이언트(70)로부터의 요구를 BOA(27)를 통해 객체 구현부(72)로 배
달한다.  다음에,  객체  구현(72)은  요구된  서비스를  수행하고,  복귀  데이터가  다시  클라이언트로 
배달된다. 클라이언트 및 객체 구현부는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둘중 어느것도 그 ORB/BOA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달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클라이언트 요구는 그 요구가 구현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및 객체 구현부 위치에 무관하다. 

ORB는 요구를 BOA로 배달하고, 이 BOA는 객체 구현부(예, 서버)가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활성화시킨다. 
BOA는 다음에 서버 스켈레톤(81)을 이용하여 요구와 관련된 절차를 호출한다. 이 절차가 종료되면, BOA는 
그 절차의 종료를 관리하고, 클라이언트로의 소정의 결과의 복귀를 조정한다. 대안으로, 만일 요구가 실
행시까지 알려지지 않으면, 컴파일 시간에 연결된 클라이언트 스터브(83) 대신에 사용되는 요구를 구축
(build)하기 위해 동적 호출 인터페이스(Dynamic Invocation Interface)(DII)(75)가 사용된다.

전술한 배경에 의해 이제는 시스템 관리 태스크가 클라이언트-서버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어떻게 수행되
는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설명한다.  다음의 논의는 단지 예시적인 것이며, 프레임워크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시스템 관리 태스크의 특성 및 형태는 제한 받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시스템 관리 프레
임워크는 관리 영역의 게이트웨이 머신상에서 지원되는 서버 컴포넌트를 포함하며, 관련 클라이언트 컴포
넌트는 게이트웨이에 의해 서비스되는 엔드포인트상에서 지원된다.  투명한 기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엔
드포인트상에서 실행될 모든 절차는 게이트웨이상에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절차가 엔드포인
트상에서 연산을 호출하기 위해 이용하는 모든 엔드포인트 객체 레퍼런스는 objrefs 이며, 각각의 엔드포
인트는 고유의 객체 디스패처(dispatcher) 넘버(odnum)에 할당된다. 다음에, 게이트웨이 머신은 실제 엔
드포인트를 '지시(point)'하기 위해 참(true) 객체 레퍼런스를 이용한다.

도7에 도시된 루틴은 한 절차가 엔드포인트상의 객체의 한 절차를 호출할 때 발생한다.  단계(70)에서, 
서버(14)는 objref/절차를 게이트웨이상의 특정 절차 데몬으로 리졸브(resolves) 한다.  단계(72)에서는 
게이트웨이가 (이미 실행중이지 않은 경우에) 시동되어, 절차 활성화 레코드(method activation record) 
또는 소위 MAR 블록을 전달받는다.  MAR 블록은 서버의 절차 기억장치로부터 목표 objref, 목표 절차, '
마샬된(marshalled)' 입력 인수(arguments) 및 다른 필드를 포함하여 한 절차를 호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
든 정보를 포함한다.  도6에 관해 전술한 바와 같이, 소정의 객체상에서 연산을 실행하기 위한 요구가 이
루어지면, 클라이언트 스터브(stub)는 그 요구를 개시하고, 그 요구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
이터를 그 현재의 포맷으로부터 일반적인 포맷으로 변환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데이터 마샬링(data 
marshalling)'으로서 알려져 있으며, ASN.1 표준에 따라 수행된다.  이 시점까지는 응용프로그램이 관련
되어 있는 한 이러한 절차 호출과 어떤 다른 절차 호출 사이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계(74)에서, 
게이트웨이는 목표 엔드포인트를 판단하기 위해 objref를 조사한다.  다음에, 단계(76)에서 엔드포인트로
의 접속이 개방된다.

이 절차는 단계(78)에서 계속되어, 엔드포인트가 이 절차에 대한 엑시큐터블의 카피를 갖고 있는지 질의
한다.  만일 갖고 있지 않다면, 루틴은 단계(80)에서 계속되어 (엔드포인트의 머신 형태에 근거하여) 객
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적절한 엑시큐터블을 검색하고, 그 엑시큐터블은 엔드포인트로 전송된다.  단계
(82)에서, 또는 엔드포인트가 이미 필요한 엑시큐터블을 갖고 있는 경우에, 게이트웨이는 여전히 마샬되
어 있는(still-marshalled) 입력 인수를 엔드포인트로 전송한다.  단계(84)에서, 게이트웨이는 마샬된 출
력 인수가 복귀되기를 대기하는 대기 상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루틴은 단계(86)에서 계속되어, 엔
드포인트로의 접속을 폐쇄(close)한다.  다음에 단계(88)에서, 출력 인수는 다시 서버로 전송되고, 마치 
절차가 국부적으로 실행 완료된 것처럼 루틴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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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엔드포인트에 의해 개시되는 연산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형태의 연산에 있어서, 엔드포인트는 
먼저 그 게이트웨이로의 접속을 설정하기 위해 시도한다.  이것은 엔드포인트 클라이언트가 부트시 그 자
체를 식별하기 위해 시도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엔드포인트는 
먼저 그것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게이트웨이 호스트에 시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다음에 서버의 TN 관
리자(manager) 루틴에 직접 접촉하거나, 또는 실패하면 BOOTP 방송을 통해 서버의 TN 관리자 루틴에 접촉
한다.  일단 접속이 이루어지면, 게이트웨이의 서버 컴포넌트가 호출되고, 엔드포인트는 그 엔드포인트가 
접속되었다는 것을 게이트웨이에 알려주는 디스크립터를 전달한다.

업콜(upcalls)은 엔드포인트에서 기원하는 절차 요구이다.  'Tivoli courier(상표)' 풀(pull) 인터페이스
는 업콜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한 예이다.  모든 응용프로그램이 업콜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엔
드포인트는 IDL 컴파일러에 의해 발생되는 스터브를 호출하므로서 업콜을 수행한다.  통상적인 절차 호출
과 달리, 업콜은 항상 게이트웨이상의 특수 업콜 절차를 호출한다.  업콜을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은 엔
드포인트 코드 및 특수 업콜 절차 모두를 제공해야 한다.  엔드포인트 업콜 설비는 범용 절차 호출 인터
페이스가 아니다.  이러한 설계는 관리 서버 개입 없이 로컬 게이트웨이에서 업콜을 처리하므로써 스케일
가능성을 유지한다.

도8A에는 예시적인 '파일 풀(file pull)' 연산이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연산에서는, 엔드포인트에 내재
하는 코드(즉,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파일 요구를 개시하고, 게이트웨이에 내재하는 코드(즉, 서버 컴
포넌트)는 그 요구를 처리한다.  루틴은 단계(96)에서 시작되어, 엔드포인트상의 사용자가 파일 분배 응
용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일부인 로컬 프로그램을 호출한다.  이 단계는 모든 이용 가능한 파
일팩(filepack)의 리스트를 요구하는 절차를 호출한다.  '파일팩'은 시스템 관리 태스크에 따라 분배되는 
파일의 집합이다.  단계(98)에서, 게이트웨이는 요구를 수신하고, 파일 분배 응용프로그램의 서버 컴포넌
트를 호출하고, 그 엔드포인트를 식별하는 디스크립터를 전달한다.  게이트웨이상의 절차로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분배 프로그램은 단계(100)에서 명칭 서비스 조사 리스트를 발생하고, 단계(102)에서 엔드포
인트가 검색하도록 허용되는 파일팩을 여과(filter outs)하고, 단계(104)에서 그 리스트를 엔드포인트로 
반송한다.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엔드포인트는 다음에 특정 파일팩을 요구하는 다른 절차를 호출할 수도 
있다. 

도8B는 인벤토리 리포팅 시스템 관리 태스크를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에서, 인벤토리 응용프로그램은 
머신이 재부트될 때마다 머신으로부터 인벤토리 정보(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상세정보)를 수집
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가정하자.  또한, 부트시에 인벤토리 리포트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적절한 부트-
시간 스크립트를 편집(edit)하기 위해 각각의 엔드포인트상에서 초기화 절차가 실행된 것으로 가정하자.  
그러면, 루틴은 그 다음 부트시에 시작된다.  특히, 단계(106)에서 프로그램은 인벤토리 결과의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로컬 인벤토리 리포트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단계(108)에서, 엔드포인트는 전술한 
방식으로 게이트웨이에 접속한다.  다음에, 엔드포인트는 단계(110)에서 '인벤토리 리포트' 절차를 호출
하고, 단계(112)에서 그 결과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한다.  단계(114)에서는, 인벤토리 리포트 절차의 서버 
컴포넌트가 호출되어 그 엔드포인트를 식별하는 디스크립터를 전달받는다.  인벤토리 결과는 단계(116)에
서 게이트웨이에 의해 판독되어, 단계(118)에서 중앙 인벤토리 데이터베이스 객체로 전송된다.

LCF는 효율적인 분배 연산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각각의 게이트웨이는 또한 게이트웨이의 엔드포인트 각
각에 대한 중계장치가 된다.  이러한 관계는 잠재적인 것이며, 따라서 중계장치 구성에 설정될 필요는 없
다.  분배는 더 이상의 서버 지원없이 게이트웨이로부터 엔드포인트로 팬 아웃(fan out)된다.  병목과 같
은 서버를 없애는 것은 분배를 매우 스케일 가능하게 만든다.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엔드포인트는 특정 시스템 관리 태스크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리스 상태로 유지된다.  이 연산은 엔드포인트상에서 지원되는 클라이언트 컴포
넌트와 엔드포인트에 서비스하는 게이트웨이상에서 지원되는 서버 컴포넌트를 통해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
크를 분배하므로써 용이하게 수행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LCF는 확장가능하며, 따라서 엔드포인트에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재구축 하거나 재
설치하지 않고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에 새로운 응용프로그램 기능성이 쉽게 부가된다.  LCF가 어떻게 
설치되어 활성화되는가에 관한 명세는 운영체제(OS) 형태에 따라 변화된다.  소정의 운영체제에 있어서는 
인커밍(incoming) 네트워크 접속을 위해 수신하는 배경 태스크(예, inted on Unix)가 있다.  다른 운영체
제에 있어서는, LCF 자체가 새로운 요구가 그것을 활성화시킬 때까지 휴지상태로 있는 배경 태스크로서 
구성된다.  모든 경우에, LCF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리스터(listener)는 비교적 적다.  네트워크 리스너는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구에  응답하여(상황에  따라)  보다  큰  응용프로그램  컴포넌트를 포크/스펀/호출
(fork/spawn/invoke)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각각의  엔드포인트상에서  실행되는  코드는  작은  서브셋트의  객체-지향  CORBA 
루틴이다.  이런 서브셋트는 파일팩 분배 절차 및 CCMS 프로파일 엔드포인트 절차(데이터리스 모델)과 같
은 절차를 구현하기에 충분한 기능성을 갖고 있다.  기본적인 컴포넌트로는 인수 마샬링을 위한 ADR 인코
딩 루틴, 독립형 IPC 라이브러리, bdt(block data transfer) 및 118N 메모리 관리 및 예외 처리를 위한 
ion 메시지 카탈로그가 있다.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양호한 구현중 하나는 엔드포인트의 랜덤 억세스 메모
리에 내재하는 코드 모듈내의 명령어 셋트로서 이루어진다. 컴퓨터에 의해 요구될 때 까지, 이 명령어 셋
트는 예를들어, 컴퓨터에 의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나, 또는 (CD ROM에서의 사용을 위해) 광 디스크나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에서의 사용을 위해) 플로피 디스크와 같은 분리가능한 메모리에 저장될 수도 있
으며, 또는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될 수도 있다. 또한, 비록 여기서 설명된 여러 가지 절차가 편의상 소
프트웨어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성화되거나 재구성되는 범용 컴퓨터에서 구현되지만, 이 기술에 통상의 지
식을 가진자는 이와같은 절차가 하드웨어나 펌웨어, 또는 요구된 절차의 단계를 수행하도록 구성된 보다 
특수화된 장치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또한, 비록 본 발명이 특정 네트워크 환경에서 양호한 실시예에 관해 설명되었지만, 이 기술에 숙련된 사
람은 본 발명이 첨부된 특허청구의 범위의 사상 및 범위를 가진 다른 상이한 네트워크 아키텍춰에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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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예시된 특정 관리 아키텍춰에 제한되
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그러므로 보다 일반적인 견지에서, 본 발명의 클라이언트-서버 관리 프
레임워크의 이용은 또한 어떤 분산 네트워크 구성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이 상세하게 설명되었지만, 새로운 것으로 청구하여 특허증에 의해 보장받길 원하는 것
은 다음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대형 분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컴퓨팅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엔터프라이즈내의 대부분의 머신상에서 저비용, 저-유지보수의 관리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므로
써 대형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시스템 관리의 비용 및 복잡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대형 분산 엔터프라이즈에서 컴퓨팅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게이트웨이 머신이 다수의 엔드포인트 머신에 서비스하는 그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게이트웨이 
머신에 의해 각각 관리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리 영역으로 상기 컴퓨팅 자원을 편성하는 단계;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엔드포인트 머신에서 관리 영역에 영향을 주는 적어도 하나의 시스템 관리 태
스크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한 게이트웨이로부터 그 게이트웨이에 
의해 서비스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엔드포인트 머신으로 엑시큐터블 코드 및 시스템 관리 데이터를 배
달하는 단계를 포함해서 이루어진 컴퓨팅 자원 관리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상기 시스템 관리 태스크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엔드포
인트 머신에 의해 사용되며, 후속 이용을 위해서는 저장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컴퓨팅 자원 관리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후속 이용을 위해 상기 엑시큐터블 코드를 캐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팅 자원 관리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오직 상기 서버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게이트웨이 머신으로부터의 시스템 관리 데이터를 백업하므
로써 상기 컴퓨팅 자원을 유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팅 자원 관리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엔드포인트 머신중 적어도 몇 개는 개인용 컴퓨터인 컴퓨팅 자원 관리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엔드포인트 머신은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실행하고, 상기 엔드포
인트 머신에 서비스하는 상기 게이트웨이 머신은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서버 컴포넌트를 실행하는 컴
퓨팅 자원 관리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상기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통상적으로 유휴상태인 작동 상태를 갖고 있
는 컴퓨팅 자원 관리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상기 서버 컴포넌트는 멀티-스레드 방식으로 실행되도록 되어 있는 컴퓨
팅 자원 관리 방법. 

청구항 9 

대형 분산 엔터프라이즈에서 컴퓨팅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게이트웨이 머신이 다수의 엔드포인트 머신에 서비스하는 그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게이트웨이 
머신에 의해 각각 관리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리 영역으로 상기 컴퓨팅 자원을 편성하는 단계; 

16-8

1019970035198



상기 각각의 엔드포인트 머신상에서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 여기서, 이 클라이
언트 컴포넌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게이트웨이 머신상에서 지원되는 서버 컴포넌트를 구비함 - 를 지
원하는 단계; 및

상기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상기 관리 영역에 영향을 주는 적어도 하나의 시스템 관리 태스
크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한 게이트웨이로부터 그 게이트웨이에 
의해 서비스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엔드포인트 머신으로 엑시큐터블 코드 및 시스템 관리 데이터를 배
달하는 단계를 포함해서 이루어진 컴퓨팅 자원 관리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상기 시스템 관리 태스크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엔드포
인트 머신에 의해 사용되며, 후속 이용을 위해서는 저장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컴퓨팅 자원 관리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게이트웨이 머신으로부터의 시스템 관리 데이터를 백업하므로써 
상기 컴퓨팅 자원을 유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팅 자원 관리 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엔드포인트 머신중 적어도 몇 개는 개인용 컴퓨터인 컴퓨팅 자원 관리 방법.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상기 서버 컴포넌트는 멀티-스레드 프로세스인 컴퓨팅 자원 관리 방법.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상기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 새로운 애플리케리이션 기능성을 부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팅 자원 관리 방법. 

청구항 15 

컴퓨팅 자원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리 영역으로 편성되고, 각각의 영역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게이트
웨이 머신에 서비스하는 서버 머신에 의해 관리되고, 각각의 게이트웨이 머신은 다수의 엔드포인트 머신
에 서비스하도록 되어 있는 대형 분산 엔터프라이즈에서, 한 관리 영역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 관리 태스
크를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 게이트웨이로부터 그 게이트웨이에 의해 서비스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엔드포인트 머신으로 시스템 
관리 태스크에 필요한 엑시큐터블 코드 및 시스템 관리 데이터를 배달하는 단계; 및

상기 엑시큐터블 데이터 및 시스템 관리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시스템 관리 태스크를 실행하기 위해, 
상기 게이트웨이 머신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엔드포인트 머신상에서 지원되는 분산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해서 이루어진 시스템 관리 태스크 실행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분산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는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엔드포인트 머신 각각에서 지원되는 클라
이언트 컴포넌트와,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엔드포인트 머신에 서비스하는 상기 게이트웨이 머신상에
서 지원되는 서버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시스템 관리 태스크 실행 방법.  

청구항 17 

각각의 게이트웨이 머신이 일련의 엔드포인트 머신에 서비스하는 그런 일련의 게이트웨이 머신에 서비스
하는 서버 머신을 구비한 대형 분산 엔터프라이즈에 접속가능한 컴퓨터에 있어서,

프로세서;

운영체제; 및

게이트웨이 머신상에서 지원되는 관련 서버 컴포넌트를 구비하고, 또한 상기 게이트웨이 머신으로부터의 
엑시큐터블 및 시스템 관리 데이터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컴퓨터가 접속되는 관리 영역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 관리 태스크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클라이언
트 컴포넌트를 포함해서 이루어진 컴퓨터.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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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단은 데몬 및 응용프로그램 루틴 라이브러리를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LCF 데몬은 게이트웨이 머신으로의 엔드포인트 로그-인 및 상기 게이트웨이 머신으로부터 다운로드되는 
엑시큐터블을 스펀할 능력이 있는 컴퓨터.

청구항 20 

각각의 게이트웨이 머신이 일련의 엔드포인트 머신에 서비스하는 그런 일련의 게이트웨이 머신에 서비스
하는 서버 머신을 구비한 대형 분산 엔터프라이즈에 접속가능한 컴퓨터에 있어서,

프로세서;

멀티-스레드 운영체제;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엔드포인트 머신상에서 지원되는 관련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구비하고, 또한 엑시
큐터블 및 시스템 관리 데이터를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엔드포인트 머신에 제공하기 위한 절차 호출
에 응답하여, 상기 컴퓨터가 접속되는 관리 영역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 관리 태스크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서버 컴포넌트를 포함해서 이루어진 컴퓨터. 

청구항 21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프로세서, 운영체제, 및 데이터가 없으며 관련 서버 컴포넌트를 구비한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클라이
언트 컴포넌트를 각각 포함하는 일련의 엔드포인트 머신; 및

프로세서, 멀티-스레드 운영체제, 및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관련 서버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게이트웨이 머신을 포함하고;

상기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상기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상기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상기 서버 
컴포넌트로부터의 엑시큐터블 및 시스템 관리 데이터의 수신에 응답하여, 시스템 관리 태스크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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