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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메시지 큐들을 이용하여 장치에서 메시지를 수신하기로 된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시스템 및 방법

(57) 요약

어플리케이션들 사이에서 메시지 통신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 장치, 및 방법.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 및 각자의 어플리

케이션 식별자들에 의해 식별가능한 어플리케이션들로부터의 메시지 전송과 관련된 대응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

자들이 획득된다.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 및 이들의 대응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 사이의 관계가 설정된다. 응

답 인바운드 메시지들이, 이 메시지들의 인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에 대응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과 관련

된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을 갖는 어플리케이션들로 보내진다.

대표도

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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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어플리케이션들 사이의 메시지 통신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과,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에 의해 고유하게 식별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의 인스턴스로부터의

메시지 전송과 관련되는 대응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논리 접속 식별자들을 획득하는 단계;

상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과 이들과 대응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단계; 및

응답하는 인바운드(inbound) 메시지들을, 이 응답하는 인바운드 메시지들의 인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에 대응하는 아

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을 가진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로 보내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을, 상기 설정된 관계의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과 비교하고, 상기 인바운드 논

리 접속 식별자에 부합하는 적어도 하나의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를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부합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와 설정된 관계를 가진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를 이용하여, 상기 응답하는 인바

운드 메시지가 보내질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대응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을 획득하는 단계는, 아웃바운드 전송 식별자들을 획득하

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아웃바운드 전송 식별자들을 획득하는 단계는, 전송 프로토콜을 통해 아웃바운드 소켓 식별자들을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아웃바운드 전송 식별자들을 획득하는 단계는, 전송 프로세스와 관련된 아웃바운드 전송 프로세스

식별자들을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아웃바운드 전송 식별자들을 획득하는 단계는, 전송 스레드(thread)와 관련된 아웃바운드 전송 스레

드 식별자들을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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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아웃바운드 전송 식별자들을 획득하는 단계는, 소켓, 포트, 전송 프로세스, 전송 스레드, 및 소프트웨

어 계층의 전송 계층에서 사용가능한 세션 가운데 적어도 하나에 기반하는 식별자들을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과 이들에 대응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 사이에 관계를 설정하는

단계는,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 각각과 그에 대응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 사이에 링크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과 이들에 대응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 사이에 관계를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과 이들에 대응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을, 테이블의 엔트리를 통해 상관

시키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과 이들에 대응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 사이에 관계를 설정하는

단계는, 엔트리들로 된 테이블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엔트리들 각각은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 중 하나와, 그

에 대응하고 특정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사용된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엔트리들로 된 테이블을 생성하는 단계는, 메시지 큐(MQ)를 사용해 엔트리들의 테이블을 생성하

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MQ를 이용해 상기 엔트리들로 된 테이블을 관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메시지 큐(MQ)를 이용하여, 복수의 어플리케이션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응답 메시지의 타겟이 되는 적어도 하나의 어플

리케이션을 식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플리케이션 식별자 및, 상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에 의해 식별되는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메시지 전송을 위한 논리

접속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전송 식별자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 및 아웃바운드 전송 식별자 사이의 관계를 생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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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큐를 통해,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목적지로 하는 응답 메시지의 수신과 관련된 인바운드(inbound) 전송 식별자를 수

신하는 단계; 및

상기 인바운드 전송 식별자를 아웃바운드 전송 식별자에 매치시킴으로써,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응답 메시지의 타겟으로서

식별하고, 상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와 상기 부합된 아웃바운드 전송 식별자 사이의 관계로부터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어

플리케이션 식별자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 및 아웃바운드 전송 식별자를 수신하는 단계는, 복수의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 및 그에 대응하

는 아웃바운드 전송 식별자들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와 아웃바운드 전송 식별자 사이의 관계를 생성하는 단계는, 복수의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에

대응하는 복수의 어플리케이션들로부터 전송된 메시지들 각각 마다 하나씩, 복수의 관계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인바운드 전송 식별자를 수신하는 단계는, 복수의 어플리케이션들 중 목적하는 하나에 대해 정해진 응답 메시지의 수

신과 관련된 인바운드 전송 식별자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상기 응답 메시지의 타겟으로서 식별하는 단계는, 상기 인바운드 전송 식별자를 복수의 관계상의 아

웃바운드 전송 식별자들 중 하나와 매치시키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와 아웃바운드 전송 식별자 사이의 관계를 생성하는 단계는, 복수의 엔트리들

을 구비한 ID 테이블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엔트리들 각각은 상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 중 하나와 상기 아

웃바운드 전송 식별자들 중 하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를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기존의 식별자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를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MQ에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넘버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지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를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MQ에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를 생성하는 단

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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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

상기 MQ가 사용가능한 프로세스 식별자를 구비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를 수신하는 단계는, 프로세스 식별자가 MQ에서 사용가능할 때, 상기 프로세스 식별자를 어플

리케이션 식별자로서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를 수신하는 단계는, 프로세스 식별자가 사용가능하지 않을 때 상기 MQ에서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와 상기 아웃바운드 전송 식별자 사이의 관계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22.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메시지를 상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에 의해 식별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어플리케이션은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 어플리케이션의 인스턴스들, 및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들의 둘 이상의 임의의 결합 형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인바운드 전송 식별자를 상기 아웃바운드 전송 식별자와 매치시키는 단계는, 상기 인바운드 전송

식별자를 복수의 상기 생성된 관계와 비교하여 그 생성된 관계로부터 부합하는 아웃바운드 전송 식별자를 가지는 어플리

케이션 식별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네트워크상에서 동작하고 적어도 하나의 목적지 장치와 메시지 통신을 할 수 있는 소스 장치에 있어서,

상기 소스 장치로부터 전송된 복수의 아웃바운드 메시지들 각각에 대해,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과 그에 대응하는 아웃바

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의 관계를 저장하는 메모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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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운드 메시지들의 인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과 상기 저장된 관계하의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을 비교하고,

상기 인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와 매치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를 가진 로컬 어

플리케이션을 식별하도록 구성된 메시지 큐(MQ) 모듈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장치.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MQ 모듈은 소프트웨어로 구현되고,

상기 소스 장치는,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과 대응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인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을 상기 저장된 관계하의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과 비교하고, 상기 인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에 매

치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를 가진 로컬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기 위해, 상기

MQ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도록 됨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장치.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MQ 모듈은, 소스 장치로부터 전송된 복수의 아웃바운드 메시지들 각각에 대해, 어플리케이션 식별

자들 및 대응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의 관계를 메모리에 설정하도록 더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장치.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과 대응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의 관계를 저장할 데

이터 구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장치.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구조는,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과 대응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의 관계에 대한

테이블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장치.

청구항 30.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과 대응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의 관계를 저장할 링

크 리스트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장치.

청구항 31.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MQ 모듈은, 상기 인바운드 메시지를, 상기 인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와 매치되는 아웃바운드 논

리 접속 식별자와 관련되어 식별된 로컬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도록 더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장치.

청구항 32.

제25항에 있어서,

프로세서를 더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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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로컬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프로세서에서 동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인스턴스, 상기 프로세서에서 동작할 수 있

는 별개의 어플리케이션, 및 상기 프로세서에서 동작할 수 있는 복수의 메시지 클래스들을 포함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

스 가운데 하나 이상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장치.

청구항 33.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장치는 무선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 및 유선 컴퓨팅 시스템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장치.

청구항 34.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MQ 모듈은 로컬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계층과 전송 계층 사이에 구조적으로 위치

함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장치.

청구항 35.

네트워크를 통해 복수의 어플리케이션들 사이에서 정보를 통신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a) 복수의 소스 어플리케이션들을 구비하여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메시지들을 전송하는 소스 장치;

(b) 적어도 하나의 목적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메시지들을 수신하고 수신된 메시지에 응하여 응답 메시지

를 제공하는 목적지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소스 장치는,

(i) 상기 소스 장치로부터 전송된 복수의 아웃바운드 메시지들 각각에 대해,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과 그에 대응하는 아웃

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의 관계를 저장하는 메모리; 및

(ii) 상기 응답 메시지들의 인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과 상기 저장된 관계하의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을 비교하

고, 상기 인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와 매치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를 가진 로컬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도록 구성된 메시지 큐(MQ) 모듈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지 장치는 목적지 MQ 없이 메시지들을 바로 송수신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지 장치는 소스 MQ와는 다른 타입의 목적지 MQ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8.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소스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산 어플리케이션들, 공통 어플리케이션의 인스턴스들, 및 어플리

케이션 프로세스들 가운데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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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9.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장치 및 목적지 장치는 무선 커뮤니케이터 및 유선 컴퓨팅 시스템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0.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하나 이상의 무선 네트워크 및 유선 네트워크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1.

어플리케이션들 사이의 메시지 통신을 도모하기 위해 컴퓨팅 시스템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명령들을 저장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명령은,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과,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에 의해 고유하게 식별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의 인스턴스로부터의

메시지 전송과 관련되는 대응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논리 접속 식별자들을 획득하는 단계;

상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과 이들과 대응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단계; 및

응답하는 인바운드(inbound) 메시지들을, 이 응답하는 인바운드 메시지들의 인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에 대응하는 아

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을 가진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로 보내는 단계를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2.

복수의 어플리케이션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응답 메시지의 타겟이 되는 적어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식별하

도록 컴퓨팅 시스템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명령들을 저장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명령은,

어플리케이션 식별자 및, 상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에 의해 식별되는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로부터의 메시지 전송을 위한

논리 접속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전송 식별자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 및 아웃바운드 전송 식별자 사이의 관계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목적지로 하는 응답 메시지의 수신과 관련된 인바운드(inbound) 전송 식별자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인바운드 전송 식별자를 아웃바운드 전송 식별자에 매치시킴으로써, 상기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응답 메시지의

타겟으로서 식별하고, 상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와 상기 부합된 아웃바운드 전송 식별자 사이의 관계로부터 상기 어플리

케이션 인스턴스의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를 판단하는 단계를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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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어플리케이션들과 전송수단들 간의 관계를 관리하여 응답

메시지가 향하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의 위치 확인을 수월히 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컴퓨터는 여전히 전통적 프로세싱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통신 기반구조 및 프로토콜들에서의 발전이 표준 컴퓨터 장

치들을 유용한 통신 도구로 바꾸어 놓았다. 로컬 영역 네트워크(LAN)에서 인터넷과 같이 광범위한 글로벌 영역 네트웍

(GAN)까지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들은 서로서로, 그리고 다른 전자 장치들과 통신한다. 다른 전자 장치들은

모바일 폰, 개인용 디지털 정보화장치(PDA), 등등과 같이 비슷한 변화를 겪어 왔다. 오늘날, 이러한 무선 장치들은 각종 다

양한 통신에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날로그 모바일 폰이 전통적으로 아날로그 음성 통신에 사용되었다면, 현재와 앞

으로의 모바일 폰은 음성, 데이터, 이미지, 비디오, 및 기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통신할 수 있는 강력한 통신 도구가 된다.

한때 휴대형 일정 관리 및 조직화 도구였던 PDA는 이제 이메일, 인터넷 액세스 등의 네트워크 통신 사양을 보통으로 포함

한다. 무선 및 유선 네트워크 기반 구조의 통합으로, 모든 종류의 정보가 무선 및 유선 단말기들 사이에서 편리하게 통신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장치들 사이에서의 통신을 수행할 때, 그 장치들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들, 어플리케이션들, 어플리케이션 인스턴

스들 등등 (이하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이라 칭함)은 보통 다른 장치들의 어플리케이션들과 통신해야 하다. 예를 들어, 어

플리케이션 계층의 한 어플리케이션이,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 등을 포함하는 소프트

웨어 구조의 하위 레벨들로 전송되는 메시지들을 생성할 수 있고, 하위 레벨에서 엔캡슐레이팅된(encapsulated) 메시지들

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장치들로 전송된다. 수신 장치에서 수신된 메시지들은 그 소프트웨어 구조의 위로 이동하여 궁극

적으로 오리지널 메시지를 수신 장치의 어플리케이션에 제공된다.

메시지들의 통신을 수월히 하기 위해, 메시지 큐(queue)들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메시지 큐는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메시지들을 수신하고 이들을 수신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는 기능과 관련이 있다. 메시지 큐는 메시지들을 이동시키는 일

시적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된다. 이러한 메시지 큐들은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장치 내에 상주하거나, 이와 달리

송수신 장치들 사이에 논리적으로(logically) 위치된 네트워크의 매개적 컴퓨터 시스템 내에 상주할 수도 있다.

메시지 큐들의 이용은 어플리케이션들 자체로부터 메시지 통신에 대한 여러 양태들을 제거시킨다. 메시지 큐는 통신 어플

리케이션들 사이에 어떤 연결성도 존재하지 않을 때와 같은 때 메시지들을 저장한다. 다른 이점은, 메시지 큐들의 사용이

메시지들의 안전하고도 질서정연한 전달을 제공한다는 신뢰성에 있다. 따라서, 메시지 큐들을 이용하는 하나의 이점은, 어

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있어, 자신들의 어플리케이션들로/로부터의 메시지들의 그런 질서정연한 전송을 수행하는 기본

적 기능을 개발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이해해야 할 필요를 없앤다는 데 있다.

메시지 큐가 전송 계층으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할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로 메시지가 향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호

스트가 여러 경우의 동시 실행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플리케이션 종류를 충분히 인식하

지는 못한다. 게다가,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이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은 더 복잡해 진다. 그러면 메시지는 그것이

활성화될 때나 재활성화될 때 올바른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져야 된다.

메시지 큐들이 사용되지 않을 때,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가 바로 활성화되어

전송 프로토콜 인스턴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시지 큐가 사용될 때, 이 관계는 소실된다. 한가지 해법은 양단에

메시지 큐를 도입함으로써 특정 (및 가능하게는 독점적) 프로토콜 또는 패킷 헤더를 사용해 통신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고

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송 메시지 큐는 고유 식별자를 포함하는 독점적 메시지 큐 헤더를 부

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통신 양단이 같은 종류의 메시지 큐를 지원할 때의 경우만으로 메시지 큐의 이용을 제한한다. 이것

은 단편화(fragmentation)를 일으키는 것으로, 개발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경우, 개발자는 서로 다른 버

전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상대편에 메시지 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지원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메시지 큐가 단-대-단(end-to-end) 통신 채널의 한쪽에만 배치되는 방식을 제공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통

신 주체들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통신단들 사이에 (가능하다면 독점적) 프로토콜 및/또는 패킷 헤더들을 가져야 할 필

요가 없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이러한, 또는 기타의 종래 기술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며, 메시지

큐를 구현하는 종래의 메시지 트랜잭션에 대한 부가적 이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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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술한 종래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본 발명의 명세서를 익ㄱ고 이해할 때 명확하게 될 다른 제한 사항을 극

복하기 위해, 본 발명은 어플리케이션들 사이에 메시지들을 통신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개시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어플리케이션들 사이에 메시지 통신을 수월케 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이 방법은 어플리케이

션 식별자들을 획득하는 단계, 및 각자의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에 의해 식별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로부터 메시지 전

송과 관련된, 해당하는 외부(로의) 논리 접속 식별자들을 획득하는 단계를 제공한다.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과 이들의 해

당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 사이에 관계가 설정된다. 응답하는 내부(로의) 메시지들이, 이 응답하는 내부 메시

지들의 인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에 상응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과 연관된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을 포함

하는 어플리케이션들로 보내진다.

상기 방법의 보다 특정한 실시예에서, 인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은 설정된 관계의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과 비

교되고, 인바운드 논리 접속 실별자와 매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가 식별된다. 부합하는 아웃바

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와 설정된 관계를 가진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를 이용하여, 응답하는 내부 메시지가 보내질 어플리케

이션이 식별될 수 있다. 다른 특정 실시예들에 따르면,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은 외부 전송 식별자들, 외부 소켓

식별자들, 각각 전송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thread)와 연관된 외부 전송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 포트 식별자, 세션 식별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정 실시예들에 따르면, 관계를 설정하는 단계는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 각각과

그 해당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 사이에 링크를 생성하는 단계, 테이블의 엔트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 및

이들의 해당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을 상관시키는 단계, 각 엔트리들이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 중 하나와 그에 상

응하여 특정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를 포함하는 엔트리들로 된 테이블을 생성하는

단계들 가운데 하나를 포함한다. 한 특정 실시예에서, 엔트리들의 테이블을 생성하는 단계는 메시지 큐(MQ)를 이용하여

엔트리들의 테이블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방법은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상에 저장되는 소프트웨어 명령들

을 통해 구현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메시지 큐(MQ)를 이용하여 복수의 어플리케이션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응답하는 메시

지의 타겟이 되는 한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이 방법은 어플리케이션 식별자 및, 어플리케이션 식별자

에 의해 식별된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메시지 전송을 위한 논리적 접속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외부 전송 식별자를 수신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어플리케이션 식별자 및 외부 전송 식별자 사이의 관계가 생성된다. 응답하는 메시지의 수신과 관

련되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짐이 예정된 내부 전송 식별자가 수신될 수 있다. 그러면, 내부 전송 식별자와 외부 전송 식

별자를 매치함으로써 한 어플리케이션이 응답하는 메시지의 타겟으로서 식별될 수 있다.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특정 어

플리케이션 식별자가 어플리케이션 식별자 및 매치된 외부 전송 식별자 사이의 관계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하나의 특정

실시예에서, 상기 방법은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상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명령들을 통해 구현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네트웍 상에서 동작하고 적어도 하나의 예정된 장치와 메시지를 통신할 수 있는 소스 장

치가 제공된다. 소스 장치는 그 소스 장치로부터 통신되는 하나 이상의 아웃바운드(outbound) 메시지들 각각에 대해 어플

리케이션 식별자들 및 해당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의 관계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포함한다. 메시지 큐(MQ) 모듈은

인바운드(inbound) 메시지들의 인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을 저장된 관계의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과 비교하

도록 되어 있다. MQ는 인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와 부합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와 연관된 어플리케이션 식별

자를 포함하는 로컬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한다.

이러한 소스 장치의 보다 상세한 실시예에서, MQ 모듈은 소프트웨어로서 구현되고, 소스 장치는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

과 해당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의 관계를 설정하도록 MQ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도록 된 프로세서를 포함하여,

인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과, 저장된 관계의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을 비교하고, 그 인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

자에 부합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를 가진 로컬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한다. 상기

소스 장치의 또 다른 특정 실시예에서, MQ 모듈은 그 소스 장치로부터 전송된 아웃바운드 메시지들 각각에 대해 어플리케

이션 식별자들과 해당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의 관계를 메모리 안에 설정하도록 더 구성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들 사이에서 정보를 통신하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 시스템

은 네트워크를 통해 메시지들을 전송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스레드 등

을 포함할 수 있는) 여러 소스 어플리케이션들을 구비한 소스 장치를 포함한다. 시스템은 또, 메시지를 수신하고 수신된 메

시지에 반응하여 응답 메시지를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의 목적지 장치 역시 포함한다. 소스 장치는 소스 장치로부터 전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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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아웃바운드 메시지들 각각에 대해,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 및 해당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의 관계를

저장할 메모리를 포함한다. 소스 장치는, 응답 메시지들의 인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을 저장된 관계의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들과 비교하고, 그 인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와 부합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식별자와 관련된 어플리케이

션 식별자를 가진 로컬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도록 구성된 소스 메시지 큐(MQ) 모듈을 더 포함한다.

상기 시스템의 보다 특정한 실시예에서, 목적지 장치는 메시지들을 바로 송수신하도록 구성되며, 로컬 MQ를 사용하지 않

는다. 다른 특정 실시예에서, 목적지 장치는 소스 MQ와는 다른 종류의 목적지 MQ를 포함한다.

본 발명을 특징짓는 이러한 여러 이점들 및 사양들이 첨부된 청구범위 안에서 상세하게 지시되어 있고 그 일부를 이룬다.

그러나, 본 발명과, 그 이점, 및 그 이용에 따라 얻어지는 목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및 방법의

전형적 예들이 도시 및 설명된, 도면 및 그에 수반되는 설명이 참조되어야 할 것이다.

실시예

이하의 전형적 실시예에 대한 설명에서,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전형적 실시예들을 보이는 첨부된 도면들에 대한 참조

가 이뤄진다. 다른 실시예들 역시 이용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변경이 이뤄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메시지 큐(MQ)들이 전부는 아닌 통신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 구축되어 있고/있거나 통신 장치들과

관련된 MQ들이 동일한 프로토콜 및/또는 패킷 헤더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 어플리케이션들 사이의 메시지 통신을 위한 시

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 및 장치로부터 메시지를 전송할 때 제공되는 이들의 대응되는 전송 식별

자들 (또는 다른 논리 접속(logical connection) 식별자들) 사이의 관계가 생성된다. 응답 메시지가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질 때, 메시지는 최초의 메시지를 전송했던 어플리케이션 또는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

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이러한 것은,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 및 전송 식별자들에 대해 이전에 생성된 관계를 참조함으로써

달성된다. 내부(로 향하는) 메시지와 관련된 전송 식별자가 상기 생성된 관계에 있는 전송 식별자들과 비교될 때, 그 생성

관계에 있는 전송 식별자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와의 매치가 검출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목표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

한 적절한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를 제공한다.

일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유선 및/또는 모바일 통신 시스템들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의 상호 통신과 관련한 기능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구조를 포함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메시지 큐 방식들은 어플리케이션들 사이의 통신을 촉진하는데 사용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원리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네트워킹 환경(100)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네트워킹 환경)1000은 가령, 하나

이상의 무선 네트워크(102) 및/또는 유선 네트워크(104)를 포함한다. 무선 네트워크(들)(102)는 모바일 통신을 위한 글로

벌 시스템(GSM), 유니버설 모바일 통신 시스템(UMTS), 퍼스널 통신 서비스(PCS), 시분할 다중화 액세스(TDMA), 코드

분할 다중화 액세스(CDMA), 광대역 CDMA(WCDMA), 또는 기타 모바일 네트워크 전송 기술 등과 같은 어떤 하나 이상의

알려져 있거나 장차 이용될 무선 네트워킹 기술들을 나타낼 수 있다. 단거리 무선 기술(가령, 블루투스)과 같은 다른 무선

통신 수단들 역시 다양한 단말기들과 짝을 이룰 수 있다. 모바일 전화기(108) 및 기타 모바일 커뮤니케이터

(communicator), 랩탑 또는 다른 휴대형 컴퓨터(110), 퍼스널 디지털 정보장치(PDA)(112), 또는 포괄적 무선 장치(114)

에 의해 표현되는 바와 같이 무선 네트워크(102)를 통해 통신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유사 단말기와 같은 임의의 무선 장치

(106) 또는 다른 통신 단말기가 상기 무선 네트워크(들)(102)와 연결될 수 있다. 무선 장치 N(116)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어떤 개수의 무선 장치들이든 무선 네트워크(102)와 연결될 수 있다. 다른 장치들 또는 네트워크 요소들(118, 120) 역시

무선 네트워크(102)와 결합될 수 있다. 그러한 네트워크 소자의 일례가 서버(118)이다.

유선 네트워크(들)(104)는 인터넷과 같은 글로벌 지역 네트워크(GAN), 하나 이상의 광역 네트워크(WAN), 로컬 영역 네

트워크(LAN)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 랩탑, 회의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컴퓨터들(122, 124) 또는

네트워크(104)를 통해 통신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유사한 컴퓨터 장치와 같은, 임의의 컴퓨팅 장치 또는 기타 통신 가능 단

말이 유선 네트워크(104)를 통해 동작될 수 있다. 다른 장치들 또는 네트워크 요소들(126, 128) 역시 유선 네트워크(104)

와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버(126)는 임의의 하나 이상의 다른 컴퓨터들(122, 124), 무선 장치들(106, 116), 및/또

는 기타 서버들(118) 또는 다른 네트워크 요소들(120, 128)로 콘텐츠, 데이터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다른 프로그

램들/어플리케이션들과 통신이 요망되는 프로그램들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을 포함하는 임의의 네트워크 요소들에도 적용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특히 네트워킹 환경에서 유리하지만, 어플리케이션들 또는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 사이에

통신이 일어나는 단독 시스템들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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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도시된 네트워크 요소들 각각은 다른 네트워크 요소들에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들과 통신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어플리케이션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무선 장치는 어플리케이션(들)(130)을 포함하고, 서버들(118

및 126)은 어플리케이션(들)(132 및 134)를 각각 포함하며, 컴퓨팅 장치(122)는 어플리케이션(들)(136)을 포함한다. 상기

어플리케이션들 사이의 통신을 도모하도록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흔히 어플리케이션 통신 "미들웨어"라고 부른다.

본 발명은 상기 미들웨어, 즉 상기 어플리케이션들(130, 132, 134, 136), 및/또는 어플리케이션들 사이의 통신을 도모하는

메시지 큐들에 대한 것이다. 네트워크를 가로지르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메시지라고 부른다. 메시지 큐들

은 네트워크 내에서 홀딩(holding) 위치를 제공하여, 통과중인 메시지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일반적으로, 메시지 큐

(MQ)는 컴퓨터, 서버, 또는 메시지를 송신하는 다른 시스템과 메시지들을 수신하는 시스템에 위치한다. 예를 들어, 네트워

크 요소들(106, 118, 122, 126)은 각각 하나의 MQ(140, 142, 144, 또는 146)를 포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MQ들이, 하

나나 그 이상의 MQ들(148)로 표시한 것과 같이, 중간 컴퓨팅 시스템으로서 송신 및 수신 시스템들 사이에서 논리적으로

위치될 수도 있다.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과 같이, 본 발명은 통신 장치들 중 하나에서 MQ가 결여되거나 통신 장치

들 내 MQ들간의 비호환성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들이 MQ들을 이용해 서로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한다.

무선 및 유선 네트워크 통신은 흔히 계층적 소프트웨어 구조의 관점에서, 즉 이 분야에서 알려져 있는 개방형 시스템 상호

연결(OSI) 기준 모델을 토대로 설명된다. 도 2는 그러한 계층적 소프트웨어 구조에서의, 메시지 큐의 구조적 배치의 전형

적 예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이 실시예는 무선 단말(200) 및 다른 단말 또는 서버(서버/단말(202))의 어플리케이션들 사이

에서의 무선/셀룰라 통신을 전제한다. 단말(200)은 어플리케이션 A(204), 어플리케이션 B(206)부터 어플리케이션 n

(208)으로 표시된 불확정된 개수의 대표적 어플리케이션들을 포함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버/단말(202)은 어플리케이

션 X(210)부터 어플리케이션 m(212)으로 표시되는 미확정된 개수의 어플리케이션들을 포함하는 대표적 어플리케이션들

을 포함한다. 이들 어플리케이션들은 어떤 요망되거나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들과 더불

어, 각 스택의 어플리케이션 계층을 나타낸다.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214, 216) 및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UDP)(218, 220)은 모바일 인터넷 장치들이나 유선

장치들이 어플리케이션 관련 메시지들을 나르는데 사용된다. 인터넷 프로토콜(IP)(222, 224) 스택 서비스들은 IP 기반 네

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운반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전형적 네트웍 계층 프로토콜을 나타낸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다양한

무선/셀룰라 프로토콜들(226, 228)이 데이터 링크 계층과 전송 계층들 사이의 프로토콜들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한 프로

토콜들에는, 가령, 단문 메시징 서비스(SMS),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무선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WAP) 등이

포함된다. 구조적인 면에서, MQ(230 232)는 도 2에 도시된 예에서 통신 프로토콜들 및 어플리케이션들 사이에 위치한다.

단말(200)과 서버/단말(202) 사이의 연결은, 통신 채널로 묘사한 것과 같이, 산발적으로 이용 가능할 수 밖에 없는 불안정

한 접속일 수 있다. MQ(230, 232)는 이러한 상황에 착안한다. 그러나, 이하에서 더 자세히 설명될 것과 같이, 모든 장치들

이 MQ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 통신 장치들 각각이 MQ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MQ들은 통신된 정보와 연관된 프

로토콜들 및/또는 패킷 헤더들의 측면에서 볼 때 호환되지 않을 수 있다.

MQ가 전송 계층 (가령, TCP 214/216; UDP 218/220, 등)으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할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 및/또는 어플

리케이션 인스턴스로 메시지가 향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호스트(가령, 컴퓨터, 모바일 단말 등)는 동시에 실행되는 어플리

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여러 경우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타입을 인식하는 것이 항상 만족스럽지는 않다.

게다가,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따라

서, 메시지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가 작동중이거나 재작동할 때 (이산적 어플리케이션 또는 어플리

케이션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올바른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져야 한다.

MQ들이 이용되지 않을 때,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작동하여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때

문이다. 도 3a는 이러한 상황을 도시한 것으로, 어떤 MQ들도 사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의 블록도를 나타낸다. 도시된

예에서, 어플리케이션 A 인스턴스 1(300) 및 어프리케이션 A 인스턴스 2(302)인, 어플리케이션 A의 두 인스턴스들이 동

작하고 있다. 이 경우, 각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는 다른 전송 프로토콜 인스턴스와 바로 결부된다. 예를 들어, 불러온 어

플리케이션 A 인스턴스 1(300)이 전송 프로토콜 인스턴스 1(304)을 호출할 것이고, 불러온 어플리케이션 A 인스턴스 2

(302)는 전송 프로토콜 인스턴스 2(306)를 호출할 것이다. 전송 계층에서 TCP를 이용하는 보다 특정한 예에서, 어플리케

이션 A 인스턴스 1(300) 및 인스턴스 2(302)가 동시에 실행되는 두 개의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들에 해당한다고 가정한

다. MQ 사용 없이, 각각은 각자의 TCP 소켓을 열어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 메시지를 전송할 것이다. 그러므

로, 브라우저 인스턴스들(300, 302) 각각과 TCP 프로세스들(304, 306) 각자 간에는 일대일 관계가 성립된다.

MQ의 사용은 여러가지 이점을 제공하므로 MQ들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MQ의 사용은 도 3a에 도

시된 전통적 관계를 불능으로 만든다. 이것이 도 3b에 도시되며, 여기서 MQ(308)는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300, 30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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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인스턴스(304, 306) 사이에서 이용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전송 및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 사이의 관계는 무력하

게 된다. 보다 상세한 예에서, 어플리케이션 A 인스턴스 1(300) 및 인스턴스 2(302)가 동시에 실행되는 두 개의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들에 해당한다고 다시 가정하자. 두 브라우저 인스턴스들(300, 302) 모두 MQ(308)로 HTTP 요청을 전송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잠시 정지되거나 종료될 것이다. 한편, MQ(308)는 목적지를 향해 메시지들을 전송한다. 목적지 장치

(가령, 서버)가 응답할 때, MQ(308)는 브라우저 인스턴스들(300, 302) 중 어느 것으로 응답이 보내져야 할지를 알아야 한

다. 유감스럽게도, 전송은 TCP 포트 넘버와 같은 동일한 식별자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은 적합한 어플리

케이션 인스턴스로 보내질 수 없게 된다.

MQ가 사용될 때, 그것은 클라이언트/단말 및 서버 모두와 같은 통신의 양단에서 사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제된다.

이것은,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중인 여러 인스턴스들을 구비한다는 것과 각 인스턴스들이 정지 혹은 종료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 통신 어플리케이션을 고유하게 식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상술한 바와 같

이, MQ는 전송 계층으로부터 수신된 메시지가 어느 어플리케이션 및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로 향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MQ를 양단에 도입하고 특정 프로토콜 또는 패킷 헤더를 사용해 양단에서 통신중인 어플리케이션들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것은 용이한 해법이 된다. 그러한 프로토콜 또는 패킷 헤더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독과점적일 필요가 있지만,

어떤 경우, 통신 단들은 같은 유형의 MQ를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송신 MQ는 고유의 식별자를 포함하는 독과점적 MQ

헤더를 부가할 수 있다. 이것이 통신 양단에서 MQ를 이용하는 방법을 도시한 블록도인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도 4의 예에서, 어플리케이션 A 인스턴스 1(402), 어플리케이션 A 인스턴스 2(404), 및 어플리케이션 A 인스턴스 3(406)

을 포함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세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이 단말(400)과 결부된다. 단말(400)에서 MQ(408)는 어플리케

이션 인스턴스들과 전송 계층(410) 사이에서 주어진다. 도시된 예에서 통신의 맞은편 단은, 서버 어플리케이션(414)과 서

버 어플리케이션(414)과 전송 계층(418) 사이에 논리적으로 위치한 MQ(416)를 포함한다. 통신 채널을 EK라 다양한 네트

웍 요소들(422)에서 전송 계층(420) 역시 존재할 수 있다. 서버 어플리케이션(414)이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402,

404, 406) 중 하나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가정하자. 고유 식별자(ID)(424)가 통신 어플리케이션들을 고유하게 식별하

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송신 MQ(416)가 고유 ID(424)를 포함하는 메시지(426)에 독과점적 MQ 헤더를 부가하여 수신

하는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식별할 수 있다. 다른 선택사항으로서, 송신하는 MQ(416)가 어떤 고유하고도 독과점적일

가능성이 있는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낼 목적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402, 404, 406)를 식별할 수도 있다. 이

렇게, 메시지(426)와 함께 전송되는 고유 ID(424)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402, 404, 406) 가운데 적절한

하나가 식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MQ의 사용을 통신 양단이 같은 종류의 MQ를 지원하는 경우만으로 제한한다. 이것은 자연스

럽게 단편화를 야기하므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서로 다른 버전의 소

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하거나 상대측에 MQ가 있거나 없는 경우들에 대한 지원 수단을 포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본 발명

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통신 주체들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통신 단들 사이에 사용되는 가능한 독과점적 프로토콜

및/또는 패킷 헤더들을 포함할 필요가 없게 한다. 본 발명은 또한 MQ가 단-대-단 통신 채널의 한쪽에만 배치된 경우에도

MQ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은 어플리케이션 및 전송 식별자들의 관계를 저장하는 단계를 제공하여, 메시지(들)가 보내질 어플리케이션 및/또

는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의 후속 식별을 도모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것은 MQ가 단-대-단 통신 채널의 한쪽에만 배치

된 경우에도 MQ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양단 모두 MQ를 구성한 통신 채널의 각 단에서 동일한 종류의 MQ들이 존재해야

할 필요가 없게 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어플리케이션 및 전송 식별자들에 대한 저장된 상관성이 어플리케이션 및

특정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전송 둘 다를 식별하는 테이블(이하에서 "ID 테이블"이라 칭함)을 관리함으로써 구현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된 특정 식별자들은, 임의의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및 전송 식별자들이 그들 사이에 상관성이 주어지는

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가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전송 관계는 MQ에 의해 주어진 고유 ID를 이용하여

식별된 어플리케이션과 전송 프로토콜 인스턴스의 식별자를 이용하여 식별된 전송을 연관시킴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다

른 어플리케이션 및 전송 식별자들도 이하에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것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MQ가

전송 계층으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할 때, MQ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로 메시지가 보내지는지를 판단

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전송 식별자들의 저장 관계를 액세스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MQ, 혹은 적어도 동일한 MQ

를 통신 채널의 양단에서 가져야 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및 전송 식별자들 사이의 관계를 제공하는 한 요소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5의 실

시예에서, 어플리케이션 A 인스턴스 1(500) 및 어플리케이션 A 인스턴스 2(502)를 포함하는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 인스

턴스들이 보인다. 전송 프로토콜 인스턴스 1(504) 및 전송 프로토콜 인스턴스 2(506)를 포함하는, 두 전송 프로토콜 인스

턴스들이 도시된다. MQ(508) 역시 수신하는s 어플리케이션들로의 메시지 발송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MQ

(508)의 논리적 위치는 어플리케이션과 전송 인스턴스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두절시키지 않는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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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메시지 전송을 위해 어플리케이션 및 전송d 식별자들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다음부터 메시지의 타겟(가령, 서

버, 다른 단말 등)이 최초에 메시지를 보낸 어플리케이션이나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에 응답할 때 알맞은 어플리케이션 또

는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 5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어플리케이션 및 전송 식별자들의 관

계는 로컬 ID 테이블(510)을 사용해 관리된다. 따라서 ID 테이블(510)은 적어도 메시지가 보내질 때 사용된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 및 전송 식별자들의 엔트리들을 관리하고, 메시지 전송에 사용된 해당 어플리케이션 및 전송 식별자들 사이의 관

계를 관리한다.

도 6은 어플리케이션 및 전송 식별자들 사이의 관계가 관리되는 일실시예를 도시한 다이어그램이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ID 테이블(600)이 구현된다. ID 테이블(600)은 하나 이상의 테이블 엔트리들(602, 604, 606, 608)에서 미확정 넘버의 엔

트리들(610)까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ID 테이블(600)의 일실시예에서, 어플리케이션 ID(612) 및 전송 ID(614) 사이의 관

계만이 관리된다. 어플리케이션 ID(612)에 대해, MQ는 그 어플리케이션 또는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에 대한 고유 식별자

를 생성하거나, 운영 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 경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넘버와 같은 임의의 가능한 식별자

를 사용한다. 전송 ID(614)에 대해, MQ는 운영 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 경우 전송 프로토콜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넘버와

같은 임의의 가능한 전송 식별자나, 전송 계층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소켓 넘버를 사용한다. 그러면 특정 메시지에 대해,

어플리케이션 ID(612) 및 전송 ID(614)를이용해 ID 테이블(600) 안에 하나의 엔트리가 생성된다. 예를 들어, 엔트리(602)

는 APP-PROCESS#616이라고 표시된 어플리케이션 ID(612)와 SOCKET#618이라고 표시된 전송 ID(614)의 관계를 포

함하게 된다. 식별자들(614, 618)의 이러한 관계는 보관되고, 이어서 응답 메시지가 보내지는 알맞는 어플리케이션/어플

리케이션 인스턴스의 식별에 사용된다.

따라서 MQ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특정 전송과 연결시키는 테이블(600)을 관리한다k. 일실시예에서, 그 테이블은 가능한

한 운영 시스템의 사양과는 무관하도록 구성된다. 메시지가 보내질 때, MQ는 어플리케애션에 대해 지엽적으로 고유 ID

(612)를제공하고, 이 고유 ID는 테이블에 저장된다. 고유 ID는 MQ에 의해 생성되어, 그 MQ가 가능한 하나(가령, APP-

PROCESS#616)를 포함하는 경우 프로세스 식별자가 되거나, 어플리케이션의 다른 고유 식별자가 될 수 있다. 대응하는

전송 ID(614) 역시 테이블(600)에 저장되어, 환경에 의해 무엇이 지원되느냐에 따라, TCP 또는 UDP 소켓 넘버, 또는 프

로세스나 스레드와 같은 전송 고유의 식별자를 이용해 얻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ID-테이블(600)(또는 다른 데이터 구조)은 사용된 식별자들의 성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 ID 타입(620) 및/또는 전송 ID 타입(622)가 테이블(600) 엔트리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

또는 전체에 대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 ID 타입은 MQ에 의해 생성된 고유 ID, 프로세스 넘버, 또는 기

타 유사한 지시자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송 ID 타입(622)도 소켓 넘버, 포트 넘버, 세션 식별자, 프로세스 넘버, 스레드

넘버, 또는 기타 유사한 지시자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영 시스템들 중 일부 타입들은 TCP 프로세스를 고유하게 식별하

는 TCP 소켓 넘버들을 리턴한다. 이 TCP 소켓 넘버는 전송 ID(614)로서 사용될 수 있고, 그러면 전송 ID 타입(622)은 소

켓 넘버, 또는 보다 특정하여 TCP 소켓 넘버일 수 있다. 운영 시스템에 따라, MQ가 소켓 넘버가 아닌 전송 프로세스/스레

드 자체의 식별자와 같이, 전송에 관련된 어떤 다른 식별자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도 6에 도시된 것들 이외의 다른 부가적 필드들이 ID 테이블(600)과 관련될 수 있다. 또, 그러한 식별자들의 관계는 본질적

으로 "테이블"일 필요가 없다. 그보다, 적절한 식별자들 사이의 그러한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임의의 데이터 구조 또는 링

크 사양이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링크, 포인터, 링크된 리스트, 어레이 등이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들 및

논리적 연결 식별자들(가령, 전송 식별자들) 사이에서 요구되는 관계를 설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 7은 통신 당사자 가운데 한쪽만 MQ를 이용할 경우 ID 테이블을 구축하는 방식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7

의 예에서, 어플리케이션 A 인스턴스 1(702), 어플리케이션 A 인스턴스 2(704), 및 어플리케이션 A 인스턴스 3(706)을

포함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세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이 단말기(700)와 결부된다. MQ(708)는 단말기(700)에서 어플리

케이션 인스턴스들과 전송 계층(710) 사이에 논리적으로 제공된다. MQ(708)와 관련된 것이, 상술한 바와 같이 어플리케

이션 및 전송 식별자들의 관계를 저장하는 ID 테이블(712)이다. 도시된 예에서 통신의 상대편은 이 예에서 서버(714)가 되

는 다른 통신 장치를 포함한다. 서버(714)는 서버 어플리케이션(716)을 포함하고, 옵션사항으로서, 서버 어플리케이션

(716)과 전송 계층(720) 사이에 논리적으로 제공된 MQ(718)를 포함한다. 통신 채널을 따라 다양한 네트워크 요소들(724)

에서 전송 계층(722)이 존재할 수 있다.

동작시, 어플리케이션 또는 어플리케이션 A 인스턴스 1(702)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702)가 MQ(708)의 서비스

를 호출할 수 있다. 그럴 때,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702)는 목적지를 식별한다. MQ(708)는 TCP 소켓, UDP 소켓 등과 같

은 전송을 활용한다. 운영 시스템 또는 전송 계층(710)은 일반적으로 전송 채널과 관련된 식별자의 어떤 타입을 리턴하며,

이것은 소켓 넘버,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 식별자등일 수 있다. 예를 들어, UNIX 타입 운영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TCP 프로

세스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TCP 소켓 넘버를 리턴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식별자는 전송 프로세스 자체와 관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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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MQ(708)는 어플리케이션 넘버(가령, "ID_application") 및 전송 식별자(가령, "ID_transport") 모두를 ID 테이블

(72)에 기입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전송이 소켓 넘버를 사용해 식별되느지 프로세스 넘버를 이용해 식별되는지를 나타내

는 전송 타입과 같은, 식별자의 성질에 속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요구되거나 바람직할 수 있다. 테이블(712)은 어플리

케이션(702)이 자신의 마지막 종료를 나타낼 때까지, 또는 사용 없이 어떤 소정 기간이 만료되거나, 어떤 다른 소정 이벤트

가 발생할 때까지 유지된다.

메시지(726)가 서버 어플리케이션(716)으로부터 도착할 때, MQ(718)의 서비스를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달리, 서

버(714)가 MQ(718)를 이용은 하지만, MQ(708)와 같은 종류는 아닐 수도 있고, MQ(718)에 의해 사용되는 임의의 특정

프로토콜 또는 패킷 헤더들이 MQ(708)에서는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도시된 예에서, 메시지(726)는 어플리케이션 인스

턴스들 가운데 적합한 하나(702)로 메시지 페이로드(728) (및 표준 헤더)를 보내기 위해 임의의 특정적이거나 독과점적

헤더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MQ(718)의 서비스들이 이용되지 않았었을 것이다.

메시지(726)가 (MQ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은) 다른 통신 단으로부터 도달할 때, MQ(708)는 어느 소켓 또는 프로세스로부

터 메시지가 수신되는지를 판단한다. 그리고나서 MQ(708)는 ID 테이블(712)을 찾아, 메시지가 수신되었던 소켓을 ID 테

이블(712)의 전송 식별자들과 비교한다. ID 테이블(712)에서 부합되는 소켓 위치를 확인하였으면, 관련 어플리케이션 프

로세스/인스턴스가 정해질 수 있다. 도 7의 예에서, 관련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는 어플리케이션 A 인스턴스 1(702)을 식

별할 것이다. 그러면 메시지는 적합한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로 보내지거나, 아니면 MQ(708)와 관련된 큐에 저장될 수 있

다(가령,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가 일시정지중일 때).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메시지들이 전송되는 방식의 일실시예를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이다. 이 실시예는, 다른 장치(가령

도 8에서 서버)로 통신을 개시하고 그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령, 도 8에서 모바일 단말기)의 관점으

로부터 통신을 기술한다. 따라서, 모바일 단말기의 모듈들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스턴스(800), 메시지 큐(MQ)(802)

, 전송 프로토콜 프로세스/인스턴스(804), 및 어플리케이션 ID들과 전송 ID들을 상관시키는데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806)

를 포함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사용된 데이터 구조는 ID 테이블(806)이다.

도 8의 메시지 흐름(flow)은 어플리케이션(800)이 MQ(802)의 서비스들을 호출하는 단계(808)를 포함한다. 이러한 호출

시, 어플리케이션은 메시지의 목적지를 식별한다. 보다 자세히 말하면, 어플리케이션(800)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

터페이스(API)를 통해 MQ를 호출할 수 있고, 타겟 호스트, 어플리케이션, 및 아마도 프로토콜까지도 식별할 것이다. 어플

리케이션이 사용될 고유한 식별자를 지명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MQ(802)는 고유한 어플리케이션 ID를 어플리케이션

(800)으로 리턴한다(810단계). 어플리케이션이 첫번째로 ID를 지명했으면, MQ는 그 ID를 리턴하기 전에 그 ID가 고유한

것인지를 체크할 수 있다. MQ(802)는 또한 전송을 초기화하고(812 단계), 이것은 전송부(804)가 전송 ID를 리턴하게(814

단계) 만든다. 일실시예에서, 이것은 MQ(802)가 프로토콜에 관해 결정하고 프로세스를 분기시키는 동작을 수반하게 한

다. 이에 응하여, 프로세스 넘버, 소켓 넘버 등이 리턴된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ID 및전송 ID 모두를 가지게 된 MQ(802)는,

이 정보를 ID 테이블(806)에 쓰거나(816 단계), 어플리케이션 ID/전송 ID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h 저장한다. 어플리케이션

(800)은 메시지(들)을 MQ(802)로 전송한다(818 단계). MQ(802)는 ID 테이블(806)로부터 전송 ID를 요청하고(820 단계)

, 그러면 ID 테이블(806)이 전송 ID를 MQ(802)로 리턴하여(822 단계), 메시지(들)을 그 전송 프로세스로 보내는(824 단

계) 것을 도모하도록 한다. 이와 달리, MQ(802)가 전송 ID의 앞선 리턴(814 단계)으로부터 전송 ID를 이미 포함하고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부가적 요청(820 단계) 및 리턴(822 단계)는 필요로 되지 않는다.

ID 테이블(806)은 이제 어플리케이션(800)을 통해 보내진 메시지(들)의 어플리케이션 ID 및 전송 ID의 관계를 갖추게 된

다. 응답 메시지가 다른 통신 단으로부터 수신될 때(826 단계), MQ(802)는 메시지가 수신되었던 소켓/프로세스로부터 판

단할 수 있다. MQ(802)는 ID 테이블(806)로부터 전송 iD를 요청하고(828 단계), 그러면 ID 테이블(806)이 전송 ID를 MQ

(802)로 리턴한다. 발견된 소켓/프로세스 및 리턴된 전송 ID(즉, 소켓, 프로세스 등)를 이용해, MQ(802)는 그 응답 메시지

를 적절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스턴스(800)로 보낼 수 있다(832 단계).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여러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로/로부터의 메시지들이 통신되는 방식을 도시한 메시지 흐름도이

다. 도 9의 설명을 위해, 단말 어플리케이션의, 두 인스턴스들인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 1(900) 및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

2(902)의 존재를 전재하고, 이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이 단말과 서버 사이에 독과점적 메시지들을 이용한다고 전제하

자.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은 책 보관(bookkeeping) 소프트웨어와 같은, 임의 타입의 어플리케이션의 여러 인스턴스들

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특수한 예에서, 전송 프로토콜(906)은 UDP일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은 항상 UDP 포트 넘버

"1234"를 전제한다. 그러면 단말 사용자는 동시에 실행되는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을 가지며, MQ(904)가 그

단말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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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 1(900)는 함수 호출을 통해 메시지를 MQ(904)로 전송한다(908 단계). 이러한 메시지 호출의 예

가 아래의 예 1에서 보여진다:

예 1) send_message(udp, 102.233.242.202, 1234, message)

MQ(904)는 그 함수 호출을 수신하고, 고유 ID "1001"을 제공하고(910 단계), 이 값을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 1(900)로

리턴한다(912 단계).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 1(900)는 ID "1001"을 디스크 등에 저장하는 것과 같이 저장하고

(914 단계), 정지 상태로 가게 된다. MQ(904)는 UDP 소켓을 IP 호스트 "102.233.242.202"와 UDP 포트 "1234"로 호출

하고(916 단계) UDP 소켓 넘버 "111"을 수신한다(918 단계). MQ(904)는 새로운 엔트리를 ID 테이블(922)로 저장한다

(920 단계). 그러한 엔트리의 예가 아래의 표 1에 보여진다:

[표 1]

어플리케이션ID_타입 어플리케이션 ID 전송ID_타입 전송 ID

자체_ID 1001 소켓넘버 111

MQ(904)는 그 메시지를 서버(926)와 통신할 UDP 소켓으로 전송한다(924 단계).

유사한 단계들이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 2(902)에 대해 반복된다. 자세히 말하면,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 2(902)

는 함수 호출을 통해 MQ(904)로 메시지를 전송한다(930단계). 그러한 메시지 호출의 예가 이하의 예 2에 보인다:

예 2) send_message(udp, 102.233.242.202, 1234, message)

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 2(902)에 의해 전송된 메시지 호출은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 1(900)에 의

해 전송된 메시지 호출과 동일하다. MQ(904)는 그 함수 호출을 수신하고, 고유 ID "1002"를 제공하고(932 단계), 이 값을

f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 2(902)로 리턴한다(934 단계).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 2(902)는 그 ID "1002"를 저장하

고, 정지 상태로 가게 된다. MQ(904)는 IP 호스트 "102.233.242.202" 및 UDP 포트 "1234"로 UDP 소켓을 호출하고(938

단계), UDP 소켓 넘버 "112"를 수신한다(940 단계). MQ(904)는 새로운 엔트리를 ID 테이블(922)에 저장한다. 이러한 엔

트리의 예가 이하의 표 2에 보여진다:

[표 2]

어플리케이셔냥_탕입 어플리케이션 ID 전송ID_타입 전송 ID

자체_ID 1002 소켓 넘버 112

MQ(904)는 서버(926)와 통신할 UDP 소켓으로 메시지를 전송한다(944 단계).

서버(926)는 두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900, 902) 모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고 응답을 처리한다. 서버(926)는 도시

된 바와 같이(946, 948 단계들) 단말로 그 응답을 다시 보낸다. 그 응답들은 임의의 순서로 다시 보내지며 이들이 수신된

순서로 보내질 필요는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MQ(904)는 UDP 소켓(111)으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한다(950 단계). ID 테이

블(922)이 검색되고(952, 954 단계), MQ(904)는 메시지가 "1001"이라는 고유 ID를 가진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되었음을

판단한다. MQ(904)는 그 어플리케이션 ID 넘버를 가진 메시지를 저장한다(956 단계).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 1

(900)를 작동시킨다(958 단계). 어플리케이션은 디스크로부터 어플리케이션 ID를 검색하고(960 단계), "get_message

(1001)" 함수 호출을 이용하는 등에 의해, 가능한 메시지들에 대해 MQ(904)를 체크한다(962 단계). MQ(904)는 그 요청

을 수신하여 메시지를 리턴한다(964 단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 2(902)는, UDP 소켓(112) 및

"1002"라는 고유 ID를 사용해 MQ(904)로부터 자신의 메시지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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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서로 다른 프로토콜들 및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구조 계층들과 관련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본 발명의 이해를 수월히 하기 위해 전송 식별자가 기술되었지만, 메시지가 통신되는 구조적 계층에 따라 다른 논리적 접

속 식별자들 역시 적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프레젠테이션 계층, 세션 계층, 네트워크 계층 등과 같은 다른 계층에서 발생

된 메시지 전송에도 동등하게 적용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프로세스 식별자들 및 논리적 접속 식별자들의 관계를 제

공하여, 궁극적으로 응답 메시지들을, 심지어는 그 프로세스가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동작하지 않거나, 논리 접속r 식별

자가 전송 계층에 있을 때에도 그 프로세스로 다시 위치 및 보내지게 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어플리케이션들 간 메시지 전송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의 흐름도이다. 어플리케이션

ID들과, 전송 ID들과 같은 대응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논리 접속 ID들이 얻어진다(1000 단계). 따라서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ID는 아웃바운드 메시지가 보내질 소켓, 포트, 세션 등에 해당한다. 논리 접속 ID들은 그들 각자의 어플리케이션

ID들에 의해 식별가능한 어플리케이션들로부터의 메시지 전송과 관련된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ID들과 대응하는 이들의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ID들의 관계가 설정된다(1002 단계). 예를 들어, 그 관계는 관련 어플리케이션 ID들과 연결 ID들을

ID 테이블에 입력시킴으로써 설정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들에 의해 전송된 메시지들에 응답하는 인바운드(inbound) 메

시지들이, 인바운드 논리 접속 ID에 대응하는 아웃바운드 논리 접속 ID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ID를 가진 어플리케이션으

로 보내진다(1004 단계). 예를 들어, 다른 장치(가령 서버)로부터 수신된 메시지가 인바운드 전송 ID와 매치하는 ID 테이

블 내의 아웃바운드 전송 ID와 링크된 어플리케이션 ID를 포함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진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

르면, 이러한 동작들은 MQ에 의해 적어도 일부가 행해진다.

도 11은 복수의 어플리케이션들 가운데 응답 메시지의 타겟인 한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의 흐름도이다. 어플

리케이션 식별자 및 아웃바운드 전송 ID가 수신된다(1100 단계). 이와 관련해, 어플리케이션 ID의 수신은 MQ에서의 고유

ID 생성을 수반하거나, 이와 달리 프로세스 넘버와 같이 MQ에서 사용가능한 고유 ID를 수신하는 것을 수반할 수 있다. 어

플리케이션 ID와 아웃바운드 전송 ID의 관계가 상술한 어떤 방식에 따라 생성된다(1102 단계). 들어오는 메시지와 관련된

인바운드 전송 ID가 수신된다(1104 단계). 이전에 생성된, 어플리케이션 식별자와 아웃바운드 전송 ID들의 관계를 이용해

타겟 어플리케이션이 식별된다(1106 단계). 예를 들어, 인바운드 전송 ID가 ID 테이블 안에서 아웃바운드 전송 ID와 매치

되고(1108 단계), 이 관계로부터, 어플리케이션 ID가 정해질 수 있다(1110 단계).

본 발명은 네트워크 또는 다른 접속을 통해 통신할 수 있는 임의 타입의 장치 내 어플리케이션들로/로부터의 메시지들을

통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데스크탑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랩탑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컴퓨팅 시스템 등의 컴퓨팅 장치들을 포함한다. 상기 컴퓨팅 장치들에는 컨텐츠 서버, 스토

리지 서버,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를 위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센터(MMSC),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를 위한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센터(SMSC), 또는 인터넷 등과 같이 네트웍을 통해 다른 시스템 및 장치들과 통신할 수 있는

임의의 기타 네트워크 요소 등의 네트워크 서버들이 포함된다. 이 장치들은 또, 긍극적으로 유선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네트워크 액세스가 이뤄지는 모바일 장치들 역시 포함한다. 이 모바일 장치들

은 무선/셀룰라 전화, 퍼스널 디지털 정보장치(PDA), 또는 다른 무선 핸드셋뿐 아니라 무선 통신을 할 n 있는 포터블 컴퓨

팅 장치들과 같은 임의의종류의 무선 장치들일 수 있다. 유선 및 모바일 장치들은 컴퓨팅 회로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일

반적인 장치 동작뿐 아니라 본 발명에서 제공되는 기능까지 제어 및 관리한다.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EH는 이들

의 결합형태가 여기 개시된 다양한 MQ 및 링크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동작을 수행할 수 있

는 전형적인 모바일 단말 컴퓨팅 시스템의 예가 도 12에 도시된다. 이 기술분야의 당업자라면 예시된 모바일 컴퓨팅 환경

(1200)은 단지 그런 모바일 장치들과 연관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능들의 전형일 뿐이라는 점과, 유선 컴퓨팅 시스템들 역

시 이와 마찬가지로 상기 동작들을 수행할 컴퓨팅 회로를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MQ 기능을 수행하기 적합한 전형적 모바일 컴퓨팅 구성(1200)은 여러 상이한 타입의 무선 장치들과 관련

될 수 있다. 전형적 모바일 컴퓨팅 구성(1200)은 마이크로프로세서, 감축 명령 집합 컴퓨터(RISC), 또는 기타 중앙 처리 모

듈 등과 같은 프로세싱/제어 유닛(1202)을 포함한다. 프로세싱 유닛(1202)은 단일 장치일 필요가 없으며, 하나 이상의 프

로세서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세싱 유닛은 마스터 프로세서와, 그 마스터 프로세서와 통신하도록 연결된 관

련 슬레이브 프로세서들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세싱 유닛(1202)은 프로그램 스토리지/메모리(1204)에서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의해 지시되는 것과 같은 모

바일 단말의 기본 기능들을 제어한다. 따라서, 프로세싱 유닛(1202)은 본 발명과 관련된 MQ 링크 및 어플리케이션 프로세

스/인스턴스 식별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프로그램 스토리지/메모리(1204)는 운영 시스템과, 모바일

단말기 상의 기능들과 어플리케이션들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모듈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스토리지

는 하나 이상의 롬(ROM), 플래시 롬, 프로그래머블 및/또는 이레이저블(erasable) 롬, 램(RAM), 가입자 인터페이스 모듈

(SIM), 무선 인터페이스 모듈(WIM), 스마트 카드, 또는 기타 착탈가능 메모리 장치 등에서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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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스토리지/메모리(1204)와 결부된 프로그램 모듈들이 비휘발성의 전기적 이레이저블, 프로그래머블

롬(EEPROM), 플래시 롬, 등에 저장되어, 그 정보가 모바일 단말의 전력 차단 시에도 소실되지 않도록 한다. 일반적인 모

바일 단말 동작 및 본 발명에 따른 동작들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및 매개적 무선 네트워크(들)과 같

은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들을 통해 전기적으로 다운로드 되는 것과 같은 데이터 신호들을 통해 모바일 컴퓨팅 장치(1200)

로 전송될 수 있다.

프로세서(1202)는 모바일 단말과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1206) 소자들과도 연결된다. 모바일 단말의 사용자 인터페이

스(1206)는, 가령 액정 디스플레이 등의 디스플레이(1208), 키패드(1210), 스피커(1212), 및 마이크(1214)를 포함할 수

있다. 이들 및 이들 외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성분들은 이 분야에 알려진 것과 같이 프로세서(1202)에 연결된다. 음성 명령,

스위치, 터치 패드/스크린, 포인팅 도구, 트랙볼, 조이스틱, 또는 어떤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그래

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커니즘들이 사용될 수 있다.

모바일 컴퓨팅 장치(1200)는 또, 무선 전송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 회로를 포함한다.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SP)(1216) 사

용되어, 아날로그-디지털(A/D) 변환, 디지털-아날로그(D/A) 변환, 음성 코딩/디코딩, 암호화/해독화, 에러 검출 및 정정,

비트 스트림 해석, 필터링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테나(1220)와 연결된 트랜시버

(1218)가 외부로 나가는 무선 신호들 송신하고, 무선 장치와 관련된 입력되는 무선 신호들(1224)을 수신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MQ 기능은 가령 운영 시스템이나 소프트에어 구조 안에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1202)

가 프로그램 스토리지/메모리(1204) 안에 저장된 프로그램 모듈들의 지시하에서 MQ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

션들(1226) 및 MQ(1228) 프로그램들이 스토리지/메모리(1204) 안에 저장될 것이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

스(API)(1230)이 사용되어 MQ(1228)와 어플리케이션들(1226) 사이의 메시지 전송을 촉진할 수 있다. 프로그램 스토리

지/메모리(1204)는 ID 테이블(1232)로 도시된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ID들과 전송 ID들에 대해 생성된 관계 역시 저장할

수 있다.

도 12의 모바일 컴퓨팅 장치(1200)는 본 발명의 원리가 적용될 컴퓨팅 환경의l 전형적 예로서 주어진 것이다. 여기 제시된

설명으로부터, 이 분야의 당업자는 본 발명이 현재 알려져 있거나 앞으로의 다른 다양한 모바일 및 유선 컴퓨팅 환경들에

도 동등하게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데스크탑 컴퓨팅 장치들이 이와 유사하게 프로세서,

메모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통신 회로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가 통신될 수 있

는 어떠한 알려진 컴퓨팅 구조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여기 제시된 설명을 이용해, 본 발명은 표준 프로그래밍 및/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이용해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펌웨

어, 하드웨어, 또는 그들의 임의 조합형태를 만듦으로써 머신, 프로세스, 또는 제조물로서 구현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가

능 프로그램 코드를 구비한 임의의 결과적 프로그램(들)이 디스크, 광디스크, 착탈가능 메모리 장치, 램, 롬, PROM 등의

반도체 메모리 상에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과 관련된 기능들을 수행할 코드를 포함하는 제조물은 임의의 컴퓨터 사용

가능 매체, 또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임의의 전송 매체에서 영구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매체 전송은, 반드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선/라디오 웨이브 통신 네트워크, 인터넷, 인트

라넷, 전화/모뎀 기반 네트워크 통신, 하드-와이어드/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위성 통신, 및 기타 정지 또는 모바일 네트워

크 시스템/통신 링크들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 여기 개시된 설명으로부터, 이 분야의 당업자라면 적절한 범용 또는 특수

용 컴퓨터 하드웨어를 상술한 것과 같이 생성된 소프트웨어와 결합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및 장치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본 발명의 전형적 실시예에 대한 설명은 예시 및 설명의 목적으로 주어졌으며, 개시된 바로 그 형태로 본 발명을 한

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상기 개시된 내용에 비춰 다양한 변형과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상세

설명으로 제한되지 않고, 부가된 청구항들로부터 판단되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이하의 도면들에서 도시된 실시예들과 관련되어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전형적 네트워킹 환경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2는 계층적 소프트웨어 구조 안에서의 메시지 큐의 구조적 배치의 전형적 예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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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는 어떤 메시지 큐도 사용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및 전송 인스턴스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블록도이다.

도 3b는 메시지 큐들이 활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전송 인스턴스들 사이의 전통적 관계의 붕괴를 도시한 블록도이

다.

도 4는 통신의 양단 모두에서 메시지 큐들을 활용함으로써, 도 3b에 예시된 붕괴를 고려한 한가지 방법을 보인 블록도이

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및 전송 식별자들 사이의 관계 제공을 위한 일실시예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및 전송 식별자들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는 일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7은 통신 당사자들 중 오직 한 쪽만이 MQ를 이용하는 ID 테이블 구축 바식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메시지들이 통신되는 방법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메시지 흐름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여러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로/로부터의 메시지들이 통신되는 방법을 도시한 메시지 흐름도이

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어플리케이션들 사이에서 메시지 통신을 수월히하는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11은 복수의 어플리케이션들 가운데 응답 메시지의 타겟이 되는 한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전형적 모바일 단말 컴퓨터 시스템을 도시한 것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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