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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운영체제의 자동 설치 및 구성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네트워크에서 적어도 하나의 서버 컴퓨터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상에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제품 및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상기 방법은 관리자에 의해 제공되는

툴을 이용하여, 최종 사용자에 의해 사이트상에서 설치가 개시되고 수행되는 풀 배치(pull deployment) 모델에 근거한다.

선정된 머신 기능에 따라, 생성 프로세스는 설치를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갖는 소스 파일을 생성하는데, 파라미터들은

중앙 구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응답 파일들이 그 다음에 생성된다. 시스템은 설치 프로세

스를 추적하고 성공 및 실패 여부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보고하도록 해준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운영 체제, 자동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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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소프트웨어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운영 체제의 원시적인 무인(pristine, unattended) 설

치 및 구성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기업의 운영에는 운영체제, 제품 및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들을 자동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의 모든 시스템들이 동일한 운영 체제 수준에 있으며 각각의 개별 구성 유형이 동일한 제품 코드 레벨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광범위한 기업 배치 프로세스의 일부인 초기 설치는 시스템 관리자가, 무인 설치 모드에서, 운영체체 또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신규 서버 및 신규 워크스테이션들을 네트워크에 추가시키는 공지된 프로세스이다.

무인 또는 초기 설치는 소유 총 비용(Total Cost of Ownership: TCO) 요소를 줄이는 핵심이다. 관리 시스템이 점차적으

로 복잡해짐에 따라, 초기 설치 배치 방법은 정보 기술 서비스의 붕괴를 줄이고자 하는 비스니스 또는 기업에 핵심이 되고

있다. 다른 조직들은 동작 붕괴에 대한 특정 조건 및 처벌을 부과하는 서비스 레벨 계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

의 압력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직들의 경우에, 사건 해결 시간은 극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오늘날, 소규모 LAN상의 응답 파일들을 이용함으로써, 기술자들은 개별 컴퓨터로부터 무인 설치 셋업을 실행시킬 수 있

다. 이러한 설치에서, 응답 파일들은 운영 체제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선택사항들을 제공하는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

는 수동으로 입력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설치 제어는 프로세스를 착수한 기술자에 의해 수행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IT 요

구사항은 오늘날 시장 환경에서 매우 급속한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더 잘 충족

시킬 수 있도록 툴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적인 이노베이션 및 노력을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이제까지, 플랫폼에 따라 달라지는 운영체제를 로드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및 방법들이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의 유인 또

는 무인 설치에 적용되었다. 시장에서는, 인스털쉴드사(Installshield Corp.), 와이즈사(Wise Corp), 티볼리 시스템즈 인크

(Tivoli Systems Inc Corp.), 아이비엠사(IBM Corp) 및 마이크로소프트사(Microsoft Corp.)의 제품 등이 마이크로소프

트사의 Windows NT, 아이비엠사의 OS/2,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indows 95, UNIX 또는 AIX 운영체제들을 설치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들 제품들은 무인 설치를 수행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반면에, 단지 일부 운영

체제들의 설치만을 제공하거나, 무인 설치 파라미터 생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세스의 중앙제어 또는 명령어 라인의 출

구(exits)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존 시스템의 공통적인 단점은 운영 체제의 무인 설치와 구축하고자 하는 머신의 소정의 구성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최종 사용자는 무인 설치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숙련되어 있어야만 한

다. 또한, 신규 머신이 구축될 때마다 모든 파라미터들을 재입력해야만 한다.

Dean 등의 미국 특허 제6,202,206호는 다수의 서버 및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서 프로그램, 세팅 및 구

성을 설치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제1 서버에 설치될 모든 프로그램들을 미리 로드하는 단계와, 선택된 컴포넌트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일련의 키스트로크 및 커서 입력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해결방법은 사용자가

설치될 컴포넌트 및 프로그램들을 선택할만큼 충분히 숙련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공지된 시도들은 로딩되는 소프트웨어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기 위한 시

스템을 제공하고, 어떠한 제품이 성공적으로 설치되어 구성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부족하다.

더욱이, 공지된 어떠한 방법도 일단 운영체제가 적합하게 로딩된 후에 배치팀으로 하여금 부가적인 제품들의 설치 및 구성

을 자동화시키고 제어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명령어 라인 및 중앙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어떠한 것도 운영체제를 적합하게 로딩하는데 필요한 사용자 입력을 최소화시켜주는 프로파일링

(profiling)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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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단의 프로파일에 근거하여, 서버 또는 워크스테이션의 무인 설치를 수행해주는 새로운 시스템 및 방법이 필요하

다. 또한, 서버 또는 워크스테이션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추적하고, 제품 설치 및 구성의 복잡함으로부터 최종 사용자를

분리해주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원 발명의 목적은 운영체제의 초기 설치에 대한 현행 시스템 및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중앙 리포지터리(repository)에 의해 제어되는 머신 프로파일링 메커니즘에 따라 운영 체제 또는

임의의 필요한 제품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머신들이 처음 구축된 후에 이들을 자동 갱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배포 제품들과 통합되는 해결

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서버 또는 워크스테이션의 상태를 그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해결

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최종 사용자를, 운영 체제 파라미터들(디폴트 라우터, 비디오 드라이버 등)과 같은 상세한 구현사

항 또는 제품 구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다른 운영 체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이식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서버 또는 워크스테이션상에 소프트웨어의 초기 설치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방법은 풀 배치(pull

deployment) 모델에 근거한 것으로서, 설치는 관리자에 의해 제공되는 툴들을 이용하여 최종 사용자에 의해 사이트상에

서 트리거되어 수행된다. 선정된 머신 기능에 근거하여, 본 발명은 설치에 필요한 모든 파라미터들을 갖춘 소스 파일을 생

성하는 생성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파라미터들은 중앙 구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네트워크의 임의의 워크스테이션

또는 서버의 초기 설치에 필요한 응답 파일들이 생성된다. 개시된 시스템은 설치 프로세스를 추적하고 그의 성공 및 실패

여부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보고하도록 해준다.

더욱이, 본 발명은 지정된 기능에 근거하여 타겟 머신의 초기 로드를 개시하도록 해당 머신을 부팅하기 위한 표준 지원장

치(플로피 디스크, 시디롬, 광 시디롬 또는 기타 저장장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장치는 기본적으로 서버로부터 설치 파

일들을 가져와서(pull) 필요한 운영체제, 특정 구성 및 각각의 머신에 연관된 모든 기타 제품 또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설치

한다.

시스템 관리자의 역할은 운영 체제 및 각 특정 기능을 위한 제품들의 설치를 자동화시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응용은 특정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개시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들로써 운영체제 및 제품들의 초기 설치를 제어한다.

배치의 중앙 제어를 제공한다.

머신의 저장소 및 이에 연관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추적한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설치, 구성 및 실행 세부사항들로부터 사용자를 분리시킨다.

머신 구축을 위해 중앙 리포지터리에 연결할 필요성을 방지해준다.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의 필요성을 없애준다.

머신의 기본 레벨이 충족되도록 보장한다.

배치 비용을 절약하고 배치 시간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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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임의의 위치에 있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모든 머신들의 중앙 구축 또는 한 사이트에 개별 머신의 로컬 구축을 가

능하게 해준다.

머신이 임의의 횟수만큼 재구축될 수 있도록 해준다.

유일한 제어 시스템 하에서 소프트웨어 배포 및 초기 설치를 통합시켜준다.

상기 방법이 상이한 운영 체제 및 데이터베이스에 이식될 수 있도록 해준다.

네이밍(naming) 표준의 이행을 시행한다.

본 발명은 네트워크내의 하나 이상의 서버 컴퓨터들에 연결된 하나 이상의 최종 컴퓨터들상에,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제

품 및 어플리케이션들을 포함하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전술한 목적 및 기타 목적들을 달성

한다. 본 발명은, 중앙 리포지터리에 패키지 및 하나 이상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의 식별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식별 데이터에 근거하여 중앙 리포지터리로부터 상기 패키지를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서버 컴퓨

터상에서 상기 식별 데이터에 근거하여 설치 프로그램 및 이에 연관된 응답 파일들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패키지를 상

기 최종 사용자 컴퓨터상에 설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식별 데이터는 최종 사용자 컴퓨터가 설치된 장소에 관한 위

치 정보와 최종 사용자 컴퓨터가 네트워크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적어도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 및 이를 이용한 바람직한 모드, 본 발명의 더 나아간 목적 및 장점들은 첨부된 도면과 함께 예시적인 실시예에 대

한 이하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함으로써 가장 잘 이해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구조 및 주요 구성 요소들을 도시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패키지 관리 프로세스의 흐름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른 클래스 기능(Class Function) 정의에 대한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른 기능 정의 프로세스의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른 위치 정의 프로세스의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른 하드웨어 클래스 정의의 흐름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른 하드웨어 정의의 흐름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른 패키지 정의의 흐름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른 워크스테이션 정의의 흐름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응답 파일들을 생성하는 프로세스의 흐름도이다.

도 11은 도 10의 프로세스에 따라 수행되는 응답 파일 템플릿의 파일링(filing)을 설명한다.

실시예

본 발명을 서버 또는 워크스테이션 상의 초기 설치에 의한 사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제한적이라기보다

는 예시적이며, 본 발명이 일단 개시되면,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들은 다른 환경에서도 본 발명의 이용을 확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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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설명에서, 일부 용어들은 여러 유형이 구성요소들을 지정하기 위해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공지

된 일반적인 의미로 이용된다. 예를 들면, 용어 "서버","워크스테이션" 및 "머신"은 임의의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에 관하

여 이용된다.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관찰이 본 발명을 이끌었다. IT 설치상에서, 특정 구성으로 제품 설치를 요청하는 스태프(staff)(구

조 그룹)는 설치를 실현하는 스태프(제품 그룹)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구조 그룹과 제품 그룹 및 최종 사용자간의 유일한

연결은 하드웨어, 운영체제 및 특정 구성에 필요한 제품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에 의한(by-function)" 정의이다.

따라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기 이전에, "기능에 의한"을 포함하여 본 발명의 범용 개념들중 일부를 우선 설

명하고자 한다.

기능: 요구되는 운영 체제, 제품 및 어플리케이션들로 머신이 적합하게 구축된 후에 머신이 수행할 역할 또는 프로파일. 예

를 들어, 기능은 "SAP 클라이언트"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워크스테이션" 또는 "인터넷 브라우저"가 될 수 있다.

기능 클래스: 동일한 기능들의 그룹을 식별하는 기능 클래스.

기능 클래스 코드: 머신이 속하는 기능 그룹을 식별해주는 기능 클래스 코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기능 클래스 코드는 소

정의 운영체제에 머신의 범용 역할을 부가한 것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MS Windows NT SAP Server" 또는 "MS

Windows NT SAP Client"는 각각 SAP 서버 하드웨어 및 Windows NT 운영체제상에서 작동하는 SAP 클라이언트 하드

웨어를 각각 지정한다.

머신 명칭: 네트워크 환경내의 하나의 머신에 지정된 유일한 이름.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방법은 구축될 모든 머신(타겟

머신)에 대해 표준 네이밍 규약을 사용한다. 명칭은 머신이 설치될 사이트/위치를 지정하는 코드와, 머신의 기능을 지정하

기 위한 코드와, 각각의 머신에 연관된 번호를 포함한다. 설명상, 다음과 같은 네이밍 규약이 전체적인 기재를 위해 가정된

다. 바람직하게, 머신 명칭은 7개 문자 (VVVffnn)로 이루어지는데, 머신 명칭의 처음 3개 문자 'VVV'는 사이트 또는 위치

를 지정하고, 다음 2개의 16진수 'ff'는 기능 코드를 지정하고, 마지막 2개 10진수 'nn'는 머신 번호를 지정하며, 이에 의해

각각의 위치 또는 사이트에서 기능이 유일하게 된다.

이러한 특정 규약은 제한적이라기보다는 예시적이며, 위치 또는 사이트 명칭을 서브넷으로 변환하기 위해 변환 테이블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머신 명칭에 기하여, 머신 파라미터들을 구축하는데 다른 네이밍 및 인코딩 규약들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하의 리스트는 몇몇 다른 공지된 규약을 제공한다.

- IP 유형의 어드레스 이용: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한 "10.vvv.fff.nnn"

- 넷바이오스(Netbios) 명칭의 이용:'VVVPffnn'

- DB 명칭의 이용:'VVVBffnn;' 또는

- Mac 어드레스 이용: 제1 어댑터에 대한 '400000vvffnn'

여기서, VVV, ff 및 nn은 머신 명칭에 관하여 전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기능 코드, 사이트/위치 코드, 머신 번호를 인코

딩하는데 사용되는 문자 개수는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상이한 초기 설치 시

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에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제,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주요 구성요소가 도시된다. 중앙 리포지터리(104)의 저장영역인 구성 데이터베이스

(100)는 설치될 각각의 타겟 머신(112, 최종 사용자 워크스테이션 또는 서버)에 연관된 식별 데이터(패키지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정의/구성/파라미터들)를 저장한다. 구성 데이터베이스는 S/390 메인프레임상에 구현되는 DB2 데이터

베이스일 수 있으며, 이들 모두는 IBM사의 제품이다.

소프트웨어 배포 어플리케이션(이하, "SD 어플리케이션"(102)이라 함)을 구성 데이터베이스(100)의 전단부로서 이용하여

무인 설치중에 수행되는 상이한 동작들을 관리한다. 복수의 소프트웨어 배포 서버("SD 서버", 108-1, 108-i, 108-n)들이

중앙 리포지터리에 연결되어 타겟 머신(112)의 무인 설치 준비중에 생성되는 패키지와 모든 필요한 파일(운영 체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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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수신한다. 중앙 리포지터리에 연결된 소프트웨어 배포 패키징 구성요소("SD 팩(106)")에 의해 패키지를 생성하는

데, 이는 중앙 리포지터리(104)에 업로드된다. 부트 디스켓(110)은 타겟 머신(112)상에서 필요한 시스템을 시작시키기 위

해 이용될 수 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본 시스템은 하나의 SD 서버(108)와 최종 사용자 단말인 하나의 타겟 머신(112)를 위해 설명된다.

구성 데이터베이스(100)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치의 정의와, 그들의 구성 및 그들의 파라미터들을 저장한다. 구성

데이터베이스(100)는 일련의 데이터 구조를 바람직하게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테이블의 형태로 유지한다.

-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상이한 코드들(위치, 머신 상태, 전달 상태, 기능명 등)

- 기능 클래스(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서버 네트워크 등)

- 기능 파라미터(기본 운영 체제, 프로토콜, 제품 등)

- 기능을 위해 요구되는 패키지 및 그의 설치 규칙(수동/자동, 초기/갱신, 목적지, 등)

- 기능을 위해 요구되는 하드웨어

- 하드웨어 클래스(키보드, 비디오 모니터, 네트워크 어댑터)

- 패키지 정의 및 그의 전달 상태(업로드, 다운로드, 오류, 이용가능함 , 전송 등)

- 하드웨어 정의 및 그의 저장 상태

- 모든 머신들에 대한 정의, 그들의 파라미터들, 그들의 하드웨어, 그들의 패키지 및 머신간의 링크들.

구성 데이터베이스(100)는 SD 서버(108) 및 일단 다운로드된 시스템 패키지의 상태를 추적하는 것에 주목한다.

상기에서 언급된 SD 어플리케이션(102)은 몇가지 동작을 수행하는데, 구체적으로, 타겟 머신의 기능에 기초하여 타겟 머

신에 대한 상이한 구성들을 관리하고, 머신과 연관된 파라미터들을 관리 및 추적하고, 머신의 라이프 사이클(생성, 전환,

설치 등) 동안 머신을 추적하고, 프로세스가 로드되도록 트리거하고, 머신을 구성하고,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

어를 그들의 배포 상태(업로드, 다운로드, 오류, 이용가능함, 전송)로 관리하고, 마지막으로 SD 서버(108)로의 패키지 전

달을 관리한다.

SD 팩(106)은 패키지가 중앙 리포지터리로 일단 업로드되면 구성 데이터베이스(100)의 각각의 테이블을 갱신하는데 또

한 이용된다.

SD 서버(108)는, 운영 체제 파일에 부가하여, 비디오, 네트워크 어댑터 드라이버 및 무인 설치 제품들의 설치 스크립트를

또한 저장하는데, 이는 타겟 서버 또는 워크스테이션에 의해 실행될 것이다. SD 서버(108)는 복제 프로세스동안 중앙 리

포지터리(104)에 질의하고 동일한 위치 및 기능에 의해 정의된 각각의 시스템 패키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

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최종 사용자가 사용자로 하여금 타겟 머신 명칭, SD 서버 명칭, 하드웨어 모델, 네트워크 종류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MS-DOD 어플리케이션 또는 CID(configuration-installation-distribution) 적용 어플리케이션(즉, OS/2 시작용 구성-설

치-배포 메소드)을 시작함으로써 구축될 타겟 머신을 부팅한다. 그 후에, 해당 기능에 이미 연결된 연관 패키지 및 운영 체

제는 자동 설치된다.

본 발명은 몇가지 프로세스를 포함하는데, 이는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된다.

패키지 관리 프로세스:

도 2는 SD 팩(106)을 통해 수행되는 패키지 관리 프로세스(200)를 도시한다. 제1 단계에서(202), 패키지 명칭과 버전을

패키지와 연관시키는 임의의 종래 패키징 메소드에 의해 이미 생성된 패키지가 SD 팩(106)으로부터 중앙 리포지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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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에 업로드된다. 다음 단계(204)에서, 각각의 업로드 동작이 패키지 상태를 "업로드"로 설정함으로써 구성 데이터베

이스(100)내의 패키지 상태를 갱신한다. 각각의 패키지를 수신한 SD 서버(108-1, 108-i, 108-n)는 패키지에 대한 질의

를 위해 복제 프로세스를 실행한다(단계 206). 복제 프로세스는 SD 서버(108)가 떨어져 있을 때 SD 서버가 구성 데이터베

이스와 동기화되도록 해준다. 패키지 상태는 "다운로드"로 갱신되고(단계 208), 패키지는 대응 SD 서버(108-1, 108-i,

108-n)로 다운로드된다 (단계 210). SD 서버(108)는 PC 팩토리(머신들이 배치전에 구축되고 저장되는 중앙 사이트)와

같은 상이한 원격 사이트 또는 머신들이 로딩될 필요가 있는 임의의 위치에 위치할 수 있다.

워크스테이션 정의 프로세스

SD 어플리케이션(102)에 의해 수행되는 워크스테이션 정의 프로세스는 주로 네트워크상의 장치 구성을 관리한다. 머신에

관한 위치 및 기능 정보를 이용하여 SD 서버(108)상에서 우선 워크스테이션 생성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이러한 정보는,

구성 데이터베이스(100)내에 저장되며, 이는 최종 사용자가 머신 명칭을 입력할 때 SD 어플리케이션(102)이 가져온다. 워

크스테이션 생성 프로세스는 구성 데이터베이스(100)로부터 SD 서버(108)에 타겟 머신(112)의 개별 정보를 전송하고 SD

서버(108)상의 설치 프로그램과 각각의 머신에 필요한 해당 응답 파일들을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개시한다.

SD 서버(108)상에 존재하는 설치 프로그램은 운영 체제, 각각의 기능을 위한 모든 기본 제품들 및 어플리케이션들과, 이

용가능한 부가적인 패키지들을 설치하는 설치 단계들을 정의한다. 설치 프로그램은 오류가 난 경우에 중단될 수 있으며,

오류를 야기한 문제점이 일단 고쳐진 후에 인너렙트 단계에서 회복될 수 있다.

초기 로드 프로세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타겟 머신을 로드하기 위한 초기 로드 프로세스는 부트 디스켓으로 플로피 디스켓을 이용함으로써

작동된다. 타겟 머신(예, 서버 또는 워크스테이션, 112)의 초기 로드는 SD 서버(108)로의 연결을 통해 행해진다. 타겟 머

신(112)은 부트 디스켓을 이용하여 SD 서버(108)에 연결된다. 초기 로드가 PC 팩토리내에서 수행된다면, 타겟 머신은 성

공적인 로드 후에 네트워크의 서브넷에 연결된다. 그런 후에, SD 서버(108)는 구성 데이터베이스(100) 내의 타겟 머신

(112)의 상태를 머신이 올바르게 로드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로 갱신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에 의해 수행

되는 동작들에 대한 좀더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A. SD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

SD 어플리케이션(102)은 구축될 워크스테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의 집합과, 각각의 정의에 연관된 일단의 동

작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 일단의 동작에는, 각각의 정의를 열거하고, 생성하고, 삭제하고, 및/또는 수정하는 것을 포함

한다.

설치될 각각의 워크스테이션은 네트워크내에서 유일하게 워크스테이션을 식별해주는 일단의 항목들에 의해 정의된다. 정

의된 항목들은 바람직하게는 다음과 같다.

기능 클래스: 기능 클래스는"기능 클래스" 및 "기능 클래스 코드 설명"를 유일하게 식별해주는 "기능 클래스 코드"를 포함

한다. 도 3은 SD 어플리케이션(102)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 클래스 정의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세스(300)를 도시한다. 기능

클래스 코드가 생성되어 구성 데이터베이스(100) 내에 저장된다(단계 302). 그런 후에, 기능 클래스 코드 설명이 기능 클

래스 코드에 지정된다(단계 304).

모든 기능 클래스 정의가 생성되고, 열거되고, 삭제되고, 수정될 수 있다. 생성 동작은 기능 클래스 코드 및 기능 클래스 코

드 설명이 구성 데이터베이스(100)로 삽입되도록 해준다. 삭제 동작은 구성 데이터베이스(100)로부터 코드 및 설명(워크

스테이션 및 종속 기능의 임의의 인스턴스 포함)를 삭제한다. 수정 동작은 구성 데이터베이스(100)의 임의의 기능 클래스

코드의 설명을 갱신하고, 열거 동작은 기능 클래스 코드 및 이에 연관된 설명의 선택을 수행한다.

기능: 기능은 머신이 수행할 역할을 정의하고, "기능 코드" 및" 기능 설명"에 의해 유일하게 식별된다. 기능에 대한 각 정의

는 운영 체제, 운영 체제의 특정 세팅을 나타내기 위한 일단의 파라미터들(예를 들면, 도메인 서버, 출력 서버, 특정 하드웨

어), 설명 및 로드될 미들웨어 제훔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파라미터들을 지정한다.

도 4는 SD 어플리케이션(102)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 정의 프로세스의 흐름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단계(단계 402)

에서, 기능 클래스가 검색된다. 기능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생성된다(단계 300)으로 진행함). 기능 클래스가

그 기능에 대해 이미 존재한다면, 특정 기능에 대한 코드가 생성된다(단계 404). 기능 코드 설명이 생성된다(단계 406).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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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기능 정의는 생성, 열거, 상세화, 삭제 및 수정될 수 있으며, 연관된 패키지가 열거될 수 있다. 생성 동작은 도 4에 도

시된 동작들을 수행한다. 열거 동작은 구성 데이터베이스(100)에서의 선택을 수행하기 위해 기능 코드 및 이에 대한 설명

을 디스플레이한다. 상세 동작은 기능의 상세한 설명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수행될 수 있다. 삭제 동작은 SD 구성 데이터

베이스(100)내의 기능 인스턴스를 삭제한다. 수정 동작은 기능의 설명 또는 파라미터들을 변경하고 SD 구성 데이터베이

스(100)내에서 그들을 갱신한다. 연관-패키지-열거 동작은 기능에 연관된 패키지를 열거한다.

위치: 위치는 위치 데이터에 의해 정의되는데, 이는 "위치 코드", "위치 코드 설명" 및 네트워크내의 연관된"서브넷"을 포함

한다. 도 5는 SD 어플리케이션(102)에 의해 수행되는 위치에 대한 정의 프로세스(500)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프로세스는

위치 코드가 이미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단계 502). 그렇다면, 프로세스는 종료된다. 위치 코드가 아직 생성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위치 코드가 생성된다(단계 504).

다음에, 프로세스는 서브넷의 존재 여부를 검사한다(단계 506). 그렇다면, 프로세스는 종료한다. 서브넷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프로세스는 서브넷을 생성한다(단계 508). 마지막으로, 위치 설명이 위치 코드에 연관된다(단계 510). 위치 정의는

이미 언급된 동작들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즉, 생성, 열거, 삭제 및/또는 수정될 수 있다. 생성 동작은 도 5에 도시된 동작

을 수행한다. 열거 동작은 SD 구성 데이터베이스(100)내에서 위치 코드 및 그 설명을 선택한다. 삭제 동작은 SD 구성 데

이터베이스(100)내의 위치 코드에 첨부된 임의의 인스턴스를 삭제한다. 수정 동작은 위치 설명을 변경하고, 그것을 SD 구

성 데이터베이스(100)내에 갱신한다.

하드웨어 클래스: 하드웨어 클래스는 하드웨어 클래스를 식별하는 "하드웨어 클래스 코드" 및 하드웨어 클래스 설명"을 포

함한다. 도 6은 SD 어플리케이션(102)에 의해 수행되는 하드웨어를 정의하기 위한 프로세스(600)를 도시한다. 우선, SD

어플리케이션(102)은 하드웨어 클래스 코드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단계 602). 그렇다면, 프로세스는 종료한

다. 그렇지 않으면, 하드웨어 클래스 코드가 생성되고(단계 604), SD 구성 데이터베이스(100)에 저장된다. 하드웨어 클래

스 설명이 이미 정의된 하드웨어 클래스 코드에 연관된다(단계 606). 하드웨어 클래스의 각 정의는 생성, 열거, 삭제 및/또

는 수정될 수 있다. 생성 동작은 코드 및 그 설명을 구성 데이터베이스(100)에 삽입한다. 삭제 동작은 코드 및 설명 뿐만 아

니라 그에 종속되는 하드웨어 및 워크스테이션의 임의의 인스턴스를 SD 구성 데이터베이스(100)로부터 삭제한다. 수정

동작은 하드웨어 클래스 코드의 설명을 수정하고 SD 구성 데이터베이스(100)내의 설명 레코드를 갱신한다. 열거 동작은

하드웨어 클래스 코드 및 연관 설명의 선택을 수행한다.

하드웨어: 하드웨어 정의는 각각의 하드웨어를 식별하는 "하드웨어 코드" 및 "하드웨어 설명"을 포함한다. 도 7은 SD 어플

리케이션(102)에 의해 수행되는 하드웨어 정의 프로세스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프로세스는 특정 하드웨어에 대한 하드웨

어 클래스 코드의 존재 여부를 검사한다(단계 702) (예, 하드웨어는 키보드 하드웨어 클래스에 포함될 스페인어 키보드이

다).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생성된다(단계 600으로 진행함). 하드웨어 클래스 코드가 존재한다면, 하드웨어

코드가 생성된다(단계 704). 각각이 하드웨어 정의가 생성, 열거, 삭제 및/또는 수정될 수 있다. 생성 동작은 도 7에 도시된

동작을 수행한다. 삭제 동작은 SD 구성 데이터베이스(100)로부터 하드웨어 인스턴스를 삭제한다. 수정 동작은 하드웨어

설명의 설명 레코드 또는 다른 파라미터들을 수정하고 SD 구성 데이터베이스(100)내의 그들을 갱신한다. 마지막으로, 열

거 동작은 SD 구성 데이터베이스(100)내의 하드웨어 코드, 하드웨어 클래스 코드 및 설명의 선택을 수행한다.

패키지: 도 8은 패키지 정의 프로세스(800)의 흐름도이다. 패키지 정의는 패키지 버전을 식별해주는 "패키지 명칭", 패키

지 설명, 패키지가 장래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운영 체제, 지정된 기능, 지정된 위치, 압축 종류 및 패키지가 물리적으로 저

장되는 파일 시스템 도는 디렉토리를 포함한다. 패키지는 SD 팩 구성요소(106)를 통해 생성된다. SD 어플리케이션(102)

은 열거, 수정 및 삭제 동작을 수행한다. 우선, 시스템 패키지가 선택된 후에(단계 802), 기능(단계 804) 및 위치(단계 806)

가 패키지에 지정된다. 위치가 지정되면, 프로세스는 머신의 초기 로드시에 로드될 패키지를 설정한다(808). 그런 후에, 패

키지를 지정된 위치에 대해 상태 "이용가능함"으로 세팅하기 위해 프로세스가 개시된다(단계 810). 동일한 위치에 속하고

동일한 기능에 의해 정의되며, 구성 데이터베이스(100)에 질의하는 SD 서버는 이러한 특정 시스템 패키지를 다운로드할

것이다.

워크스테이션: 도 9는 각각의 타겟 머신(112)에 대해 SD 어플리케이션(102)에 의해 수행되는 워크스테이션 정의 프로세

스(900)의 흐름도이다. 위치 코드 및 이에 연관된 위치 설명 리스트로부터 위치가 선택된다(단계 902). 다음에, 기능 코드

및 이에 연관된 기능 설명 리스트로부터 기능이 선택된다(단계 904). 다음에, 타겟 워크스테이션(112)을 그 위치에서 유일

하게 만들어주는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번호가 이미 존재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테스트가 수행된다(단계 906). 그렇지 않

다면, 머신에 번호가 지정된다(단계 908). 번호가 지정된 것과 무관하게, 해당 머신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선택된다(단계

910). 다음에, SD 서버내에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SD 어플리케이션(102)내에서 워크스테이션 생성기 프로세스가 실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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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계 912). 생성 프로세스가 실패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된다(단계 914). 여기서 이 파일은 "SRC"파일로 지칭될 것

이며, SD 서버(108)의 동작을 참조하며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워크스테이션 생성 프로세스가 성공하면, 워크스

테이션의 상태는 "생성"으로 설정될 것이다(단계 916).

B. SD 서버의 동작: SD 서버(108)내에서 수행되는 프로세스는 2가지 요소를 포함하는데 "SRC" 파일과 "SDCONF" 프로

세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SRC" 파일은 워크스테이션 생성 프로세스중에 생성되고, 특정 템플릿을 채울 특정 포맷내의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포함한다(즉, 머신 명칭, 네트워크 어댑터, 도메인, 비디오 어댑터, 키보드, 디폴트 라우터 등).

"SDCONF"는 "SRC"파일을 판독하고 타겟 머신의 무인 로딩을 위해 필요한 응답 파일들을 생성하는 프로세스이다.

"SRC" 파일 명칭은 바람직하게는 (위치, 기능 및 시퀀스 번호를 포함하는 전술한 네이밍 규약에 따라) 로드될 각각의 머신

의 머신 명칭이며, ".GEN"유형의 파일 확장자를 갖는다. 예를 들어, 파일 "AQU1201.GEN"은 머신 AQU1201이 SD 어플

리케이션(102)에 의해 정의되었으며 지정 SD 서버내에 올바르게 생성되었음을 나타낸다. 더욱이, "SRC"파일은 생성될 머

신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포함한다.

이후에, 타겟 머신(112)의 설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운영체제 및 어플리케이션 응답 파일이 생성된다. 기본적으로,

"SDCONF"프로세스는 SD 서버(108)상에 저장되어 있으며 SD 어플리케이션(102)에 의해 원격 실행되는 스크립트의 실

행을 포함한다. 이러한 원격 절차는 SRC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고, 타겟 머신(112)의 완전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응

답 파일 및 기능 특정 스크립트를 생성한다. 응답 파일 및 기능 특정 스크립트는 SD 서버(108)내에 존재하는 응답 파일 템

플릿을 적절한 정보로 채움으로써 구축된다. 이러한 스크립트는 원시적 설치 프로세스에 포함될 부가적인 패키지들을 설

치하기 위해 이용되며, 미리 SD 어플리케이션(102)에 의해 각 머신의 기능에 지정된다.

SRC 파일의 파라미터들은 스크립트를 구축하기 위한 지정된 의미를 갖는다. 대부분의 파라미터들은 타겟 머신이 수행하

는 기능들의 정의로부터 발생하며, 다른 것들은 해당 머신(예, 하드웨어, IP 어드레스 등)에 특정된다. 더욱이, 일부 파라미

터들은 특정 운영체제에 링크되어 있다. 이러한 로직은 SRC 파일을 파싱(parsing)하고 판독할 책임이 있는 스크립트

(SDCONF)를 구축하는데 구현된다.

타겟 머신(112)의 완전 설치를 위해 SD 서버(108)내의 모든 파일들이 준비되면, 타겟 머신(112)이 부팅되어, 서버에 연결

되고, 파티셔닝되고(partitioned), 포맷된 후에, 마침내 설치된다. 이러한 프로세스의 상세사항들은 설치될 운영체제에 따

라 달라진다. 사실상, OS/2는 자신의 파티셔닝 툴(즉, 3개의 CD 디스켓에 포함된 부트관리자(BootManager)를 가지며,

Windows 파티셔닝은 DOS 네트워크 부트가능 디스켓으로 행해져야 한다.

설치 동작은 사용자로 하여금 설치될 머신의 명칭과 해당 머신을 생성하는데 이용되는 SD 서버의 명칭을 입력하도록 요구

함으로써 시작된다. 이러한 정보들이 사용자에 의해 일단 입력되면, 타겟 머신(112)은 SD 서버에 연결되고, 프로세스는

사용자의 다른 간섭없이 완전히 자동화된다. 머신 명칭의 포맷이 "VVVFFxx"이기 때문에, "FF" 코드가 머신의 기능을 SD

서버(108)내의 적절한 디렉토리 경로에 매핑시킨다.

따라서, 설치는 운영체제의 설치(즉, OS/2, NT, Windows 2000, Windows 9x)의 설치 및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소프트웨

어 제품들의 설치를 포함한다.

- 모든 기능에 공통되는 제품(Windows NT Service Pack, OS/2 fixes, 인터넷 브라우저, 안티바이러스 등과 같은 기본

제품이라 불리우는 제품들),

- IBM상의 DB2 또는 IBM MQSeries, 또는 Lotus Corp의 Lotus Notes와 같은 기능-특정 미들웨어 제품들,

- (전형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들을 위한) 기능-특정 초기 로드 소프트웨어 배포 패키지들.

도 10은 "SDCONF" 프로세스(1000)를 설명한다. 우선, SDCONF는, 검색 인자로서 설치될 머신 명칭을 이용하여, 설치될

각 머신에 연관된 SRC 파일을 검색한다(단계 1002). 그 다음에, 타겟 머신에 필요한 운영체제를 확인하기 위해 SRC 파일

이 검사된다(단계 1004). 다음에, 이 파라미터에 따라, 각각의 부루틴이 호출된다(1006-a, 단계(1006-b, 1006-c)).

SDCONF는 운영체제 응답 파일 템플릿을 SRC의 파일로부터 판독된 구체적인 데이터로 채움으로써 운영체제 응답 파일

을 형성한다(단계 1008). (도 11은 "TSTP1301"이란 명칭의 머신에 대한 응답 파일 템플릿의 기록을 도시한다). 마지막으

로, 기능-특정 스크립트가 생성된다. 미들웨어 제품 및 SD 패키지들을 설치하는 기능-특정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하드

웨어-의존적 소프트웨어와 같은 머신-특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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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물 A는 세가지 유형의 상이한 파라미터들에 대한 파일 구조를 도시하는 SRC 파일의 예를 도시한다.

(1) 헤더가 없는 파라미터: 예를 들어, BASE_OPERATING_SYSTEM, 또는 TCPT_ADDR, 또는 FCT_NAME 파라미터

들.

(2) "MAT" 헤더를 갖는 파라미터: 이들 모두는 KEYBOARD-TYPE 또는 SCREEN-TYPE과 같은 하드웨어 파라미터들이

다. 구축될 머신에 해단 특정 하드웨어 정보는 이러한 파라미터 섹션에 기재된다. 이러한 파라미터들에 따라, 스크립트가

운영 체제 응답 파일을 위한 특별한 드라이버를 포함할 것이다.

(3) "SOFT" 헤더를 갖는 파라미터: 이들 모두는 ADMINPWD 또는 PRINTSRV 파라미터와 같은 소프트웨어 파라미터들

이다. 머신 기능에 연관된 특정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이러한 파라미터 섹션에 기재된다.

첨부물 B는 SDCONF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되는 파일들의 위치와 함께, SD 서버(108)의 디렉토리 구조 예를 도시한다. 2

가지 주요 요소들, CID 및 SDSYS의 구조가 도시된다. 기본적으로, CID 요소는 운영 체제에 의해 구성되는 유틸리티 및 제

품 설치 코드를 저장하고, SDSYS 요소는 타겟 머신의 완전 자동 설치를 위해 필요한 최종 파일들을 포함하는 기능 및 머

신 특정 서브 디렉토리들을 저장한다.

전술한 설명으로부터, 본 발명의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함이 명백해진다.

- 구성 데이터베이스(100)를 소프트웨어 배포 시스템과 통합시킬수 있는 능력.

- 임의 개수의 부가적인 구성 파라미터들을 포함하기 위해 "기능별( by-function)"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예를 들

면, 공백 클라이언트가 특정의 MQ 계열 제품에 링크되도록 기능을 구성함).

- 소프트웨어 배포 시스템에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해주는 파라미터들을 저장하기 위한 부가적인 필드를 이용하여 워크스

테이션 정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 이에 따라, SD 어플리케이션(102)을 통해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파라미터들을 변경

함으로써, 임의의 워크스테이션이 재구성될 수 있음.

- 상이한 운영 센터들간에 시스템 패키지를 교환하기 위해 중앙 리포지터리간에 패키지를 전송할 수 있는 능력.

본 발명은 바람직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남없이 형태 및 상세사양에서 다양한 변화가 가능함을 이해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에서 적어도 하나의 서버 컴퓨터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상에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제품 및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구성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서버 컴퓨터에 연결되어 상기 패키지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의 식별 데이터를 저

장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의 식별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서버 컴퓨

터에 상기 패키지를 전송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전송 수단에 연결되어, 상기 적어도 하나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상에 상기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 상기 식별 데이터

에 기초하여 설치 프로그램 및 이에 연관된 응답 파일을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서버 컴퓨터상에 생성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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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별 데이터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가 설치되는 위치 데이터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가 상기 네트워크내에서 수행하는 기능 데이터를 적어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패키지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 위치 데이터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 기능 데이터를 지정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다수의 패키지들로 설치될 다수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를 더 포함하고, 상기 기능 정보는

다수의 기능 클래스들로 정리되고, 각각의 기능 클래스는 상기 네트워크의 다수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들중에서 상기 네트

워크내에서 공통 기능을 갖는 최종 사용자 컴퓨터 집합을 식별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기능 클래스는 클라이언트 기능 클래스와 서버 기능 클래스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데이터는 상기 네트워크내의 다수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에 대

한 정보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수단은 상기 다수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 각각에 지정된 설치 상태를 갱신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수단은 상기 다수의 패키지 각각에 지정된 패키지 상태를 갱신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패키지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저장 수단에 상기 생성된 패키지를 전송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의 초기 로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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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로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은 최종 사용자 컴퓨터가 부팅되는 부팅가능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

템.

청구항 11.

네트워크에서 적어도 하나의 서버 컴퓨터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상에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제품 및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패키지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의 식별 데이터를 중앙 리포지터리(repository)에 저장하는 단계

와,

상기 식별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중앙 리포지터리로부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서버 컴퓨터에 상기 패키지를 전송하는 단

계와,

상기 식별 데이터에 기초하여 설치 프로그램 및 이에 연관된 응답 파일을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서버 컴퓨터상에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패키지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상에 설치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식별 데이터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가 설치되는 위치 데이터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가 상기 네트워크내에서 수행하는 기능 데이터를 적어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패키지에 상기 위치 데이터 및 상기 기능 데이터를 지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다수의 패키지들로 설치될 다수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를 더 포함하고, 상기 기능 정보

는 다수의 기능 클래스들로 정리되고, 각각의 기능 클래스는 상기 네트워크의 다수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들중에서 상기 네

트워크내에서 공통 기능을 갖는 최종 사용자 컴퓨터 집합을 식별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기능 클래스는 클라이언트 기능 클래스와 서버 기능 클래스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데이터는 상기 네트워크내의 다수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에 대

한 정보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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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단계는 상기 다수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 각각에 지정된 설치 상태를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단계는 상기 다수의 패키지 각각에 지정된 패키지 상태를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패키지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중앙 리포지터리에 상기 생성된 패키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최종 사용자 컴퓨터의 초기 로드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596298

- 13 -



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0596298

- 14 -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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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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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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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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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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