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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존의 시스템 관리 제품들 또는 소프트웨어 솔루션들과인터페이스하는 시스템 및 방법

요약

상이한 시스템 제품들 또는 소프트웨어 솔루션들과의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은, 상이한 시스

템 제품들 또는 소프트웨어 솔루션들(계기들)이 상주하는 하나 이상의 시스템 유닛들 또는 머신들을 포함한다. 요청

을 서비스할 수 있는 계기를 포함하는 특정 시스템 유닛 또는 머신과 관련되는 계기 게이트웨이에 대해 서비스 요청

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계기 게이트웨이는 요청된 서비스를 특정한 그 계기로부터 호출하기 위해 특정한 그 계기와 관

련되는 계기 스폰서를 선택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일관된 인터페이스, 계기 게이트웨이, 계기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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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명세서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리소스 관리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컴퓨터 시스템 관리 제품들 

또는 소프트웨어 솔루션들과의 일관된 관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컴퓨터 시스템 관리는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며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세그먼트들 중의 하

나이기도 하다. 점차 많은 양의 제품들(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이 이용되고 구매됨에 따라, 더 큰 책임성(

accountabilty)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한다. 신용력을 입증하기 위한 비용 제어 필요성의 증가와 함께, 이용 중인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획득하기 위해 이루어진 막대한 지출로 인해 증가된 책임성이 필요해졌으며, 이로 인해 시스템

관리에 기업 경영의 보다 결정적인 역할이 부여되었다.

상이한 도구들의 집합을 이용하는 종래의 시스템 관리 접근들은, 이러한 개별적 관리 도구들의 사용과 관련된 비용이

일반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행해진 초기 투자를 초과하는 관리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

에, 비용-비효율적임이 입증되었다. 사용되는 각각의 도구들이 상이한 능력을 가지며 이들 중 몇몇은 관리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므로, 사용되는 도구 수의 감소는 대개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래의 다른 

접근들로 인해, 궁극적으로 기존 제품들의 새로운 버전에 시간에 걸쳐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표준 준수에 대한 고객

요청에 응답하여) 기재되고 구현된 ISD(Interface Standard Definitions) 또는 ISP(Interface Standard Proposals)

가 조성되어 왔다.

<발명의 개요>

본 명세서는 기존 기술로의 표준 인터페이싱 기술이 실현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일 실시예에서는, 기존 제

품들 또는 관련 기술들에 대한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 메시징 구성체(messaging constructs), 또는 다른 중요 업데이

트의 도입 또는 개발없이, 표준들에 기초한, 일관된 인터페이스들이 이들 제품들 및 기술들에 제공된다.

따라서, 상이한 제품들 또는 소프트웨어 솔루션들과의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은, 상이한 시스

템 제품들 또는 소프트웨어 솔루션들(계기들;instruments)이 상주하는 하나 이상의 시스템 유닛 또는 머신을 포함할 

수 있다. 요청을 서비스할 수 있는 계기(instrument)를 포함하는 특정 시스템 유닛 또는 머신과 관련되는 계기 게이트

웨이에 대해 서비스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계기 게이트웨이는 요청된 서비스를 특정한 그 계기로부터 호출하기 

위해 특정한 그 계기와 관련되는 계기 스폰서(instrument sponsor)를 선택한다. 계기 스폰서는 요청자와 서비스 요

청을 완수할 수 있는 특정 계기간에 제품-특정 인터페이스 (product-specific interface)를 제공한다. 계기 스폰서는,

메시지 페이로드(message payload)의 적절한 인터페이스 및 계기 게이트웨이를 통해, 서비스 결과를 요청자에게 리

턴할 수 있다. 예시적 일 실시예에서, 메시지 페이로드는 XML 메시지를 구비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보다 완전한 이해를 위해, 첨부 도면들과 함께,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한다.

도 1은 예시적 일 실시예를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 시스템을 도시한다.

도 2는 예시적 일 실시예를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 방법을 도시한다.

실시예

도 1은 예시적 일 실시예를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 시스템(10)을 도시한다. 시스템(10)은 복수의 시스템 

유닛들 또는 머신들(12a-12n)을 포함한다. 4개의 이러한 시스템 유닛(12a-12n)이 도시되어 있지만, 이는 단지 예시

적 목적을 위한 것이며 적당한 임의 갯수의 시스템 유닛(12)이 사용될 수 있다. 이 예의 경우, 시스템 유닛들(12a-12

n)은 유사하게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 유닛들(12a-12n) 각각에 제공되는 시스템 제품들, 소프트웨어, 또는 

계기는, 예를 들어, 데이터 저장 머신과 같은 상이한 제품들 또는 솔루션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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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시스템 유닛(12a-12n)은 계기 게이트웨이(14)를 포함할 수 있다. 계 기 게이트웨이(14)는 주로, 소정 시스템 

유닛 또는 머신(12a-12n)상의 모든 계기 스폰서(16a-16n)로의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스패처(예를 들어, 객체 

요구 매개자;object request broker)로서 동작한다. 본질적으로, 계기 게이트웨이(14)는, 그를 통해 계기 스폰서(16a

-16n)로의 액세스가 획득될 수 있는 중심 도관(central conduit)으로 동작한다. 3개의 이러한 계기 스폰서(16a-16n)

가 도시되어 있지만, 본 명세서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적당한 임의 갯수의 계기 스폰서(16)가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계기 스폰서(16a-16n)는 소정 시스템 유닛 또는 머신(12a-12n)상의 계기 게이트웨이(14)에 대한 하위 에이

전트로서 동작할 수 있다. 계기 스폰서(16a-16n)는 주로, 그를 통해 계기 스폰서들이 작용하도록 설계된 특정 시스템

제품들 또는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의 능력에 대한 액세스가 획득될 수 있는, 계기 게이트웨이(14)로의 표준 인터페이

스를 노출시키는 기능을 한다. 각각의 계기 스폰서(16a-16n)는 지식 제공자의 실행가능한 인스턴스 생성(executabl

e instantiation)으로 동작할 수 있으며 기존의 시스템 제품들을 클라이언트와 인터페이스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각각의 계기 스폰서는 실질적인 지식 생성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동작할 수 있다.

지식 제공자는, 소정의 시스템 관리자 포트렛(portlets)에 의해 요청되는 정보 및 서비스로의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포털 서버로부터 호출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포트렛은, 포털 사용자가 다양한 시스템 관리-관련 태스크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포털 윈도우이다. 포털 서버는 포털 서버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인 머신일 수 있다.

기초 지식 제공자는, 계기층(18a-18n;instrumentation layer)의 단일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제공되는 하나 이상의 적

당한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직접 호출에 의해 서비스들로의 액세스를 제공하는 지식 제공자이다(예를 들어, 기초 지식

제공자는 단일 계기 스폰서(16a-16n)를 호출할 수 있다). 복합 지식 제공자는, 계기층(18a-18n)의 복수의 단일 애플

리케이션들에 의해 제공되는 하나 이상의 적당한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직접 호출에 의해 서비스들로의 액세스를 제

공하는 지식 제공자이다(예를 들어, 복합 지식 제공자는 다수의 계기 스폰서들(16a-16n)을 호출할 수 있다).

각각의 계기층(18a-18n)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20)이 (예를 들어, 계기 스폰서(16a-16n)를 통해)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기존의 시스템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기층(18a-18n)의 시스템 

제품들 또는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의 기능들이 관련 제품들, 소프트웨어 또는 계기들의 실제 태스크들을 수행하도록 

포트렛을 통해 호출될 수 있다. 계기 스폰서는,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요청을 완수하기 위해 적절한 계기층 또는 제품

들(18a-18n)을 호출할 수 있다.

동작시에, 사용자 또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20)은 하나 이상의 시스템 유닛들(12a-12n)상의 기존 시스템 제품,

소프트웨어 솔루션, 또는 관련 기술과의 인터페이스를 시도한다. 예시적 일 실시예의 경우, 시스템(10)은 시스템 관리

자에게 상이한 많은 시스템 기술들(저장, 보안, 네트워크 제어 등)에 대해 그리고 상이한 플랫폼들에 대해 시스템 관

리를 시청하고(view), 구현하며, 보고하고, 분석하 며, 모니터링하고, 자동화하기 위한 공통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웹-기반 포털로 간주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20)은, 관련 제품에 주문 중인 서비스에 대한 요청의 특징을 설명

하는 표준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20)은 수행 중인 요청을 설명하기 위해 XML(Extensibl

e MArkup Language)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다. 이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메시지 페이로드(또는 XML 메시지의 경우,

'XML 메시지 페이로드')라 할 수 있다. XML 메시지 페이로드의 내용은, 관련된 시스템 제품, 소프트웨어 솔루션, 또

는 계기와의 트랜잭션 또는 그에 대한 서비스 요청과 관련된 조회 및 포매팅 기준(query and formatting criteria)을 

결합하여 구성하는 XML 태그들 및 값들을 포함할 수 있다. 제품에 대한 트랜잭션 또는 서비스 요청을 포함할 수 있는

메시지 페이로드는 인터페이스될 제품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스템 유닛(12a-12n)으로 전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

시지 페이로드는 애플리케이션(20)으로부터 인터넷(예를 들어, 네트워크(19))을 통해, 예를 들어, 표준형 메시지에 대

한 HTTP 1.1 또는 일반적인 것보다 좀더 안전한 핸들링을 요하는 메시지 페이로드에 대한 HTTPS 1.1과 같은, 표준

메시지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해 시스템 유닛(또는 머신;12a-12n)상의 포트로 전달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20)으로

부터 전달된 메시지 페이로드를 수신하는 시스템 유닛(12a-12n)상의 포트는 계기 게이트웨이(14)에 결합될 수 있으

며 그에 의해 서비스될 수 있다.

네트워크(19)는 사용자(예를 들어, 20)를 하나 이상의 시스템 유닛들 또는 머신들(12a-12n)에 결합시킬 수 있는 공

중망 및/또는 사설망의 적절한 임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예시적 일 실시예에서, 네트워크(19)는 사용자(20)를 하

나 이상 의 시스템 유닛들 또는 머신들(12a-12n)에 결합시키는 인터넷 및 적절한 임의의 LAN(local area networks)

, MAN(metropolitan area networks), 또는 WAN(wide area networks)을 포함한다.

계기 게이트웨이(14)는, 애플리케이션(20)으로부터의 메시지 페이로드의 요청을 서비스하기 위해 어떤 계기 스폰서(

16a-16n)가 선택되어 호출될 것인지 판정하기 위해 인바운드(inbound) 메시지 페이로드를 검사할 수 있다. 바람직

하게도, 각각의 계기 스폰서(16a-16n)는 요청된 태스크(들)를 수행하기 위해 호출될 수 있는 계기층(18a-18n)의 특

정 시스템 제품, 소프트웨어 솔루션, 또는 계기와 관련될 수 있다. 그 다음, 선택된 계기 스폰서(16a-16n)는 요청된 

태스크(들)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 제품, 소프트웨어 솔루션 또는 계기를 호출할 수 있다. 특히, 선택된 계기 

스폰서(16a-16n)는 요청된 태스크(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임의의 제품-특정 인터페이스(들)을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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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계기 게이트웨이(14)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20)으로부터의 요청을 서비스하기에 적절한 계

기 스폰서(16a-16n)를 선택하고 호출할 수 있다. 예시적 일 실시예의 경우, 각각의 계기 스폰서(16a-16n)는 실행가

능한 소프트웨어일 수 있으며, DLL(Dynamic Link Library); COM(Component Object Model) 오브젝트[예를 들어,

VB(Visual Basic), OLE(Object Linking and Embedding), OCX(OLE Custom Control), ActiveX 등]; 자바 클래스;

VB 스크립트(VBScript)의 포맷들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외부 프로세스(out-of-process) 애플리케이션 또는 내부 프

로세스(in-process)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될 수 있다. 계기 스폰서(16a-16n) 각각의 능력들 및 속성들에 관한 일관

된 정보가 (나타내지 않은) 중앙에서 액세스가능한 등록 기관(centrally accessible registration authority)에 저장될

수 있다. 등록 기관은 계기 스폰서(16a-16n)에 관한 등록 정보를 UDDI(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

gration) 디렉토리 및 다른 웹-기반 서비스 디렉토리에 저장하기 위한 접촉점으로 동작할 수 있다.

등록 정보는 계기 스폰서(16a-16n) 각각에 대한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을 포함할 수 있다. 디지털 서명은, 

계기 게이트웨이(14)에 의해 로딩 또는 호출 중인 특정한 계기 스폰서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정 플

랫폼 또는 시스템 유닛(12a-12n)상의 계기 게이트웨이(14)에 의해 (예를 들어, 옵션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예시적 일 실시예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부호 코드 메커니즘(Microsoft sign code mechanism)이 계기 스폰서(16

a-16n)를 지원하는 DLL, COM 오브젝트, 자바 클래스 등의 디지털 부호화에 사용될 수 있다.

계기 게이트웨이(14)가, 계기층(18a-18n)의 적절한 시스템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호출하기 위해, 선택된 

계기 스폰서(16a-16n)로 메시지 페이로드를 송신할 때, 계기 게이트웨이(14)는, 한가지 이상의 많은 방법으로, 일관

된 메시지 정보를 선택된 계기 스폰서에 로딩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계기 게이트웨이(14)에 의해 사용되는 로딩 방법

은 관련된 계기 스폰서(16a-16n)의 플랫폼 및 프로세싱 타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택된 계기 스폰서(

16a-16n)가 윈도우즈-기반의 플랫폼을 가진 외부 프로세스 메소드에 사용되어야 한다면, 계기 게이트웨이(14)는, 

일관된 메시지 정보를 포함하는 적당한 COM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를 생성 함으로써(예를 들어, COM은 암시적 NT 

생성 프로시저(implicit NT Create Procedure)를 구성할 수 있음), 선택된 계기 스폰서에 일관된 메시지 정보를 로딩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로서, 선택된 계기 스폰서(16a-16n)가 유닉스-기반의 플랫폼을 가진 외부 프로세스 메소드

에 사용되어야 한다면, 계기 게이트웨이(14)는, 공유 라이브러리 및/또는 Fork나 Exec 명령을 통해, 선택된 계기 스

폰서에 일관된 메시지 정보를 로딩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된 계기 스폰서(16a-16n)가 윈도우즈-기반 또는 유닉스-기반의 플랫폼을 가진 내부 프로세스 메소드에

사용되어야 한다면, 계기 게이트웨이(14)는, 정보를 포함하는 스레드(thread)를 생성하고 선택된 계기 스폰서(16a-1

6n)가 계기 게이트웨이(14)의 제어하에서 스레드(예를 들어, 다른 부분들과 독자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부

분)로서 실행될 수 있도록 스레드의 인스턴스를 생성함으로써, 선택된 계기 스폰서에 일관된 메시지 정보를 로딩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계기 스폰서(16a-16n)는 입력되는 메시지 페이로드(예를 들어, XML 메시지 페이로드)를 

사용자(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20))에 의해 요청 중인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식별하는 계기 

게이트웨이(14)를 통해 수용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계기 스폰서(16a-16n)는 계기 게이트웨이(14)를 통해 요청자(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20))에게 메시지(예를 들어, XML 메시지 버퍼)를 출력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계기 게이트

웨이(14)와 계기 스폰서들(16a-16n)간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메커니즘은 사용되는 계기 스폰서의 플랫

폼과 프로세싱 타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계기 스폰 서(16a-16n)가 윈도우즈-기반 플랫폼의 외부 프로

세스 메소드에 사용되어야 한다면, COM RPC(Remote Procedure Call) 메커니즘이 메시지를, 계기 게이트웨이(14)

에 의해 시작되지만, 다른 관점에서, 마스터 에이전트(예를 들어, 계기 게이트웨이)의 서비스와는 별개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로 송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COM RPC를 사용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적절한 인수(arguments)를 가

진 서버로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으며, 서버는 실행된 프로그램의 결과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리턴할 수 있다. 또 하나

의 예로서, 계기 스폰서(16a-16n)가 유닉스-기반 플랫폼의 외부 프로세스 메소드에 대해 사용되어야 한다면, 계기 

스폰서는 'Fork' 또는 'Exec' 명령을 통해 호출될 수 있다. 그에 따라, 계기 스폰서는 'stdin' 필드로부터 입력 중인 메

시지(예를 들어, XML 메시지)를 판독하고, 'stdout' 필드에 기입함으로써 응답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다. 그러나, 계기

스폰서(16a-16n)가 (예를 들어, 윈도우즈-기반 또는 유닉스-기반 플랫폼의) 내부 프로세스 메소드에 대해 사용되어

야 한다면, 초기에, 핸들 또는 포인터가 인바운드 버퍼(예를 들어, char *inbuff)로 전달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포인

터가 아웃바운드 버퍼(예를 들어, char *outbound)로 전달될 수 있다.

다음은 계기 스폰서(16a-16n)를 호출하기 위해 계기 게이트웨이(14)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유닉스-기반 코드의 일

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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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계기 게이트웨이(14)로부터 메시지를 수용하고 응답하기 위해 계기 스폰서(16a-16n)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코드의 일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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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계기 스폰서(16a-16n)는 하나 이상의 메시지 페이로드(예를 들어, XML 메시지 페이로드)를 통해 계기 게이

트웨이(14)로부터 호출될 수 있는 복수의 기능들 또는 메소드들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기 스폰서(16a-16n)

는 적어도 다음의 메소드들을 수행할 수 있다.

'Describe' 메소드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에이전트에 요청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Describe' 

메소드가 계기 게이트웨이(14)로 송신되면, 계기 게이트웨이는 그 자신을 설명하는 메시지로 응답할 수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모든 계기 스폰서들은 계기 게이트웨이가 실행 중인 머신(시스템 유닛(12a-12n))상의 그 계기 게이트

웨이와 관련되어 있으며, 모든 제품들 또는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은 계기 게이트웨이가 실행 중인 머신상에서 계기 게

이트웨이가 검출할 수 있는 것들이다. 'Describe' 메소드가 계기 스폰서로 송신되면, 계기 스폰서는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Describe 메소드에 대한 코드의 일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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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ncNotifySetDestination' 메소드는, 계기 스폰서(16a-16n)가 비동기 통지들을 송신할 수 있는 장소를 계기 스폰

서(16a-16n)에 통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은 AsyncNotifySetDestination 메소드에 사용될 수 있는 코드의 일

례이다.

'ShowGrammar' 메소드는 에이전트로 인터페이스하는 메소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에이전트에 요청하는데 사

용될 수 있다. 다음은 ShowGrammar 메소드에 사용될 수 있는 코드의 일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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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 메소드은 시작할 것을 에이전트에 지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메소드는, 계기 스폰서에 메시지 

페이로드를 로딩할 때, 계기 게이트웨이에 의해 그 계기 스폰서로 송신될 수 있다. 다음은 Init 메소드에 사용될 수 있 

는 코드의 일례이다.

'Term' 메소드는 셧다운(shutdown)할 것을 에이전트에 지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메시지는, 계기 

게이트웨이가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계기 스폰서를 셧다운하도록 지시될

때, 계기 게이트웨이에 의해 계기 스폰서로 송신될 수 있다. 다음은 Term 메소드에 사용될 수 있는 코드의 일례이다.

'Configure' 메소드는 계기 스폰서의 구성가능한 설정들을 설정 또는 조회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원래의 구성 값들이

계기 스폰서에 대해 설정될 때, 관련 플랫폼상의 그 계기 스폰서에 대한 후속적 재시동에서 이 값들은 고수된다. 특히,

다중 구성 설정이 단일 메시지에 시도되면, 관련된 계기 스폰서는 이들 구성 설정을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 새로운 구

성값들을 설정하려는 시도들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모든 값들은 Configure 메소드가 호출되기 전에 위치했던 구성 

값들로 되 돌려질 수 있다. 다음은 Configure 메소드에 사용될 수 있는 코드의 일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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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ke' 메소드는, 계기 스폰서(16a-16n)가 사용자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예를 들어, 정보 검색, 정책 관리, 

동작 호출 등)를 요청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은 Invoke 메소드에 사용될 수 있는 코드의 일례이다.

'Authenticate' 메소드는 자격 증명(credentials)을 계기 스폰서(16a-16n)로 송신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데, 계기 스

폰서는 사용자(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20))에 의해 송신된 후속 서비스 요청을 그 계기 스폰서에 허용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인증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도, 계기 게이트웨이(14)를 인증하는 대신에, Authenti

cate 메소드는, 계기 게이트웨이를 통해 계기 스폰서에 제시된 요청의 서비스 요청자를 인증할 수 있다. 요청자가 인

증되고 나면, 관련된 계기 스폰서들에 의해 MAC Addr 또는 IP Addr (또는 요청자를 식별할 수 있는 다른 토큰)이 국

부적으로 캐시 또는 저장될 수 있다. 후속적으로, 계기 스폰서는 국부 캐시로부터 자격 증명을 검색하고 검색된 자격 

증명 정보에 기초하여 액세스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그에 따라, 계기 게이트웨이(14) 및 디지털 부호의 모든 에이전트

들은 계기 스폰서(16a-16n)들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Authenticate 메소드에 사용될 수 있는 코드의 일례

이다.

도 2는 예시적 일 실시예를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 메소드(100)를 도시한다. 단계 102에서, 클라이언트 

또는 사용자(예를 들어, 20)는, 특정한 시스템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한 서비스 요청을 포함하는 메시지 

페이로드(예를 들어, XML 메시지 페이로드)를 생성한다. 단계 104에서, 클라이언트 또는 사용자는 메시지 페이로드

를 하나 이상의 시스템 유닛들 또는 머신들(12a-12n) 에 대한 포털과 관련되는 어드레스로 송신한다. 예를 들어, 이 

어드레스는 사용자에 의해 특정되거나 형성 중인 요청의 타입에 기초하여 판정될 수 있다.

단계 106에서는, 서비스 요청을 포함하는 메시지 페이로드의 수신에 응답하여, (예를 들어, 각각이 특정한 시스템 유

닛 또는 머신(12a-12n)과 관련되는) 하나 이상의 계기 게이트웨이(14)는 'Describe' 메소드 요청을 그 계기 게이트

웨이와 관련되는 계기 스폰서(16a-16n)로 송신한다. 요청을 서비스하기에 적절한 시스템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 솔루

션이 계기 스폰서(12a-12n)를 통해 이용가능한지를 판정하는 것에 응답하여, 단계 108에서는, 계기 게이트웨이(14)

가 요청을 서비스할 그 계기 스폰서를 선택한다. 단계 110에서는, 선택된 계기 스폰서(12a-12n)가, 시스템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한 제품-특정 인터페이스를 통해, 계기층(18a-18n)으로부터 관련 시스템 제품 또는 소프트

웨어 솔루션(계기)을 호출한다. 예를 들어, 적절한 시스템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계기(18a)로서 계기층에 상

주하면, 계기 게이트웨이(14)는 형성된 서비스 요청을 완수하기 위해 그 계기에 대해 설계된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통

해 그 계기를 호출하기 위해 (예를 들어, 계기(18a)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계기 스폰서(16a)를 선택한다. 단계 112

에서는, 선택된 계기 스폰서(16a-16n)가 서비스 결과를 포함하는 메시지 페이로드를 (예를 들어, 계기 게이트웨이(1

4)를 통해) 요청자에게로 송신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 도면들에 도시하고 상기의 상세한 설명에 설명하였지만, 본 개시는 개시된 실시예에 한정되

지 않으며, 다음의 청구항들에 의해 설명되고 정의된 본 발명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양한 재구성, 변형 및 대

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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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복수의 계기들과의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시스템 유닛;

상기 시스템 유닛들 중 하나 이상에 결합되는 계기 게이트웨이;

각각이 하나의 계기 게이트웨이에 결합되는 복수의 계기 스폰서들; 및

각각이 상기 복수의 계기 스폰서들 중 하나에 결합되는 복수의 계기들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계기들 각각은 개별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복수의 계기 스폰서들 중 하나에 결합되는 인터페이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유닛들 중 하나는 데이터 저장 머신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계기들은 복수의 시스템 제품들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계기들은 복수의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6.
복수의 계기들과의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는 수단;

상기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하나 이상의 시스템 유닛과 관련되는 게이트웨이로 송신하는 수단;

복수의 계기들 중 하나가 상기 서비스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서비스 요청을 완수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지를 판정하

는 수단;

상기 계기가 이용될 수 있으면, 상기 계기와 관련되는 스폰서를 선택하는 수단; 및

상기 계기에 대해 상기 서비스를 호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계기들 중 상기 계기를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스폰서에 결합시키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

공 시스템.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계기들은 복수의 시스템 제품들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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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계기들은 복수의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10.
복수의 계기들과의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시스템 유닛과 관련되는 게이트웨이에서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복수의 계기들 중 하나의 계기가 상기 서비스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서비스 요청을 완수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

그렇다면, 상기 계기와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스폰서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계기에 대해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서비스를 호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는 XML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된 서비스의 결과들을 XML 메시지를 사용해 서비스 요청자에게로 리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인터페이

스 제공 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는 사용자에 의해 수행되는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계기들 중 상기 계기가 상기 서비스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서비스 요청을 완수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지

를 판정하는 단계는 상기 게이트웨이와 관련되는 복수의 계기 스폰서들에게로 설명(describe)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계기에 대해 제품-특정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단계는 상기 게이트웨이에 의해 수행되는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청구항 17.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 단계는 상기 스폰서에 의해 수행되는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청구항 18.
제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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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하나 이상의 시스템 유닛은 데이터 저장 머신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청구항 19.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웨이는 계기 게이트웨이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청구항 20.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스폰서는 계기 스폰서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청구항 2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계기들은 복수의 시스템 제품들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청구항 2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계기들은 복수의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청구항 23.
컴퓨터-판독가능 매체에 구현된, 복수의 계기들과의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서, 실행될 경우,

하나 이상의 시스템 유닛과 관련되는 게이트웨이에서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고;

복수의 계기들 중 하나의 계기가 상기 서비스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서비스 요청을 완수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지를 

판정하며;

그렇다면, 상기 계기와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스폰서를 선택하고;

상기 계기에 대해 상기 서비스를 호출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제공 소프트웨어.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계기들 중 하나를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스폰서에 결합시키도록 동작할 수도 있는 인터페이스 제

공 소프트웨어.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계기들은 복수의 시스템 제품들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 소 프트웨어.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계기들을 복수의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 소프트웨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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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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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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