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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 분산되거나 또는 발현되는 모델에대한 접속 제어

요약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모델을 위한 접속 제어는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을 발생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에 참조를 발행하는 단계, 상기 함수 객체들안에서 참조되는 데이터 객체들을 통해 상기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에 지급하는 단계, 따라서 상기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을 링크하는 단

계를 포함하며, 링크된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의 네트워크가 발현된다. 상기 발현 링크된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은 다른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과 더 링크를 하기 위해 가용되며 참조되는 데이터 객

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이 변화할 때 메시지들은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에 전송된다. 상기 함수는 상기

메시지가 수신되고 따라서 상기 참조되는 데이터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변화하게 할 때 해결된다. 상기 데이터 객체

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의 다수의 컴퓨팅 기기에 걸쳐 분산된 방식으로 저장된다. 상기 발현 링

크된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은 세계적으로 미리정해진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의 정의에 무

관하게 독립적으로 발행되고 지급되며, 따라서 상기 발현 모델을 발생한다. 접속 제어는 상기 발현 모델의 사용자를 

식별하고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 각각의 사용자에 적절한 읽기, 쓰기, 실행 및 행정적인 허용을 할당함으

로써 제공되며, 상기 허용은 특정한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로의 접속을 제한하는데 사용된다

대표도

도 8b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기반 모델링 프로세스 방법들에 관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

서 분산되어 있거나 또는 발현되는 모델을 위한 접속 제어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모델링은 컴퓨터들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작동을 설명하는 프로세스이며, 따라서 시스템의 작동은 입력들의 변화에 

따라 예상될 수 있다. 모델들은 수학식을 사용하여 객체(개체)나 그들의 상호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프

레드시트 툴은 특정 비지니스의 금융 모델(시스템)을 작성하여 금융 변화를 예상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사

용자로 하여금 여러 솔루션(디자인)들을 평가하여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일정한 모델들은 입력과 출력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모듈(장치)들의 세트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 상기 입력들과 

출력들은 상기 객체들을 통합하는데 사용되는 연결과 종속을 형성하여 상기 모델을 제작한다. 각각의 객체들은 비록 

통합되어 있지만,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저장될 수 있다.

다른 형태들의 객체들이 모델되는 시스템의 다른 측면에 관한 정보를 언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물리적/기계적인 모델

링은 솔리드 모델(solid model), 선형 모델(surface model), 3차원 모델, 2차원 모델 및 유선-프렘임 모델을 생산할 

수 있으며, 제한된 공간에서 시스템의 상기 물리적 측면들을 전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디자인 모델링은 주어진 세

트의 디자인 변수에 대해 시스템의 작동을 예상하기 위해 만들어질 수 있다. 디자인 모델들은 그들의 입력 변수들을 

수정하여 바람직한 성능 특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모델은 디자인 모델의 성능 특성과 특정한 가치 구조를 

비교하여 디자인 대안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생산 디자인 프로세스는 물리적 모델링, 디자인 모델링 및 평가 모델링을 포함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예이다. 어떤 사

람은 생산 디자인의 이러한 모델들을 시뮬레이션 기반 디자인이라고 부른다. 생산 디자인은 개방 다중-규율(multi di

sciplinary)과 다중-목적(multi-objective)인 복잡한 합작 프로세스이다. 상기 생산 디자인 프로세스의 이러한 측면

들은 강력한 모델링 프레임워크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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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기반 디자인(SBD)의 예는 록히드 마틴 미사일amp;스페이스 회사와 공동으로 미국국방과학연구재단(def

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에 의해 스폰서되는 프로그램이다. 상기 SBD 소프트웨어의 목표는 회사

로 하여금 인간과 소프트웨어 툴 사이의 이종 자원 걸쳐 유동적이고 효율적인 통신 채널을 설립하여 더 빠르고, 더 좋

고, 더 저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작업은 협동적인 분산된 컴퓨팅 기반구조를 개발하도록 한

다. 그들의 작업은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CORBA)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툴의 범위에 대 한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로 사용될 수 있다. 록히트마틴 미사일 amp; 스페이스 회사가 개발한 넷빌더(NetBui

lder) 애플리케이션은 디자인 및 모델링 구성요소들을 통합하고 서로 연결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이다. 객체 지향(obje

ct-oriented) 저장매체는 모델 구성요소들을 저장하기 위함이며, 능동적인 장치 서버는 생산 개발과 다중 개발 규율

들 사이의 상호작용들의 여러 측면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래거시 구성요소들을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논-래거시 구

성요소들과 링크되도록 함으로써 넷빌더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래거시 애플리케이션은 랩(wrapped)되어 그들의 기

능을 인갭슐레이트한다. 에이전트들은 또한 상기 넷빌더 프레임워크 안에서 정보 관리 패러다임을 인갭슐레이트하고

정보를 발행/지급하며, 분산된 작업흐름 프로세스의 작동 관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넷빌더는 상기 개발 프로세스

을 조정하기 위한 미드웨어로 작동한다.

MIT-DOME(Distributed Object-based Modeling and Evaluation)은 MIT CDA실험실(Senin, 1997;Pahug,1988)

에서 사용되는 통합된 모델링을 위한 분산된 모델링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디자이너는 쉽게 개체(entity) 관계

도에 의해 가시화되는 객체 지향 모델을 제작할 수 있다. 이산 및 연속 변수 타입들이 상기 모델들에서 허용된다. 모델

들은 서브-모델들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브-모델들은 모델을 만들 때 서로 다른 서브-모델의 선택을 허용하

는 소위, 카타로그에서 참고될 수 있다. MIT-DOME에서, 일정하지 않은 입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 입력은 확률 밀도 

함수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일정하지 않은 입력은 자동적으로 몬테 카롤로스 시뮬레이션과 다른 방법들을 사용

하는 상기 모델을 통해 전달된다. MIT- DOME 사용자는 또한 목표나 상세한 것들을 설정하거나 계산될 수 있는 대

안적인 디자인에 의해 제공된다. 해결자(solver)로서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빌트-인 최적화 툴은 독립 파라

미터들과 카타로그 선택을 조정하여 모델 목표들 사이에서 최적의 거래를 찾아낸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현존하는 모델링 프레임워크(예를 들어, MIT의 DOME)은 분산되고 통합된 프레임워크에서 물리적인 모델링, 디자인

모델링 및 평가 모델링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은 발현 모델을 생성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발현 모델은 소정의 또는 세계적인 정의없이 생성되는 모델이며, 따라서 상기 발현 모델은 분산된, 다중-컴퓨팅 기기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지는 능동적이고 통합된 모델이다. 발현 모델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다수의 컴퓨팅 기기에 

걸쳐 분산되어 연결된 데이터 객체(data object)(모듈) 및/또는 함수 객체(function object)(모듈)로 구성된다. 발현되

고 분산된 모델로의 접속 제어는 상기 발현되고 분산된 모델들의 사용자를 식별하고 상기 사용자에게 데이터 객체 및

/또는 함수 객체 마다 적절한 읽기, 쓰기, 실행 및 관리상의 허용을 할당함으로써 제공되며, 상기 허용은 상기 데이터 

객체 및/또는 함수 객체의 일정한 서브셋으로의 접속을 제한하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은 모델 데이터를 알려주고 상기 데이터를 통합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예견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상기 발현 

모델은 평가되고 최적화된다. 본 발명은 엔지니어링, 생산 및 비지니스 데이터를 위한 웹 서버로서 보여질 수 있다. 현

재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중립 환경에서 발현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상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링크를 생성하

는 수단을 제공하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기 웹-인에이블한, 본 발명의 실시간 비지니스 대 비지니스 인터페이

스는 상기 생산 공급 체인을 관리하는 능력을 증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생산 개발을 위한 시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

감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모델에 대한 접속 제어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발현 모델에

대한 접속 제어를 위한 방법은 데이터 객체 및/또는 함수 객체을 발생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 객체 및/또는 함수 객체

에게 참고를 발행하는 단계 및 상기 함수 객체내에서 데이터 객체의 참고를 통해 상기 데이터 객체 및/또는 함수 객체

사이의 관계를 생성함으로써 상기 데이터 객체 및/또는 함수 객체에 지급(subscribe)하는 단계, 따라서 상기 데이터 

객체 및/또는 함수 객체를 링크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여기서 링크된 데이터 객체 및/또는 함수 객체의 네트워크는 발

현한다. 상기 발현된 링크된 데이터 객체 및/또는 함수 객체는 다른 데이터 객체 및/또는 함수 객체와의 또 다른 링크

를 위해 활용되며, 메시지들은 참고된 데이터 객체 및/또는 함수 객체가 변화할 때 참고된 데이터 객체 및/또는 함수 

객체로 전송된다. 상기 함수들은 상기 메시지가 수신될 때 해결되며, 따라서 상기 참고된 데이터 중에서 적어도 하나

를 변화하게 한다. 상기 데이터 객체 및/또는 함수 객체는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다수의 컴퓨팅 기기에 걸쳐 분산된

방식으로 저장된다. 상기 발현되어 링크된 데이터 객체 및/또는 함수 객체는 독립적으로 세계적으로 미리정해진 데이

터 객체 및/또는 함수 객체 정의에서 벗 어난 방식으로 발행(publish)되고 지급되어, 상기 발현된 모델을 발생한다.

접속 제어는 상기 발현 모델의 사용자를 식별하고 적절한 쓰기, 일기, 실행 및 관리적인 허용을 데이터 객체 및/또는 

함수 객체 마다 상기 사용자에게 할당함으로써 제공되며, 상기 허용은 상기 데이터 객체 및/또는 함수 객체의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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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세트에 접속을 제한하는데 사용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전술한, 그리고 다른 목적, 특징 및 장점들은 동일한 도면 부호가 동일한 부분을 나타내는 도면을 참고로 

하여 이하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원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로부터 명확해질 것이다. 상기 도면들은 본 발

명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조정될 수 있다.

도1은 본 발명의 실시예가 구현되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도시하고 있다.

도2는 도1의 컴퓨터 네트워트 상의 컴퓨팅 기기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도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발생된 모델들과 래거시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상호연결된 컴퓨팅 기기로 구성

된 발현 모델을 도시하고 있다.

도4는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다수의 컴퓨팅 기기에 저장되고 구성되는 모델과 래거시 애

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상호연결된 컴퓨팅 기기로 구성된 발현 모델을 도시하고 있다.

도5는 다수의 구성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사용되는 것과 같이 공통의 저장매체를 공유하는 모델과 래거시 애플

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상호연결된 컴퓨팅 기기로 구성된 발현 모델을 도시하고 있다.

도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발생되는 것과 같이 상기 모델들 사이에서 상호종속적으로 그룹된 모델들과 래거시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상호연결된 컴퓨팅 기기로 구성된 발현 모델을 도시하고 있다.

도7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상응하게 단방향으로 통신하는 모델들을 도시하고 있다.

도7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상응하게 양방향으로 통신하는 모델들을 도시하고 있다.

도8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상응하여 또 다른 발현 모델의 일부분으로서 사용 가능한 발현 모델을 도시하고 있다.

도8b는 도8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상응하여 또 다른 발현 모델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는 발현 모델을 도시하고 있다.

도9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모델과 래거시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상호연결된 컴퓨팅 기기로 수성된 발현 

모델을 발생하는 방법을 구현하는데 사용되는 장치 기반 디자인을 도시하고 있다.

도9b는 도9a에서 정의된 장치 기반 디자인을 사용하여 정의된 모델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9c는 모델의 조직 계층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상응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분산되거나 또는 발현되는 모델을 위한 접속 제어를 제

공하는 프로세스 흐름도이다.

도11a와 11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상응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분산되거나 또는 발현되는 모델을 위한 접속 

제어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펙을 도시하고 있다.

도12a와 12b는 컴퓨팅 기기의 네트워크를 도시하고 있다.

실시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다음과 같다. 상기 설명된 분산된 조합들의 여러 서브세트는 종래기술이다. 많은 서브

세트는 분산되지 않은 저장매체, 실행 및 접속(완전히 집중된)을 제공한다. MIT-DOME는 분산되지 않은 실행과 접

속을 가지고 있으며, 분산된 저장매체를 제공한다. 다른 시스템들(예를 들어, 블랙스버그의 피닉스 통합에 의한 모델

센터  tm , 버지니아)은 분산된 실행, 저장매체 또는 접속의 여러 조합을 제공하지만, 본 발명만이 완전히 분산된 실행,

저장매체 및 접속을 제공하여 발현되는 모델들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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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 모델을 발생하는 시스템에서, 객체 지향(object-oriented) 패러다임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측면들을 나타내는 

것이 종종 바람직한데, 상기 객체 지향 패러다임에서 시스템은 상기 시스템에서 다른 객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지고 있는 경로들과 데이터 구조의 집합을 자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이산 객체의 집합으로 보여질 수 있다. 

객체 지향 시스템들은 클래스의 정의를 제공하는데 상기 클래스는 상기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객체들은 데이터의 인캡슐레이션(encapsulation)을 허용하며, 객체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또는 수신하 는데 사용되

는 다른 객체들을 위한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하나의 클래스 정의는 기초가 되는, 더 간단한 클래스로부

터 보다 복잡한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허용하는 능력을 또 다른 클래스에 상속시킬 수 있다. 이러한 클래스들은 

또한 실행 시간에만 완전히 정의되는 일정한 작동을 규정할 수 있다. 객체 지향 시스템에 제공되는 특징들의 조합은 

발현 모델을 발생하는데 사용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호스팅하기 위한 플랫폼을 생성하도록 돕는다.

본 발명에서, 모델들은 모델되는 시스템 부분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지시들과 데이

터의 집합이며, 따라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시스템의 다른 부분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객체

들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모델들로 구성된 발현 모델을 발생하는 단계를 제공하며, 따라서 모델은 복잡한 서브모델들

의 계층을 포함할 수 있다. 객체들은 여러 모델들을 서로 다른 모델들에 관련시킬 수 있는 모델 입력들과 출력들일 수

있다. 이러한 객체들은 분산된 객체 관리 기술 규격(예를 들어, CORBA, DCOM)을 사용하여 구현된다. 그렇게 함으

로써, 각 객체는 상응하는 객체에 대한 참고를 가진다.

CORBA는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를 의미한다. 상기 객체 관리 그룹에 의해 1992에 개발된

규정은, 비록 두 개의 프로그램들이 다른 언어로 쓰여졌고 서로 다른 컴퓨딩 플랫폼에 의해 운영되더라도, 수 개의 프

로그램(객체 )이 다른 프로그램의 객체와 서로 통신한다. 프로그램은 객체에 대한 그것의 요구를 객체 요구 브로커(O

RB)를 통해 행하며, 따라서 상기 객체가 발생한 프로그램의 구조를 알 필요가 없다. DCOM은 Distributed Compone

nt Object Model의 약자 이며, 상기 DCOM은 윈도우 기반 네트워크 상에서 컴포넌트이 어떻게 통신하는지를 규정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포넌트 객체 모델(COM)규격의 버전이다. DCOM은 네트워크 상에서 분포된 애플리케이션을 실

행하는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들을 통해서 단일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상기 서로 다른 컴포넌트들

의 분산을 허용하며, 따라서 상기 컴포넌트들의 분산은 사용자에게는 명확하지 않으며 원격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디스플레이한다.

본 발명에서, 상기 객체 참조는 상대적인 Uniform Resource Identifier(URL) 컴포넌트 및/또는 Uniform Resource I

dentifier(URI) 컴포넌트로 구성될 수 있다. 분산된 객체 관리 기술들은 상응하는 원격 객체상에서 방법을 작동하는 

적절한 프록시 객체로의 객체 참조의 해결을 제공한다. 분산된 객체 시스템에서 객체들 사이에서 메시지들을 전송하

기 위한 기술들은 공통적이다. 본 발명은 소스 객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뿐만 아니라 메시지 소스

의 객체 참조를 포함하는 메시지의 변화를 전송하고 수신한다. 메시지 전송 기술들에 공통된 점은 상기 수신 객체가 

상기 메시지를 프로세스하는 동안에 전송 객체 블럭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옵션이다. 본 발명에서, 블록 메시지 프로

세스가 사용된다.

본 발명에서, 객체들은 데이터 객체들과 함수 객체들의 두 개의 주요한 타입을 가지고 있다. 객체들은 다른 객체들을 

조직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객체 및/또는 객체 참조를 가질 수 있다. 객체들은 수(예를 들어, 플로팅 포인트, 정수 및 

허수), 스트링, 불연산(boolean), 벡터, 매트릭스, 테이블 및 파일 타입의 속성을 가질 수 있다. 수의 속성을 가지는 객

체들은 확정적이거나 또는 개연성의 속성을 가질 수 있다. 모델의 상호종속 또는 관계는 함수 객체를 사용하여 정의될

수 있다. 현존하는 정보 또는 시스템으로의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객체와 함수 객체의 조합을 사용하여 정의될 수 있

다.

본 발명에서, 객체들은 객체의 작동을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제한을 가질 수 있다. 제한들은 각 객체들의 속성이며, 객

체의 매쏘드(method)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응하는 제한들은 상기 객체에서 매쏘드 호출이 만들어질 때 조사된다. 만

약 조사가 상응하는 제한에 위반되었다는 것을 지시하면, 상기 매쏘드 호출은 완료되지 않는다. 제한은 객체에 존재할

수 있으며, 모델의 입력과 출력으로 사용될 수 없을 것이다. 제한들의 종류는 종속(dependency) 제한들, 허용/접속(p

ermission/access) 제어 제한들, 데이터 제한들, 유닛 제한들 및 메지시 전송 제한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에 한정되

지 않는다.

종속 제한은 상기 데이터 객체의 값이 함수 객체에 의해 설정될 때 데이터 객체에 더해질 수 있다. 상기 제한이 놓여

있더라도 상기 제한에 상응하는 함수 객체만이 상기 데이터 객체의 값을 설정할 수 있다. 다른 객체에 의존하는 객체

들만이 출력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의 값들이 그것의 종속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일단 객체가 종속 제한을 가지고 

있으면, 추가적인 종속 관계들이 다른 함수 객체에 의해 생성될 수 없다. 종속 제한들은 객체들 사이의 관계에서 루프

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한다.

접속/허용 설정은 객체에 대한 제한을 생성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어떠한 사용자 또는 객체들이 객체를 조회하고 편

집(edit)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지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는 접속 정책(access policy) 제한에 놓여진다. 접속

제한을 가지고 있는 객체에서의 호출 매쏘드는 상기 호출자가 상기 매쏘드의 호출을 허용하는 제한 리스트에 놓여 있

을때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getValue() 매쏘드는 상응하는 접속 제한에서 허용할 수 있는 호출자에 의해서만 호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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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객체들은 그러한 객체들에 대한 읽기전용 허용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게만 출력된다(예를 들어, 읽기 전용 

객체는 다른 함수 객체에 의해 쓰여질 수 없다). 객체들은 그러한 객체들에 대한 쓰기 전용 허용을 가지고 있는 사용

자에 대해서만 입력된다. 객체들은 그러한 객체들에 대한 읽기-쓰기 허용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입력되고

출력된다.

메시지가 전송되거나 수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메시지 전송 제한은 메시지가 전송 및/또는 수신될 때 조회된다. 

메시지 전송 제한은 목적지 및 출발지 객체 참조와 같은 메시지 루팅 정보와 데이터 객체의 변화 값과 관련된 새로운 

또는 낡은 값과 같은 메시지 컨텐즈 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 접속 제한들은 또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은 사용자가 객체에 대한 메시지로부터 데이터를 획드하지 못하도록 하는 메시지 제한으로 사용된다. 함수 객체에

서 '트리거(trigger)'메시지 제한은 함수 객체가 그것의 표현을 해결하기 위해 트리거될 때 결정된다. 트리거 제한 모

드들은 '어느 일정한(any)', '모든(all)', '아무것도 아닌(none)' 및 '고객(custom)'을 포함한다. 상기 '어느 일정한' 트리

거는 함수에 의해 참조되는 어느 일정한 객체가 변화하는 메시지를 전송할 때 함수 객체가 해결되도록 허용하며, 반

면에 '아무것도' 트리거는 함수 객체에 의해 참조되는 객체가 변화할 때 자동적인 재평가를 방지한다. '모든'트리거는 

함수 객체에서 참조되는 모든 객체들이 발생하는 재평가를 위해 변화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고객'트리거는 함수가

해결되면 결정되는 또 다른 객체에 제공되는 후크이다.

데이터 객체는 속성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속성들을 얻어서 설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데이터 객체는

상기 데이터 객체가 변화할 때 변화 메시지를 감지하도록 등록된 객체에 변화 메시지를 전송한다. 수 데이터 객체는 

본 발명에 의해 구현되는 데이터 객체의 예이다. 수 객체는 상기 객체의 매쏘드과 관련된 접속 정책 제한뿐만 아니라 

이름, 값 및 유닛 속성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객체들의 값들이 설정될 때, 공통된 기술과 규칙들을 이용하여 강압(cor

ecion)이 수행된다. 데이터 손실없이 강압될 수 있는 데이터 객체들은 강압된다. 데이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강압

은 탐지되고 사용자에 의한 승인을 위해 플래그될 수 있다.

유닛은 종래에 정의되고 적용되는 물리적 양이며, 그것에 의해 동일한 종류의 다른 특정 양들은 그들의 값들을 표현

하기 위해 비교된다. 유닛들의 국제 시스템(SI)은 7개의 기본 유닛을 정의한다:

길이 미터

질량 킬로그램

시간 초

전류 암페어

열역학 온도

물질의 양 몰

광도 칸델라

함수 객체는 데이터 객체와 함수 객체를 언급할 수 있는 표현을 제공함으로써 작동을 제공하며, 따라서 링크된 데이

터 객체와 데이터 객체의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다. 함수 객체는 접속 정책과 트리거 메시지 전달 제한뿐만 아니라 

이름, 표현, 객체 참조 테이블 및 해결자 속성을 가지고 있다. 상기 표현은 다수의 입력과 출력 객체를 가지고 있는 함

수로 생각될 수 있으며, 해결자에 의해 평가된다. 상기 표현 문구는 베이직, C, C++ 및 자바등을 포함하는 다른 프로

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정의될 수 있다. 상기 객체 참조 테이블은 데이터 객체와 함수 객체에 대한 참조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표현 문구는 객체 참조 테이블에서 참조되는 객체를 요구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상

기 해결자는 상기 표현 문구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것은 상기 함수 객체에 의해 참조된 객체들의 변화를 가져온다. 해

결자들은 컴파일러, 해석기 또는 개체 래거시(legacy)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상기 함수 객체는 상

기 함수 객체에 의해 참조되는 객체들 중 하나로부터 변화 메시지를 수신할 때, 상기 표현을 해결한다. 함수 객체들은

또한 사용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종속 제한들은 선택적으로 데이터 객체들에 놓이는데, 상기 데이터 

객체들은 함수 객체의 표현에 의해 설정되는 그들의 값들을 가진다.

동등한 함수 객체는 본 발명에 의해 구현되는 함수 객체의 예이다. 다음의 간소화된 예는 수 개의 데이터 객체를 동등

하게 하는 동등한 함수 객체의 예이다( 즉, 데이터 객체의 값들 중에서 하나가 변화하면, 다른 데이터 객체들의 값은 

변화하여 그들의 값이 매치된다). 이러한 예에서, 상기 동등한 함수는 수 데이터 객체와의 조합으로 사용되며, 적용되

는 메시지 전달 제한의 예를 제공한다.

함수 객체: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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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되는 객체 테이블

수신 메시지{

만약(제한을 만나면){

해결자를 사용하여 상기 기능 표현을 해결한다()

}

}

함수 표현{

변화된 객체 값을 획득한다

(각 참조된 데이블 엔트리)에 대해{

만약(참조가 변화된 객체에 상응하지 않으면){

참조된 객체 값을 상기 획득한 값으로 설정한다

}

}

}

해결자{

상기 함수 표현을 해결한다

}

접속 정책 제한{

호출 허용을 조사한다

}

객체 참조를 더한다{

참조된 객체 테이블 등록의 엔트리를 상기 객체에 더하여 메시지가 수신될 수 있도록 한다

}

객체 참조를 제거한다{

참조된 객체 테이블 등록 해제의 엔트리를 상기 객체로 삭제하여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도록 한다

}

}

데이터 객체:수{

등록된 메시지 수신기의 객체 참조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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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값

값 매쏘드를 설정한다{

수 값을 새로운 값으로 설정한다

(각 참조 데이블 엔트리)에 대해{

만약(메시지 전달 및 접속 제한을 만나면)

값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참도된 객체에 전송한다

}

}

}

값 매쏘드를 획득한다{

수 값을 요구자에게 제공한다;

}

메시지 전달 제한{

만약(참조가 상기 객체 값 변화기에 상응하면){

상기 메시지가 전송되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한다

}

}

접속 정책 제한{

모든 사용자 및/또는 객체들이 상기 이름과 값을 획득할 수 있다

}

객체 참조를 더한다{

등록된 메시지 수신기의 객체 참조 테이블의 엔트리를 더한다

}

객체 참조를 제거한다{

등록된 메시지 수신기의 객체 참조 테이블의 엔트리를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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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은 데이터 객체 및/또는 함수 객체의 예를 생성함으로써 발생된다. 발생 프로세스 과정에서, 상기 객체의 컨텐즈

는 상기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의 알려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s)을 사용하는 래거시 애플리케

이션으로부터 획득되며, 이것들에 의해 조정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 모듈은 스프레드시트 셀 값을 데이터 모듈의 값

에 매치되게 한다.

객체는 그것을 발행함으로써 사용가능하게 된다. 발행은 분산된 객체 관리 기술들의 규격을 사용하여 행해지며, 따라

서 객체들은 규격적인 방식으로 사용가능하게 되어 상기 객체의 가입자에 의해 활성화되고 사용된다. 발행되었을 때,

각 데이터 객체와 함수 객체는 상기 객체에 접속하고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객체 참조를 가지고 있다. 객체가 일단 발

행되면, 상기 객체의 객체 참조, 일반적으로 URL,는 종래의 기술(전자메일, 메시지 포스팅)을 통해 예상되는 사용자

들에게 통신하거나 예상되는 사용자는 상기 발행된 객체의 객체 참조를 알기 위한 탐지를 시작한다.

객체는 상기 객체 참조를 상기 참조되는 함수 객체의 객체 테이블로 더함으로써 지급된다. 이것은 또한 참조되는 객

체의 수신 메시지의 테이블에 놓여있는 함수 객체로의 참조를 가진다.

참조된 객체가 변화할 때, 메시지는 제한들에 종속되는 그들의 표현을 해결할 어느 일정한 참조 객체들에 전송될 것

이다. 상기 표현을 해결하는 것은 데이터 객체가 변화되도록 할 수 있다. 어느 시간에서, 추가적인 객체들은 발생되고 

발행되며 서로 다른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나타내는 객체에 의해 지급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들이 실행될 때, 링크된 

데이터 객체들과 함수 객체들의 네트워크는 발현되는데, 이것이 발현 모델이다. 이러한 단계들은 또한 바람직한 객체

들의 네트워크 정의에 의해 유도될 수 있다.

발현 모델의 상기 데이터 객체 값은 최적화될 수 있다. 규격 최적화 패키지들은 공지된 방식으로 본 발명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객체 환경으로 인터페이스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지된 최적화 알고리즘은 함수 객체의 표현

에 의해 접속될 수 있으며, 따라서 상기 최적화 알고리즘은 상기 함수 객체가 해결될 때 운영될 것이다. 객체들은 사용

되는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한 입력과 출력으로 식별된다. 상기 최적화 알고리즘은 너무 많은 자원이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알고리즘을 중단하는 전형적인 기준 세트가 주어진다. 상기 최적화 알고리즘이 운영될 때, 그것은

상기 알고리즘의 디자인에 상응하게 입력 객체를 변화시키며 상기 결과는 상기 출력 객체로 변화된다. 상기 출력 객

체들은 함수 객체와 데이터 객체들의 네트워크에서 상기 입력 객체들과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개 체들이 변화

한다. 상기 중단 조건들이 달성되고 상기 데이터 객체들의 최적화 값이 조회되며 다른 데이터 객체들에 의해 접속될 

수 있는 후에 상기 최적화는 중단된다.

도1은 본 발명의 실시예가 구현되는 컴퓨터 네트워크(50)을 도시하고 있다. 컴퓨팅 기기(100)는 발현 모델(300)을 

발생하고 조회하기 위한 프로세싱, 저장 매체 및 입력/출력 기기를 제공한다. 컴퓨팅 기기(100)는 각각 키보드(102)

와 마우스(104)에 연결되어 입력을 수신하며, 디스플레이(106)에 연결되어 있어 컨텐즈를 보여준다. 일 실시예에서, 

컴퓨팅 기기(100)는 개인 컴퓨터이다. 또한, 컴퓨팅 기기(100)는 각각의 입력/출력 기기(102a, 102b ,104a, 104b, 1

06a, 106b)에 의해 다른 컴퓨팅 기기(100a, 100b)로의 접속을 가지고 있는 다른 통신 네트워크(110)에 링크되어 있

다. 상기 통신 네트워크(110)는 서로 서로 통신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토콜인 TCP/IP를 사용하는 게이트웨이, 컴퓨터,

네트워크의 세계적인 조합인 인터넷의 부분이다. 상기 인터넷은 데이터 및 메시지를 전송하는 수 천개의 상업, 정부, 

교육 및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로 구성된 메이저 노드와 호스트 컴퓨터 사이의 초고속 데이터 통신 라인의 백본을 제

공한다. 통신 네트워크(110)에 링크되어 있는 컴퓨팅 기기(100)는 발현 모델의 발생에 사용되는 모델과 래거시 애플

리케이션을 호스트한다. 이러한 모델들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사용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106)에 디스플

레이된다.

도2는 도1의 컴퓨터 네트워크(50)에 있는 컴퓨팅 기기(100)의 내부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컴퓨팅 기기(100)는 

시스템 버스(204)를 포함하고 있는데, 버스는 컴퓨터 네트워크(50)상의 컴퓨팅 기기(100)의 구성요소들 사이에서 데

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하드웨어 라인들의 세트이다. 버스(204)는 시스템의 서로 다른 부분(예를 들어, 프로세

서, 디스크-드라이브, 제어기, 메모리 및 입력/출력 포트)을 연결하는 공유된 하이웨이이며, 서로 다른 부분들이 정보

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206)가 상기 시스템 버스(204)에 연결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 인

터페이스(206)는 디스플레이(106)로 하여금 시스템 버스(204)상의 다른 구성요소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키보

드 인터페이스(208)와 마우스 인터페이스(210)는 또한 버스 시스템(204)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입력 기기로 하여

금 시스템 버스(204)상의 다른 구성요소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12)는 외부 네트워크(예를 

들어, 통신 네트워크(110))로의 링크를 제공하며, 컴퓨터 기기(100)에서 프로세스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허여하여 통

신 네트워크(110)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 기기(100)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한다. 메모리(200)는 본 발명의 실시

예를 구현하는데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시들과 데이터 구조들을 저장한다. 프로세서(202)는 메모리에 저장

되어 있는 지시들을 실행하며, 상기 컴퓨팅 기기로 하여금 발현 모델의 발생에 관여하게 한다.

도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발생되는 모델들과 래거시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상호연결된 컴퓨팅 기기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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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발현 모델을 도시하고 있다. 발현 모델(300)은 소정의 또는 세계적인 정의없이 생성되는 모델이며, 따라서 상기 

발현 모델(300)은 분산된 다수의 컴퓨팅 기기, 컴퓨터 네트워크(50)상에 만들어진 능동적이고 통합된 객체로부터 발

생된다. 서버(302-374)는 발현 모델(300)을 만들어 내는, 사각형으로 도시되어 있는 래거시 애플리케이션(352-374

)과 원으로 도시되어 있는 모델들(302-322)을 호스트한다.

모델들(302-322)은 모델되는 시스템 부분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와 컴퓨터 지

시들의 조합이며, 따라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시스템의 다른 부분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상기

모델들이 생성한 출력과 그들이 요구하는 입력과 통신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상기 모델(302-322)들은 그들 자

신의 저장 매체 서브시스템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또는 그들은 공통의 데이터 저장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객체들 자신은 파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또는 생산 데이터 관리 시스템 안에 저장될 수 있다.

래거시 애플리케이션(352-374)는 새로운 시스템의 사용 이전에 존재하는 인터페이스를 제시하는 컴퓨터 지시들의 

조합이다. 래거시 애플리케이션(352-374)들은 모델되는 새로운 시스템과 인터페이스하기 위해 데이터 파일들 포맷

을 번역함으로써 프로세스 또는 기술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번역은 종종 새로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래퍼(wra

ppers)'를 사용함으로써 달성된다. 이러한 래퍼는 래거시 애플리케이션(352-374)로 하여금 모델(302-322)와 인터

페이스하여 발현 모델(300)을 발생하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본 시스템의 객체들은 래거시 애플리케이션의 API를 사

용하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저장된 코드 라이브러리를 통해 래거시 애플리케이션과 인터페이스할 수 있다. 

비록 래거시 애플리케이션(352-374)의 존재가 발현 모델(300)의 생성을 위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사용은 종종 발현 모델을 발생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을 감소시킨다. 래거시 애플리케이션(352-374)은 또한 엔터프

라이즈 자원 계획(ERP) 시스템(예를 들어, 펜실베니아 뉴타운 스퀘어 SAP 아메리카 인크의 SAP R/3)과 같은 엔터테

인먼트-와이드 툴을 포함할 수 있다.

모델들(302-322)와 래거시 애플리케이션(352-374)를 포함하고 있는 발현 모델(300)의 예는 전력 툴의 생산 디자인

을 모델하기 위한 발현 모델(300)이다. 상기 전력 툴 생산 디자인의 측면들은 그것의 성능, 환경 효과 및, 비용뿐만 아

니라 그것의 셀과 모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전력 툴 생산 디자인의 측면들은 모델된다. 상기 전력 툴의 셀을 위한

모델은 이미 종래의 기계 디자인 툴(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월삼의 PTC 코포레이션 Pro/ENGINEER)에 존재하였으

며, 그것의 환경 효과에 관련된 모델은 이미 스프레드 시트(예를 들어, 워싱턴, 레드몬드의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

션의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 존재한다. 이러한 래거시 애플리케이션(352-374)은 상기 전력 툴 모터, 성능 및 비용으

로부터 발현 모델(300)을 발생하기 위해 선척적인 모델들(302-322)와 연결되어 있다.

도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컴퓨터 네트워크의 다수 컴퓨터 기기에 저장되고 구성되어 있는 모델들과 래거시 애

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상호연결되어 있는 컴퓨팅 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발현 모델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모델들(

302-322)와 래거시 애플리케이션(352-374)를 호스트하는 상기 컴퓨팅 기기들(302-374)은 전형적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제어를 위한 그룹으로 조직되어 있다. 각 컴퓨팅 기기 구조(380-386)는 컴퓨팅 기기들(302-374)의 그룹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380)는 더 큰 회사에서 출발한 것이며, 구조들(382와 384)은 파트너쉽으로 포함되어 있는 분리

된 회사일 수 있다. 구조(386)는 모델을 제공하도록 계약되어 있는 외부 컨설팅 그룹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들(3080

-386)은 대칭적일 필요가 없으며, 그들의 조직은 그들에서 실행되는 모델(302-322)과 래거시 애플리케이션(352-3

74)의 통신 능력의 제한이 없다.

도5는 도4의 모델과 래거시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상호연결된 컴퓨팅 기기들로 구성된 발현 모델을 도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상기 다수의 구조들(380-38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사용되는 것과 같이 공통의 저장매체를 공

유한다. 시스템의 작동을 설명하는 모델들은 종종 많은 양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효율적인 

접속과 제어를 위해 중앙 저장매체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 디자인 모델링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데

이터는 종래의 생산 데이터 관리(PDM) 시스템(예를 들어, 오와이오, 밀포드 구조 능동 연구 코포레이션에 의한 메타

플레이즈 엔터테인먼트)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 PDM 시스템들은 많은 생산 디자인 모델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효율

적인 저장매체와 버전 관리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발현 모델의 관리를 도울 수 있다. 도5에서, P

DM 데이터 저장매체(388)는 도4의 (380과 382)의 구조에서 실행되는 발현 모델의 저장 부분에 사용되며, 반면에 구

조(384)는 저장매체(390)에 저장되며, 구조(386)는 저장매체(392)에 저장될 수 있다.

도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발생된 모델들 사이에서 상호종속하도록 그룹된 도4와 5의 모델과 래거시 애플리케

이션을 호스팅하며, 상호연결되어 있는 컴 퓨팅 기기로 구성된 발현 모델(300)을 도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호종속

의 한 세트는 모터 성능 모델(394)를 생산하는데, 상기 성능 모델은 토크 요구 분석을 제공하는 래거시 애플리케이션(

352)과 모터 비용 분석을 제공하는 래거시 애플리케이션(360)에 의해 모터 속도 분석을 위한 모델(302), 마찰 분석을

위한 모델(304) 및 전류 분석을 위한 모델(312)을 활용한다. 유사하게, 환경 효과 모델(396)과 전체 비용 모델(398)

은 실행될 때 근본적인 모델들과 래거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 이러한 그룹된 모델들 각각은 발현 모델(300)의 

발생에 기여한다.

도7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상응하게 단방향으로 통신하는 모델을 도시하고 있다. 하나의 모델 출력은 직접적으로 또

는 간접적으로 다른 모델의 입력일 수 있다. 모델들 사이의 통신은 대칭적일 필요는 없다; 즉, 모델은 다른 모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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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들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모델로 출력을 제공하지 않으며, 그 반대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델(324)은 그것의 출

력을 모델(326)에 입력으로 제공할 수 있다. 모델(326)은 그것의 출력을 모델(328)에 입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모

델(328)은 바꾸어 그것의 출력을 다시 모델(324)에 제공할 수 있다. 여러 모델들 사이에서 발행하는 것과 지급하는 

것은 원형 종속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발현 모델(300)은 탐지를 위한 프로세스와 어드레스 원형 종속을 포함하며, 따

라서 모델들이 바람직하게는 무한 루프에서 실행되는 것을 방지한다.

모델의 입력들은 입력을 요구하는 또 다른 모델을 그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기 모델을 발행함으로써 사용가능

하게 된다. 전형적으로, 구성요소들의 제공자는 종이 카테고리에 그들의 가용능력을 발행하며, 디자이너는 상기 카테

고리에서 그들의 기준과 일치하는 구성요소들 찾을 수 있다. 만약 수행하고 있는 구성요소가 발견되면, 그것의 파라

미터들은 모델되는 관심있는 시스템의 측면을 모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구현되는 통합되고

분산된 모델에서 이것이 발행되고 지급되며, 메카니즘은 근본적인(underlying) 모델들이 실행될 때 발현 모델이 생성

되는 방식으로 상기 모델들의 여러 입력과 출력들을 연결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다.

도7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상응하게 양방향 방식으로 통신하는 모델들을 도시하고 있다. 도7a에서 논의한 것과 같

이, 한 모델의 출력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모델의 입력이 될 수 있다. 두 개의 모델들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입

력들과 출력들을 공유할 때, 통신은 양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7b의 모델(324)은 모델(326)에 의해 사용되는 일

정한 출력을 생산하며, 모델(326)은 모델(324)에 의해 사용되는 일정한 출력들을 생성하며, 그것은 양방향 통신의 예

이다.

도8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상응하게 도 따른 발현 모델의 일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발현 모델을 도시하고 있다. 모

델들은 모델되는 시스템의 작동을 설명하고 있다. 근본적인 작동들은 그들 자신의 모델로 그룹되며, 모델들 안에서 

모델들의 계층(서브 모델)을 생성한다. 따라서 모델들은 조절할 수 있다. 모델들은 그들이 연결될 수 있는 서버에 의

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호 종속에 의해 조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460a-c)는 발현 모델을 발생하기 위해

모델(450)의 서브-모델들과 인터페이스할 수 있다.

도8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상응하게 또 다른 발현 모델의 일부분으로 사용 되는 발현 모델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모

델(450)은 다른 모델들(452, 454)과 연결되어 발현 모델(456)을 발생한다. 소정의 모델 정의 없이도 서브-모델을 연

결하는 이러한 능력은 예를 들어, 모델(456)과 같은 큰 발현 모델들을 생성하기 쉽게 한다.

도9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상응하게 모델들과 래거시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상호연결된 컴퓨팅 기기로 구성되

어 있는 발현 모델을 발생하기 위한 방법을 구현할 때 사용되는 객체 지향 디자인을 도시하고 있다. 객체 클래스(500

과 501)은 모델의 상태와 작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수의 속성/필드(502-512)를 정의하는 클래스의 예이다. 

객체 클래스(500과 501)의 예는 다른 객체 클래스에 부가하여 발현 모델을 발생하는데 사용된다. 객체 클래스(500)

는 함수 객체를 정의하는 속성/필드들을 리스트하며, 객체 클래스(501)는 수 데이터 객체를 정의하는 속성/필드들을 

리스트한다. 이름 필드(502)는 객체를 참조하기 위한 이름이다. 유닛 필드(503)는 수 데이터 객체의 일부로 저장되어

있는 값 필드(505)를 위한 측정 유닛을 정의한다. 접속 정책 제한 필드(508)은 사용자(460a-f)에 의해 객체로의 접속

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원하는 정도의 조회, 편집, 실행 및 상기 발현 모델 안에서 각 객체의 적절한 관리에 기

반하여 많은 접속 구조가 가능하다. 최소한으로, 개인과 공중을 커버하는 접속 정책(508)이 구현된다. 트리거 메시지 

전송 제한(512)은 상기 함수 객체의 재-평가의 타이밍을 제어한다. 상기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트리거 모델은 '어

느 일정한', '모든', '아무것도 아닌' 및 '고객'을 포함한다. 표현(504)은 상기 객체 참조(506) 사이의 객체 관계를 정의

한다. 해결자(510)은 상기 표현(504)를 해결하고 실행하며, 객체 참조(506)에서 상기 객체들을 업데이트한다. 객체 

참조(506)는 상기 해결자에서 참조된 객체들의 값들을 얻어서 설정하기 위해 참조된 객체의 매쏘드로의 접속을 제공

한다.

도9b는 도9a에서 정의되어 있는 상기 객체 지향 디자인을 사용하여 정의된 모델 예를 도시하고 있다. 영역의 제곱 풋

에이지(footage)(즉, A=L*W)를 설명하고 있는 객체를 제시하고 있는 간단한 모델은 객체 클래스(500과 501)로부터 

예를 들어 설명되고 있는 객체들을 사용하여 발생된다. 상기 영역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는 객체(530)은 'L'이라는 이

름의 객체로 정의되는데, 상기 'L'은 '미터'의 유닛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3.2'의 값을 가지고 있다. 접속 정책 속성(5

08)은 사용자(460a-f)의 객체로의 접속을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비록 개인 접속 정책이 일정한 레벨의 사용자들(460

a-f)만을 지시하는 반면, 컴퓨터 네트워크의 모든 사용자(460a-f)들이 상기 객체에 접속할 수 있는 공중 접속 신호들

의 설정은 상기 객체로 접속을 가지고 있다. 길이 객체(530)과 유사한 방식으로, 폭 객체(540)은 상기영역의 폭 값을 

정의한다. 이러한 객체들의 값을 요구하는 객체들은 그들에 제공된 방법들(예를 들어, 객체.겟밸루()(Object.getValu

e()))을 사용하여 상기 객체에 접속한다. 영역 함수 객체(520)는 상기 식 'A+L*W'을 그것의 표현(504)로 저장한다. 

함수 객체(520)은 길이 객체(530)과 폭 객체(540)의 값을 구해 객체(550)의 값을 결정하는 해결자(510)을 사용한다.

길이 객체(530)와 폭 객체(540)는 종속 또는 접속/허용(둘 다 공중 접속을 가지고 있다)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영

역 객체(550)는 그것의 값이 영역 함수 객체(520)의 해결자(510)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읽기 전용으로

제한된다. 추가적으로, 영역 객체(550)는 일정한 사용자들이 그것의 값으로 제한된 접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

내는 접속/허용을 위해 개인적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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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9c는 모델 조직 계층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버는 다수의 모델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델은 다수의 객

체를 포함하고 있다. 서버들은 모델들을 조직하기 위한 논리적인 구조이다. 도9c에서, 서버1(570)은 모델(572)를 포

함하고 있으며, 모델(572)는 객체(574)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서버들을 어드레스할 때, 모델들과 객체들은 URL/U

RI를 사용하여 행해지며, 여기서 서버, 모델 및 객체는 서버/모델/객체의 어드레스 형식으로 계층적으로 나타내진다(

예를 들어, '스키마:// 서버A IP 어드레스:포크/모델A/객체B'). 이러한 어드레싱은 객체들을 링크하는 상기 발행와 지

급 단계에 의해 사용된다.

도10은 본 발명에 상응하여 발현 모델을 발생하는 프로세스의 흐름도이다. 상기 프로세스는 단계(600)에서 시작하며

, 단계(602)에서 데이터 및/또는 함수 객체들은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발생된다. 예를 들어, 영역 객체(520(도9b))는 

단계(602)에 상응하게 발생된 모델을 나타낸다. 전형적으로, 사용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해 객체를 발생하도록 

유도되며, 명령들이 객체들을 생성하기 위해 제기되며, 또 다른 명령들이 그러한 객체들의 속성들/필드들의 값을 규

정하기 위해 제기될 수 있다. 단계(604)에서, 발생된 객체의 참조는 전자 미디어, 프린트 미디어 또는 인간의 대화를 

통해 상기 객체 참조를 사용가능하게 하거나 알려지게함으로써 발행된다. 단계(606)에서, 함수 객체 또는 데이터 객

체들은 참조되는 상기 객체들에 의해 함수 객체에 가입된다. 예를 들어, 영역 함수 객체(520도9b)는 객체(530, 540 

및 550)에 가입한다. 단계(608)에서, 참조된 데이터 객체들 및/도는 함수 객체들의 변화가 발생할 때, 메시지들은 참

조되는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로 전송된다. 단계(610)에서, 함수 객체가 참조되는 객체가 변화하였다는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함수 객체가 상기 메시지를 필터하지 않을 때, 상기 함수 객체는 그것의 표현을 해결한다. 그

것의 표현을 해결하는 것은 데이터 객체들의 값을 얻어 설정하는 것 또는 함수 객체들의 해결자를 초기화하는 것과 

같은 상기 참조된 객체들에 방법을 요구하게 된다. 상기 표현을 해결하는 것은 전송된 추가적인 메시지들로 유도되는

참조된 객체들의 값의 변화를 초래한다. 단계(612)에서, 각 컴퓨팅 기기에서 각 객체는 그것이 생성되고 상기 객체가 

변화하거나 또는 요구될 때 선택적으로 저장된다. 사용자들에게 상호작용하는 능력과 발현 모델을 강화하는 능력을 

제공한다면, 각 객체들의 저장은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의 컴퓨팅 기기에 저장된 발현 모델을 초래한다.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과 링크되어 있는 상기 발현 네트워크는 세계적으로 미리정해진 데이터 객체 및/

또는 함수 객체 네트워크에 무관한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발행되고 지급되어, 상기 발현 모델을 발생한다. 도4와 도5

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상기 발현의 저장은 분리된 저장 매체를 사용하여 또는 사용하지 않고 이전에 존재하

던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다. 단계(614)에서 상기 프로세스는 종료한다. 도11a와 11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상응하게

발현 모델을 발생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그래픽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예에 서, 두 개의 윈도

우(도11a와 11b)들은 서버들, 모델들 및 객체들의 계층적 관계을 사용하여 정의된 모델을 도시한다. 여기서, 서버는 

모델과 모델의 디렉토리를 위한 저장 장치로 작동한다. 모델들은 객체들로부터 만들어지며, 객체들은 모델 객체와 다

른 객체를 포함한다. 객체 기원 모델 클래스(500)의 일정한 측면은 이름(502), 값(506), 타입/유닛(504) 및 접속 정책

(508)을 포함하고 있는 도11b에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예는 객체-Y로 정의된 상기 영역 객체(520)를 도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객체_Y는 객체_X와 함께 모델_A에 

포함되어 있다. 모델_A는 모델_B 및 모델들의 디렉토리와 함께 CO_서버_2에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계층은 영역 객

체(520)를 정의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만을 나타내며, 다른 모델 조직은 동등한 객체를 정의하기 위해 발생될 수 있다.

도12a와 12b는 컴퓨팅 기기의 네트워크들을 도시하고 있다. 본 발명은 0개 또는 하나 이상의 조정 컴퓨팅 기기에 의

해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도12a는 컴퓨팅 기기(702, 704, 706 및 708)로 구성되어 있다. 컴퓨팅 기

기(706)는 컴퓨팅 기기를 조절한다. 조정 컴퓨팅 기기들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팅 기기 사이에서 통신을 조

절한다. 예를 들어, 컴퓨팅 기기(702)가 메시지를 컴퓨팅 기기(708)로 전송하기 위해, 상기 메시지는 조절 컴퓨팅 기

기(706)를 통해 조절되어야 한다. 반대로, 도12b는 단일(또는 중앙) 조절 컴퓨팅 기기(예를 들어, 도12a의 조절 컴퓨

터 기기(706))가 없는 컴퓨터 기기(710, 712 및 714)를 도시하고 있다. 도12b에 도시된 컴퓨팅 기기이 네트워크에서

, 메시지들은 직접적으로 하나 의 컴퓨팅 기기로부터 또 다른 컴퓨팅 기기로 간접적인 조절없이도 전송된다. 예를 들

어, 컴퓨팅 기기(710)은 메시지를 컴퓨팅 기기(712)로 전송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고 도시되었지만, 당업자는 본 발명의 여러 수정이 첨부된 청구항에 의

한 본 발명의 범위에서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의 조

합은 본 발명에 상응하는 모델을 형성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발현 모델을 위한 접속 제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을 발생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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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에 참조를 발행하는 단계;

상기 함수 객체들 안에서 상기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의 참조를 통해 상기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 사이의 관계를 생성함으로써 상기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에 지급하는 단계로서, 여기서 링크된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의 네트워크가 발현되는 지급 단계;

참조된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이 변화할 때, 메시지를 참조되는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에 전

송하는 단계;

상기 메시지를 수신할 때 상기 함수를 해결하는 단계;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다수의 컴퓨팅 기기에 걸쳐 분산된 방식으로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을 저장하는 단

계;

상기 발현 모델의 사용자를 식별하는 단계와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 각각의 사용자에 적절한 읽기, 쓰기,

실행 및 행정적인 허용을 할당하는 단계로서, 상기 허용은 특정한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로의 접속을 제

한하는데 사용되는 할당 단계; 및

여기서 링크된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의 발현 네트워크들은 세계적으로 미리정해진 데이터 객체들 및/또

는 함수 객체들의 네트워크에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발행되고 지급되며, 따라서 상기 발현 모델을 발생하는 접속 제어

제공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링크된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의 네트워크 구조의 적어도 일부분은 미리 정해지며,

컴퓨터 네트워크의 어떠한 컴퓨팅 기기에서 어떠한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이 발생되는지를 결정하는 접

속 제어 제공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서버 프로세스와 통신하는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컴퓨터 네트

워크상의 컴퓨팅 기기로 상기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을 디스플레이하도록 정의되며, 상기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은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어느 컴퓨팅 기기에서도 볼 수 있는 접속 제어 제공 방

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은 논리적 그룹에 저장되는 접속 제어 제공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로의 참조는 전자 매체, 프린트 매체 또는 인간의 대화를 사

용하여 발행되는 접속 제어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을 발생하는 단계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또는 컴퓨터 코드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을 위한 인터페이스 매핍(mapping

)을 제공하는 접속 제어 제공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함수 객체들은 컴파일되어 있으며, 능동적으로 링크되어 있고 실행시간에 평가되는 컴퓨터 코

드에 의해 구현되는 접속 제어 제공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함수 객체들은 실행시간에 평가되고 번역되는 컴퓨터 코드에 의해 구현되는 접속 제어 제공 방

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것은 소정의 기준에 의해 인에이블되거나 디스에이블되는 접속

제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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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은 메시지 소스, 메시지 수신지(destination) 또는 메시지 컨텐즈에 근거하는 접속 제어 제

공 방법.

청구항 11.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분산된 모델을 발생하는 방법으로서,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을 발생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에 참조를 발행하는 단계;

상기 함수 객체들 안에서 상기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의 참조를 통해 상기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 사이의 관계를 생성함으로써 상기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에 지급하는 단계로서, 여기서 링크된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의 네트워크가 발현되는 지급 단계;

참조된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이 변화할 때, 메시지를 참조되는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에 전

송하는 단계;

상기 메시지를 수신할 때 상기 함수를 해결하는 단계;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다수의 컴퓨팅 기기에 걸쳐 분산된 방식으로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을 저장하는 단

계;

상기 분산된 모델의 사용자를 식별하는 단계와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 각각의 사용자에 적절한 읽기, 쓰

기, 실행 및 행정적인 허용을 할당하는 단계로서, 상기 허용은 특정한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로의 접속을

제한하는데 사용되는 할당 단계; 및

상기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 사이의 상기 관계는 단일 조정 컴퓨팅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되거나 또

는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다수의 조정 컴퓨팅 기기를 사용하여 생성되는 분산된 모델 발생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링크된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의 네트워크 구조의 적어도 일부분은 미리 정해지

며, 컴퓨터 네트워크의 어떠한 컴퓨팅 기기에서 어떠한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이 발생되는지를 결정하는

분산된 모델 발생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서버 프로세스와 통신하는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컴퓨터 네

트워크상의 컴퓨팅 기기로 상기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을 디스플레이하도록 정의되며, 상기 데이터 객체

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은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어느 컴퓨팅 기기에서도 볼 수 있는 분산된 모델 발

생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은 논리적 그룹에 저장되는 분산된 모델 발생 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로의 참조는 전자 매체, 프린트 매체 또는 인간의 대화를 

사용하여 발행되는 분산된 모델 발생 방법.

청구항 16.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을 발생하는 단계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또는 컴퓨터 코드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객체들 및/또는 함수 객체들을 위한 인터페이스 매핍(mapping

)을 제공하는 분산된 모델 발생 방법.

청구항 17.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함수 객체들은 컴파일되어 있으며, 능동적으로 링크 되어 있고 실행시간에 평가되는 컴퓨터 

코드에 의해 구현되는 분산된 모델 발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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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함수 객체들은 실행시간에 평가되고 번역되는 컴퓨터 코드에 의해 구현되는 분산된 모델 분산

방법.

청구항 19.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것은 소정의 기준에 의해 인에이블되거나 디스에이블되는 분

산된 모델 발생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은 메시지 소스, 메시지 수신지(destination) 또는 메시지 컨텐즈에 근거하는 분산된 모델

발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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