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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간의 고성능 통신을 위한 데이타교환 디테일의 디커플링 공급장치 및 그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보호응용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통신인터페이스의 각종 소프트웨어 모듈의 
관계를 도시한 블럭도.

제2도는 다양하게 구성된 폼분류정의(form-class definition)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

제3도는 폼분류 정의의 다른 예를 도시한 도면.

제4도는 자체 구성된 폼필드를 가지는 폼분류 정의의 일예, 즉 네스팅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

제5도는 3개의 원시적 폼분류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

제6도는 메모리에 기억된 대표적인 폼례를 도시한 도면.

제7도는 폼분류 정의와 폼예 사이의 실 또는 값데이터, 포맷데이터, 의미데이터의 일부를 도시한 도면.

제8도는 포맷 오퍼레이션시 처리를 위한 플로우챠트.

제9도는 포맷 오퍼레이션시 처리를 위한 타겟포맷 특정테이블.

제10도는 포맷 오퍼레이션시 사용을 위한 다른 타겟포맷 특정테이블.

제11도는 포맷 오퍼레이션시 사용을 위한 일반 변환테이테블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

제12도는 대표적인 의미의존 오퍼레이션을 위한 플로우챠트.

제13A도, 제13B도는 각각 분류정의 및 이 분류정의를 기억하는 분류 디스크립터를 도시한 도면.

제14도는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레싱을 위한 서비스 및 요구응용에 대한 통신구성요소의 서비스 룰 모듈 
및 서브젝트 맵퍼 모듈간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제15도는 보호응용에 대한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및 각종 모듈의 관계를 도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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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제16도는 다른 실시예의 통신인터페이스측의 각종 모듈들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제17도는 전형적인 분배컴퓨터 네트워크의 블럭도.

제18도는 디몬의 DCC프로토콜 엔진에 대한 DCC 라이브러리의 관계를 도시하는 프로세스 아키텍쳐.

제19A도, 제19B도는 가입자 요구가 서비스로 보내어진 경우에 본 발명의 소프트웨어가 3개로 겹쳤을 때 
내부명칭을 발생하는 처리의 흐름도.

제20A도 제20B도는 가입자 요구가 데이터 발생처리시에 받아들여지고 메시지 흐름이 가입자처리로 되돌려
진  경우에  본  발명에  따라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가  3개로  겹쳤을  때  내부명칭을  발생하는  처리의 
흐름도.

제21A도 및 제21B도는 메시지가 방송프로토콜에 의해 보내어진 경우에 방송프로토콜 엔진내의 DCC라이브
러리를 발생하는 처리의 흐름도.

제22A도 및 제22B도는 방송트랜젝션의 데이터 소비자 측에서 신뢰성 있는 방송 프로토콜 엔진에 의해 처
리되는 프로세싱의 플로우챠트.

제23도는 인텔리전트 멀티케스트TM 프로토콜을 구현하도록 서비스 룰에서 발생하는 프로세싱의 플로우챠
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데이터표시 및 구성용 포맷을 달리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같은 포맷 및 구성이지만 후에 재 프
로그래밍 없이 변할 수 있는 포맷이나 구성을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가 탑재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상에 혹은 같은 컴퓨터 상에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간의 분리된 정보교환을 위한 분야
에 관한 것이다.

다른 유형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급증과 데이터를 교환하는 다른 유형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실행
하는 다른 유형의 컴퓨터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이러한 데이터를 교환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져 
왔다. 대표적으로 서로 포린(foreign) 소프트웨어모듈 사이에서 교환되어야 하는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
터 및 그래픽을 포함한다.

데이터표시 및 구성의 다양한 포맷의 사용은 하나의 컴퓨터 또는 프로세스의 언어로부터 다른 컴퓨터 또
는 프로세스의 언어로, 또는 공통언어로의 번역이 의미있는 통신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신이 이루어지는 많은 소프트웨어 모듈들은 서로 물리적으로 간격을 둔 컴퓨터들 상에 
상주하고 있고, 그 컴퓨터들은 로컬에리어 네트워크,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세톨라이트 
등만이 접속되어 있다. 이들 각종 네트워크는 다양한 통신용 프로토콜을 가진다. 또한, 적어도 재정적인 
서비스  측면에서,  다우존스  뉴스(Dow  Jones  News)  또는  텔리레이트(Telerate)  TM와  같은  원자료(raw 
data)의 각종 소스는 이들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데 반듯이 이해되고 그리고 수반되는 다른 데
이터포맷 및 통신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모듈들과 컴퓨터들을 디커플링할 시에, 통신시스템의 신뢰성 있고 의미있는 데이터 교
환을 위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모듈들, 프로세스들, 컴퓨터들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필요가 발생
한다.

디커플링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 다른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상의 정보에 접근시 다음의 것
들을 알 필요가 없이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네트워크상에 다른 소프트웨어 모듈들과 컴퓨
터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포린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나 형식의 포맷; 포린 소프트웨어 모듈 또는 컴
퓨터와의 통신을 위해 어떠한 통신프로토콜이 필요한지; 소오스 프로세스와 데스티네이션 프로세서 사이
의 어떤 망을 이동시에 어떤 통신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 및 다양한 원시 데이터소스의 어떤 것이 요구되
는 데이터를 공급하는지를 알 필요없이 다른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상의 정보에 접근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금부터 사용하는 '디커플링'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질의 포맷이나 이질의 의미 데이터
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요구하는 프로세스에 투명한
(transparent) 추출프로세스에서 이질의 포음(form)으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적당한 의미동작
(semantic operation)을 하는 통신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가능하다.

종래 기술에는 포린 소프트웨어 모듈사이에서 각종 디커플링을 정보교환을 하는 각종 시스템이 있다. 이
러한 유형의 시스템중의 하나는 CCITT'S X .409 표준을 포함하는 일렉트로닉 다큐멘트 익스체인지 스텐다
드(Electronic Document Exchange Standards)를 구현하는 일렉트로닉 메일 소프트웨어가 있다. 일렉트로
닉 소프트웨어는 포맷 또는 유형데이터가 각 데이터기록 또는 폼예에 포함되는 응용(application)들을 디
커플링한다. 그러나, 의미정보의 프로세싱이나 기록에 대한 것은 준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포린 데이터
구조의 바라는 필드의 명칭이나 의미를 기본으로 하는 데이터의 추출이나 전송과 같은 의미 오퍼레이션은 
불가능하다. 의미개별 오퍼레이션은 성공적인 통신을 이룩하는 경우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 유형의 
소스정보 어드레스를 알 필요가 없이 간단히 서브젝트에 의해 요구 응용이 정보를 요구하는데 있어서 서
브젝트 베이스 어드레싱이 구현될 수 있는 일렉트로닉 메일 소프트웨어에서는 준비되지 않는다. 또한, 이
러한 소프트웨어는 통신프로토콜이 사전에 설비되어 있지 않는 네트워크나 서비스를 액세스할 수 없다.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Relational  Database  Software)  및  데이터  딕션너리  (Data 
Dictionaries)는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포릴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공유 가능한 종래 기술의 소프트웨어 시
스템의 다른 예이다. 이 소프트웨어의 분류는 프로그램이 기록내에서 '플랫(flat)' 테이블, 기록 및 필드
를 조정하지만 기록내에서 기록을 네스팅(nesting)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술한 일렉트로닉 메일 소
프트웨어의 문제점은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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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내용

본 발명에 따르면, 이하 잘 알려지지 않은 디커플링을 공급하는 동안에 포린 프로세스 및 컴퓨터를 인터
페이스할 수 있는 구조를 공급하는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통신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필수적으로 2개의 주구성요소, 즉, 통신구성
요소 및 데이터교환 구성요소로 구성된 여러개의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하 본 발명의 내
용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인터페이스는 포린 프로세스 또는 포린 컴퓨터 또는 양쪽과 통신시에 
유효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응용에 의해 불리어지는 기능(function)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따
른 통신 인터페이스에서 불리어지는 인터페이스의 기능들은 다른 구성요소 또는 응용으로부터 서브루틴에 
의해 콜되어도 된다.

데이터포맷 디커플링은 제1프로세스가 제2프로세스에 의해 사용되는 포맷을 알 필요가 없이, 제1포맷을 
가지는 폼이나 데이터기록을 이용하는 제1프로세스가 제2, 즉 다른 포맷을 가지는 데이터기록을 이용하는 
제2프로세스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디커플링의 폼은 통신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데이
터교환 구성요소를 거쳐서 구현된다.

본 발명에 따른 통신인터페이스의 데이터교환 구성요소는 품관리기 모듈과 폼분류 관리기 모듈을 포함한
다. 이 폼관리기 모듈은 폼예들의 파괴, 리콜(recall), 스토리지 및 작성(creation)을 조정하고 폼분류 
관리기의 각종 기능을 콜한다. 후자는 특정한 폼분류에 관한 포맷 및 의미정보를 기록하는 데이터기록인 
폼분류 디스크립터의 파괴, 해석, 리콜, 스토리지 및 작성을 조정한다. 또한 폼분류 관리기는 필드의 명
칭이나 의미로 식별할 때 특정한 폼예의 필드를 얻도록 통신인터페이스의 응용이나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의 요구를 역시 받아들이고, 적당한 폼예를 검색하고 그리고 적당한 필드내의 요구데이터를 추출하여 유
도할 수 있다. 폼분류 관리기는 새로운 폼분류를 생성하는 포린 프로세스에 링크된 폼분류 관리기로부터 
분류정의를 요구하거나 또는 잘 알려진 분류정의의 스토리지(저장소)에서 찾아내는 것에 의해 알려지지 
않은 폼분류의 분류정의를 역시 찾을 수 있다. 필드명칭과 같은 의미데이터는 의미정보가 데이터표시 또
는 구성에 관한 정보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면에서 데이터표시 및 구성으로부터 디커플링된다.

본 발명의 통신인터페이스는 의미센스와 데이터포맷센스에서 데이터 디커플링을 구현한다. 의미측면에서 
디커플링은 의미의존 오퍼레이션을 실행하는 능력에 의해 구현된다. 바람직한 실시례에서는, 동일한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에 동일 필드명을 사용함으로써, 이들 오퍼레이션들은 같은 방식 또는 다른 방식으로 구
성된 데이터를 가지는 다른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교환 가능하게끔 프로세스들을 통신인터페이스에 커플링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다른 실시례에서는, 들어오는 데이터필드가 다른 이름을 가지지만 어떤 특정한 것들이 요구하는 프로세스
에서 이해되는 필드명으로 재레벨되거나 그렇게 재레벨된 것처럼 사용되는 것에 의해 가명 또는 동의어 
변환기능을 구현한다. 본 발명에 따른 인터페이스는 3층으로 구성된 프로세스 아키텍쳐를 가진다.

아키텍쳐 디커플링은 정보층(information layer)에 의해 제공되어지는데, 이것에 의해 데이터가 존재하는 
서버(server)나 프로세스의 네트워크 주소를 알지 못해도 요구프로세스는 특정 서브젝트와 관련된 데이터
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디커플링은 폼은 인터페이스의 통신구성요소의 정보층내의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
레싱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레싱은 서브젝트 멥핑에 의해 본 발명의 통신인터페이스의 통신구성요소에 의해 구
현된다. 통신구성요소는 데이터를 요구되는 서브젝트를 특정하는 응용으로부터 '가입(subscribe)' 요구를 
수신한다. 정보층의 서브젝트 맵퍼 모듈은 응용으로부터의 요구를 수신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테
이블 등의 서브젝트를 조사한다. 데이터베이스는 각종 서브젝트상에서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각종 서버 프
로세스를 나타내는 '서비스기록'을 저장한다. 확인된 서버 프로세스와 통신할 때 사용되는 요구된 타입과 
통신프로토콜(이하 때때로 서비스 룰로 불리어진다.)을 공급하는 특정서버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적당한 
서비스기록들에 서브젝트-맵퍼 모듈에 공급된다.

서브젝트 맵퍼는 서비스 층으로 불리어지는 프로세스 아키텍쳐의 제2층에 있는 다수의 통신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이나 서브루틴에 액세스한다. 서비스 층의 루팅은 '서비스룰'이라고 불린다. 각 서비스 룰은 서
버프로세스를 특정하는 소정의 통신프로토콜을 요약한 것이다. 서브젝트 맵퍼는 서비스 기록에서 식별된 
적당한 서비스룰을 불러낸다.

서비스 룰에 서브젝트 맵퍼에 의해 서비젝트가 주어지고 적당한 서버 프로세스와 통신을 설정하도록 진행
한다. 그 후에, 서브젝트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는 폼예는 통신을 설정하는 서비스 룰을 거쳐서 서버 프로
세스에 의해 요구프로세스로 보내어진다. 서비스 프로토콜 디커플링은 서비스 층에 의해 제공된다.

분배된 통신구성요소의 제3층은 통신층이라고 불리며, 구성 디커플링을 제공한다. 이 층은 특정한 서버에 
데이터링크를 설치하는 요구를 수신하고 이 요구에 의해 프로토콜이 사전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링크에 
사용될 프로토콜이 없다면 링크에 사용될 최적의 통신프로토콜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의 DCC 라이브러리를 
포함한다. 또한, 통신층은 지점간 통신, 방송, 신뢰할 만한 방송 및 인텔리젼트 MulticastTM프로토콜과 
같은 각종 통신프로토콜을 요약한 프로토콜 엔진을 포함한다. 통신층의 어떤 가능성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의 표준전송 프로토콜의 기능성을 확대하고 향상된 서비스를 공급한다.

향상된 서비스중의 하나는 신뢰할만한 방송프로토콜이다. 이 프로토콜 엔진은 송신측에 패킷된 메시지의 
패킷에 순차번호를 부가하고 모든 패킷이 수신측에서 수신되는 것을 검증한다. 패킷은 송신측에 재송신을 
위해 저장된다. 수신측에서 만약 모든 패킷이 들어오지 않거나 일부가 오전되면, 요구는 재송신을 위해 
보내어진다. 배드(bad) 또는 오류패킷은 다시 보내어진다. 모든 패킷이 성공적으로 수신되었을 때, 인식
메시지가 보내어진다. 이것은 송신측 프로토콜 엔진으로 하여금 다음 메시지의 패킷을 위한 여유를 만들
기 위해 재송신 버퍼의 패킷을 플러쉬하게 한다.

향상된 또 하나의 서비스는 인텔리전트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이다. 이 프로토콜은 보내어질 메시지의 서브
젝트를 시험하고 어느정도의 가입자가 이 메시지 서브젝트에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서비스 룰을 포함한
다. 가입자 수가 지점간 통신방송의, 비용을 결정하는 것에 의해 정하여진 한계값 이하이면, 메시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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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간 통신으로 보내어진다. 한편 메시지는 신뢰성있는 방송프로토콜에 의해 보내어진다.

제1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다양한 시스템 아키텍쳐가 본 발명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을지라도, 본 발명의 통신인터페이스를 연합시
킨  대표적인  시스템의  블럭도를  제1도에  나타내었다.  본  발명의  통신인터페이스는  실시예에서  때때로 
TIBTM(Teknekron Information Bus)로서 이하 언급되게 된다. 독자는 본 발명으 설명하는데 아래와 같이 
사용되는 보다 중요한 몇가지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명세서에 포함된 용어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디커
플 방법으로 다양한 고객 응용을 커플링하는 것에 의해 네트워크 통신이나 서비스통신 프로토콜의 변환 
또는 고객 응용 발전에 따른 모듈성을 용이하게 하는 많은 기능성을 가진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다
수의 컴퓨터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를 본 발명에서 가지고 있다. 이하 본 발명에서 통신 인터페이스에 대해
서 언급한다. 이하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디커플링(decoupling)'은 고객 응용의 프로그래머가 데이터교
환이 필요한 다른 응용이나 서비스의 데이터 기록구성, 데이터 표시포맷 및 통신프로토콜을 자세히 알아
야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객 응용의 프로그래머는 특정 서브젝트에 대한 데이터를 
얻는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서브젝트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버나 서비스의 위치를 알 
필요가 없다. 통신 인터페이스는 자동적으로 데이터 보시자 응용과 데이터 공급자 서비스 사이 그리고 고
객 응용들 사이의 데이터 교환에 있어서 디테일을 살핀다.

제1도에 도시된 시스템은 네트워크 또는 공유메모리에 의해 멀티플호스트 컴퓨터들을 커필링하는 대표적
인 네트워크이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2개의 고객 응용이 동일한 컴퓨터상에서 실행되도 하지만 2개의 호
스트컴퓨터 (10)(12)가 2개의 고객 응용(16)(18)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1도에 나타내었다. 이들 호스
트컴퓨터는 네트워크(4)에 의해 결합되고 이 네트워크는 ETHERNETTM 통신프로토콜, 토큰링 프로토콜 등과 
같이 어떤 잘 알려진 네트워크라도 된다. 데이터를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는 공지의 데이터 교환방법이 본 
발명을 실체화하는 목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본 발명을 실체화하는데 필요하지는 않다. 따라서 호스트컴
퓨터(10)(12)가 똑같이 액세스하는 공유메모리파일 또는 공유분배 스토리지는 역시 본 발명을 적용되는 
환경으로서 충분하다.

각각의 호스트프로세서(10)(12)는 그와 관련된 디스크 또는 테이프 드라이브와 같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 
및 벌크메모리를 가진다(도시되지 않음). 이들 메모리에 기억된 것은 호스트컴퓨터가 유효한 작업을 수행
하게 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를 함께 포함하는 라이브러리의 프로그램과 같은 각종 오퍼레이팅 프로그램, 
고객 응용 프로그램 및 다른 프로그램이다. 통신 인터페이스의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는 적당한 통신프로토
콜을 사용하는 서비스로 통신을 설정하고 특정 서브젝트에 대한 데이터를 공급하는 서비스의 위치를 찾아
내는 것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한, 고객 응용에 불리어지는 기본틀(tool)들을 제공한다.

각각의 호스트 컴퓨터들은 역시 터미널, 프린터등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에 결합되어도 된다(도
시되지 않음).

제1도에 도시된 시스템의 예에 있어서, 호스트컴퓨터(10)는 고객 응용프로그램(16)을 메모리에 저장한다. 
이 고객 응용프로그램(16)이 유효한 작업을 하기 위해 호스트컴퓨터(12)를 제어하는 다른 고객 응용프로
그램 또는 서비스(18)와 데이터의 교환을 요구한다고 하자. 또한 호스트컴퓨터(10)(12)가 데이터표시용으
로 다른 포맷을 사용하고 그 응용 프로그램(16)(18)은 그것에 의해 발생된 데이터기록용 데이터표시 및 
구성을 위해 다른 포맷을 사용한다고 하자. 이들 데이터 기록은 이하의 같은 폼으로 통상 언급된다. 또한 
호스트컴퓨터(10)(12) 사이의 데이터통신(14)이 ETHERNETTM 다양성의 로컬에리어 네트워크로 구성되었다
고 하자.

호스트컴퓨터(10)(12)  역시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로 프로그램 되고, 이들은 각각 통신 인터페이스(20)(2
2)를 포함한다. 통신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은 런타임코드를 발생하도록 링커에 의해 고객 응용의 컴파일코
드에 링크되고, 또는 통신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컴파일하기 앞서 고객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포함
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서는 통신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은 어느정도 고객 응용에 한정되어진다. 그래서 호
스트컴퓨터(10)가 2개의 고객 응용을 실행하면, 각 고객 응용은 모듈(20)과 같은 통신 인터페이스 모듈에 
한정되어진다.

통신 인터페이스 모듈(20)의 목적은 응용(18)에서 사용되는 폼에서 데이터 포맷과 데이터구성의 디테일, 
응용(18)의 네트워크 어드레스 및 응용(18)에서 사용되는 통신프로토콜의 디테일 뿐만아니라 데이터 포맷
과 구성의 디테일과 네트워크(14)를 가로질러 데이터를 보내는데 필요한 통신프로토콜부터 응용(18)을 디
커플링 하는 것이다. 통신 인터페이스 모듈(22)은 응용(18)을 위해 동일한 기능을 서비스하여 응용(16) 
및 네트워크(14)에 대하여 많은 디테일을 알아야할 필요가 없다. 컴퓨터 인터페이스 모듈은 호환성을 계
속 유지하도록 시스템을 전부 변환시킬 필요없이 모두 서로 결합하는데 사용되는 고객 응용, 데이터포맷 
또는 구성, 호스트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상에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모듈성을 용이하게 한다.

이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통신 인터페이스(20)(22)는 네트워크(14)를 거쳐서 서브젝트 테이블(26) 및 
서비스 테이블(28)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파일시스템(24)에 액세스 한다. 이들 테이블은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레싱의 토론을 참조해서 이하 상세하게 설명된다. 이들 테이블은 각종 서브젝트에서의 정보를 제공하
는 서비스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나열하고 있다.

이하,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는 기초 '전송층(transport layer)'(이 사항이 ISO 네트워크층 모델에서 
사용되어진다) 및 ISO네트워크 모델의 전송층 아래에서의 모든 층을 의미한다. 응용은 그것의 호스트컴퓨
터가 결합된 어떠한 네트워크에서도 데이터를 보내거나 또는 받아들일 수 있다.

제1도에서 '20', '22'로 블럭화된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인터페이스는 그것이 속해 있는 각 고객 응용에 
대하여 통신구성요소(30) 및 데이터교환 구성요소(32)를 포함한다. 통신구성요소(30)는 예를들어 서브젝
트 베이스 어드레싱 및/또는 서비스를 디커플링을 실현하는 통신시설의 공통셋이다. 이 통신구성요소는 
각 고객 응용에 링크된다. 더나아가 각 통신구성요소는 이것이 결합된 네트워크의 표준전송층 프로토콜, 
예를들어 TCP/IP에 링크된다. 각 통신구성요소는 멀티플전송층 프로토콜에 링크되어 지원할 수 있다. 통
신구성요소는 고객 응용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통신프로토콜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고객 응용과 독립적인 
네트워크 및 위치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전송층과 서로 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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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32)가 대표적인 통신 인터페이스의 데이터교환 구성요소는 폼(forms)이라고 불리는 셀프 디스크
라이빙(self-describing)데이터 오브젝트 내에 데이터를 요약하므로서 데이터를 표시하고 전송하는 강력
한 방법을 구현한다. 이들 폼은 관련 데이터뿐만 아니라, 폼의 구성 및 데이터로 사용되는 표시를 나타내
는 유형 또는 포맷정보를 포함하는 셀프디스크라이빙이다. 이 폼이 유형 또는 포맷정보를 포함하기 때문
에, 의미정보를 주는 분류 디스크립터 또는 분류정의로 불리는 다른 데이터를 액세스할 필요없이 그 자체
의 폼의 데이터를 정확히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포맷을 가지는 특정폼을 다른 포맷으로 변환하기 위한 포
맷 오퍼레이션이 수행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분류디스크립터의 의미정보는 폼의 필드명칭을 의미한다.

그 자체의 폼의 데이터를 단독으로 포맷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능력은 분류디스크립터와 같은 다른 장소
에 위치한 다른 데이터로 액세스할 때 생기는 딜레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포맷 동작이 
대표적으로 고객응용에 대한 프로세스 시간의 25~50%를 사용하기 때문에, 셀프 디스크라이빙 오브젝트의 
사용은 그것을 보다 빠르게 한다. 데이터교환 구성요소에 의해 관리되는 셀프 디스크라이빙 폼은 또한 데
이터조작 및 표시를 위한 일반적인 툴의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툴은 머신 개별포맷의 폼을 프로
세스들 사이에서 보내게하는 통신툴을 포함한다. 또한, 셀프 디스크라이빙 폼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즉 그것들의 구성이 변환되거나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기 폼을 사용하는 고객 응용을 반대로 충돌하
게 하는 일없이 이러한 폼은 상당히 모듈러 응용 개발을 상당히 용이하게 한다.

통신 인터페이스의 최하층이 ISO 모델의 전송층과 링크되고 그리고 통신구성요소(30)가 멀티플 네트워크
를 유지하도록 멀티서비스룰 및 멀티플 전송층 프로토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오류발생시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명백히 전환하는 응용-오리엔티드-프로토콜을 쓰는 (write)  것이 
가능하다.

'서버스'는 그것의 고객 응용의 사용을 위해 응용에서 수출(export)되는 기능들의 의미있는 세트를 나타
낸다.서비스의 예는 도우 존스 뉴스(Dow Jones New), 코트론데이터 피드(Quotron data feed) 및 트레이드 
티켓 루터(trade ticket router)와 같은 이력뉴스 수정서비스이다. 많은 다른 서비스의 수출이 역시 가능
할지라도 응용은 대표적으로 하나의 서비스만을 수출한다.

'서비스예'는 주어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응용 또는 프로세스이다. 주어진 서비스에서 몇가지 '예'
는 서비스의 처리량을 개선하거나 또는 한계량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를 동시공급한다.

네트워크, 서비스 및 서버가 종래에 잘 알려진 종래구성요소라 할지라도, 종래의 분배시스템은 셀프 디스
크라이빙, 네스트된 데이터 오브젝션에 의한 서브젝트 스페이스 또는 데이터개별 개념을 개시하지 않고 
있다. 서브젝트 스페이스는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레싱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디커플링 폼을 지원한다. 멀
트플레벨에서 네스트된 셀프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는 새로운 것이다. 네트워크의 다른 부분에 보
급된 각종 데이터 포맷 및 통신프로토콜로부터 고객 응용의 디커플링은 역시 매우 유효하다.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레싱을 구현하는데 사용되는 서브젝트 스페이스는 계층적 세트의 서브젝트 카테고리
로 구성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4-레벨 서브젝트 스페이스 계층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서브젝트
의 일예는 '에큐티·아이비엠·컴포지트·트레이드(equity·ibm·composite·trade)'이다. 통신 인터페이
스에 결합된 보호응용은 각종 서브젝트 카테고리의 해석 및 사용에 관한 콘벤션을 설정하기 위한 자유도 
및 신뢰성을 가진다.

각 서브젝트는 일반적으로 시스템파일에 기억된 데이터 기록내의 서브젝트에 관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와 관련된다. 각 서비스가 통신인터페이스의 통신구성요소에서 서비스 롤, 즉 서비스
와 통신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포로토콜이나 프로시져와 관련되기 때문에, 보호응용은 서브젝트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네트워크 어드레스 없이 서브젝트만을 주는 가입요구에 의하여 서브젝트에 대한 
데이터를 공급하는 서비스 예가 네트워크 상 어디에 있는지를 알 필요없이 특정한 서브젝트에 관한 데이
터를 요구하여도 된다. 이것들 가입요구는 통신 인터페이스에 의해 서브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
나이상의 서비스 예를 갖는 실제 통신접속으로 해석된다.

1세트의 서브젝트 카테고리는 서브젝트 도메인으로 언급된다. 멀티플 서브젝트 도메인이 가능하다. 각 도
메인은 메시지 헤더에서 효율적으로 서브젝트를 표시하기 의해 도메인특정 서브젝트 및 코딩기능을 한정
할 수 있다.

데이터개별 : 데이터교환구성요소

제2도를 참조하면 분류폼예에 대해 모두 공통인 의미정보 및 포맷을 한정하는 구조분류용 분류정의의 일
예가 나타내어진다. 선택된 특정예에 있어서 폼분류는 플레이어 명칭으로 명칭되고 그리고 분류 ID 1000
을 가진다. 분류 1000의 폼예는 테니스 플레이어의 이름, 나이 및 NTRP레이팅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모든 분류정의는 유일하게 분류를 식별하는 분류 ID로 불리는 분류번호와 관련된다.

분류정의는 필드내용의 데이터표시 및 명칭에 의한 필드리스트를 준다. 각 필드는 하나의 폼을 포함하며 
각 폼은 원시적 또는 구조적이다. 구조적 분류폼이 원시적 또는 구조적으로 된 다른 폼을 가지는 필드일 
때 원시적 분류 폼이 실제데이터를 기억한다. 제2의 분류정의에서는 레이팅, 에이지, 마지막 명칭 및 첫 
번째 명칭으로 명칭된 4개의 필드를 가진다. 각 필드는 분류 폼의 예에서 각 필드가 실제데이터를 포함하
도록 원시적 분류 폼을 포함한다. 예를들면 레이팅 필드는 항상 분류 11의 원시 폼을 포함한다. 분류 11
은 필드내용에 대하여 프로팅 포인트 데이터표시를 특정화하는 플로팅 포인트라고 명칭된 원시적 분류이
다. 분류 플로팅 포인팅용 원시적 분류정의, 즉 분류 11은 제5도에서 도시되고 있다. 원시적 분류 11의 
분류정의는 분류명칭, 프롤팅-포인트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분류(이 예에서 분류번호, 즉 분류 11은 역시 
유게 분류와 일치한다)와 하나의 데이터 값의 데이터 표현의 명세(specification)를 유일하게 결정한다. 
하나의 데이터 값의 명세 폼분류로 처리하는 응용 및 호스트컴퓨터에 의해 이해되는 잘 알려진 미리 정해
진 시스템데이터 타입을 사용한다.

실제  데이터  값을  위한  전형적인  데이터표시용  명세는  정수,  플로팅포인트,  ASCII문자  스트링  또는 
EBCDIC 문자 스트링 등을 포함한다. 원시적 분류 11의 경우에 데이터 값의 명세는 이 원시적 분류 폼의 
예에 기억된 데이터가 2개의 디지트계(두개중의 하나는 소수점 오른쪽에 있다)임을 나타내는 임의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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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rary notation)플로팅-포인트-1/1이다.

제2도에서 플레이어 명칭분류를 살펴보면 두 번째 필드는 에이지로 명칭된다. 이 필드는 분류번호 12와 
관련되고 그리고 제5도에서 한정된 정수로 명칭된 원시적 분류폼을 포함한다. 정수폼분류, 즉 분류 12는 
제5도의 분류정의마다 정수 3의 데이터표시 내역을 가지며, 이것은 이 필드는 3개의 디지트를 갖는 정수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도에서 분류 1000정의의 마지막 2개의 필드는 마지막-명칭 및 첫 
번째-명칭이다. 이들 두 필드는 스트링-20-ASCII로 명칭된 원시적 분류폼, 즉 분류 10을 포함한다. 분류 
10, 분류정의는 제5도에서 주어지며 길이가 20문자인 ASCII문자 스트링을 이 분류폼의 예가 포함하는 것
임을 특정한다.

제3도에는 플레이어-어드레스로 명칭된 다른 구조된 분류정의, 즉 분류 1001이 주어져 있다. 이 분류폼의 
예는 각각 스트리트, 시티 및 스테이트로 명칭된 3개의 필드를 포함한다. 각각의 이들 3개의 필드는 스트
링-20-ASCII로 명칭된 분류의 원시적폼 즉 분류 10을 포함한다. 분류 10에 대한 분류정의는 제5도에 주어
져 있으며 20문자 길이의 ASCII스트링의 데이터표시를 특정한다.

제4도에는 구조적 분류폼의 네스팅예가 주어져 있다. 제4도는 터너먼트-엔트리로 명칭된 분류폼예에 대한 
분류정의, 즉 분류 1002를 도시한다. 이 분류폼의 각 예는 터너먼트-명칭, 플레이어 및 어드레스로 명칭
된 3개의 필드를 포함한다. 필드 터너먼트-명칭은 제5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스트링-20-ASCII로 명칭된 원
시적 분류폼, 즉 분류 10을 포함한다. 플레이어로 명칭된 필드는 제2도에서 주어진 포맷 및 의미특성을 
가지고 플레이어-명칭으로 명칭된 분류폼에, 즉 분류 1000을 포함한다. 어드레스로 명칭된 필드는 플레이
어-어드레스로 명칭된 구조적 분류의 폼예, 즉 분류 1001을 포함하고, 제3도의 분류정의에서 주어진 포맷 
및 의미특성을 가진다.

제4도의 분류정의는 각각의 폼필드는 그것 자체의 폼이고 그리고 모든 폼이 원시적이고 하나의 필드만을 
갖거나 또는 구조적이고 여러 개의 필드를 갖도록 폼네스팅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폼예는 필요한 만큼 많은 필드를 가지며 각 필드는 필요한 만큼 많은 서브필드를 가진다. 또한, 서브필드
는 필요한 만큼 서브-서브필드를 가진다. 이 네스팅은 어떤 임의의 레벨번호로 된다. 이 데이터구조는 쉽
게 표시되고 멀티플될 임의의 복잡한 데이터를 허락한다.

제6도를  참조하면  메모리에  오브젝트로서  기억된,  터너먼트-엔트리로  명칭된  폼분류의  폼예,  즉  분류 
1002가 도시되어 있다. 데이터블럭(38)은 터너먼트-엔트리로 명칭된 구조적 분류폼 예를 나타내는 분류번
호 1002를 포함한다. 데이터블럭(40)은 분류폼이 3개의 필드를 가지는 것을 나타낸다. 3개의 필드는 이들 
필드폼의 분류번호를 포함하는 '42', '44', '46'으로 도시된 데이터블럭을 가진다. 데이터블럭(42)은 제5
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첫 번째 필드가 분류 10의 폼을 포함하는 것을 나타내고 분류 10폼은 제5도에서 분
류 10에 대하여 분류정의로 한정된 바와같이 ASCII문자의 20문자 스트링을 포함하는 원시적 폼이다. 이 
폼의 특정한 예를 위한 ASCII문자의 실제 스트링은 U.S 오픈테니스 터너먼트에 대한 터너먼트 엔트리를 
나타내는 '48'로 도시되어진다. 데이터블럭(44)은 두 번째 필드가 분류 1000폼의 예인 폼을 포함하는 것
을 나타낸다. 분류정의를 참조하면 이 분류는 플레이어-명칭으로 명칭된다. 데이터블럭(50)은 이 분류폼
이 4개의 서브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도시한다. 이들 필드는 '52', '54', '56' 및 '58'로 도시된 데이터블
럭에 기록된 분류폼을 포함한다. 이들 필드는 필드(44)의 서브필드이다. 첫 번째 서브필드는 '52'로 데이
터블럭을 가지며 서브필드가 원시적 분류 11의 폼을 포함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폼분류는 하나의 십진위
치를 가지는 플로팅포이트, 2개의 디지트번호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제5도에서 한정되어 있다. 폼예의 실
제 데이터는 '60'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NTRP 레이팅 3.5를 가진다. 두 번째 서브필드는 '54'로 데이터블
럭을 가지며 이 서브필드가 원시적 분류 12의 폼을 포함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분류용 분류정의는 분류
가 정수로 명칭되며 정수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나타낸다. 제2도에 도시된 분류 1000의 분류정의는 블럭
(62)으로 도시된 정수데이터가 플레이어의 에이지인 것을 나타낸다. 필드명칭에 관한 분류정의 의미데이
터가 폼예에 기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포맷 또는 유형정보만 각 필드에 대하여 분류 ID의 폼에서의 
폼예에 기억된다.

세 번째 서브필드는 '56'으로 데이터블럭을 가지며 서브필드가 스트링-20-ASCII으로 명칭된 원시적분류 
10의 폼을 포함한다. 이 서브필드는 제2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분류플레이어-명칭의 폼에서의 필드, 마지
막-명칭 즉 분류 1000에 해당한다. 원시적 분류 10 즉 분류정의는 원시적 분류의 예가 20문자 ASCII스트
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정한다. 제6도에 도시된 예에서 플레이어의 마지막 명칭은 '64'로 도시된 바와같이 
블랙키트(Blackett)이다.

마지막 서브필드는 '58'로 데이터블럭을 가지며 이 필드가 20문자 ASCII스트링인 원시적분류 10의 원시적
폼을 포함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서브필드는 플레이어의 첫 번째 명칭을 포함하는 분류 1000의 분류정의
로 한정된다. ASCII스트링은 '66'으로 도시된다.

분류 1002의 폼예에서 세 번째 필드는 '46'으로 데이터블럭을 가지며 분류 1001의 폼을 이 필드가 포함하
는 것을 나타낸다. 이 분류용 분류정의는 제4도에 주어져 있으며 분류가 플레이어-어드레스로 명칭되는 
것을 나타낸다. 데이터블럭(68)은 필드가 '70', '72'. '74'로 나타내어진 분류번호의 폼을 포함하는 3개
의 서브필드를 가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들 서브필드 각각은 제5도에서 한정된 원시적분류 10의 폼을 포
함한다. 그러므로 이들 각각의 서브필드는 20문자 ASCII스트링을 포함한다. 이들 3개의 필드내용은 분류 
1001에 대하여 분류정의로 한정되고, 그리고 각각 필드(44)로 명칭된 플레이어 어드레스용 스트리트, 시
티 및 스테이트 엔트리이다. 3문자 스트링은 각각 '76', '78', '80'으로 도시되어 있다.

제7도를 참조하면 의미정보, 포맷정보 및 분류정의와 분류폼예간의 실제 데이터의 일부가 나타나 있다. 
필드 명칭 및 포맷 또는 유형정보는 '82'로 나타내어진 바와같이 분류정의에 기억되어 있다. 포맷 또는 
유형정보(분류 ID폼에서) 및 실제 데이터 또는 필드값은 '72'로 도시된 바와같이 폼예에 기억되어 있다. 
예를들면, 제6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분류터너먼트-엔트리의 폼예, 즉 분류 1002에서 첫 번째 필드에 대
한 포맷데이터는 블럭(42)에 기억된 데이터이며 첫 번째 필드에 대한 실제 데이터는 '48'로 도시된 데이
터이다. 실질적으로 분류번호 또는 분류 ID는 통신 인터페이스에 의해 원시적 분류 폼예의 데이터유형에 
대한 명세와 같게 표시된다. 그래서 통신 인터페이스는 분류정의로 액세스될 필요없이 그 자체의 폼예에 
기억된 포맷데이터만을 사용하는 특정한 폼예에서 포맷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네트워크 및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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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액세스에 포함된 분류정의에 액세스시 필요한 단계의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포맷오퍼레이션이 빠
르게 되었고, 결국은 실질적으로 오퍼레이션을 감축하였다.

포맷유형 오퍼레이션의 포레인 프로세스간에 데이터를 교환해서 모든 오퍼레이션의 벌크를 포함하기 때문
에 데이터구조와 여기에서 한정되는 데이터 구조를 조정하는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는 포레인 프로세스와 
포레인 컴퓨터 간의 데이터교환의 효율성을 대폭으로 증가시킵니다.

예를들면, 제6도에 도시된 폼예가 디자탈에 먼크 코퍼레이션(Digital  Equipment  Corporation)(DEC)에서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프로세스에 의해 발생되므로 텍스트가 ASCII문자로 표시된다고 하자. 또한, 이 폼도 
문자스트링을 EBCDIC코드로 표시하는 경우에 IBM컴퓨터에서 실행하는 프로세스로 보내어진다고 하자. 또
한, 이들 2개의 컴퓨터가 ETHERNETTM 통신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에 의해 결합된다고 
하자.

전송을 위해서 몇가지 포맷오퍼레이션은 수행되어진다. 포맷오퍼레이션은 DEC컴퓨터가 '10'으로 도시된 
호스트 1이고 그리고 IBM컴퓨터가 '12'로 도시된 호스트 2이라는 가정하에서 제1도를 참조하면 잘 이해될 
수 있다.

제6도에 도시된 폼예를 응용(16)에서부터 응용(18)으로 전송하기 위한 첫번째 포맷오퍼레이션은 제6도에 
도시된 포맷에서부터 네트워크(14)를 거쳐 전송하는데 적합한 패키지 포맷으로 변환된다. 전형적으로 네
트워크는 메시지 길이, 데이티네이션 어드레스, 소스어드레스등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멀티플 바이트의 
해더정보에 의해 진행되는 끝에서 끝으로 패키지된 다수의 바이트를 가지고, 그리고 메시지의 끝에 부가
된  에러정보코드  비트를  가지는  데이터블럭으로  구성된  메시지에서  동작한다.  때때로 구분문자

(dilimiter)가 실제데이터블럭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가정의 전송이 수행된 두번째 포맷오퍼레이션은 전송시 필요하 패키지 포맷으로부터 네트워크(14)를 거쳐 
응용(18) 및 호스트컴퓨터(12)에 의해 사용되는 포맷으로 변환시킨다.

포맷오퍼레이션은 통신인터페이스의 폼관리 모듈에 의해 수행되어진다. 예를들면, 가정의 전송시 첫번째 
포맷동작은 제1도에서의 폼관리모듈(86)에 의해 수행되어지며, 가정의 전송시 두번째 포맷동작은 데이터
교환 구성요소(88)에서 폼관리모듈에 의해 수행되어진다.

제8도를 참조하면 포맷오퍼레이션 수행시 폼관리모듈에 의해 수행되는 포레이션의 플로우챠트를 도시한 
것이다. 또한, 통신인터페이스의 폼관리 모듈에서의 루틴의 각종 기능성에 관한 디테일은 이하에 포함된 
통신인터페이스의 각종 라이브러리 루틴에 대한 기능적인 명세에서 알게 된다. 제8도의 프로세스는 본 발
명에 따른 통신인터페이스내의 데이터교환 구성요소의 폼관리모듈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해 구현
되나. 첫번째 단계는 통신인터페이스내의 다른 모듈로부터 또는 응용으로부터 포맷변환콜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프로세스는 제1도에서 블록(90) 및 통로(92)(94)로 표시되어진다. 동일한 유형의 콜이 이것은 
제1도에서 호스트컴퓨터(12)용 응용(18) 또는 통신구성요소(96)에 의해 데이터교환 구성요소(88)내의 폼
관리모듈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모든 보호응용에 대한 본 발명에 따른 통신인터페이스에 의해 제공
된 표준기능성 또는 '툴'이기 때문이다. 모든 보호응용은 제1도에서 통신인터페이스 링크 인터페이스(2
0)에 링크된다.

대표적으로 제1도에서 모듈(30)(96)과 같은 통신구성요소로부터 폼관리모듈의 포맷변환콜은 포맷(1)내의 
폼을 보내는 타스크가 있는 서비스를 모듈로부터 포맷(2)을 사용하는 포레인 응용으로 된다. 통신인터페
이스의 다른 모듈로부터 포맷변환콜을 위한 다른 시나리오는 서비스룰이 수신될 때 포레인 포맷내에 있고 
그리고 보호 응용의 포맷으로 변환되는 것이 필요한 다른 응용이나 서비스로부터의 폼이다.

포맷변환콜은 폼관리기에 주어져 있는 것과 관련된 파라메터를 가진다. 이들 파라메터는 '프럼(from)' 포
맷 및 '투(to)' 또는 '타겟' 포맷 양쪽을 특정한다.

블록(98)은 특정된 변환을 위한 적당한 타겟포맷 특정테이블을 액세스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즉 특정된 '프럼' 포맷 및 특정화된 '투' 포맷은 변환을 달성하기 위해 각 원시적 '프럼'포맷분류를 위한 
적당한 타겟포맷 분류에 관한 디테일을 주는 상세한 테이블을 가진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포맷변
환 오퍼레이션때마다 순차적으로 두 개의 테이블이 액세스되는 것이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이들 2개
의 테이블은 조합되어도 된다. 이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2개의 테이블의 예는 제9, 10, 11 도에 도시되어 
있다. 제9도는 DEC머신으로부터 X.409 포맷으로 변환하기 위한 포맷특정 변환테이블을 도시한 것이고, 제
10도는 X.409 포맷으로부터 IBM 머신포맷으로 변환하기 위한 포맷특정 변환테이블을 도시한 것이며, 제11
도는 각 '프럼'-'투' 포맷쌍에 대해 특정한 변환을 수행하는 통신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의 변환프로그램
의 명칭을 식별하는 일반적인 변환순서테이블을 도시한 것이다.

제9도 및 제10도의 테이블은 아마도 제1도에서 응용(16)에서부터 응용(18)으로 폼을 보내는데 필요한 테
이블만은 아니다. 이것은 응용(16)포맷으로부터 DEC  모신포맷으로의 변환 및 IBM머신포맷으로부터 응용
(18) 포맷으로의 변환에 필요한 또 다른 포맷특성 테이블이어도 된다. 그러나, 통신인터페이스의 폼관리
모듈에 의해 구현되는 포맷변환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개념은 제9, 10, 11도를 참조해서 설명된다.

응용(16)에서  응용(18)으로  폼을  보내는  프로세스에  필요한  첫번째  변환이  DEC머신포맷에서부터 
ETHERNETTM네트워크를 거쳐서 전송에 적합한 패키지 된 포맷으로의 변환이라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 단
계(90)에서 수신된 포맷변환콜은 블록(98)으로 표시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폼관리모듈의 소프트웨어루틴
에 의해 프로세싱을 불러낸다.

가정의 예에 있어서, 이 루틴에서 액세스하도록 적당한 포맷특성 테이블은 블록(90)에 의해 수신된 원래
의 포맷변환콜에서 '프럼' 포맷 및 '투' 포맷 파라메터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제9도에 도시된 테이블
과 액세스한다. 포맷변환콜은 역시 변환될 폼의 어드레스와 일치한다.

그다음 단계는 블록(100)으로 표시된다. 이 단계는 원시적 분류폼을 포함하는 첫번째 필드를 알아내도록 
원래의 포맷변환콜에서 일치되는 폼을 어드레싱하여 폼을 거쳐서 서치하는 것이다. 즉, 기록은 서브필드
를 가지는 다른 폼과 다른 것으로서 필드가 실제 데이터를 기억할 때까지 서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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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도에서 도시된 폼 경우에, 원시적 분류폼을 기억하는 첫번째 필드는 필드(42)이다. 제9도에서의 테이
블중 '프럼' 칼럼은 적당한 엔트리를 찾아낼 때까지 분류번호 10을 사용해서 서치된다. 이러한 경우에 '
프럼'분류 10용 엔트리는 원시적분류 25용 분류정의에서 특정화된 포맷이 '투'포맷인 것을 나타낸다. '프
럼' 포맷을 사용하는 '투' 포맷을 조사하는 프로세스는 제8도에서 블록(102)으로 표시되어 있다. 제9도에 
도시된 테이블은 블록(102)으로 표시된 단계를 수행하는 루틴크드로 '고정배선(hardwired)'되어도 된다.

대체적으로 제9도의 테이블은 제1도에서 네트워크 파일시스템(24)의 어딘가에 기억된 다른 파일 또는 데
이터 베이스이어도 된다. 그러한 경우에 제8도에서 단계(102)을 수행하는 루틴은 제9도의 테이블과 액세
스를 위해 액세스하도록 파일용 네트워크 어드레스 및 파일명칭을 알고자 한다. 다음에, 제8도에서 블록
(104)으로 표시된 프로세스는 제11도에 도시된 일반적인 변환순서테이블을 액세스하므로서 수행된다. 이
것은 하나의 원시적 분류폼을 다른 원시적 분류폼으로 변환하는 실제작업을 수행하는 폼관리기에서 변환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테이블이다. 이 테이블은 '프럼'-'투' 쌍마다 하나의 엔트리로 구성된다. '프럼'-
'투' 쌍을 위한 테이블에서 각 엔트리는 실제 변환작업을 하는 변환루틴의 명칭을 포함한다. 블록(104)으
로 표시된 프로세스는 단계(102)에서 포맷특정 변환테이블과 액세스해서 결정되는 '프럼'-'투' 쌍을 취하
고 그리고 '프럼'-'투' 매치를 갖는 엔트리를 가질때까지 일반적인 변환순서테이블의 엔트리를 서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경우에, 제11도의 테이블에서 상단으로부터 세 번째 엔트리는 제9도의 액세스에
서 찾아내어진 '프럼'-'투' 포맷쌍과 일치한다. 이 엔트리가 판독되고 그리고서 이 변환을 수행하는 루틴
의 명이 ASCII-ETHER로 결정된다(여러 실시예에서 루틴의 메모리 어드레스는 명령과 대비되며 테이블에 
기억된다)

제8도에서 블록(106)은 단계(104)에서 식별되어진 변환프로그램을 콜하고 그리고 단계(102)에서 식별되어
진 '투' 또는 타겟포맷으로 단계(100)에서 선택된 필드내용을 변환하도록 변환루틴을 수행하는 프로세스
를 표시한다. 가정의 예에 있어서, 루틴 ASCII-ETHER는 단계(106)에 의해 콜되어져 수행된다. 이 루틴에 
대한 콜은 텍스트스트링 'U.S.오픈'이 패키지된 ETHERNETTM 포맷으로 변환되도록 제6도에 도시된 폼의 필
드(42), 즉 단계(100)의 프로세스에서 선택된 필드에 기억된 실제데이터를 유도하고자 한다. 

다음에 , 블록(108)의 테스트는 원시적 분류폼을 포함하는 모든 필드가 프로세스되는지를 결정하도록 수
행되어진다. 프로세스되면 폼의 포맷변환은 완전해지고, 포맷변환 루틴은 블록(110)으로 표시된 바와같이 
출구(exit)가게 된다. 

원시적 분류폼을 포함하는 필드가 프로세스 되고서 남아있게 되면 다음에 블록(112)으로 표시된 프로세스
는 수행되게 된다. 이 프로세스는 원시적 분류폼을 포함하는 그다음 필드를 찾는다. 

그 다음에, 블록(102)(104)(106)(108)으로 표시된 프로세스 단계는 원시적 분류폼을 포함하는 모든 필드
가 적당한 '투' 포맷으로 변환될 때까지 수행되어진다. 

상술한 바와같이, 원시적 분류폼을 포함하는 필드를 서치하는 프로세스는 시계열적으로 변환될 폼을 거쳐
서 진행한다. 그 다음 필드가 구조적으로 된 분류폼을 포함하고 있으며 폼분류는 원시적 분류폼을 가지는 
첫번째 필드가 위치될 때까지 서치되는 그 자체이어야 한다. 이 프로세스는 모든 필드가 프로세스되고 그
리고 폼에 기억된 모든 데이터가 적당한 포맷으로 변환될때까지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모든 네스팅레벨을 
거쳐서 계속된다. 어떻게 작업하는지에 대한 예로서 제6도의 폼에 있어서 첫번째 필드(42)를 프로세스한 
후 제8도에서 블록(112)으로 표시된 프로세스는 필드(44)를 만나게 된다(필드는 필드내용이 분류 ID와 실
제데이터이거나 그 필드에 기억된 폼의 서브필드와 필드이더라도 그 필드에 기억된 폼을 위한 분류 ID를 
포함하는 데이터블럭으로 참조된다). 제6도에서 표시된 특정한 분류폼에 있어서 두번째 필드(44)가 몇 개
의 서브필드로 구성된 구조적으로 된 폼을 포함한다고 하자. 다음에 프로세스는 두번째 필드가 기억된 분
류 1000의 폼을 엑세스하고 그리고 원시적 분류폼을 포함하는 첫번째 필드가 위치한 폼을 거쳐서 시계열
적으로 진행한다. 제6도의 가정예에서, 첫번째 필드는'52'에서 분류번호 11로 표시된 서브필드로 된다. 
블록(102)으로 표시된 프로세스는 다음에 제9도의 테이블중 '프럼'컬럼에서 분류 11을 조사한 다음에 원
시적분류 15의 분류정의에 의해 타겟포맷을 특정화하는것을 결정한다. '프럼'-'투'쌍 11-15는 일치하는 
엔트리를 찾도록 제11도의 테이블중 엔트리와 비교되어진다. 다음에, 제8도에서 블록(106)의 프로세스는 
적당한 ETHERNETTM패키지 포맷으로 제6도에서의 '60'의 데이터블록을 변환하도록 플로트 1-ETHER가 콜된 
변환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다음에, 프로세스는 네스팅의 모든 레벨을 거쳐서 계속한다. 

제12도에 대표적인 의미개별 오퍼레이션을 위한 플로우챠트가 도시되어 있다. 잘 알려진 필드명칭과 폼예
의 어드레스가 공급되는 포레인 응용에 의해 발생되는 폼예중의 특정한 필드의 데이터를 얻도록 하나의 
응용을 허락하므로서 의미개별 오퍼레이션은 응용의 디커플링을 허락한다. 본 발명의 가르침에 따른 통신
인터페이스는 모든 포로세스가 동일한 의미인 데이터필드를 위한 필드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겟-필드(GET-Field)콜의 형태인 보호응용으로부터 의미개별 오퍼레이션 요구를 수신한다(포레
인 프로세스에 의해 발생된 폼의 필드의 데이터표시나 폼의 구성과 관계없다). 다른 실시예에서 얼라이징
(aliasing) 또는 시너님테이블(synonym table)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겟-필
드콜은 분류관리기에서 시너님테이블을 액세스하고 요구필드명칭의 모든 시너님을 찾는데 사용된다. 요구
필드명칭의 시너님인 모든 필드명칭은 복귀되어진다. 다음에 분류관리기는 요구필드명칭이나 어떤 시너님
과의 일치를 위한 분류정의를 서치하여 일치하는 필드명칭을 가지는 필드를 검색한다. 

좋은 실시예에서는 겟-필드콜은 제1도의 모듈(122)과 같은 폼분류 관리기로 보호응용에 의해 이루어져도 
되고, 또는 통신구성요소나 폼관리모듈로 이루어져 이들 모듈에 의해 폼분류 관리기로 전송되어도 된다. 
폼분류 관리기는 폼분류 정의를 만들고, 파괴하고, 조작하고, 기억하면 판독한다.

갯-필드콜은 폼어드레스와 관련 폼필드의 명칭을 폼분류 관리기로 유도한다. 이러한 요구를 수신하는 프
로세스는 제12도에서 블록(120)으로 표시된다. 블록(120)은 역시 프로그램, 즉 요구응용으로 분류정의를 
분류관리기가 주거나 또는 관련폼을 위한 분류정의를 포함하는 분류정의를 찾아낸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의 
위치를 분류관리기가 알려주는 프로세스를 표시한다.  분류정의가 기억된 제1도의  네트워크 파일시스템
(24)에는 몇가지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들이 존재한다. 폼분류 관리기는 관련폼을 위한 분류정의가 기억
된 특정한 파일의 위치를 알려줄 필요성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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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블록(122)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분류관리 모듈은 처음 콜에서 식별된 폼분류에 대한 분류정의를 
액세스한다.

분류관리기는 처음 콜에서 주어진 필드명칭에 대한 일치를 찾도록 분류정의 필드를 서치한다.

분류정의와 관련된 필드를 찾아낸 후에 분류관리기는 분류폼의 예와 관련된 필드로 관련어드레스 포인터
를 복귀한다. 프로세스는 제12도에서 블록(126)으로 표시된다. 관련분류관리기에 의해 복귀된 어드레스 
포인터는 제2, 4, 6도를 참조하면서 잘 이해될 것이다. 겟-필드가 작성된 응용이 특정한 플레이어의 에이
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하자. 겟-필드요구는 제6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플레이어 블랙킷을 위한 
분류 1002의 폼예의 어드레스를 식별한다. 또한, 겟-필드요구에 포함된 것은 관련필드명칭, 즉 '에이지'
이다. 분류관리기는 관련 폼예를 액세스한 후에 폼분류에 적용되는 특정한 분류 디스크립터 또는 분류 정
의를 식별하는 분류번호를 판독한다. 분류관리기는 제4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분류 1002를 위한 분류디스
크립터를 액세스하고 분류정의를 찾아낸다. 분류관리기는 분류 1002의 필드 각각에 대한 분류정의를 액세
스하고, 분류 1002를 위한 분류정의를 이루는 각종 분류정의의 필드명칭과 처음 겟-필드요구의 필드명칭
을 비교한다. 즉, 분류관리기는 분류 10, 1000, 1002에 대한 분류정의의 필드명칭을 관련필드명칭 '에이
지'와 비교한다. 제2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일치는 분류 1000을 위한 분류정의에서 찾아내어진다. 
제6도에 도시된 특정한 기록포맷에 대하여, '에이지' 필드는 데이터블럭(62)으로 되며 기록을 개시해서 
열번째 데이터 블록이다. 분류관리기는 제12도의 블록(126)에서 관련어드레스 포인트 10을 복귀한다. 관
련어드레스 포인터는 처음 겟-필드콜을 작성하는 보호응용으로 복귀한다. 다음에 보호응용은 폼관리모듈
에 대한 겟-데이터콜을 발생하고 그리고 관렴폼의 특정한 예에서 바라는 필드의 관련어드레스를 폼관리모
듈로 유도한다. 폼관리모듈은 역시 폼관리모듈을 거쳐서 처음 겟-필드콜이 왔으며 폼분류관리기에 전송되
었다면 이미 갖고 있을 관련폼예의 어드레스를 알아야 한다. 폼관리모듈이 관련폼의 특정한 예의 어드레
스를 갖지 않으면 다음에 폼관리기는 보호응용으로부터 이것을 요구한다. 겟-데이터콜을 수신하고 그리고 
관련어드레스 및 관련폼예의 어드레스를 얻은 후에 폼관리기는 폼예를 액세스하여 요구 데이터를 액세스
하고 그리고 보호응용으로 이것을 복귀한다. 겟-데이터 콜을 수신하여 적당한 데이터를 복귀하는 프로세
스는 제12도에서 블록(128)으로 표시된다.

통상, 분류관리모듈은 분류디스크립터로서 호스트머신인 RAM에서 의미개별 오퍼레이션하는데 필요한 분류 
정의를 기억한다. 분류정의는 분류를 한정하는 의미 및 포맷정보의 상세이다. 분류디스크립터는 분류정의
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메모리 오브젝트이다. 분류디스크립터는 적어도 두가지 방법으로 기억된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Random Access Memory(RAM))에 있어서 분류디스크립터는 분류정의를 발생하는 보호응용 및 
머신에서  산출되는  포맷폼으로서  기억된다.  디스크  또는  테이프에  기억된  분류디스크립터는  텍스트의 
ASCII 스트링으로서 기억된다.

분류관리모듈이 의미개별 동작을 하도록 요구될 때 이것은 RAM에 있는 분류디스크립터의 
스토어(스토리지)를 거쳐서 서치하여 적당한 분류디스크립터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한다. 있으면 분류디스
크립터는 제12도를 참조해서 상기 상세하게 설명된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적당한 분류디스
크립터가 없으면 분류관리기는 이것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제1도에서 시스템파일(26)에 기억된 공지의 
분류디스크립터의 파일을 서치 하므로서 또는 분류정의를 요구모듈로 보내지도록 분류정의를 발생하는 포
레인응용에 대해 요구하므로서 할수 있다. 분류디스크립터를 기억하는 파일의 위치는 보호응용에서 알려
지면 분류관리모듈은 역시 이들 어드레스를 기억한다. 종종 의미개별 오퍼레이션을 위한 요구는 적당한 
분류디스크립터를 찾아낸 경우에 파일의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요구가 이러한 어드레스를 포함하지 않으
면 분류관리기는 분류관리기의 자체스토어 및 시스템 분류디스크립터 파일의 위치를 식별하는 분류관리기
에 의해 기억된 기록에서 식별된 파일을 통해 찾아낸다.

분류관리기가 이것을 발생하는 포레인 응용으로부터 분류디스크립터를 요구하면 포레인 응용은 네트워크
를 통해서 요구분류관리기나 요구모듈에 적당한 분류디스크립터를 보내도록 그것의 분류관리기에 요구를 
보낸다. 분류디스크립터는 어떤 다른 폼으로서 보내어진 후 의미개별 오퍼레이션을 요구하도록 요구분류
관리기에 의해 사용된다.

분류관리기가 분류디스크립터를 얻도록 파일을 액세스하면, 이것은 역시 RAM내의 스토리지를 위한 구체화
된 폼의 포맷으로 디스크 또는 테이프상에 기억되어진다. 이것은 각종 필드명칭 및 필드내용과 분류번호
의 특정화를 분리하는 ASCII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에 의해 할 수 있다.

제13A도 및 제13B도는 각각 분류한정 및, 폼으로 메모리에 기억된 제13A도의 분류한정을 위한 분류디스크
립터의 구조 및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제13A도에서 주어진 분류정의는 퍼슨-분류(Person-Class)로 명칭
되며 2개의 필드, 즉 명칭된 마지막 및 첫 번째만을 가진다. 이들 필드의 각각은 20문자 ASCII스트링을 
기억하도록 특정화 된다.

제13B도는 폼이 분류번호 1021을 가지는 구조적으로된 폼인 것을 나타내는 1021을 포함하는 데이터블럭
(140)을 가진다. 데이터블럭(142)은 폼이 3필드인 것을 나타낸다. 첫 번째 필드는 데이터블럭(146)에서 
분류명칭, 즉 퍼슨-분류를 기억하도록 발생하는 ASCII스트링을 포함하기 위해 특정화된 원시적 분류를 포
함한다. 두 번째 필드는 번호2로 표시된 원시적분류이며 데이터블럭(150)에서 부울(Boolean)값을 포함하
기 위해 특정화된다. 의미적으로 두 번째 필드는 폼분류가 원시적(참) 또는 구조적(거짓)으로 된 것인지
를 한정하도록 분류 1021을 위한 분류정의로 한정된다. 이러한 경우에 데이터블럭(150)은 분류 1021이 구
조적으로 된 분류(구조적 분류라 한다)인 것을 나타내는 거짓(false)이다. 세 번째 필드는 데이터블럭
(152)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분류번호 112로 주어진 구조적분류이다. 분류 1021을 위한 분류정의는 분류
정의의 필드의 특정화 및 명칭을 주는 구조적분류폼으로서 세 번째 필드를 한정한다. 데이터블럭(154)은 
분류 112폼에서 존재하는 2개의 필드를 나타낸다. 분류 112의 첫 번째 필드는 데이터블럭(156)에서 분류
번호 150이 주어진 구조적분류 그 자체이며 데이터블럭(158)에서 2개의 서브필드를 가진다. 첫 번째 서브
필드는 데이터블럭(160)에서 원시적분류 15이며, 분류 1021에서 첫 번째 필드의 명칭을 포함하기 위해 분
류 150을 위한 분류정의로 특정화된다. 데이터블럭(162)은 분류 1021에서 첫 번째 필드의 명칭을 준다. 
두 번째 서브필드는 블록(164)에서 원시적분류 15이며, 데이터블럭(166)에서 분류 1021의 첫 번째 필드에 
기억된 실제 데이터의 표시를 특정화한 ASCII스트링을 포함하기 위해 분류 150의 분류정의로 특정화된다. 
분류 112의 두 번째 필드는 데이터블럭(168)에서 분류 150의 구조적폼을 포함하기 위해 분류 112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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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 특정화되며, 데이터블럭(170)에서 2개의 필드를 가지고 분류 1021의 다음 필드의 명칭을 주어 두 
번째 필드에 기억된 실제 데이터의 표시유형을 특정화한다.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레싱과 서비스를 프로토콜층의 사용에 의한 데이터분배와 서비스 프로토콜 디커플링 
제14도는 디커플링하는 2개의 중요한 폼을 구현하도록 하는 각종 소프트웨어 모듈, 파일, 네트워크 및 컴
퓨터를 조합한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디커플링의 폼은 데이터분배 디커플링 및 서비스 프로토콜 디커
플링이 있다. 데이터분배 디커플링은 바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잘 알 
필요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보호응용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특정한 응용이 예를들어 도우 존스 뉴스 서비
스(Dow Jones news service)에 의해 공급된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호응용은 도우 존스 뉴스 
서비스로의 데이터공급을 제공하는 위치와 서버를 알 필요가 없다.

서비스 프로토콜 디커플링은 보호응용이 데이터교환을 원하는 다른 응용, 서비스 또는 서버에 의해 사용
되는 특정한 통신프로토콜을 알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분배 디커플링은 제14도에서 통신모듈(30)에 의해 구현된다. 통신구성요소는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
레싱을 구현하도록 다수의 서비스룰 및 서브젝트 맵퍼(180)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루틴의 라이브러리로 
구성된다. 서비스룰(182) (184) (186)은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레싱에 수반된 서비스룰의 예들이다.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레싱은 서비스풀이 정보소비자에게 충격을 주지 않고 동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
스에 의해 변화되거나 또는 대체되는 것을 허용한다. 정보공급자로부터 정보소비자의 디커플링은 전통적
인 서비스 방향모델에 의해 제공되는 것보다 변화성 및 유연성을 허락한다.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레싱은 호스트컴퓨터(10)에서 실행하는 보호응용(16)에서 서브젝트 맵퍼(180)로 가
입콜(188)에 의해 개시한다. 가입 콜은 특정한 서브젝트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다. 특정한 서브젝트가 에 
티 IBM뉴스(equity. IBM. news)인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 가입콜은 서브젝트 맵퍼(180)에 대한 2개의 파
라메터를 건네준다. 이들 파라메터중의 하나는 서브젝트 에 티 IBM뉴스이며, 다른 하나는 서브젝트에 관
한 데이터가 건네지는 보호응용(16)내의 콜백루팅의 명칭이다. 서브젝트 맵퍼(180)에 대한 가입콜은 표준
절차 콜이다.

서브젝트 맵퍼의 목적은 각종 서브젝트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용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결정하여 이들 
서비스와 통신하도록 적당한 서비스를 루틴을 유발하는데 있다. 가입콜에서 서브젝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서비스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서브젝트 킵퍼(80)는 디렉토리 서비스 구성요소(192)로 회선(190)으
로 표시된 요구를 보낸다. 디렉토리 서비스 구성요소는 네트워크(14)에 결합된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분리
프로세스이며, 실제로 분리컴퓨터 또는 호스트컴퓨터(10)에서 실행되어도 된다. 서비스가 정하여지고 이 
서비스룰이 통신을 위해 서비스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에, 디렉토리 서비스 루틴은 서비스가 서브젝트의 
정보를 공급하는 것을 나타내는 서비스 기록이라고 불리는 기록테이블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한다. 디
렉토리 서비스 구성요소(192)는 서브젝트 맵퍼(180)로부터 패스된 요구를 수신하여 일치를 위해 그것의 
테이블을 통해서 서치하도록 요구의 서브젝트 패러미터를 이용한다. 즉, 디렉토리 서비스 구성요소(192)
는 서비스 기록이 바라는 서브젝트의 정보를 공급하는 특정한 서비스 또는 서비스들을 나타내는 것을 찾
아낼 때까지 그것의 서비스기록을 통해서 서치한다. 이 서비스기록은 다음에 회선(194)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서브젝트 맵퍼로 복귀된다. 디렉토리 서비스 구성요소는 바라는 서브젝트에 관한 정보를 멀티플서비
스가 공급하는 경우에 몇가지 일치되는 것을 찾아낸다.

회선(194)으로 표시되는 서브젝트로 복구된 서비스기록 또는 기록들은 여러 필드를 포함한다. 서비스기록
에서 2개의 요구필드는 바라는 서브젝트의 정보와 서비스에 의해 사용되는 서비스룰의 명칭이다. 공급되
는 다른 옵션필드는 상기 서비스를 실행하는 서버의 명칭과 이 서버의 네트워크의 위치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서비스에 의해 서브젝트에 공급된 정보는 완전히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디렉토리 서비
스 구성요소 서브젝트 맵이 존재하는 모든 서비스기록을 패스한다. 또한 각 서비스는 동일한 네트워크에 
의해 보호응용에 결합되거나 결합되지 않는 분리서버를 실행한다. 이러한 다수의 네트워크 통로와 서비스
가 존재하면, 서브젝트 요소를 가지는 서비스기록들을 서브젝트 맵퍼에 복귀시키는 것은 하나 이상의 아
이템에서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스위치 네트워크나 스위치 서버, 서비스에 통신인터페이스를 위한 능력을 
공급한다.

상술한 바와같이, 서브젝트 맵퍼(180)는 바라는 서브젝트의 정보를 공급하는 모든 서비스와의 통신을 세
트시키는 기능을 한다. 다양한 서비스기록이 디렉토리 서비스 모듈(192)로부터 복귀되면 서브젝트 맵퍼
(180)라는 이들 모든 서비스와의 통신을 세트한다.

서비스기록의 수신하에서 서브젝트 맵퍼는 식별된 서비스룰 각각을 콜하여 서비스룰에 적용할 수 있는 서
비스기록 및 서브젝트를 패스한다. 3개의 서비스룰(182) (184) (186)이 제14도에 도시되어 있더라도, 실
제시스템에서는 3개 이상이어도 된다.

디렉토리 서비스 구성요소(192)가 존재하지 않거나 일치를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비스기록은 서브
젝트 맵퍼(180)로 복귀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서브젝트 맵퍼는 디폴트(default) 서비스룰을 콜하
여 서브젝트 및 널기로(null record)를 통과한다.

각 서비스룰은 서비스룰과 관련된 특정한 서비스와 통신하기 위해 최적화된 주문코드를 포함하는 소프트
웨어 모듈이다.

서브젝트 맵퍼(180)로 콜된 각 서비스룰은 패스하는 서비스기록을 시험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위
치를 결정한다. 고려되는 특정한 가정예에서 하나의 서비스기록이 디렉토리 서비스 모듈(192)에 의해 복
귀되고 그리고 서비스기록이 서버(196)에서 실행하는 도우 존스 뉴스 서비스(Dow Jones news service)를 
식별하여 서버(196)에서 도우 존스 뉴스 서비스와 통신하기 위해 적당한 서비스룰로서 서비스룰 A(182)를 
식별한다고 하자. 서비스룰 A는 회선(198)으로 표시된 바와같이 요구메세지를 서버(196)로 패스한다. 이 
요구메세지는 서비스에 대한 서브젝트를 통과하고 모두 또는 일부의 서비스기록을 통과하여도 된다.

서버(196)는 요구메세지를 프로세스하여 실제로 바라는 서브젝트에 관한 정보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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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음에 회선(200)으로 표시된 응답메세지를 되돌려 보낸다.

통신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서비스는 통로(202)로 표시된 바와같이 적당한 서비스룰에 기초해서 요구서브
젝트에 관한 모든 정보사항을 보낸다. 여기서 선택된 예에서 서버(196)에서 실행하는 서비스는 서비스룰 
A(182)로 보내기 위해 IBM에 관한 뉴스사항만을 걸러내어 패스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서버는 서브젝
트에 의한 정보를 걸러내는 일없이 모든 정보에 따라 이것을 패스하여도 된다. 다음에 통신구성요소(30)
는 요구정보만을 걸러서 통과하여 요구응용(16)에 따라 이것을 패스한다. 다른 구체적실시예에서는 이하 
설명될 디몬(daemon)에 의해 행하여지고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이하 설명된 그밖에 정보 또는 서비스층과 
같은 것에 의해 행하여진다.

각 서비스룰은 다른 작용을 한다. 예를들면 서비스룰 B(184)는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한다. 서버(196)에서 
실행하는 서비스는 네트워크(14)에서 도우 존스 뉴스 서비스의 모든 뉴스사항을 방송하여도 된다. 서비스
룰 B의 모든 예는 네트워크를 모니터하여도 되고 바라는 서브젝트에 관한 메시지만을 패스한다. 많은 다
른 통신프로토콜이 가능하다.

서비스룰 A(182)는 서비스에 의해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하여 보호응용(16)내의 콜백루틴명칭(204)으로 패
스한다(서비스룰(182)은 회선(181)에 의해 맵퍼(180)로부터 최근 메세지중 콜백루틴의 명칭을 
통과시킨다). 명칭된 콜백루틴은 바라는 서브젝트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도록 프로그램들을 처리한다.

데이터는 보호응용(16)이 명백하게 서브젝트 맵퍼(180)에 대한 삭제명령을 주장할 때까지 이러한 방법으
로 콜백루틴명령(204)으로 계속해서 보내어진다. 서브젝트 맵퍼(180)는 실제로 모든 가입의 기록을 유지
하여 능동적인 각종 가입에 대한 삭제명령을 비교한다. 일치가 되면 적당한 서비스룰은 삭제요구로 통지
하고, 이 서비스룰은 다음에 적당한 서버로 삭제메세지를 보낸다. 서비스는 다음에 삭제요구를 보내는 서
비스룰에 대한 서브젝트관련 또 다른 데이터의 전송을 삭제한다.

서비스룰은 단독으로 설치하여도 되므로 서브젝트 맵퍼에 결합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경우에 서비스
룰 또는 서비스룰들은 직접 응용에 링크되고, 그리고 가입콜은 직접 서비스룰에 따라 직접 제작된다. 그 
차이점은 서비스룰 응용이 액세스하는데 사용되는 서비스룰 및 바라는 데이터를 공급하는 서비스명칭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디렉토리 서비스 테이블은 다음에 식별된 서비스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찾아내도록 액세스되어 통신은 상기와 같이 이루어진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쳐가 데이터분배 
디커플링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프로토콜 디커플링을 제공할 수가 있어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서비
스에 관해서 통신인터페이스의 디테일을 응용이 알아야할 필요는 없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통신인터페이스에 의해 공급된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레스 가입서비스상이 디테일은 이하 
주어진 통신인터페이스 상세서의 색션 4에서 주어진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통신인터페이스는 
상세서에 따라 구성되어진다.

이 실시예에서 실제 가입기능은 명세서의 섹션 4에서 설명된 TIB-컨섬-크리트(Consume-Create) 라이브러
리 루틴을 수행하므로서 이루어진다. TIB-컨섬-크리트에 대한 콜은 그것을 통과시키는 많은 리스트의 파
라미터, 즉 명세서의 섹션 4에서 마이-메세지-핸들러로서 특정화된 콜백루틴과 일치된 것 중의 하나를 포
함한다.

명세서에서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레싱 가입서비스 기능은 TIBINFO로서 식별된다. TIBINFO인터페이스는 2
개의 라이브러리로 구성된다. 첫 번째 라이브러리는 데이터공급자에게 TIBINFO-PUBLISH로 불린다. 응용은 
소비자 또는 공급자 또는 양쪽에 의존하여 하나의 라이브러리 또는 다른것 또는 양쪽을 포함한다. 응용은 
동시에 소비자 및 공급자로 될 수 있다.

제15도에서는 응용을 결합하는 네트워크와 응용에 대한 본 발명에 따른 통신인터페이스의 관계의 블럭도
를 도시한 것이다. 제1도에서의 도면부호와 같은 블럭은 제1도에서의 블럭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제15
도의 블럭도는 바람직한 실시예의 프로세스 아키텍쳐를 나타낸다. 제15도에 주어진 프로세스 아키텍쳐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쳐는 제16도에서 블럭으로 도시하였다. 제15도 및 제16도에서 상세하게 설명
된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및 프로세스 아키텍쳐는 각각 제1도 내지 제14도를 참조해서 상술한 실시예에 대
한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다.

제15도를 참조하면 제1도의 통신구성요소(30)는 제15도에서 2개의 분리기능블럭(30A)(30B)으로 나타내었
다. 즉, 제1도에서 통신구성요소의 기능은 2개의 기능블럭 사이에서 제15도의 프로세스 아키텍쳐로 분리
된다. 통신라이브러리(30A)는 각각 보호응용(16)과 링크되고 통신디몬(daemon) 프로세스(30B)는 네트워크
(14) 및 통신라이브러리(30A)에 링크된다. 대표적으로 호스트 프로세스마다 하나의 통신디몬이 있다. 이 
호스트 프로세스는 제15도에서 '230'으로 나타내어졌지만 제16도에서는 모두 나타내지지는 않았다. 제15
도에세 제1도의 상황과는 달리 보호응용(16) (18)은 둘다 동일한 호스트프로세스(230)에서 실행한다. 각 
보호응용은 통신라이브러리(30A)  (96)  및 데이터교환 구성요소(32)  (88)의 각종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링크된다. 링크된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는 공통 통신디몬(30B)을 공유한다.

각종 호스트 프로세스에서의 통신디몬은 머신간의 효율적인 통신을 신뢰하도록 서로 조합된다. 서브젝트 
어드레스 데이터에 대하여 디몬은 서브젝트에 의해 메시지를 통과시키기 위해 로우레벨시스템 유지를 공
급하므로서 효율적인 전송에 참여한다. 통신디몬은 고장방지(fault tolerance), 로드조화 및 네트워크 효
율성을 구현하는 이하 설명된 각종 통신프로토콜을 구현한다.

통신라이브러리(30A)는 각각의 응용방향 통신쌍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들면, 통신라
이브러리는 ASCII서브젝트 값보다 첵크하는 것을 간결하고 쉽게 하는 효율적인 메시지해더로 서브젝트를 
변환한다. 또한, 통신라이브러리는 특정한 서비스예에서는 서비스요구를 목표로 되는 요구로 맵핑하여 그
것들 예의 상태를 모니터한다.

본 발명에 따른 통신인터페이스의 데이터교환 구성요소(32)는 '폼라이브러리'를 콜하는 라이브러리로서 
구현된다. 이 라이브러리는 보호응용과 링크되어 데이터교환 구성요소의 모든 중심기능을 공급한다. 폼라
이브러리는 통신라이브러리와 별개로 링크될 수 있어서 그것의 동작동안에 통신디몬(30B)을 요구하지는 

53-11

1019930700401



않는다.

통신디몬은 2개의 규칙을 서브한다. 상술한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레싱 모두에 있어서, 서비스예가 서브젝
트에 관한 데이터를 보내는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서브젝트를 통지하는 경우에 통신디몬(30B)은 데이터를 
보내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가진다. 다음에 데이터 보호응용에 한정된 통신라이브러리로 디몬에 의해 통
과되고, 보호응용에 적당한 콜백루틴으로 데이터를 차례로 통과시킨다. 다른 모드에서 통신디몬은 데이터
를 공급하는 서비스예가 방송중이고 네트워크에서 모든 디몬으로 많은 다른 서브젝트에 관한 데이터를 보
냈을 경우에 서브젝트에 네트워크(14)로부터 오는 데이터를 통과시킨다.

제15도에서 '231', '233', '235'는 통신라이브러리(30A) 및 폼라이브러리(32)의 프로그램에 의해 구현되
는 인터페이스기능을 나타낸다. TIBINFO인터페이스(233)는 가입 콜로 알려진 통신예에 의해 서브젝트 베
이스 어드레싱 서비스를 공급한다. 이 예에서 데이터 소비자는 서비스 또는 서브젝트에 가입하고 응답으
로서 명백히 가입(또는 고장발생)이 종료할 때까지 서비스 또는 서브젝트에 관한 연속적인 데이터 스트림
을 수신한다. 가입예는 주식값과 같이 동적으로 변화하는 값을 모니터하는 실시간 응용에 매우 적합하다. 
반면에, 고전적인 요구/응답 통신은 이러한 실시간 응용에 적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변화를 알기 위해 
데이터 공급자들을 폼(poll)하는 것이 수요자들에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인터페이스(235)는 제16도에서 마켓 데이터 가입 서비스(Market Data Subscription Service(MDSS)) 서브
구성요소(234)를 포함하는 프로토콜쌍 및 서비스로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한정한다. 서비스룰은 나중에 
보다 완전하게 설명된다 . RMDP인터페이스(235)는 데이터를 교환하는 서비스명칭을 알기 위해 보호응용을 
요구하는 서비스 어드레스 프로토콜이다.

제16도에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쳐가 도시되었고, 분배통신 구성요소(232)는 각종 프로토콜 엔진 
(237) (239) (242)을 가진다. 프로토콜 엔진은 서비스룰 프로토콜을 특정한 네트워크 프로토콜로 인터페
이스하는 통신프로토콜을 묶은 것이다. 각 프로토콜 엔진은 효율적인 통신접속을 아주 신뢰할만하게 이룩
하는데 필요한 모든 논리를 묶은 것이다. 각 프로토콜 엔진은 특정한 네트워크 특성 및 특정한 응용특성
으로 바뀐다. 프로토콜 엔진(237) (238) (241)은 응용 (16) (18)과 같은 보호응용에 대한 일반적인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특정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통신하는데 필요한 특정한 네트워크 또는 
전송층 프로토콜을 알 필요성으로부터 응용(및 이것을 라이트하는 프로그래머)을 자유롭게 한다. 또한 네
트워크 구성이나 어떤 네크워크 프로토콜이 새로운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출입구 또는 EDCNETTM으로의 
전송충프로토콜의 스위칭 등의 부가와 같은 것에 의해 변경되며, 응용프로그램은 변경될 필요가 없다. 이
러한 변경은 변경을 수용하기 위해 프로토콜 엔진부의 부가, 빼기 또는 대체에 의해 수용될 수 있다. 이
들 프로토콜 엔진이 공유되기 때문에 모든 응용을 변경하는 것보다 프로토콜 엔진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노력이 작게 된다.

프로토콜 엔진은 응용에 대해 명확한 통신통로와 프로토콜을 공급하므로, 이들 모든 디테일에 상당하는 
코드가 응용에서는 필요가 없다. 또한, 프로토콜 엔진은 명확한 인터페이스를 공급한다.

프로토콜 엔진은 신뢰할만한 통신프로토콜을 구현하는 것에 의해 어떤 실시예에서 서비스가 부가된 값을 
공급하기도 한다. 서비스가 부가된 값은 신뢰할만한 방송, 포인트 대 포인트 통신뿐만 아니라 
MulticastTM통신을 포함하고, 이 경우에 통신은 이 상황이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구할 때 신뢰할만
한 방송에서부터 신뢰할만한 포인트 대 포인트로 스위치된다. 또한 2개 이상의 응용이 첫 번째 요구응용
에 대한 데이터를 수신해서 서브젝트의 데이터를 요구하여 다른 요구응용에 따라 이것을 통과시키는 경우
에 프로토콜 엔진은 방송동작을 향상시킨다. 종래의 방송소프트웨어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프로토콜 엔진은 서브젝트에 의해 네트워크에 수신되는 프로그램을 걸러서 통과시키므로서 효율적인 서브
젝트 베이스 어드레싱을 유지한다. 이러한 방법에서 요구서브젝트의 데이터만 요구응용에서 콜백 루틴으
로 통과되게 된다. 이 실시예에서, 발생응용에 결합된 프로토콜 엔진 또는 서비스예는 네트워크내에 설치
되기 전에 서브젝트에 의해 데이터를 걸러서 통과시키므로서 통신링크의 수신단부에서 네트워크 대역폭, 
입/출력 프로세스 대역폭 및 오버헤드 프로세싱을 유지하게 된다.

제16도에서 분배통신 구성요소(232) (이하 DCC라고 한다)는 몇가지 중요한 목적을 이루도록 구조되어 있
다. 첫째는 DCC는 간단하고, 안정되며 균일한 통신모델을 제공한다. 이것은 몇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복
잡성, 즉 분배환경, 타겟프로세스를 찾아내는 것, 타겟프로세스와 통신하는 것 및 어떤 것이 틀렸을 때를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프로그래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모든 이들 작업은 유능한 통신하부구조에 의해 양
호하게 행하여지며 프로그래머에 의해 행하여지지는 않는다. 둘째로 DCC는 프로그래머 생산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특징의 일체화를 간소화하므로서 전개시간을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구성요소의 
네트워크에서 물리적인 분배를 알도록 응용에서의 부담을 제거하므로서 구성력을 향상시킨 것이다. 이것
은 다음에 재구성이 복잡한 특정한 물리적인 구성상에서 코드와 별개로 설치된 것으로부터 프로그래머를 
보호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중요한 목적은 중요한 시스템구조의 캡슐화를 통해서 출력능력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것
은 새로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보호응용이 전송과 분리되어 변화될 프로토
콜을 액세스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시스템(DCC)의 일부에 있어서 요구되는 변화들을 분리하므로서 응용은 
실질적으로 불변되는 것을 출력시킬 수 있어 응용소프트웨어의 투여는 보호될 수 있다.

TCP/IP  및 OSI와 같이 표준프로토콜 쌍에서 '비접속(connectionless)'전송 프로토콜을 저가로 상단에서 
부호화하기 때문에 DCC에 의해 효율성이 달성되게 된다. DCC는 프로토콜에서의 문제점, 즉 데이터 '카
피'오퍼레이션의 급증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해결하도록 설계되었다. DCC는 소프트웨어 공급자에 의
해 공급되는 기본서비스의 상단서비스 층을 구현하므로서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다. 물론 재고안 
기본기능이 데이터전송 또는 흐름제어기구에서 신뢰할만하여 DCC은 어떤 특정한 동작시스템의 특징으로부
터 응용을 차단한다. 예들은 MS-DOS환경의 하드웨어 방향인터페이스 또는 UNIX의 모든 프로세스파일 디스
크립터를 포함한다. 많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서 쉽게 반복될 수 있게 하나로 통일된 통신도구를 공
급하므로서 DCC은 상기 목적들을 실현할 수 있다.

DCC은 서비스룰 프로토콜에 의해 가정되는 각종 상호작용에, 고장방지 능력요구 및 성능요구를 유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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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여러 가지 다른 전송프로토콜을 구현한다. 2개 이상의 관련프로토콜은 신뢰할만한 방송 및 지능적 멀
티케스트 프로토콜이다.

표준방송 프로토콜은 파손메세지를 검출하는데 신뢰할 수 없어 사용할 수가 없다. DCC신회 방송프로토콜
은 모든 동작호스트들이 각 방송메시지를 수신하거나 메시지의 파손을 검출한다. 신뢰방송 프로토콜이라
고 불리는 것과는 달리 파손메시지는 주기적으로 한정해서 재전송 되어진다.

지능적 멀티케이트(Multicast)TM프로토콜은 데스티네이션을 멀티플하도록 신뢰할만한 데이터스트림을 공
급한다. 새로운 견지의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및 프로세스로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포인트 대 포인트 전
송에서부터 방송전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포인트 대 포인트 전송에서부터 방송전송으로의 전환
(및 그 반대로) 보다 높은 레벨프로토콜에서 명백하다. 이 전송프로토콜은 포인트 대 포인트 또는 방송만
을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소비자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 프로토콜은 다른 프로토콜의 상단에 
DCC을 설치한 것이다.

현재 모든 DCC프로토콜은 불연속적으로 유니트, 즉 메세지만을 교환한다(많은 전송프로토콜과는 반대로). 
DCC은 하나의 프로세스로부터 구성된 메시지가 보내지는 순서대로 수신되는 것을 보장한다.

DCC은 파손메시지의 사건의 재전송을 유지하는 고장방지능력 메시지전송 프로토콜을 포함한다. DCC소프트
웨어는 메시지를 운송하는데 관해 '많아야 1회' 의미를 보장하여 '정확히 1회' 의미를 확신하도록 양호하
게 시도되었다.

DCC은 응용프로그래머에 의해 사용하기 위한 노출된 인터페이스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다. 분배구성요
소(232)은  다양한  서비스룰(234)  (236)  (238)에  결합되고,  서비스룰(234)은  마켓  데이터 가입서비스
(Market Data Subscription Service (MDSS))가 콜되는 작용을 가진다. MDSS서비스룰은 개별데이터의 파손
에 견딜 수 있게 연속적인 데이터스트림을 수신하도록 데이터 소비자응용들이 허락한다. 이 프로토콜쌍
(234)은 역시 사용자 또는 응용의 액세스 특전이 특정한 서비스로부터 정확히 데이터를 얻는 데이터소비
자를 확신하는데 체크되는 경우에 로드균형 및 제목정책행정을 위한 기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MDSS서비스
룰은 서브젝트상의 데이터스트림이 링크된 응용에 MDSS서비스룰에 의해 통과되는 의미에서 서브젝트 어드
레스 가입 서비스(Subject Addressed Subscription Service (SASS)) 서비스룰(238)에 의해 구현되는 가입
통신예를 유지하는 것이다.

2가지 특성은 대표적인 보호서버 프로토콜로부터 MDSS서비스룰을 분리한다. 첫째로, 가입은 명확하게 요
구되는 값에 대한 변화가 자동적으로 요구응용에 전달되므로 유지되어진다. 둘째로 보호응용은 특정한 서
비스를 요구하거나 또는 가입시킨다(특정한 서버에 대향하고 특정한 서브젝트에 대향하므로서). MDSS서비
스룰은 다음에 유효한 서버에 보호응용요구를 순환시킨다. 역시 MDSS서비스룰은 서버접속을 모니터하고 
접속이 필요한 경우 다른 서버를 사용하여 정지하면 재설치한다. MDSS서비스룰은 다음의 중요한 목적을 
구현한다. 고장방지능력은 2중 또는 3중 네트워크를 유지해서 프로토콜 엔진에서 구현된 신뢰할만한 방송
과 같은 고장방지 능력 전송프로토콜을 이용하므로서 여분의 서비스들간의 자동적인 전환을 수행하는 프
로그램코드에 의해 구현된다. 서버 고장후 자동적으로 회복이 된다. 로드균형을 특정한 서비스에 대해 모
든 동작서버들을 횡단하는 데이터요구로드를 균형시키므로서 수행된다. 로드는 자동적으로 서버가 고장 
또는 회복할 때 자동적으로 재균형화된다. 부가적으로 MDSS는 외부통신회선을 횡단하는 밴드폭 또는 페이
지 캐시에서 '스롯들'과 같이 드문재원의 이용을 최적화하는데 서버할당을 유지한다.

네트워크  효율성은  제15도에서  분배통신디몬(30B)에  의해  구현된  지능적  멀트케스트  프로토콜로 
구현된다. 지능적 멀트케스트 프로토콜은 필요할 때 포인트 대 포인트 통신프로토콜에서부터 방송프로토
콜로의 동적 전환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므로서 I/O프로세서 밴드폭 및 네트워크의 제한된 재원을 최적화한
다. 예를들어, 텔리레이트(Telerate)페이지 8데이터는 포인트 대 포인트 분배에 의해 첫번째 5가입자들에 
공급되어 여섯 번째 가입자가 나타난 경우에 모든 가입자들은 방송분배로 전환하여도 된다.

MDSS서비스룰의 중심기능은 겟(읽음), 헬트(정지 및 드라이브(유도)이다. 보호응용에서 콜된 '읽음'은 특
정한 서비스에 대하여 서버와의 고장방지능력 접속을 설치하여 특정한 페이지 또는 데이터요소의 현재값
을 읽어들인다. 접속은 특정한 페이지에 대한 갱신이 자동적으로 보호응용으로 순환되도록 기본으로 된 
가입이다. '유도'는 잠정적으로 가입을 변환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정자를 보낸다.

MDSS서비스룰은 페이지방향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최적화되며 어떤 유형의 데이터의 분배를 유지할 수가 
있다. MSA(236)로 부호화된 서비스룰은 다른 작용을 가진다. SASS(238)로 부호화된 서비스룰은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레스  가입  서비스를  유지한다.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레싱  및  SASS  서비스룰(이하  SASS라 
한다) 구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응용이 데이터를 필수적으로, 즉 동적으로 변화하는 값에서
의 데이터를 요구할 때마다 응용은 적당한 서브젝트를 특정화하므로서 이것에 간단하게 가입한다. 다음에 
SASS는 서브젝트상에 정보를 공급하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예에 서브젝트 요구를 맵한다.

SASS는 다음에 선택된 서비스 또는 서비스들을 공급하는 서버 또는 서버들과 통신하는데 필요한 적당한 
하나 이상의 프로토콜 엔진을 통해서 모든 선택된 서비스들과의 적당한 통신접속을 이룩한다.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레싱을 사용할지라도 정보소비자들은 정보를 생성하는 개별응용으로 정보를 요구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생성응용은 정보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어 동일한 정보
를 생성하는 새로운 응용으로 변형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레싱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분배응용 프로그래밍 하는 복잡성을 감소시킨다. 첫재
로, 응용은 서버 또느 서비스에 대향하는 것으로서 서브젝트에 의한 정보를 요구한다. 하이레벨에서 정보
를 특정화하는 것은 바라는 정보를 생성하는 서비스예의 현재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아는데 필요한 응용에
서 버든을 제거한다. 네트워크를 경유하는데 필요한 전송프로토콜의 디테일들을 아는 것 및 적당한 서비
스 또는 서비스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통신프로토콜의 모든 디테일을 아는 것 또는 버든의 응용은 
더욱더 신뢰할만하다. 또한, 그밖에 어떤 것이 서비스공급자에 있어서의 변화들, 예를들어 IDN에서 틱커
(Ticker) (3)로 공정한 간격을 위한 변화와 같이 변화하는 경우에, 보호응용들은 변화를 프로그래밍 할 
필요성과는 분리되어 있다. 모든 데이터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호응용으로 공급되게 된다.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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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다른 서비스로부터 정보를 필요로 하는 보호응용을 라이트하는 프로그래머는 전통적인 통신모델이라
도 3가지의 다른 서비스특정 통신프로토콜을 배울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SASS는 적당한 서비스예를 
위한 서치 및 보정통신접속의 설치와 같이 많은 어렵고 그리고 에러가 일어나기 쉬운 작업을 자동화한다.

SASS서비스룰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불러내어져도 되는 3가지 기본기능들을 공급한다.

'가입'은  하나  이상의  서브젝트상에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불러들여진 
기능이다. SASS서비스룰은 주어진 서브젝트들을 일치시키는 모든 데이터를 소비자응용에 우송하는 것을 
확산하도록 어떤 필요한 통신접속을 설정한다. 소비자는 비동기적으로(인터럽트유도) 또는 동기적으로 끌
어내어질 데이터를 특정화할 수 있다.

공급자서비스는 그 서비스를 위한 등록순서를 설정하면 기입을 통지한다. 등록처리는 SASS에 의해 수행되
어져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삭제'기능은 '가입'과 반대이다. 이 기능이 불러들여졌을 때, SASS는 어떤 제공된 통신채널을 차단하고 
그리고 등록순서가 있다면 삭제의 공급자서비스를 통지한다.

'수신'기능 및 '콜백'기능은 그들 가입을 일치시키는 메세지를 응용이 수신하는 관련기능이다. 콜백은 비
동기적이며 사건구동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유지한다. 이 스타일은 데이터교환을 실시간으로 요구하는 응
용에 적합하다. 수신기능은 메세지수신을 위한 전통적인 동기인터페이스를 유지한다.

보상세트의 기능은 데이터공급자에 대해서 존재한다. 또한 응용은 데이터공급자 및 데이터소비자 양쪽일 
수 있다. 제17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가르침이 유용하게 이용되는 대표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상태가 도
시되어 있다. 도시된 컴퓨터 네트워크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이하 랜(LAN)이라 한다) (302)에 의해 파
일서버(304)에 결합된 휴스턴(Houston)에서 제1호스트 CPU (300) 및, 게이트웨어 네트워크 내부접속회로
(306)로  구성되어  있다.  게이트웨이회로(306)는  LAN(302)을  광역  네트워크(이하  윈(WAN(wide  area 
network)이라 한다) (308)에 접속한다. WAN (308)은 코트런(Quotron) 및 마켓피드(Marketfeed) 2000서비
스가 설치된 2개의 서버 (310) (312)에 각각 런던 및 파리로부터 호스트(300)를 결합시킨다. WAN (308)도 
제2LAN(318)을 통해서 텔리레이트 서비스가 설치된 제네바에서 서버 (306) 및 제네바에서 제2호스트 CPU 
(314)에 호스트(300)를 결합시킨다. 덤(dumb) 단말기 (320)도 LAN (318)에 결합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호스트(300) (314)는 복수작업기구이자만 DOS 또는 PC-DOS 동작시스템을 실행하는 컴퓨터와 
같이 단일프로세스 CPU라도 된다. 이하 부록 A에서 제공된 TIB통신 이터페이스 소프트웨어는 본 발명을 
실체화한 양호한 모드를 구체화하여 유닉스(Unix)베이스 복수작업기구에 대해 출력되어진다. DOS 또는 다
른 단일작업환경에 본 발명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은 응용중의 하나가 가입된 서브젝트에 있는 메시지가 
네트워크 수신되는 동작시스템에서 통지의 수신으로 개시되는, 즉 불려들여지는 인터럽트 구동프로세스로
서 프로세스 아키텍쳐내의 TIB통신디몬(30B)을 구조화하는 것을 요구한다.

LAN (302) (318), WAN (308) 및 게이트웨이 (306)는 각각 시스템의 남아있는 요소에 따라 데이터를 교환
하도록 충분히 양립하는 한 어떤 종래의 구조 및 프로토콜 또는 미래에 개발되는 어떤 새로운 구조 및 프
로토콜이어도  된다.  대표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구조  및  프로토콜은  TCP/IP,  DECNETTM, 
ETHERNETTM, 토큰링, ARPLANET 및/또는 다른 디지탈팩 또는 하드와이어, 마이크로웨이브 또는 인공위성 
전송매체를 사용하는 고속전용 회전디지탈 또는 아날로그시스템이다. X. 1, X. 2, X. 3, X. 20, X. 21, 
X. 24, X. 28, X. 29, X. 25 및 X. 75 제안속도, 사용자옵션, 각종 인터페이스표준, 개시-정지모드단말조
정, 동기단말기를 위한 멀티플렉스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회로의 정의 및 패킷네트워크 상호접속과 같
은  각종  CCITT추천은  이하  참조해서  연합되어진다.  컴퓨터  네트워크  아키텍쳐  및  프로토콜은  'IEEE 
Transactions on Communications, 1980. 4, Vo1. COM-2'에서 거론되어 있다. 이하 참조해서 
연합되어진다. 대부분의 디지탈데이터통신은 비트수당 문자를 가지는 비트시퀸스 및 코드를 각각 한정하
는 문자에 대응하는 0  및 1의 시퀸스로서 표시된 문자들에 의해 수행되어진다. 대부분의 공통 코드는 
ASCII으로서 U.S에서 잘 알려진 국제적인 알파벳 No.5이다. 다른 코드는 역시 사용되는 코드유형이 본 발
명에 한정되지 않게 사용되게 된다.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표준프로토콜의 개발을 장려
하도록 오픈시스템 내부접 속의 7레벨 기준모델을 개발하여 왔다. ISO모델 및 이들 기능으로서 이하 언급
되는 표준 7레벨은 다음과 같다.

(1) 응용 : 응용간의 통신을 허락하고 프로토콜이 여기서는 맨끝 사용자의 필요성을 서브한다.

(2) 표시 : 고유품의 구조화된 데이터가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사용하기 위해 표시되고, 교환된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응용에 의해 선택되어도 되는 1세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세션(Session) : 표시제목 및 제어데이터교환, 즉 다이알로그 제어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취한다.

(4) 전송 : 네트워크 개별의 명백한 데이터전송을 제공한다. 신뢰할만하고 그리고 저가인 데이터전송이 
달성되는 상세한 방법과의 어떤 관계로부터 세션층을 완화한다.

(5) 네트워크 : 네트워크개별 루팅, 스위칭서비스를 제공한다.

(6) 데이터링크 : 네트워크 제목간의 데이터링크를 설치, 유지 및 해제하도록 기능 및 진행수단을 제공하
므로서 링크를 걸쳐서 에러 자유의 데이터전송을 준다.

(7)  물리적  :  물리적접속,  예를들어  데이터링크  제목간의  데이터회로를  설치,  유지  및  해제하도록 
기계적, 전기적, 기능적 및 절차적 특성을 제공한다.

패킷네트워크는 보통 회로 전환되고 그리고 메세지 전환되는 미드-60의 데이터 네트워크에서보다 효율적
인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하도록 개발되었다. 패킷네트워크에 있어서, 하나의 호스트 또는 단말기로부터의 
다른 것으로의 메시지는 어떤 제한길이의 패킷, 보통 128바이트로 분할된다. 이들 패킷들은 다음에 개별
적으로 처음 시점에서 종착시점으로 보내어진다. 각 패킷은 패킷을 조정하도록 필요한 정보와 함께 네트
워크를 제공하는 헤더를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패킷은 소오스 및 종착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적어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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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패킷길이등과 같은 다른 데이터필드를 포함하여도 된다. 하나의 단말기에 의해 다른 것으로 전송되는 
패킷은 하나의 소오스의 유휴시간동안에 다른 소오스가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사용자에 의해 종착시점으
로 전송되는 패킷 사이의 기능으로 인터리브 된다. 각종 네트워크 주의 해상도 프로토콜은 동시에 같은 
채널에 패킷들을 보내도록 2개 이상의 종착요구에 의해 네트워크를 제어하는데 중재하도록 존재한다. 어
떤 프로토콜은 시분할 또는 주파수 다중화에 의해 복수의 물리적인 채널을 이용한다.

동일한 물리적인 인터페이스회로는 동시에 논리적 채널의 사용에 의해 하나이상의 단말기 또는 컴퓨터와 
사용될 수 있다. 어떤 주어진 시간동안에 각 논리적 채널은 통신을 위해 어떤 특정한 어드레스로 사용되
며, 각 패킷은 그것의 논리적 채널의 식별화를 헤더에서 포함하고 각종 논리적 채널의 패킷은 물리적 인
터페이스회로에 인터리브 된다.

종착에서 매세지는 어드레스 프로세스로 우송되기 전에 재조립되어 포맷된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는 네
트워크내의 데이터이동을 제어하는 내부프로토콜을 가진다.

각종 네트워크 구조 및 프로토콜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네트워크 및 전송프로토콜, 
네트워크구조, 호스트컴퓨터 및 단말기, 서버프로토콜 및 전송 및 네트워크층 소프트웨어는 일정하게 설
계되게 된다. 또한, 특정한 데이터유형이 얻어지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및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한 액세스 
프로토콜은 일정하게 변화한다. 특정한 서브젝트상의 데이터가 얻어지도록 모든 네트워크 및 전송프로토
콜, 네트워크 어드레스, 액세스 프로토콜 및 서비스를 알 필요성으로부터 응용프로그램의 프로그래머를 
분리하는 것은 본 발명의 통신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의 목적이다. 본 발명의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에서 
모든 변화하는 복잡성을 캡슐화하여 변조하므로서, 응용프로그램의 연구는 응용에 프로그램되는 것으로부
터 네트워크 토폴로지(topology) 또는 프로토콜 의존성을 방지하므로서 보호되어도 된다. 이 때문에 어떤 
것이 네트워크 상에서 변화할 때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다시 프로그래밍 또는 스크랩할 필요는 없다.

이 목적은 이하 TIBTM소프트웨어라고 불리워지는 3층 아키텍쳐를 가지는 네트워크 통신소프트웨어에 의해 
본 발명의 가르침에 의하면 달성되게 된다. 제17도에서 이들 3층은 정보층, 서비스층 및 분배통신층으로
서 제한되어진다. 각 응용프로그램은 컴파일링 및 링킹프로세스 동안에 정보층 및 서비스층의 그 자체카
피에 링크되게 된다. 컴파일링 및 링크프로세스는 기계적 리드가능한 오브젝트코드로 응용프로그램의 소
오스코드를 변환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예를들어 '340'으로 표시된 응용프로그램 1은 직접 본 발명의 
소프트웨어층의 그자체카피, 즉 정보층(342) 및 서비스층(344)에 링크되게 된다. 한편 '342'로 표시된 응
용 2는 정보층(348)및 서비스층(350)의 그 자체카피에 링크된다. 이들 2개의 응용은 분배통신층(352)이 
콜된 본 발명의 소프트웨어의 제3층을 공유한다. 대표적으로, 노드(노드는 네트워크에 결합된 어떤 컴퓨
터, 단말기 또는 서버이다)마다 하나의 분배통신층이 있으며, 복수작업기구에서 응용과 동시에 실행하지
만 비복수 작업환경에서 구동기를 인터럽트한다.

제17도의 가정적인 네트워크에 있어서 제네바의 두 번째 호스트(314)는 '354'로 표시된 응용프로그램을 3
을 실행한다. 이 응용은 정보층 (356) 및 서비스층 (358)의 그 자체카피에 링크된다. 동시에 실행하는 호
스트(2) 내의 분배통신층(360)은 응용(354)에 의해 사용되어진다.

각각의 서버 (310) (312) (316)는 3층 TIBTM소프트웨어의 데이터공급버전을 가진다. '가입'기능을 구현하
는 TIBTM소프트웨어의 데이터소비자버전 및 '발행' 기능을 구현하는 데이터공급버전이 있다. 프로세스(유
닉스 (UNIX)TM 정의 하에서 실행하는 발행자)가 둘다 데이터소비자 및 데이터발행자인 경우에는 둘다 가
입 및 발행 기능을 구현하는 TIBTM소프트웨어를 위한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및 인터페이스 특정화를 가진
다.

각각의 호스트 (300) (324)는 동작시스템 (370) (372)의 제어하에 있으며 각각 달라도 된다. 호스트(1) 
및 호스트(2)는 역시 서버 (310) (312) (316)로서 다른 제조자의 컴퓨터이어도 된다. 호스트(1)는 응용
(340)  (346)이  UNIXTM파이프  또는  내부프로세스  통신기구  등의  사용으로서  통신되는  보드공유 메모리
(374)를 가진다. 호스트(2)는 메모리(378)를 이용한다.

본 발명의 가르침의 보드명령문에 있어서, '342'와 같은 정보층은 제15도 및 제16도의 TIBTM소프트웨어 
통신라이브러리(30A)의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레싱 기능성 및 TIBINFOTM인터페이스 기능성을 캡슐화한다. 
TIBINFO인터페이스는 소프트웨어 특정화의 색션 4로 이하 한정된다. TIBINFO는 정보층에 링크되는 응용이 
서브젝트 어드레스 가입 서브스(SASS) 구성요소의 프로토콜 및 서비스를 불러들이는 프로그램된 인터페이
스를 한정한다.

제18도는 제15도의 프로세스 아키텍쳐, 제16도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및 제17도에 도시된 TIBTM소프트웨
어용 3층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제15도에서 통신라이브러리(30A)는 RMDP 및 TIBINFO인터페이스
에 의해 불려지는 복수기능을 제공하는 응용(16)에 링크되는 프로그램 라이브러리이다. 서브젝트 어드레
스 가입 서비스는 구성요소 라벨(30A) / (30B)에서 서브젝트 맵퍼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어진다. 구성요소(30A)/(30B)는 TIB통신디몬(30B)의 프로토콜 엔진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공급하고 
통신하는 즉 유지하는 공통 하부구조 프로그램코드를 공급하는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TIBINFO인터페이스는 링크된 보호응용이 데이터공급자에 의해 네트워크상에 공급보다는 데이터용 서브젝
트 어드레스 가입을 개시하여 사용하여도 되는 프로그램된 인터페이스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RMDP인터페이스는 가입이 입력되고 그리고 데이터가 서비스의 명칭을 사전에 알고 있는 링크된 보호응용
에 의해 네트워크에 서비스로부터 수신되는 프로그램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준다. 제15도에서 통신라이브
러리(30A)는 마켓데이터 가입서비스(MDSS)를 구현하도록 링크된 보호응용에 의해 불려지는 라이브러리 프
로그램을 제공해 준다. 제19도를 참조하면 제19A도 및 제19B도로 구성되며 특정한 서브젝트상에 가입을 
입력하여 서브젝트에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가입자 프로세스측의 각 3층에서 내부별명을 실행하는 프로
세스를 위한 플로우챠트가 도시되어 있다. 단계(400)은 특정한 서브젝트상의 데이터를 위해 사용자로부터 
요구를 수신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이 요구는 어떤 실시예에서 다른 프로세스 즉 다른 기구 또는 동
작시스템으로부터 오게된다. 이 일예의 목적을 위해서 요구가 사용자로부터 제17도의 응용 1로 온다고 가
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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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응용 1(ISO모델의 층 1 또는 응용층)은 제17도에서 정보층(342)으로 '가입요구'를 보낸다. 이프로
세스는 제19도에서 단계(402)으로 표시된다. 이 가입요구는 TIBINFO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링크된 프로그
램 라이브러리내의 적당한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콜하므로서 입력된다. 이 서브루틴 콜은 서브젝트에 메
시지를 수신할 때 정보층사의 TIBINFO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콜하는 요구프로세스에서 콜백 루틴에 대한 
포인터 및 데이터를 요구하는 서브젝트를 통과시킨다.

정보층 (342)은 여기서 용어로 한정된 사항으로서 요구프로세스의 아키텍쳐 디커플링을 공급하는 서브젝
트 대 서비스를 맵핑기능을 캡슐화한다. 제17도 및 제19도에서 단계 (404) (406)을 참조하면, 정보층으로
의 입력은 서브젝트이며 이 출력은 제17도에서 서비스층 (344)상의 서비스룰에 대한 콜이다. 정보층은 서
브젝트 대 서비스 맵핑에 관해서 불려들여진 제15도에서 링크된 통신라이브러리 (30A)의 모든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및 TIBINFO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정보층은 단계 (404)과 같이 서브젝트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한 서브젝트 또는 서비스들을 맵핑화하고, 그 다음에 이들 서비스들과 통신하도록 통신프로토
콜을 캡슐화하는 하나이상의 서비스룰에 대한 서비스 또는 서비스들을 맵핑화 한다. 다음에 정보층은 단
계 (410)에서와 같은 'TIB채널'을 분할하는 서비스룰을 조정한다.

'TIB채널'을 글자의 어드레스상의 '어텐션 플랭크 존스'와 같다. TIB채널 데이터는 서브젝트가 TIB채널에 
할당되더라도 데이터가 요구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메세지를 청취하는데 사용된다. 각 서브젝트는 가입이 
입력될 때 TIB채널을 할당시킨다. 가입리스트는 가입프로세스, 그 네트워크 어드레스, 이들 서브젝트에 
할당된 TIB채널번호 및 서브젝트에 가입된 서브젝트와 관련이 있다. 이 리스트상의 데이터는 특정한 요구
프로세스에 대한 포트어드레스로 수신된 메시지를 청취하도록 디몬에 의해 사용된다. 이 리스트는 역시 
요구프로세스가 실행하는 기구의 어드레스에 청취될 특정한 서브젝트사에 메세지를 유발시키기 위해 데이
터 발행자측에서 사용되어진다. 서비스와 관련된 TIB소프트웨어의 통신층은 패킷이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
되기 이전에 특정 서브젝트상의 메세지로부터 패킷의 헤더에 채널번호 데이터를 라이트한다. 수신자측에
서 헤더내의 TIB채널 데이터는 요구프로세스에 패킷의 특정한 루틴을 유발시킨다. TIB채널추출 및 루틴기
능은 각 요구프로세스에 링크되는 제18도에서의 DCC라이브러리부분 (30A) (30B)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암
시한다.

2개의 이러한 서비스가 있으면 다음에 이들 서비스는 단계(412)으로 표시된 바와같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서버에 대한 서비스층상의 서비스룰에 의해 맵된다.

제1실시예에서 정보층은 단계 (406)으로 표시된 바와같이 서비스층에서 서비스를 서브루틴중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콜한다. 다음에 서비스풀은 단계 (408)으로 표시된 바와같이 가입서브젝트로 TIB채널을 실행하
여 할당한다. 정보층으로부터의 콜은 역시 서브젝트상에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불려지는 정보층에서 콜백 
루틴에 대한 포인트를 통과한다.

제2실시예에서 정보층은 모든 서비스와의 통신링크를 설정하기 위해 서브젝트 대 서비스를 맵핑 프로세스
에서 한정되는 모든 서비스룰들을 콜하여도 된다.

어떤 실시예에서, 대체 서비스 및 대체서버의 명칭은 통신링크를 설정할시 사용하기 위해 정보층에 의해 
분배통신층에 직접 또는 선택된 서비스룰에 통과된다. 이것은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정
되는 통신링크에 대해서 또는 선택된 서버의 실패의 경우에 다른 서버에 대한 대체통신링크를 설정하도록 
분배통신을 허락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요구프로세스는 직접 서비스층을 콜할 수 있어 응용에서 서브젝
트 대 서비스룰 맵핑을 수행하므로 적당한 서비스룰을 불러들인다. 데이터 관련 대체서비스 및 서버는 대
체와 관련데이터를 실행하여 기억하는 제18도에서의 DCC라이브러리 블록(30A)(30B)의 라이브러리 서브루
틴을 콜하므로서 통과돨 수 있다.

대체 실시예에서 정보층은 각 서브젝터에 TIB채널을 할당하여도 되고, 또는 서비스층은 정보층으로 조정
하는 일없이 단독으로 작용하는 TIB채널을 할당하여도 된다. 단계(410)은 정보층으로 조정하므로서 TIB채
널번호를 서비스룰이 할당하는 구체적 실시를 나타낸다. 데이터 공급자 프로세스에 의해 보내어진 메세지
는 이들 헤더정보의 일부로서 포함된 할당된 서브젝트 채널데이터를 가진다.

TIB채널은 필터링 및 루팅 목적을 위해 통신층(DCC)에 의해 사용된다. 즉, 제15도에서의 디몬(30B) 및 제
18도에서의 프로토콜 엔진(30B)은 서브젝트상의 데이터에 대해서 두드러진 가입이 있는 헤더에서 특정한 
채널데이터를 가지는 디몬의 포트어드레스를 메시지가 도착하는지를 알고 있다. 디몬프로세스는 정보가 
서비층에 의해 통신층에 보내어지기 때문에 두드러진 가입이 있는 채널들을 알고 있다. 디몬(30B)은 오픈
가입을 가지는 모든 TIB채널에 관련 서비스룰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가진다. 다음에 디몬은 서브젝트상
의 메세지에 가입된 포트어드레스를 프로세스에 대한 오픈가입을 가지는 서브젝트상의 어떤 메시지를 보
낸다. 디몬은 서브젝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오픈가입을 가지는 TIB채널과 어떤 들어오는 메시지
의 서브젝트 사이에서 일치하는 것을 알 수는 있다. 

호스트(300)와 같이 제17도에서의 컴퓨터네트워크에 결합된 각 노드는 하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카드 
및 하나의 포트어드레스를 가진다. 포트어드레스는 동일한 호스트상에서 동시에 실행하는 복수의 프로세
스에 의해 네트워크카드를 다중화하기 위해 어떤 네트워크에서 '로직채널'을 할당하여도 된다. 네트워크 
어드레스 사이의 앞뒤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얻어지는지는 게이트웨이(306) 및 WAN(308)로 알려진 바와같
은  그  자체의  네트워크상의  다른  회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카드(도시되지  않음)  및 동작시스템
(370)(372)으로 작용하는 물리적층, 데이터링크층, 네트워크층 및 전송층을 불러들이는 제17도에서의 층
(352)과 같은 통신층의 반응에 있다.

서비스층, 정보층 및 통신층은 ISO모델층의 '온탑'인 층이며, 즉 이것들은 ISO모델의 어떤 층상에서 수행
되지 않는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또는 ISO모델 층상에서 수행되는 서비스에 대한 부속물로서 '부가될 값' 
서비스를 수행한다.

서비스층의 목적은 다른 것에 따라서 이하 용어로 정의되는 사항으로서 서비스커플링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비스층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나를 골라내는 모든 서버에 대한 선
택된 서비스를 맵하는 프로그램 또는 기능을 포함한다(제19도에서 단계(412)). 다음에, 서비스층은 네트
워크를 통과하는데 필요한 통신절차 또는 프로토콜을 캡슐화한 프로토콜 엔진에 대해서 선택된 서버를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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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하고,  즉  이러한  서버를  얻도록  네트워크를  통과하는데  수반될  통로와  관계없이  데이터링크를 
설정하여, 기계의 유형, 네트워크의 유형 및 네트워크카드를 결합시키는 것 및, 동작시스템에서 서버를 
실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선택된 서버와 통신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단계(414)으로서 표시되어 있다.

대체 실시예에서, 응용 또는 가입프로세스는 자신의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레싱 및 캡슐화를 수행하는 통
신프로토콜을 가지므로서 직접 프로토콜 엔진을 콜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서비스층은 모두 동시에 네트
워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또는 하나의 서버를 사용하여 선택된 서버의 실패시 다른 것으로 전환
하기 위해 데이터링크를 설정하는 통신층을 요구한다. 

통상, 선택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룰이 모두 그것들과 통신할 수 있도록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그러나, 동일한 서브젝트상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동일한 서비스 또는 다른 서비스
의 다른 예가 다른 통신프로토콜을 사용하면, 본 발명의 가르침은 서비스룰들의 부분류(subclass)에 관점
을 두고 있다. 이것은 모두 서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수행하는 가입 또는 삭제와 같
은 공통기능을 수행하도록 서비스룰의 모든 부분류에 의해 공유될 수 있는 코드를 포함한 혼합형 서비스
룰을 정보층이 불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혼합형 서비스룰은 다음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하나이상의 
다른 서버들에 대해서 가입요구를 맵핑한다. 선택된 서버에 한정된 통신절차를 캡슐화한 서비스룰 코드가 
불리어진 후 선택된 서버를 가지는 가입데이터 스트림을 설정하는 프로세스를 끝마치도록 실행한다.

서비스층의 출력은 '다음의 서브젝트 채널상에서 다음의 서버 또는 서비스와 적합하게 통신링크를 설정한
다'라는 효과를 위한 통신층에 대한 요구이다. 서비스층은 역시 요구되는 서브젝트상의 메세지 또는 패킷
을 조정하도록 서비스층 콜백루틴에 대한 포인터를 보낸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단계(416)으로 표시되어 
있다. 어떤 실시예에서 요구되는 서브젝트상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서비스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모든 서버
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는 선택되는 서버가 파손되는 경우에 실패회복을 공급하므로서 신뢰할만한 통신서버
를 공급해서 사용하기위해 기억된 DCC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통과하게 된다. 

단계(418)은 동작시스템에 있어서 캡슐화된 전송층 프로토콜의 선택된 기능을 불러들임으로서 선택되는 
프로토콜 엔진이 요구되는 데이터를 설정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프로토콜은 단계(420)으로 표시된 바
와같이 요구되는 데이터 링크를 설정하여 서비스로 등록하기 위해서 다른 네트워크상의 프로토콜, 데이터
링크 및 물리적인층을 불러들인다. 보통 서비스층 서비스룰은 단계(422)으로 표시된 바와같이 서브젝트에 
할당된 가입 및 서브젝트 채널의 것을 통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다. 서브젝트 채널은 서비스
에 링크된 TIB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의 통신층 및/또는 정보서비스에 의해 지시되어진다. 이것은 관련서
브젝트상의 전송된 패킷을 위한 패킷헤더에 부가될 서브젝트 채널데이터를 허락한다. 가입메시지는 어떤 
실시예에서 데이터을 흐름을 개시하고, 다른 실시예에서 데이터의 흐름은 서버에 대한 데이터 링크가 먼
저 설치될 때 개시한다. 

어떤 실시예에 있어서, 단독가입은 콜링 복수서비스를 불가피하게 하므로 정보층은 복수서비스룰에 대한 
서브젝트 맵핑하여도 된다. 이것들은 차례대로 복수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링크를 동시에 설정하는 복수프
로토콜 엔진에 대한 요구를 맵핑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서비스룰은 직접 전송층에 보내어지며 현재의 네트워크 구성에서 통신하는데 필요
한 프로토콜을 캡슐화 한다. 이 실시예에서 서비스층은 정보층에서 콜백 루틴을 콜하기 전에 서브젝트에 
의해 메시지를 걸러서 들여보내도 된다. 

소형 네트워크에 있어서 대체실시예는 특정한 서브젝트에 대해 네트워크 가입요구시 방송하는 것이다. 네
트워크에 결합된 서비스는 이 방송에 따르며, 방송에 한정되는 출력어드레스와 관련된 서브젝트상의 메시
지를 보낸다. 이들 메시지는 이하 설명되는 방법으로 요구프로세스에 대해 포토어드레스를 DCC층에 의해 
지시되게 된다. 제2실시예에서 서비스층은 역시 다음과 같은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즉 어떤 서비스와의 
규칙적인 액세스, ISO모델인 세션측의 전통적인 센스에 있어서의 세션관리, 반복되는 서비스 및 서버의 
반복관리, 서비스의 실패의 경우에 실패/회복관리, 다른 서비스/서버가 필요성을 느꼈을 때 불공평하게 
데이터요구가 로드되는 것으로부터 하나의 서버 또는 서비스를 방지하도록 하는 로드평형, 또는 서버와의 
통신을 앤코드하고 안전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안전기능을 수행한다. 제2실시예 중의 특정한 중요성은 서
비스층에서 서비스 회복기구를 캡슐화한 것에 있다. 이 실시예에서 서버가 다운될 때 적당한 서비스룰에
서 캡슐화된 데이터를 얻기 위한 회복기구는 단계(424)으로 표시된 바와같이 대체서버에 대해 새로운 데
이터링크를 재설치하는 것을 수행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서비스룰은 서브젝트에 대한 TIB채널을 할당하고 그리고 어드레싱될 서버 및 서비
스 및 사용될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특성조건하에서 신뢰할만한 정도를 감안하여 사용하기 위
해 프로토콜 엔진을 골라낸다.

제15도 및 제18도에서 디몬(30B)은 많은 다른 프로토콜 엔진을 포함하여 각각은 다른 특성들을 가진다. 
예를 들면 노벨(Nowell)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노드와 노벨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노드사이에서 포
인트 대 포인트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 엔진어어도 되고 그리고 TCP 및 UDP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노드와 관
련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사이에서 포인트 대 포인트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 엔진이어도 된다. 또한 신
뢰할만한 방송을 이용해서 고속데이터 공급자와의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이어도 되고 그리고 지능적 멀티
케스트TM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포인트 대 포인트 또는 신뢰할만한 방송통신을 위한 프로토콜 엔진이어도 
된다. 원하는데로 통신프로토콜을 위한 옵션, 서버, 서비스의 유형 및 신뢰성 있는 옵션에 못지 않은 많
은 프로토콜 엔진으로 할 수가 있으며 언제라도 더 부가할 수가 있다.

또한, 어떤 서비스룰은 동작시스템 또는 또다른 응용과 같은 기구상에서 다른 프로세스와의 통신을 위해
서, 또는 단말기를 거쳐서 사용자와의 직접 통신을 위한 절차이어도 된다. 시비스룰은 새로운 정보원과 
통신하도록 언제라도 보다 부가될 수가 있다. 가입요구를 수신할 때 서비스룰은 서브젝트용 특정TIB채널
을 오픈하여도 되고 또는 사용될 어떤 볼대수 TIB채널을 하락하여도 된다. 선택된 서비스룰 또는 룰(들)
은 DCC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콜하여 선택된 서비스와 효율적으로 통신하도록 오른쪽 문자들을 가지는 프
로토콜 엔진을 고른다. DCC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새로운 가입 및 채널데이터에 의해 가입리스트를 갱신하
여 공유메모리 또는 어떤 다른 내부 프로세스 전송기구를 거쳐서 선택된 프로토콜 엔진에 메시지를 보낸
다. 호스트가 복수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면 디몬은 DCC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의해 발생되는 인터럽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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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되게 한다. 선택된 프로토콜 엔진으로의 메시지는 사전에 설명될 것이며 선택된 서버의 일치성을 포
함한다. 프로토콜 엔진은 서버의 네트워크 어드레스에 대한 서버의 일치성을 맵핑하여 데이터링크를 설정
하도록 선택된 프로토콜 엔진내에서 캡슐화된 통신프로토콜을 수행한다. 어떤 프로토콜은 예를 들어 지능
적  복수작업을  수행하거나  혼합형  전송층  방송프로토콜의  신뢰성을  증가하도록  프로토콜이  부여된 
값이다. 프로토콜이 부여된 값은 이하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 단계는 단계(426)으로 표시되어진다.

분배통신층(352)(360)은 구성디커플링을 공급하도록 작용한다. 이것은 TCP, UDP, 방송 등과 같은 각종 통
신프로토콜을 어떻게 수행하며 여기서 이들 프로토콜을 구현할 수 있는 코드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알
고자 하는 요구프로세스의 필요성을 제거한다. 프로토콜 엔진은 각종 통신프로토콜을 구현하며DCC라이브
러리는 TIB채널의 개념을 구현하여 패킷을 받아들이는 패킷헤더내의 TIB채널 데이터에 따른 서브젝트문제
에 의해 루팅 및 필터링을 수행한다. 또한 UDP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통신용 프로토콜 엔진은 서비스 또는 
송신측의 패킷으로 메시지 디스어셈블리를, 그리고 가입프로세스 또는 수신측의 완전메세지를 패킷어셈블
리를 수행한다. 이것은 UDP전송프로토콜이 디스어셈블리 및 리어셈블리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서비스가 부여된 값이다. TCP전송프로토콜은 메시지 디스어셈블리 및 패킷리어셈블리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프로토콜 엔진은 서비스가 부여된 값을 공급할 필요가 없는 전송층 기능을 불러들인다.

본 발명의 어떤 실시예에서, UDP프로토콜 엔진은 어떻게 많은 패킷이 패킷헤더에 대한 완전메세지를 각각 
포함하고 있는지 관련데이터 및 순차번호를 부여한다. 이것은 모든 패킷이 수신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수신된 메시지의 보전성을 체크하는 수신프로세스 TIB통신층의 DCC라이브러리 또는 디몬을 허락한다.

데이터 패킷이 네트워크로부터 들어올 때에는 가입프로세스에 대히 DCC라이브러리, 서비스층 및 정보층을 
거쳐서 통과되게 된다. 어떤 실시예에서 서비스층은 다른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디몬 또는 DCC라이브러리
에 의해 수행되는 필터링을 하는 대신에 서브젝트문제에 의해 들어오는 메세지를 필터링하여도 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서브젝트 문제에 의한 필터링은 정보층에 의해 수행되어진다.

어떤 실시예에서 서비스층은 역시 제15도에서의 TIB폼 라이브러리(32)  또는 TIB폼 인터페이스(231)내의 
프로그램을 콜하므로서 데이터포맷을 수행한다.

어떤 실시예에서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레싱은 대형 데이터베이스가 언제나 요구되는 가입프로세스를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가 바뀔때마다 갱신해서 서브젝트 문제에 따라 데이터를 구성하므로서 수행된다. 
서비스층은 데이터 베이스의 적당한 영역으로부터 데이타를 추출하도록 데이터베이스 엑세스 프로토콜에 
대한 서브젝트 요구를 맵핑하는 루틴을 포함한다. 어떤 실시예에서의 통신층은 데이터베이스의 적당한 날
짜를 갱신하도록 프로토콜을 갱신하는 입력갱신데이터를 맵핑한다.

바람직한 실시예는 분배될 데이터소스를 허락하는 보다 강력한 개념을 구현한다. 이것은 모든 응용소프트
웨어를 파괴시키는 일없이 시스템에 결합될 새로운 서버 및 서비스를 허락한다. 본 발명의 가르침에 따른 
TIB소프트웨어의 정보, 서비스 및 통신층의 사용은 언제나 변화하는 네트워크로부터 응용소프트웨어를 디
커플링하는 유연한 방법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포인트 대 포인트 프로토콜용 서브젝트문제에 의한 필터링은 송신측의 TIB소프트웨
에 의해 수행된다. 제17도에서 서버(310)(312)(316)가 'TIB IF'로 표시된 블록으로 기호화된 TIB인터페이
스 소프트웨어에 의해 네트워크로부터 디커플링 한다. 단말기(320)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디커플링되어 
사용자에 의해 데이터의 매뉴얼 엔트리를 위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특히, 이 필터링은 데이터를 공급하
는 서비스로 한정된 정보층에 수행되게 된다. 방송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방송을 수
신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에서의 TIB통신층은 정보층에 의해 발생된 가입데이터 및 서비스층에 의해 발생
된 TIB채널 데이터에 따라 가입 테이블에 리스트된 오픈가입을 위해 TIB채널데이터를 채널데이터와 비교
하므로서 오픈가입과 일치하는 서브젝트를 제외하고 모든 메시지를 필터링 한다. 서비스를 방송데이터로 
간단하게 하는 경우에 서비스액세스용 서비스룰이 '다음의 네트워크 어드레스시에 도착하는 데이터에 대
해 청취하여 가입된 서브젝트외에 메시지를 필터링'하므로서 간단해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룰 TIB
폼 라이브러리내의 적당한 기능을 블러드리므로서 데이터를 적당하게 포맷한 후에 요구프로세스에 대한 
정보층을 거쳐서 데이터를 통과시킨다.

정보층은 사용은 네트워크 구성이 변화될 때 시스템관리 이외에 의해 교정을 위한 응용 및 서브젝트 이외
인 모든 네트워크 구성 파라메터를 허락한다. 이것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부터 응용소프트웨어를 분리
하여 ISO모델 네트워크층의 기능성과 유사하고 ISO모델 네크워크층의 모든 기능성을 적어도 연합한 기능
성을 공급한다.

어떤 실시예에서 정보, 서비스 및 통신층의 기능성은 바람직한 실시예의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를 구현
하기가 용이하다. 서비스 및 통신층은 ISO모델 네트워크, 데이터링크 및 물리적층 이외의 대부분의 기능
성을 구현한다.

어떤 실시예에서, 분배통신층은 데이터링크를 설정하도록 서비스층으로부터 일반적인 요구를 수신하여 사
용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프로토콜임을 자체에서 결정하기만 한다. 예를 들면, DCC는 동일한 정보를 위
해 5분리 가입을 수신하여도 된다. DCC는 5분리데이터 링크를 설정하여 요구를 하도록 그 자체에서 설정
하고, 하나의 데이터링크를 설정하며 각각의 5요구 프로세스로 내부프로세스 전송에 의해 도착메세지를 
분해하여도 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DCC는 사용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그 자체에서 결정하도록 작용하지만 
'나는  신속하게  원한다'  또는  '나는  정확하게  원한다'와  같이  서비스층으로  부터의  것을  시도하여도 
된다. 후자의 경우에, 통신층은 2개의 다른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정보를 위해 2개의 가입을 보내도록 선
출하여도 되고, 또는 다른 네트워크 통로에 의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2개의 다른 링크를 설정하여도 된
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통신라이브러리의 DCC라이브러리 부분은 하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로부터 다른 것으
로 데이터를 효율좋게 어떻게 주는지 결정하는 기능으로 작용한다. 모든 응답관리 및 실패회복 프로토콜
은 서비스룰로 캡슐화된다. 제20도를 참조하면 제20A도 및 제20B도로 구성되며, 공급프로세스 또는 서비
스시에 가입데이터 스트림을 발생하여 TIB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입프로세스에 대한 네트워크를 횡단하여 
보내질 때 송신측의 TIB소프트웨어의 3층에서 불러들여진 프로세스에 대한 플로우챠트가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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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430)은 선택된 서비스가 가입프로세스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여 데이터스트림을 제안하는 프로세스
를 나타낸다. 제 17도에서의 서버(310)에서 실행하는 코트런 서비스 및, 서버(312)(316)에서 실행하는 마
켓피드2000 및 텔리레이트 서비스와 같은 각 서비스는 각각 본 발명의 가르침에 따른 3층 아키텍쳐 TIB소
프트웨어의 버션에 의해 네트워크로부터 디커플링 된다. 이것은 TIB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를 나타내는 서
버에서 TIB IF로 표시된 블록으로 표시되어진다. 

각 서비스를 위한 TIB인터페이스는 필터링 또는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레싱을 기능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
록 어떤 요구로부터 서비스를 디커플링 한다. 이 때문에 서비스가 아메리칸 스톡 교환(American  stock 
Exchange) 및 오버더 카운터 마켓(Over the Counter market)에서 모두 같은 대상을 방송하도록 설계되면 
가입이 IBM장비대상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서비스는 IBM장비 대상만으로 필터링하는 기능을 항상 가질 필
요가 없고 항상 가지고 있을 때 응답한다. 이 유형의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룰은 이러한 가입요구에 응답
하여 IBM장비 대상을 제외하고 모두 메시지를 필터링하는데 적합하다.

서브젝트 문제, 예를들어 가버넌트 T-빌 레이트에서의 페이지, 즉 긴 조건의 공동본드레이트에서의 페이
지등으로 구성된 많은 다른 페이지를 공급하는 텔리레이트와 같은 다른 서비스는 특정한 페이지에 대해서
만 가입을 시도할 것이며 특정한 페이지에서 특정 칼럼만 공급하도록 서비스를 유발시키는 특정한 명령을 
시도하여도 된다. 이러한 경우에 서비스로 한정된 서비스 층은 서브젝트에 의해 가입요구를 수신하는 서
비스룰을 수신하여 오픈가입을 가지는 서브젝트에 관련되지 않은 방송으로부터 메시지를 필터링 한다.

단계(430)은 정보층 TIB-INFO라이브러리의 TIB공급기능을 콜하여 가입프로세스에 따른 데이터의 흐름을 
개시하는 서비스프로세스를 나타낸다. 이를 수신하는 가입요구는 '네이티브 통(native tongue)' 에서 서
비스가 가입프로세스의 서비스룰에 의한 형태로 포맷되고 그리고 연달아 일어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다.

서브젝트문제에 의한 대부분의 필터링은 서비스룰에 의해 수행되지만 이 필터링은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수행되어진다. 발행자가 발행하는 모든것과 같이 데이터의 하나의 유형만을 발행하는 어떤 서비스는 가입
프로세스와 관련된 것이다. 예를들면, 액세스되는 서비스가 현재 시간에만 발행하는 제 17도에서의 실시
간 클럭(371)이고, 그리고 가입의 서브젝트가 '시간을 가리켜 준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 서비스룰은 
매우 간단하며 필터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서비스룰은 요구프로세스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통신
하는지 TIB채널이 무엇을 할당하는지를 결정하도록 프로토콜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서비스가 통상데이터를 보내는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가 데이터를 보내는 사실은 단계(432)으로 표시되어
진다. 이 때문에 서비스가 텔리레이트이면 이것은 페이지화상을 보낼수 있어 다른 페이지의 번호중의 어
느 하나를 갱신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것의 많은 페이지중의 하나만을 위한 가입을 이해하며, 반면에 코
트런서비스는 IBM장비대상만을 위한 가입을 이해하지 못한다. 서비스층의 각종 서비스룰은 내부별명, 즉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는 필요한 기능성을 공급한다.

단계(432)은 많은 다른 서브젝트상의 메시지를 방송하는 서비스 및 하나 또는 몇몇의 이들 서브젝트에 대
한 가입요구를 가정한다. 다른 가정적 예에서, 서비스는 특정한 텔리레이트 페이지와 같은 요구되는 정보
만을 발행하여도 된다. 텔리레이트 경우에 가입요구는 특정한 페이지 및 그 페이지의 특정한 컬럼만 보내
는 것을 특정화하여도 되고 그리고 TIB채널을 사용하는 포인트 대 포인트 통신프로토콜에 의해 페이지화
상을 요구하여도 된다.

단계(434)은 가입요구에 대한 서비스층의 응답프로세싱 및 그 결과의 데이터 스트림을 나타낸다. 단계
(434)에서 서비스룰은 서브젝트문제에 의해 필요한 필터링을 수행하여 TIB채널번호를 할당한다. 서브젝트
문자에 의한 필터링을 통상보다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공급자가 고속인 경우에 가입에 의해 방송공급자
를 콜할때만 데이터공급자의 교환측에서 서비스룰에 의해 수행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관계없는 데이터
는 네트워크를 위축시킨다. TIB채널번호 단계(434)에서 서비스룰에 의해 할당되지만 실제로 메시지가 통
신층에 도착할 때까지 패킷을 위한 헤더에 부여되지 않는다. 어떤 대체 실시예에서 TIB채널번호는 서비스
룰에 의해 패킷헤더에 라이트 되어도 된다.

TIB채널번호 할당은 사용되는 서비스, 가입 및 통신프로토콜의 유형에 따라서 서비스룰에 의해 수행되어
도 된다. 방송프로토콜이 사용되는 경우에 어떤 실시예에서 서비스룰은 단계(434)에서 다른 서브젝트에 
다른 TIB채널 번호를 간단하게 할당하여 정보층상의 서비스층에 의해 유지되는 가입테이블에서 리스트된 
가입자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메시지는 간단하게 '예를들면 IBM장비대상에서 갱신하기 위해서 TIB채널 
100을 모니터한다'를 말한다. TIB채널데이터가 적당한 가입프로세스에 대한 메시지를 단독으로 청취하도
록 수신호스트의 TIB소프트웨어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중요시 한다. TIB채널은 로직채널, 네트워크 루팅 
또는 다른 네트워크, 데이터링크 또는 물리적층 지급에 관하여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방송프로토콜 상태에서 서비스룰은 가입리스트를 조사하여 오픈가입을 갖는 서브젝
트 이외에 서브젝트상의 모든 메시지를 필터링한다. 이들 서브젝트에 대하여 TIB채널은 할당되고 메시지
는 이들 보호프로세스로 루팅될 메시지를 위해 청취되도록 어떤 TIB채널에 관하여 가입프로세스에 링크된 
TIB소프트웨어에 보내어진다.

포인트 대 포인트 프로토콜의 경우에 가입요구는 통상 가입프로세스에 링크된 정보층에 의해 선택되는 서
비스룰에 의해 서브젝트에 할당된 TIB채널 번호를 포함한다. 이러한 경우에, 단계(434)은 서비스에서 나
오는 메시지에 대한 가입요구에서 수신된 TIB채널번호를 할당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특정한 TIB채널
이 포인트 대 포인트 프로토콜을 선택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을 특정화하는 텔리레이트 페이지에 대한 
대표적인  가입경우에,  서비스룰은  포인트  대  포인트  프로토콜  엔진을  선택하므로서  페이지  화상을 
보낸다. 서비스룰은 역시 가입을 인식하여 페이지에 대한 갱신방송을 위한 특정한 TIB채널에 대해 청취하
도록 가입프로세스의 TIB소프트웨어를 충고해주는 메시지를 보낸다. 다음에 수신 TIB소프트웨어는 갱신을 
위해 TIB방송채널을 오픈한다.

단계(436)은 서비스룰이 이것을 콜한후에 DCC라이브러리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DCC라이브러리의 단독기능은 서비스룰 또는 가입요구가 사용될 통신프로토콜을 특정화하지 않
는 경우에 어떤 특정한 네트워크 어드레스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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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어떤 실시예에서, 통신층의 DCC라이브러리는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관하여 서비스층 또는 가
입요구로부터의 제안을 시도하지만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면 다른 프로토콜을 선택하여도 된다. 또한, 
DCC라이브러리는 가입자의 변화와 같은 변화조건에 따라 사용되는 통신프로토콜을 변환하여도 된다. 예를
들면, 지능적 멀티케스트 프로토콜은 선택되어도 된다(이하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이 프로토콜에 있
어서, 포인트 대 포인트 프로토콜은 가입자의 번호가 이하 어떤 차단번호(시스템 관리기에 의해 프로그램
될 수 있다)인 경우 사용되지만, 방송프로토콜에 대한 스위치 오버가 자동적으로 가입자의 번호가 상기 
차단번호를 상승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하이워터' 및 '로우워터'는 이하 설명
되는 바와 같이 사용되게 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어떤 코스트 기능은 단독방송메세지와 반대되는 것과 같
이 멀티플 포인트 대 포인트 메세지를 보내는 효율성 및 비용에 따르는 스위치 오버포인트를 설정하는데 
사용되어도 된다.

단계(436)은 또한 서비스의 로컬메모리로부터 메시지를 검색하여 제 15도에서의 프로토콜 엔진/디몬(30
B)에 이것을 보내기 위해 내부프로세스 전송프로세스로 이것을 넣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단계(438)은 가입프로세스에 대한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서비스의 프로토콜 엔진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세
스를 나타낸다. 전송프로토콜이 UDP를 사용하면, 어떤 실시예에서 프로토콜 엔진은 패킷화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비패킷 프로토콜 엔진은 역시 전송프로토콜의 다른 유형에 대해서 존재한다.

프로토콜 엔진은 역시 메시지헤더에서 가입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머신의 포트어드레스를 라이트하고 그리
고 서비스가 부여된 다른 값을 수행하여도 된다. 이들 다른 서비스는 신뢰할만한 방송 및 지능적 멀티케
스팅을 포함한다.

프로토콜 엔진은 동작시스템에서 전송층 루틴과 통신하는 표준프로그래머 인터페이스를 가진다. 이 단계
는 가입프로세스에 대한 메시지를 우송하기 위한 방법이 본 발명에서 중요하지 않으므로 네트워크, 데이
터링크 및 물리적층 프로토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송층 기능성을 불러들이도록 프로토콜 엔진에 의해 취
해진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단계(440)(442)으로 표시되어진다. 정확하게 전송층에 대한 인터페이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프로토콜, 구성 및 구조에 따르기 때문에 이들 단계들은 여기서 특정화할 수가 없다. 
어떤 것들이 변화할 때 프로토콜 엔진은 네트워크에 대한 변화를 누적하여 변화되어도 된다. 그러나, 이
것은 응용소프트웨어를 변화할 필요성을 방지하는 것에 의해 구성디커플링을 제공하게 된다.

메세지가 네트워크를 횡단한 후에 이것은 가입프로세스에 의해 공유된 포트어드레스를 가지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의해 픽업되게 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단계(444)으로 표시되어진다. 네트워크 카드는 메
시지를 완충하여 들어오는 메세지를 조정하는 전송층 루틴에 대한 인터럽트를 발생한다. 

단계(446)은 제 17도에서 층 (352) 또는 (360)과 같은 통신층에서 디몬(30B)의 적당한 프로토콜 엔진을 
전송층 소프트웨어가 콜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들어오는 메세지 또는 패킷은 공유메모리와 같은 어떤 
내부프로세스 전송기구에 의해 적당한 프로토콜 엔진에 통과될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디몬은 인터
럽트되어서 메시지가 수신되거나 전송될 때에만 실행된다. 단계(446)은 역시 TCP(또는 다른 전송층 프로
토콜)를 위한 패킷리어셈블리 프로세스를 나타내며 여기에서 패킷리어셈블리는 전송층에 의해 실행되어진
다. 

단계(448)은 프로세스에 대한 디몬에서 프로토콜 엔진에 의해 수행되어 들어오는 메시지를 청취하는 프로
세스를 나타낸다. 

UDP전송층 프로토콜 엔진에 대하여 패킷리어셈블리가 수행되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적당한 절차로 리어셈
블 되도록 패킷헤더에 대한 시퀀스번호를 데이터 공급프로세스의 프로토콜 엔진이 부여한다는 것을 내포
하고 있다. 서비스가 부여된 다른 값은 다음에 모든 패킷이 수신되었는지를 결정하도록 도착하는 시퀀스
번호를 나타내는 데이터에 대한 모든 시퀀스번호를 체크하는 것처럼 수행되게 된다. 어떤 실시예에서 기
대되는 시퀀스번호에 대한 데이터는 패킷헤드내의 필드에 라이트 되어진다. 다른실시예에서 데이터는 분
리메세지로 보내어진다. 

어떤 패킷이 미싱하면 메시지는 자동적으로 어떤 손실 또는 정선된 패킷의 재전송을 요구하기 위해 데이
터공급 프로세스의 통신층으로 복귀되는 수신통신층에 의해 보내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데이터프로세
스를 통신층이 메모리에 모든 패킷을 기억시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모든 패킷이 순차적으로 수신
된 것을 나타내는 인식메시지가 수신될 때마다 재전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유지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
다. 

단계(448)은 역시 수신메세지로 통신층 디몬/프로토콜 엔진에 의해 수행되는 주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그 
기능은 헤더내의 TIB채널정보에 따라 적당한 가입프로세스에 대한 메시지를 루팅한다. 프로토콜 엔진은 
서비스룰에 의해 보내어진 현재의 가입리스트에 대하여 헤더내의 TIB채널번호를 체크한다. 가입리스트는 
어떤 특정한 TIB채널에 할당된 메시지를 위해서 적당한 서비스를 콜백루틴 및 가입프로세스에 대한 포인
터를 포함한다. 프로토콜 엔진도 역시 서브젝트에 대한 가입과 관계없는 메시지가 가입프로세스의 TIB소
프트웨어를 달성하는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TIB채널번호에 의해 메시지를 필터링 한다. 이것은 역시 서비
스층이나 정보층에서 수행되어도 되지만 통신층에서 수행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프로토콜 엔진은 적당한 내부프로세스 전송기구, 통상 공유메모리 또는 유닉스TM(UnixTM)파이프에 메세지
를 집어넣고 그리고 단계(450)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DCC라이브러리 인터럽트를 발생한다. 이 인터럽트는 
TIB채널 및 서브젝트상의 가입이 오픈된 경우에 DCC라이브러리에 의해 프로토콜 엔진을 식별하는 적당한 
DCC라이브러리 콜백루틴에 대한 벡터프로세싱이다. 이렇게 불러들여진 DCC라이브러리 루틴은 가입을 초기
화하는 가입프로세스의 일부에 링크된다. 다음에 DCC라이브러리 콜백루틴은 내부프로세스 전송기구로부터 
메세지를 검색하여 가입프로세스의 로컬메모리에 기억된다. DCC라이브러리 콜백루틴은 서비스층에 대한 
인터럽트를 발생한 후에 메시지에 대한 포인터를 통과시킨다. 

단계(451)은 들어오는 메세지상에 서비스층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DCC라이브러리롭터의 
인터럽트는 DCC라이브러리를 거쳐서 서비스층에 의해 통과되는 최초의 가입메세지에서 식별되는 서비스를 
콜백루틴을 실행하도록 하는 원인으로 된다. 콜백루틴은 어떤 실시예에서 어떤 데이터 포맷변환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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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서 수행되며 다른 실시예에서 서브젝트 문제 필터링을 수행하게 된다. 다음에 서비스룰은 실행되는 
정보층의 콜백루틴을 야기하는 정보층에 대한 인터럽트를 발생시킨다. 인터럽트는 메시지에 대한 포이터
를 포함하고 있다. 

단계(454)은 정보층에 의해 들어오는 메시지의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어떤 실시예에서 서비스층은 
정보층에  도착하는  모든  메시지가  데이터를  요구하는  서브젝트와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들 실시예에서, 단계(454)은 이들을 정확히 일치하도록 가입을 위한 서브젝트와 TIB채널 코드
를  비교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데이터가  사전에  서브젝트에  의해  필터링되면  단계(454)에서 

제거된다.

단계(456)은 서브젝트상에서 일치되면 가입프로세스의 콜백루틴에 대한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프로세스를 
표시한다. 일치하지 않으면 인터럽트는 발생되지 않으며 모든 인터럽트가 다음의 인터럽트까지 컴퓨터재
원을 종료시켜 해제하는 프로세스를 유도하는 동안에 디몬에 의해 새로운 메시지를 위한 모니터링이 계속 
진행한다.

단계(458)은 가입프로세스가 처음으로 데이터를 조사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메시지데이터를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표시한다.

신뢰할만한  방송은  통신을  사용하여  전송층의  통신프로토콜을  개선하는  서비스가  부여된  값중의 
하나이다. 종래의 전송층에 의해 제안된 전통적인 방송프로토콜은 신뢰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패킷 또는 
메시지를 와전 또는 파손시키는 회선 상에 노이즈가 있으면, 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카드가 버퍼를 오
버플로우하면, 패킷 또는 전체 메시지는 손실될 수 있어서 메시지를 위한 프로세스에서는 메시지를 전혀 
얻을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불완전하거나 또는 정선된 메시지를 얻게 된다. 전통적인 방송에서 인식기능
은 전혀 없어서 어떤 프로세스가 메시지를 미싱하거나 불완전하거나 또는 정선된 메시지를 얻게 되면, 전
송프로세스는 전혀 찾아내지 못한다. 이것은 호스트상에서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다중화하는 호스트의 네
트워크 어드레스에서 수신되는 방송메시지를 분배하도록, 100패킷마다 또는 10패킷마다 전통적인 종래의 
전송층 방송프로토콜이 가능성, 즉 프로그램코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하여 발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가르침에 따른 통신층은 종래의 방송프로토콜의 기능성을 상면에 설치한 신뢰할만한 방송프로
토콜을 구현하도록 적어도 하나의 프로토콜 엔진을 포함하고 있다. 제21A도 및 제21B도로 구성된 제21도
를 참조하면 통신층에 의해 구현되는 신뢰할만한 방송프로토콜의 하나의 실시를 위한 플로우챠트가 도시
되어 있다.  단계(500)은  할당된 특정한 TIB채널을 가지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서비스룰로부터의 요구를 
DCC라이브러리가 수신되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어떤 실시예에서 요구를 신뢰할만한 방송프로토콜에 의
해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는 요구 또는 명령을 또한 포함하여도 된다. 실시예에서 신뢰할만한 방송프로토
콜이 서비스룰에 의해 지정되는 경우에 서비스룰은 특정한 채널에 대한 가입자의 번호를 결정하여, 관련
된 서브젝트상의 데이터에 대해서 TIB채널 XX(TIB채널번호가 서브젝트에 할당되는 것)로 되도록 모든 가
입자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방송하므로써 메시지를 1회 보내는 비용에 대한 모든 가입자의 모든 포트어드
레스로 몇 번씩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는 비용을 결정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제21도에 도시된 실시예
에서, 비용결정기능을 통신중 DCC라이브러리 기능성내에서 포함되게 된다.

단계(502)은 DCC라이브러리에 의해 수행될 때의 비용결정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는 
DCC라이브러리의 특징은 프로그램은 가입리스트를 체크하여, 이 메시지에 할당되는 TIB채널에 대한 가입
자의 번호를 계수한다. 이들 모든 가입자에 대해 메시지 포인트 대 포인트를 보내는 비용은 다음에 어떤 
바라는 비용기능을 사용해서 평가된다. 어떤 실시예에서 비용기능은 소정의 차단번호와 가입자번호를 비
교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특정한 비용기능은 본 발명에 대해 논하지 않겠다. 가입자 포인트 대 포인트를 
다중화하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비용은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데이터공급 소프트웨어에 의해 네트워
크상에서 배치되는 것이다. 메시지를 발송하는 비용은 모든 네트워크카드가 픽업하는 것이며 그 호스트상
에서 실행하는 어떤 보호 프로세스와 관련되지 않는 메시지를 찾아내도록 TIB디몬에만 내부프로세스 전송
에 의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호스트의 동작시스템에서 전송프로토콜 프로그램이 인터럽트되는 것이다. 컴
퓨터재원은 그래서 어떤 호스트에서 소모되게 된다.

단계(504)은 DCC라이브러리가 포인트 대 포인트 프로토콜 또는 신뢰할만한 방송에 의해 메시지를 보내도
록 그리고 비용을 평가하도록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TIB채널에 대한 가입자번호가 충분히 작은 
것을 결정하면, 이 결정은 포인트 대 포인트 프로토콜에 의해 메시지를 보내도록 해줄 것이다. 단계(50
6)은 포인트 대 포인트 프로토콜 엔진을 콜하여 이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프로세스를 나
타낸다.

가입자의 번호가 포인트 대 포인트 전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너무 크다면,  DCC라이브러리는 단계
(508)으로 표시된 바와같이 신뢰할만한 방송프로토콜 엔진을 콜한다.

단계(510)은 신뢰할만한 방송프로토콜 프로세싱의 첫 번째 단계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가르침에 따른 신
뢰할만한 방송프로토콜은 동일한 호스트를 실행하는 복수 가입프로세스를 유지하여 각 가입 프로세스가 
그것의 인식 및 에러를 받아들이는 일없이 모든 메시지의 패킷을 수신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경우에
는 시퀀스번호가 각 패킷의 헤더에 부여되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전체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 
모두 수신되어야 하는 시퀀스 번호를 나타내는 가입프로세스와 통신되어야 한다. 어떤 실시예에서 시퀀스
번호가 패킷헤더에 부여될때만, 전체메시지를 포함하는 시퀀스 번호에 관한 데이터는 메시지에 대해 할당
된 TIB채널에 대한 오픈 가입을 가지는 각 프로세스에 대한 분리메시지에 의해 보내어진다. 다른 실시예
에서  전체  메시지를  포함하는  시퀀스번호는  모든  패킷의  헤더  또느  첫  번째  패킷의  헤더에  부여될 
것이다. 패킷에 부여된 시퀀스 번호는 메시지의 모든 패킷이 수신되었는지를 결정할 때만 TIB시퀀스번호
를 사용하기 때문에 TCP프로토콜에서 동작 시스템의 전송프로토콜의 기능성을 패킷화하므로서 부여된 시
퀀스 번호와 다르다. 어떤 실시예에서 전송프로토콜에 의해 부여된 패킷시퀀스 번호는 모든 패킷이 수신
되었는지를 결정하도록 가입프로세스의 TIB통신층에 의해 사용되어도 된다. UDP전송층 프로토콜을 유지하
는 신뢰할만한 방송 프로토콜 엔진을 위한 다른 실시예에서, 프로토콜 엔진을 위한 패킷화 기능을 전송/
네트워크/데이터링크/물리적층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시퀀스 번호를 부여하지만 메시지의 모든 패킷을 
수신하는 것을 검증해서 TIB통신층 기능에 대해서 사용되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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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스 번호가 부여된 후에, 패킷은 단계(512)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나중에 재전송되어야 할 필요가 있
는 어떤 또는 모든 패킷경우에 기억을 위해 시퀀스 번호로 재전송 버퍼에 라이트 되게 된다.

메시지가 각종 가입프로세스에 보내어지기 전에, 신뢰할만한 방송프로토콜 엔진은 각 패킷의 헤더에 TIB
채널데이터를 부여하여, TIB채널 XX(XX는 서브젝트에 할당된 TIB채널번호이다)상에서 요구되는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에 대하여 듣도록 채널에 대한 오픈가입을 할 때 가입테이블에서 리스트된 각 가입프로세스에 
메시지를 보낸다. 단계(516)은 적당한 동작시스템 프로그램을 콜하여 각 패킷에 대한 포인터를 통과시키
므로서 전송층의 표준방송 프로토콜을 거쳐서 패킷을 전송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제22A도 및 제22B도로 구성되는 제22도를 참조하면 신뢰할만한 방송프로토콜에서 가입프로세스의 통신층
에 의해 처리하는 프로우챠트가 도시되어 있다. 네트워크상에서 패킷방송은 각종 호스트의 동작시스템의 
전송프로토콜 소프트웨어를 불러들이는 네트워크상에서 모든 호스트의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카드에 
의해 픽업되게 된다. 다음에 전송프로세스는 방송메시지가 도착되는 통신층의 디몬을 통지하여 내부프로
세스 전송기구, 통상 공유메모리에 패킷을 넣는다. 다음에 디몬은 단계(518)으로 표시된 바와같이 내부프
로세스 전송기구로부터 패킷을 검색한다.

단계(520)은 어떤 오픈가입의 TIB채널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도록 들어오는 패킷의 TIB채널번호를 체크하
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해당한다면, 신뢰성 패킷의 TIB채널번호를 체크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해당
한다면, 신뢰성 시퀀스 번호는 패킷 및 해당하는 시퀀스 번호가 완전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수신되는 데이
터지시에 대하여 신뢰할만한 방송프로토콜 엔진에 의해 체크된다. 어떤 실시예에서 특별히 에러체킹(EC
C)이 본 발명의 TIB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아래의 층에서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 전송,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및 물리적층을 사용하는 실시예에서, 에러검출 및 보정은 패킷에 부가된 ECC비트를 사용하는 패킷상
에서 수행되어진다. 에러가 ECC비트의 번호로 주어진 보정범위를 넘으면, 패킷은 정선된 바와같이 표시되
어진다.

패킷이 미싱되거나 정선되는지를 결정한 후에, 가령 있다하더라도 수신하는 프로토콜 엔진은 다음에 서비
스 또는 발행프로세스의 통신층으로 복귀되는 메시지를 보낸다. 메시지는 재전송될 어떤 패킷을 요구한다
는 문제가 없이 모든 패킷이 수신되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이것은 단계(522)으로 표시되어진다.

단계(524)은 데이터 공급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의 통신층에 의해 미싱 또는 정선된 패킷의 재전송프로세스
를 나타낸다. 어떤 실시예에서 미싱 또는 정선된 패킷은 그것들을 얻지않는 가입프로세스로 포인트 대 포
인트를 보낼것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미싱 또는 정선된 패킷은 TIB채널 XX(여기서 XX는 패킷이 방송되는 
TIB채널이다)상에서 듣도록 가입프로세서로 보내어지는 통신메시지를 가지는 노드에 방송된다. 여기서 사
용되는데로 어구 '채널XX에 대한 청취(listen)'은 실제 전송 주파수, 전송시간폭(time-slot) 또는 다른 
물리적 특성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일은 없다. 주로 미싱 또는 정선되는 패킷이 짧게 네트워크상에서 나타
나고 그리고 그것들의 헤더데이터내의 TIB채널 XX루팅정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단계(526)은 대체 패킷이 단계(520)의 프로세싱과 유사하게 수신되는 수신 통신층에 의해 체크하는 프로
세스를 나타낸다. 가지면, 수신통신층은 서비스의 통신층에 대한 사실을 인식한다. 아니면 미싱 또는 정
선된 패킷의 재전송요구는 다시 모든 패킷이 순차적으로 수신될 때까지 전송프로세스, 재전송안전 및 전
체 프로세스 반복을 위한 통신층으로 보내어진다. 수신통신층으로부터 모든 패킷을 순차로 수신하는 전송
통신층으로부터 마지막 인식메시지는 단계(528)으로 표시된 바와같이 재전송메모리로부터 모든 패킷을 플
러쉬하도록 전송통신층의 신뢰할만한 방송프로토콜 엔진을 야기한다.

단계(530)은 보호프로세스가 TIB채널에 할당된 데이터를 요구하는지를 결정하도록 가입리스트에 대하여 
신뢰할만한 방송프로토콜 엔진이 TIB채널 데이터를 체크하는 루팅프로세스를 나타낸다. 정보를 알아낸 즉
시 프로토콜 엔진은 TIB채널상에서 데이터를 위해 가입을 들여보내는 모든 서비스룰에 메시지를 위한 포
인터를 통과시킨다. 어떤 실시예에서 프로토콜 엔진은 가입프로세스마다 분리내부프로세스 전송기구에 메
시지의 카피를 배치시킨다. 다른 실시예에서 공유메모리는 내부프로세스 전송기구이며 메시지의 동일한 
카피에 대한 포인터는 모든 가입프로세스에 보내어진다. 가입프로세스는 다음에 정보층 또는 서비스층내
의 메시지를 액세스하기 위해 조정한다.

단계(532)은 가입이 입력될 때 설계되는 콜백루틴을 실행하도록 하는 순차적인 인터럽트에 의해 가입프로
세스에 대한 서비스 및 정보층을 거쳐서 메시지를 사전에 통과시키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서브젝트 문
제에 의한 필터링은 역시 어떤 실시예에서 가입서브젝트와 일치하도록 서비스층 및/또는 정보층에서 발생
하여도 된다.

제23도는 지능적 멀트케스트 통신프로토콜에 의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세싱의 플로우챠트이다. 프로토
콜은 서브젝트 문제에 따르는 각 메시지를 위해 포인트 대 포인트 또는 신뢰할만한 방송프로토콜 및 가입
을 서브젝트상에서 오픈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프로토콜의 선택은 메시지를 발생할 때 메시지에 대하여 
많은 가입프로세스/네트워크 어드레스를 하는 방법에 따라 각 메시지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서브젝트에 대한 가입자 번호가 충분히 변화하면 전송프로토콜은 자동적으로 변화하여도 된다.

단계(600)은 데이터 발행프로세스의 서비스층에서 가입요구를 수신하고, 가입프로세스에 따라 가입을 통
과시키며 그리고 가입테이블에서 새로운 가입을 위한 멘트리를 이루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단계(602)에서, 메시지는 서비스층에 대한 정보층을 거쳐서 서비스에 의해 발생된다. 메시지의 서브젝트
는 새로운 가입이 막 들어가게 되는 서브젝트 상에서 있어도 되고 또는 없어도 된다. 서비스층은 메시지
에 관하여 정보층에 의해 순환되는 서브젝트 데이터를 시험하여 TIB채널이 사전에 단계(604)으로 표시된 
바와같이 가입프로세스를 위한 서비스 및 정보층에 의해 할당되면 서브젝트에 TIB채널을 할당하도록 정보
층과 통합한다. 

단계(606)에서 서비스룰은 신뢰할만한 방송에 의한 전송비용에 대한 전송 포인트 대 포인트의 비용에 따
르는 프로그래머를 차단번호와 메시지의 서브젝트에 대한 가입자번호를 비교한다. 프로그래머를 차단번호
는 시스템관리기에 의해 설정되어 대체되고 그리고 본 발명과 관계없는 어떤 바라는 기용기능, 자연현상
에 따른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비용기능은 하이워터마크 및 로우워터마크로 구성된다. 가입자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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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하이워터마크이며, 메시지는 신뢰할만한 방송에 의해 보내어진다. 서브젝트에 대한 가입자번호는 다
음에 로우워터마크 아래로 떨어지면, 다음의 메시지는 포인트 대 포인트로 보내어진다. 어떤 실시예에서, 
비용기능은 네트워크 및 가입요구를 듣고서 효율적인 다른 어떤 표준네트워크 또는 대기시간에 따라 결정
되는 자동적인 런닝(learning)프로그램될 수 있다.

단계(608)은 가입자번호가 차단번호 보다 크면 신뢰할만한 통신프로토콜 엔진을 콜하는 프로세서를 나타
낸다. 메시지는 다음에 프로토콜 엔진에 향하여진 내부프로세서 전송기구에 넣어진다.

가입자 번호가 차단번호 아래이면, 포인트 대 포인트 전송은 단계(610) 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서비스룰
이 포인트 대 포인트 프로토콜 엔진을 콜하여 프로토콜 엔진에 향하여진 내부프로세스 전송기구로 메시지
를 넣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단계(612)은 다음의 메시지 또는 가입을 대기하여, 가입이 수신되면 단계
(600)으로 그리고 다른 메시지가 수신되면 단계(602)으로 복귀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요약내용에서 본 발명의 개념은 응용이 디커플링 되기 전에 결코 갖지 않는 방법으로 종래의 컴퓨터네트
워크 통신의 복잡성으로부터 응용을 디커플링 하도록 소프트웨어층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정되는 특정한 기능 또는 조합을 구현하는 부분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분류 또는 종류로 함께 한정하는 각종 실시예에서 이들 층중의 하나 또는 3개의 조합의 사용을 계획한다.

부록 A와 같이 여기에 부착된 것은 C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본 발명의 가르침에 따른 TIBTM통신인터페이스
에 대한 완전소스코드 리스팅이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데이터발행 및 데이터 소비프로세스를 위한 소프
트웨어의 모든층, 모든 인터페이스 및 모든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이다.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은 UnixTM베
이스 복수작업 워크스테이션을 위한 머신리드코드로 소프트웨어를 컴파일하는데 필요한 모든 유틸리티 프
로그램이다.

용어

본 발명을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어떤 단어 및 어구를 한정하는 리스는 다음과 같다.

액세스 절차 : 특정한 서버, 서비스, 응용으로부터 데이터를 액세스하도록 통신프로토콜 이외를 에워싸기 
때문에 서비스룰 또는 서비스 프로토콜 이외를 칭하는 브로더(broader). 이것은 특정한 서브젝트상에서 
요구되는  정보가  액세스되는  어떤  절차를  포함한다.  예를들면,  서브젝트  요구가  '시간을  가르쳐 
주십시오'이면 이 요구가 서비스층 상에서 맵되는 액세스 절차는 요구를 초기화하는 사용자의 컴퓨터 상
에서 동작시스템에 대해 콜된다. 액세스 절차는 역시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대해 역시 콜을 불러들인다. 

응용 : 동작시스템 프로그램 이외에 컴퓨터 상에서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아키텍쳐 디커플링 : 본 발명의 가르침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특성. 이러한 특성은 이들 서브젝트상의 정
보가 얻어지는 서비스들 및 서비스룰에 대한 맵핑서브젝트내의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레싱 서비스를 수행
해서 정보층의 기능에 의해 고유적으로 제공된다.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레싱은 특정한 서브젝트상의 데이
터가 네트워크상에서 찾아가는 경우에 네트워크 아키텍쳐를 알아내도록 데이터를 소비프로세스를 위한 필
요성을 제거한다.

폼분류의 속성 : 분류가 원시적이거나 또는 구조적인 것과 같은 폼분류의 특성·사이즈는 다른 속성이다.

분류 : 모든 분류의 폼이 동일한 포맷 및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폼그룹의 정의.

분류/분류디스크립터/분류정의 : 모두 동일한 내부표시, 동일한 구성 및 동일한 의미정보를 가지는 '폼' 
또는 데이터기록의 특정한 그룹인 구조 및 구성의 정의. 분류디스크립터는 분류정의의 모든 파라메터를 
정의하는 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내의 데이터기록 또는 '오브젝트'이다. 분류는 폼그룹의 명칭이며 분
류정의는 그룹의 공통특성에 관한 정보이다. 분류는 원시적 또는 구조적으로 될 수 있다. 원시적 분류는 
분류(이러한 명칭은 분류번호 또는 분류-id와 관련된다)를 단일하게 식별하는 분류명칭 및 하나의 데이터
값의 표시를 위한 특정화를 포함한다. 표시를 위한 특정화는 호스트컴퓨터 및 보호응용이 
스트링-20ASCⅡ, 플로팅포인트, 정수, 스트링-20EBCDIC등을 이해하는 공지의 원시적을 사용한다. 구조적 
분류정의는 단일명칭을 포함하고 있어 폼종류에서 알려져 있는 명칭 및 내용복수필드로 정의한다. 분류정
의는 필드명칭을 특정화하므로서 구성 및 의미 또는 폼을 특정화 한다. 필드명칭은 필드에 대한 의미를 
준다. 각 필드는 각 필드가 자체의 폼이기 때문에 그것의 데이터의 필드명칭 및 폼분류를 주므로서 특정
화된다. 필드는 하나의 폼 대신에 동일한 분류폼의 리스트로 될 수 있다. 구조적 분류정의는 분류디스크
립터가 폼종류의 구성 및 의미를 정의하는 데이터폼으로 하더라도 실제데이터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는
다. 폼예를 정의하는 모든 실제데이터는 원시적 분류폼에 기억되며 원시적 분류에 기억된 데이터의 유형
의 원시적 분류의 분류정의로 특정화된다. 예를들면, '에이지'로 명칭된 원시적 분류는 폼에이지 분류에 
대한 분류정의로 한정되는 유형정수-3의 1필드를 가진다. 이러한 분류폼의 예는 3디지트 정수값을 포함한
다. 

분류데이터구조 : 특정한 분류에 관한 분류관리기에 기억된 모든 데이터. 이분류디스크립터는 데이터구조
의 가장 중요한 일부이지만 역시 보다 중요한 정보이어도 된다.

분류정의 : 폼분류의 특정화.

분류디스크립터 : 폼분류 정의를 기억하는 메모리 오브젝트, 분류관리기에는 폼으로서 기억되어 있다. 디
스크 상에는 ASCⅡ스트링으로서 기억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분류정의에 대한 특정한 표시 또는 포맷이
다. 표시를 위한 ASCⅡ파일 또는 폼유형이 될 수 있다. 분류관리기가 필요한 분류디스크립터를 가지고 있
지 않을 때 이것은 분류디스크립터에 대한 분류정의를 생성하는 포레인 응용을 응답한다. 다음에 이것은 
포레인 응용에 의해 발생될 때 폼포맷의 분류디스크립터를 수신한다. 대체적으로 분류관리기는 분류관리
기에 의해 유지되는 기록내에서 식별되는 또는 의미개별동작을 요구하는 응용에 의해 식별되는 파일 또는 
파일들을 서치한다. 이들 파일에 기억된 분류정의는 ASCⅡ텍스트 포맷내에 있다. 다음에 분류관리기는 각 
필드의 내용에 대한 각종 필드명칭 및 특정화로 ASCⅡ텍스트를 해석하므로서 네티브폼의 포맷으로 분류디
스크립터를 찾아내도록 ASCⅡ텍스트를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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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응용 : 데이터소비 또는 데이터발행프로세스, 즉 본 발명의 가르침에 따른 통신인터페이스에 링크되
는 동작시스템 프로그램 이외에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네트워크 : 프로세스간 유닉스파이프를 포함하는 동작시스템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또
는 공유메모리에 의해 제공되는 기구를 통하여 동일한 컴퓨터상에서 실행하는 멀티플 프로세스간 또는 로
컬 또는 광역네트워크와 같은 하드웨어 접속에 의한 멀티플 컴퓨터간 데이터패스웨이.

구성디커플링 : 분배통신층에 의해 고유적으로 제공되는 본 발명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컴퓨터시스템/네트
워크의 특성, 컴퓨터 네트워크를 위한 특정 구성상에서 통신링크를 설정하고 그리고 파손하는 방법인 디
테일프로토콜을 캡슐화하므로서, 이 층은 데이터 발행자인지 또는 데이터 소비자인지 이들 디테일을 알아
야할 필요성으로부터 보호응용을 자유롭게 한다.

구성파일 : 각종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기록 및 폼의 속성 또는 파라메터 및 특성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데이터를 기억하는 파일.

구조적 필드 : 다른 폼 또는 데이터 기록을 포함하는 필드.

소비자 : 데이터를 요구하는 마지막 사용자 또는 소비자 또는 보호응용.

데이터분배 디커플링 : 바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대하여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알아내어 제공하도
록 할 필요가 있는 보호응용을 자유롭게 한, 본 발명에 따른 통신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의 기능. 

디커플링 : 데이터가 내부적으로 변화되는 모든 다른 프로세스, 컴퓨터 및 네트워크의 통신프로토콜, 데
이터포맷 및 위치를 알아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프로세스, 소프트웨어모듈 또는 응용을 자유롭게 하는 것.

분배통신층 : 특정한 네트워크 또는 전송층 프로토콜 엔진에 대한 서비스층에 의해 식별되는 액세스절차
를  맵핑하여,  선택된  네트워크  프로토콜  엔진을  사용하는  식별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통신채널을 
설정하는, 본 발명의 가르침에 따른 장치 및 방법의 부분.

필드 : 각각 다르게 명칭되고 그리고 각각 다른 것을 의미하는 하나이상의 구성요소를 가지는 폼예에서의 
하나의 구성요소. 필드는 실제데이터를 포함하면 '원시적'이며 다른 폼, 즉 다른 필드의 그룹을 포함하면 
'구조적'이다. 다른 폼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필드를 가지는 데이터기록 또는 폼은 '네스트(내포)'되
는 것을 앞에서 언급되었다. 첫 번째 폼의 구조적 필드에 기록된 두 번째 폼은 원시적 또는 구조적으로 
된 그 자체의 필드를 가진다. 이 때문에 무한하게 네스트의 복수층이 발행된다. 

포레인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또는 다른 컴퓨터의 포맷데이터기록 이외에 다른 데이터기록포맷을 사용하
는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폼 : 분류디스크립터에 해당하는 분류디스크립터 번호 또는 분류정의를 포함하는 필드를 포함시키므로서 
그 구조에 있어서 셀프디스크라이빙인 데이터기록 또는 데이터 오브젝트. 이들 분류디스크립터는 동일한 
내부표시, 동일한 구성 및 동일한 의미정보를 모두 가지는 폼 분류예를 설정한다. 이것은 이 분류폼의 모
든 예, 즉 어커런스(occurrence)가 동일한 명칭의 동일한 필드번호를 가지며 해당필드내의 데이터가 동일
한 표시를 가지며 각 해당필드가 동일한 것을 의미함을 의미한다. 폼은 원시적 또는 구조적으로 될 수 있
다. 폼은 데이터의 유니트만 기억하면 원시적이며, 필라 불리는 멀티플 내부 구성요소이면 구조적이다. 
각 필드는 원시적 또는 구조적으로 되는 자체폼이다. 각 필드는 다른 폼의 데이터 또는 분류-ID, 즉 분류
번호를 기억하여도 된다.

포맷오퍼레이션 : 하나의 포맷으로부터 다른 포맷으로 폼을 변환하는 오퍼레이션.

포맷 또는 유형 : 구조적 데이터기록, 즉 폼을 위한 데이터표시 및 데이터구성.

조정 : 오브젝트, 기록, 파일, 분류디스크립터, 폼 등에 대한 포인터. 포인터는 본질적으로 오브젝트에 
대한 액세스 통로를 한정한다. 절대적, 비교적 및 오프세트 어드레스는 조정예들이다.

ID : 폼, 기록, 분류 메모리 오브젝트 등을 위한 유니크식별자, 특허명세서에서 분류로 할당된 분류번호
는 예로서 ID'S이다

정보층 : 요구되는 서브젝트상의 정보 및 서비스와 통신하는데 사용되는 서비스룰을 공급하는 서비스명칭
에 대한 특정한 서브젝트상에서 정보요구를 맵핑하므로서, 서브젝트 베이스 어드레싱을 수행하는 본 발명
의 가르침에 다른 방법 및 장치의 부분.

인터페이스 :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유지기능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의 응용 또는 다른 모듈에 의해 불러
들여지는 모듈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라이브러리, 본 발명의 경우에 통신인터페이스는 포레인 프로
세스 및 컴퓨터와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응용프로그래밍을 허락하도록 포레인 프로세스와 컴퓨터 사이
에서 바라는 디커플링을 구현하는 프로그램 라이브러리이다.

인터페이스 카드 : 네트워크상에 데이터를 보내어서 수신하게 하는 인터페이스 카드상의 네트워크 및 데
이터링크 프로토콜 프로그램 및 동작시스템내의 전송층 프로토콜 프로그램에 의해 구동되고 그리고 노드
에서 네트워크에 대해 물리적 접속된 전기적회로.

네이지브포맷/폼 : 응용 및 그것의 호스트컴퓨터에 대한 폼포맷 또는 폼구조 네이티브.

네스트 : 멀티플 필드를 가진, 각각 다른 데이터기록이 포함된 멀티플 필드인 데이터기록으로 된 데이터
구조.

네트워크 프로토콜 엔진 : 특정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거쳐서 통신이 수행되어도 되는 기구
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조합.

노드 : 컴퓨터네트워크에 결합되는 어떤 컴퓨터, 서버 또는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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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필드 : 실제데이터를 기억하는 데이터기록 또는 폼필드.

프로세스 : 컴퓨터상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모듈의 예.

의미개별 오퍼레이션 : 폼으로부터 어떤 요구프로세스로 데이터를 공급하도록 특정한 폼에 대하여 분류정
의의 의미정보를 적어도 액세스 요구하는 오퍼레이션.

의미정보 : 폼에 관해서 폼내의 각종 필드의 명칭 및 의미.

서버 : 프로세스가 데이터 공급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동일한 컴퓨터상에서 실행하더라도 요구프로세스에 
대한 텔리레이트와 같이 정보원으로부터의 라우(raw)데이터 또는 벌크저장소에 기억된 공급파일과 같이 
어떤 것을 수행하도록 데이터공급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컴퓨터.

서버프로세스 : 텔리레이트, 다우 존스 뉴스 서비스등과 같이 특정한 서비스에 의해 특정화된 데이터기능
를 공급하는 응용프로세스.

서비스 : 보호응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배려되는 서버사에서 실행하는 프로세스폼으로 기능 또는 데이터의 
의미설정. 즉 서비스는 특정한 것, 예을 들어 다우 존스 뉴스정보를 공급하는 응용을 하는 일반적인 응용
분류이다. 코트런 데이터피드 또는 트레이드 티켓을 청취한다. 대표적으로 응용은 많은 다른 서비스를 배
려하더라도 하나의 서비스만을 배려할 것이다.

서비스룰 또는 서비스프로토콜 : 특정한 서비스와 통신하기 위한 통신프로토콜을 구현하고 그리고 서버를 
선택하는 통신층으로하여 통신링크를 설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서비스와 통신하기 위해 프로토콜을 부가해
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몇 개의 서버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루틴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 모
듈.

서비스 액세스 프로토콜 : 서비스와 통신하기 위해 통신프로토콜을 캡슐화한 관련서비스룰의 서브젝트.

서비스예 :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특정한 컴퓨터상에서 실행하는 프로세스(또한, 때때로 서버
프로세스라  불려진다)  주어진  서비스에  대하여,  몇  가지  서비스에는  성능을  개선하여  고장방지(fault 
tolerance)를 제공하도록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도 된다. TIBTM통신소프트웨어의 분배통신 구성요소는 
실패되는 서비스예로부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작가능한 것으로 자동적으로의 스위치오버를 제공
하므로서 '고장허용한계' 통신을 구현한다.

서비스층 : 서비스 디커플링을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위해 서비스 또는 다른 소스를 액세스하는데 
사용될, 정보층으로부터 액세스절차로 수신된 데이터를 맵핑하는, 본 발명의 가르침에 따른 방법 및 장치
의 부분.

서비스 디커플링 : 특정한 서브젝트상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서비스와 통신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액세스하
기 위해 필요한 특정통신 프로토콜을 구현할 필요가 있는 보호응용을 자유롭게 하는, 본 발명의 가르침에 
따른 통신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의 서비스층의 기능.

서비스기록 :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의 중요한 특성을 설명하는 필들 포함하는 기록.

서브젝트 도메인 : 1세트의 서브젝트 카테고리(역시 서브젝트 스페이스를 참조한다.)

서브젝트 스페이스 : 가정적인 세트의 서브젝트 카테고리.

전송층 : 본 발명의 통신인터페이스가 링크되는 컴퓨터간 네트워크를 위한 표준 ISO모델층.

전송프로토콜 : 게이트웨이 또는 다른 내부네트워크 루팅에 의해 결합되는 특정한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
크의 그룹상에서 구현되는 특정한 통신프로토콜 또는 룰.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에 의해 결합된 하나 이상의 컴퓨터를 포함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는 활동중
인 하나 이상의 가입 응용을 가지고 있고 응용 각각은 가입이 취소될 때까지는 서브젝트에 관한 데이터가 
가용 될 때마다 상기 가입 응용으로 하나 이상의 서브젝트상의 데이터를 보내는 가입 요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는 활동중인 하나 이상의 서비스 응용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 응용은 하나 이상의 서브젝트의 데이터를 상기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상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배 컴퓨팅 환경에 있어서, 중개 소프트웨어가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를 조절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하나 이상의 가입자가 서비스 응용과 커플되어, 상기 가입 응용에 의해 하나 
이상의 서비스 응용에 의해 요구되는 데이터를 얻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가입응용을 상기 서비스 응용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디커플하는 장치로서, 서비스 응용은 요구된 서
브젝트의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의 서브젝트상에 가입이 개방된 가입 응용이 있는 모든 컴퓨터 상에 공급
하며, 이런 컴퓨터로부터 가입 응용에 공급하며, 상기 데이터의 서브젝트에 가입이 개방된 가입 응용이 
활동중인 컴퓨터 상으로만 상기 데이터를 공급하며, 상기 논리 디커플링은 상기 중개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현되는데, 서브젝트보다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어떤 상기 서비스 응용에서 컴퓨터코드를 가질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서 달성되며, 이것은 상기 분배 컴퓨팅 환경에서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에서 활동중인 상기 
서비스 응용에 의해 발행된 데이터가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조절하고, 상기 분배 컴퓨팅 환경에서 어떤 상
기 서비스 응용에 의해 데이터가 분배될 가입 응용 또는 컴퓨터를 확인하고 찾아내며,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특정 서비스 응용을 확인하거나 상기 가입 응용에서 요구되는 서브젝트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컴퓨터코드를 가입 응용이 포함하고 있을 필요를 제거하는 것에 의해 가능하며,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
를 제어하여 서브젝트의 데이터를 발행하는 서비스 응용과 상기 데이터의 서브젝트에 가입이 해당된 가입 
응용을 가지는 활동중인 컴퓨터를 연결하는 상기 네트워크상의 통신경로를 자동적으로 설정하는 상기 중
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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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하나 이상의 컴퓨터로 구성된 분배 컴퓨팅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장치로서, 몇 개의 컴퓨터는 고객이고 몇 
개는 서버이고 몇 개는 고객이거나 서버이며, 모든 상기 컴퓨터는 네트워크나 데이터 경로에 의해 커플되
며, 전송층 통신프로토콜을 포함하는 운영시스템과 전송층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
고 하나 이상의 서버와 커플되고 그의 작동은 하나 이상의 서비스 프로세스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네트워
크에 고객 컴퓨터를 커플링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회로 카드를 가지고 있는 하나 이상의 고객 컴퓨터
상에 작동중인 하나 이상의 응용프로세스와 접속하는 장치로서,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상기 
하나 이상의 고객프로세스가 선택적으로 하나 이상의 서비스 프로세스에 링크되며, 서비스 프로세스는 가
입 범례를 사용하여 상기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각 상기 하나 이상의 
응용프로세스는 가입 요구를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입요구는 상기 데이터가 발행될 때마다 각 상기 가입요
구에서 지명된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의 흐름을 진행시키는 것을 요구하며, 통신수단과 서비스 수단 및 정
보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통신수단은 상기 각 호스트 및 서버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고 상기 호
스트 및 서버 컴퓨터의 상기 전송층 통신 프로토콜에 커플되는 하나 이상의 프로토콜 엔진을 포함하며, 
각 프로토콜 엔진은 통신프로토콜을 캡슐화하여 상기 전송층 통신프로토콜이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향상
시켜 신뢰성과 능률을 높이며, 상기 프로토콜 엔진은 상기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 교환을 위한 것이며, 
상기 통신수단은 선택된 서버 컴퓨터에 가입에 기초한 데이터 통신 링크를 설정하는 링크 요구를 수신하
고 요구되는 통신프로토콜을 캡슐화하는 상기 프로토콜 엔진 중에서 선택하고 선택된 것을 불러내며 상기 
데이터 통신링크를 물리적으로 설정하는 상기 전송층 통신프로토콜을 유발하며, 서비스 수단은 가입요구
를 프로세스하며, 상기 서비스 수단은 하나 이상의 응용프로세스와 통신하기 위하여 상기 컴퓨터들 중 하
나 이상을 제어하는 소비자측 훈령 프로그램과 하나 이상의 서비스 프로세스와 통신하기 위하여 하나 이
상의 컴퓨터를 조절하는 발행자측 서비스 훈령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상기 서비스 프로세스에 의해 서브젝
트상에 발행되는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데이터의 서브젝트에 개방된 가입을 가지고 있는 응용프로세스
가 수행되고 있는 컴퓨터들에게만 상기 발행된 데이터를 공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발행된 데이터
의 서브젝트보다는 상기 서비스 프로세스에 의해 발행된 상기 데이터는 상기 분배 컴퓨팅 시스템 내에서 
보내어지는 상기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지시하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상기 서비스 수단은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상기 데이터의 서브젝트를 지명하는 가입요구를 발행하는 모든 응용프로세스에게 
상기 데이터를 보내며, 최소한 상기 소비자측 서비스 훈령들은 통신프로토콜을 캡슐화하여 상기 서비스들
중 선택된 최소한 하나와 여기에 커플된 공급자측 서비스 훈령 발행자측 서비스 훈령과 통신하며, 상기 
서비스 수단은 특정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발행하는 상기 가입 통신 링크에서 불려지는 상기 서비스 프
로세스들 중 하나 이상과 의 가입 통신 링크를 설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가입 링크 요구를 수신하며, 상기 
가입링크 요구에서 확인되는 서비스와 상기 가입 기반 데이터 통신 링크의 상기 통신 수단에 의하여 설정
을 요구하는 상기 링크 요구를 발생하고 상기 통신 수단에 전송하며, 상기 가입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서브
젝트 상의 가입요구를 발생한 각 상기 응용프로세스에게 발행될 때마다 상기 서브젝트의 모든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요구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서비스 프로세스와 커플된 상기 발행자측 서비스 훈령에게 가입 
등록 메시지를 보내며, 상기 발행자측 서비스 훈령은 선택적으로 활동 가입과 서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모
든 응용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가입 목록에 상기 가입을 등록하며, 최소한 하나의 상기 서비스 훈령은 각각
의 상기 응용과 활동가입과 통신링크가 설정되어 있는 서비스 프소세스에 커플되고 가입요구를 발행하는 
각 상기 응용프로세스와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상기 서비스 프로세스와 
협력하여 활동 가입의 서브젝트 상에 상기 서비스 프로세스에 의하여 발행된 데이터를 상기 서브젝트상의 
활동가입을 가지는모든 상기 응용프로세스에 보내며, 상기 서비스 수단은 데이터 통신링크의 서비스측상
의 서브젝트에 의한 상기 발행된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어떤 활동가입의 서브젝트에 대응하지 아니한 서브
젝트 의한 상기 발행된 데이터가 네트워크 상에 보내어지지 아니하고 활동가입의 서브젝트에 대응되는 서
브젝트를 가지는 데이터가 서브젝트 상의 활동가입을 갖는 모든 응용프로세스에 도달하도록 하며, 또한 
정보수단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여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최소한 상기 하나 이상의 응용프로
세스에게 주어서 단순히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 가입요구를 건네주고 상기 가입 요구 안의 서브젝트를 건
네주고 상기 하나 이상의 응용프로세스들이 서브젝트에 가입을 열어주고 또한 단순히 상기 프로그램 인터
페이스의 발행기능을 부르고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의 서브젝트와 함께 발행된 데이터를 건네주는 것에 의
해 서비스 프로세스가 상기 서브젝트의 개방가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상기 응용프로세스에게 서브젝트 상
의 데이터를 발행이 가능하게 되며, 상기 정보수단은 상기 하나 이상의 응용프로세스로부터 상기 가입요
구를 수신하는데, 각각의 상기 가입요구는 최소한 하나의 서브젝트와 귀환 루틴을 갖고있어 상기 응용프
로세스와 각각의 상기 가입요구가 상기 서브젝트를 상기 서브젝트상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하나 이
상의 상기 서비스 프로세스와 상기 선택된 서비스와 통신할 수 있는 통신프로토콜을 캡슐화한 상기 서비
스 훈령들 중에 최소한 하나의 선택된 것과 매핑하며, 또한 상기 정보수단은 상기 가입요구의 서브젝트를 
상기 서비스 수단으로 보내는데 데이터 통신링크에 기반을 둔 가입이 설정되어 있는 최소한 하나의 서비
스 프로세서의 상기 분배 컴퓨팅 시스템의 어드레스를 확인하고 주는 데이터와 함께 보내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응용프로세스와 상기 서비스 프호세스사에 전송된 데이터가 다수의 순차적인 패킷으
로 이루어진 데이터 메시지로서 상기 데이터 통로나 네트워크 상에 보내어지며, 상기 패킷에 헤더 및 에
러보정 비트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통신 수단은 메모리; 신뢰성이 증가된 순차 넘버를 상기 패킷 헤더에 
전송 전에 더하는 수단; 완전한 데이터 메시지를 구성하는 패킷, 에러보정 비트 및 순차 번호를 상기 데
이터 통로 또는 패킷상에 전송하는 수단; 패킷이 전송되야 할 경우에 상기 순차 넘버와 에러 보정 비트를 
상기 메모리 안에 상기 패킷을 저장하는 수단; 상기 패킷을 전송하는 수단; 상기 패킷을 수신하고 도착한 
모든 패킷을 결정하는 상기 신뢰성 순차 번호를 검사하고 전송중에 오전된 패킷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상기 에러보정 비트를 사용하여, 누락되거나 오전된 패킷을 전송을 요구하고 모든 패킷이 올바르게 전송
되는 것을 확인해주는 수단; 및 누락되거나 오전된 패킷을 다시 전송하며 상기 메모리에서 더 이상 필요
하지 않은 패킷을 플러시 하는 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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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컴퓨터 상에 활동중인 최소한 하나의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와 하나이상의 컴퓨터 상에 활동
중인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분배 컴퓨팅 환경에서,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와 상기 데이터 
소비 및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가 최소한 하나의 데이터 통로 또는 네트워크에 의해 커플되고, 하나 이상
의 서브젝트 기반 어드레싱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분배 컴퓨팅 환경 프로세싱의 하나 이상의 컴
퓨터들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하나 이상의 서브젝트 기반 어드레싱 프로그램은 상기 하나 이상의 컴
퓨터를 제어하여 특정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찾고 엑세스하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로부터 
가입 요구를 수신하며,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여 상기 서브젝트상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최
소한 하나의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를 자동적으로 찾고,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여 가입 요구
의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상기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서브젝트 상의 데
이터를 가입 요구하는 상기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상기 데이터 통로상에 하나 이
상의 가입 통신링크가 설정되는 것을 요구하는 상기 하나 이상의 링크 요구 각각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상기 분배 컴퓨팅 환경에서 하나 이상의 통신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고 상기 서브젝트 기반 어드레싱 프
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통신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고 상기 서브젝트 기반 어드레싱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로부터의 상기 링크 요구를 수신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더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여 자동적으로 상기 데이터 통로
상에 상기 하나 이상의 가입 통신링크를 자동적으로 설정하며, 상기 하나 이상의 가입 통신링크의 각각은 
상기 통신 링크가 설정되는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와 통신하기에 적당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설정되
며, 상기 하나 이상의 가입 통신 링크가 설정되는데 상기 하나 이상의 통신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상
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를 제어하는 것에 의해 설정되어 상기 하나 이상의 통신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이 상기 분배 컴퓨팅 환경에서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발행하는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가 어느 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를 가리키는 데이터 소비 프로세서로부터 가입 요구의 서브젝트 
자체가 아닌 데이터와 관련된 어드레스를 수신할 필요가 없게 되고, 상기 하나 이상의 통신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여 상기 분배 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
에 의해 발행되는 데이터가 어디로 보내어지는가를 가리키거나 조절하는, 상기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에 
의해 발행되는 데이터의 서브젝트 자체가 아닌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로부터 어떠한 데이터를 수신할 필요
가 없게 되며, 상기 하나 이상의 통신프로그램은 역시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를 제어하여 어떤 활동가
입의 서브젝트 상에 발행된 데이터를 상기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가입 요구를 발행하는 데이
터 소비 프로세스에 의해 조절되는 거의 오로지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 프로세스에게만 자동적으로 이
동시키고,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여 상기 가입이 취소될 때까지 데이터의 서브젝트상에 활
동 가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게 활동가입이 있는 서브젝트상에 
발행되는 상기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발송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젝트 기반 어드레싱 프로그램은 디렉토리 서비스들을 포함하여 구성되고, 어떤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며; 
가입요구의 접수에 대응하여 상기 데이터를 서어치하고, 상기 가입요구의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의 상기 분배 컴퓨팅환경에서의 주소를 확인하고 주는 상기 서
어치 동안에 찾아진 데이터를 상기 하나 이상의 서브젝트 기반 어드레싱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하나 이상이 컴퓨터에게 귀환시켜 상기 하나 이상의 링크 요구를 발생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서브젝트는 서른 또는 더 이상의 복수의 부분 서브젝트를 포함하고 있는 서
브젝트 공간에 배열되어 있는 다수의 부분을 가질 수 있으며, 상기 서브젝트 공간은 상기 서브젝트의 상
기 복수 부분상에 기초하여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상기 한 이상의 서브젝트 기반 어드레싱 프로그
램들에 의해 제어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은 상기 복수 부분 서브젝트의 모든 부분들을 만족시키는 서
브젝트를 가지는 데이터를 발행하는 모든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들을 찾는 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요구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 서브젝트는 복수의 부분들을 가질 수 있으며, 각각
의 상기복수 부분 서브젝트는 공백 문자열 또는 다른 와일드카드 표기를 가질 수 있으며, 상기 하나 이상
의 서브젝트 기반 어드레싱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은 공백문자열 또는 와
일드 카드 표기가 아닌 상기 복수부분 서브젝트의 모든 부분을 만족시키는 서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데이
터를 공급하는 모든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를 찾는 수단을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발행하도록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 중 어느 것을 제어하는 어떠한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도 가입요구
를 발행하거나 또는 그 목적이 가입요구들을 발행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찾는 것인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의 상기 분배 컴퓨팅 환경에서 존재 또는 위치에 의존하는 내
용의 데이터, 프로그램 루틴,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으며, 하나 이상의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발
행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 중 어떠한 것을 제어하는 어떠한 생산 프로세스도 데이터를 발행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는 어떠한 상기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와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
어하는 어떤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 사이에서 데이터를 발생하는데 있어서 발행된 데이터의 서브젝트를 출
력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는 어떠한 소프트웨어 루틴, 프로그램 또는 서브루틴
을 가지지 아니하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는 어떠한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도 어떤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의 존재 또는 위치에 의존하는 또는 그 목적이 하나 이상의 상기 컴퓨터들을 제어하여 가입 요구
의 서브젝트를 출력하는 것이외의 다른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를 찾는 어떠한 소프트웨어 루틴, 프로그램, 
또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젝트의 복수 부분들은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상기 분배 컴퓨팅 환경에

53-27

1019930700401



서 하나 이상의 상기 컴퓨터들에 의해 프로세싱을 제어하는 최소한 30개 이상의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와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이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젝트의 상기 복수 부분들은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10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통신 프로그램들은 하나 이상의 상기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의 제어하
에 있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의 각각에 커플되어 가입 또는 상기 가입의 서브젝트를 요구하는 모든 
상기 하나 이상의 소비 프로세스들의 가입리스트를 보관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발행 프로세스들
의 제어하에 있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에 의해 발행된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활동 가입의 서브젝트
와 일치하는 서브젝트를 가지는 데이터만을 상기 네트워크나 데이터 통로에 전송하는 수단을 포함하여 구
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프로그램들중 하나의 제어하에 있는 각 상기 컴퓨터는 각 데이터 소비 프로세
스와 각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에 의해 제어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통하여 상기 각 데이터 소비프로
세스와 각 소비프로세스에 커플되어 각 서브젝트에 대한 활동 가입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리스트를 
보관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통신 프로그램들 중 하나의 제어하에 있는 각 상기 컴퓨터
들은 하나 이상의 상기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들의 제어하에 있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에 의해 어떤 서브
젝트 상의 데이터 메시지가 발행될 때마다 상기 리스트를 검사하고 상기 리스트상에서 지시되는 최소한 
하나의 활동 가입의 대상이 되는 서브젝트상의 어떤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의 제어하에 있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에 의해 발행되는 각 데이터 메시지를 상기 데이터 통로 또는 네트워크 상에 방송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여 구성되며, 최소한 하나의 상기 통신 프로그램 제어하에 있는 각 상기 컴퓨터는 통신 디몬 수단
들을 더 포함하여 구성되어 다중처리에 의한 각 상기 컴퓨터들에 의해 실행들을 제어하여 최소한 하나의 
상기 통신 수단들의 제어하에 있는 각 상기 컴퓨터들이 들어오는 데이터 메시지를 서브젝트에 의해 필터
링하게 하여 다중처리 기반 위의 상기 컴퓨터의 실행을 또한 제어하는 통신 디몬 수단상의 상기 컴퓨터들 
상의 프로세싱을 다중처리 환경에서 제어하는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 의해 들어오는 활동가입의 대상이 
어떤 서브젝트 상의 메시지들이 다중처리 기반위의 상기 컴퓨터의 활동을 제어하는 어떤 데이터 소비 프
로세스에 의한 어떠한 활동가입이 없는 서브젝트 상의 상기 데이터와 모든 다른 메시지들을 버리는 것을 
요구하는 상기 컴퓨터 상에서 활동중인 모든 데이터 소비프로세스들에게 자동적으로 보내어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통신 프로그램들의 제어하에 있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이 각 데
이터 소비 프로세스에 커플되는 수단을 더 포함하여 구성되어, 서브젝트에 의해 들어오는 데이터를 필터
링하여 요구되는 서브젝트에 관한 데이터만이 상기 데이터를 요구하는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하나 이상의 데이터 통로 또는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에 커플된 하나 이상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서브
젝트 공간에 배열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 메시지를 발행하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생
산프로세스들과 하나 이상의 서브젝트상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을 가
지고 있는 컴퓨팅 환경에서,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 상에서 활동중인 하나 이상의 데이터 생산프로세
스들과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은 메모리 또는 하나 이상의 상기 컴퓨터들에 커플되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다른 수단들 안의 상기 서브젝트 공간에 서브젝트들을 엔코딩한 데이터를 저장하며, 
상기 메모리 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상기 다른 수단들 안에 상기 서브젝트 공간 안의 하나 이상의 서브
젝트들에 대한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상기 분배 컴퓨팅 시스템 안의 하나 이상의 상기 
컴퓨터들 상의 실행을 위한 하나 이상의 상기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들의 상기 컴퓨팅 환경안의 동일 또는 
어드레스 혹은 둘 모두를 맵하는 맵핑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로부
터 특정 서브젝트상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가입요구를 수신하며, 가입요구의 서브젝트를 수령하는 것이 아
닌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데
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를 찾는 상기 맵핑 데이터를 탐색하기 위하여 상기 가입요구 
서브젝트를 이용하여 서브젝트상의 데이터 메시지를 공급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들을 자동
적으로 찾으며, 링크요구를 발생하며, 상기 링크요구는 직간접적으로 상기 가입요구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구된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상기 매핑 데이터를 찾는 것에 의해 찾아진 상기 최소한 
하나의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를 확인하며, 상기 링크 요구는 통신링크가 상기 링크 요구에서 확인된 최소
한 하나의 상기 데이터생산 프로세스들과 상기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모든 상기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설정되도록 요구하는 단계; 및 상기 링크 요구를 수신하며, 상기 링크요구안에 직간
접으로 확인된 상기 최소한 하나의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와 자동적으로 통신링크를 설정하며, 상기 컴퓨
팅 환경에서 어떤 상기 데이터 메시지가 보내어질 컴퓨터를 지시하거나 제어하는 데이터 서브젝트가 아닌 
데이터 메시지를 발행하는 어떤 상기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수신하지 아니하고 상기 
서브젝트 상의 어떤 상기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메시지를 상기 서브젝트 상의 데이
터를 요구하는 상기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에 의해 제어된는 그들의 프로세싱을 갖는 모든 컴퓨터에게만 
보내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어떤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도 발행된 데이터 메시지의 서브젝트를 
출력하는 것이 아닌 어떤 상기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를 확인하거나 찾는 목적을 가지는 데이터 또는 컴퓨
터 명령들을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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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링크를 자동적으로 설정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링크 요구에서 획인된 상기 
최소한 하나의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에게 가입 요구를 보내고 상기 가입요구는 상기 서브젝트상의 데이터
를 요구하는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며, 각 상기 서
브젝트상의 상기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에 의해 발행된 데이터 메시지를 보내는 상기 단계는 상기 최소한 
하나의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에 의해 발행된 모든 데이터 메시지를 상기 서브젝트상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활동 가입을 갖는 모든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게 보내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모든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에게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 메시지를 보내는 단계는 매번 연속적으로 상기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 메시지가 발행되는 것을 발생하지만 어떤 서브젝트 상의 어떠한 메시지도 상기 메시지의 서브젝트
에 대한 활동 가입을 갖는 실행중인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를 갖지 않는 상기 통신 환경의 어떠한 컴퓨터
에게 더 보내지 않는 상기 서브젝트상의 데이터에 대한 활동 가입들을 갖지만 상기 가입을 취소한 어떠한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게도 데이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멈추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가입 요구의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 메시지를 공급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생산 프로세
스들을 찾는 단계는 상기 디렉토리 서비스 프로그램에 의하여 제어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로 하
여금 상기 가입 요구의 서브젝트를 찾고 상기 컴퓨팅 환경에서 상기 가입 요구의 서브젝트를 서브젝트상
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면 이 최소한 하나의 데이터 프로세스의 어드레스를 확
인하거나 주는 데이터를 복귀하는 상기 서브젝트를 엔코드하는 상기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데이터 
안의 상기 매핑데이터를 찾게 하는 상기 디렉토리 서비스 프로그램에 의하여 제어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에게 상기 가입요구 서브젝트를 건네주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디렉토리 서비스 프로
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컴퓨터에 의해 복귀되는 상기 데이터는 상기 링크 요구를 발생한는데 이용되
며, 통신링크를 자동적으로 설정하는 단계는 활동 가입의 대상이 되는 서브젝트들을 리스트 하는 하나 이
상의 가입 리스트들을 만드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하나 이상의 가입 리스트들은 직간접적
으로 활동가입을 개시하는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을 확인하며, 상기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모든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게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 메시지들을 보내는 단계는 어떤 데이터 발생 프로
세스에 의해 발행된 각 데이터 메시지의 서브젝트를 상기 하나 이상의 가입 리스트 상에 리스트 된 활동
가입들을 가지는 서브젝트들과 비교하고 활동 가입의 대상이 되는 서브젝트 상에 발행된 데이터 메시지를 
상기 데이터 메시지의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모든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에게 보내며 최소한 
하나의 활동 가입의 서브젝트와 일지하니 않는 상기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에 의해 발행된 어떠한 데이터 
메시지들도 상기 데이터 통로에 전소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
세스.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들과 상기 데이터 소비프로세스들(이하 '프로세스들'이라함) 
사이에서 전송되는 데이터 메시지들은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로서 전송되며, 각 셀프 디스크 
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원시 클래스 또는 원시적이거나 구조적인 클래스 포옴으로 
구성된 구조 클래스 포옴인 하나 이상의 필드들로 구성되며, 각 상기 구조 클래스 폼은 대응 클래스 정의
를 가지는 클래스에 속하며, 상기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들은 클래스 정의에 의해 정의된 클
래스들에 편성되며, 각 클래스 정의는 클래스의 모든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에 공통인 이름
과 데이터 표현에 의한 필드들의 리스트들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각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
는 데이터 포맷 정보와 실제 데이터 또는 각 상기 필드들에 대한 필드값드를 포함하며, 하나의 프로세스
로부터 다른 프로세스로 전송될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들을 전송 전에 전송 프로세스의 포맷
으로부터 상기 데이터 통로를 통해서 전송의 위해 필요한 포맷으로 자동적으로 변환한후 상기 데이터 통
로를 토하여 상기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 통로를 통하여 
전송 후에 수신된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 또는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로 향하는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들을 상기 데이터 통로를 통해 엔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포맷으로부터 상기 수신 프로세스에 
의해 사용되는 포맷으로 자동적으로 바꾸는 단계들을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프로세스.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각 상기 변환단계는 요구되는 '프롬' 포맷과 요구되는 '투' 포맷을 확인하고 변환이 수
행된 특정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를 확인하는 포맷 변환 콜을 수신하는 단계; 개별 프롬-투 
포맷 변환의 식별자를 저장한 테이블에 접근하는 단계; 원시 클래스 포옴인 상기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
터 오브젝트에서 첫 번째 필드를 찾는 단계; 찾은 원시 필드에 대한 상기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
젝트 안에 저장된 포맷 정보를 이용하며, 찾은 원시 클래스 필드의 포맷에 해당하는 상기 테이블 안의 프
롬 포맷을 조사하며, 상기 변환 콜에서 특정된 변환을 위해 요구되는 '투' 포맷을 결정하는 단계; 요구된 
프롬-투 포맷 변환을 위한 적당한 변환 소프트웨어 변환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저장한 테이블을 사용하며, 
결정된 '프롬'과 '투' 포맷을 이용하는 프롬-투 포맷 변환 포인터를 조사하며, 상기 포인터를 이용하여 
요구된 프롬-투 포맷 변환을 수행하는 적당한 소프트웨어 루틴을 실행하는 단계; 상기 변환 콜에서 확인
된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 안에 원시 클래스 폼을 포함한 다음 필드를 찾고 상기 단계들을 
반복하여 다음 원시 클래스 폼을 존재하는 '프롬' 포맷으로부터 요구된 '투' 포맷으로 변환하고 이 프로
세스를 원시 클래스 폼들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필드들이 진행될 동안 반복하는 단계; 및 원시 클래스 폼
을 포함하고 있는 첫 번째 필드들이 찾아질 때까지 구조 클래스 폼을 탐색하는 것에 의해 정의된 구조 클
래스 폼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필드들을 프로세스 하고 위에서 정의된 단계들을 이용하여 포맷을 변환하
고 구조 클래스 폼들을 포함하고 있는 중첩된 필드들의 모든 레벨에 대한 원시 클래스 폼을 포함하고 있
는 모든 필드들이 요구된 '투' 포맷으로 변환될 때까지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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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들과 상기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 상에서 전송된 데이터는 
셀프 디시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로서 전송되며, 각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는 데이터를 저
장하고 있는 원시클래스 포옴 또는 자기 자신이 원시 또는 구조 클래스 폼인 다른 필드들로 구성된 구조 
클래스 폼인 하나 이상의 필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상기 구조 클래스 폼은 대응 클래스 정의를 가지
고 있는 클래스에 포함되며, 상기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들은 클래스 정의들에 의해 정의되
는 클래스들에 편성되며, 각 클래스 정의는 상기 클래스의 모든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들에 
공통인 이름과 데이터 표시 타입에 의한 필드들의 리스트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각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
이터 오브젝트는 데이터 포맷 정보와 각 상기 필드에 대한 실제 데이터 또는 필드값을 포함하고 있으며, 
데이터 소비 또는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 발생된 특정한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
터 오브젝트의 특정 필드로부터의 데이터를 얻은 것이 가능하게 하며, 특정 데이터를 요구하는 프로세스
로부터 데이터를 얻은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의 필드의 특정 필드 이름과 데이터를 얻를 상
기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들 중 특정 하나를 식별하는 겟-필드 콜을 수신하는 단계; 데이터
를 얻을 상기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의 클래스 정의를 탐색하여 상기 겟-필드 콜 또는 몇 개
의 동의어에서 식별되는 상기 필드 이름을 찾는 단계; 관련 어드레스는 상기 겟-필드 콜에서 식별된 상기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의 상기 클래스의 예에서 상기 겟-필드 콜에서 명명된 상기 필드가 어디에서 찾
을 수 있는지를 식별하는 것인데 상기 겟-필드 콜에서 식별된 상기 필드 관련 어드레스를 복귀하는 단계; 
및 상기 겟-필드 콜에서 식별된 상기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를 엑세스하고 요구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필드의 상기 관련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요구데이터를 검색하며, 요구된 데이터를 상기 데
이터를 요구하는 프로세스에게 복귀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통신링크를 자동적으로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 메시지를 발행하기 
위하여 실행중인 발행자측 서비스 훈령 프로세스를 가지는 동일한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는 데이
터 생산 프로세스 또는 프로세스들로부터의 상기 가입요구의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커플하
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상기 컴퓨터들을 제어하고 통신링크가 상기 서브젝트 상에 설정되어 있는 발행자 
측 서비스 훈령 프로세스에게 가입 요구 메시지를 보내는 단계; 가입 테이블 또는 리스트 안에 모든 상기 
가입요구들을 기록하는 단계;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통로 또는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상의 채널을 활동 
가입이 있는 각 상기 서브젝트에게 할당하고 상기 채널을 상기 가입테이블 각각에 기록하는 단계; 데이터 
메시지가 어떤 상기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에 의해 발행될 때, 서브젝트를 상기 가입 테이블 또는 리스트 
안의 모든 활동 가입들의 서브젝트들에 대해 검사하여 서브젝트 상에 활동 가입들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에 의해 발행된 상기 데이터 메시지를 상기 데이터 통로 또는 네트워크 상에 
전송에 적합한 하나 이상의 연속적인 패킷으로 상기 데이터 메시지를 분할함으로써 방송 통신 프로토콜에 
의한 상기 데이터 서브젝트에 대한 활동 가입을 갖는 모든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게 보내고, 각 연속적
인 패킷은 헤더를 가지고 상기 데이터 발행 프로세스에 의해 발행된 데이터 메시지를 포함하여 구성된 패
킷들의 순차안에 상기 패킷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시하는 상기 서브젝트와 순차 넘버에 할당된 채널넘버를 
상기 헤더에 덧붙이며, 각 상기 패킷내에 데이터상의 에러 보정 비트들을 계산하고 계산된 상기 에러 보
저 비트들을 각 상기 패킷에 더하는 단계; 모든 상기 패킷들을 재전송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데
이터가 방송될 채널의 각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를 알리는 상기 데이터의 서브젝트 대한 활동 가입을 가지
는 각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게 메시지들을 보내는 단계; 상기 데이터 통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데이터 서브젝트에 할당된 상기 채널 상에 상기 데이터 패킷을 방송하는 단계; 상기 패킷들을 상기 컴퓨
팅 환경내의 각 컴퓨터위치에서와 각 상기 컴퓨터 위치에서 수신하며, 수신된 각 상기 패킷의 채널 넘버
를 상기 컴퓨터 위치에서 활동중인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 의해 개시된 모든 활도 가입들의 상기 가입 
테이블안에 저장된 채널 넘버들과 비교하는 단계; 상기 컴퓨팅 환경 안의 컴퓨터에서 수신된 패킷들의 채
널 넘버가 상기 컴퓨터 상에 실행중인 데이터 소비 프로셋스의 상기 가입 테이블 안에 기록된 활동 가입
의 채널 넘버와 일치하는 경우에, 상기 컴퓨팅 환경 안의 상기 컴퓨터 위치에서 수신된 모든 패킷들의 순
차 넘버들을 검사하여 완전한 데이터 메시지로서 구성된 모든 패킷들이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하고 상기 에
러 보정 비트들을 이용하여 각 수신된 패킷이 올바르게 수신되었는지를 판단하며, 각 상기 컴퓨터의 위치
에서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며, 상기 컴퓨팅 환경의 컴퓨터에서 수신된 패킷들의 채널 넘버가 상기 컴퓨터 
상에서 실행중인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의 상기 가입 테이블 안에 기록된 채널 넘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에 상기 컴퓨터 상에 실행중인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의 상기 가입 테이블에 기록된 채널 넘버와 일치하지 
않는 채널 넘버를 가지는 모든 상기 패킷들을 버리는 단계; 모든 패킷들이 성공적으로 수신된 경우 모든 
패킷들이 성공적으로 수신되었다는 메시지를 데이터를 전송한 프로세스에 돌려 보내며, 또는 어떤 패킷이 
수신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수신되지 않는 경우에 데이터를 전송한 프로세스에 수신되지 않거나 정확하
게 수신되지 않고 상기 에러 보정 비트들을 이용하여서도 수신 컴퓨터에서 보정할 수 없는 패킷들의 재전
송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단계; 수신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수신되지 않은 패킷들을 하나 이상의 
패킷들이 수신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수신되지 않았다고 지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상기 컴퓨팅 환경
에서의 컴퓨터에게 재 전송하는 단계; 새로이 전송된 패킷들이 수신되었고 정확하게 수신되었는지를 검사
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 패킷들을 상기 컴퓨터상에서 실행중인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 의해 들어가는 
활동 가입의 채널 넘버와 일치하는 채널 넘버들을 가지는 데이터 패킷들을 수신하는 컴퓨터 위치에서 상
기 데이터 메시지로 재조립하며, 상기 재조립된 데이터 메시지를 상기 컴퓨터 상에서 실행중인 상기 데이
터 메시지의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 건네주는 단계들을 포함하여 구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20 

제13항에 있어서, 통신 링크를 자동적으로 설정하는 단계는 가입 요구 메시지를 상기 컴퓨터들의 하나 이
상을 제어하는 발행측 서비스 훈령 프로세스 측에 보내어 상기 가입요구의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발행
하기 위하여 실행중인 상기 발행측 서비스 훈령 프로세스를 가지는 동일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
어하는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들로부터 상기 가입 요구의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커플하는 단
계; 모든 상기 가입 요구들을 가입테이블에 저장하고 상기 테이블에 활동 가입 서브젝트인 각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모든 소비 프로세스들의 식별자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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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상의 채널을 활동가입이 있는 각 상기 서브젝트 상에 할당하고 상기 채널을 저
장된 각 상기 가입의 상기 가입 테이블에 저장하는 단계; 데이터가 통신 링크가 설정되어 있는 상기 데이
터 생산 프로세스에 의해 발행된 경우, 서브젝트를 상기 가입 테이블 안의 모든 활동 가입들의 서브젝트
에 대하여 검사하여 서브젝트상의 활동가입들을 가지는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결정
하는 단계; 하나의 상기 2지점간 통신은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통로나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상의 미리 
지정된 채널 상에 상기 데이터를 방송 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데이터의 서브젝트에 대한 활동 가입을 가
지는 각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에게 향하며, 하나의 상기 2지점간 통신은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통로
나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상의 미리 지정된 채널상에 상기 데이터를 방송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데이터의 
서브젝트에 대한 활동 가입을 가지는 각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에게 향하며, 상기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
들을 소정 값과 비교하며,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통로나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상으로 동일 데이터를 
복수번 보내는 것에 의한 2지점간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상기 서브젝트 상의 활동 가입들을 가지는 
모든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능률적인 것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를 상
기 2지점간 통신프로토콜이 최고로 효율적이며 상기 2지점간 통신 프로토콜에 의해 상기 데이터 서브젝트
에 대한 활동가입을 가지는 모든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에게 보내는 단계; 상기 데이터를 상기 방송 통
신 프로토콜이 최고로 효율적인 경우 방송 통신 프로토콜에 의해 상기 데이터의 서브젝트에 대한 활동 가
입을 가지는 모든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에게 보내는 단계; 만약 상기 방송 통신 프로토콜이 선택되면, 
상기 데이터를 데이터 통로 사에 전송에 적합한 하나 이상의 연속적인 패킷으로 나누며, 각각은 헤더를 
가지고 있고 상기 헤더에 상기 데이터 발행 프로세스에 의해 방행된 데이터 메시지로 구성된 패킷의 순차 
안의 장소를 지시하는 상기 서브젝트와 순차 넘버에 할당된 채널 넘버를 덧붙이며, 패킷상의 에리보정 비
트들을 계산하고 상기 에러 보정 비트를 각 상기 패킷에 덧붙이는 단계; 모든 상기 패킷들을 재전송 메모
리 안에 저장하는 단계; 데이터가 방송될 채널의 각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를 가리키는 상기 데이터의 서
브젝트에 대한 활동가입을 가지는 각 데이터 소브 프로세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단계;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통로나 상기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상에 하나 이상의 데이터 통로나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를 통하
여 상기 데이터의 서브젝트에 할당된 상기 데이터 패킷을 방송하는 단계; 상기 컴퓨팅 환경에서 각 상기 
컴퓨터에서 상기 패킷들을 수신하고, 각 상기 컴퓨터에서 각 상기 패킷의 채널 넘버를 상기 컴퓨터 상에 
실행중인 데이터 소비 프로세서에 의해 들어간 상기 가입 테이블 안에 리스트된 모든 활동 가입들의 채널 
넘버를 비교하는 단계; 상기 컴퓨팅 환경의 컴퓨터에서 수신된 패킷들의 채널 넘버가 상기 컴퓨터상에 실
행중인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 의해 들어간 상기 가입 테이블에 리스트된 활동 가입의 채널넘버와 일치
하는 경우, 수신된 모든 패킷들의 순차 넘버들을 검사하여 모든 패킷들이 수신되었는지를 결정하고 상기 
에러 보정 비트들을 이용하여 각 패킷들을 올바르게 수신되었는지를 결정하고 상기 에러 보정 비트들을 
이용하여 수신 컴퓨터에서 수정될 수 있는 에러들을 교정하면, 만약 상기 컴퓨팅 환경에서의 컴퓨터에서 
수신된 패킷들의 채널 넘버들이 상기 컴퓨터 상에서 실행중인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 의해 들어간 상기 
가입테이블에 리스트된 활동 가입의 채널 넘버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모든 그러한 패킷들을 버리는 단
계;  상기  패킷들을  전송한  프로세스에게  모든  패킷들이  성공적으로  수신되었다는  메시지를  되돌려 
보내며, 또는 만약 어떤 패킷이 수신되지 않았거나 올바르게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 상기 패킷들을 전송한 
프로세스에게 수신되지 않았거나 올바르게 수신되지 않는 패킷들의 재전송을 요구하는 단계; 수신되지 않
았거나 올바르게 수신되지 않은 패킷들을 재전송하는 단계; 새로이 전송된 패킷들이 전송되었고 올바르게 
전송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 패킷들을 데이터 메시지로 재조립하고 상기 데이터 패킷
들을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게 건네주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21 

제16항에 있어서, 통신 링크를 설정하는 단계는 가입 요구 메시지를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는 발
행측 서비스 훈령 프로세스에게 보내어 통신 링크가 상기 서브젝트 상에 설정되고 실행중인 상기 발행자
측 서비스 훈령 프로세스를 가지는 동일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는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로
부터 상기 가입 요구의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커플하는 단계; 모든 상기 가입 요구들을 가
입 테이블에 기록하고 상기 테이블에 활동 가입의 서브젝트인 각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모든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의 식별자 및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통로나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상의 채널을 기록된 각 상기 가입 테이블 안의 상기 채널을 기록하는 단계; 상기 하나 이
상의 데이터 통로나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상의 활동 가입이 있는 각 상기 서브젝트에 할당하고 기록된 
각 상기 가입의 가입 채널에 상기 가입을 기록하는 단계; 데이터가 통신 링크가 설정되어 있는 상기 데이
터 생산 프로세스에 의하여 발행될 때, 서브젝트를 상기 가입 테이블에 있는 모든 활동 가입들의 서브젝
트와 검사하여 얼마나 많은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이 서브젝트 상의 활동 가입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
정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의 수를 소정값과 비교하며,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통로나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상에 동일 데이터를 다수번 보내는 것에 의하여 2지점간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상기 서브젝트 상의 활동 가입들을 가지는 모든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에게 상기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결정하며, 하나의 상기 2지점간의 통신은 상기 데이터 메시지의 서브젝트에 대한 활동 가입
을 갖는 각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에게 향하거나 또는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통로나 하나 이상의 네
트워크 상에 미리 정하여진 채널 상에 상기 데이터 메시지를 방송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통로나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상에 상기 미리 정하여진 채널 상에 상기 활동 가입들의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청취하기 위하여 상기 서브젝트 상의 활동 가입들을 갖는 모든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에게 메시지를 보
내는 단계; 상기 데이터 메시지를 상기 2지점간 통신 프로토콜이 가장 효율적인 경우에 상기 2지점간 통
신 프로토콜에 의하여 상기 데이터 메시지의 서브젝트에 대한 활동 가입을 갖는 모든 데이터 소비 프로세
스들에게 보내는 단계; 상기 데이터 메시지를 상기 방송 통신 프로토콜이 가장 효율적인 경우에 방송 통
신 프로토콜에 의하여 상기 데이터 메시지의 서브젝트에 대한 활동 가입을 갖는 모든 데이터 소비 프로세
스들에게 보내는 단계; 상기 방송 통신 프로토콜이 선택된 경우에 상기 데이터 메시지를 데이터 통로를 
상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하나 이상의 연속적인 패킷들로 분할하며, 각각은 헤더를 가지고 있고 상기 헤더
에 상기 데이터 발행 프로세스에 발행된 데이터를 포함하여 구성된 순차적인 패킷들안의 장소를 가리키는 
상기 서브젝트와 순차 넘버에 할당된 채널 넘버를 덧붙이며, 에러 보정 비트들을 계산하고 상기 에러 보
정 비트들을 각 상기 패킷에 덧붙이는 단계; 모든 상기 패킷들을 재전송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통로나 상기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상에 상기 데이터 서브젝트에 할당된 상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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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데이터 통로나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상에 상기 채널상의 상기 데이터 패킷들을 방송하는 단계; 
상기 컴퓨팅 환경에서 각 상기 컴퓨터에서 상기 패킷들을 수신하며, 각 상기 컴퓨터에서 채널 넘버를 상
기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고 있는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 의해 들어간 상기 가입테이블 안에 리스트된 모
든 활동가입들의 채널 넘버와 비교하는 단계; 패킷의 상기 컴퓨팅 환경의 컴퓨터에서 수신된 패킷들의 채
널 넘버가 상기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고 있는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 의해 들어간 상기 가입 테이블 안
에 리스트된 활동 가입의 채널 넘버와 일치하는 경우에, 수신된 모든 패킷들의 순차 넘버들을 검사하여 
무슨 패킷들이 수신되었는지를 결정하고 상기 에러 보정 비트들을 사용하여 상기 각 패킷들이 올바르게 
수신되었는지를 결정하고 상기 에러 보정 비트들을 이용하여 컴퓨터에서 보정할 수 있는 에러들을 보정하
며, 만약 상기 컴퓨팅 환경의 컴퓨터에서 수신한 패킷들의 채널 넘버가 상기 컴퓨터 상에 실행중인 데이
터 소비 프로세스에 의해 들어간 상기 가입 테이블에 리스트 된 활동가입의 채널 넘버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모든 그러한 패킷들을 버리는 단계; 모든 패킷들이 성공적으로 수신되었다는 메시지를 데이터 생
산 프로세스에 보내며, 또는 어떤 패킷들이 수신되지 않았거나 올바르게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 수신되지 
않았거나 올바르게 수신되지 않은 패킷들의 재전송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데이터를 발행한 데이터 생산 프
로세스에게 보내는 단계; 수신되지 않았거나 올바르게 수신되지 않은 패킷을 재전송한 단계; 새로이 전송
된 패킷들이 수신되고 올바르게 수신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단계; 데이터 패킷들을 원데이터로 재조립하고 
데이터 메시지를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요구한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 건네주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22 

하나 이상의 호스트 또는 서버 컴퓨터 상에 실행중인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에서 요구되는 
데이터를 얻는 장치는 상기 네트워크상의 다양한 위치 또는 어드레스에서 수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들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며, 상기 데이터 전송은 상기 네트워크 또는 다른 데이터 통로를 통해 하나 이상의 적합
한 통신 통로 상에서 수행되며, 이것은 하나 이상의 적합한 통신 장치 또는 전송 프로토콜에 따라서 수행
되는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또는 다른 데이터 통로; 상기 네트워크에 커플되며, 각각은 하나 이상의 네트
워크 어드레스를 가지며, 각 호스트와 서버 컴퓨터는 그 위에서 실행되는 운영 시스템. 하나 이상의 다른 
프로세스,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예들을 가지며, 상기 운영시스템, 프로세스,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예들 각각은 선택된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 되어지며, 각 상기 호스트와 서버 
컴퓨터는 적합한 기계 명령 셋과 적합한 데이터 표현 포맷 또는 타입을 포함한 선택된 기계 아키텍쳐 또
는 타입을 가지며, 상기 운영시스템, 프로세스 서비스 예들 각각은 하나 이상의 적합한 통신, 엑세스 또
는 개시 프로토콜을 가지는 하나 이상의 호스트 또는 서버 컴퓨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에 의해 프로세싱이 제어되는 실행중인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위치와 데이
터 위치와 엑세스 프로그램을 가지며, 상기 데이터 위치와 엑세스 프로그램들은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과 상기 하나 이상의 다른 프로세스들과 서비스 예들에 커플되며,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
터 소비 프로세스들로부터 요구되는 데이터의 하나 이상의 요구를 수신하며, 상기 요구는 하나 이상의 부
분들로 구성된 식별자에 의해 요구되는 데이터의 동일을 정의하며, 상기 요구된 데이터는 상기 요구된 데
이터의 상기 네트워크 또는 다른 데이터 통로를 통한 특정 통신 통로에만 국한되지 않은 특정 엑세스 조
건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는 상기 요구된 데이터의 상기 네트워크 또는 다른 데
이터 통로를 통한 상기 통신 통로를 따를 통신 프로토콜, 요구되는 데이터를 발행하는 프로세스가 실행중
인 호스트와 서버 컴퓨터의 네트워크 어드레스, 요구된 데이터를 발행하는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호스트와 
서버 컴퓨터의 기계 아키텍쳐, 타입, 운영 시스템 또는 데이터 표현 포맷 또는 타입, 상기 요구된 데이터
를 발행하는 특정 프로셋스 또는 서비스 예의 특정 프로세스, 서비스 예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며, 
또한 상기 요구된 데이터를 발행하거나 발행한 상기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예들과 통신, 엑세스하거나 개
시하기 위하여 불려져야 하는 통신, 엑세스 또는 개시 프로토콜 또는 상기 데이터를 요구하는 데이터 소
비 프로세슬에게 상기 요구된 데이터를 발행하거나 분배하는 프로세스로부터 상기 요구된 데이터를 엑세
스하고 전송하는데 연관된 상기 호스트 또는 서버 컴퓨터들 상에 실행중인 전송 프로토콜 또는 운영시스
템 또는 시스템들을 가지며, 상기 엑세스 조건 모두는 상기 데이터를 요구하는 상기 데이터 소비 프로세
스와 상기 데이터 자신 사이의 통신장치의 속성을 유일하게 정의하며, 상기 요구된 데이터를 요구하는 상
기 요구와 상기 요구를 만든 상기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는 상기 요구된 데이터를 발행하거나 분배하는 하
나 이상의 프로세스들과 서비스 예들에 의해 제어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의 위치 또는 어드레스뿐만 아
닐 상기 요구된 데이터를 발행하거나 분배하는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와 서비스 예와 통신하기 위해 
필요한 상기 통신, 엑세스, 개시 프로토콜과 상기 요구된 데이터를 발행하거나 분배하는 상기 하나 이상
의 개별프로세슬와 서비스 예의 동일성 또는 위치를 최소한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상기 엑세스 조건 또는 
속성과는 독립적이며, 상기 독립은 상기 요구된 데이터를 요구하는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는 어떠한 상기 
엑세스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 또는 데이터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위치와 엑세스 프로그램들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 프로세싱은 제
어되어 상기 요구된 데이터에 통신 통로를 설정하고, 상기 데이터를 엑세스하고 상기 데이터를 상기 데이
터를 요구하는 상기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게 복귀하기 위한 모든 상기 엑세스 조건을 자동적으로 만족
시키며, 상기 요구된 데이터를 발행하거나 분배하는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예들은 또한 
발행될 데이터의 서브젝트를 출력하는 것이 아닌 다른 상기 엑세스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나 전송될 
상기 데이터라 어디에 지시하거나 상기 엑세스 조건들을 만족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기 위한 어
떠한 프로그램, 코드 또는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를 포함
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위치와 엑세스 프로그램은 실행되고 있는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위치와 엑세스 프로그램을 가지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과 커플된 하나 이상의 데이터 포맷 
디커플링 프로그램들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포맷 디커플링 프로그램들은 데이터 
표현 독립성을 제공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프로세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특정 데이터 표현 포맷 
또는 타입에 관계없이 그리고 요구된 데이터를 발행하는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예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기 데이터를 요구하는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비프로세스들에 의해 데이터들이 효율적으로 얻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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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포맷 디커플링 프로그램들은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
젝트의 각 예들 안에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표현 포맷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
터 오브젝트들을 만들고, 조작, 저장, 전송하기 위하여 요구된 데이터를 발행하는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
세스 또는 서비스 예들과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 커플된 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위치와 엑세스 프로그램들은 하나 이상의 서비스 훈령 프로그
램들을 포함하여 통신, 엑세스, 개시 프로토콜 안에서 상기 요구된 데이터를 발행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
세스와 서비스 예들과 통신하기 위한 적합한 소프트웨어 루틴들을 엔캡슐레이트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고 요구되는 데이터에 대한 상기 요구들을 수신하기 위한 상기 하
나 이상의 데이터 위치와 에세스 프로그램을 가지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은 통신, 엑세스, 개시 프
로토콜들을 사용하여 상기 요구된 데이터를 발행하는 하나 이상의 상기 프로세스와 서비스 예들과 통신하
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기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루틴들을 캡슐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하
나 이상의 서비스 훈령 수단들을 구현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지며, 상기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
트들은 공통 속성과 유일한 클래스 식별자를 가지는 클래스들로 편성되며, 각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는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의 다른 클래스의 클래스 식별자이고 상기 다른 클래스로
부터의 예들로부터의 데이터인 필드 저장 데이터 안에서 원시적이거나 구조적인 하나 이상의 필드들을 가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7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위치와 엑세스 프로그램들은 서브젝트-어드레스 가입 서비스 
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비와 데이터 발행 프로세스에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를 구현하기 위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고, 상기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는 식별자만에 의
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가입요구를 출력하는 것에 의해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 의해 개시되는 가입 기능
을 구현하고, 상기 데이터와 그것의 갱신은 하나 이상의 상기 프로세스와 서비스 예에 의해 상기 특정 식
별자 아래에서 발행되며, 상기 가입 요구가 취소될 때까지 식별자만에 의해서 상기 데이터를 요구하는 최
소한 하나의 상기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과 상기 식별자를 가지는 상기 요구된 데이터를 발행하는 최소
한 하니의 상기 프로세스들 또는 서비스 예들 사이에 통신 통로를 자동적으로 설정하고, 상기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는 서비스 예들이 단순히 상기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개시하고 데이터와 데이터의 식별자를 
출력하는 것에 의하여 데이터를 발행할 수 있도록 실행중인 하나 이상의 서비스 예들을 갖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조절하며, 상기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컴퓨터들은 상기 발행된 데이터의 
식별자를 이용하여 상기 식별자를 가지는 데이터에 대해 개방 가입을 갖는 실행중인 데이터 소비 프로세
스를 갖는 컴퓨터들에게만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발송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다른 컴퓨터에는 발송하지 않
고, 상기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는 또한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여 상기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예들
이 식별자를 가지고 상기 요구된 데이터 갱신을 발행할 때 상기 식별자는 상기 가입이 취소될 때까지 상
기 식별자를 가지는 데이터에 대한 개방가입을 갖는 실행중인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을 가지는 컴퓨터들
에게만 그리고 상기 통신 통로가 설정되어 있는 상기 데이터를 요구한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비 프
로세스들에게만 자동적으로 상기 갱신을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8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는 공통 속성을 가지고 유일한 클래스 식별자
를 가지는 각 클래스에 편성되며, 각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는 하나 이상의 필드를 가지고 
각 필드는 상기 다른 클래스로부터의 예로부터의 데이터와 다른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들의 
클래스 식별자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 저장 데이터 안에 원시적이거나 구조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위치와 엑세스 프로그램들은 상기 요구된 데이터를 발행하는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와 서비스 예와 상기 데이터를 요구하는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비 프로세
스에 커플되어 데이터 뿐만 아니라 데이터 표현 포맷 또는 형태 정보를 데이터 오브젝트 안의 각 예에 포
함하고 있는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들로서 상기 요구된 데이터를 만들고, 조작하고, 저장하
고,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들은 공통 속성을 가지고 유일한 클래스 식별
자를 가지는 클래스로 편성되며, 상기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는 하나 이상의 필드를 가지며, 
각 필드는 상기 다른 클래스의 예로부터의 데이터와 셀프 디스크라이빙 데이터 오브젝트들의 다른 클래스
의 클래스 식별자로 구성된 필드 저장 데이터 안에 원시적이거나 구조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1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위치와 엑세스 프로그램들은 하나 이상의 서비스 훈령 수단들
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은 통신,엑세스 또는 개시 프로토콜에서의 상기 요구된 데이터를 발행하는 하나 
이상의 상기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예들과 통신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상기 컴퓨터들을 제어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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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위치와 엑세스 프로그램들은 하나 이상의 서비스 훈령 수단들
을  구현하기  위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들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각각은 통신,엑세스 또는 개시 프로토콜에서의 상기 요구된 데이터를 발행하는 하나 이상의 상
기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예와 통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3 

제27항에 있어서, 실행중인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위치와 엑세스 프로그램들을 가지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
퓨터들은 상기 데이터를 요구하는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과 결합된 하나 이상의 네트
워크 포트 어드레스에 도착한 소스로부터의 데이터 메시지를 경청함으로써 상기 통신 통로를 설정하고 상
기 요구된 데이터와 결합된 상기 식별자를 가지는 데이터 메시지가 아닌 모든 데이터 메시지들을 여과하
여 제거하며, 상기 통신 통로가 설정되어 있고 상기 데이터에 대한 상기 요구를 발행하는 실행중인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비프로세스를 가지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에게 상기 요구된 데이터의 상기 
식별자를 가지는 모든 상기 메시지들을 건네주는 수단을 구현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34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위치와 엑세스 프로그램들은 하나 이상의 상기 컴퓨터들을 제
어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들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상기 요구된 데이터를 발행하는 상기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예에 커플되어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위치와 엑세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 이상의 컴
퓨터에 상기 요구된 데이터에 대한 상기 가입을 등록하기 위하여 가입 등록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의하여 
상기 통신 통로를 설정하는 가입 등록 수단을 구현하며, 상기 가입 등록 메시지는 요구된 데이터의 식별
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요구된 데이터를 발행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예들은 
상기 가입 등록 수단을 구현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에 커플되고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위치와 
엑세스 프로그램들을 가지는 상기 하나 이사의 컴퓨터들은 상기 식별자를 가지는 데이터에 대한 가입을 
등록하는 모든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 대한 활동가입 등록의 서브젝트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식별자와 일
치하는 식별자를 가지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예에 의해 발행되는 데이터를 전송하
는 수단을 구현하도록 또한 프로그램 되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5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서비스 훈령 수단을 구현하도록 프로그램된 각 상기 컴퓨터는 상기 
요구된 데이터를 발행하는 상기 통신 통로, 호스트 또는 서버 컴퓨터, 또는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예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상기 데이터를 요구한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의 데이터의 흐름을 유
지하는 실패 회복 수단을 구현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6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젝트-어드레스 가입 서비스 수단은 상기 데이터를 공급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
세스 또는 서브스 예들에 적합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상기 가입 요구를 만족하는 상기 통신 통로상
의 데이터의 통신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는 서비스 훈령 수단을 포함하
며,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위치와 엑세스 프로그램들은 하나 이상의 프로토콜 엔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드를 포함하며, 상기 엔진들은 상기 요구된 
데이터가 얻어지는 통신 통로에 적합한 네트워크 또는 통신 통로를 이용하여 상기 통신 통로를 설정하고 
상기 네트워크 또는 통신 통로 전송 프로토콜에 상기 서비스 훈령 수단을 인터페이스 시키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

청구항 37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위치와 엑세스 프로그램들은 통신, 엑세스 또는 개시 프로토
콜 안의 서비스 예와 통신하기 위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훈령들
을 구현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하나 이상의 다른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예와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
터 소비프로세스와 결합된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위치와 엑세스 프로그램들은 상기 요구된 데이터가 
얻어지는 통신 통로를 설정하기 위하여 상기 서비스 훈령들로부터 요구를 수신하도록 하나 이상의 컴퓨터
들을 제어하고 상기 요구된 데이터가 얻어지는 통신 통로에 적합한 네트워크 또는 통신 통로 전송 프로토
콜에 상기 하나 이상의 서비스 훈령에 의해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를 인터페이스 하는 것에 의해 상기 
통신 통로를 설정하기 위하여 상기 서비스 훈령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를 지원하는 프
로토콜 엔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토콜 엔진들은 신뢰성 있는 방송 통신 프로토콜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를 제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각 상기 프로토콜 엔진은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여 상기 전송 프로토콜들
에 의해 이미 구현되지 않은 다른 허용 오류 한계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0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토콜 엔진 수단에 의해 조절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은 특정 식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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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데이터에 대한 가입 수가 프로그램 가능한 수보다 큰 경우 신뢰성 있는 방송 통신 프로토콜을 수
행하고 상기 가입 수가 상기 프로그램 가능한 수보다 작은 경우 2지점간 통신 프로토콜을 수행하도록 조
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각 상기 프로토콜 엔진은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를 제어하여 다른 허용 오류 한계 특
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2 

제22항 또는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된 데이터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통신 
통로 상에 전송되고,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위치와 엑세스 프로그램들은 모든 데이터 메시지들이 에러
없이 수신되는 것을 보증하는 신뢰성 있는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통신 통로 상에 상기 요구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3 

제22항 또는 27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위치와 엑세스 프로그램들은 상기 요구된 데이터를 
발행하는 상기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예에 커플되며, 상기 신뢰성 있는 방송 전송 수단들은 데이터 메시
지를 상기 네트워크 상에 전송하기 위하여 패킷으로 나누고 순차 번호들을 상기 패킷에 부가하며, 각 패
킷에 대한 에러 보정 비트를 계산하고 상기 에러 보정 비트들을 상기 패킷에 부가하며, 상기 네트워크 또
는 통신 통로상에 상기 패킷들을 방송하며,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위치와 엑세스 프로그램들은 상기 
데이터를 요구하는 상기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에 커플되어 상기 데이터를 요구하는 상기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중 적어도 하나와 결합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경청하고 상기 요구된 데이터의 완전한 데이터 
메시지를 포함하여 구성된 진입 패킷들을 선택하고 상기 요구된 데이터를 포함하여 구성된 모든 데이터 
메시지들이 수신되었는지를 보증하는 진입 패킷들의 순차 넘버를 검사하고, 만약 데이터 메시지가 수신되
지 않았거나 상기 에러 보정 비트들을 이용하여도 고칠 수 없는 에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수신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수신되지 않은 데이터 메시지들의 상기 재전송 메모리로부터 재전송을 요청하는 메시
지를 상기 신뢰성 있는 방송 전송 수단으로 보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4 

제22항에 또는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비와 엑세스 프로그램들은 하나 이상의 컴퓨
터들을 제어하여 얼마나 많은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이 특정 식별자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개방 
가입을 가지는지를 결정하고 상기 데이터를 요구하는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의 수가 미리 지정된 수보다 
같거나 많은 경우에 상기 식별자를 가지는 데이터 메시지들을 방송하며, 상기 미리 지정된 수보다 상기 
데이터를 요구한 상기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이 작은 경우에 2지점간 통신 프로토콜에 의해 상기 데이터
를 요구하는 데이터 프로세스에게 직접적으로 상기 데이터 메시지를 보내는 인공 지능다중방송 프롬을 포
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미리 지정된 수는 네트워크 또는 통신 통로 대여폭 소비와 컴퓨팅 자원 소지 측면
에서 상기 데이터의 전송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사용되도록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5 

제22항 또는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위치와 엑세스 프로그램들을 가지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은 제어되어 데이터를 요구하는 각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이 결합된 
허가된 식별자들의 리스트에 대하여 상기 데이터를 요구하는 상기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이 동일성과 상
기 요구된 데이터의 식별자를 검사하며, 상기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 대한 허가된 식별적자의 리스트에 
있지 아니한 식별자를 가지는 요구된 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 의한 엑세스를 차단하는 
수단이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6 

제22항 또는 제27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위치와 엑세스 프로그램을 가지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은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위치와 엑세스 프로그램에 의해 또한 프로그램 되어져 개방가입들을 
가지는 모든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택된 통신 통로의 오류나 
다른 데이터의 흐름의 중단시에 상기 네트워크 또는 다른 데이터 통신 통로를 통하여 통신 통로를 바꾸는 
수단이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7 

분배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치로서,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이 하나 이상의 데이터 통로에 의해 커플
되며, 하나 이상의 응용프로세스를 가지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은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의 프
로세싱을 제어하며, 적어도 하나의 상기 응용프로세스는 하나 이상의 서브젝트에 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데이터가 요구되어지는 각 서브젝트에 대한 가입요구를 출력할 수 있는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이며, 
각 상기 가입 요구는 데이터가 요구되어지는 서브젝트를 포함하며, 어떠한 소비 프로세스도 가입요구와 
서브젝트를 출력하는 것이 아닌 상기 분배 컴퓨팅 환경에서 상기 데이터가 어디에서 찾을수 있는지를 가
리키는 어떠한 정보, 주소 데이터 또는 주소 관련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상기 컴퓨터들
을 조절하는 루틴을 포함할 필요가 없으며, 적어도 하나의 상기 응용프로세스는 다양한 서브젝트에 대한 
데이터 메시지를 출력하며 서브젝트 아닌 어드레스 관련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상기 분배 컴퓨팅 환경에서 
상기 데이터 메시지가 어디로 전송되어야 하는지를 가리키거나 또는 상기 데이터의 분포에서 다른 방법으
로서 도움을 주기 위한 루틴을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하나 이상의 
디렉토리 서비스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프로세스로서, 서브젝트가 주
어진 경우에 데이터 파일을 엑세스하고 검색하며, 상기 데이터 파일은 서브젝트에 데이터 발행 프로세스
를 매핑하는 데이터 레코드를 저장하며, 각 상기 데이터 레코드는 상기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 메시지의 
하나 이상의 소스의 상기 분배 컴퓨팅 환경에서의 어드레스를 직간접으로 특정하는 서브젝트와 동일 또는 

53-35

1019930700401



주소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상기 소오스는 상기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발행하는 상기 분배 컴
퓨팅 환경에서 하나 이상의 데이터 발행 프로세스로부터 상기 서브젝트 상의 상기 데이터 메시지들을 얻
으며, 특정 시브젝트에 대한 각 소스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어 상기 소스에 대응
하는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 발행 프로세스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고 서브젝트 상의 상기 데이터 메시지들
을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 메시지에 대한 개방 가입을 가지는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게 재전송하며, 상기 
데이터의 디렉토리 서비스 프로그램들 또는 루틴은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여 상기 하나 이
상의 디렉토리 서비스 프로그램들 또는 루틴들이 실행되고 있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에게 원래 전
달되었던 상기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소스들의 상기 분배 컴퓨팅 환경에서
의 주소를 확인하고 주는 상기 데이터를 복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프로세싱; 하
나 이상의 매핑 프로그램 또는 루틴들에 의해 제어되어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들이 실행중인 컴퓨터로부터
의 각 상기 가입 요구를 수신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로서, 상기 가입 요구는 오직 가입이 요구의 대상이 
되는 특정 서브젝트만을 확인하며, 상기 하나 이상의 매핑 프로그램 또는 루틴은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
터들을 제어하여 상기 가입 요구의 서브젝트를 직간접적으로 상기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 메시지들을 출력
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소스의 상기 분배 컴퓨팅 환경에서 동일 또는 어드레스를 매핑하며, 상기 매핑은 
상기 하나 이상의 디렉토리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루틴에 의해 콘트롤 된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이 
상기 서브젝트상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하나 이상의 소스의 상기 분배 컴퓨팅 환경에서 주소를 확인, 공급
하고 검색결과로서의 데이터 레코드를 수신하는 상기 하나 이상의 매핑 프로그램 또는 루틴이 실행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콘트롤하는 데이터 레코드용 데이터 파일을 검색하기 위해 상기 적어도 하
나의 디렉토리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루틴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에게 상기 가입 요
구의 서브젝트를 건네줌으로써 상기 하나 이상의 매핑 프로그램 또는 루틴에 의해 조절되는 상기 하나 이
상의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어지며, 상기 하나 이상의 매핑 프로그램들은 상기 검색결과로부터 상기 데이
터 레코드 안에서 확인된 상기 하나 이상의 소스와 가입 통신 링크의 설정을 요구하는 링크 요구안의 적
어도 상기 식별자 또는 어드레스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하나 이상의 가입 등록과 통신 프로그램 또는 루틴에 의해 제어되어 상기 
하나 이상의 매핑 프로그램 또는 루틴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로부터 상기 링크 요구 
안의 상기 동일 또는 어드레스 데이터를 수신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로서, 상기 링크 요구는 적어도 하
나의 서브젝트와 대응되는 가입요구에 대응되며, 상기 가입 등록과 통신 프로그램 또는 루틴은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여 적어도 하나의 상기 데이터 통로를 통하여 상기 링크 요구가 관계하고 있는 
서브제트 상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적어도 하나의 소스와 통신 링크를 자동적으로 설정하고 상기 서브젝트 
상의 개방 가입의 상기 소스를 통지하기 위해 상기 링크 요구 안에서 확인된 적어도 하나의 상기 소스에 
가입 등록 메시지를 자동적으로 보내며, 각 상기 가입 등록 메시지는 데이터를 요구하는 상기 데이터 소
비 프로세스를 위하여 상기 가입 요구의 서브젝트 상이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데이터를 요구하
는 상기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에게만 데이터 메시지를 건네
주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는 실행중인 상기 데이터 프로세스가 실행중인 컴퓨터 또는 
다른 프로세스를 통하여 상기 서브젝트 상의 상기 가입 요구를 발행하는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의 상기 분
배 컴퓨팅 환경에서 어드레스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거나 주며, 상기 하나 이상의 가입 등록과 통신 프로
그램은 또한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를 제어하여 상기 가입 통신 링크를 설정되는 상기 소스에 의하여 
상기 서브젝트 상의 상기 데이터 메시지가 출력될 때마다 상기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데이터 메시지를 상기 가입이 취소될 때까지 상기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요구한 상기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 의하여 제어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에게 보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
터; 하나 이상의 데이터 분배 프로그램 또는 루틴에 의한 콘트롤하에 있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은 각 상
기 가입 요구의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소스를 구현하며, 상기 소스는 상기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의 제어하에서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에게 선택적으로 커플되고 상기 데이터 발행 
프로세스의 콘트롤하에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상에 선택적으로 커플되며,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분
배 프로그램 또는 루틴의 제어하에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은 하나 이상의 서브젝트 상의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발행 프로세스에 의해 발행된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하며, 하나 이상의 서브젝트상의 가입
을 요구하는 상기 가입 등록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가입 통신 링크를 통하여 각 상기 데이터 메시지를 
자동적으로 상기 데이터 메시지의 서브젝트에 대한 활동 가입을 갖는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를 가지는 컴
퓨터에게 보내며, 상기 데이터 분배 프로그램 또는 루틴은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를 제어하여 보내어질 
서브젝트 상의 각 상기 데이터 메시지의 위치를 지정하는 각 데이터 메시지의 서브젝트 자체가 아닌 데이
터 발행 프로세스로부터 어떠한 데이터를 받는 것 없이 발행된 데이터를 분배하며,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 
발행 프로세스에 의해 제어되는 컴퓨터로부터 수신된 각 새로운 데이터 메시지를 상기 가입이 취소될 때
까지 각 상기 새로운 데이터 메시지의 서브젝트에 대한 활동 가입을 갖는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에게만 보
내는 것을 자동적으로 계속하며, 각 상기 데이터 분배 프로그램 또는 루틴은 보내어질 서브젝트 상의 상
기 데이터 메시지의 상기 분배 컴퓨팅 환경에서의 위치를 제어하는 데이터 메시지 자체와 서브젝트가 아
닌 상기 데이터 발행 프로세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루틴, 컴퓨터 프로그램, 서브루틴 또는 다
른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를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8 

분배 컴퓨팅 시스템에서 하나 이상의 컴퓨터상에 실행중인 적어도 하나의 소비 프로세스와 적어도 하나의 
발행 프로세스 사이에 데이터를 통신하는 프로세스로서, 상기 발행과 소비 프로세스는 데이터 통로에 의
해 커플되며; 하나 이상의 상기 컴퓨터의 메모리 안에 서브젝트 공간과 서브젝트를 엔코딩한 데이터를 저
장하며, 상기 서브젝트 공간의 모든 서브젝트에 대하여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상기 분
배 컴퓨팅 시스템 안의 하나 이상의 상기 컴퓨터상에 실행될 하나 이상의 소스 컴퓨터 프로세스의 상기 
분배 컴퓨팅 시스템안의 동일 또는 어드레스를 매핑하는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 안에 저장하는 단계; 적어
도 하나의 소비 프로세스로부터 가입 요구를 상기 컴퓨터의 하나 이상에 실행중인 하나 이상의 컴퓨터 프
로세스에서 수신하며, 상기 가입 요구는 상기 분배 컴퓨팅 시스템 안에서 찾아질 상기 서브젝트 상기 데
이터의 위치가 아니라 데이터가 요구된 서브젝트만을 특정하고 상기 소비 프로세스에게 요구된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복귀하는 방법을 특정하는 단계; 상기 컴퓨터의 하나 이상에서 실행되는 하나 이상의 컴퓨
터 프로세스에서, 상기 가입 요구의 서브젝트를 이용하여 상기 가입 요구안에 특정된 서브젝트 상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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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공급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소스 컴퓨터 프로세스의 상기 분배 컴퓨팅 시스템 안의 동일 또는 어드
레스를 상기 서브젝트 스페이스와 서브젝트를 엔코딩한 상기 저장된 데이터에서 조사하며, 가입 등록 메
시지를 가입의 대상이 된 서브젝트 특정하는 상기 소스 컴퓨터 프로세스에게 보내고 상기 데이터를 요구
하는 소비 프로세스에게 특정된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복귀시키는 방법을 특정하며, 상기 가입 등록 메
시지는 각 서브젝트 상의 모든 활동 가입을 리스트 하는 하나 이상의 가입 리스트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
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상에 실행되는 하나 이상의 가입 등록 프로세스에게 보내어지는 단계; 서브젝
트 자체를 특정하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닌 상기 분배 컴퓨팅 시스템 내에서 보내어질 상기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의 위치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기 서브젝트 상에 발행될 데이터를 포함하고 서브젝트를 특정하
는 적어도 하나의 발행 프로세스로부터 하나 이상의 데이터 메시지를 상기 컴퓨터의 하나 이상에서 실행
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소스 컴퓨터 프로세스에서 수신하며, 각 상기 데이터 메시지의 서브젝트를 상기 
하나 이상의 가입 등록 프로세스에 의해 유지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가입 리스트와 비교하며, 만약 하나 
이상의 활동가입이 특정 데이터 메시지의 서브젝트에 대해 존재한 경우에 서브젝트 상의 모든 데이터 메
시지와 동일 서브젝트 상의 연속적인 데이터 메시지를 상기 데이터 메시지의 서브젝트 상에 개방 가입을 
가지는 실행중인 소비 프로세스를 가지는 컴퓨터에게만 자동적으로 보내며, 상기 서브젝트 상의 가입이 
취소될 때까지 상기 서브젝트에 대한 활동 가입을 가지는 소비 프로세스를 가지는 컴퓨터에게만 서브젝트
와 관련된 각 데이터 메시지를 보내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49 

분배 컴퓨팅 장치가 30개 이상의 복수의 컴퓨터 프로세싱이 30개 이상의 프로그램 또는 서브루틴에 의해 
콘트롤되며, 상기 프로그램 또는 서브루틴은 상기 30개 이상의 컴퓨터중 하나 이상에서 실행되고(이하 프
로세스라고 함), 상기 복수의 프로세스와 상기 복수의 컴퓨터들은 하나 이상의 데이터 통로에 커플되어 
있는 30개이상의 복수의 컴퓨팅 프로세싱; 상기 컴퓨터들중 적어도 하나는 가입이 개방되는 것을 요구하
는 가입 요구를 발행하고 요구된 데이터의 서브젝트를 명명하고 상기 가입자 프로세스에 상기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가 어떻게 보내어지는지를 가리키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에 의해 30 또는 이상의 서브젝트를 
갖는 서브젝트 공간에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가입자 프로세스
인 상기 프로세스들중 적어도 하나의 활동중인 프로세스들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가입 요구도 상기 가입 
요구 안에 명명된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 메시지를 출력하는 발행 프로세스의 상기 분배 컴퓨팅 환경에서
의 동일성 또는 위치를 가리키는 서브젝트 자신이 아닌 어떠한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며; 상기 프로세스들 중 적어도 하나는 하나 이상의 서브젝트 상이 데이터 메시지를 발행하고, 
상기 분배 컴퓨팅 장치에서 어디로 상기 데이터 메시지를 보낼지를 직간접적으로 지적하거나 제어하는 데
이터 메시지의 서브젝트 자신이 아닌 상기 발행 프로세스에 의해 발행된 데이터가 상기 분배 컴퓨팅 환경
에서 발행된 상기 데이터 메시지와 같이 어떠한 데이터, 어드레스 또는 어드레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내
거나 보내어질 장소를 직간접적으로 콘트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어드레스 또는 어드레스 관
련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루틴, 컴퓨터 코드 또한 서브루틴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이 하나 이상의 서브젝트 기반어드레싱 프로그램 또는 서브루
틴의 제어하에 있고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은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통로를 통하여 각 상기 발행 
프로세스와 각 상기 가입자 프로세스에 커플되어 있는 상기 하나 이상의 서브젝트 기반 어드레싱 프로그
램 또는 서브루틴의 제어하에 있고, 상기 하나 이상의 서브젝트 기반 어드레싱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가입 운용 루틴들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하나 이상의 상기 컴퓨터들의 실행을 콘트롤하여 상기 하나 이상
의 가입자 프로세스로 부터 상기 가입 요구를 수신하고 하나 이상의 가입자 프로세스에 의해 만들어진 가
입 요구가 존재하는 서브젝트의 활동가입의 리스트를 유지하고, 각 활동 가입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찾고,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은 상기 가입 요구의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의해 제어
되거나 프로세스에 커플되며,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이 각 상기 가입 요구의 
서브젝트상의 데이터를 공급하도록 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들에 의해 제어되는 그들의 프로세싱을 가
지며,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은 하나 이상의 서브젝트 기반 어드레싱 프로그램 또는 서브루틴의 제어
하에 있어 상기 가입 요구를 발행하는 가입 프로세스와 상기 가입 요구의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상기 프로세스에 커플되거나 제어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사이에 각 상기 가입요구에 대한 
데이터 통신 통로를 자동적으로 설정하고 상기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상기 프로세스에 
의해 제어되거나 결합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상의 가입요구의 서브젝트에 대한 가입을 자동적으로 
등록하여 미리 설정된 상기 데이터 통신 통로 상에 상기 서브젝트 사의 데이터의 흐름을 시작하며, 상기 
하나 이상의 서브젝트 기반 어드레싱 프로그램 또는 서루틴은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여 상
기 가입 요구의 서브젝트상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상기 프로세스에 제어되거나 결합되어 있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로부터 수신된 각 데이터 메시지를 각 상기 데이터 메시지의 서브젝트 상의 활동가입
을 갖는 상기 하나 이상의 가입 프로세스의 제어하에 있는 컴퓨터에게만 건네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
나 이상의 컴퓨터들로만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배 컴퓨팅 장치.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서브젝트 기반 어드레싱 프로스램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은 하나 이상의 발행된 메시지 경로 프로세스에 의해 제어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더 포함
하여 이루어져서 각 상기 데이터 메시지가 보내어질 곳을 제어하고 가리키는데 있어 제어하고 조력하는 
상기 발행프로세스로부터 어떠한 데이터, 명령 또는 요구를 수신하는 일없이 각 상기 가입 요구의 서브젝
트 상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상기 프로세스에 의해 제어되거나 결합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
에 의해 발행된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하며, 각 상기 서브젝트 상에 발행된 각 데이터 메시지를 각 상기 
가입 요구와 서브젝트에 개방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통신 통로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메시지의 서브젝
트 상의 활동가입을 갖는 가입 프로세스에 의해 조절되는 컴퓨터들에게 자동적이고 계속적으로 보내며, 
하나 이상의 발행된 메시지 경로 프로세스와 상기 하나 이상의 서브젝트 기반 어드레싱 프로그램 또는 서
브루틴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은 서브젝트 상의 상기 가입요구를 발행하는 가입 프
로세스에 의해 제어되는 컴퓨터들이 상기 가입 요구의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상기 프로
세스에 의해 제어되거나 결합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과 효율적으로 통신하게 하는 하나 이상의 통신 
프로토콜과 어떠한 필요한 데이터 포맷 변환 동작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배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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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장치.

청구항 51 

데이터 통신 통로에 의해 커플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간의 데이터 통
신을 위한 프로세스로서, 하나 이상의 상기 컴퓨터의 메모리 상에 서브젝트 공간과 서브젝트들을 엔코딩
한 데이터를 저장하며, 상기 메시지 안에 상기 서브젝트 공간의 모든 서브젝트에 대하여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상기 컴퓨터상에 활동중인 하나 이상의 소스 프로세스의 신원과 어
드레스를 매핑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요구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로부터 특정 서브젝트 상의 정보에 
대한 가입 요구를 수신하고 서치 기준으로서 상기 가입요구의 서브젝트를 이용하여 상기 서브젝트 공간을 
엔코딩한 컴퓨터 메시지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데이터를 서칭하는 것에 의해 상기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
를 적어도 하나의 적당한 상기 소스 프로세스에서 찾는 단계; 및 상기 소스 프로세스와 상기 요구 소프트
웨어 프로세스 사이의 상기 데이터 통신 통로를 통하여 통신 채널을 설정하기 위하여 펄요한 모든 통신 
프로토콜과 데이터 포맷과 표현변환을 야기하고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엑세스 조건을 자동적으로 
만족시켜 상기 가입 요구가 취소될 때까지 가입이 설정되어 있는 요구 서브젝트 상의 현재 데이터와 가입 
서브젝트 상의 연속된 데이터 갱신은 요구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의해 제어되는 컴퓨터에게만 상기 통신 
채널을 통하여 흘러가고 상기 요구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의해 사용되는 데이터 포맷과 표현으로 자동적
으로 변환되며, 모든 상기 엑세스 조건은 만족하고 통신 프로토콜이 불려지고 상기 소스 프로세스 또는 
요구 프로세스에 의해 프로세싱 또는 어떠한 데이터의 도움없이 데이터 형식 변환이 자동적으로 수행되어
져 상기 요구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는 요구되는 데이터의 서브젝트를 명명하는 것만 요구되고 상기 소스 
프로세스는 단지 요구된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과 상기 소스 프로세스에 투명한 데이터 통
신 통로의 환경 또는 작동과 요구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게 데이터를 건네주는데 필요한 프로세싱과 함께 
서브젝트를 명명하는 것만 필요한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52 

데이터 통로에 의해 커플된 하나 이상의 컴퓨터의 프로세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들간의 데이
터 통신을 위한 프로세스로서, 하나 이상의 상기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들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소비 프로
세스이고 하나 이상의 상기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는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발행하는 발행 프로세스이고, 
상기 발행 프로세스, 상기 소비 프로세스 및 상기 데이터 통신 통로는 엑세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 하나 이상의 상기 컴퓨터의 메모리 안에 서브젝트 공간과 서브젝트를 엔코딩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
기 서브젝트 공간 안에 모든 서브젝트에 대한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상기 
컴퓨터들에 활동중인 하나 이상의 발행 프로세스의 동일 또는 어드레스를 매핑한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 
안에 저장하는 단계; 서브젝트 자신이 아닌 요구된 데이터가 찾아질 수 있는 곳을 특정하는 어떠한 데이
터나 어드레스 정보를 출력하는 것이 소비 프로세스에게 필요하지 아니한 하나 이상의 소비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들로부터 특정 서브젝트 상의 정보에 대한 가입 요구를 수신하고, 서치기준으로서 상기 가입요구
의 서브젝트를 이용하여 상기 서브젝트 공간을 엔코딩하는 상기 컴퓨터 메모리 안에 저장되어 잇는 상기 
데이터를 서치하는 것에 의해 상기 서브젝트 상이 데이터를 발행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적당한 발행 
프로세스를 찾는 단계; 및 상기 가입 요구의 서브젝트상의 개장 가입들을 갖는 소비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들에 의하여 제어되는 상기 컴퓨터프로세싱과 상기 발행 프로세스 사이의 상기 데이터통신 통로를 통하여 
통신 채널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통신 프로토콜들을 불러내고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상기 엑세
스 조건들을 자동적으로 만족시켜 상기 가입 요구가 취소될때까지 가입이 설정되어 있는 가입 요구상의 
현재 데이터와 가입 서브젝트 상의 연속적인 데이터 갱신들은 상기 통신 채널을 통하여 흐르고 자동적으
로 특정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소비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들에 의해 조절되는 컴퓨터 프로세싱
에게만 발송되며, 모든 상기 엑세스 조건들은 만족되고 서브젝트 자신의 출력이 아닌 상기 발행 프로세스
에 의해 어떠한 데이터나 프로세싱의 도움없이 자동적으로 통신 프로토콜이 불리어져서 상기 발행 프로세
스는 요구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출력하고 서브젝트에 대한 개방 가입을 갖는 소비 프로세스를 알거나 
또는 발행 데이터의 서브젝트에 대한 개방 가입을 갖고 있는 상기 소비 프로세스의 위치를 알고 있는 소
프트웨어 루틴을 가지는 상기 발행 프로세스에 대한 필요성이 없고 발행 프로세스 또는 소비 프로세스들
이 아닌 중간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행되어지는 비방송 통신 프로세스에 의해 상기 
발행된 데이터의 서브젝트에 대한 개방가입을 갖는 모든 소비 소프트웨어에게 상기 발행 프로세스에 의해 
발행된 데이터를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필요한 프로세싱을 가지고 서브젝트를 명명하며, 데이터 통신 통
로와 상기 중간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들의 구성, 동작 및 통신 프로토콜들은 상기 발행 프로세스와 상기 
소비 프로세스 또는 프로세스들에게 투명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53 

동작을 제어하는 활동중인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로서, 적어도 
상기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들중 하나가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소비프로세스이고 적어도 상
기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들중 하나가 하나 이상의 서브젝트에 대한 데이터를 발행하는 발행 프로세스인 하
나 이상의 컴퓨터;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에 커플되고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 상에 활동중인 상기 
소비와 발행 프로세스들간에 데이터를 운반하는 능력을 가지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통로를 포함하여 이루
어지고;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은 중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 상기 컴퓨터들중 하나 이상을 제어
하여 디커플되고 서브젝트 기초 어드레싱을 구현함으로써 소비 프소세스들이 단순히 상기 중계 소프트웨
어 프로그램에 의해 구현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이하 'API라 함)의 가입 기능을 유발하는 것에 의해 
가입 요구에 들어가는 것에 의해 서브젝트에 적합한 데이터를 얻으며, 상기 가입 요구는 단지 요구되어진 
데이터의 서브젝트를 명명하고 소비 프로세스에 복귀하는 요구된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얻기 위한 방법
을 확인하며, 상기 중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여 상기 가입 요구의 서브
젝트를 취하고 상기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발행 프로세스들의 어드레스 또
는 동일에 상기 서브젝트를 자동적으로 대응시키며, 상기 중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하나 이상의 컴
퓨터들을 제어하여 상기 가입 요구의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발행하는 상기 하나 이상의 발행 프로세스
와 오직 상기 가입요구의 서브젝트에 대한 개방가입을 가지는 소비 프로세스에 의해 제어되는 컴퓨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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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각 상기 가입 요구에 대한 데이터 통신 통로를 자동적으로 설정하며, 상기 중계 소프트웨어 프로세
스에 의해 구현된 상기 API는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가 발행될 때 데이터 발행 프로세스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발행 기능을 제공하여 발행프로세스들이 단지 상기 발행 기능을 유발하고 상기 데이터를 발행하고 
데이터의 서브젝트를 명명하는 것에 의해 상기 발행된 데이터의 서브젝트에 대해 개방가입을 가지는 모든 
소비 프로세스에게 분배된 발행될 데이터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며, 상기 발행 기능이 유발될 때 상기 중
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발행된 데이터를 수신하고 발행된 데이터의 서브젝트에 대해 활동 가입을 가
지는 소비 프로세스에 의해 제어되는 컴퓨터에게만 상기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54 

동작을 제어하는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들을 가지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로서, 상기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들중 적어도 하나는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소비 프로세스이고 상기 소프트웨어 프
로세스들중 적어도 하나는 하나 이상의 서브젝트들 상의 데이터를 발행하는 발행 프로세스인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에 커플되고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 상에 활동중인 상기 소비와 
발행 프로세스 사이에 데이터를 운반하는 능력을 가지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통로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은 하나 이상의 중계 소프트웨어 수단을 가지고 하나 이상의 상기 컴퓨터들을 
제어하여 디커플되고 서브젝트 기반 어드레싱을 구현하며, 상기 중계 소프트웨어 수단은 상기 하나 이상
의 컴퓨터들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가지고 있어 각 상기 소비 프로세스에게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이
하 'API'라 함)를 공급하며, 이것에 의해 각 상기 소비 프로세스는 단지 상기 중계 소프트웨어 수단들에 
의해 구현된 상기 API의 가입 기능을 유발하는 폼 형태로서 가입 요구에 들어가는 것에 의해 서브젝트와 
관련된 데이터를 얻을수 있으며, 상기 가입 요구는 서브젝트를 명명하며, 상기 중계 소프트웨어 수단은 
하나 이상의 매핑 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를 제어하여 상기 서브젝트 상의 데
이터를 공급 가능한 하나 이상의 발행 프로세스의 동일과 어드레스와 상기 가입 요구의 서브젝트를 자동
적으로 대응시키며, 상기 중계 소프트웨어 수단들은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는 하나 이상의 
수단들을 포함하여 서브젝트 상의 개방가입을 가지는 모든 소비프로세스들과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를 발
행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발행 프로세스들 사이에 데이터 통신 통로를 자동적으로 설정하며, 상기 중계 
소프트웨어 수단은 또한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을 제어하여 상기 발행 측 API의 상기 발행 기능이 유발될 
때 발행된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데이터를 발행된 데이터의 서브젝트에 대한 활동 가입을 가지는 소비 
프로세스에게 자동적으로 분배하고 이것은 소비 프로세스의 어드레스를 포함 또는 출력하거나 또는 어느 
소비 프로세스에게 상기 데이터가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가리키게끔 고안되어 있거나 상기 발행된 데이터
의 서브젝트나 다른 서브젝트 상의 데이터에 대한 개방가입을 갖는 소비 프로세스를 찾게끔 고안되어 있
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  루틴들을  상기  발행  프로세스가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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