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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객체간 상호작용과정의 다양한 통신형태를 분산플랫폼에서 구별하고 이런 특성들을 하부 통신 메커니즘에 
통합한 후 제공하여 응용개발의 용이성 및 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능력을 증대시키도록 한 분산객체간 통신장치 및 방
법에 관한 것으로, 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전체 분산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게 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분산 응용이 필요로 하는 통신 아키텍쳐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도
입과 분산 소프트웨어 모듈의 제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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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채용되는 개별 버스를 이용한 상호 작용을 설명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능적 구성요소를 설명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채용되는 버스 시맨틱 속성 트리를 도시한 도면,

도 4a 내지 도 4f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채용되는 버스 인터페이스 정의 언어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분산객체통신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플랫폼 관리자 2 : 버스 관리자

3 : 버스 중개자 4 : 객체 중개자

5 : 레포지토리 6 : 버스 어댑터

7 : 버스 팩토리 8 : 소프트웨어 버스 객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분산객체간 통신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분산환경에서 상호 관련된 응용 객체간의 통
신시 그들의 통신패턴에 따라 특성화된 소프트웨어 버스를 생성하고 이용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 소켓(Berkeley socket) 통신 메커니즘은 초기의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으로서, 현재도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상기 소켓 통신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TCP/IP 프로토콜과 같은 하부의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API를 제공한다. 이 소켓 통신 메커니즘은 분산 플랫폼 커널의 하이 레벨 통신 서비
스를 지원하는 전달망의 통신 인터페이스로 사용되기도 한다.

소켓은 실제적인 통신 프로토콜이 아니라 하부의 전송(transport)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응용의 요구와 응답을 주고 받
기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코드이다.

소켓 통신 메커니즘의 특성은 소켓을 통한 네트워크 I/O를 마치 파일에 대한 I/O처럼 취급하는 데 있다. 파일 I/O와 다
른 점은 소켓 설명자(descriptor)를 사용한다는 점이며, API를 제공함으로써 하부의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네트
워크 연관을 설정하는 구체적 사항을 사용자에게 은폐한다.

상술한 종래 소켓 통신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작성되는 분산 응용은 하부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종속적으로 작성된다. 따
라서 소켓 기반의 분산 응용 개발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정도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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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 코드와 네트워크 전송 코드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 점이다.

둘째, 분산 응용 개발 과정에서 프로세스의 주소나 사용 호출 코드 등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오버헤드가 크다.

셋째, 서로 다른 호스트 사이의 데이터 교환에 있어 각기 데이터 표현 방법이 다르면 데이터 전송이 복잡해진다.

한편, 상기 소켓 통신 메카니즘외로 원격 프로시쥬어 호출 (Remote Procedure Call : 이하 RPC라 함)이라는 통신기
법이 있는데, 원격 프로시쥬어 호출은 응용 개발자에게 원격 시스템에 대한 호출 요구를 마치 로컬 프로시쥬어를 호출
한 것처럼 투명성을 제공하는 기법이다.

    
상기 RPC에서는 통상적인 프로시쥬어 호출의 형태를 빌려 프로세스간 통신이 이루어지는 데, 클라이언트에서 원격 프
로시쥬어를 호출하는 것을 요구(request)라고 하며 그 호출의 결과를 반환하는 것을 응답(reply)이라고 한다. 이러한
 요구와 응답 메시지의 교환 과정에서 데이터의 표현과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 RPC 메커니즘은 요구 및 응답 교환 프로
토콜 외에 전달망을 통해 프로시쥬어의 인자(parameter)와 결과를 표준화된 형태로 교환하기 위한 데이터 표현(data
 representation) 규격을 갖는다.
    

RPC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네트워크 코드 부분을 스터브(stub) 프로시쥬어에 은폐하여 네트워킹의 세부 사항(
소켓의 통일, 바이트 순서 등)으로부터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자유롭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RPC 기반의 분산 응용을 개발할 때에는 로컬 호출과는 달리 매개변수(parameter) 전달 방법, 바인딩, 트랜스
포트 프로토콜, 데이터 표현, 성능, 보안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RPC 기반 분산 응용의 또 다른 문
제점은 RPC 기반의 분산 응용들이 특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종속되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네트워크 전송 기
술 발전에 따라 전송 인터페이스 코드를 수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분산 객체 통신기법이 있는데, 이 분산 객체 통신은 이기종 컴퓨터로 구성된 분산 환경에서 하부 환경에 투명한
 객체들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통신 메커니즘이다. RPC의 경우에는 기능적 프로시쥬어 지향으로 서비스의 처리를 
다른 시스템으로 옮겨 수행하는 것인데 반해, 분산 객체 통신은 데이터와 메소드(method)를 캡슐화하고 있는 객체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의된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서비스를 지원 받는다.

    
분산 객체 통신 방식으로 원격 객체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서버 객체의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메소드를 호
출하기만 하면 된다. RPC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산 객체 통신을 지원하는 하부구조는 원격 메소드 호출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은폐하여 객체 인터페이스만 알면 어떠한 객체와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구현 환경과 기술에 독
립적인 방식으로 객체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기 위하여 인터페이스 정의 언어(IDL : Interface Definition Language
)를 사용한다.
    

    
인터페이스 정의 언어(이하, IDL이라 함)는 프로그래밍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에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기술 언어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모든 객체에게 동일한
 인터페이스 형태를 보이도록 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분산 객체 통신 환경에서 모든 객체는 IDL로 정의되는 인터페이스
를 갖고 있으며, 각 인터페이스 정의는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는 서비스인 연산 (operation) 의 집합
을 표시한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산 객체 통신 방식의 표준인 CORBA(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
re)에서는 객체간에 교환되는 요구, 응답 메시지가 객체 요구 중개자(ORB: Object Request Broker)라고 하는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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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커니즘을 통해 전달된다.이 분산 객체 통신 메커니즘을 객체 버스 또는 소프트웨어 버스라고 부르며, CORBA에서 
클라이언트 객체는 IDL에서 컴파일(compile) 과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스터브를 통한 정적(static) 호출 또
는 동적(dynamic) 인터페이스 호출 방식으로 이 버스를 사용한다.
    

그런데, 상기 종래의 분산 객체 통신방식은 객체 요구 중개자를 이용한 단일의 통신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비제한적인 
통신을 제공하기 때문에 응용에 따라 차별화된 적절한 통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속 미
디어를 위한 처리기능이 부족하며 다양한 통신 구성 및 통신 형태를 구조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객체간 상호작용과정의 다양한 통신형태를
 분산플랫폼에서 구별하고 이런 특성들을 하부 통신 메커니즘에 통합한 후 제공하여 응용개발의 용이성 및 분산시스템
에 대한 관리능력을 증대시키도록 한 분산객체간 통신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분산객체간 통신장치는, 분산 플랫폼내에서 어떠한 기
능과 속성의 통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개별화된 소프트웨어 버스 객체들;

상기 분산 플랫폼내의 통신 아키텍쳐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플랫폼 관리자;

상기 플랫폼 관리자의 정책 및 지시에 의해 상기 플랫폼에서 소프트웨어 버스들의 유형 규격과 버스 객체 인스턴스의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버스 관리자;

상기 버스 관리자 및 응용 레벨의 클라이언트, 서버 객체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중개 기능을 제공하는 버스 중개자;

상기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동적으로 적절한 서버를 찾도록 해주는 객체 중개자;

상기 소프트웨어 버스들의 유형과 인스턴스 정보의 영속적인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레포지토리;

클라이언트와 서버 객체에게 플랫폼 사용을 위한 바인딩 관련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버스 중개
자 및 버스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필요한 중개와 버스 바인딩 동작을 처리하는 버스 어댑터; 및

상기 소프트웨어 버스 유형 규격에 일치하는 버스 객체를 생성하는 버스 팩토리를 구비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분산객체간 통신방법은, 클라이언트가 버스의 식별자를 얻고,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객체의 레퍼런스를 얻는 과정;

상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호 요구마다 필요한 버스에 바인딩하는 과정;

상기 바인딩되어 있는 버스를 통해 서버에게 서비스를 요청하는 과정;

상기 서버가 객체를 등록하고, 자신이 제공하고자 하는 인터페이스들의 시그너쳐와 시맨틱 속성을 기반으로 생성된 버
스 객체의 레퍼런스를 얻는 과정;

상기 얻어진 레퍼런스를 사용하여 상기 서버가 사용하고자 하는 버스 객체들에 바인딩하는 과정;

상기 버스를 통해 요구가 전달되면 요구 매개변수를 입력 받아 자신의 구현 메소드를 실행하고 그 메소드의 반환 결과
가 있으면 그 결과를 버스에 싣는 과정; 및

상기 객체 요구의 결과를 상기 버스를 통해 클라이언트측에서 반환받는 과정을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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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분산된 응용 객체간 상호작용과정의 다양한 통신형태 및 특성을 개별화된 소프트웨어 버스에 통합하여 지원
하는 통신 메커니즘이다. 객체간의 상호작용은 미리 분산플랫폼에 규정된 소프트웨어 버스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루
어진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채용되는 개별 버스를 이용한 상호 작용을 설명하는 도면으로서, 객체간의 상호작용은 다음
의 4단계의 절차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플랫폼의 통신 아키텍쳐를 구성하는 여러 유형의 버스들을 플랫폼 관리자의 책임하에 미리 규격화하여 플랫
폼에 그 여러 유형의 버스들의 템플릿(template)들을 저장시키는 단계이다. 응용객체가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버스는
 이 템플릿들을 이용하여 플랫폼에 의해 생성된다. 버스의 유형은 버스 시맨틱 속성 트리에 의해 버스 인터페이스 정의
 언어 (BIDL: Bus Interface Definition Language) 에 의해 규격화된다. 개별적인 버스의 유형은 적용되는 통신환경
이나 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로, 객체 인터페이스 등록(registration) 단계로써 서버 관리자가 플랫폼에 객체의 존재를 알리며 전역적으로 
인식 가능한 식별자(identifier)인 객체 레퍼런스(reference)를 얻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객체 타입과 객체 인스
턴스의 등록에 관련된 작업을 처리한다. 여기서 객체 타입의 등록은 객체 스키마(schema)의 등록에 해당되며, 인스턴
스의 등록은 객체 엔티티(entity)의 등록에 대응된다.

    
세 번째로, 플랫폼에 구성되어 있는 여러 유형의 버스 중에 객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버스와 바인딩(binding)하는 단계
이다. 이러한 종류의 바인딩이 요구되는 이유는 하부 플랫폼에 복수 개의 버스 객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객체
들이 사용고자 하는 통신 속성에 합당한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버스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소프트웨
어 버스는 객체간 통신이 바인딩된 버스가 지원하는 연산 데이터의 유형 및 순서, 서비스 품질(QoS) 등의 통신 특성을
 만족하는지 검사한다. 검사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하면 통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번째로, 동일한 버스에 바인딩되어 있는 객체들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서비스를 주고 받는 클라이언트-서버 관계의
 바인딩을 행하는 단계이다. 클라이언트-서버 객체간의 바인딩(서비스 바인딩이라고 한다)은 기존 분산 플랫폼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등한(peer-to-peer) 추상화 레벨의 결합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응용 객체 인터페이스를 통한 연산의
 호출이나 스트림 전달 등의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도 2는 본 발명에 채용되는 플랫폼을 통한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능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플랫폼 구조를 나타낸다.

플랫폼 관리자(Platform Administrator)(1)는 버스 관리자 모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플랫폼 내의 통신 아키텍쳐를
 구성하고 관리한다.

버스 관리자(Bus Manager)(2)는 플랫폼에서 버스의 유형 규격과 버스 객체 인스턴스의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이
다. 버스 관리자(2)는 상기 플랫폼 관리자(1)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수행하는 관리 기능으로는 버스
 타입 규격의 등록과 철회, 버스 인스턴스의 생성과 제거 기능이 있다. 이러한 타입 유형(템플릿)과 인스턴스의 등록 및
 이용 시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하기 위하여 플랫폼의 레포지토리 서비스를 이용한다.

    
상기 버스 관리자(2)는 버스 타입 규격의 등록과 철회를 위해 버스 유형을 기술하는 규격을 저장하고 관리한다. 또한 
버스 관리자(2)는 레포지토리(5)에 저장되어 있는 버스 유형의 규격을 템플릿(template)으로 사용하여 특정 버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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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이를 관리한다. 버스 관리자(2)는 생성된 버스 객체를 버스 중개자(3)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등록한다. 이를 위해 버스 객체의 생성과 제거 과정에서 버스 중개자(3)와의 상호작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버스는 
생성되면서 자동적으로 버스 중개자(3)에 등록되고 제거와 더불어 버스 중개자(3)에서 정보가 삭제된다. 버스 인스턴
스에 관한 정보는 구현 레포지토리를 이용하여 저장되고 관리된다. 버스 관리자(2)는 상기 플랫폼 관리자(1)의 정책 
및 지시에 의해 전체 시스템 레벨의 버스 통신 아키텍쳐를 구현하는 수단이 된다. 상기 버스 중개자(Bus Trader)(3)
는 버스 객체에 대한 중개(broker)기능을 전담하는 객체로서 일반적 객체 중개자(object trader)와 동일한 기능을 담
당한다. 즉, 버스 객체를 서버 객체로 보았을 때 버스에 대한 타입 특성 값과 검색 조건을 이용하여 이를 충족하는 버스
 객체의 레퍼런스를 반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버스 중개에만 사용되는 버스 중개자 객체를 별도로 두는 이
유는 일반적인 사용자 객체들로부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버스 관리자(2)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버스 중개자(3)
에만 부과되는 제약이나 정책을 별개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의 분리는 논리적 개념으로 실제로는 
하나의 중개자 객체를 통해서 지원될 수도 있다.
    

상기 버스 중개자(3)는 상기 버스 관리자(2) 및 응용 레벨의 클라이언트, 서버 객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중개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서 상기 버스 관리자(2)는 상기 버스 중개자(3)에 서비스 제공 객체(버스)를 공포(advertisement)하
는 엑스포트(export) 기능을 수행하고 응용 레벨의 객체들은 버스의 속성을 이용해 원하는 버스의 정보를 요청하는 임
포트(import) 기능을 수행한다.

    
객체 중개자(Object Trader)(4)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지연 결합(late binding)을 지원하는 객체로서, 서비스의 클라
이언트로 하여금 동적으로 적절한 서버를 찾도록 해주는 플랫폼 서버이다. 그 객체 중개자(4)는 상기 버스 중개자(3)
와 기능적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일반적 서비스 객체(응용 레벨의 서버)에 대한 중개 기능을 제공하는 객체이다. 통상
적으로 응용 레벨의 객체간에 클라이언트-서버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기능이나 특성을 기준으로 상대
방 객체의 레퍼런스를 결정할 때, 이 객체를 이용한 중개 서비스가 사용된다.
    

    
레포지토리 서버(Repository)(5)는 각종 유형과 인스턴스 정보의 영속적인(persistent) 저장 기능을 제공한다. 일반
적으로 레포지토리 서비스는 유형 규격에 관한 저장소로 작용하는 규격(또는 인터페이스) 레포지토리와 구현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구현 레포지토리가 있다. 이 저장 서버는 사용자 객체에게 정보의 저장(store)과 검색(retriev
al)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제 구현 형태에 있어서는 디렉토리(directory)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이 서버 기능을 대치할 수도 있다.
    

버스 어댑터(Bus Adapter)(6)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객체의 버스 바인딩 과정을 대행하는 프록시(proxy) 객체로서,
 클라이언트나 서버 객체에게는 플랫폼 사용을 위한 바인딩 관련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
하고 내부적으로는 버스 중개자 객체 및 버스 객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필요한 중개와 버스 바인딩 동작을 처리한다.

버스 팩토리(Bus Factory)(7)는 버스유형 규격에 일치하는 버스 객체의 생성을 담당하며, 상기 버스 관리자(2) 내부
의 모듈 또는 별도의 객체로 구현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버스 객체(8)는 분산 응용 객체간 상호작용패턴, 토폴로지(topology), 서비스품질 특성 등의 다양한 객체
 통신관계가 하부 통신 메커니즘에 통합되어 제공되게 한다. 소프트웨어 버스는 분산 플랫폼 내에서 어떠한 기능과 속
성의 통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요소이다.

특성화된 소프트웨어 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조적으로 분류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버스 시맨틱 속성 트리와 버스
 인터페이스 정의 언어가 필요하다.

도 3은 버스를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통신 패턴의 속성과 그 구조를 나타내는 본 발명의 버스 시맨틱 속성 트리를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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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시맨틱 속성 트리는 상기 플랫폼 관리자(1)의 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위의 속성을 하위의 세부 속성으로 분해하
는 top-down 방식으로 구성되며 트리를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버스 시맨틱 속성 트리의 각 노드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같은 레벨의 다른 노드와는 직교적(orthogonal) 또는 배타적
(exclusive) 관계를 갖는 속성의 집합을 나타낸다.

버스 시맨틱 속성 트리에서 노드는 비단말 노드(non-leaf node)와 단말 노드(leaf node)로 구분된다. 상기 비단말 노
드는 부(sub) 속성으로 분해되는 자식(child) 노드를 갖는 경우이고, 상기 단말 노드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속성을
 갖는 노드를 표현한다. 노드가 갖는 속성의 의미로 보았을 때 상기 비단말 노드는 속성의 집합을 나타내지만, 상기 단
말 노드는 개별적인 속성 값을 나타낸다.

버스 시맨틱 속성 트리는 속성을 크게 링크 구성, 상호작용 스타일, 서비스 속성의 3 가지 관점으로 분류한 것으로, 이
들 기준에 따른 각 속성 노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링크 구성 관점은 버스를 통해 어떠한 연결 형상이 구성되며, 그 형상에서 송, 수신자 객체간 메시지가 교환
되는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관점에 속하는 속성 노드로는 토폴로지(Topology) 속성(10)이 있다.

토폴로지는 버스 종단점간의 형상을 반영하는 속성으로서, 점대점(ptp : point-to-point)과 다중점(mp : multipoin
t) 속성을 부 속성으로 갖는다. 즉, 토폴로지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버스(통신 링크)를 통한 통신 참여자 간의 형상은 양
자간(bi-party) 통신과 다자간(multi-party) 통신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상기 상호작용 스타일 관점은 버스를 통해 발생하는 상호작용 인터페이스의 특성과 메시지 전송을 위해 내부적
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기능 (트랜스포트 메커니즘이나 연결 상태의 유지 등)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인터페이스
 유형 (InterfaceType) 속성(11)이 여기에 속한다.

분산 객체 환경에서 사용되는 통신 메커니즘은 객체의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로 구별되며, 인터페이스 타입은 객체들이 
어떤 종류의 통신 메커니즘을 이용하는가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객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는 
크게 연산(operation) 인터페이스(13) 및 스트림(stream) 인터페이스(14)로 구성되며, 연산 데이터의 전달과 스트
림 데이터의 전달은 각기 다른 통신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트랜스포트 메커니즘 측면에서 상기 연산 인터페이스(13)인 경우에는 연산 호출에 대한 매개변수를 전달하고 이에 대
한 결과를 반환 받는 메커니즘을 요구하며, 따라서 이산적(discrete) 상호작용의 형태를 취한다. 반면 상기 스트림 인
터페이스(14)인 경우는 스트림 타입에 해당되는 바이트 스트림을 연속적(continuous)으로 전달하는 메커니즘이 필요
하다.

상기 연산 인터페이스(13)의 속성은 연산 버스(15) 및 연산 시맨틱(16)의 2개의 부 속성으로 분해된다.

상기 연산 버스 속성(15)은 연산 시그너쳐 타입에 해당되는 규격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연산 시그너쳐는 연산
의 반환 타입, 연산의 이름, 연산의 매개변수로 구성되는 데, 반환 타입은 연산의 결과로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을 표현
하며, 연산의 매개변수는 각기 입, 출력 모드와 데이터 타입을 갖는다.

상기 연산 시맨틱 속성(16)은 분산 환경에서 시스템 또는 통신 링크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연산의 호출 속성을 표시
하며 2 가지 속성만을 표시하고 있다.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최소 1번의 실행 속성을 갖도록 지원하는 경우 at_least
_once 이고, best_effort 경우에는 실행 속성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상기 스트림 인터페이스(14)에서 표현되는 속성은 스트림 버스(17), 스트림 QoS 시맨틱(18), 스트림 방향성(19) 속
성의 3개의 부 속성으로 분해된다.

    
상기 스트림 버스 속성(17)은 응용 레벨의 스트림 버스 인터페이스 규격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스트림 버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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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페이스 규격은 특정 스트림이 어떠한 미디어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를 표시한다. 스트림 버스 인터페이스 규격
으로 가능한 매개변수들로는 미디어의 타입, 미디어의 포맷 등을 들 수 있다. 스트림 유형의 QoS(서비스 품질) 속성은
 종단간(end-to-end) QoS 규격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프레임 속도, 지연, 손실 율 등의 값이 스트림 QoS 규
격의 구체적 값이 될 수 있다.
    

상기 스트림 QoS 시맨틱 속성(18)은 스트림 QoS 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하부구조(버스)에서 
보장하는 경우 (guaranteed) 와 하부구조에서 보장을 하지 않는 경우 (best_effort) 로 대별된다. QoS 지원 정책에 
따라서는 두 가지 경우 외에도 확률적으로 보장하는 경우도 가능한 속성 값이 될 수 있다.

상기 스트림 방향성 속성(19)은 버스를 통한 스트림 데이터 흐름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단방향(
unidirectional)과 양방향(bidirectional)으로 나누어진다. 상기 단방향은 사용자 객체의 역할에 따라 순방향과 역방향
으로 세분된다. 여기서 순방향은(uni_f) 클라이언트(소스) 단에서 서버(싱크) 단으로의 단방향 메시지 흐름을 나타내
고, 역방향은(uni_b) 그 반대이며, 양방향은(bi) 두 개의 단방향 흐름을 표시한다.

상기 버스 시맨틱 속성 트리를 서비스 속성 관점에서 분류했을 경우 버스 속성(12) 노드가 있다. 상기 서비스 속성 관
점은 버스의 비기능적 측면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버스의 기능을 부가적으로 향상시키거나 버스의 사용을 제한하
는 조건 등을 이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의 두 관점(링크 구성 관점, 상호작용 스타일 관점)과 달리 서비스 속성의
 정형화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가변적이다.

상기 버스 속성(12)은 버스의 기능적(functional) 측면은 동일하지만 비기능적(non-functional) 측면에서 구별되는
 속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예를 들면, 버스의 QoS 속성으로는 버스의 신뢰성, 보안성, 사용 비용, 제약 조건 
등을 표현할 수 있다. 각 QoS 속성은 해당되는 QoS 규격에 대한 구체적 값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이 속성 노드의 부 
속성이 정확하게 정의되기 위해서는 부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나 타입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도 4a 내지 도 4f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버스의 타입 속성에 대한 정의와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의 구체적인 명세를 위한
 버스 인터페이스 정의 언어(BIDL)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다.

버스의 인터페이스 패턴을 기술하기 위한 BIDL 문법은 다음과 같은 확장형 BNF 표기법으로 정의된다. 사용되는 기호
 중에 " |" 는 항목 중 하나의 선택(alternative)을 나타내고, " {}" 는 0 번 이상 반복(zero or more)을 나타내며, "
 +" 는 1번 이상 반복(one or more) 나타낸다. [ ]는 경우에 따라 선택적으로(optional) 나타난다는 표시이고, < >
 는 비단말(non-terminal) 기호를 의미하고, " " 는 키워드(keyword) 또는 단말(terminal) 기호를 의미한다.

도 4a는 버스 템플릿 구문 정의에 관한 것으로, BIDL 언어로 기술된 버스 템플릿 규격을 BIDL 규격(bidl_spec) 또는
 BIDL 파일이라 한다. BIDL 규격은 하나의 템플릿 정의에 해당되며, 템플릿 정의는 템플릿 헤더(header) 부와 템플릿
 기술(description) 부로 구성된다. 템플릿 헤더 부는 버스 템플릿의 이름을 기술하고, 템플릿 기술 부는 버스의 시맨
틱 속성을 표현하는 3개의 규격으로 구성된다.

도 4b는 버스 컨텍스트 규격부에 관한 것으로, 버스 컨텍스트 규격부는 버스 유형이 갖는 컨텍스트(context) 정보에 
해당되는 토폴로지 속성을 나타낸다. 이 규격부의 구문 구조 정의는 topology_spec 으로 구성되며, 시맨틱 속성 트리
에서 정의된 속성 값을 갖는 타입을 표시한다.

    
도 4c는 버스 속성 규격부에 관한 것으로, 버스 타입의 비기능적 서비스 속성에 해당되는 사항들의 이름과 타입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액세스 제어(access_control) 와 가용성 (availability)의 2가지 속성을 정의하며, 추후 요구되는
 속성들을 정의할 수 있도록 'other_property'를 정의한다. 상기 액세스 제어는 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를 제한
하기 위한 정보로 사용되며 그 속성 값은 문자열 (string_literal) 을 이용하여 표현된다. 상기 가용성은 플랫폼에 의한
 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할 때의 처리 방안을 정의하며 일반적 시스템 고장시의 처리 방법을 따른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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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d는 버스 인터페이스 규격부에 관한 것으로, 버스 인터페이스 규격부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연산 (또는 스트림) 인
터페이스 시그니쳐 표현과 같은 고정적 통신 패턴에 대한 표현 외에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통신 패턴을 자유롭게 표
현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를 갖는다. 응용 객체의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버스는 기본적으로 연산 버스와 
스트림 버스로 구분된다.

    
응용 객체가 사용하는 연산 시그너쳐는 연산의 이름과 매개변수, 그리고 연산의 결과로 구성되는 데, 본 발명의 버스에
서는 응용 객체가 사용하는 연산을 연산 패턴을 전달하는 버스의 이벤트 집합으로 모델링한다. 따라서 객체의 연산 시
그너쳐는 버스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벤트의 정렬된 순서의 집합으로 기술될 수 있다. 버스 인터페이스에
서 발생되는 이벤트로는 버스로의 메시지 송출(emission)과 버스에서의 메시지 수신(reception)이 있으며, 각 메시지
는 버스로의 입, 출력 방향성과 함께 이름, 타입의 쌍으로 표현된다.
    

상기 연산 버스 인터페이스 규격부(< op_bus_interface_spec> )는 연산 버스 선언부(< op_bus_dcl> )와 연산 시
맨틱 선언부(< op_semantic_dcl> )로 나누어 진다.

    
상기 연산버스 선언부(< op_bus_dcl> )는 크게 헤더(header)에 해당되는 부분과 몸체(body) 그리고 트레일러
(trailer)로 구성된다. 구문 구조상 버스 선언 헤더부는 버스 유형의 이름을 기술하는 부분인 < op_bus_specifier&
gt; 로 표현되며, 버스 유형의 패턴을 기술하는 몸체(body) 부분에 해당되는 " {" < op_bus_spec> " }" 가 그
 유형의 구체적 멤버들을 정의한다. 트레일러부는 몸체 내부에 서브 패턴으로 존재하는 중첩 또는 연합 구조를 갖고 있
는 버스 타입 멤버의 패턴을 기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타입 선언을 정의하는 부분인 < supporting_type_dcl&
gt; 으로 구성된다.
    

상기 연산 시맨틱 선언부(< op_semantic_dcl> )는 버스 신맨틱 속성 트리에서 정한대로 2 개의 속성 값을 갖는다.

도 4e에서, 연산버스 기술자 < op_bus_specifier> 는 타입 키워드(keyword) " op_bus" 와 그 버스 유형을 유일하게
(unique) 식별하여 주는 이름으로 구성된다.

버스 유형 이름은 버스 유형 템플릿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전역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한다. " op
_bus" 는 유형 선언 구문 전체가 하나의 유형을 갖는 주(Main) 버스로 사용되는 것을 표시하는 키워드이다.

버스 유형 선언의 몸체 부분은 버스의 통신(상호작용) 패턴을 구성하는 이벤트 멤버의 리스트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각
 멤버는 버스로의 방향성을 표시하는 속성인 방향 기술자(< direction_specifier> )를 선택적으로 가지며, 멤버의 유
형 규격인 연산 기술자(< op_specifier> )로 구성된다.

상기 방향 기술자(< direction_specifier> )는 버스에서 이전 이벤트와 방향이 다른 이벤트의 수신을 표시하기 위하
여 사용된다. 최초 이벤트는 기본 방향성 속성인 클라이언트에서 버스로의 메시지 송출 이벤트를 의미하며 이 경우 방
향 기술자(< direction_specifier> )는 생략된다.

본 모델의 버스는 연산 버스이므로 버스의 통신 패턴을 구성하는 멤버 리스트는 적어도 1개의 연산 유형 멤버를 갖는다
. 연산 유형 멤버는 버스를 통해 특정 연산의 이름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버스 패턴의 멤버이다.

버스 패턴을 구성하는 나머지 멤버들은 연산 멤버, 데이터를 전달하는 멤버 또는 서브 패턴을 전달하는 멤버의 조합으
로 구성된다. 버스는 여러 개의 연산 패턴을 전달 할 수도 있는 데, 각 연산의 경계는 연산 유형 멤버의 선언을 기준으
로 한다. 연산 패턴의 경계는 연산 타입 멤버 선언 이후로부터 시작하여 다음 연산 타입 멤버 선언 이전까지로 한다.

버스 선언(declaration) 구문을 하나의 구조체(structure)로 보았을 때, 구조체의 각 멤버(member)는 버스 인터페이
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의 타입을 기술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각 멤버는 마치 구조체의 멤버처럼 이벤트의 유형을 
표시하는 유형 기술자와 그 유형 변수의 이름으로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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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로는 통신 패턴을 구성하는 연산 이름의 전달(연산 멤버의 전달), 연산 데
이터의 전달, 그리고 패턴 내에 포함된 서브 통신 패턴을 표현하는 중첩된(nested) 연산의 전달, 연합적(union) 연산
의 선택적 전달 이벤트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이벤트들을 표시하기 위하여 선언 구문 멤버의 타입 기술자는 기존 매개
변수 데이터 타입 외에도 세 가지 타입 기술자를 추가하였다.

멤버 타입 기술자 규격을 기술하는 구문 구조에서, 연산 데이터의 타입을 규정하기 위한 부분인 < simple_data_type
_specifier> 은 기본형 매개변수 데이터 타입(예, int, char, float 등)을 표시하고 < constr_data_type_specifier>
 은 구조체 데이터 타입(예, struct, union, enum 등)을 표시하며, C++ 프로그래밍 언어의 데이터 타입과 같은 의미
로 사용된다.

연산 이름의 전달을 위해 확장된 연산 유형 기술자인 < op_type_specifier> 는 " op" 타입 키워드를 사용하며, " op
" 유형을 버스 모델에서는 하나의 프리미티브 유형으로 간주한다. 프리미티브 유형으로서 " op" 유형은 그 유형 변수의
 도메인으로 < identifier> 와 같은 범위를 갖는다. 따라서 보통의 식별자(identifier) 규칙을 만족하는 스트링(strin
g)은 " op" 유형 변수의 값이 될 수 있다.

하나의 통신 패턴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중첩된 연산의 전달 이벤트를 표시하는 타입 템플릿의 멤버는 그 유형 기술
자로 < sub_bus_type_specifier> 를 갖는다. 이는 C++ 언어의 struct 구조체에서 또 다른 struct 구조체를 멤버로
 갖는 것과 같은 구문 구조이다.

앞서 정의된 것처럼 버스 유형 기술자는 버스 유형 을 표시하는 키워드와 유형 이름으로 구성되는 데, 중첩된 연산을 표
시하는 멤버는 < sub_bus_type_specifier> 형태가 하나의 유형 기술자로 작용한다. 키워드로 서브 패턴임을 표시하
기 위하여 " sbustype" 이 사용된다는 점만이 차이가 난다. 멤버에 " sbustype" 으로 표시되어 있는 버스 유형 은 몸
체의 지원 유형 부분에 그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연합적(union) 연산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전달하는 이벤트를 표시하는 유형 템플릿의 멤버는 그 유형 기술자로 <
 union_bus_type_specifier> 를 갖는다. 이는 C++ 언어의 struct 구조체에서 union 구조체를 하나의 멤버로 갖
는 것과 같은 구문 구조이다. 일반적인 버스 유형 기술자의 구문 구조와 유사하게 < union_bus_type_specifier&g
t; 는, 멤버 유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연합적 연산 버스 유형을 표시하는 " ubustype" 키워드와 그 버스 유형 의 식별자
로 사용되는 이름으로 구성된다. 이 두 개의 요소가 하나의 유형 기술자로 작용한다. " sbustype" 과 마찬가지로 " ub
ustype" 유형의 버스 멤버는 지원 유형 부분에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본 발명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버스의 통신 패턴은 멤버 리스트로 구성된다. 멤버들 중에는 그 자체가 하나의 통신 서브
 패턴을 구성하는 멤버(예, sbustype 또는 ubustype 멤버)들이 있다. 이때, 몸체 부분에는 유형 이름만이 기술되므로
 그 유형에 대한 패턴 정의를 담고 있는 선언부가 필요하다.

몸체의 유형 정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서브 패턴의 유형 (멤버 리스트)을 규정하는 부분이 지원 유형 선언부 < sup
porting_type_dcl> 로 몸체의 멤버 변수로 되어 있는 버스 유형 멤버들의 통신 패턴에 대한 선언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서브 패턴에 대한 선언을 멤버 리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은 최종적으로 버스 유형이 멤버 리스트로만 표현될 때까
지 반복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의 버스 유형 선언 템플릿은 최종적으로 버스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는 연산 유형과 연산 데이터
 유형 멤버의 순서화된 집합으로 표현된다.

도 4f는 스트림 버스 인터페이스 규격부에 관한 것으로, 스트림 버스 인터페이스 규격부(< st_bus_interface_spec>
 )는 스트림 QoS 시맨틱 선언부(< stqos_semantic_dcl> ), 스트림 방향성 선언부(< stream_direction_dcl> ), 스
트림 버스 선언부(< st_bus_dcl> )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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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트림 QoS 시맨틱 선언부와 스트림 방향성 선언부는 각각 유형 기술자와 유형이 갖는 속성 값들에 대한 정의로
 기술되며, 버스 시맨틱 속성 트리에 정의된 것과 같은 값들을 갖는다.

상기 스트림 버스 선언부는 크게 헤더 (header) 에 해당되는 부분과 몸체 (body) 로 구성된다.

구문 구조상 버스 선언 헤더 부는 버스 유형의 이름을 기술하는 부분인 < st_bus_specifier> 로 표현되며, 버스 유형
의 패턴을 기술하는 몸체(body) 부분에 해당되는 " {" < st_bus_spec> " }" 가 그 유형의 구체적 멤버들을 정의한다
.

스트림버스 기술자 < st_bus_specifier> 는 타입 키워드(keyword) " st_bus" 와 그 버스 유형을 유일하게(unique
) 식별하여 주는 이름으로 구성된다.

버스 유형 선언의 몸체 부분은 버스의 스트림 특성을 나타내는 이벤트 멤버의 리스트로 이루어진다. 각 멤버는 하나의
 스트림 플로우를 나타내며, 오디오, 비디오,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3가지 유형을 갖는다. 각 플로우는 방향성을 표시하
는 속성인 < flow_role> 을 필수적으로 갖는데 이것은 버스로 향하는 플로우는 " source" 의 값을 갖고, 버스로부터
 응용 객체로 향하는 플로우는 " sink" 의 값을 갖는다.

플로우가 갖는 QoS 특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QoS 선언부를 정의하는데 이것은 추후 확장성을 위하여 그 속성값들을 문
자열 (string_literal)로 정의하도록 한다.

상술한 소프트웨어 버스를 이용하여 분산된 응용 객체들에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 2에 나타낸 여러 가지 분산플
랫폼의 기능 요소간 상호작용이 요구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분산객체통신을 위한 각 구성 요소간 상호동작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버스 관리자(2)의 동작에 대해 설명하면, 버스 관리자(2)는 버스 규격 또는 미리 약속된 표기법으로 표현되는 버스 타
입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며 그 인스턴스 객체를 생성하고(m1), 그 생성된 버스 객체를 클라이언트와 서버 객체가 바
인딩 할 수 있도록 버스 중개자(3)에 임포트 동작을 통해 버스 객체를 등록한다(m2).

    
그리고, 서버측 동작에 대해 설명하면, 서버가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 서버는 객체 중개자(4)를
 통해 객체를 등록한다(s1). 서버는 서버측 버스 어댑터(6)를 경유하여 버스 중개자(3)를 통해 자신이 제공하고자 하
는 인터페이스들의 시그너쳐와 시맨틱 속성을 기반으로 생성된 버스 객체의 레퍼런스를 얻는다(s2). 상기 서버측 버스
 어댑터(6)는 전 단계(s2)에서 얻어진 레퍼런스를 사용하여 서버가 사용하고자 하는 버스 객체들에 바인딩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s3). 그리고, 버스를 통해 요구가 전달되면 요구 매개변수를 입력 받아 자신의 구
현 메소드를 실행한다(s4). 그 메소드의 반환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버스에 싣는다(s5).
    

    
그리고, 클라이언트측 동작에 대해 설명하면,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측 버스 어댑터(6)를 경유하여 버스 중개자(3)
를 통해 그 객체의 인터페이스의 시그너쳐를 기반으로 생성된 버스의 식별자를 얻는다(c1). 클라이언트는 객체 중개자
(4)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체의 레퍼런스를 얻는다(c2). 그리고, 클라이언트측 버스 어댑터(6)
를 통하여 자신의 호 요구마다 필요한 버스에 바인딩한다(c3). 바인딩되어 있는 버스를 통해 서버에게 서비스를 요청한
다(c4). 객체 요구의 결과를 버스를 통해 반환받는다(c5).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객체간 상호작용과정의 다양한 통신형태를 분산플랫폼에서 구별하고 이런 특
성들을 하부 통신 메커니즘에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응용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며 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 능력을 향
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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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측면이 향상된 통신서비스의 제공은 전체 분산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정보통신망에서의 분산 응용이
 필요로 하는 통신 아키텍쳐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도입과 분산 소프트웨어 모듈의
 제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 및 변형하
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수정 및 변경 등은 이하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분산 플랫폼내에서 어떠한 기능과 속성의 통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개별화된 소프트웨어 버스 객체들
;

상기 분산 플랫폼내의 통신 아키텍쳐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플랫폼 관리자;

상기 플랫폼 관리자의 정책 및 지시에 의해 상기 플랫폼에서 소프트웨어 버스들의 유형 규격과 버스 객체 인스턴스의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버스 관리자;

상기 버스 관리자 및 응용 레벨의 클라이언트, 서버 객체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중개 기능을 제공하는 버스 중개자;

상기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동적으로 적절한 서버를 찾도록 해주는 객체 중개자;

상기 소프트웨어 버스들의 유형과 인스턴스 정보의 영속적인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레포지토리;

클라이언트와 서버 객체에게 플랫폼 사용을 위한 바인딩 관련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버스 중개
자 및 버스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필요한 중개와 버스 바인딩 동작을 처리하는 버스 어댑터; 및

상기 소프트웨어 버스 유형 규격에 일치하는 버스 객체를 생성하는 버스 팩토리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객
체간 통신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플랫폼의 통신 아키텍쳐를 구성하는여러 유형의 버스들은 상기 플랫폼 관리자의 책임하에 미리 규격화되어 플랫
폼에 그 템플릿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객체간 통신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응용객체가 요구하는 상기 소프트웨어 버스는 상기 템플릿들을 이용하여 플랫폼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객체간 통신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웨어 버스의 유형은 버스 시맨틱 속성 트리 및 버스 인터페이스 정의 언어에 의해 규격화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분산객체간 통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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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시맨틱 속성 트리는

상기 버스를 통해 구성된 연결 형상에서 송수신자 객체간 메시지 교환되는 방향을 표시하는 링크 구성 관점,

상기 소프트웨어 버스를 통해 발생하는 상호작용 인터페이스의 특성과 메시지 전송을 위해 내부적으로 지원되어야 하
는 기능을 구별하는 상호작용 스타일 관점 및,

상기 소프트웨어 버스의 비기능적 측면을 표현하는 서비스 속성 관점으로 분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객체간 통
신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링크 구성 관점에 속하는 속성 노드로는 버스 종단점간의 형상을 반영하며 점대점과 다중점 속성을 부속성으로 갖
는 토폴로지 속성 노드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객체간 통신장치.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작용 스타일 관점에 속하는 속성 노드로는 객체들이 어떤 종류의 통신 메카니즘을 이용하는가를 구별하는 인
터페이스 유형 속성 노드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객체간 통신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 유형 속성 노드는

연산 시그너쳐 타입에 해당되는 규격을 기술하는 연산 버스 속성 및, 분산 환경에서 시스템 또는 통신 링크에 장애가 발
생하였을 때 연산의 호출 속성을 표시하며 2가지 속성을 표시하는 연산 시맨틱 속성을 부속성으로 갖는 연산 인터페이
스 속성 노드; 및

응용 레벨의 스트림 버스 인터페이스 규격을 기술하는 스트림 버스 속성과, 스트림 서비스 품질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
을 표시하는 스트림 서비스 품질 시맨틱 속성 및, 버스를 통한 스트림 데이터 흐름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스트림 방향성
 속성을 부속성으로 갖는 스트림 인터페이스 속성 노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객체간 통신장치.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속성 관점에 속하는 속성 노드로는 버스의 비기능적 측면에서 구별되는 속성을 표시하는 버스 속성 노드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객체간 통신장치.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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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인터페이스 정의 언어는

버스 템플릿의 이름을 기술하는 템플릿 헤더부와 버스의 시맨틱 속성을 표현하는 템플릿 기술부로 구성된 버스 템플릿
 구문 정의부;

버스 유형이 갖는 컨텍스트 정보에 해당하는 토폴로지 속성을 나타낸 버스 컨텍스트 규격부;

버스 타임의 비기능적 서비스 속성에 해당되는 사항들의 이름과 타입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버스 속성 규격부; 및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통신 패턴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버스 인터페이스 규격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분산객체간 통신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인터페이스 규격부는 연산 버스 인터페이스 규격부와 스트림 버스 인터페이스 규격부를 구비하고,

상기 연산 버스 인터페이스 규격부는 버스 유형의 이름을 기술하는 헤더부, 상기 버스 유형의 구체적 멤버들을 정의하
는 몸체부 및, 상기 몸체 내부에 서브 패턴으로 존재하는 버스 타입 멤버의 패턴을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타입 선
언을 정의하는 트레일러부로 된 연산버스 선언부; 및, 상기 버스 시맨틱 속성 트리에서 정한대로 2개의 속성값을 갖는
 연산 시맨틱 선언부를 구비하며,

상기 스트림 버스 인터페이스 규격부는 유형 기술자와 유형이 갖는 속성값들에 대해 정의하는 스트림 서비스품질 시맨
틱 선언부와 스트림 방향성 선언부 및, 버스 유형의 이름을 기술하는 헤더부와 상기 버스 유형의 구체적 멤버들을 정의
하는 몸체부를 갖춘 스트림 버스 선언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객체간 통신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유형 선언의 몸체부는 버스의 스트림 특성을 나타내는 이벤트 멤버의 리스트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분산객체간 통신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이벤트 멤버는 오디오/비디오/애니메이션 유형을 갖는 하나의 스트림 플로우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분산객체간 통신장치.

청구항 14.

클라이언트가 버스의 식별자를 얻고,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체의 레퍼런스를 얻는 과정;

상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호 요구마다 필요한 버스에 바인딩하는 과정;

상기 바인딩되어 있는 버스를 통해 서버에게 서비스를 요청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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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버가 객체를 등록하고, 자신이 제공하고자 하는 인터페이스들의 시그너쳐와 시맨틱 속성을 기반으로 생성된 버
스 객체의 레퍼런스를 얻는 과정;

상기 얻어진 레퍼런스를 사용하여 상기 서버가 사용하고자 하는 버스 객체들에 바인딩하는 과정;

상기 버스를 통해 요구가 전달되면 요구 매개변수를 입력 받아 자신의 구현 메소드를 실행하고 그 메소드의 반환 결과
가 있으면 그 결과를 버스에 싣는 과정; 및

상기 객체 요구의 결과를 상기 버스를 통해 클라이언트측에서 반환받는 과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객체
간 통신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들은 미리 규격화되어 플랫폼에 그 템플릿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객체간 통신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의 유형은 버스 시맨틱 속성 트리 및 버스 인터페이스 정의 언어에 의해 규격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
객체간 통신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시맨틱 속성 트리는

상기 버스를 통해 구성된 연결 형상에서 송수신자 객체간 메시지 교환되는 방향을 표시하는 링크 구성 관점,

상기 소프트웨어 버스를 통해 발생하는 상호작용 인터페이스의 특성과 메시지 전송을 위해 내부적으로 지원되어야 하
는 기능을 구별하는 상호작용 스타일 관점 및,

상기 소프트웨어 버스의 비기능적 측면을 표현하는 서비스 속성 관점으로 분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객체간 통
신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링크 구성 관점에 속하는 속성 노드로는 버스 종단점간의 형상을 반영하며 점대점과 다중점 속성을 부속성으로 갖
는 토폴로지 속성 노드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객체간 통신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작용 스타일 관점에 속하는 속성 노드로는 객체들이 어떤 종류의 통신 메카니즘을 이용하는가를 구별하는 인
터페이스 유형 속성 노드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객체간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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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 유형 속성 노드는

연산 시그너쳐 타입에 해당되는 규격을 기술하는 연산 버스 속성 및, 분산 환경에서 시스템 또는 통신 링크에 장애가 발
생하였을 때 연산의 호출 속성을 표시하며 2가지 속성만을 표시하는 연산 시맨틱 속성을 부속성으로 갖는 연산 인터페
이스 속성 노드; 및

응용 레벨의 스트림 버스 인터페이스 규격을 기술하는 스트림 버스 속성과, 스트림 서비스 품질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
을 표시하는 스트림 서비스 품질 시맨틱 속성 및, 버스를 통한 스트림 데이터 흐름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스트림 방향성
 속성을 부속성으로 갖는 스트림 인터페이스 속성 노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객체간 통신방법.

청구항 21.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속성 관점에 속하는 속성 노드로는 버스의 비기능적 측면에서 구별되는 속성을 표시하는 버스 속성 노드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객체간 통신방법.

청구항 22.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인터페이스 정의 언어는

버스 템플릿의 이름을 기술하는 템플릿 헤더부와 버스의 시맨틱 속성을 표현하는 템플릿 기술부로 구성된 버스 템플릿
 구문 정의부;

버스 유형이 갖는 컨텍스트 정보에 해당하는 토폴로지 속성을 나타낸 버스 컨텍스트 규격부;

버스 타임의 비기능적 서비스 속성에 해당되는 사항들의 이름과 타입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버스 속성 규격부; 및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통신 패턴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버스 인터페이스 규격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분산객체간 통신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인터페이스 규격부는 연산 버스 인터페이스 규격부와 스트림 버스 인터페이스 규격부를 구비하고,

상기 연산 버스 인터페이스 규격부는 버스 유형의 이름을 기술하는 헤더부, 상기 버스 유형의 구체적 멤버들을 정의하
는 몸체부 및, 상기 몸체 내부에 서브 패턴으로 존재하는 버스 타입 멤버의 패턴을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타입 선
언을 정의하는 트레일러부로 된 연산버스 선언부; 및, 상기 버스 시맨틱 속성 트리에서 정한대로 2개의 속성값을 갖는
 연산 시맨틱 선언부를 구비하며,

상기 스트림 버스 인터페이스 규격부는 유형 기술자와 유형이 갖는 속성값들에 대해 정의하는 스트림 서비스품질 시맨
틱 선언부와 스트림 방향성 선언부 및, 버스 유형의 이름을 기술하는 헤더부와 상기 버스 유형의 구체적 멤버들을 정의
하는 몸체부를 갖춘 스트림 버스 선언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객체간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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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유형 선언의 몸체부는 버스의 스트림 특성을 나타내는 이벤트 멤버의 리스트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분산객체간 통신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이벤트 멤버는 오디오/비디오/애니메이션 유형을 갖는 하나의 스트림 플로우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분산객체간 통신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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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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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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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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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a

도면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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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c

도면 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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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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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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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 25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간단한설명
	발명의상세한설명
	발명의목적
	발명이속하는기술및그분야의종래기술
	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발명의구성및작용
	발명의효과


	청구의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a
	도면4b
	도면4c
	도면4d
	도면4e
	도면4f
	도면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