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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프로세싱 유닛과, 상기 프로세싱 유닛에 접속된 하나 이상의 메모리 저장부와,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싱 
유닛 내에서 실행 가능한 N-계층 소프트웨어 실행파일과, 상기 프로세싱 유닛에 접속된 통신 경로 및 상기 메모리 저
장부에 상주가능한 하나 이상의 확장가능한 계층을 포함하되, 상기 계층은 소정 개수의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컴포넌
트의 논리적으로 분류된 세트를 더 포함하며(도 6, 74), 각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외부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며, 각각의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통신 가능한 확장가능한 N-계층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도 6, 70) 
생성용 컴퓨팅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시스템을 이용한 확장 가능한 N-계층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도 6, 8
6) 생성용 컴퓨팅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은 어플리케이션 요구 조건의 세트를 결정하는 
단계와, 어플리케이션 요구 조건 세트의 각각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상기 어플리케이션 요구 조건과 매치되는 소프트웨
어 컴포넌트를 위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목록을 검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목록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매치가 존재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요구 조건 세트의 어플리케이션 요구 조건 각각에 대하여, 어플리케이션 
요구 조건에 매치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획득되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목록에 저장된다. 각각의 매치되거나 새로
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계층의 소정 세트의 각 계층 및 상기 계층의 소정 세트를 조립함에 의하여 생성된 상기 소프
트웨어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어플리케이션, N-계층, 확장,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확장가능한 N-계층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개발용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아키텍쳐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드를 디자인하거나 생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래머나 코드 개발자들은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의 접근 방법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데이터 저장 및 어플리케이션 로직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완
전히 결합된 " 통일된(monolithic)"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에 의하여 구현되
어야 할 시스템 스펙(specifications)이나 기능들의 세트가 주어진 경우에, 코드 개발자는 원하는 모든 기능들을 구현
하는 통일적이며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디자인한다. 프로그래머는, 예를 들어, C++과 같은 고급의 프로
그램 언어와 개발 도구를 사용하여, 고급 언어의 소스 코드를 만들어 내고, 이를 컴파일러로 컴파일하여 프로그램의 실
행 가능한 버전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의 문제점은 어플리케이션을 유지보수하기 어렵고,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들이 결합되어 있으며 어플리
케이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재사용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객체 또는 컴포넌트와 같은 더 작은 유닛들로 분할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유닛들을 조합하여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전반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컴포넌트들의 그룹을 어셈블하고 컴파일하여 독립적이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또는, 특정 컴포넌트의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컴포넌트를 실시간으로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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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닛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원(resource)의 소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후속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러한 기
능이 필요할 경우마다 상기 유닛들은 다시 개발할 필요 없이 이들을 재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단계 및 3단계 아키
텍처들과 같은 현재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서는, 데이터 저장부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일부분은 상대적으로 재
사용하기에 용이하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구현하는 컴포넌트와 같은 다른 종류의 컴포넌트들은 여전히 큰 블
록으로 통합되어 있어 컴포넌트나 다양한 기능들을 재사용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종래기술의 단점을 해결하는 향상
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아키텍처 및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 N-계층 아키텍처" 개념을 도시한 다이어그램.

도 2는 소프트웨어 팩토리(factory)을 도시한 설명도.

도 3은 프레임워크를 도시한 다이어그램.

도 4는 규칙들의 플로우차트.

도 5는 본 발명의 라이프 사이클 규칙을 도시한 플로우차트.

도 6은 본 발명에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디자인 방법을 도시한 플
로우차트.

도 7은 본 발명의 기초 계층의 벤다이어그램.

도 8은 본 발명의 메시징 계층의 벤다이어그램.

도 9는 본 발명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벤다이어그램.

도 10은 컴포지트 컴포넌트의 벤다이어그램.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간 장치 계층의 벤다이어그램.

도 12는 본 발명의 데이터 계층의 벤다이어그램.

도 13은 본 발명의 처리 계층의 벤다이어그램.

도 14는 본 발명의 시각 계층의 벤다이어그램.

도 15는 본 발명의 모델-뷰-컨트롤러(MVC)의 벤다이어그램.

도 16은 본 발명의 템플릿 오브젝트의 벤다이어그램.

도 17은 본 발명의 비즈니스 규칙 계층의 벤다이어그램.

도 18은 본 발명의 인터셉터 계층의 벤다이어그램.

도 19는 본 발명의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벤다이어그램.

도 20은 본 발명의 위저드 계층의 벤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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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은 본 발명의 테스팅 계층의 벤다이어그램.

    실시예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은 생산 지향적 접근 방법을 잘 정의된(well-defined) 아키텍처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생산
에 적용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생산(manufacturing)은 소프트웨어 팩토리(software factory)와 유사
한 방법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모든 종류의 지적 자산들을 신
속하고 저렴하게 결합할 수 있는 조립(assembly) 라인을 가진 소프트웨어 생산 프로세스와 같이 진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은 N-계층 아키텍처 개념을 사용한다. N-계층 아키텍처에서는, 모든 기능들은 시스템 레벨에서 잘 정의된 비
즈니스 기능(business function)을 수행하는 논리 단위 또는 계층(30)으로 세분화된다. 본 발명의 N-계층 아키텍처
에서 계층(30)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본 발명의 N-계층 소프트웨어 디자인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개발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프로그래밍 
분야의 당업자들이 이해하는 바와 같이, "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는 언어로부터 독립적이며 FORTRAN, C, C++, JA
VA 등 또는 이들의 조합을 제한없이 포함하는 복수개의 컴퓨터 언어로 구현될 수 있다. 프로그래밍 분야의 당업자들이 
이해하는 바와 같이, 종래기술의 " N-계층" 은 프로토콜 스택과 같이 계층구조(hierarchy)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명세서에서는, " N-계층은" N개의 계층(30)으로 특징되는 아키텍처를 의미하며, 각각은 특정 종
류 및 인터페이스를 구비한다. 계층들에 대하여 계층구조(hierarchy)가 정의될 수는 있으나, 본 발명에 의한 N-계층
에서는 어떠한 계층구조도 강제되지 않는다.
    

    
개발하려는 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및 계층(30)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능의 특징
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계층(30)과 관련되어 있다. 본 발명은, 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고 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그 계층을 위해 아키텍처에 의해 지정된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소프트웨
어 컴포넌트 디자이너가 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디자인하거나 선택하는, N-계층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아키
텍처를 사용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구현되거나 정의될 수 있는 계층(30) 또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개수에
는 제한이 없다. 아키텍처를 위한 규칙은 계층들(30)은 2- 또는 3-계층 시스템에서와 같이 계층구조(hierarchy)의 
일부일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되지만, 각 계층(30)이 필요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계층(30)과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즉 주어진 계층(30) 내에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필요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계층들(30)
에 속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20)과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특정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상호연결되어
야 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이하의 용어들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분야의 당업자에게 있어서 이하의 의미와 같이 이해되며, 일
부는 본 명세서에 추가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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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용어 정의
아키텍처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원칙 및 규칙의 세트
COM 컴포넌트 객체 모델링(Component Object Modeling)
컴포넌트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 지에 관한 상세한 사항들을 보호하며(숨기며) 이진 레벨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객체.
CORBA 공통 객체 요청 보로커 아키텍쳐(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DCOM 분산 컴포넌트 객체 모델(Distributed Component Object Model)
DLL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Dynamic Link Library)
이벤트 핸들러 메시지 처리 객체
프레임워크 비즈니스 객체의 속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동작을 추가하는, 비즈니스 객체를 위한 구

조화된 컨텍스트
GUID 전역 고유 식별자(Globally unique identifier).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고

유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진 수의 비트를 가지는 숫자.
JAVA 프로그래밍 언어
모델 소정의 규칙들의 세트을 통해서 강제되는 관계를 가지는 컴포넌트들의 혼성 모임; 계층

으로 조직화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들의 컬렉션 또는 인스턴스
객체 프로그래밍 구조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고, 하나의 유닛으로 정의되고 

할당된 데이터와 함수를 모두 캡슐화하는 프로그래밍 구조. COM 객체는 적어도 객체
가 사용되는 도중에 객체의 존재를 유지하고, 객체의 다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IUn
known 인터페이스를 반드시 지원해야한다.

패키지 메시징 또는 접속과 같은 특정 동작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내의 인터페이스의 논리적 
분류

싱크 메시징을 위한 접속 싱크(sink)
소스 메시징을 위한 접속 소스(source)
계층 잘 정의(well-defined)되어 있고, 소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컴포넌트들의 논리적인 분

류.

본 명세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 조작하다" 는 수동적으로 모델링하거나, 능동적으로 모델링하거나, 또는 능동 및 수동 
모델링의 조합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또한 "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분야의 당업자에 의해 이해되는 바와 같이, 데이터 처리, 데이터 획득 및 관리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
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프레임워크(40)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와 그 계층(30)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되는 임의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20)를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의 세트를 포함하는 계층(30)에 대한 기초 디자인 구조를 명시한다. 도 1 내지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박스 형태로 표시된 프레임워크(40)는 다양한 도면에서 일반적으로 원형으로 표시된 하
나 이상의 패키지(42); 다양한 도면에서 구름 형태로 도시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대표 인터페이스; 및 하나 이상의 질
의 가능한 속성 및 변수뿐만 아니라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수집 메서드를 포함한다. 따라서 패키지(4
2)는 메시징 또는 접속과 같은 특정 동작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의 집합이다. 본 발명의 프레임워크(40)의 대부분은 
하나 이상의 패키지(42)를 포함한다.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는, 메서드 및 프로퍼티는 종종 속성으로 불리우나, 프레임워크(40), 패키지
(42) 및 인터페이스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구조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바와 같이, " 메서드" 
는 동작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 프로퍼티" 는 다른 인터페이스에 노출된 변수 및 상수를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 또한 사용된 바와 같이, " 컬렉션" 또는 소프트웨어 컬렉션" 은 미가공 데이터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
넌트(20)인 데이터 항목 그룹으로의 액세스를 허용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구조이다. 객체 그룹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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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을 따르는 인터페이스는 본 명세서에서 " 컬렉션 인터페이스" 로 불리운다. 예를 들면, 컬
렉션 인터페이스는 특정 메서드, 예컨대 " Item()" 메서드에 의한 컬렉션의 단일 항목으로의 프로그램적인 액세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 다른 예로써, 컬렉션 인터페이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분야의 당업자가 용이
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 클라이언트" 가 특성, 예컨대 컬렉션에 몇 개의 항목이 있는지를, 프로퍼티, 예컨대 " C
ount" 프로퍼티를 통하여 인식하도록 한다.
    

본 명세서 전체에 있어서, 다른 종류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 대한 참조는 다음의 명명 방법을 사용한다.

[표 2]
표 1: 표준 약어
약어 정의
GC 클래스
GP 패키지
IGC 클래스로의 인터페이스

    
따라서, 이 명세서에는, 엔티티(entity), 구조, 또는 " GCxxx" 와 같이 제시된 예는, " GCxxx" 가, 소프트웨어 프로그
래밍 분야의 당업자에게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는 용어인 클래스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엔티티(entity), 
구조, 또는 " IGCxxx" 와 같이 제시된 예는, " IGCxxx" 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분야의 당업자에게 용이하게 이해
될 수 있는 용어인 클래스로의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의미한다. 엔티티(entity), 구조, 또는 " GPxxx" 와 같이 제시된 
예는 " IGCxxx" 가 패키지(42)라는 것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 클래스" 의 개념을 사용하는 소프트
웨어, 예컨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외의 것으로 구현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용어 및 명명 방법은 예시적인 것이며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프로퍼티 또는 속성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바와 같이, 뒤따르는 
괄호 " ()" 를 가진 명칭으로 표시된 프로퍼티는 호출가능한 메서드(invocable method)를 의미하는 반면, 뒤따르는 
괄호 " ()" 가 없는 명칭으로 표시된 프로퍼티는 변수 또는 데이터 포인트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분야의 
당업자는 " foo" 로 명명된 객체 또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 foo.add()" 에 의해 호출가능한 " add()" 메서드
와, " foo.grex" 에 의하여 액세스가 가능한 " grex" 프로퍼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분야의 당업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동일하게 명명된 메서드 또는 프로퍼티를 포함할 수 있으나, 각각은 고유하고 구별되는 메서드 또는 프로퍼티를 표시한
다. 예를 들면, " IGOne" 인터페이스는 " IGTwo" 인터페이스가 포함하는 것과 같이 " x" 프로퍼티를 포함할 수 있느나, 
IGOne.x는 IGTwo.x와 동일하지 않다. 유사하게, IGOne.foo()는 IGTwo.foo()와 동일하지 않다.
    

본 발명의 범위는 청구항에 기재된 것과 같으며, 이러한 설명적인 구성은 발명의 한계가 아니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분야의 당업자가 본 발명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기능들, 명명법과 COM 객체 
일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1999년 1월 마이크로소프트 출판사에서 출판되고 참조로 본 명세서에 포함된 MSDN(마
이크로소프트 개발자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참조 부호 20인 "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분야의 
당업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객체를 포함하지만 객체에 한
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대신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런타임 라이브러리,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 프로토콜 핸들러, 시스템 서비스, 클래스 라이브러리, 써드 파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및 라이브러리 등 또
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한 호출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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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산업의 필요와 특징을 만족시키기 위해, 본 발명의 원리, 규칙, 및 방법을 이용하여 N-계층 아키텍처를 디자인 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 어플리케이션" 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분야의 당업자들에 의해 이해되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CORBA, JIT(just-in-time), JAVA 등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같이 컴파일되고, 인터프리트되고, 온-더-플라이
(on-the-fly)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코드 개발자가 특정 N-계층 아키텍처의 스펙(specificat
ion) 내에서 특정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 위저드" 또는 다른 코드 개발 툴이 또한 사용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저드는 코드 디자이너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위한 계층(30)을 선택하도록 하고, 소
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그 특정 계층(30)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20)을 위해 지정된 인터페이스 표준에 부합하
도록 보장함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을 이용하여 정의되고 구현되는 N-계층 어플리케이션은 다양한 산업 및 상황, 예를 들면 지질 산업 기술뿐만 
아니라 조선 기술, 재정 기술, 의료 기술에서의 이용에 적합하다.

도 1 내지 도 2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N-계층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도록 하여주는 규칙 및 메서드
의 특정을 위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개발된 확장 가능한 N-계층을 이용하여 설계된다. 그러한 방법론은 본 명세서에 참
조를 위해 첨부된 __________에 출원되어 출원 계속중인 Ser. No._/______(attorney docket no. D5407-00109, U.
S. Express Mail no.______________)에서 제안되었다.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은 선택된 아키텍쳐에 대한 규칙에 따라 시스템 레벨에서 비즈니스 기능과 같이 잘 정의된 기능을 
수행하는 논리 단위들 또는 계층들(30)로 나누어진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 실시예에서, 각 계층(30)은 유사 또는 상
보적 형태의 동작을 구비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들을 논리적으로 분류한다.

이하에 설명된 바와 같이, 프레임워크(40)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기초 세트 및 그 계층(30)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임의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의 세트를 포함하는 기본 디자인 구조를 지정한다. 프
레임워크(40)는 복수개의 패키지(42)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생성 또는 구입하여 후속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중에 재사용하기 위하여 
컴포넌트의 목록(또는 카탈로그)(700)에 추가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소정의 규칙을 이용한다. 더 많은 소프트웨어 컴
포넌트(20)가 개발됨에 따라, 목록(700)은 증가하게 되며, 따라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요구되는 시간 
및 자원을 더 감소시킨다. 또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20)은 목록에 없는(off the shelf) 컴포넌트들을 포함하는 인
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 의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목록에 없는 컴포넌트들, 예를 
들어 새로 구입한 컴포넌트들은 본 발명에 따른 N-계층 아키텍처의 요구에 따라서 소정의 인터페이스를 상기 목록에 
없는 컴포넌트에 부가함으로써 본 발명의 N-계층 아키텍처에 합병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주어진 예를 들어 새로운 계층(30)을 첨가함으로써 N+1-계층이 되는 것과 같이, N-계층 아키텍처가 
확장되도록 허용하는 규칙을 이용한다. 선행하는 N-계층 아키텍처를 위해 개발된 많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들은 
증가된 N+1-계층 아키텍처에서도 바로 재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것들도 약간의 수정만으로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된
다.

    
본 발명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구현된 각 계층(30)은 그 계층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들이 구비하여야 하는 
인터페이스들의 형태를 지정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들은 계층(30)의 일형태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다른 계층
(30) 내의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N-계층 아키텍처를 위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들이다. 본 발명을 사용하여 이러한 종래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디자이너들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위한 계층
(30)에 의해 명시된 인터페이스에 기초하여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 대한 지식 또는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생성하기 위한 규칙들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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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계층(30)의 특정된 초기 개수 및 유형과 각 계층(30)에 대한 특정 인터페이스 아키텍쳐를 구
비한 특정 N-계층 어플리케이션을 정의하고 한정하는 소정의 규칙을 사용하며, 각 초기 계층(30)은 비즈니스 로직 처
리, 데이터 처리 등과 같은 시스템 기능의 주요부분 중 하나를 만족시킨다.

그 층(30)에서 분류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종류의 특성에 따라서 고유한 인터페이스 세트를 구비한다. 더 일반
적인 인터페이스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의존관계가 상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 의하여 수집되고 다른 컴
포넌트들에 의하여 액세스되도록 하는 특정적, 공통적인 제1 인터페이스; 및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다른 컴포넌
트에 의하여 실행시 식별될 수 있도록 하는 제2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N-계층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비동기식 메시징을 통하여 비동기 통신을 
수행하도록 하는 비동기 아키텍처 개념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동기식 또는 혼합 동기식 및 비동기식 메시
징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인터페이스들은 WINDOWS(R) 운영 체제 환경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C
OM 스펙을 사용하여 구현된다. 예를 들어 Don Box의 Essential COM(Addison Wesley Longman Inc. 1998년 출간, 
ISBN 0-201-63446-5)을 참조한다. 외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외부 인터페이스들만을 볼 수 있다. 
ActiveX와 같은 공통 상호작용 표준(Common Interaction standards)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간에 통
신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들 사이에 연결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소프트웨
어 컴포넌트(20)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하나 이상의 원하는 프로세스들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 의하여 재사용되고 공유될 수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컴
포넌트(20)가, 예를 들어, LINUX, SUN(R) SOLARIS(R), UNIX 등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요구되는 환경 개념을 
포함한 복수개의 다른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 있음은 프로그래밍 분야의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바와 같이, 몇몇 계층(30)은 진정한 계층(30); 즉,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게 부가적인 동작
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계층이 아니다. 도 1에 일반적으로 계층(600)으로 도시된 위저드, 테스팅, 또는 템플릿 계
층(30)과 같은 계층들(3O)은 부가적인 보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저드 계층(30)은 개
발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본 발명의 표준 컴포넌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상호작용 도움말 기능(interactive he
lp utility)의 세트를 제공할 수 있다. 테스팅 계층(30)은 기능 계층(30)으로부터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또는 패
키지(42)를 이용(exercise)하며 테스트 결과를 로그에 기록하고, 개발자에게 테스트 완료 상태를 통지하는 소프트웨
어 컴포넌트(20)를 포함할 수 있다. 템플릿 계층(30)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본 발명의 표준 소프트웨어 컴포
넌트를 위한 퍼시스턴스(persistance), 컬렉션(collection), 및 반복자(iterator)들의 C++ 구현을 제공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팩토리를 도시한 도 2를 참조하면, 구입하거나 생성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프로그래밍 분야의 당업
자에게 널리 알려진 라이브러리 또는 카탈로그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장래의 용도를 위해서 목록(700)에 저장할 수 있
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인터페이스들은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고유한 특성 및 동작에 의해 제한
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기능을 가지도록 표준화된다. 본 발명의 개념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팩토리와 같
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조립 라인이다.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요구조건들이 우선 결정된다. 이때, 
현존하는 목록(700)을 조사하여(12)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
토한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로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 요구조건의 경우에는 생성되거나(13) 구입될 수 있으며 목
록에 부가할 수 있다. 다음에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은 스톡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들 및 새로운 소프트웨어 컴포
넌트(20)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들을 결합함으로써 새롭고 고유한 어플리케
이션을 온-더-플라이로 생성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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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사이클 플로우차트를 도시한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방법은 라이프사이클 규칙의 세트를 사용하여 본 발명
의 아키텍처를 변경시키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규칙들은 새롭
게 디자인되거나 이미 존재하는 규칙들의 세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부터 선택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사
용하여 디자인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초기 디자인(50)을 위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규칙(210), 계층 규칙(310) 
및 어셈블리 규칙(410)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계층(30) 및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한다. 초기 디자인은 
소정 개수의 초기 계층(30)들을 가질 수 있다.
    

구현된 시스템을 생산하고(52) 필요한 조정(adjustment)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한다(54). 만일 어떤 계층(30)에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16), 이를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58). 부가적인 요구조건이 발생하면(6
0), 새로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들이 생성되거나 기존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들이 변경되거나(62, 64) 이들
의 조합이 수행된다. 어플리케이션 요구조건에 따라 계층(30)이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도 6을 참조하면, 필요한 모델 및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목록이 결정되면(70),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들은 논
리적으로 분류된다(72). 이때, 필요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이미 목록(700)에 존재하는지 결정해야 한다(74, 
76). 가능하면 목록(700)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항상 재사용해야 한다(78). 호환성을 위하여 현재의 
아키텍처에 부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들은 원래 요구조건의 의도는 유지하면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부가적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들은 스펙과 현재의 목록(700)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서 생성될 수 있다(80).

    
본 발명의 소정의 규칙 및 디자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주어진 기능의 필요성에 따라 디자인
되고 구현된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각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웰, 지하의 
지리학적 특징(예를 들면, 단층), 로깅 트럭 또는 툴 또는 실행된 작업에 대한 정보와 같은 실세계의 객체 또는 프로세
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정의되고 구현될 수 있다. 시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프레즌테이션 정보를 포함하
도록 정의되고 구현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면, 데이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
0)의 상태를 보존하며,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내의 데이터로의 액세스 및 데이터의 사용을 허용하는 소프
트웨어 컴포넌트(20)로서 정의되고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주어진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다.
    

    
신규 또는 변경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성공적으로 테스팅 및 인증 단계를 통과한 후에, 신규 또는 변경된 소프
트웨어 컴포넌트(20)는 적정성(82)이 평가되어 목록(700)의 일부가 된다. 재사용 가능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
트(20)는 목록(700)에 추가된다(단계 88). 따라서 이러한 신규 또는 변경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현재의 아키
텍쳐에 통합될 수 있어, 현재 아키텍쳐를 확장하는, 즉 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계층(30)을 추가하다(단
계 86). 표준 인터페이스의 엄격한 구현을 통한 정의에 의하여, 하나의 계층(30)으로부터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는 다른 임의의 계층으로부터의 임의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어서 계층(30) 관계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다른 특정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 의하
여 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계층(30) 각각은 본 명세서에 설명되고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인터페이스 
메커님즘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다른 계층(30)과 인터페이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본 발
명의 디자인 방법론은 기초 계층(1000)을 포함하는 계층(30)의 소정의 초기 개수를 특정한다. 기초 계층(1000) 소프
트웨어 컴포넌트(20)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과, 예를 들면 메시징 계층(2000), 비즈니스 객체 계층(3000), 실시
간 장치 계층(4000), 데이터 계층(5000), 처리 계층(6000), 시각 계층(7000), 템플릿 계층(8000), 비즈니스 규칙 
계층(9000), 위저드 계층(10000), 테스팅 계층(11000), 인터셉터 계층(12000) 및 어플리케이션 계층(13000)과 
같은 다른 계층(30)을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다른 계층(30)은 예를 들면 플로팅 계층(30)과 같은 다른 계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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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이 생성될 수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기초 계층(1000)은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초기의 기본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비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기초 계층(1000)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및 다른 
계층(30)을 위한 적응가능한 초기 빌딩 블록을 형성한다.

    
기초 계층(1000)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수집하는 메서드를 제공하는 GPCollection(1100);과, 통상적으로는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 결합된 복수개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GPBase(1200);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정보의 소스 또는 싱크-소스 및 싱크는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짐-로서 접속하기 위한 메
서드를 제공하는 GPConnection(1300);과, 메시지에 기초한 비동기식 동작을 제공하는 GPEventHandler(1400); 및 
장치 제어 메서드을 제공하는 GPDevice(1500)을 포함한다.
    

    
GPCollection(1100)은 데이터 항목의 그룹, 예를 들면 유전 데이터 곡선을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한다. 바람직한 실시
예에서는, GPCollection(1100)은 데이터 세트로의 액세스 및 유지보수를 가능하게 하는 메서드를 제공하며, 컬렉션 
내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개수를 결정하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통한 반복을 가능하게 하는 COM 컬렉
션 인터페이스의 구현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이러한 메서드는 하나 이상의 소정 유형의 식별항목, 예를 들면 명
칭뿐만 아니라 컬렉션 내의 순서 위치에 의하여 특정 항목으로의 액세스를 제공한다.
    

    
GPBase(1200)은 다른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서 이용되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 대
한 소정의 범주 특성 부여뿐만 아니라 시간 및 날짜를 검색하거나 설정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지원한다. 범
주 특성 프로퍼티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등록 번호(CLSID) 및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마다 각각 다를 수 있
으며 미리 정의되거나 프로그램적으로 정의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 유형 특성" 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컴포넌
트(20)에 대한 설명적인 정보를 검색하거나 설정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
트(20)는 " 곡선" , " 웰" 또는 " 데이터" 유형을 구비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 곡선" 또는 " 파라미
터" 유형을 가질 수 있다.
    

GPConnection(1300)은 COM 접속 포인트 동작을 구현한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당업자에게 이해되는 바와 같이, " 접
속" 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인터페이스를 호출하는 것(" 소스" )과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 싱크" )의 두 개의 부분을 가지고 있다. " 접속 포인트" 는 소스에 의하여 노출된 인터페이스이다. 접속 
포인트를 노출시킴에 의하여, 소스는 하나 이상의 싱크가 그 소스로 접속을 성립하도록 한다.

    
본 발명에서, 하나 이상의 GPConnection(1300) 메서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분야의 당업자에게 용이하게 이해
되는 바와 같이, 싱크로부터 소스까지의 인터페이스의 통로를 허용한다. 이 인터페이스는 소스에게 싱크의 멤버 기능 
세트의 구현으로의 액세스를 허용한다. 예를 들면, 싱크에 의하여 실행된 이벤트를 시작하기 위하여, 소스는 싱크의 실
행의 적절한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 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문자열로부터 대용량의 데이터로의 포인터까지 그 
어떤 것도 포함할 수 있는 메시지를 포함하는 GCMessage(1340)(도시되지 않음)만이 싱크와 소스 사이에 전송될 수 
있다.
    

GPConnection(1300)은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로 이벤트 또는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인터페
이스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설계자는 이벤트 또는 정보, 예를 들면 메시지를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
0)로 전송할 필요가 있거나 싱크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는 접속 소스 인터페이
스를 반드시 결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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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EventHandler(1400)는 프레임워크(40)과 프레임워크(40) 상에 형성된 어플리케이션 사이의 전에 등록된 콜백(
callback)을 실행한다. GPEventHandler(1400)는 동기 또는 비동기식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벤트-핸들링 서비
스, 소정 개수의 쓰레드를 조종하고 유지하기 위한 쓰레드 풀 서비스(thread pool service) 및 이벤트시 콜백 처리를 
제공하고 어떤 유형의 메시지를 처리하도록 어떤 콜백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추적하는 메서드를 포함한 이벤트 처리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방법을 포함한다.
    

각 콜백은 한 유형의 메시지만을 처리하며, 어떤 유형의 메시지를 처리하도록 어떤 콜백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추적하기 
위하여 이벤트 핸들러 내에 인터페이스가 사용된다.

GPDevice(1500)는 하드웨어 장치와의 통신을 허용한다. GPDevice(1500)는 이벤트 핸들러가 장치로 정보 또는 이
벤트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로의 또는 하드웨어로부터의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인
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도 8을 참조하면, 메시징 계층(2000)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정보를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와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형태로 수신자에게 전달한다. 예를 들면,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메시징 소프트웨어 컴
포넌트(20)는 비동기식 메시지 큐잉 및 통보를 제어한다. 메시징 계층(2000)은 메시지 생성을 처리하는 GPMessage
(2100);와, 메시지 큐잉을 처리하는 GPMessage(2200); 및 메시지 라우팅을 처리하는 GPRouter(2300)의 세가지 
팩키지를 포함한다.
    

    
GPMessage(2100)는 메시지 데이터 또는 정보를 관리하며, 메시지를 수신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싱크 인터페이스를 지정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다른 유형의 메시지에 대한 메
시지 생성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를 추가로 구비한다. 또한, GPMessage(2100)는 목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세트 또는 컬렉션, 예를 들면 다중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싱크 인터페이스을 제공하거나 특정 큐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GPMessage(2100)는 표준 정보 패킷, 즉, 메시지 본문은 메시지 본문에 IUnknown(1302) 인
터페이스(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하며, 메시지 유형을 식별하기 위하여 IGCType(1220)을 결합시킨다.

또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목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지정하는 인터페이스는 라우팅 분석을 위한 타이밍 정보
를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싱크 또는 메시지 큐 인터페이스 중 하나를 지원한다. 이들은 하나 이상의 서비스 목적지로
의 메시지 라우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메시지 큐 인터페이스는 메시지를 수신하여 큐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등록 사용자에게 통지할 뿐만 아니라 비동기적으로 메시지를 큐잉한다.

GPRouter(2300)는 메시지 대기행렬를 통하여 메시지를 비동기적으로 전송할지 또는 싱크상의 직접적인 콜을 통하여 
동기적으로 전송할지 결정하며,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메시지의 경로를 검사하여 싱크에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지 또는 비동기적으로 라우팅되도록 메시지 대기행렬로 전송할지를 결정한다.

도 9를 참조하면,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비즈니스 오브젝트 계층(3000)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생성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초 인터페이스를 특정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정보
의 저장 및 정보로의 액세스, 속성의 보호 및 웰, 로그, 센서 또는 베드와 같은 통상의 비즈니스 엔티티의 메서드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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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웰, 로그, 감마선 측정, 저항치 특정, 잡(job), 런, 패스, 센서, STAR 도
구, 프랙쳐, 폴트, 베드, 베딩 표면, 시추공과 같은 실제 세계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
어 컴포넌트(20)는 데이터를 액세스하는데 이용되는 여러개의 속성과 메서드를 포함하지만, 다른 추가적인 동작은 거
의 포함하지 않는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모든 가능한 관계를 모델링하고 정적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모델(31)을 
생성하기 보다는,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다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20)를 수집하는데 사용되는 일반화된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구비한다. 다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 의하
여 수집될 수 있는(또는 관련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유효한 유형은 비즈니스 규칙 계층(20) 내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외부로 한정된다. 이것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이 관계를 정의하는 
규칙과는 개별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이것은 또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변경없이 상기 관계를 변경
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규칙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세트가 정의된 모델(31)과 관련되도록 할 수 있다. 새
로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정의되는 경우, 규칙 데이터베이스의 간단한 업데이트는 관계가 또한 정의
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규칙은 새로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기존의 모델(31)과 관련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기존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변경되거나 재생성될 필요가 없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의미있는 관계를 생성함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실제 세계의 비
즈니스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모델링한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 블랙 박스" 데이터 컨테이너로 사용함
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모델(31)을 렌더링하거나 분석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추가적인 동작을 구현할 
수 있다.

    
도 10을 참조하면, 복합 소프트웨어 컴포넌트(composite software component)와 일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
트(20)는 속성이 다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인 " 복합"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일 수 있다. 
복합의 경우, 복합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비즈니스 규칙은 정적(static)-즉,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
포넌트(20)와 속성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사이의 관계는 비즈니스 규칙에 의하여 강제되는 관계가 아니다. 복합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사이에 홀-투-파트(whole-to-part) 관계가 있는 경우 사용된다; 예를 들면, 오일 웰에 대
한 실시예의 경우, 복합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GCBed(310)는 상부 GCBeddingSurface(3011) 및 하부 
GCBeddingSurface(3012)를 포함한다. 이러한 표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이들 없이 GCBed(3010)가 정확하
게 정의될 수 없다는 점에서 GCBed(3010)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GCBed(3010)는 복합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두 개의 속성, 자체만으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인 GCBeddingSurface(3011)들을 더 
포함한다. 다음에는, 복합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 접근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에 메서드가 제공된다.
    

    
복합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신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생성될 때 생성되지 않는다. 그
러므로, 각 복합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생성하고 그것
을 복합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내에 설치하는 것은 시스템 디자이너의 책임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비
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퍼시스턴트 소스로부터 검색되면, 복합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자동
적으로 검색된다.
    

    
모든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보호되는 데이터로의 접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
트 인터페이스를 구비한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표준 이중 인터페이스 COM 컴포넌트로써 구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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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C++와 같은 초기 바인딩(early binding)을 지원하는 언어를 위하여 필요한 IUnknown(1302) 인터페이스와, 
비주얼 베이직과 같은 후기 바인딩(late binding)을 지원하는 언어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IDispatch(1303) 모두를 지
원한다는 의미이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인터페이스 또는 두 개의 인터페이스 모모두와 사용될 수 있
도록 디자인되고 테스트될 수 있으며, 이것은 예를 들면, C++, 비주얼 베이직, JAVA, 스크립팅 언어 또는 웹 브라우
저 자동화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지원되는 복수개의 컨테이너형에 사용되는 것을 허용한다.
    

    
표준 COM 인터페이스에 추가하여, 일부는 선택적이며 일부는 필수적인, 다른 표준 인터페이스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상에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종종 어플리케이션의 중심이며, 
복수개의 계층(30) 내의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 의하여 액세스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어플
리케이션에는 추가적인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보통 존재한다. 그러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일반적으로 다른 많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액세스할 필요가 없다.
    

    
도 9를 다시 참조하면, 추가적인 인터페이스는 모든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을 위한 기능상의 기초 레벨을 
제공할 수 있다. 모든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다음의 필수적인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컴포
넌트(20)가 이와 관련된 다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구비할 수 있게 하는 IGCAssociation(3110); 비
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사용자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퍼시스턴트 속성 명칭을 결정하게 
하는, 예를 들면, 퍼시스턴트 속성 명칭이 데이터 저장장치에 기록되도록 하며 미래에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
하는 IGCAttribute(3140);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내용을 덤핑하는 것을 허용하는 IGCObject(3130); 소프트
웨어 컴포넌트(20)가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와 계층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시키도록 하는 IGCParents(3
120); IGCType(1230); 및 표준 마이크로소프트 COM 인터페이스인 IPersistStream(101). 또한, 모든 비즈니스 소
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표준의 고유 ID(GUID)를 제공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새로운 동작을 구현하도록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든 가
능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인터페이스를 검색하도록 모델(31)을 트래버스(traverse)하는 루틴을 작성
하는 대신, 프로그램 로직은 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로부터 IGCType(1230)을 프로그램적으로 얻고 돌아오는 메
시지를 검사함으로써 모델(31)을 트래버스할 수 있다. 이 트래버설(traversal)을 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템플릿 
이터레이터 클래스(template iterator class)를 사용하여 액세스 관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오브젝트 계층(3000)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용이하게 확장될 수 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는 의존성이 없도록 설계된 COM 컴포넌트이므로, 새로운 속성 및 동작이 하나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또는 모든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 기존의 코드에 대한 약간의 변경 또는 변경없이 용이하게 추가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비즈니스 오브젝트 계층(3000)은 모델이라 불리는 실제 세계의 비즈니스 엔티티로의 관련 비즈
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그룹의 컬렉션을 허용하는 GPModel(3100); 및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내의 대용량 이진 데이터의 저장을 허용하는 GPBLOB(3200)을 포함한다.

GPModel(3100)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특정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합한 인터페이스 세트를 
포함한다.

GPBLOB(3200)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내에 저장된 대용량 이진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
페이스들을 제공한다. 이 인터페이스들은 선택적이며,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인스턴스의 개수가 매우 
많은 경우에만 사용된다. 예를 들면, 로깅 측정의 그룹이 웰 로그의 부분을 설명하는 GPBLOB(3200)으로 수집될 수 
있다. 프로그래밍 분야의 당업자에게 용이하게 이해되는 바와 같이, " BLOB" 는 binary large object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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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을 참조하면, 실시간 장치 계층(4000)은 다운-홀 로깅 툴(down-hole logging tool)로부터 트럭에 실린 컴퓨
터에 이르는 실시간 장치와의 통신 및 실시간 장치용 이벤트 핸들링을 지원한다. 실시간 장치 계층(4000)은 사용자가 
실시간 장치를 다른 실시간 장치와 함께 등록하도록 허용하는 방법을 재공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장치가 접속된 다
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와의 통신하도록 허용하는 표준 통신 및 이벤트 처리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GPRealTim
e(4100)을 포함한다.
    

도 12를 참조하면, 데이터 계층(5000)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위한 데이터 퍼시스턴스 서비스를 제
공한다. 데이터 계층(5000)은 또한 데이터로의 액세스를 제공한다. 데이터 계층(5000)은 데이터 소스에 데이터를 기
록하거나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도록 하는 GPPersist(5100); 및 특정 유형의 데이터로의 액세스를 제공
하는 GPDataAccess(5200)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GPDataAccess(5200)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 특정한 데이터 포맷에 대한 퍼
시스턴스를 제공하는 GPDataFormat(52100); 이용가능한 등록된 데이터 포맷의 목록을 보유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
트(20)를 생성하는데 이용되는 GPDataService(52200); 데이터 서비스로부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검색하는 
정보를 위한 요건을 성립시키는 GPWIndowedIO(52300); 로우-레벨 하드웨어 장치(예를 들면, 디스크 및 테입) 입
/출력(" I/O" ) 액세스에 사용되는 GPDataIO(52400); 하나의 측정 시스템으로부터 다른 시스템으로의 데이터 변환에 
이용되는 GPUnitsConverter()(52500); 및 데이터 파일로부터 검색된 정보에 대한 데이터 식별자 및 명명법(namin
g convention)을 제공하는 GPDataDictionary(52600);를 포함한다. GPDataAccess(5200)에 의해 예시된 바와 같
이, 본 발명에 의한 아키텍쳐의 특징은 GPDataAccess(5200)와 같은 팩키지가 GPDataFormat(52110)과 같은 다른 
팩키지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GPDataFormat(52100)은 특정한 데이터-포맷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 의해 알려진 포맷
에게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퍼시스턴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 의한 송수신을 
위한 표준 메시징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는 물론 일반 메시지 핸들러가 특정 기능을 호출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특
정 파일 포맷을 위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퍼시스턴스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
시예에서, IGCBaseDataFormat(51210)은 데이터-포맷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위하여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는 
인터페이스이며, 소정의 포맷에 따라 장치 및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IGCBaseDataFormat(51210)은 데이터-포맷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 의
하여 송수신하기 위한 표준 메시징을 제공하기 위하여 결합되어야 하는 IGCDataFormat(52120)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GPDataServiceIO(52200)는 판독 또는 기록 액세스를 위하여 이용가능한 등록된 데이터 포맷
의 목록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GPWindowedIO(52300)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데이터 서비스로부터 검색하는 정보에 
대한 요구를 지정한다. GPWindowedIO(52300)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데이터 서비스로부터 검색하는 정보에 
대한 요구를 지정하는 IGCWindowedIO(52310)를 포함한다. 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IGCWindowedIO(52310)
는 IGCWindowedIO(52310)는, 존재하는 경우 윈도우형 I/O 간격(windowed I/O interval)의 오프셋은 주세트의 현
재 작업 레벨 데이터인 OffsetFromCurrent(52311); 오프셋의 최상위 오프셋이 현재 작업중인 레벨로부터의 레벨에 
있는 TopOffset(52312); 오프셋의 최하위 오프셋이 현재 작업중인 레벨로부터의 레벨에 있는 BottomOffset(5231
3); 주어진 간격에서 반환되는 레벨 스페이싱인 Increment(52314); 데이터 세트의 레벨 스페이싱이 매치하지 않는 
경우 수행하여야 하는 액션을 설명하는 ResampleType(52315); 현재 작업 레벨보다 상위의 데이터, 예를 들면, 곡선 
간격이 데이터의 시작/종료점을 벗어나거나 NULL값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표시하는 TopBoundType(52
316); 현재 작업 레벨보다 하위의 데이터, 예를 들면, 곡선 간격이 데이터의 시작/종료점을 벗어나거나 NULL값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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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표시하는 BottomBoundType(52317); 반환된 데이터 종류인 DataType(52318); 및 
예를 들면 랜덤 또는 순차 액세스인 AccessType(52319)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GPDataIO(52400)는 하위-레벨 장치(예를 들면, 디스크 및 테입) I/O 액세스를 위한 인터페이
스를 지정하며, GPUnitsConverter(52500)는 하나의 측정 시스템으로부터 다른 시스템으로의 데이터 변환에 이용되
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며, GPDataDictionary(52600)는 데이터 파일로부터 검색된 정보에 대한 데이터 식별 및 명명
법(naming convention)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도 13을 참조하면, 처리 계층(6000)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처리 계층(6000)에 의하여 지정된 인터페
이스를 구비할 필요가 있으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20)를 또한 액세스할 필요가 있다. 처리 계층(6000)은 알고리즘적인 처리를 포함한 처리 플로우(또는 프로세스 모델)
의 인스턴스화 및 제어를 제공한다. 알고리즘적인 처리는 요구된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GPProcessingObject(6200)에 
의하여 정의된 패턴을 따른다.
    

    
처리 계층(6000)은 주처리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GPProcessor(6100); GPProcessor(6100)가 이해하는 처리 소
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유형을 처리하는 GPProcessingComponent(6200); GPHistoryModel(6300); GPProce
ssingModel(6400); 및 GPProcessingConnection(6500)를 포함한다. 또한, 처리 계층(6000)은 IGCAttributes(3
140), IGCObject(3130), IGCParents(3120) 및 IGCAssociation(3110)을 결합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바와 같
이, 접속 컴포넌트는 하나의 처리 객체의 출력과, 출력이 입력과 호환성이 있다고 추가적으로 입증된 다른 처리 객체의 
입력 사이의 접속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GPProcessor(6100)는 처리 계층(6000)으로의 주 인터페이스이며, 입력, 출력, 파라미터 및 그들이 서로 어떻게 접
속되어 있는지와 함께 처리 컴포넌트를 포함한 모든 외부 통신을 처리한다. 이것은 처리를 위한 파라미터 및 I/O 컴포
넌트의 광범위한 셋업을 허용한다. GPProcessor(6100)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프로세스와 통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하나의 계층(30)이 다른 계층(30)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와 통신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함-하도록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GPProcessor(6100)는 프로세스 모델(31) 내의 필터의 요구를 추적하며, 이러한 요구를 만족
하기 위하여 질의 및 WindowedIO 파라미터를 변경하며, 모델(31)을 통과하는 데이터의 흐름을 모니터링/최적화하며, 
처리 흐름을 관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GPProcessor(6100)는 프로세스 모델을 위한 외부와의 
통신-프로세스의 시작 및 정지와 모델(31)의 변경을 포함함-을 관리하기 위하여 IGCProcessor(6110)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IGCProcessor(6110)에 질의를 하게되면, IGCProcessor(6110)는 프로세스 모델(31)의 소프
트웨어 컴포넌트(20)의 I/O 요청을 매칭시키기 위하여 질의를 변경한다. IGCProcessor(6110)는 또한 처리 소프트웨
어 컴포넌트(20)가 프로세스 모델(31)에 부가되도록 허용하며 모델(31)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사이의 접속의 
유효성을 검사한다. 또한 싱크에 접속된 출력, 즉 퍼시스트된 것은 추적되며 출력을 생성한 프로세스 모델(31)은 비즈
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상에 히스토리 엔트리로써 첨부되어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IGCProcessor(611
0)는 처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 의해서 요구되는 입력, 출력 및 파라미터의 요약 목록을 구비하고 있다.
    

GPProcessingObject(6200)는 주프로세서 GPProcessor(6100)가 이해할 수 있는 필터, 동기화 소프트웨어 컴포넌
트(20), 소스, 싱크, 및 그래피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포함한 처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종류를 정의하
고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처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예를 들어 시각 표시 페이지의 탭뿐만 아니라, 입력
(접속), 출력(접속) 및 파라미터(접속 및 상수)의 셋업을 허용하기 위한 개별적인 인터페이스를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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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ProcessingObject(6200)는 모든 처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결합하는 공통 인터페이스인 IGCProcessing
ObjectManager(6210)를 포함한다. 또한, GPProcessingObject(6200)는 사용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호출
되는 경우 소정의 메서드의 세트를 구현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속되어야 하며, (예를 들면, 연산 함수에 
사용될 수 있는) 입력의 명칭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유형을 저장하며, (예를 들면 연산 함수에 사용
될 수 있는) 출력의 명칭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유형을 저장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또한, GP
ProcessingObject(6200)는 IGCParameterObject(6250), IGCAttributes(3140), IGCObject(3130), IGCParen
ts(3120) 및 IGCAssociation(3110)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IGCProcessingObjectManager(6210)는 모든 처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결합하는 공통 
인터페이스이며, 언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소정의 메서드를 시작할 준비가 되는 지와 데이터를 송신할 준비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상태 머신을 유지한다. IGCProcessingObjectManager(6210)는 사용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가 호출되는 경우 소정의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속되어야 하는 기초 처리 소프트웨어 컴포넌
트(20)인 IGCBaseProcessingObject(6220)에 의존한다.
    

IGCInputObject(6230)는 입력의 명칭 및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유형을 저장한다. IGCInputObject(
6230)는 모델(31)내의 접속 및 처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모두에 추가될 수 있다. WindowedI/O 파라미터 컴포
넌트와 범위 유효성 컴포넌트는 입력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 추가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IGCInputObject(6240)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이며, 따라서 요구되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IGCInputObject(6240) 인터페이스는 또한 IGCType(1230) 및 
IGCConnectionSink(1320)를 결합한다. IGCOutputObject(6240)는 출력의 명칭 및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20)의 유형을 저장한다. IGCOutputObject(6230)는 모델(31)내의 접속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및 처리 소프트
웨어 컴포넌트(20) 모두에 추가될 수 있다. WindowedI/O 파라미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출력 특성을 설명하
기 위하여 그것에 추가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IGCParameterObject(6250)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입력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파라미터는 입력
값과 같이 변경될 수 있으나, 또한 상수값으로 세팅될 수 있다. IGCParameterObject(6250)는 모델(31)내의 접속 소
프트웨어 컴포넌트(20) 및 처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모두에 추가될 수 있다. WindowedI/O 파라미터 컴포넌트
와 범위 인증 컴포넌트는 파라미터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것에 추가될 수 있다.

IGCParameterObject(6250)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이며, 따라서 요구되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
넌트(20)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며 IGCType(1230) 및 IGCConnectionSink(1320)를 결합한다. IGCParameterObje
ct(6250)는 또한 GPHistoryModel(6300), GPProcessingModel(6400) 및 GPProcessingConnection(6500)을 결
합한다.

    
GPHistoryModel(6300)은 출력을 생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완전한 프로세스 모델(31) 및 질의 모델(31)을 저장한
다. 예를 들면, 주어진 입력 곡선이 관련된 히스토리 모델을 구비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
0)의 비가공 데이터로부터 완전한 히스토리를 얻기 위하여 사용자는 입력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 회귀적으로(re
cursively) 질의를 하여야 한다. GPHistoryModel(6300)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히스토
리를 저장한다. GPHistoryModel(6300)은 출력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프로세스(예를 들
면, 알고리즘 및 입력)의 완전한 히스토리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기초 히스토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인 IGCHis
toryModel(6310)을 포함한다. 사용자는 출력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히스토리를 저장하기 
위하여 프로세스 모델(31) 및 질의 모델(31)을 IGCHistoryModel(6310)에 추가할 수 있다. IGCHistoryModel(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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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이며, 따라서 요구되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인터페이스를 포
함하며 유형, 데이터 및 시간 인터페이스와 같은 GPBase(1200)을 결합한다.
    

    
GPProcessingModel(6400)은 특정한 처리 플로우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처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및 접속 소
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포함한다. GPProcessModel(6400)은, 예를 들면 다른 입력 질의와 함께 퍼시스트되고 재
사용될 수 있으며, 또는 출력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 첨부된 히스토리와 함께 저장될 수 있다. GPProcessingMo
del(6400)은 처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접속 및 IGCType(1230)을 포함하는 프로세스 모델인 IGCProcessin
gModel(6410); 및 모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위한 기초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인 IGCProcessingObject(
6420)를 포함한다.
    

IGCProcessingModel(6410)은, 예를 들면 다른 입력 질의와 함께 퍼시스트되고 재사용될 수 있으며, 또는 출력 소프
트웨어 컴포넌트(20)로의 히스토리 첨부사항으로 저장될 수 있다.

IGCProcessingObject(6420)는 임의의 종류의 처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을 표시할 수 있는 비즈니스 소프트웨
어 컴포넌트(20)이다. IGCProcessingObject(6420)는 데이터 출력을 위하여 접속된 프로세서로의 포인터를 구비하
고 있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상태는 처리되는 시간동안 유지된다.

GPProcessingConnection(6500)은 처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사이의 접속을 제공한다. 프로세스 모델(31)에는 
처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요구하는 모든 입력, 출력 및 파라미터에 대하여 하나의 접속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20)가 존재한다. 접속되지 않은 출력은 종료된다. 파라미터는, 예를 들면 프로퍼티 시트에서 상수로 셋업될 수 있으며, 
소스에 접속되어 질의될 수 있다.

    
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프로세스 모델(31)에는 처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요구하는 모든 입력, 출력 및 파라
미터에 대하여 하나의 IGCProcessingConnection(6510)이 존재한다. 접속되지 않은 입력은 질의된다. 접속되지 않은 
출력은 종료된다. IGCProcessingConnection(6510) 파라미터는, 예를 들면 속성 시트에서 상수로 셋업될 수 있으며, 
접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질의된다. IGCProcessingConnection(6510)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이며, 비
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며 IGCType(1230) 및 IGCConnectionSink(1320)를 결합한
다. 더 많은 유연성을 위하여 기초 유형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어진 소정 유형 " GCGr" 의 입력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 GCGr" 유형의 출력 컴포넌트에 접속되어야 하며 " GCGr" 유형의 입력은 또한 " GCCx" 또는 " GC
Cy" 유형의 출력 컴포넌트에 접속될 수 있다.
    

    
IGCProcessingConnectCondition(6520) 인터페이스는 처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사이에서 커넥터의 기능을 수
행하지만, 처리 브랜치가 계속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 익스프레션을 허용한다. 조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접속에 대한 적합 조건을 포함한다. 접속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조건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외향 브랜치(outgoing b
ranch)마다 하나 이상의 조건이 존재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 true" 응답은 처리 브랜치가 사용중인 것을 
의미한다.
    

IGCProcessingConnectCondition(6520)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이며, 따라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
포넌트(20)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또한, IGCProcessingConnectCondition(6520) 인터페이스는 또한 IGCType(
1230), IGCConnectionSink(1320) 및 IGCConnectionSource(1310)를 결합한다.

    
도 14를 참조하면, 시각 계층(7000)은 정보와의 사용자 상호작용의 표시를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시각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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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아키텍쳐는 모델-뷰-컨트롤러 디자인 패턴에 기초한다. 시각 계층(7000) 시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IGCViewModel(7210)에 의하여 식별되는) 시각 모델(7001), (통상적으로 IGCView(7110) 및 IGCBaseView(71
20)을 노출시키는 완전한 ActiveX 제어인)뷰(7002), 및 (IGCViewController(7310)에 의하여 식별되는) 컨트롤러
(7003)를 포함한다. 시각 모델(7001), 뷰(7002) 및 컨트롤러(7003)는 GPConnection(1300), GPMessage(2100) 
및 GPEventHandler(1400)와 같은 메시징을 이용하여 접속되며, 각각은 추가적인 동작을 제공하기 위하여 첨부된 하
나 이상의 메시지 핸들러를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시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접속 싱크를 구비한다.
    

    
스톡 시각 모델(7001) 및 컨트롤러(7003)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유사하며, 이벤트 핸들러, 접속 소스 및 접속 
싱크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스톡 시각 모델(7001) 및 컨트롤러(7003)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다른 메시지 핸
들러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동작이 다르다. 뷰(7002)는 커스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통상적으로 완전한 ActiveX 
컨트롤임)이지만, 뷰(7003)는 이벤트 및 접속 핸들러를 포함하는 스톡 뷰 동작을 구현하는 인터페이스를 결합한다는 
점에서 뷰(7002)는 시각 모델(7001)과 컨트롤러(7003)와 유사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시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또는 컨트롤러(7003)는 스톡 시각 모델(7001) 및 컨트롤러(7
003)뿐만 아니라 뷰(7002)를 위한 커스텀 ActiveX 컨트롤을 포함하고 있다. 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시각 모델(70
01) 및 컨트롤러(7003)는 동작이 동작 컴포넌트를 첨부함에 의하여 변경되는 스톡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이다. 뷰
(7003)는 복수개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합성되어 있으나, 동작을 커스텀화하기 위하여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
다. 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시각 모델(7001), 뷰(7002) 및 컨트롤러(7003)는 COM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이다.
    

시각 계층(7000)은 또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시각적인 표시를 제공하는 GPView(7100); 데이터 및 
연산 로직을 처리하는 GPViewModel(7200); 및 사용자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GPViewController(7300);를 포함한
다.

    
GPView(7100)은 패턴의 시각적인 부분을 구현하며,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시각적인 표시를 제공한다. 
GPView(7100)는 스톡 뷰 동작을 포함하는 IGCView(7110); 및 각 뷰(7002)에 대하여 요구되는 커스텀화된 동작의 
정의를 강제하는 IGCBaseView(7120)를 포함한다. 뷰(7002)(예를 들면, 로그 뷰어 또는 그래피컬 디스플레이)는 이
벤트 핸들링 및 접속을 위하여 스톡 뷰 모델(7001) 및 컨트롤러가 노출시키것과 동일한 인터페이스 세트를 노출시키
는 IGCView(7110)을 결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IGCView(7110)는 또한, 이러한 용어들이 프로그래밍 분야의 당업자
에게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드래그-앤-드롭을 위한 표준 OLE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는 경우 기초 드래그
-앤-드롭 동작을 제공한다.
    

    
IGCBaseView(7120)는 각 뷰(7002)에 대하여 요구되는 커스텀화된 동작의 정의를 강제한다. IGCBaseView(7120)
은 시각 모델(7001)로 뷰(7002)의 데이터 요청을 통신하기 위한 InitializeModel()(7121);필요에 따라 뷰(7002)를 
다시 그리기 위한 UpdateView()(7122); 및 현재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GetObjec
t()(7123)를 포함한다. 뷰(7002)는 IGCBaseView(7120)을 반드시 구현하여야 한다. 각 뷰(7002)는 이 인터페이스
에 대하여 다른 요구를 가지므로 IGCView(7120)에 대한 스톡 구현은 없다. InitializeModel()(7121)은 시각 모델(
7001)로 뷰(7002)의 데이터 요구를 통신하기 위한 커스텀 로직을 구비하고 있다. UpdateView()(7122)는 스톡 Up
dateViewHandler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 의하여 호출되어 뷰(7002)를 다시 그리게 된다. GetObject()(7123)
는 힛-테스팅(hit-testing)을 반드시 구현하여야 하며, IGCView(7110)의 드래그-앤-드롭 구현에 의하여 사용된다.
    

GPViewModel(7200)은 모델-뷰-컨트롤러 패턴의 시각 모델(7001) 부분을 구현하며, 시각적으로 조작되는 비즈니
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관리를 담당한다. GPViewModel(7200)은 IGCViewModel(7210)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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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모델(7001)은 IGCViewModel(7210), IGCConnectionSink(1320) 및 IGCConnectionSource(1310)를 노출
시킨다. IGCViewModel(7210)은 비즈니스 모델(31)을 위한 래퍼(wrapper)로써 기능하며, 외부 소프트웨어 컴포넌
트(20)를 등록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IGCConnectSink(1320)은 적절한 메시지 핸들러로 라우팅된 메시지를 수신한
다. 외부로 나가는 메시지는 IGCConnectionSource(1310)를 통하여 전송된다. 메시지 핸들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20)는 IGCEventHandler(1410)를 통하여 첨부된다. IGCViewModel(7210)은 래핑하는 비즈니스 모델(31)로의 포
인터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31)에 대한 변경은 비즈니스 모델(31)이 등록된 뷰(7002)를 향한 업데
이트 메시지를 생성한다.
    

    
IGCViewModel(7210) 및 IGCViewController(7310)는 스톡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이다. 커스텀 뷰(7002)는 뷰
(7002)를 새성하기 위하여 스톡 컴포넌트 IGCView(7110)를 결합하는 완전한 액티브 템플릿 라이브러리(Active T
emplate Library, " ATL" ) 컨트롤이다. 또한, 시스템으로의 리드-온리 액세스가 허용되도록 뷰어가 지정되는 리드
-온리 모드; 사용자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모델을 편집할 수 있는 편집 모드; 또는 구성적으로 리드-온리 모드 또는 
편집 모드;에서는 사용자에게 시각 계층(7000) 인터페이스가 제공될 수 있다.
    

    
도 15를 참조하면, 모델-뷰-컨트롤러(Model-View-Controller, " MVC" ) 디자인 패턴은 세 개의 논리 하위-컴포
넌트인 시각 모델(7001), 뷰(7002) 및 컨트롤러(7003)를 포함한다. 시각 모델(7001)은 데이터 및 연산 로직을 포함
한다. 뷰(7002)는 시각 모델(7001) 또는 그 일부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컨트롤러(7003)는 키입력 및 포인터-장치
에 의해 생성된 입력과 같은 사용자 상호작용을 처리한다. 기초 MVC 디자인 패턴은 본 발명에서 로그 뷰어 또는 편집
기와 같은 시각 계층(7000)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위하여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뷰(7002)는 시각 모델(7001)
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뷰(7002)에 통보할 수 있도록 시각 모델(7001)과 관련되어야 한다. 시각 모델(7001)
은 업데이트 통보를 요청하도록 뷰(7002)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등록 메커니즘을 구비하여야 하며, 뷰(7002)
는 시각 모델(7001)이 사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 메커니즘을 구비하여야 한다.
    

뷰(7002)는 또한 컨트롤러(7003)와 관련된다. 초기에 뷰(7002)에 의하여 캡쳐된 사용자 상호작용은 해석을 위하여 
컨트롤러(7003)로 전달된다. 다음에는, 컨트롤러(7003)는 필요한 경우 상호작용의 결과로 취해야 하는 액션을 시각 
모델(7001)에 통보한다.

    
도 15는 세 개의 MVC 하위-컴포넌트 사이의 통신의 주 경로를 도시하고 있으나, 이 세 컴포넌트 사이에는 다른 상호
작용도 또한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뷰(7002)는 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시각 모델(7001)로부터 얻어
야 하며, 컨트롤러(7003)는 사용자 상호작용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각 모델(7001)의 액션을 요청할 필요가 없
다. 추가적인 실시예로서, 시각 모델(7001)로부터의 업데이트 통지가 되지 않는 이벤트로 인하여 뷰(7002)는 업데이
트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도 16을 참조하면, 템플릿 계층(8000)에서 찾을 수 있는 템플릿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C++ 언어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퍼시스턴스, 컬렉션 및 이터레이터의 구현을 표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게 제공한다. 템플릿 소프트웨
어 컴포넌트(20)는 표준 기능의 구현을 용이하게 하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기능을 확장시키는 유지보수 노력
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구현에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템플릿 시스템은 본 발명의 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지원하는 C++ 클래스의 세트이며, 
COM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아니다. 이것은 템플릿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인터페이스를 구비하고 있지 않
으며, COM 로직을 통하여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에, 이들은 C++ 템플릿을 위한 표준 구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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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구현된다. 유사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JAVA, FORTRAN, 에셈블러, SQL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같은 다른 
언어를 위한 템플릿이 제공될 수 있다.
    

    
템플릿 계층(8000)은 퍼시스턴스의 C++ 구현을 제공하는, 예를 들면 데이터 판독 및 기록을 제공하는 GCPersistSt
reamImpl(8100); 컬렉션이 C++ 구현을 제공하는, 예를 들면 관련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세트(컬렉
션)로 그룹화되는 것을 허용하는 GCCollectionImpl(8200); 이터레이션의 C++ 구현을 제공하는, 예를 들면 소프트
웨어 컴포넌트(20)의 컬렉션을 통하여 이동하는 GCIterator(8300); 및 특정 순서로 컬렉션을 통한 이동을 포함하는 
트래버싱 이터레이션의 C++ 구현을 제공하는 GCTraversingIterator(8400)를 포함한다. GCTraversingIterator(8
400)는 GCIterator(8300)에 의존하며 GCIterator(8300)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메서드를 구현한다.
    

도 17을 참조하면, 비즈니스 규칙 계층(9000)은 하나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관계에 다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추가되는 것이 유효한지를 결정하는 조건 및 테스트인 비즈니스 규칙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규칙은 오일 필드가 관련된 많은 웰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명령할 수 있으나, 
하나의 웰은 하나의 오일 필드와 관련될 수 있다. 비즈니스 규칙은 또한 중요성을 강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비즈니스 규칙 계층(9000)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관련이 인증되고 강제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GPBusinessRule(9100)을 포함한다.

    
도 18을 참조하면, 인터셉터 계층(12000)은 GPBusinessRules(9100)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사이의 메시지 또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인터페이스를 호출을 인터셉트 및 제어한다. 인터셉트된 메시지 또는 인터페이스 콜은 목
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로 전송되기 전에 인터셉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와 함께 등록된 콜백에 의하여 인증
될 수 있으며, 질의될 수 있으며 결정될 수 있다. 이 기술은 소스 또는 목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변경없이 메시
지 및 인터페이스 콜의 배열의 인증 및 제어를 허용한다. 콜백은 메시지 및 인터페이스 콜의 배열을 완전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의도하는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인터셉터 계층(12000)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사이의 메시지 또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인터페이
스로의 호출을 인터셉트 및 제어하는 것을 허용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인터셉트 및 제어하는 GPInter
ceptor(12100)를 포함한다.

도 19를 참조하면, 어플리케이션 계층(13000)은 바람직한 실시예의 비동기식 동작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시스템의 동
작을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생성 방법을 제공한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생성 및 등록될 수 있으며 접속된 
컴포넌트에게 서비스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이 이벤트에 대하여 응답하기 전에 의존성 및 통신 링크를 성립
시킨다.

어플리케이션 계층(13000)은 사용자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비동기식 동작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생성
하는 것을 허용하는 GPApplication(13100)을 포함한다. GPApplication(13100) 인터페이스가 메서드 또는 프로퍼
티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IGCEventHandler(1410), IGCMessageQueue(2210), IGCPersist(5110) 및 IGCR
outer(2310)를 수집한다.

도 20을 참조하면, 계층(30)은 최종 어플리케이션에는 포함되지 않고 개발을 보조하기 위하여 존재하도록 정의되고 구
현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위저드 계층(10000)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분야의 당업자가 용
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생성하는 것을 보조하는 위저드이다. 위저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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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10000)은 본 발명의 보조 계층(30) 중의 하나이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에 추가적인 동작을 제공하지는 않으
나, 표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신속하게 생성하도록 개발자를 보조한다. 위저드는 프레임워크(40)를 위하여 개
발되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위한 적절한 프레임워크(40) 인터페이스가 구현되는 것을 보장한다. 바람직한 실
시예에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표준 비쥬얼 스튜디오 ATL 프로젝트 위저드와 유사한 ATL 프로젝트 위저드
와 같은 대부분의 위저드는 마이크로소프트 C++ 개발 환경에 한정되어 있으며, 개발자에게 질문을 제시하고 개발자의 
응답에 따라 C++ 클래스 및 메서드의 세트를 생성한다. 그러나, 위저드는 그 액션 또는 출력이 C++로 한정되지 않으
며, 예를 들면 ASCII 텍스트 파일, 프로젝트 파일, JAVA와 같은 C++ 이외의 컴퓨터 언어로된 소스 코드 또는 그 조
합들을 생성할 수 있다.
    

    
도 21을 참조하면, 개발 프로세스의 필수적인 부분인 테스팅 계층(11000)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허용 테스트
를 정의하는 규칙 및 필수 액티비티의 세트를 제공한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개발을 위한 요구 조건과 함께, 테
스팅 계층(11000) 규칙 및 액티비티는 그러한 동일 요구 조건에 의하여 정의되고 유도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러한 규칙 및 액티비티를 구현하는 테스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주어진 프레임워크(40)에 대한 소프트웨어 컴
포넌트(20)의 개발과 함께 개발되어 완성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그 프레임워크(40) 내에서 사용된다. 이것은 
완성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전술된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 테스트 하니스" (" test harness" )로써 생성된) 하나 이상의 테스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20)가 각 프레임워크(40)마다 개발된다. 테스트 하니스는 프레임워크(40)를 위한 모든 필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 및 인터페이스가 적절히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검사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서, 테스트 하니스 인터페이스는 테스트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테스트 결과를 저장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테스트 
결과는 패스/페일 정보, 시간/날짜 스탬프 및 개별 테스트의 구체적인 결과,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C
LSID를 포함할 수 있다.
    

모든 테스트 하니스는 또한 프레임워크(40) 내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위한 구체적인 테스트 기준 및 실행 방
법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야 한다. 테스트 기준은 테스트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위해 생
성된 요건 및 디자인 문서로부터 얻어지며, 테스트 하니스로 컴파일된다.

본 발명의 계층(30)은 추가 계층(30)을 추가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확장될 수 있다. 그 예로써, 사용자
는 그래픽 계층(30), 플로팅 계층(30) 및 보안 계층(30) 또는 예를 들면 시스템의 요청을 위하여 요구되는 주어진 기
능을 만족하기 위한 다른 계층을 원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동작에 있어서, 도 6을 참조하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생성하기 위하여 수동적, 발견적, 자동적 
또는 그 조합에 의하여 어플리케이션 요건이 결정된다(70). 소정의 N-계층 아키텍쳐 규칙 및 선택적인 위저드를 이용
하여, 시스템 디자이너는 어플리케이션 요건을 만족시키는 필수 모델(31) 및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목록을 결정
한다(72, 74). 필수 모델(31) 및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목록은 논리적으로 하나 이상의 패키지(42)로 그룹화되
며 패키지(42)는 계층(30)과 관련된다(72).
    

    
소정의 N-계층 아키텍쳐 규칙 및 선택적인 위저드를 이용하여, 시스템 디자이너는 각 계층(30) 내의 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의 목록(700)내에 사용가능한지 결정한다(76). 그 다음에는, 목록(700)의 
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요구되는 경우 적절한 계층(30)에 관련된다. N-계층 
아키텍쳐 규칙은 요구조건의 본래 의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모든 다른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규칙과의 일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목록(700) 내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재구성하기 위한 규칙을 더 포함한다. 유사하게, N-계층 아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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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규칙은 새로운 또는 재구성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계층(30)을 추가하여 아
키텍쳐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포함할 수 있다.
    

    
목록(700)에 포함되지 않은 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다른 곳에서 위치가 파악되거나 구입되거나 또는 생성되며
(80) N-계층 아키텍쳐 규칙에 의하여 정의된 포함 규칙에 따라 목록(700)에 추가된다. 이 규칙들은 각각의 신규 및
/또는 재구성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소프트웨어 목록(700)의 일부가 되는 것이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규칙을 
포함할 수 있다(82, 84, 86). 예를 들면, 이것은, 너무 구체적이므로 현재의 어플리케이션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소프
트웨어 컴포넌트(20)는 목록(700)에 추가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규칙을 포함할 수 있다.
    

각 요청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존재한 후에, 계층(30) 사이의 연결을 정의 및 구현하는 규
칙을 포함하는 소정의 N-계층 아키텍쳐 규칙을 사용하여 본 발명의 의한 어플리케이션이 생성된다(80).

어플리케이션이 형성된 후에는,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는 테스트될 수 있다.

    
모든 조건이 조건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를 구비하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계층(30)과 관련되
면, 계층(30)은 독립적으로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조합되고 컴파일된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분야의 당업자에게 
이해되는 바와 같이, 조합 및 컴파일은 예를 들면 P-코드 또는 pseudo-코드, 인터프리터, 동적 링크 런타임 라이브러
리(dynamically linked runtime library), 저스트-인-타임 런타임 테크닉(just-in-time runtime technique), 모
놀리딕 실행파일(monolithic executable)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는 대등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합 
및 컴파일은 새롭고 고유한 어플리케이션을 온-더-플라이(on-the-fly)로 형성하기 위하여 런-타임에 달성될 수 있
다.
    

모든 요구 조건이 만족되면, 즉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가 목록(700) 또는 다른 곳에서 얻어지고 계층(30)과 관련되
면, 시스템 레벨에서의 테스트 및 유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테스팅 계층(30)이 정의되고 구현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테스팅 계층(30)은 모든 요구 조건이 식별되는 경우 정의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조합과 병렬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컴퓨터에서 구현되는 프로세스 및 이러한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장치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은 플
로피 디스켓, CD-ROM, 하드 드라이브, 또는 다른 컴퓨터가 판독가능한 저장 매체와 같은 유형의 매체에 수록된 컴퓨
터 프로그램 코드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가 컴퓨터에 로드되어 실행되는 경우 컴퓨터는 본 
발명을 실시하는 장치가 된다. 본 발명은 또한 예를 들면 저장 매체에 저장되거나 컴퓨터에 의하여 로드 및/또는 실행되
거나, 전송 컴퓨터 데이터 또는 전기적 와이어링 또는 케이블링와 같은 전송 또는 전달 매체 또는 광섬유 또는 전자기 
방사를 통하여 다른 신호로서 전송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컴퓨터에 의하여 컴퓨터 프
로그램 코드가 로드되어 실행되는 경우 컴퓨터는 본 발명을 실시하는 장치가 된다. 일반 용도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상에 
구현되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세그먼트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원하는 프로세스를 실행하도록 특정한 논리 회로
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 및/또는 구현하는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 및 계층(30)을 생
성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조합하는 복수개의 수단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컴퓨터 분야의 당업자에게 잘 알려
진 바와 같이, 예를 들면 키보드, 마우스, 드래그-앤-드롭 인터페이스, 텍스트 편집기, 그래피컬 편집기, OLE 인터페
이스 등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이 수단들은 전문 시스템에 의하여 구동되거나 구현되는 디자인, 뉴럴 네트워크 
등과 같은 수동적인 수단, 발견적인 수단, 자동화된 수단 등 또는 이들의 조합을 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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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첨부된 청구범위에 열거된 본 발명의 원리 및 범위 내에서 본질을 설명하기 위하여 상기 개시되고 도시된 부
분의 세부사항, 재료 및 배열의 다양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하나 이상의 프로세싱 유닛;

(b) 상기 프로세싱 유닛에 접속된 하나 이상의 메모리 저장부;

(c)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싱 유닛 내에서 실행 가능하며, 복수개의 확장가능한 소정의 N-계층 아키텍쳐 규칙을 포
함하는 확장가능한 N-계층 생성 소프트웨어; 및

(d) 상기 메모리 저장부에 상주가능한 하나 이상의 확장가능한 계층;

을 포함하되, 상기 하나 이상의 확장가능한 계층은

(i) 상기 확장가능한 계층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위한 기본 디자인 구조를 지정하는 프레
임워크-상기 프레임워크는 기초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상기 계층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되는 임의의 소프트웨어 컴
포넌트를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세트를 더 포함함-; 및

(ii) 상기 계층 프레임워크에 부합되는 논리적으로 분류된 소정 개수의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세트-각 소프
트웨어 컴포넌트는 하나 이상의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통신가능함-;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가능한 N-계층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생성용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싱 유닛과 통신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더 포함하되, 상기 통신 네트워크는 로컬 내부 네트워크, 로컬 영역 네
트워크, 비동기식 네트워크, 동기식 네트워크 및 광역 네트워크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시
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간의 통신은 비동기식 통신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목록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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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확장가능한 계층은 확장가능한 계층의 세트이며, 상기 확장가능한 계층의 첫 번째 계층과 상
기 확장가능한 계층의 세트 중 하나 이상의 다른 계층간의 시퀀싱 및 메시징 정보를 포함하는 논리 접속 세트를 더 포함
하되, 상기 확장가능한 계층의 세트 내의 각각의 계층은 하나 이상의 계층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다른 계층들과 통신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가능한 계층의 세트는 기초 계층 프레임워크를 포함하는 기초 계층을 포함하며, 상기 기초 계층 프레임워크는

(a) 통상적으로는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결합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수집하
는 하나 이상의 컬렉션 인터페이스;

(b)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정보 소스 또는 정보 싱크로써 접속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접속 인터페이스;

(c) 메시지에 기초한 동작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메시징 인터페이스; 및

(d)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제어 인터페이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가능한 계층의 세트는 비즈니스 규칙 계층, 처리 계층, 데이터 계층, 메시징 계층, 비즈니스 객체 계층, 시각 
계층, 기초 계층, 실시간 장치 계층, 인터셉터 계층 및 어플리케이션 계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시스
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계층은

(a) 상기 처리 계층과 관련된 프로세싱 컴포넌트를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b) 소정 개수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속성을 결합할 수 있는 결합 인터페이스;

(c) 질의 변경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질의 인터페이스; 및

(d) 처리 계층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소정 개수의 윈도우형 입/출력 파라미터;

를 포함하는 프레임워크를 더 포함하되,

(e) 처리 계층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처리 플로우를 관리하며 모델을 통한 데이터 플로우를 모니터링 및/또는 최적화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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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프로세스 모델 필터 요건을 추적하는 추적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컴포넌트는 필터, 동기화 컴포넌트, 소스, 싱크 및 그래피컬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계층은 데이터 계층 프레임워크를 포함하며, 소정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세트를 위한 데이터 퍼시스턴스 
서비스 및 데이터로의 액세스를 제공하되, 상기 데이터 계층 프레임워크는

(a) 데이터 소스에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데이터 변경 인터페이스; 및

(b) 특정한 종류의 데이터로의 액세스가 제공되는 데이터 액세스 인터페이스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징 계층은 메시지 소스로부터 메시지 수신자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메시징 계층 프레임워크 및 메시징 소프
트웨어 컴포넌트를 더 포함하되, 상기 메시징 계층 프레임워크는

(a) 메시지 생성 인터페이스;

(b) 메시지 큐잉 인터페이스;

(c) 메시지 라우팅 인터페이스;

(d) 메시지 텍스트 관리 인터페이스;

(e) 메시지를 수신하는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지정하는 메시지 라우팅 인터페이스; 및

(f) 특정한 대기 행렬에 대한 정보가 지정될 수 있는 메시지 대기 인터페이스;

를 포함하며,

(g) 상기 메시징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메시지 대기 및 통지를 제어하며, 다른 종류의 메시지를 위한 메시지 생성을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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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징 계층 인터페이스는 비동기식 메시징을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14.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비즈니스 컴포넌트 계층은

(a) 정보 저장부 및 정보로의 액세스를 제공하는 범용 데이터 컨테이너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상기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비즈니스 엔티티를 위한 데이터 및 동작을 포함하는 속성을 더 포함함
-; 및

(b)(i) 실제의 비즈니스 엔티티를 반영하는 관련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집함을 포함하는 모델; 및

(ii) 상기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내에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하여 이진 대형 오브젝트

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다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인 속성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정적 모델을 정의하는 구성이되, 상기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
트와 속성 컴포넌트 사이의 관계는 비즈니스 규칙에 의해서 강제되지 않는 관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모델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모델 인터페이스의 세트를 더 포함하여 특정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
기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모델 인터페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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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기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관련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인터페이스;

(b)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의 계층적인 관계를 확립하며 유지시키는 관계 인터페이스;

(c)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 덤프 인터페이스; 및

(d) 퍼시스턴트할 수 있는 속성 명칭을 검색할 수 있는 명칭 인터페이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19.

제7항에 있어서,

정보의 표시 및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표시를 제공하는 시각 계층을 더 포함하며, 상기 시각 계층은

(a) 데이터 및 사용자 상호 작용을 처리하는 연산 로직을 포함하는 모델러-상기 모델러는 이벤트 핸들러, 접속 소스 
및 접속 싱크를 더 포함함-;

(b) 데이터 및 적어도 모델의 일부를 지각적으로 요청자에게 표시하는 연산 로직을 포함하는 뷰어-상기 뷰어 컴포넌트
는 이벤트 핸들러 및 접속 소스를 더 퍼함함-; 및

(c) 데이터 및 요청자 상호 작용을 처리하는 연산 로직을 포함하는 컨트롤러-상기 요청자 상호 작용은 입력 장치로부
터의 액션을 더 포함하며 상기 컨트롤러 컴포넌트는 이벤트 핸들러, 접속 소스 밑 접속 싱크를 더 포함함-;

을 포함하는 모델, 뷰, 컨트롤러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되,

(d) 상기 모델러, 뷰어 및 컨트롤러는 메시징 계층을 이용하며, 상기 각각의 모델러, 뷰어 및 컨트롤러-상기 모델러 및 
컨트롤러는 다른 동작을 달성하기 위하여 첨부된 다른 메시지 핸들러를 구비함-는 추가적인 동작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비된 메시지 핸들러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시각 계층은

(a) 상기 뷰어가 상기 시스템으로의 리드-온리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지정될 수 있는 리드-온리 모드; 및

(b) 모델을 뷰하며 편집할 수 있는 편집 모드;

를 더 포함하되,

(c) N-계층 어플리케이션은 선택적으로 리드-온리 모드, 편집 모드 또는 둘 모두를 사용자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포
함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1.

제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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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실시간 장치 계층은

(a) 통신인터페이스; 및

(b) 이벤트-핸들링 인터페이스;

를 더 포함하되,

(c) 실시간 장치는 접속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통신하여 실시간 장치용 이벤트 핸들링과의 통신을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2.

    
하나 이상의 프로세싱 유닛; 상기 프로세싱 유닛에 접속된 하나 이상의 메모리 저장부;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싱 유닛 
내에서 실행 가능하며, 소정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규칙, 계층 규칙 및 어플리케이션 어셈블리 규칙을 포함하는 N-계
층 구조 규칙-상기 N-계층 소프트웨어는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싱 유닛내에서 실행가능하며, 각 소프트웨어 컴포넌
트(20)는 소정의 구조와 외부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20)와 통신 가능함-을 포
함하는 확장가능한 N-계층 생성 소프트웨어; 및 상기 메모리 저장부에 상주하는 기능을 구비한 초기 확장가능한 계층
의 소정 세트-확장가능한 계층의 소정 세트의 각 계층은 소정의 구조를 가지며, 확장가능한 계층의 세트는 논리적으로 
분류된 소정 개수의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세트를 더 포함함-을 포함하는 확장 가능한 N-계층 소프트웨
어 어플리케이션 생성용 컴퓨팅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어플리케이션 요구 조건을 결정하는 단계;

(b) 어플리케이션 요구 조건 세트의 각각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상기 어플리케이션 요구 조건과 매치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위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목록을 검사하는 단계;

(c)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목록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매치가 존재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요구 조건 세트의 어플리케
이션 요구 조건 각각에 대하여 어플리케이션 요구 조건에 매치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얻는 단계;

(d) 어플리케이션 요구 조건을 논리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하여 계층의 게트를 정의하는 단계;

(e) 상기 정의된 계층의 세트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소정의 계층의 세트로부터 계층을 선택하는 단계;

(f) 상기 정의된 계층의 세트를 만족시키는 소정의 계층의 세트내에 존재하지 않는 계층의 경우, 신규 계층을 생성하는 
단계;

(g) 계층과 관련된 프레임워크에 따라 매칭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상기 정의된 계층의 세트의 하나 이상의 계층
과 관련시키는 단계; 및

(h) 상기 어플리케이션 조립 규칙에 따라 상기 소정의 계층의 세트를 조립함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생
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i) 상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어플리케이션 요구 조건의 세트를 만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
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 방법.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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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요구 조건에 매칭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얻는 단계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선택적으
로 변경하는 단계 또는 계층의 프레임워크 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독립적인 소스로부터 새로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획득하여 선택적으로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
션을 생성 방법.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a) 상기 획득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상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목록에 포함하기 위하여 소정의 포함 기준에 따라 
검사하는 단계; 및

(b) 상기 포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상기 획득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상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목록에 저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 방법.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이며, 관련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퍼
시스턴트 저장부로부터 검색되는 경우 관련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함께 복합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을 자동
적으로 검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 방법.

청구항 26.

제22항에 있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생성되는 경우 복합 컴포넌트는 생성되지 않으며, 복합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구성 컴포넌트에 포함시키는 것은 생성자의 책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 방법.

청구항 27.

제22항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및 계층은 실행시에 조합되어 신규하고 고유한 어플리케이션을 온-더-플라이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 방법.

청구항 28.

제22항에 있어서,

(a) 테스팅 계층을 정의하는 단계;

(b) 상기 테스팅 모델을 이용하여 최종 모델을 테스팅하는 단계; 및

(c) 상기 최종 모델 내의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내의 오류를 정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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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제22항에 있어서,

관련은 그래피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 방법.

청구항 30.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a) 요구 조건을 검사하는 단계;

(b) 현재 프레임워크가 상기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데 적합한지 결정하는 단계;

(c) 상기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데 적합한 경우 현재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단계;

(d) 현재 프레임워크가 적합하지 않거나 상기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정의하는 단계
; 및

(e) 상기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 방법.

청구항 31.

제22항에 있어서,

계층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계층을 제거하는 단계는

(a) 현재의 요구 조건을 검사하는 단계;

(b) 각각의 현재의 계층에 대하여 적어도 하나의 다른 계층이 상기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지 결정하는 단계;

(c) 상기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기 계층을 조합하는 단계;

(d) 각각의 잔존 계층에 대하여 상기 계층이 적어도 하나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
하는 단계; 및

(e)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필요없는 계층을 제거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 방법.

청구항 32.

제22항에 있어서,

초기 계층의 세트를 정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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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계층의 세트는 비즈니스 규칙 계층, 처리 계층, 데이터 계층, 메시징 계층, 플로팅 계층, 비즈니스 객체 계층, 
시각 계층, 기초 계층, 실시간 장치 계층, 인터셉터 계층 및 어플리케이션 계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
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비즈니스 규칙 계층 프레임워크를 정의하는 단계는

(a) 비즈니스 규칙의 세트를 정의하는 단계;

(b) 제1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제2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관련됨에 의하여 상기 비즈니스 규칙을 위반하는지를 결정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소정의 프로퍼티 및 메서드의 세트를 정의하는 단계;

(c) 관련된 자(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각각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소정의 프로퍼티 및 메서드의 세트
를 정의하는 단계;

(d) 관련된 모(母)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각각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소정의 프로퍼티 및 메서드의 세트
를 정의하는 단계; 및

(e) 특정 종류의 제1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특정 종류의 제2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관련됨에 의하여 상기 비즈니스 
규칙을 위반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소정의 프로퍼티 및 메서드의 세트를 정의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 방법.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범용의 재사용 가능한 데이터 컨테이너로써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것을 허용하되, 비즈니스 소프트
웨어 컴포넌트 내의 데이터 및 동작은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부터 숨겨지며, 다른 컴포넌트가 상기 비즈니스의 내
부 구조 및 구현 세부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하며, 데이터 무결성 체크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레벨에서 수행
되도록 허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실제 세계의 비즈니스 엔티티에 해당하는 혼성 수집 모델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수집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생성 방법.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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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수집하는 단계는 다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수집하기 위하여 일반화
된 수집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생성 방법.

청구항 38.

제33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시간 장치와 통신 및 이벤트 핸들링을 지원하기 위한 실시간 장치 계층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명
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프레임워크는 실시간 장치가 접속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소정의 통신 인터페이스 및 소정의 이벤트-핸들링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
션 생성 방법.

청구항 39.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셉터 계층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사이에서 전달되는 메시지 또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로의 호
출의 인터셉션 및 제어를 허용하기 위한 속성 및 메서드를 포함하되, 인터셉트된 메시지 또는 인터페이스 호출은 인터
셉트된 메시지 또는 인터페이스 호출이 목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전송되기 전에 인터셉터 계층과 함께 등록된 콜백
에 의하여 인증, 질의 및 작동되어, 메시지 또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로의 호출의 배열의 인증 및 제어가 
소스 또는 목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변경없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는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생
성 방법.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a) 상기 인터셉터에 콜백을 등록하는 방법을 명시하는 단계;

(b) 콜백의 등록의 취소 방법을 명시하는 단계; 및

(c)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명시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생성 방법.

청구항 41.

제33항에 있어서,

(a) 비동기식 동작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계층 내의 메서드를 명시하는 단계;

(b)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어떻게 생성되고 등록되는지를 명시하는 단계; 및

(c) 서비스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접속되는지 명시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되,

(d) 의존성 및 통신 링크는 어플리케이션이 이벤트에 관하여 응답을 시작하기 전에 성립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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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생성 방법.

청구항 42.

제33항에 있어서,

계층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대하여 적절한 프레임워크 인터페이스가 구현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프레임워크용 위저드를 포함하는 위저드 계층을 명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위저드 계층은 개발 프로세
스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생성 방법.

청구항 43.

제33항에 있어서,

(a) 상기 테스팅 계층에 대한 규칙 및 필수 액티비티의 세트를 명시하는 단계; 및

(b) 상기 규칙 및 필수 액티비티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허용가능한 테스트를 정의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되,

(c) 상기 규칙 및 필수 액티비티는 테스트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테스트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테스트 하니
스를 포함하며, 상기 테스트 하니스는 상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그 프레임워크를 위한 모든 필수 인터페이스를 구현
하고 상기 인터페이스가 적절히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검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생성 방법.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규칙 및 필수 액티비티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개발에 대한 요건에 의하여 정의되고 얻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생성 방법.

청구항 45.

제33항에 있어서,

템플릿 계층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템플릿 계층은

상기 템플릿 계층 내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위한 퍼시스턴스, 컬렉션 및 이터레이터의 소정의 소프트웨어 언어 구현
을 포함하는 템플릿을 포함하며, 소정의 기능의 구현을 용이하게 하고 컴포넌트의 기능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유지보수
의 노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기 템플릿은 컴포넌트 구현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생성 방법.

청구항 46.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포함하며, 상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a) 어플리케이션의 시스템 요구 조건을 결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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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기 시스템 요구 조건을 이용하여, 모델 디자인을 생성하기 위하여 초기 계층의 세트로부터 하나 이상의 계층-상
기 각 계층은 상기 모든 계층이 어플리케이션의 시스템 요구 조건을 공통적으로 만족할 때까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적 책임의 별개의 세트를 제공하는 의무가 있음-을 형성하는 단계;

(c) 각 계층에 대하여,

(i) 기초 컴포넌트를 포함한 계층의 기초 디자인 구조를 지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기 계층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컴
포넌트에 대한 설계적 컨텍스트를 형성하는 단계;

(ii) 상기 계층을 구현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논리적 분류를 그 계층과 관련되도록 정의하는 
단계; 및

(iii) 그 계층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된 임의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대한 표준 인터페이스의 세트를 지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프레임워크 형성 단계;

(d) 각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i)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구성요소의 목록에 각 필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존재하는지 검사하는 단계;

(ii) 상기 프레임워크를 만족하는 목록 내에 또한 존재하는 각 프레임워크 내의 계층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내에서 사용
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단계; 및

(iii)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필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대하여, 상기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컴포넌
트를 획득하는 단계;

(e) 각 계층에 대하여,

(i) 상기 계층과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구성요소를 그 계층으로 조립하는 단계; 및

(ii) 그 계층이 시퀀싱되거나 데이터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그 계층과 각각의 다른 계층 사이의 시퀀싱 및 데이터 관계를 
정의하는 단계;

및

(f)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시스템 요구 조건을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모든 계층을 호출가능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패키징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어플리케이션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a) 테스팅 계층을 정의하는 단계;

(b) 상기 테스팅 계층을 이용하여 호출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는 단계; 및

(c) 상기 호출가능한 어플리케이션 내의 오류를 수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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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생성 방법.

청구항 48.

제46항에 있어서,

그 계층이 시퀀싱되거나 데이터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그 계층과 각각의 다른 계층 사이의 시퀀싱 및 데이터 관계를 정
의하는 단계는 그래피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생성 방
법.

청구항 49.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매체내에 구현된 제22항의 방법을 이용하여 생성된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50.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매체내에 구현된 제46항의 방법을 이용하여 생성된 컴퓨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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