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06F 3/12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10월19일

10-0636177

2006년10월12일

(21) 출원번호 10-2004-0075062 (65) 공개번호 10-2006-0026217

(22) 출원일자 2004년09월20일 (43) 공개일자 2006년03월23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진승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33-5번지 202호

(74) 대리인 리앤목특허법인

이해영

심사관 : 이정호

(54)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방법 및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확장성 생성 언어(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요청하는 사용자의 정보에 근거하여 프린팅 레이아웃 및 출력 데

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정의된 정책 객체를 이용하여 XML 문서를 프린팅하는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은 확장성 생성 언어(XML) 문서의 출력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정책

에이전트가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요청하는 사용자의 정보에 근거하여 프린팅 레이아웃 및 출력 데이터에 대한 액세

스 권한이 정의된 정책 객체를 정책 관리 서버에 요청하는 단계, 상기 정책 에이전트가 상기 정책 관리 서버로부터 수신한

정책 객체를 해석하여 정책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및 상기 정책 에이전트가 상기 정책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정책 정보에 따라 XML 문서의 프린팅 레이아웃을 결

정하여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정책 정보에 근거하여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요청하는 사용자가

상기 XML 문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사용자가 액세스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프린팅 작업

을 수행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방법을 더 상세하게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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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시스템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따른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5는 정책 객체 파일을 참조하는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정책 에이전트, 20...정책 관리 서버,

30...정책 저장소, 40...프린팅 장치,

50...사용자 컴퓨터, 60...네트워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확장성 생성 언어(XML) 문서

의 프린팅 작업을 요청하는 사용자의 정보에 근거하여 프린팅 레이아웃 및 출력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정의된 정책

객체를 이용하여 XML 문서를 프린팅하는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확장성 생성 언어(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가 웹 컨텐트(web content)를 위한 저작도구로서 각광

을 받으면서 기업의 정보나 서비스 업체의 비즈니스 데이터가 XML을 이용하여 표현되고 관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확장성 생성 언어(XML)는 하이퍼텍스트 생성 언어(HTML)를 대체할 목적으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WW

Consortium)이라는 단체가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페이지 기술 언어이다. 보통 XML이라는 약어로 불린다. XML은

HTML에서 사용되는 연결(link) 기능 등을 확장함과 동시에 표준 범용 문서 생성 언어(SGML; 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를 인터넷용으로 최적화한 것으로 HTML과 SGML의 장점을 모두 가지도록 규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XML은 인터넷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HTML의 한계를 극복하고 SGML의 복잡함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HTML에 사용자가 새로운 태그(tag)를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XML은 SGML의 실용적인

기능만을 모은 부분집합(subset)이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뿐만 아니라 전자 출판, 의학, 경영, 법률, 판매 자동화,

디지털 도서관, 전자상거래 등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될 전망이다.

이러한 기존의 XML로 정의된 데이터에 대한 처리는 데이터부의 XML과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정의하는 확장성

스타일시트 언어(XSL; 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를 이용한다. 여기서, XSL은 XML을 사용하고 있는 웹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가 사용자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를 설명하는 스타일시트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언어이다. XSL은

XML 파일 내에 있는 데이터 필드들을 어디에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를 묘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자에게 부여한다. 다른

스타일 시트 언어와 마찬가지로, XSL은 하나의 XML 문서를 위한 스타일 정의를 만드는데 사용되거나, 많은 다른 XML 문

서들을 위하여 재사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 자체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분리되어 생성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XML로 정의

된 컨텐츠가 기업 정보나 고객 정보와 같은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포함하게 됨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및

상황별 데이터 출력 레이아웃 관리와 같은 정책이 결부된 형태로 XML 데이터를 취급할 필요성이 급증하게 되었다. 하지

만, 기존의 XML 및 XSL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 방식은 다양한 정책을 처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정책이 독립

적으로 통제 및 관리가 수행되고 있지 않다.

발명의 명칭이 "XML 문서의 검증 및 스키마 위반을 보고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validating an

XML document and reporting schema violations)"인 미국 특허 공개 번호 제20040006744호는 XML 문서의 문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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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특정 문맥에 대한 논리적인 오류를 내부 검증 엔진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하지만, 상기 종래의 발명은

오류 및 결함에 대한 자동 검사라는 국한된 정책을 기술하고 있지만, XML 문서에 대한 프린팅 정책기반의 관리에 대한 내

용은 기술하고 있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기와 같은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확장성 생성 언어(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요청하는 사용자의 정보에 근거하여 프린팅 레이아웃 및 출력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정의된 정책 객체를 이

용하여 XML 문서를 프린팅하는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와 같은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확장성 생성 언어(XML) 문서의 프

린팅 작업을 요청하는 사용자의 정보에 근거하여 프린팅 레이아웃 및 출력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정의된 정책 객체

를 이용하여 XML 문서를 프린팅하는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기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확장성 생성 언어(XML) 문서의 출력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정

책 에이전트가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요청하는 사용자의 정보에 근거하여 프린팅 레이아웃 및 출력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정의된 정책 객체를 정책 관리 서버에 요청하는 단계; b) 상기 정책 에이전트가 상기 정책 관리 서버로부터

수신한 정책 객체를 해석하여 정책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및 c) 상기 정책 에이전트가 상기 정책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방

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상기한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확장성 생성 언어(XML) 문서의 출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있어

서,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요청하는 사용자의 정보에 근거하여 프린팅 레이아웃 및 출력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

이 정의된 정책 객체를 정책 관리 서버에 요청하는 정책 에이전트;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정책 객체를 상기 정책 에이전트

에 전송하는 정책 관리 서버; 및 정책 객체를 저장하는 정책 저장소를 포함하고, 상기 정책 에이전트는 상기 정책 관리 서

버로부터 수신된 정책 객체를 해석하여 정책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정책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

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

된 공지기술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

한 설명은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

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우선, 정책 에이전트가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요청하는 사용자의 정보에 근거하여 프린팅 레이아웃

및 출력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정의된 정책 객체를 정책 관리 서버에 요청한다(단계 S10). 그 다음, 상기 정책 에이

전트는 상기 정책 관리 서버로부터 수신한 정책 객체를 해석하여 정책 정보를 획득하고(단계 S12), 상기 정책 정보를 이용

하여 상기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수행한다(단계 S14).

이제,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방법을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우선 사용자가 정책 에이전트에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요청한다(단계 S20). 이때, 상기 사

용자의 컴퓨터는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요청하는 사용자의 정보에 근거하여 프린팅 레이아웃 및 출력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정의된 정책 객체를 나타내는 파일의 위치에 대한 참조 정보를 상기 XML 문서 파일에 자동적으로 삽입한

다(단계 S22).

상기 정책 에이전트는 정책 객체의 파일 위치 참조 정보를 해석하고 상기 참조 정보를 이용하여 정책 관리 서버에 정책 객

체를 요청한다(단계 S24). 상기 정책 관리 서버는 상기 정책 에이전트로부터 요청된 정책 객체를 정책 저장소에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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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26). 상기 정책 저장소는 상기 정책 관리 서버로부터 요청된 정책 객체를 검색하여 검색된 정책 객체를 상기 정책

관리 서버에 전송한다(단계 S28). 상기 정책 관리 서버는 상기 정책 저장소로부터 수신한 정책 객체를 정책 에이전트에 전

송한다(단계 S30).

상기 정책 에이전트는 상기 정책 관리 서버로부터 수신한 정책 객체를 해석하여 정책 정보를 획득하고(단계 S32), 상기 정

책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수행한다(단계 S34). 상세하게는 상기 정책 에이전트는 상기 정책 정

보에 따라 상기 XML 문서의 프린팅 레이아웃을 결정하여 상기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정책 에

이전트는 상기 정책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요청하는 사용자가 상기 XML 문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사용자가 액세스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프린팅 작업을 수행한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정책 에이전트는 프린팅 장치에 구비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시스템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시스템은 정책 에이전트(Policy Agent)(10),

정책 관리 서버(Policy Management Server)(20), 및 정책 저장소(Policy Repository)(30)를 포함한다. 상기 정책 에이전

트(10)는 프린팅 장치(40)에 구비될 수 있다. 상기 프린팅 장치(40)는 사용자 컴퓨터(50)에 접속되고, 네트워크(60)를 통

해 정책 관리 서버(20)에 접속될 수 있다. 정책 관리 서버(20)는 근거리 통신망(LAN)이나 시스템 버스를 통하여 정책 저장

소(30)에 접속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XML로 표현되어 있는 문서 또는 데이터를 프린팅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용자의 정보에 따라 커

스터마이징된 데이터 출력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기 시스템은 사용자 정보를 프린팅 정책으로 변환하고

프린팅 정책에 따라 프린팅 장치(40), 예를 들어 프린터가 선택적인 데이터를 출력하고 이 데이터에 대한 적합한 출력 레

이아웃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은 프린팅 서비스 사용자별로 커스터마이징된 데이터 출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프린팅 정책을 설정하고 상

기 프린팅 정책을 XML로 기술된 출력하고자 하는 데이터와 연계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XML과 연동가

능한 프린팅 정책 객체(Policy Object)를 정의하고 상기 정책 객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도 3에 있어서, 정책 저장소(30)는 정책 객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며 정책 관리 서버(20)로부터 정책 객체 검색

요청이 요구되면 해당 정책 객체를 찾아서 정책 관리 서버(20)로 전달한다. 이와 같이, 정책 저장소(30)를 정책 관리 서버

(20)와 분리하게 하고 정책 저장소(30)에 정책 객체를 디렉터리 서비스(directory service) 구조로 운용함으로써 검색의

효율을 높이고 정책 객체에 대한 데이터와 운용을 독립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정책 에이전트(10)는 프린팅 장치(40), 예를 들어 프린터에 구비되어 프린팅하고자 하는 XML 데이터에 대한 정책 객체를

정책 관리 서버(20)에 요구하고 정책 관리 서버(20)로부터 받은 정책 객체를 해석하여 프린팅 작업에 적용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정책 에이전트(10)는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요청하는 사용자의 정보에 근거하여 프린팅 레이아웃 및 출력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정의된 정책 객체를 정책 관리 서버에 요청한다. 이때, 정책 관리 서버(20)는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정

책 객체를 상기 정책 에이전트(10)에 전송한다. 정책 에이전트(10)는 상기 정책 관리 서버(20)로부터 수신된 정책 객체를

해석하여 정책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정책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수행한다.

상세하게는, 정책 에이전트(10)는 상기 정책 정보에 따라 상기 XML 문서의 프린팅 레이아웃을 결정하여 상기 XML 문서

의 프린팅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정책 에이전트(10)는 상기 정책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요청

하는 사용자가 상기 XML 문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사용자가 액세스 권한이 있는 경우에

만 프린팅 작업을 수행한다.

상기 정책 관리 서버(20)는 상기 정책 에이전트(10)로부터 요청된 정책 객체를 정책 저장소(30)에 요청하고, 상기 정책 저

장소(30)는 상기 정책 관리 서버(20)로부터 요청된 정책 객체를 검색하여 검색된 정책 객체를 상기 정책 관리 서버(20)에

전송한다.

본 발명은 또한 정책 객체를 정의한다. 정책 객체는 XML에서 정의한 XSL의 스타일 시트(style sheet)와 유사하게 정책을

정의한 별도의 파일로 구성된다. 프린팅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담은 XML 파일에 정책 객체 파일에 대한 참조정보를 삽입

하여 프린팅 장치(40)가 정책 객체 파일을 자동으로 참조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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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정책 객체는 XML로 정의된 프린팅 데이터에 대한 커스터마이징된 프린팅 레이아웃 및 출력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정의한 것이다. 정책 객체는 출력대상이 되는 XML 문서에 대한 XML 태그를 기 정의된 정책에 따라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규칙을 정의한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정책 객체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 도메인에 있는 특정

저장소에서 통합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정책 객체가 네트워크 환경에서 자유롭게 참조될 수 있도록 XML 문서 내부에

정책 객체에 대한 참조 정보를 삽입한다.

이제, 도 4 및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따른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한다.

우선, 사용자(100)가 정책 에이전트(10)에게 프린팅 작업 생성을 요청한다(102). 사용자는 XML로 표현된 데이터를 브라

우징하고 난 후 출력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 자동적으로 정책 객체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참조 정보가 사용자의 컴퓨터

에 구비되어 있는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삽입된다. 정책 객체 위치 참조 정보는 도 5와 같이 출력하고자 하는 데

이터를 포함한 XML 파일에 정의할 수 있다. 도 5는 XML 파일이 정책 객체 파일을 참조하는 예를 나타낸다.

정책 에이전트(10)가 프린팅 작업의 생성 성공을 통지하는 경우(104), 즉 프린팅 작업을 승인하는 경우, 사용자(100)는

XML 문서를 정책 에이전트(10)로 전송한다(106). XML 문서를 수신한 정책 에이전트(10)는 XML 문서를 분석하여(108),

문서 내에 포함된 정책 객체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참조 정보를 찾아서 해석한다. 이 참조 정보를 이용하여 정책 객체를

획득하기 위한 겟(GET) 동작을 수행한다. 즉, 정책 에이전트(10)는 정책 관리 서버(20)에 정책 객체를 요청한다(110). 여

기서 언급하는 정책 객체에 대한 GET 동작은 웹 서비스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의 GET 동작과 유사하게 자원의 위치와 GET에 대한 동작 코드를 포함한 요청 패킷

(request packet)을 정책 관리 서버(20)에 전송하면 정책 관리 서버(20)에서 해당 정책 객체를 찾아(112) 정책 에이전트

(10)에게 전송한다(114). 여기서, 정책 관리 서버(20)는 정책 저장소(30)와 연동하여 정책 객체를 검색할 수 있다.

정책 에이전트(10)가 정책 관리 서버(20)로부터 정책 객체를 획득한 후, 상기 정책 객체를 해석(116)하여 프린팅 레이아웃

(Layout) 및 출력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정의한 정책 정보를 얻는다. 상기 정책 정보는 기술적으로 XML 태그에 대

한 해석 정보를 나타낸다. XML 태그에 대한 해석 정보를 통하여 XML 태그를 어떻게 레이아웃하여 특정 사용자 그룹에게

프린팅된 출력물 형태로 보여줄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책 객체에 정의된 정책에 따라서 현재 요청된 프

린팅 작업에 대한 XML 스타일시트(StyleSheet)를 다르게 패치해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 에이전트(10)는 사용자

(100)에게 XSL 스타일 시트를 요청(118)하고, 사용자(100)는 요청된 XSL 스타일 시트를 정책 에이전트(10)에 전송한다

(120). 정책 에이전트는 수신한 XSL 스타일 시트를 분석(122)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정책기반 XML 문서 출력 방식

을 이용하면 동일한 XML 문서에 대해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디폴트 경우와 정책이 적용된 특정 경우가 각각 상이한 프린

팅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정책 에이전트는 프린팅 서비스를 요청한 사용자별로 커스터마이징된 XML 스타일 시트 및 XML 태그 해석 방식을 기반으

로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수행한다(124).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첨부된 청구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 발명을 여러 가지로 변형 또는 변

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앞으로의 실시예들의 변경은 본 발명의 기술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을 이용하면, 확장성 생성 언어(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요청하는 사용자의 정보에 근거하

는 정책 객체를 이용하여 XML 문서를 프린팅할 수 있다.

정책 객체에 포함된 정책 정보에 따라 XML 문서의 프린팅 레이아웃을 결정하여 상기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정책 정보에 근거하여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요청하는 사용자가 상기 XML 문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

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사용자가 액세스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프린팅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다양한 형태의 출력방식을 요구하는 XM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프린팅을 수행하는 작업의 유연성과 효

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등록특허 10-0636177

- 5 -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확장성 생성 언어(XML) 문서의 출력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정책 에이전트가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요청하는 사용자의 정보에 근거하여 프린팅 레이아웃 및 출력 데이터에 대

한 액세스 권한이 정의된 정책 객체를 정책 관리 서버에 요청하는 단계;

b) 상기 정책 에이전트가 상기 정책 관리 서버로부터 수신한 정책 객체를 해석하여 정책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및

c) 상기 정책 에이전트가 상기 정책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 이후에,

상기 정책 관리 서버는 상기 정책 에이전트로부터 요청된 정책 객체를 정책 저장소에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정책 저장소는 상기 정책 관리 서버로부터 요청된 정책 객체를 검색하여 검색된 정책 객체를 상기 정책 관리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 이전에,

사용자가 정책 에이전트에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요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 기반 확장

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기 정책 에이전트에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상기 사용자의 컴퓨터는 상기 정책 객체를 나

타내는 파일의 위치에 대한 참조 정보를 상기 XML 문서 파일에 자동적으로 삽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정책 에이전트가 상기 정책 객체의 파일 위치 참조 정보를 해석하고 상기 참조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정책 관리 서버

에 상기 정책 객체를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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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책 에이전트는 프린팅 장치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상기 정책 정보에 따라 상기 XML 문서의 프린팅 레이아웃을 결정하여 상기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상기 정책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요청하는 사용자가 상기 XML 문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

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가 액세스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프린팅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 기반 확장

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방법.

청구항 9.

확장성 생성 언어(XML) 문서의 출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요청하는 사용자의 정보에 근거하여 프린팅 레이아웃 및 출력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정의된 정책 객체를 정책 관리 서버에 요청하는 정책 에이전트;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정책 객체를 상기 정책 에이전트에 전송하는 정책 관리 서버; 및

정책 객체를 저장하는 정책 저장소를 포함하고,

상기 정책 에이전트는 상기 정책 관리 서버로부터 수신된 정책 객체를 해석하여 정책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정책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시스

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정책 관리 서버는 상기 정책 에이전트로부터 요청된 정책 객체를 정책 저장소에 요청하고,

상기 정책 저장소는 상기 정책 관리 서버로부터 요청된 정책 객체를 검색하여 검색된 정책 객체를 상기 정책 관리 서버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11.

등록특허 10-0636177

- 7 -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정책 에이전트는 사용자로부터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의 요청을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기 정책 에이전트에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상기 정책 객체를 나타내는 파일의 위치에 대

한 참조 정보를 상기 XML 문서 파일에 자동적으로 삽입하는 컴퓨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정책 에이전트는 상기 정책 객체의 파일 위치 참조 정보를 해석하고 상기 참조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정책 관리 서버

에 상기 정책 객체를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정책 에이전트는 프린팅 장치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정책 에이전트는 상기 정책 정보에 따라 상기 XML 문서의 프린팅 레이아웃을 결정하여 상기 XML 문서의 프린팅 작

업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16.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정책 에이전트는 상기 정책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XML 문서의 프린팅 작업을 요청하는 사용자가 상기 XML 문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사용자가 액세스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프린팅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 기반 확장성 생성 언어 문서 출력 관리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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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636177

- 9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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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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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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