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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신망에 연관된 엔티티를 위한 엔티티 프로파일을생성하기 위해 구성 파라미터의 계층을 조직하고 

결합하는방법 및 시스템

요약

예를 들면, 구성 파라미터인 하나 이상의 파라미터의 세트의 계층을 조직화하고, 복수의 파라미터 세트를 관리하고, 

통신망을 사용하여 액세스될 수 있는 엔티티에 대한 구성 파라미터의 단일 세트(즉, 엔티티 프로파일)를 생성하기 위

해서 둘 이상의 복수의 파라미터 세트를 결합하는 방법 및 시스템이 제공된다. 생성된 엔티티 프로파일은, 예를 들면 

엔티티와 연관된 망 장치인 장치를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및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상에 

구체적으로 구현된 제1 신호를 포함하는 디지털 정보 제품이 제공된다. 이 신호는, 통신망과 연관되고 엔티티 그룹의 

계층의 하나 이상의 엔티티 그룹에 속한 엔티티에 대해, 통신망의 망 장치를 구현하기 위한 구성 파라미터의 복수의 

세트를 정의한다. 각 세트는 엔티티 또는 엔티티 그룹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각 세트에 대해,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

미터에 대해, 세트는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정의한다. 통신망과 연관된 제1 엔티티의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터

에 값을 할당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 더 제공된다. 엔티티는 엔티티 그룹의 계층의 구성원이고, 통신망은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통신망의 망 장치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 파라미터의 복수의 세트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로부터 검색되고, 각 세트는 엔티티 또는 엔티티 그룹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각 세트에 대해,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

미터에 대해, 세트는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정의한다. 구성 파라미터의 복수의 세트는 제1 엔티티에 대한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결합되고, 엔티티 프 로파일은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각 파라미터에 대

해, 구성 파라미터의 복수의 세트 중 하나로부터 할당된 해당 값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통신망, 엔티티, 엔티티 프로파일, 구성 파라미터, 결합 절차, 계층, 엔티티 그룹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전체적으로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된 2000년 3월 20일에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통신 시스템을 위

해 구성 정보를 조직하는 방법 및 장치'인 공동 소유, 공동 계류중 미국 가출원 제60/190,613호에 대한 35 U.S.C.§1

19(e)하의 우선권을 청구한다.

본 출원은 전체적으로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된 2000년 10월 26일에 제임스 뱃슨 등에 의해 출원되고 발명의 명

칭이 '프로그램가능 기능을 구비한 하나 이상의 전화 통신 장치를 포함하는 분산 통신망'인 공동 소유, 공동 계류중 미

국 출원에 관련되어 있다.

배경기술

오늘날에는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통신망은 계속 수가 증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통신망은, 여러 유형 중에

서, 오디오 신호를 교환하기 위한 전화 통신망[예를 들면, 공중 교환 전화망(PSTN)], 오디오 신호를 교환하기 위한 

무선 통신망,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를 교환하기 위한 텔레비전 통신망, 및 데이터를 교환하 기 위한 데이터 통신망[

예를 들면, 근거리 통신망(LAN) 또는 대도시권 통신망(MAN)]을 포함하는 특정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유

형의 통신망으로 나누어진다.

오늘날, 여러 가지 중에서 트랜지스터 제조, 광섬유 광학, 엔코딩 통신, 스위칭 통신, 라우팅 통신, 다중화 통신, 망 트

래픽 공학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개선된 기술 덕분에, 전송 속도는 증가하였고, 따라서 망 대역폭은 통신망(예를 

들면, 인터넷)이 오디오, 비디오 및 데이터 서비스의 임의의 다양한 조합을 포함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

까지 확장되었다.

보다 최근에, 통신망은 전화 호출에서 전화 건 사람과 하나 이상의 상대방 사이에서 음성 데이터 및 다른 데이터를 전

송하는데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통신망은 인터넷 프로토콜(IP)에 따라 데

이터를 전송하도록 설계된다. 예를 들면, 오늘날, 일부 전화 통신망(예를 들면, IP 이용 음성망)은 다양한 전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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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심지어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무선 및 유선 통신망을 포함하는 통상의 전화 통신망에 대해, 이러한 통

신망의 종단은 전화 또는 전화 가능 컴퓨터와 같은 전화 통신 장치(TCD)이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전화 통신 장치는 최소한 이하의 종래 전화 태스크인, 통신망의 전송 매체상으로 신호를 전

송하여 전화 호출의 설정을 개시, 전화 호출이 도래하는 것을 검출 및 표시(예를 들면, 링울리기, 삑 소리내기 또는 빛

을 깜박이기), 사용자가 전화 호출에 응답했음(예를 들면, 오프훅 검출, 키패드 입력, 키보드 입력 또는 마우스 클릭)을

판단, 사용자가 전송 매체 상에서 응답했음을 표 시하는 신호를 전송하고, 사용자(예를 들면, 로터리 다이얼, 푸시 버

튼, 음성 활성화, 키보드 또는 마우스)로부터 다이얼링 명령을 수신, 전송 매체 상에 다이얼링 명령을 표현하는 신호를

전송, 음향 오디오 신호를 사용자와 송수신, 및 통신망의 전송 매체상에 미디어(예를 들면, 오디오 데이터)를 송수신

하는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이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것처럼, '호출 제어'는 전화 호출의 설정, 유지 및 절단을 제어하는 것을 지칭한다. LAN에 연결

된 통상의 전화 통신 장치에 대해, 전화 호출을 제어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 또는 

H.323 프로토콜과 같은 피어투피어(peer-to-peer)형 프로토콜, 또는, 예를 들면 미디어 게이트웨이 제어 프로토콜(

MGCP), Megaco/H.248 프로토콜 또는 시스코 시스템즈사에 의해 보급된 스키니 스테이션 프로토콜과 같은 마스터/

슬레이브형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단일 호출 제어 프로토콜의 사용을 포함한다.

SIP 프로토콜은 1999년 3월의 RFC 2543, SIP: 인터넷 공학 태스크 포스(IETF)에 정의되어 있다. H.323 프로토콜은

국제 전자통신 연합에 의해 1998년 2월 스위스 제네바 ITU-TN 권고: H323 패킷 기반 다중 미디어 통신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Megaco/H.248 프로토콜은 IETF RFC 2885 및 ITU H.248에 의해 정의되어 있다. MGCP 프로토콜

은 1999년 10월의 RFC 2705에 기술되어 있다.

통신망은, 여러 유형 중에서, 예를 들면 개인용 컴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미니컴퓨터 또는 서버인 다

수의 컴퓨터 중의 임의의 것을 포함하는 다양한 다수의 망 장치(ND), 예를 들면 TCD, 데이터베이스, 스위치, 허브, 브

리지, 라우터, 여러 유형의 링크 장치, 다양한 여러 유형의 ND의 임의의 것을 포함하는 통신 장치, 및 그들의 다양한 

조합의 임의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

ND는, 예를 들면 여러 속성 중에서, ND의 유형(스위치, TCD, 개인용 컴퓨터 등), ND의 제조자, ND의 망 토폴로지(t

opology)에서의 위치 등과 같은 ND간에 공유하는 공통 속성에 따라 함께 그룹화될 수 있다. ND의 그룹의 계층이 생

성될 수 있고, 이러한 계층의 논리적 제시가 통신망의 하나 이상의 ND상에 유지(즉, 기억)될 수 있다.

또한, 통신망은 망에 연관된 하나 이상의 망 사용자(즉, 사용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는 특정 ND와 연관

되어 있거나 망의 임의의 특정 장치와 독립적일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는, 예를 들면 사용자에 의해 공유되는 공통의 

속성에 따라 함께 그룹화될 수 있다. 사용자 그룹의 계층이 생성될 수 있고, 이러한 계층의 논리적 제시가 통신망의 하

나 이상의 ND상에 유지(즉, 저장)될 수 있다.

사용자는, 예를 들면 사업체의 종업원인 조직의 구성원일 수 있다. 이러한 구성원은, 여러 속성 중에서, 예를 들면 사

업체의 업무팀 또는 부서인 동일한 관리 그룹에 속하는 것과 같은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통의 속성에 따라 함께 그룹

화될 수 있다. 종업원 그룹의 계층이 생성될 수 있고, 이러한 계층의 논리적 제시가 통신망의 하나 이상의 ND에 유지(

즉, 저장)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것처럼, '엔티티'는 장치(예를 들면, ND), 사용자, 구성원(예를 들면, 종업원), 또는 조직의 임의

의 다른 기본 단위이다. '엔티티 그룹'은 ND의 그룹인 장치 그룹, 사용자의 그룹인 사용자 그룹, 조직의 구성원(예를 

들면, 사업체의 종업원)의 그룹인 구성원 그룹(예를 들면, 업무팀), 또는 임의의 다른 단위의 그룹을 포함하는 엔티티

의 그룹이다. '엔티티 계층' 또는 '계층'은 엔티티 그룹 및 엔티티들의 논리적 배열이고, 계층은 최상위로부터 최하위

로까지 복수의 레벨을 포함하고, 하나 이상의 엔티티는 계층의 최하위 레벨에 해당하고, 각 엔티티 그룹은 최하위 레

벨보다 높은 계층의 레벨에 해당하고, 계층의 최상위 레벨에 해당하는 엔티티 그룹을 제외한 각 엔티티 그룹 및 엔티

티는 보다 높은 레벨의 엔티티 그룹에 속한다.

계층의 유형은 ND 및 장치 그룹의 망 장치 계층, 사용자 및 사용자 그룹의 사용자 그룹 계층, 관리 그룹 및 구성원의 

관리 계층, 및 단위 및 단위 그룹의 다른 계층을 포함할 수 있다.

통신망의 하나 이상의 ND는 ND를 구현하기 위한 해당 구성 파라미터(configuration parameter)를 구비할 수 있다. 

임의의 주어진 시간에, ND는, 예를 들면 조직(예를 들면, 사업체)의 구성원(예를 들면, 종업원)일 수 있는 ND를 사용

하는 망 사용자인 해당하는 다른 엔티티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상술한 것처럼, 각 엔티티(예를 들면, ND, 사용자 또는 구성원)는 엔티티 그룹의 일부일 수 있고, 엔티티 및 엔

티티 그룹은 엔티티 그룹 및 엔티티의 계층의 일부일 수 있다. 엔티티 그룹이 엔티티 그룹에 속한 엔티티가 사용한 N

D를 위한 구성 파라미터 값에 걸쳐 소정 제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층의 엔티티 그룹에 대해 구성 파라미터를 위한 

값이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종종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사업체의 부서의 관리자가 부서의 종업원이 사용하는 모든 ND에 이용될 구성 파라미터를 위한 값을 정의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서는 부서 감독자의 ND의 망 주소를 위한 값을 정의할 수 있다. 이 값은 부

서의 모든 종업원에 대해 일정한 값일 수 있다. 부서의 관리자가 구성 파라미터의 값을 정의할 수 있게 하여 관리자가

부서 정책을 집행하고 특정 종업원에 대한 권한을 정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보다 낮은 레벨의 엔티티 그룹 또는 엔티티들이 이러한 엔티티에 특수한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정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업원의 ND상에 존재하는 오디오 장치에 대한 초기 음량 설정을 종업원이 정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종업원이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정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연성과 고

객화가 허용된다.

또한, 엔티티 그룹의 엔티티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구성 파라미터의 값에 대해, 엔티티 그룹에 의한 이러한 값들에 

대해 디폴트 값이 설정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업원에 의해 사용되는 ND의 유형에 대해



등록특허  10-0467401

- 4 -

하나 이상의 디폴트 값을 사업체의 관리자가 정의할 수 있게 하고, 종업원이 ND를 맞추기 원하면 종업원이 이 값 중 

하나 이상을 덮어쓰기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엔티티 그룹 및 그룹에 속한 엔티티가 모두 구성 파라미터의 값을 기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ND상에서 실행될 애플리케이션의 목록을 시스템 개발자 또는 관리자가 정의할 수 있게 하고 ND가 애플

리케이션의 목록을 추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일부 통신망에 대해서는, ND는 미리 정의된 구성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구성된다. 그러므로, 하나 이상의 엔티티 그룹

및/또는 엔티티가 엔티티에 해당하는 ND에 대한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정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값들은 

미리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업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상담자는 하나 이상의 ND의 구

성 파라미터를 위해 사용될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업체의 각 관리 그룹의 관리자 및/또는 사업체의 개별 종업원과 

상당할 수 있다. 그리고, 상담자는 하나 이상의 종업원에 대해 하나 이상의 종업원이 사용하는 하나 이상의 ND에 이

용될 구성 파라미터의 세트에 대한 값을 미리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하나 이상의 종업원에 대해, 일부 구성 파라미터는 초기 설치 후에 종업원에 의해 고객화된 값을 갖도록 구성될

수 있다. 구성 파라미터의 세트 및 그들의 정의된 값은 그리고나서, 예를 들면 엔티티에 해당하는 ND 또는 통신망 상

의 다른 ND인 통신망의 ND 상에 저장되어 관리될 수 있다.

구성 파라미터를 위한 값을 정의하기 위한 이 기술의 첫 번째 단점은 ND가 설치된 후 구성 파라미터의 많은 값들이 

고정될 수 있고 ND 자체에 많은 구성 파라미터의 값을 수동으로 재정의하지 않고는 ND의 재구성이 거의 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작은 통신망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지만, ND의 수가 증가하면서 수동 재구성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세스가 된다.

이 기술의 다른 단점은 엔티티와 연관되고 각 엔티티 그룹이 계층의 한 레벨에 해당하는 다중 엔티티 그룹이 있지만 

구성 파라미터 및 그 정의된 값의 단지 하나의 세트가 그 엔티티에 대해 저장되고 관리된다. 따라서, 구성 파라미터의

단일 세트는 단일 세트의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된 값과 구성 파라미터의 현재 값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는 엔티티 그룹의 계층간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유지(예를 들면, 그 제시를 저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보는 단일 파라미터 세트의 구성 파라미터의 현재 값이 엔티티 그룹에 의해 상수로서 정의되어 있는 값

으로부터 발생되었는지 또는 한 이상의 엔티티 그룹 또는 엔티티들에 의해 덮어쓰기된 엔티티 그룹에 의해 정의된 디

폴트값이었는지, 엔티티 및 엔티티가 속한 하나 이상의 엔티티 그룹에 의해 정의된 값의 세트이었는지를 고려하여 관

리될 수 없다. 이 정보는 구성 파라미터의 값이 수동으로 설정된 후에 손실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엔티티(예를 들면, 종업원)가 속한 둘 이상의 엔티티 그룹(예를 들면, 업무 그룹 및 부서)이 동일한 파라미

터에 대해 상수 값, 디폴트 값 또는 기재 값을 정의할 때마다, 값을 단일 파라미터 세트에 대한 구성 파라미터에 할당

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은 구성 파라미터의 값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각 엔티티 및 엔티티 그룹의 관심을 

가장 잘 수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하나 이상의 사람(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관리자, 종업원, 상담자, 프로그래머 등)

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결정 프로세스는 구성 파라미터의 값이 변경될 때마다 반복되어야 한다.

통신망의 각 ND를 수동으로 구성하는 것의 대안으로서, 일부 통신망은 하나 이상의 ND를 원격으로 구성하는 중앙집

중된 망 자원을 구비한다. 예를 들면, 통신망을 위한 망 관리 스테이션(NMS) 또는 중앙 정보국은 하나 이상의 ND에 

대한 구성 파라미터의 값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 관리 그룹의 관리자가 관리 그룹의 하나 이상의

구성원에 대한 구성 파라미터의 값을 변경할 권한을 갖고, 관리자가 이렇게 하기 원하는 경우에, 구성 파라미터의 값

은, 예를 들면 NMS상에서 변경될 수 있고, 변경의 영향을 받은 임의의 ND는 변경을 통지 받을 수 있다. ND는 그리고

나서 NMS로부터 수신된 통지에 따라 구성 파라미터의 값을 변경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ND에 대해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터의 값을 변경하는 이러한 기술이 수동 구성 및 재구성에 비해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엔티티와 연관된 구성 파라미터의 단지 하나의 세트만을 유지하고 단일 세트의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된 값과 구성 파라미터의 현재 값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는 엔티티 그룹의 계

층 사이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상술한 단점을 제거하지 못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명세서에서는, 예를 들면 구성 파라미터인 하나 이상의 파라미터의 세트의 계층을 조직하고 복수의 파라미터 세트

를 유지하고, 통신망과 연관될 수 있는 엔티티에 대한 구성 파라미터(즉, 엔티티 프로파일)의 단일 세트를 생성하기 

위해 복수의 파라미터 세트의 둘 이상을 결합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생성된 엔티티 프로파일은, 예를 

들면 엔티티에 연관된 망 장치인 장치를 구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계층은,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구성원(예를 들면 종업원) 및 가능하면 구성 의 하나 이상의 관리 그룹(예를 들면, 부

서)을 포함하는 조직의 관리 계층, 망 장치 및 장치 그룹의 망 장치 계층, 사용자 및 사용자 그룹의 사용자 장치 계층 

또는, 예를 들면 엔티티가 공유하는 하나 이상의 속성에 따라 엔티티가 그룹화된 다른 유형의 계층인 복수의 유형의 

계층 중 임의의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및 방법은 계층의 엔티티 그룹이 파라미터의 값을 정의하고, 정의된 값이 계층의 보다 낮은 위치의 다

른 엔티티 그룹에 의해 동일한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된 값에 의해, 예를 들면 덮어쓰기 되거나 추가되는 식으로 영향

받거나, 값이 상수로 정의되면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는 값과 속성을 연관하여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

록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제1 엔티티 그룹에 의해 정의된 하나 이상의 값과 연관된 속성은 계층의 보다 낮은 위치

의 엔티티 그룹에 부여된 제어의 범위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값이 엔티티에 할당된 파라미터의 집합에 대해, 하나 이상의 구성 세트, 및 연관에 의해, 이 구성 세

트에 해당하는 엔티티 그룹은 구성 파라미터의 세트의 부분 세트에 값을 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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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시예에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및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상에 구체적으로 실시된 제1 신호를 포함하는 디지털 

정보 제품이 제공된다. 이 신호는 통신망과 연관되고 엔티티 그룹의 계층에서 하나 이상의 엔티티 그룹에 속한 엔티

티에 대해, 통신망의 망 장치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 파라미터의 복수의 세트를 정의한다. 각 세트는 엔티티 또는 엔티

티 그룹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각 세트에 대해,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터에 대해, 세트는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값

을 정의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값이 통신망과 연관된 제1 엔티티의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터에 할당되고, 엔티티는 엔티티 그룹

의 계층의 구성원이고, 통신망은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통신망의 망 장치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 파라미

터의 복수의 세트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부터 검색된다. 각 세트는 엔티티 또는 엔티티 그룹 중의 하나에 해당하

고, 각 세트에 대해,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터에 대해, 세트는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정의한다. 구성 파라미터

의 복수의 세트는 제1 엔티티에 대한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결합된다. 엔티티 프로파일은 하나 이상의 구

성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각 파라미터에 대해 구성 파라미터의 복수의 세트 중의 하나로부터 할당된 해당 값을 포함

한다.

이 실시예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및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저장된 적절한 명령을 정의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신호

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이 명령은 컴퓨터에 의해 실행된 결과로서 이 도시적인 실

시예에 대해 상술된 단계를 수행하도록 컴퓨터에 명령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하는 통신망과 연관되고 엔티티 그룹의 계층의 구성원인 제1 엔티티의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터에 값을 할당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부터 통신

망의 망 장치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 파라미터의 복수의 세트를 하나 이상의 입력을 구성 관리 모듈을 포함한다. 각 세

트는 엔티티 또는 엔티티 그룹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각 세트에 대해,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터에 대해, 세트는 구

성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정의한다. 구성 관리 모듈은 제1 엔티티를 위한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 성하기 위해서 구성 

파라미터의 복수의 세트를 결합하기 위한 로직을 더 포함한다. 엔티티 프로파일은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터를 포함

하고, 각 파라미터에 대해, 구성 파라미터의 복수의 세트 중의 하나로부터 할당된 해당 값을 포함한다. 구성 관리 모듈

은 엔티티 프로파일을 출력하기 위한 출력을 더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하는 통신망과 연관되고 엔티티 그룹의 계층의 구성원인 제1 엔티티의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터에 값을 할당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통신망의 망 장치를 구성하기 위

한 구성 파라미터의 복수의 세트를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부터 검색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각 세트는 엔티티 또는 

엔티티 그룹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각 세트에 대해,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터에 대해, 세트는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정의한다. 시스템은 제1 엔티티에 대한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구성 파라미터의 복수의 세트를 결

합하는 수단을 더 포함한다. 엔티티 프로파일은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각 파라미터에 대해, 구성 파

라미터의 복수의 세트 중의 하나로부터 할당된 해당 값을 정의한다.

상술된 실시예의 특징 및 유리함 및 다른 실시예의 특징 및 유리함은 첨부된 도면과 결합하여 이해되어야 하는 이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보다 용이하게 이해되고 알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통신망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관리 계층의 관리 그룹에 해당하는 복수의 구성 파라미터 세트를 포 함하는 관리 계층의 논리적 제시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구성 파라미터 세트의 계층의 논리적 제시의 최소한 일부를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도표의 예를 도시하

는 블럭도.

도 4는 구성 파라미터의 복수의 세트로부터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의 예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5A-5B는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결합 절차에 따라 복수의 구성 파라미터를 결합하는 방법의 예를 도

시하는 흐름도.

도 6은 엔티티 프로파일을 유지하는 방법의 예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7은 구성 파라미터 및 그 해당 속성의 세트의 목록의 예를 도시하는 표.

도 8은 도 7의 표로부터 생성된 엔티티 프로파일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구성 파라미터의 복수의 세트로부터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의 예를 도시하는 데이터 흐름

도.

실시예

도 1은 통신망(2)의 예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통신망(2)은 정사각형으로 표시된 복수의 망 장치(ND), 원으로 표시

된 복수의 망 링크 장치(NLD), 선으로 표시된 망 전송 매체(예를 들면, 와이어, 케이블, 광섬유, 전송파)의 복수의 세

그먼트를 포함한다.

ND는, 여러 가지 중에서, 예를 들면 개인용 컴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미니컴퓨터 또는 서버인 다양

한 컴퓨터 중의 임의의 것, 예를 들면 전화 통신 장치(TCD)인 통신 장치, 데이터베이스, 또는 다양한 다른 유형의 망 

장치 중의 임의의 것을 포함하는 복수의 유형의 망 장치 중 임의의 것일 수 있다.

NLD는 전송 매체의 세그먼트 간에서 데이터의 패킷을 스위칭, 및/또는 라우팅을 할 수 있는 ND의 한 유형이다. 예를

들면, ND는 스위치, 허브, 브리지, 라우터, 다른 유형의 링크 장치, 또는 이들의 조합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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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는 다른 유형의 ND이다. SPS는 서비스 제공자와 연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서버이다. 예를 들면, 전

화 통신망(예를 들면, 센트렉스 망)에 대해, SPS는 전화 통신 망 및 통신망 상의 하나 이상의 ND를 구성, 동작, 유지 

및 관리와 같은 전화 통신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중의 임의의 것을 제공하는 ND일 수 있다.

ND, NLD 및 SPS는 함께 통신망(2)의 물리적 기반 시설을 형성한다.

또한, 통신망(2)은 뱃슨(Batson) 애플리케이션에서 기술된 다양한 ND 및 NLD의 임의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ND는,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프로그램될 수 있는 TCD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

램가능 TCD는 전화 통신 장치 상에 정의된 하나 이상의 전화 애플리케이션이 현장(예를 들면, 고객 집)에 초기 설치

된 후에 하나 이상의 전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제어했던 판매자와 독립적으로 변형될 수 있도록 개방 전화 시스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TCD는 메사츄세츠 워번의 핑텔사의 핑텔 엑스프레사(Pingtel xpressa TM )와 같은 L

AN 연결 전화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가능 TCD는 정의된 전화 기능이 전화 애플리케이션을 TCD에 추가하여 확장될 수 있도록 확장가능 

전화 시스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TCD는 SIP, H.323, MGCP, Megaco/H.248 및 스키니 스

테이션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복수의 호출 제어 프로토콜의 임의의 것을 사용하여 전화 호출 중에 연결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면 회의 호출인 다중 연결을 포함하는 전화 호출에 대해, TCD는 각 연결 상의 통신을 동시에 제어

할 수 있고 다른 호출 제어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

제1 TCD가 존재하는 통신망(2)은 다양한 구성 중의 임의의 하나를 가질 수 있다. 통신망(2)은, IEEE 802.3, PCS 통

신망에 의해 기술된 것과 같은 무선 이더넷 프로토콜, 3G 통신망을 위한 프로토콜 또는 IEEE 802.11에 의해 정의된 

무선 이더넷 프로토콜과 같은 다양한 유선 프로토콜 중의 임의의 하나인 다양한 무선 프로토콜 중의 임의의 하나를 

사용하고, 반송파 및 광섬유 케이블과 같은 다양한 망 전송 매체 중의 임의의 하나를 갖는 다양한 유형의 통신망 중의

하나일 수 있다.

상술한 것처럼, ND는 전화 또는 컴퓨터를 포함하는 복수의 장치 중의 하나일 수 있는 TCD일 수 있다. ND가 전화이

면, 추가적인 전화 기능, 데이터 스토리지 및 전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환경을 포함하는 전화에 대한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상대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의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자는 전화 호출에서 상대하는 전화로서 구현된 TCD를 가질 수 있고,

다양한 다른 태스크에 대한 범용 컴퓨터를 가질 수 있다. 사용자 전화는 전화 호출에서 상대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인 간공학적 특징을 가질 수 있지만, 범용 컴퓨터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조작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복수의 특징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범용 컴퓨터는 TCD의 전화 실시예에 없는 비디오 모니

터, 키보드 및 마우스와 같은 주변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범용 컴퓨터는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하고 애

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확장가능 메모리를 구비할 수 있다.

TCD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대 장치는 뱃슨 애플리케이션에서 기술된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

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와 같은 복수의 API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TCD에 로딩하고 TCD

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언로딩하기 위해서, 상대 장치는 뱃슨 애플리케이션에서 상술된 것과 같은 애플리케이션 관

리기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태 장치는 다양한 형태의 통신망(2) 또는 서브망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소프트웨어가 로딩될 수 있다. 다른 망

자원, 특히 TCD과 데이터를 통신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상대 장치는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

l), HTTP(Hypertext Transport Protocol), RMI(Remote Method Invocation), HTML(Hypertext Mark-up Langu

age), FTP(File Transfer Protocol),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을 포함하는 다수의 프로토콜을 사용하

여 통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전화 애플리케이션은 TCD상에 완전히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고, TCD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으로의 포인

터를 유지하여,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의 최소한 일부가 다른 망 자원상에 저장되도록 분산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망 자원 상에 TCD로부터 원격으로 저장될 수 있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ND

는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및 최소한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를 저장하는 망 자원으로서 서비스할 수 있

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음성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하나 이상의 TCD에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애플리케이션의 서버측을 포함할 수 있다.

통신망(2) 상에 TCD 또는 다른 유형의 ND의 수가 증가하면서, TCD 자체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전화 애플리케이션

을,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TCD 설치 서버인 다른 망 자원에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TCD 설치 서버는 TC

D상에 구성될 수도 있는 복수의 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TCD 설치 서버는 TCD를 구성 및 관

리하고, TCD상에 소프트웨어 갱신을 수행하고, 어느 애플리케이션이 어느 TCD에 설치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예를 들면 지역권, 대도시권, 사업부, 사업부서, 빌딩, 층 및 그룹, 사용자까지로 TCD의 그룹의 계층으로 복수의 TCD

를 구성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할 수 있다. TCD 설치 서버는 TCD 또는 다른 유형의 ND에 다수의 다른 서비

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TCD 설치 서버는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관리 데이터베이스는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 시스템을 포함하는 복수의 유형의 데이터베이스 중의 임의의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관리 데이터베이스는 도 9와 결합하여 이하 설명된 DBMS 306의 일부일 수 있다. 또한, 하나 이상의 T

CD 및 상대 장치를 포함하는 다른 ND와 통신하기 위해, TCD 설치 서버는 SNMP, HTTP, RML, HTML, FTP 및 TF

TP를 포함하는 다수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물리적 기반 시설을 구비한 것에 추가하여, 통신망(2)은 다양한 방식 중 임의의 하나로 복수의 서브망으로 조직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통신망(2)은 통신망(2)의 다른 부분의 소유에 의해 결정된 것과 같은 복수의 서브망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통신망(2)은 제1 사업체(예를 들면, 블루칩사)에 해당하는(예를 들면, 소유 또는 임대된) 서브망(7)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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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사업체(예를 들면, 아크메 위제트사)에 해당하는 서브망(8)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브망(7,8)인 하나 이상의 서브망은, 예를 들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SPS인 서버를 제공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서비스 프로바이더사인 공동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서비스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다른 서비스 제공자 서

버는 통신망(2)의 하나 이상의 다른 서브망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서비스 제공자는 SPS(4)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다른 서브망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크메 위제트사에 해당하는 서브망(8)인 각 서브망에 대해, 관리 또는 다른 이유를 위해, 하나 이상의 ND

또는 서브망에 연관된 다른 엔티티(예를 들면, 사용자)는 함께 그룹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ND(14)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ND는 장치 그룹(12)으로 그룹화될 수 있다. 다른 ND는 망 장치 그룹(17)으로 그룹화되고 또다른 ND는 장치 

그룹(15)으로 그룹화될 수 있다. 망 장치 그룹(12,15,17)은 복수의 공유 속성 중의 임의의 하나에 따라 조직화될 수 

있고, 예를 들면 각 그룹은 특정 제조자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그룹화가 토폴로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지는 

않지만, ND의 그룹화는 서브망(8)의 토폴로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예를 들면, ND 위치간에 공유된 

공통 속성은 통신망 토폴로지 내에 있을 경우).

또한, 사용자와 같은 다른 엔티티는 단일 ND와만 연관되거나, 다중의 ND와 연관되거나, 임의의 특정 ND와 독립적이

도록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다른 엔티티는 서브망(8)의 물리적 기반시설과 밀접하지 않거나 독립적으로 그룹

으로 그룹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망 기반시설과 밀접하지 않은 사용자 그룹에 속할 수 있다.

망 장치는 망 장치 계층의 최하위 레벨에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장치 그룹(12,15,17)인 이러한 망 장치의 그룹이 망

장치 계층의 인접한 보다 높은 관리 레벨에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치 그룹(12,15,17)인 망 장치의 그룹은 자체가 하나 이상의 보다 높은 레벨 장치 그룹으로 그룹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치 그룹(12,15,17)은, 예를 들면 TCD, 개인용 컴퓨터 또는 NLD인 공통 유형의 망 장치의 그룹일 

수 있는 장치 그룹(10)으로 그룹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11 및 13(망 장치 미도시)인 다른 장치 그룹도 공통 유형의 

망 장치의 그룹일 수 있고, 예를 들면 장치 그룹(11)은 TCD형의 망 장치를 나타낼 수 있고, 장치 그룹(13)은 개인용 

컴퓨터형의 망 장치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장치 그룹(10,11,13)은 하나 이상의 보다 높은 레벨 장치 그룹으로 그 룹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치 그룹(10

,11,13)은 서브망(8)에 해당하는 아크메 위제트사 장치 그룹에 모두 속할 수 있다. 또한, 아크메 위제트사는, 예를 들

면 서비스 프로바이더사가 서비스하는 망 장치의 그룹인 통상의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하는 장치 그룹의 그룹에 속

하는 장치 그룹일 수 있다. 또한, 통신망(2)의 각 ND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ND(14)는 

사용자 1의 망 아이디를 가질 수 있는 아크메 위제트사의 종업원이 사용할 수 있다. 망 장치에 관한 상술한 설명과 유

사하게,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그룹으로 그룹화될 수 있고, 이러한 하나 이상의 그룹은 하나 이상의 다른 사용

자 그룹으로 더 그룹화될 수 있다.

사용자는, 예를 들면 공통으로 복수의 속성을 갖는 것인 복수의 이유로 인해 함께 그룹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

자는 사용자가 속한 조직의 관리 계층에 따라 함께 그룹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망 장치(14)는 아크메 위제트사 부서

에 속하는 업무팀에 속하는 종업원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아크메 위제트사 및 다른 사업체가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하는 관리 그룹 하에 함께 그룹화될 수 있다.

도 1은 하나 이상의 서브망을 포함하는 통신망(2)의 단지 도시적인 예이다. 다양한 다른 통신망 및 서브망 중 임의의 

것이 후술된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범위내에 속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도시적인 실시예는 이하 기술될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도시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

계층의 엔티티 그룹에 해당하는 복수의 CPS로부터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이하 설명이 

주로 관리 계층의 관리 그룹과 관련하여 되 었지만, 이러한 방법 및 시스템은, 예를 들면 상술한 장치 그룹 및 망 사용

자 그룹인 엔티티 그룹의 복수의 유형의 계층 중 임의의 것에 이용될 수 있다.

엔티티(예를 들면, 망 장치, 망 사용자, 또는 종업원과 같은 관리 계층의 구성원) 및 엔티티에 해당하는 엔티티 그룹(

예를 들면, 장치 그룹, 망 사용자 그룹, 관리 그룹)에 상관없이, 엔티티 그룹의 모든 엔티티에 공통인 일부 구성 파라미

터를 정의하고 다른 구성 파라미터를 각 엔티티에 대해 개별적으로 정의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구성 파라미터는, 예를 들면 핑텔사의 xpressa TM 와 같은 프로그래가능 TCD와 같은 망 장치인 장치를 구성하기 위

한 다양한 파라미터 중의 임의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터는 음량 제어, 디스플레

이 제어, 보안 특징, 애플리케이션 파라미터, 망 장치 및, 예를 들면 서버 등인 하나 이상의 다른 망 장치의 망 주소에 

대한 설정을 제어할 수 있다. 망 장치가 핑텔사의 xpressa TM 전화와 같은 프로그래가능 TCD이면, 하나 이상의 구

성 파라미터는 프로그램가능 TCD에 다운로드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정 제어, 예를 들면 SIP 프로토콜에 

대한 파라미터인 호출 제어 프로토콜 파라미터, 링거 음량, 호출 대기 용량, 스피커폰 음량, SIP 레지스트리 서버의 주

소, SIP 프록시 서버, SIP 디렉토리 서버, 전화기에 대한 HTTP 단자, 설치된 서버의 주소 등을 정의할 수 있다. 다른 

구성 파라미터는 핑텔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The Pingtel xpressa TM phone,Volume 1: Installation and Configur

ation'에 설명된 것과 같이 xpressa TM 전화에 대해 규정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다른 구성 파라미터 중 임의의 것

이 망 장치에 대해 설정될 수 있다.

엔티티 및 이러한 엔티티의 그룹에 대해 정의된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된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

터를 구성 파라미터의 단일 세트로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엔티티 그룹의 모든 엔티티에 대해 일정한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정의하고, 계층이 보다 낮은 엔티티 그룹 또는 엔티티에 의해 덮어쓰기될 수 있는 엔티티 

그룹에 대한 구성 파라미터에 대해 디폴트 값을 정의하기 위해서, 엔티티 및/또는 하나 이상의 엔티티 그룹에 의해 구

성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된 하나 이상의 값을 결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구성 파라미터는 도 2-9와 관련하여 이하 설명된 것처럼 조직화되고 정의되고 유지되고 결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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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관리 계층의 논리적 제시(20)의 예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논리적 제시(20)는 서비스 제공자 레벨(22), 사업

체 레벨(24), 부서 레벨(26), 업무 그룹 레벨(28) 및 종업원 레벨(30)의 복수의 관리 레벨을 포함한다. 레벨 평면에서 

z축에서 높은 위치일수록, 관리 계층에서 해당 레벨이 보다 높다. 각 레벨은 값이 정의될 수 있는 해당 레벨의 구성 파

라미터를 X-Y평면상에서 나타낸다. 각 구성 파라미터는 X-Y 평면의 점으로서 표현된다.

각 레벨은 도 2에 타원으로 표시된 하나 이상의 CPS를 포함하고, 각 CPS는 관리 그룹 또는 관리 레벨의 엔티티에 대

한 구성 파라미터의 세트를 정의한다. 예를 들면, 서비스 제공자 레벨(22)은 CPS(31,32,33,35)를 포함하고, 각 CPS

는 특정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성 파라미터의 세트를 정의한다. 예를 들면, CPS(33)는 재정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할 수 있고 CPS(33)이 값을 정의하는 파라미터는 재정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재정 파라미터일 수 있다.

각 관리 레벨에 대해 복수의 CPS를 허용하는 것은 관리 제어의 범위를 관리 레벨에 해당하는 각 관리 그룹 또는 엔티

티에 대해 정의될 수 있게 한다. 관리 그룹 또는 엔티티에 대해, 이 범위는 그룹 또는 엔티티에 해당하는 CPS에 포함

된 구성 파라미터에 의해 정의된다. 예를 들면, CPS(40)는 회계부에 대한 CPS를 정의하고, CPS(41,43)는 각각 판매 

부서 및 고객 서비스 부서에 대한 CPS를 정의할 수 있다. 회계 서버의 관리자는 CPS(40)의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값

을 정의할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CPS(41,43)의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정의하는 능력을 가질 수는 없다.

CPS는 동일한 수준의 다른 관리 그룹 또는 엔티티에 대해 다른 범위를 정의하지만, 동일한 레벨의 다른 관리 그룹 또

는 엔티티는 동일한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정의하는 CPS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논리적 제시(20)의 타원으로 도

시된 것처럼, 부서 관리 레벨의 CPS(41,43)가 하는 것처럼, 사업체 관리 레벨의 CPS(36,37)은 하나 이상의 동일한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정의한다.

주어진 파라미터에 대해, 하나 이상의 레벨(22-30)은 주어진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정의하는 하나 이상의 CPS를 포

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z축을 따르는 선(34)은 (X 1 , Y 1 )에 의해 정의된 파라미터가 각각 레벨(22-30)의 서비스

제공자 CPS(32), 사업체 CPS(36), 부서 CPS(40), 사용자 그룹 CPS(42) 및 사용자 CPS(43)에 의해 정의된 값을 가

질 수 있다는 것을 도시한다.

CPS사이에 그어진 선은 CPS 사이의 계층 관계를 나타낸다. 관리 레벨의 제1 관리 그룹에 대해, 제1 관리 그룹은 제1

관리 그룹에 속한 인접한 보다 낮은 관리 레벨의 하나 이상의 관리 그룹 또는 엔티티와 연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C

PS(32)와 CPS(36-38)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서비스 프로바이더사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 엔티

티는 아크메 위제트사 및 CPS(36,37)에 해당하는 사업체와 같은 하나 이상의 사업체 엔티티와 연관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관리 레벨의 주어진 관리 그룹 또는 엔티티는 인접한 보다 높은 관리 레벨의 하나 이상의 관리 그룹에 속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CPS(44)에 해당하는 종업원 존 스미스는 CPS(42,44)를 연결하는 직선에 의해 표시된 것과

같은 CPS(42)에 해당하는 업무 그룹(2)에 속할 수 있다.

관리 그룹 및 엔티티가 인접한 보다 높은 레벨의 관리 그룹에 속한 것으로 본 명세서에서는 자주 설명되었고, 결론적

으로, 논리적 제시(20)로 도시된 대부분의 CPS는 인접한 보다 높은 레벨의 CPS에 계층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도시되

었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선택적으로, 엔티티 또는 관리 그룹은 인접한 보다 높은 레벨의 관리 

그룹에 속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CPS는 인접한 보다 높은 레벨의 CPS에 계층적으로 관련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제인 도(Jane Doe)는 업무 그룹 또는 부서에 속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크메 위제트사에 속할 수 있다. 이

러한 엔티티는 아크메 위제트사의 이사, 또는 부서 또는 업무 그룹과 독립적인 위치의 아크메 위제트사의 다른 사무

자, 감독자 또는 종업원일 수 있다. 따라서, 도 2에 도시된 것처럼, 제인 도에 해당하는 CPS(45)는 CPS(38)에 계층적

으로 관련되고, 부서 레벨(26) 또는 업무 그룹 레벨(328)의 임의의 CPS에는 계층적으로 관련되지 않을 수 있다.

주어진 관리 그룹 또는 엔티티에 해당하는 CPS는 보다 높은 레벨의 주어진 관리 그룹 또는 엔티티에 속하는 다른 관

리 그룹에 해당하는 CPS에 의해 정의되는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된 값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CPS는 주어진 관리 그

룹 또는 엔티티가 속한 보다 높은 레벨의 다른 관리 그룹에 해당하는 다른 CPS가 값을 정의하지 않는 파라미터에 대

해 값을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업무 그룹 레벨의 업무 그룹(2)은 부서 레벨에서 회계부에 속한다. 업무 그룹(2)에 해당하는 CPS(42)는 

좌표(X 1 ,Y 1 )에 해당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정의한다. 회계부에 해당하는 CPS(40)은 좌표(X 1 ,Y 1 )에 해당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정의한다.

대조적으로, 회계부가 사업체 레벨의 아크메 위제트사에 속하지만, CPS(40)는 좌표(X 2 ,Y 2 )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의 값을 정의하고, CPS(38)는 좌표(X 2 ,Y 2 )에 해당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정의하지 않는다.

이하 상세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각각 정의하기 위한 관리 계층의 다른 관리 레벨

의 CPS에 대한 능력은 각 관리 레벨의 관리 그룹 및 엔티티를 구성 파라미터의 값에 대한 최소한 일정 정도의 제어를

발휘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파라미터에 대한 단일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값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속성은 구성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된 값과 연관될 수 있다.

도 2가 관리 계층의 논리적 제시(20)의 예를 도시하고 있지만, 논리적 제시(20)는, 예를 들면 망 장치 계층 또는 사용

자 계층인 다른 유형의 계층을 표현할 수도 있고, 레벨(22-30)은 망 장치 계층 또는 사용자 그룹 계층의 레벨을 각각 

나타낼 수 있고, 복수의 CPS는 각각 장치 그룹 및 망 장치 또는 사용자 그룹 또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논리적 제시(20)는 주로 관리 레벨의 계층의 논리적 제시의 도시적인 실시예이다. 다른 다양한 논리적 제시 중의 임

의의 것이 이하 설명된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범위 내에 속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도시적인 실시예는 이하 설명된 하

나 이상의 청구항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도시적인 목적으로 제공된다.

논리적 제시(20)는 다양한 데이터 포맷 및 데이터 구조 중의 임의의 것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논리적

제시(20)는,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레코드 및/또는 어레이를 사용하는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클래스, 객체 또는 다른 추상(abstraction)을 사용하는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여 로컬 메모리에 구현될 수 있고,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표를 사용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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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상의 데 이터베이스 객체를 사용하는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다른 유형의 데이터베이스인 다양한 데이

터베이스 기술 중 임의의 것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파일을 포함하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구현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데이터베이스는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자기 테이프, 또는 하나 이상의 자기 또는 

광학 디스크인 비휘발성 기록 매체에 저장된다. 로컬 메모리는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

M) 또는 정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SRAM)인 집적 회로 메모리 소자이다. 이 로컬 메모리는 통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보다 컴퓨터(예를 들면, 망 장치)의 처리 유닛(예를 들면,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보다 근접하게 위치하고 처리 유닛에 

의해 보다 빠르게 액세스된다.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정의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중에, 애플리케

이션은 통상적으로 로컬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어 상대적으로 빠른 로컬 메모리로의 액세스를 갖는 처리 유닛

에 의해 실행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것처럼, '추상(abstraction)'은 논리적 제시(logical representation)가, 예를 들면 집적 회로 메

모리 소자, 디스크, 테이프 또는 다른 매체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의 논리적 제시이다. '유지

된 추상'은, 예를 들면 테이프 또는 디스크인 비휘발성 기록 매체에 구체적으로 구현된 추상이다.

도 3은, 예를 들면 도 2의 논리적 제시의 최소한 일부인 엔티티의 계층에 대한 복수의 CPS를 구현하기 위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도표의 예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데이터베이스 도표(60)는, 여러 데이터 구조 중에서, 구성 세트 표(6

2), 기 준 구성 세트 표(72), 구성 세트 파라미터 표(82), 구성 세트 파라미터 표(92) 및 기준 파라미터 표(106)를 포함

할 수 있다.

기준 파라미터 표(106)는 계층에 대해 정의되도록 허용된 구성 파라미터의 모든 종류의 디렉토리일 수 있다. 따라서, 

표(106)로부터,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터가 생성되어 이하 보다 상세하게 설명된 구성 세트 파라미터 표(92)에 저

장될 수 있다. 기준 파라미터 표(106)는 각 엔트리가 엔트리에 대한 키로서 작용할 수 있는 기준 파라미터(RP) 식별자

(ID) 필드(110), 이름 필드(112), 최종 플래그 필드(114), 총괄 필드(116), 이동성 필드(118) 및 유형 필드(120)를 포

함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엔트리(108)를 포함할 수 있다. 필드(114,116,118,120) 각각은 필드(110)에 의해 식별된 

파라미터의 중류의 속성을 따른다. 각 엔트리(108)도 하나 이상의 필드(122)를 포함할 수 있다. 필드(110,112,120,1

22)의 각각은, 예를 들면 다수의 스트링인 다양한 데이터 유형 중 임의의 것일 수 있다. 필드(114,116,118)는 불리언 

값일 수 있다.

기준 파라미터 표(106)의 각 엔트리(108)는 도 2의 관리 레벨(22-30) 중의 하나의 X-Y 좌표에 의해 표현된 파라미

터에 해당할 수 있다.

각 엔트리(108)에 대해, RF ID 필드(110)는 파라미터의 종류에 대한 고유한 식별자를 저장한다. 이름 필드(112)는 

필드(110)에 의해 식별된 파라미터의 이름을 저장할 수 있다.

최종 플래그 필드(114)는, 필드(110)에 의해 식별된 파라미터의 종류에 대해, 이 종류의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된 값

이 필드(112)에 의해 식별된 이름을 갖는 파라미터에 대한 최종값인지를 표시하는 불리언값을 저장할 수 있다. 파라

미터에 대한 최종값은 도 5A-5B에 관련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결합가능 플래그 필드(116)는, 필드(110)에 의해 식별된 파라미터의 종류에 대해, 이 종류의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된

값이 필드(112)에 의해 규정된 이름을 갖는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된 값과 결합가능한지를 표시한다. 파라미터에 대한

결합가능한 값은 도 5A-5B와 관련하여 이하 더 상세하게 설명된다.

이동성 필드(118)는, 예를 들면 필드(110)의 의해 식별된 파라미터의 종류의 파라미터가 통신망의 하나 이상의 망 장

치에 대해 사용될 수 있는 지를 표시하는 플래그인 불리언값을 저장할 수 있다. 파라미터의 이동성 값은 도 5A-5B에 

관련하여 이하 더 상세하게 설명된다.

유형 필드(120)는 필드(110)에 의해 식별된 파라미터를 카테고리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통신망(2)

이 전화 통신망이면, 종류 필드(120)는 필드(110)에 의해 식별된 파라미터가 사용자 유형 파라미터, 전화 유형 파라

미터 또는 애플리케이션 유형 파라미터로서 등급화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카테고리화는 다양한 이유 중의

임의의 것에 대해 유용할 수 있다.

엔트리(109)는 기준 파라미터 표(106)에 대한 엔트리(108)의 예이다. 엔트리(109)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결합가

능하고, 이동가능하고, 'A'(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표시) 유형의 것인 FEATURE_APPS로 명명된 RP09의 I

D를 갖는 파라미터의 종류를 규정한다.

기준 구성 세트 표(72)는 계층에 대해 사용가능한 CPS의 종류의 디렉토리일 수 있다. 따라서, 표(72)로부터, 하나 이

상의 CPS는 생성되고, 이하 더 상세하게 설명되는 구성 세트 표(62)에 저장될 수 있다. 기준 구성 세트 표(72)는 각 

엔트리가 엔트리에 대한 키로서 작용할 수 있는 기준 구성 세트(RCS) ID 필드(76) 및 레벨 필드(78)를 포함하는 복수

의 엔트리(74)를 포함할 수 있다. 기준 구성 세트 표(72)의 각 엔트리(74)는 하나 이상의 다른 필드(80)를 포함할 수

도 있다. 필드(76,78,80)는, 예를 들면 숫자 또는 스트링인 복수의 데이터 유형 중의 임의의 것일 수 있다.

RCS ID 필드(76)는 CPS의 종류에 대한 고유 식별자를 규정하고, 레벨 필드(78)는 필드(76)에 의해 식별된 CPS의 종

류의 계층의 레벨을 규정한다. 레벨 필드(78)는 계층의 레벨의 수를 정의하고 변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각 엔트리(74)에 대해, 다른 필드(80) 중의 하나는 레벨 필드(78)에 의해 규정된 레벨에 해당하는 이름 필드일 수 있

다. 예를 들면, 도 2를 참조하면, 레벨(22)의 CPS의 종류에 대해, 엔트리(74)에 대해, 레벨 필드(78)는 정수 5를 포함

할 수 있고, 이름 필드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포함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이름 필드는 엔트리(74)의 일부로서 포

함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시스템 소자 또는 프로세스는 레벨 필드(78)에 의해 규정된 레벨과 레벨의 이름을 연관하

도록 구성될 수 있다.

엔트리(75)는 기준 구성 세트 표(72)의 엔트리(74)의 예이다. 엔트리(75)는 레벨 1 및 R55의 ID를 갖는 CPS의 종류

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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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세트 파라미터 허용 표(82)는 CPS의 종류에 대해 허용된 하나 이상의 종류의 파라미터를 하나 이상의 CPS 종

류에 대해 정의한다. 구성 세트 파라미터 허용 표(82)는 하나 이상의 엔트리(84)를 포함할 수 있고, 각 엔트리는 기준 

구성 세트 표(72)의 RCS ID 필드(76)에 해당하는 RCS ID 필드(86) 및 기준 파라미터 표(106)의 RP ID 필드(110)에 

해당하는 RP ID 필드(88)를 포함할 수 있다. 구성 세트 허용 표(82)의 각 엔트리(84)는 하나 이상의 다른 필드(90)를 

포함할 수 있다. 표(82)의 엔트리(84)의 각 필드는, 예를 들면 수 또는 스트링인 다양한 데이터 유형의 임의의 것일 수

있다.

엔트리(85)는 구성 세트 파라미터 허용 표(82)에 대한 엔트리(84)의 예이다. 엔트리(85)는 표(72)의 엔트리(75)에 의

해 규정된 CPS의 규정이 표(106)의 엔트리(109)에 의해 규정된 파라미터의 종류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한다.

따라서, 특정 종류의 CPS를 생성할 때, 어느 구성 세트 파라미터의 종류를 CPS에 추가될 수 있는 것을 결정하기 위

해서, 표(82)의 하나 이상의 엔트리(84)는 액세스될 수 있다.

표(72,82,106)는 하나 이상의 다른 표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 중의 임의의 것으로 결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표(72,82,106)는 하나 이상의 엔트리를 갖는 단일 기준 표를 생성하기 위해서 결합될 수 있고, 각 엔트리는 CPS의 종

류, 이러한 종류에 대한 레벨, CPS의 종류에 대한 파라미터의 모든 허용가능한 종류, 파라미터의 허용가능한 종류의 

이름 및, 파라미터의 각 허용가능한 종류에 대한, 파라미터의 종류와 연관된 속성을 식별하는 필드를 다른 필드와 함

께 포함한다.

구성 세트 표(62)는 계층에 대해 현재 정의된 CPS를 나열한다. 구성 세트 표(62)는 하나 이상의 엔트리(64)를 포함할

수 있고, 각 엔트리는 엔트리에 대한 키로서 작용할 수 있는 구성 세트(CS) ID 필드(66) 및 기준 구성 세트 표(72)의 

RCS ID 필드(76)에 해당하는 RCS ID 필드(68)를 포함한다. 구성 세트 표(62)의 각 엔트리(64)는 하나 이상의 다른 

필드(68)를 포함할 수도 있다.

CS ID 필드(66)는 CPS에 대한 고유 식별자를 규정하고, RCS ID 필드(68)는 기준 구성 세트 표(72)의 엔트리(74)에 

대한 키로서 작용하여 CPS의 종류를 규정한다. 구성 세트 표(62)의 엔트리(64)의 각 필드는, 예를 들면 숫자 또는 스

트링인 복수의 데이터 유형 중 임의의 것일 수 있다.

엔트리(65)는 구성 세트 표(62)의 엔트리(64)의 예이다. 엔트리(65)는 CPS(077)가 기준 구성 세트 표(72)의 엔트리(

75)에 의해 규정된 CPS의 종류인 것을 규정한다.

표(62)의 각 엔트리(64)는 도 2의 CPS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필드(70) 중의 하나는 엔트리(64)에 대해 필드(

66)에 의해 규정된 CPS에 대한 이름을 규정하는 이름 필드일 수 있다. 이 이름은 필드(66)에 의해 규정된 CPS를 기

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표(62)의 엔트리(67)는 아크메 위제트사에 해당할 수 있는 도 2의 CPS(38)를 표현할 수 있

다. 따라서, 엔트리(67)에 대한 이름 필드는 이름 '아크메 CPS' 또는 CPS를 기술하는 다른 이름을 규정할 수 있다.

구성 세트 파라미터 표(92)는 구성 세트 표(62)의 엔트리(64)에 의해 정의된 각 CPS에 대한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구

성 세트 파라미터 표(92)는 하나 이상의 엔트리(94)를 포함할 수 있고, 각 엔트리(94)는 구성 세트 표(62)의 CS ID 필

드(66)에 해당하는 CS ID 필드(96) 및 필드(96)에 의해 식별된 CPS에 포함된 파라미터에 대한 고유한 ID를 규정하는

구성 세트 파라미터(CSP) ID 필드(98)를 포함할 수 있다. CSP ID 필드(98)는 엔트리에 대한 키로서 작용할 수 있다.

각 엔트리(94)는 기준 파라미터 표(106)의 엔트리(108)의 RP ID 필드(110)에 키로서 작용하여 필드(98)에 의해 식

별된 파라미터의 종류를 규정하는 RP ID J필드(100)를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각 엔트리(94)는 필드(98)에 의해 식별된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된 값을 포함하는 값 필드(102)를 포함할 수 있

고, 하나 이상의 다른 필드(104)를 포함할 수 있다. 구성 세트 파라미터 표(92)의 엔트리(94)의 각 필드는, 예를 들면 

숫자 또는 스트링인 다양한 데이터 유형 중 임의의 것일 수 있다.

엔트리(95)는 구성 세트 파라미터 표(92)에 대한 엔트리(94)의 예이다. 엔트리(95)는 파라미터 P200이 값 'W.exe, X

.exe'을 갖는 기준 파라미터 표(106)의 엔트리(109)에 의해 규정된 파라미터의 종류이고, 파라미터 P200은 구성 세

트 표(62)의 엔트리(65)에 의해 규정된 CPS에 속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각 엔트리(94)는 도 2에 도시된 CPS 중의 하나, 구체적으로 CS ID 필드(96)에 의해 식별된 CPS에 속하는 파라미터

에 해당할 수 있다.

구성 세트 표(62) 및 구성 세트 파라미터 표(92)는 하나 이상의 표를 생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 중의 임의의 것으

로 결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표(62,92)는 단일 표를 형성하기 위해 결합될 수 있고, 각 엔트리는, 여러 필드 중에서, 

CPS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CS ID 필드(66), 필드(66)에 의해 식별된 CPS의 종 류를 식별하는 RCS ID 필드(68), 필드

(66)에 의해 식별된 CPS의 파라미터를 식별하는 CSP ID 필드(98), 필드(98)에 의해 식별된 파라미터의 종류를 식별

하는 RP ID 필드(100), 필드(98)에 의해 식별된 구성 세트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포함하는 값 필드(102)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하나 이상의 표(72,82,106)는 하나 이상의 다른 표를 생성하기 위해서 표(62) 및/또는 표(92) 중의 하나 또는 

둘과 결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성 세트 표(62) 또는 표(62,92)의 결합의 각 엔트리에 대해, 엔트리는 필드(660에 

의해 정의된 CPS에 해당하는 레벨을 규정하는 레벨 필드(78)를 포함할 수도 있고 RP ID 필드(100)에 의해 규정된 파

라미터의 종류의 속성을 규정하는 하나 이상의 속성 필드(114-120)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표(62,72,82,92,106)로부터의 엔트리는 표(230)와 유사한 단일 데이터베이스 표를 형성하도록 결합할 수

있고, 도 7과 연관하여 더 상세하게 설명된다.

데이터베이스 도표(60)는 엔티티의 계층에 대한 복수의 CPS를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도표의 주로 도시적인 

실시예이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도표(60)의 변형인 엔티티의 계층을 위한 복수의 CPS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다른 데이터베이스 도표의 임의의 것이 이하 서술된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이러한 도시적인 실

시예는 이하 서술된 임의의 청구항의 범주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도시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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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에 도시된 둘 이상의 CPS는 망과 연관된 엔티티에 대한 엔티티 프로파일 을 서비스할 수 있는 구성 파라미터의 

단일 세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 중의 임의의 것으로 결합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것처럼, '엔티티

프로파일'은, 예를 들면 망 장치인 장치를 구성하는, 예를 들면 구성 파라미터인 파라미터의 세트이다.

예를 들면, 각 CPS가 계층의 다른 레벨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CPS는 도 4 및 5A-5B에 관련하여 더 상세하게 이하 

서술된 것처럼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결합될 수 있다. 이러한 엔티티 프로파일은 망의 망 장치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엔티티에 대한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구성 파라미터의 복수의 세트를 결합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 이

하 설명되었지만, 이러한 방법 및 시스템은 다른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성 파라미터에 추

가로, 이러한 시스템 및 방법은 다른 유형의 파라미터의 복수의 세트를 결합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각 세트가 계층의 레벨에 해당하는 구성 파라미터의 복수의 세트를 구성 파라미터의 단일 세트로 결합하는 것은 구성

파라미터의 복수의 차원을 구성 파라미터의 단일 차원으로 투영시키는 것이나, 파라미터의 다중 차원 세트를 파라미

터의 평편한 세트로 투영하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도 4는 구성 파라미터의 복수의 세트로부터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방법(140)의 예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단

계(142)에서, 식별 프로파일이 생성될 엔티티(예를 들면, 망 장치, 망 사용자, 또는 종업원)의 식별이 수신된다. 예를 

들 면, 엔티티는 전화 통신망의 TCD, 또는 전화 통신망의 하나 이상의 TCD와 연관된 사용자의 논리적 제시일 수 있

다.

방법(140)이, 예를 들면 메모리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의 일부인 망 장치의 성분 또는 망 장치의 하드웨어 성분에 의

해 수행되면, 식별은 망 장치의 다른 성분으로부터 수신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식별은 다른 망 장치로부터 제1 망 장

치의 외부로 수신될 수 있다. 이러한 식별은, 예를 들면 사용자 로그인의 일부 또는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요청의 일부인 다양한 통신 중의 임의의 것의 일부로서 수신될 수 있다.

엔티티 프로파일이 사용자 로그인 또는 특정 엔티티에 대한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요청에 응답하여 생성

되는 것으로 주로 설명되었지만, 하나 이상의 엔티티 프로파일은 이러한 망 사용자 그룹, 관리 그룹(업무 그룹 또는 

부서)또는 장치 그룹과 같은 규정된 엔티티 그룹의 모든 엔티티에 대한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요청에 

응답하여 생성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단계(142)에서, 관리 그룹의 식별은 수신될 수 있고, 예를 들면 단계(144)에서

서술된 것처럼 관리 그룹의 식별이 검증될 수 있다.

다음, 식별된 엔티티 그룹을 제시하는 유지된 추상(예를 들면, 연관된 데이터 객체 또는 데이터베이스 표 엔트리)이 

액세스될 수 있다. 이 유지된 추상은 식별된 엔티티 그룹에 인접한 보다 낮은 레벨(있다면)의 엔티티 그룹 또는 엔티

티의 식별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논리적 제시(20)를 참조하면, 식별된 엔티티 그룹은 유지된 추상이 관리 레벨

(26)의 하나 이상의 부서의 제시를 포함할 수 있는 관리 레벨(24)에 해당하는 사업체일 수 있다.

다음, 인접한 보다 낮은 레벨의 이러한 하나 이상의 엔티티 그룹 또는 엔티티를 제시하는 유지된 엔티티가 액세스될 

수 있고, 인접한 보다 낮은 레벨(있다면) 엔티티 그룹 또는 엔티티는 식별되고 액세스될 수 있다. 이 프로세스는 보다 

낮은 레벨의 엔티티가 식별될 때까지 반복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원래 식별된 엔티티 그룹을 제시하는 유지된 추상

이 식별된 엔티티 그룹에 속한 다중(예를 들면, 모든) 레벨의 엔티티 그룹 및/또는 엔티티의 제시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식별된 엔티티 그룹이 관리 레벨(22)에 해당하는 관리 그룹이면, 유지된 엔티티는 관리 그룹 및 식별된 관

리 그룹에 속한 제시를 포함할 수 있고, 관리 그룹의 각 종업원은 하나 이상의 관리 레벨(24-30)에 해당한다.

단계(144-152)는 더 상세하게 서술된 것처럼 각 엔티티 그룹 및 식별된 엔티티 그룹에 속한 것으로 결정된 엔티티에

대해 수행될 수 있다.

다음 단계(144)에서, 수신된 식별이 유효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식별은 망과 연관된 엔티티에 대한 식별

의 유지된 목록과 비교될 수 있다. 이 망 엔티티는, 예를 들면 텍스트 파일, 연관된 데이터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표 엔트리, 레지스터 등인 다양한 데이터 구조 중의 임의의 것의 일부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 포맷 중의 임의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다. 엔티티의 식별의 이 유지된 목록은 방법(140)이 수행되는 동일한 망 장치 또는 다른 망 장치 상에 저

장될 수 있다.

엔트리 프로파일이 생성될 엔티티에 관한 다른 정보는 엔티티의 식별을 따라 수신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엔티티에 대

한 엔티티 프로파일의 일련 번호인 버전 식별자는 식별을 따라 수신될 수 있다. 이 버전 식별자는 엔티티 프로파일의 

가장 최근 버전으로서 다른 장치 성분 또는 다른 망 장치에 의해 인식된(예를 들면, 유지된) 엔티티 프로파일의 버전

을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단계(145)에서, 수신된 버전 식별자가 엔티티에 대한 엔티티 프로파일의 가장 최근의 버전을 규정하

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엔티티에 대한 유지된 엔티티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텍스트 파일로부터 액세

스될 수 있다. 이 유지된 엔티티 정보는 엔티티에 대한 엔티티 프로파일의 가장 최근의 버전의 버전 표시자를 포함할 

수 있다. 유지된 버전 표시자가 수신된 버전 표시자와 동일하다면, 다른 장치 성분 또는 다른 망 장치가 엔티티 프로파

일의 가장 최근의 버전을 갖기 때문에 방법은 종료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버전 표시자가 동일하지 않다고 결정되면, 즉 유지된 버전 표시자는 수신된 버전 표시자보다 크면, 단계(

146)에서, 어느 결합 절차가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될 지를 결정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수신된 식별이 유효하고 단계(144)에서 결정되면, 단계(145)를 수행하지 않고 단계(146)에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계(145)가 수행되지 않도록 버전 표시자가 수신된 식별을 따라 포함될 수 있거나, 방법(140)은 수

신된 식별이 유효한지를 단계(146-152)를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정의될 수 있다.

다양한 결합 절차는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방법(140)이 사용자가 통신망에 로

그온한 것에 응답하여 수행되는 것이라 면, 제1 결합 절차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제1 결합 절차는 사용자가 통신

망에 로그온할 때마다 사용되는 디폴트 절차일 수 있다. 다른 절차가 전원이 켜질 때 망 장치에 대한 응답으로 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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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엔티티 프로파일을 결정하기 위해 정의될 수 있다.

다른 결합 절차는 다른 시나리오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적절히 수행하지 않는 특정 망 장치에 응답하여,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특정 결합 절차가 엔티티에 연관된 단지 소정 CPS를 결합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지 소정 계층의 레벨에 해당하는 CPS가 결합될 수 있다.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도록 결합될 수 있는 CPS를 한

정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CPS가 분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2와 연관하여 상술된 논리적 제시(20)를 참조하여, 결합 절차는 서비스 제공자, 사업체, 부서 레벨의 구

성 세트만이 종업원 레벨의 종업원에 대한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도록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 따

라서, 존 스미스에 대한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CPS(32,38,40)만이 결합될 수 있고, CPS(42,44)는 결

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존 스미스가 사용하는 망 장치와 관한 문제가 CPS(42,44)에 의해 정의된 값에 의해 야기되

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존 스미스에 해당하는 CPS는 존 스미스가 작업하는 TCD상에 로딩되어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및/또는 

이러한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과 연관된 애플리케이션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 있다. 존 스미스가 계속 작업해 온 T

CD가 고장나면, 망 관리자는 존 스미스에 대한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특정 결 합 절차를 실행할 수 있고, 

이 특정 결합 절차는 존 스미스에 해당하는 CPS를 결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 스미스가 작업하는 망 장치가 구성될 

때, 존 스미스에 해당하는 CPS에 의해 정의된 애플리케이션 또는 애플리케이션 파라미터는 망 장치를 구성하는데 사

용되지 않을 것이고, 존 스미스가 작업하는 망 장치에 관한 문제는 존 스미스의 CPS에 의해 정의된 애플리케이션 또

는 애플리케이션 파라미터에 의해 야기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방법(140)이 실행되고 있는 망 장치는, 예를 들면 망 관리자로부터 명령을 수신하는데 응답하여 특정 결합 절차를 이

용할 수 있거나, 특정 결합 절차를 수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방법(140)이 실행되고 있는 망 장치는 엔티티 프

로파일이 생성될 것을 요청하는 엔티티, 엔티티 프로파일이 생성되는 상황(예를 들면, 사용자 로그온 또는 관리자 진

단 시험 실행), 다른 조건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에 따라 어느 결합 절차를 사용할지를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구성될

(예를 들면, 프로그램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단계(146)는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단계(148)에서 검색되는 구성 파라미터의 세트에 사용될 

결합 절차를 복수의 결합 절차로부터 선택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가능 구성 파라미터는 방법(140)이 

수행되고 있는 망 장치를 포함하는 통신망의 하나 이상의 망 장치 상에서 사용가능할 수 있다.

다음, 단계(148)에서, 엔티티에 이용가능한 구성 파라미터의 세트가 검색될 수 있다. 단계(148)는 엔티티와 연관된 

구성 파라미터의 세트의 제1 결정을 포함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객체 지

향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하나 이상의 표 또는 표 엔트리인, 예를 들면 사용자를 제시하는 유

지된 추상이 액세스될 수 있다. 이러한 추상은 엔티티에 대해 정의된 CPS를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유지된 추상은 엔티티가 속한 다른 레벨의 엔티티 그룹을 식별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도 1 및 2에 도시된 것

처럼, 엔티티는 종업원일 수 있고 업무 그룹에 속할 수 있고, 업무 그룹은 부서에 속할 수 있고, 부서는 사업체에 속할 

수 있고, 사업체 엔티티는 서비스 제공자에 속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엔티티 그룹을 식별한 후에, 이러한 엔티티 그

룹을 제시하는 유지된 추상이 액세스될 수 있고 이러한 엔티티 그룹에 대해 정의된 CPS가 식별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엔티티를 제시하는 유지된 추상은 엔티티가 속한 엔티티 그룹만이 아니라 이러한 엔티티 그룹에 해당하

는 CPS를 정의할 수 있어서 엔티티 그룹 중의 하나를 제시하는 각 추상은 이러한 엔티티 그룹에 해당하는 CPS를 결

정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액세스되지 않는다.

식별된 이러한 CPS에 응답하여, 하나 이상의 CPS는, 예를 들면 도 3과 관련하여 상술된 데이터베이스 도표(60)의 표

(62,92)와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하나 이상의 표로부터 검색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단계(148)는 관리 계층에 따라 하나 이상의 검색된 CPS를 순서화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2를 참조하여, 엔티티가 서비스 프로바이더사에 속한 아크메 위제트사에 속한 회계부에 속한 업무 그룹 2에 속한 

존 스 미스이면, 검색된 CPS는 각각 CPS(44,42,40,38)일 수 있다. CPS는 계층의 상위 레벨로부터 계층의 하위 레벨

로, 즉 다음의 순서 32,38,40,42 순서로 순서화될 수 있다.

다양한 다른 순서화 중의 임의의 것이 단계(148)의 일부로서 수행될 수 있다.

CPS의 순서화는, 예를 들면 추상으로의 포인터 목록의 각 위치는 해당 CPS를 제시하는 포인터의 목록을 관리하거나

또는 순서의 각 위치가 해당 CPS를 포함하는 CPS 자체의 순서화된 목록을 관리하여 다양한 기술 중 임의의 것을 사

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7은 엔티티 프로파일이 생성된 엔티티에 연관된 CPS의 목록의 예를 도시하는 표(230)이다. 표(230)는

각 엔트리는 구성 파라미터를 제시하는 복수의 행(즉, 엔트리)(231)을 포함할 수 있다.

표(230)의 각 엔트리(231)는 도 3과 관련하여 상술된 구성 세트 파라미터 표(92)의 엔트리(94)에 해당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엔트리(233,235,237)는 엔트리(103,99,101)에 각각 해당할 수 있고, 엔트리(239,241)는 각각 엔트리(91,9

3)에 해당하고 엔트리(243,245)는 각각 엔트리(95,97)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각 엔트리는 구성 파라미터에 해당하

는 복수의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 필드는 도 3에 관련하여 상술된 데이터베이스 도표(60)의 표(62,72,

82,92,106) 중의 하나의 필드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각 엔트리(231)는 CD ID 필드(232), 레벨 필드(234), CSP ID 필드(236), 이 름 필드(238), 값 필드(240), 최종 필드(

242), 결합가능 필드(244) 및 하나 이상의 다른 필드(246)를 포함할 수 있다.

표(230)에 의해 도시된 것처럼, CPS의 목록은 레벨 2에 해당하는 임의의 세트를 포함하지 않는다. 레벨 2의 부재는 

다양한 이유이 기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엔티티가 임의의 레벨 2 엔티티 그룹에 속할 수 없거나 엔티티가 속한 레벨

2의 엔티티 그룹에 대해 정의된 CPS가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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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ID 필드(232)는 필드(236)에 의해 식별된 파라미터가 속한 CPS의 고유한 식별자를 규정할 수 있다. CPS 필드(2

32)에 포함된 값이 CPS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숫자 또는 스트링 또는 다른 데이터 유형일 수 있다. 레벨 필드(234)는 

필드(232)에 의해 식별된 CPS가 속한 계층의 레벨을 표시한다. 레벨 필드(234)에 포함된 값은 계층의 레벨을 식별할

수 있는 숫자 또는 스트링 또는 다른 데이터 유형일 수 있다.

파라미터 필드(236)는 엔트리(231)의 파라미터에 대한 고유한 식별자를 규정할 수 있다. 필드(236)는 파라미터를 고

유하게 식별하는 숫자, 스트링 또는 다른 데이터 유형일 수 있다.

이름 필드(238)는 필드(236)가 식별하는 파라미터의 이름을 규정하는 값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CPS의 다른 파라미

터[즉, 표(230)의 다른 엔트리]는 동일한 이름을 가질 수 있고, 그 중요도는 도 5A 및 5B의 방법(170)의 설명에서 이

하 더 명확해질 것이다.

값 필드(240)는 필드(236)에 의해 규정된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포함할 수 있다. 최종 필드(242)는 필드(240)에 의해

규정된 값이 이름 필드(238)에 의해 규정된 이름을 갖는 파라미터에 대한 최종값인지를 규정하는 불리언 값을 포함할

수 있고, 결합가능 필드(244)는 필드(240)에 의해 규정된 값이 필드(238)에 의해 규정된 이름을 갖는 파라미터에 대

한 결합가능 값인지를 표시하는 불리언 값을 포함할 수 있다. 필드(242,244)는 방법(140) 및 방법(170)의 단계(150)

와 연관하여 이하 더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표(230)에 의해 도시된 것처럼 이러한 목록은, 예를 들면 레코드의 어레이, 객체 또는 다른 데이터 구조인 다양한 데

이터 포맷 또는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도 4로 돌아가면, 다음 단계(150)에서, 구성 파라미터의 검색된 세트는 엔티티에 대한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단계(146)에서 결정된 결합 절차에 따라 결합될 수 있다. 상술한 것처럼, 다양한 결합 절차 중의 임의의 것은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도록 CPS를 결합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도 5A-5B는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결합 절차에 따라 복수의 CPS를 결합하는 방법(170)의 예를 도시하

는 흐름도이다.

단계(172)에서, 엔티티와 연관된, 예를 들면 제1 CPS인 다음 CPS가 액세스될 수 있다. 예를 들면 CPS가 계층에 따

라 순서화되면, 계층의 다음 최상위 레벨에 해당하는 CPS가, 예를 들면 구성 세트 표(62)의 엔트리(64)를 액세스하여

액세스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방법(140)의 단계(148)에 관해 상술한 것처럼, 구성 파라미터의 검색된 세트는, 예를 들면 도 7에 도시된

표 형태로 목록에서 순서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단계(172)는 다음 CPS에 해당하는 표(230)의 엔트리를 액세스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다음 단계(174)에서, 액세스된 값이 정의된 CPS가 다음 파라미터를 갖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성 세트 

표(62)의 각 엔트리(64)에 대해, 구성 세트 파라미터 표(92)는 CD ID 필드(96) 및 CPS ID 필드(98)에 의해 규정된 하

나 이상의 엔트리(94)를 포함할 수 있다. 단계(174)는 다음 엔트리(94)가 CS ID 필드(66, 96)에 의해 식별된 구성 세

트에 대해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단계(174)는 이 CPS가 값이 정의된 다음 파라미터를 갖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표(230)를 액세스하는 것

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CPS가 엔트리(237)에 의해 식별된 세트이면, 단계(174)는 엔트리(237)가 세트(1

67)에 대한 표(230)의 최종 엔트리이기 때문에 CPS(167)이 값이 정의된 다음 파라미터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값이 정의된 CPS가 다음 파라미터를 갖지 않는다고 단계(174)에서 결정되면, 단계(176)에서 이 엔티티에 대해 정의

되고 실행되고 있는 결합 절차에 의해 허용된 다음 CPS가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 단계(176)는 다음 CPS가 이 엔티

티에 대해 정의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단계(148)에 의해 생성된 목록을 액세스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CPS가 CD ID 077에 의해 규정된 세트이면, 단계(176)는 세 트 077이 엔트리가 표(230)에 나열된 

최종 세트이기 때문에 이 엔티티에 대해 정의된 다음 CPS가 없다고 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현재 CPS가 CS ID 022에 의해 규정된 세트이면, 단계(176)는 이 엔티티에 대해 정의된 다음 CPS 세트 

077이 있다고 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사용되는 결합 절차에 따라, 이 엔티티에 대해 정의된 다음 CPS가 있더라도, 결합 절차가 다음 CPS를 결합 절

차의 일부로서 고려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술한 것처럼, 소정 결합 절차가 소정 레벨에 대해 정의된 CPS

가 엔티티와 연관된 문제의 원인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결합 절차는 엔티티에 대해 정의

되고 하나 이상의 레벨 중의 임의의 것에 해당하는 임의의 CPS가 엔티티에 대해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결합 절차의 일부로서 결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표(230)는 CPS(167)가 레벨 4에 해당하고, CPS(022)는 관리 레벨(3)에 해당하고, CPS(077)는 관리 레

벨(1)에 해당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상술한 것처럼, 레벨(4,3,1)은 사업체 레벨, 부서 레벨, 종업원 레벨에 각각 해당

한다. 또한, 엔트리(245)는 CPS(077)가 CALL_CONTROL_PROTOCOL로 명명된 파라미터에 대한 값 'H.323'을 정

의한다는 것을 도시한다. 이 호출 제어 프로토콜이 엔티티(077)와 관련된 문제의 원인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결합 

절차는 레벨(1)의 CPS가 엔티티에 대한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결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 절차가 사용되면, 결과적인 엔티티 프로파일은 호출 제어 프로 토콜이 엔트리(237)에 의해 규정되는 것

처럼 SIP를 규정할 것이다. 따라서, 엔티티를 SIP 프로토콜로 구성하여, H.323 프로토콜이 엔티티와 연관된 문제의 

원인이었는지가 결정될 수 있다.

이 엔티티와 연관되고 이 결합 절차에 의해 허용된 다음 CPS가 없다고 단계(176)에서 결정되면, 방법(170)은 종료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이 결합 절차에 의해 허용된 엔티티와 연관된 다음 CPS가 있다고 결정되면, 단계(172)는 상술

된 것처럼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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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가 값이 정의된 다음 파라미터를 갖는다고 단계(174)에서 결정되면, 단계(178)에서, 결합 절차의 실행 중에 다른

CPS로부터의 값이 미리 이 파라미터에 할당되었다고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CPS는 세트 022이고 현재 파

라미터가 CORE_APPS이면(엔트리 239참조), 단계(178)에서 'A.exe, B.exe, C.exe'값이 CPS(167)로부터 이 파라미

터에 대해 이미 검색되었다고 결정될 수 있다.

값이 결합 절차의 실행 중에 이 파라미터에 미리 할당되었다고 결정되면, 단계(180)에서 미리 할당된 값이 이 파라미

터에 대한 제1값인지를 결정될 수 있다. 파라미터에 대한 최종값은 결합 절차의 실행 중에 파라미터에 대해 검색된 임

의의 나중 값에 의해 덮어쓰기될 수 없는 현재 결합 절차의 일부로서 파라미터에 할당된 값이다.

단계(180)에서 파라미터에 해해 미리 할당된 값이 파라미터에 대한 제1 값이라고 결정되면, 파라미터에 대한 값은 변

경될 수 없고 단계(174)는 상술된 것과 같이 수행된다. 예를 들면, 엔트리(233)는 파라미터 CORE_APPS에 대한 최

종값인 것 으로 CPS(167)에 대한 값 'A.exe, B.exe, C.exe'이 정의된다. 따라서, 현재 CPS는 세트 022이고 현재 파

라미터가 파라미터 CORE_APPS[엔트리(239)참조]이면, 단계(180)는 파라미터 'CORE_APPS'에 대한 미리 검색된 

값 'A.exe, B.exe, C.exe'이 최종값이라고 결정할 것이고, 단계(174)는 CORE_APPS의 값을 변경하지 않고 수행될 

것이다.

대안적으로, 미리 할당된 값이 이 파라미터에 대한 최종값이 아니라고 단계(180)에서 결정될 때, 단계(182)에서 이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된 값이 이 구성 세트로부터 검색된다.

예를 들면, 현재 CPS는 세트 077이고 현재 파라미터는 파라미터 CALL_CONTROL_PROTOCOL이면(엔트리 245참

조), 이 파라미터는 최종이 아닌 것으로 정의된 'SIP'의 미리 할당된 값을 갖는다(엔트리 237 참조). 따라서, 이 최종이

아닌 상태는 단계(180)에서 결정되고, 단계(182)에서, CPS 077에 의해 정의된 값 H.323이 검색된다.

이하 단계(184)에서, 이 파라미터에 대한 미리 할당된 값이 결합가능한지를 결정될 수 있다. 현재 결합 절차의 일부로

서 값이 파라미터에 할당된 후이라도 파라미터에 대한 값이 결합가능하고, 파라미터에 대해 다른 CPS에 의해 정의된

값은 파라미터에 이미 할당된 값에 결합(즉, 가산)될 수 있다.

단계(184)에서 이 파라미터에 대해 미리 검색된 값이 결합가능하다는 것을 결정되면, 단계(186)에서, 이 CPS로부터 

검색된 이 파라미터에 대해 값은 이 파라미터에 대해 미리 할당된 값과 결합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CPS는 세트 022이고 현재 파라미터는 FEATURE_APPS 명명된 파라미터이면(엔트리 241 참조), 

값 'T.exe, U.exe, V.exe'은 CPS(167)에 의해 정의되고 이 파라미터에 미리 할당된 값 'S.exe'에 결합될 것이다. 이 

결합은 CPS(167)는 결합가능한 값으로서 파라미터 FEATURE_APPS를 정의하기 때문에 수행될 것이다.

이 파라미터에 대해 미리 검색된 값이 결합가능하지 않다고 단계(184)에서 결정되면, 단계(188)에서 미리 검색된 값

은 금방 검색된 값으로 대체 또는 덮어쓰기된다. 그러므로, 현재 CPS에 의해 이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된 값은 다른 C

PS로부터 이 파라미터에 미리 할당된 값을 덮어쓴다.

예를 들면, 현재 CPS는 세트 077이고, 현재 파라미터는 파라미터 CALL_CONTROL_PROTOCOL이면(엔트리 245),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결합가능한지 않은 것으로 이 파라미터에 미리 할당된 'SIP'값이 CPS(167)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는 'H.323'과 동일하게 설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레벨(1)(예를 들면, 망 사용자 레벨)의 세트 077

에 의해 정의된 값 'H.323'은 레벨(4)(예를 들면, 사업체 레벨)의 세트(167)에 의해 정의된 값 'SIP'을 덮어쓴다.

단계(178)로 돌아가면, 값이 이 파라미터에 대해 미리 검색되지 않았다고 단계(178)에서 결정되면, 단계(183)에서, 

이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된 값이 이 CPS로부터 검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CPS가 세트(167)이고 현재 파라미터는 파라미터 FEATURE_APPS이고(엔트리 235), 값 'S.exe'은 

이 파라미터에 대해 값으로서 검색되 고 할당될 수 있다.

단계(183,186 또는 188)가 수행된 후에, 단계(190)에서, 예를 들면 표(230)의 엔트리(231)의 필드(242)를 액세스하

여, 이 파라미터에 대해 최종값인 것으로서 이 CPS가 이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되는지를 결정될 수 있다.

단계(190)에서, 현재 CPS는 최종적인 것으로서 이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정의한다고 결정되면, 이 파라미터에 할당

된 값이, 예를 들면 플래그를 설정하여 이 파라미터에 대한 최종값인 것으로 표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CPS는 

파라미터 세트(077)이고 현재 파라미터가 파라미터 CALL_CONTROL_PROTOCOL이면(엔트리 245), CPS(077)는 

이 값을 필드(242)의 최종값으로서 정의하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에 대해 할당된 값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표시될 수 

있다. 단계(196) 후, 단계(174)는 상술된 것처럼 수행될 수 있다.

단계(190)에서, 현재 CPS는 파라미터에 대해 최종값으로서 이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결정되면, 

단계(192)에서, 예를 들면 표(230)의 엔트리(231)의 필드(244)를 액세스하여 이 파라미터에 대한 결합가능 값으로서

이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정의하는지를 결정될 수 있다.

현재 CPS가 결합가능한 것으로 이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결정되면, 값은 이렇게 표시되지 않고 

단계(174)는 상술된 것처럼 수행된다. 예를 들면, 현재 CPS가 세트(167)이고 현재 파라미터가 파라미터 CALL_CON

TROL_PROTOCOL이면(엔트리237), 결합가능 필드(244)는 결합가능한 것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값 'SIP'는 결합가

능한 것으로 표시되지 않고 단계(174)는 상술된 것처럼 수행된다.

현재 CPS가 결합가능한 것으로 현재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단계(192)에서 결정되면, 단계(194)

에서, 이 파라미터에 대한 검색된 값은, 예를 들면 플래그를 설정하여 결합가능한 값으로서 표시된다. 예를 들면, 현재

CPS가 세트(167)이고 현재 파라미터는 파라미터 FEATURE_APPS이면(엔트리 235), 결합가능 필드(244)가 결합가

능한 것으로 값을 정의하고, 값 'S.exe'이 결합가능한 것으로 표시된다.

방법(170)은 도 5A 및 5B의 일부로서 도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계(182) 또는 단

계(193)에서 현재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된 값을 검색한 후, 검색된 값이 현재 CPS에 의해 이동성을 갖는 것으로(즉, 

이동가능한 것으로) 정의되는지를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표(106)의 적절한 엔트리(108)의 이동성 필드(118)

를 액세스하여 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이러한 결정은 표(230)의 적절한 엔트리(231)의 다른 필드(246)의 하나를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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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하여 될 수 있다.

이동성 필드의 값, 이동가능 또는 이동불가는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된 값이 이동가능 엔티티, 예를 들면 사용자에 대

해 생성된 엔티티 프로파일에 대한 값에 할당되는지를 나타낸다. 이동가능 엔티티는 통신망의 하나 이상의 망 장치(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 이상의 망 주소)와 연관될 수 있는(예를 들면, 통신망에 로그인할 수 있는) 엔티티이다. 사용자

는 복수의 망 장치로부터 통신망에 로그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가능한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정적 엔티티는 망 장

치 중 단하나의 망 장치와 연관된 엔티티이다. 예를 들면, 망 장치는 정적 엔티티이다.

검색된 값이 이동가능인 것으로 결정되면, 방법(170)은 상술된 것처럼 단계(184) 또는 단계(188)로 각각 진행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검색된 값이 이동가능하지 않다고 결정되면, 값이, 예를 들면 망 장치인 정적 엔티티 또는 사용자인 이동

가능한 엔티티에 대해 정의되는지를 결정될 수 있다.

값이 정적 엔티티에 대해 정의된 것으로 결정되면, 방법(170)은 상술된 것처럼 단계(184) 또는 단계(188)로 각각 진

행될 수 있다.

값이 이동가능한 엔티티에 대해 정의된 것으로 결정되면, 이동가능한 엔티티가 이동가능한 엔티티에 할당된 망 장치 

또는 이동가능한 엔티티에 할당되지 않은 통신망의 다른 망 장치를 현재 사용하는지를 결정될 수 있다. 이동가능한 

엔티티가 임의의 망 장치에 할당되지 않는 경우일 수 있고, 이 경우 값이 이동불가인 것으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값

이 현재 파라미터에 할당되지 않을 수 있고 방법(170)은 단계(174)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이동가능한 엔티티가 엔티티에 할당된 망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결정되면, 검색된 값은 현재 파라미터에 

할당될 수 없고 방법(170)은 단계(174)로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임의의 망 장치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이동가능한 것

을 정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동가능한 것으로 원하지 않을 구성 파라미터의 유형이 있다. 예를 들면, 음량

또는 화면 콘트라스트는 장치, 사용자 및/또는 환경의 결합으로 특정적이다. 사용 자는 보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동일

한 유형의 장치에 대한 것보다 잡음 많은 실험실의 제1형의 장치에 대해 다른 음량 설정을 사용하기 쉬울 것이다. 유

사하게, 콘트라스트는 장치가 놓인 환경의 밝기 및 특수 사용자의 성능에 매우 의존적일 수 있다. 사용자가 사용자에

게 할당되지 않은 망 장치에 로그온하면 이 구성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된 값이 사용자에 대한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

성하는 것의 일부로서 파라미터에 할당될 수 없도록 이 구성 파라미터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에 해당하는 CPS에

대해 이동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도 8의 텍스트 파일(260)에 의해 도시된 엔티티 프로파일은 이하와 같이 표(230)에 방법(170)을 이용하여 생성될 수

있다. 먼저, 단계(172)에서, 표(230)의 CPS(167)는 액세스될 수 있다. 다음, 엔트리(233-237)로 단계(174-196)를 

사용하여, 파라미터 CORE_APPS는 값 'A.exe, B.exe, C.exe'으로 할당되고 최종적인 것으로 표시될 수 있고, 파라

미터 FEATURE_APPS는 값 'S.exe'으로 할당되고 결합가능한 것으로 표시되고, CALL_CONTROL_PROTOCOL로 

명명된 파라미터는 'SIP'의 값으로 할당될 수 있다.

다음, 단계(172)에서, CPS(022)는 표(230)로부터 액세스될 수 있다. 다음, 단계(174)에서 CPS(022)는 파라미터 'C

ORE_APPS'에 대해 값 'D.exe'를 정의한다는 것을 엔트리(239)를 액세스하여 결정될 수 있다.

다음의 단계(178,180)에서, 값 'A.exe, B.exe, C.exe'이 파라미터 CORE_APPS에 이미 할당되었고 이 값이 최종적인

것으로 표시되었는지를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파라미터 CORE_APPS의 값이 'A.exe, B.exe, C.exe'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다음 단계(174)에서, CPS(022)는 파라미터 FEATURE_APPS에 대해 값 'T.exe, U.exe, V.exe'을 정의한다

는 것을 엔트리(241)를 액세스하여 결정될 수 있다. 단계(178,180)를 이용하여, 파라미터 FEATURE_APPS는 미리 

할당된 값을 가졌지만 이 미리 할당된 값은 이 파라미터에 대한 최종값이 아니었다고 결정될 수 있다.

다음, 단계(182)에서, 값 'T.exe, U.exe, V.exe'은 필드(240)로부터 검색될 수 있다. 이하 단계(184)에서, 이 파라미

터에 할당된 이전 값 'S.exe'이 결합가능한 것으로 표시되었다고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단계(186)에서, 값 'T.exe, 

U.exe, V.exe'은 파라미터 FEATURE_APPS에 대한 값 'S.exe, T.exe, U.exe, V.exe'을 생성하기 위해서 값 'S.exe'

에 결합될 수 있다.

다음, 단계(190,196)를 이용하여, FEATURE_APPS에 대한 새로운 할당된 값은, 예를 들면 플래그를 설정하여 최종

적인 것으로 표시될 수 있다.

다음, 단계(172)에서, CPS 077은 표(230)로부터 액세스될 수 있다. 단계(174-180)를 이용하여, CPS 077이 파라미

터 FEATURE_APPS에 대한 값 'W.exe, X.exe'을 정의하고 값 'S.exe, T.exe, U.exe, V.exe'은 이 파라미터에 대해 

이미 할당되었고 최종적으로 표시되었다고 엔트리(243)를 액세스하여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파라미터 FEATURE_

APPS의 값은 'S.exe, T.exe, U.exe, V.exe'와 동일한 세트로 남는다.

다음, 엔트리(245)를 액세스하는 것을 포함하는 단계(174, 178, 180, 182, 184, 188)를 이용하여, CPS(167)에 의해

정의된 파라미터 CALL_CONTROL_PROTOCOL에 대한 'SIP'의 이전 값은 CPS(077)에 의해 정의된 값 'H.323'에 

의해 덮어쓰여지고 대체될 수 있다.

결국, 도 8의 텍스트 파일(260)에 의해 도시된 것처럼, 결과적인 엔티티 프로파일은 다음의 값을 갖는 파라미터를 포

함한다. CORE_APPS='A.exe, B.exe, C.exe,'FEATURE_APPS='S.exe, T.exe, U.exe, V.exe,' 및 CALL_CONTR

OL_PROTOCOL='H.323.'

이 엔티티 프로파일의 추상은 로컬 메모리에 휘발성 기록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메모리 제시는 방법(140)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예를 들면, C, C++ 또는 자바로 쓰여진 소프트에어 애플리케이션)의 유형에 따라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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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방법(170)의 변형인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결합 절차에 따라 복수의 CPS를 결합하는 다양한 

다른 방법 중의 임의의 것이 방법(140)이 이하 기술된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범위에 속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도시적

인 실시예는 이하 기술된 청구항 중 임의의 것의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가 아니며 도시적인 목적으로 주로 제공된다.

도 4로 돌아가면, 단계(150)의 수행 후에, 다음으로, 단계(152)에서, 엔티티 프로파일이 유지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서 사용된 것처럼, 용어 '유지' 및 그 파생어는 비휘발성 기록 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엔티티 프로파일은 다

양한 기술 중 임의의 것을 사용하여 유지될 수 있다.

도 6은 엔티티 프로파일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210)의 예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단계(212)에서, 엔티티 프로파일의 추상을 유지할 장소가 결정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장소는 균일 자원 로케이터(U

RL) 또는 다른 유형의 장소 표시자로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URL은 망 장치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복수의 추상으

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URL은 영역 이름과 망 장치 또는 망 장치 상의 특정 디렉토리를 규정하는 가능한 

경로의 조합일 수 있다.

다음 단계(214)에서, 유지될 엔티티 프로파일의 추상을 생성하기 위해 엔티티 프로파일의 추상에 이용할 렌더링 절차

가 결정될 수 있다. 이용될 렌더링 절차는 엔티티 프로파일이 유지되는 데이터 포맷에 의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엔

티티 프로파일은 방법(170)에 의해 결정된 구성 파라미터 및 값을 제시하는 복수의 이름/값 쌍인 텍스트와 같은 텍스

트 파일로 유지될 수 있거나, 확장가능 마크업 언어(XML) 문서 또는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의 객체(예를 들면, 자바

빈), 또는 다양한 다른 데이터 구조 중의 임의의 것으로서 유지될 수 있다.

이하 단계(216)에서, 렌더링 절차는 유지될 추상을 생성하기 위해서 엔티티 프로파일에 인가될 수 있고, 단계(218)에

서, 생성된 추상이 단계(212)에서 결정된 장소에 유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계(216)에서, 렌더링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단계(212)에서 결정된 장소에 저장될 수 있는 도 8의 텍스트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다음 단계(220)에서, 엔티티 프로파일의 일련 번호 또는 다른 버전 표시자는 갱신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방법(140)이

수행되기 전에 엔티티 프로파일의 일련 번호는 정수일 수 있고, 단계(220)는 정수에 1을 더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다음 단계(222)에서, 일련 번호는 엔티티 프로파일의 유지된 추상의 식별 및 유지된 추상의 장소를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에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 엔트리는 엔티티에 해당하는 복수의 엔트리를 포함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될 수 있다. 각 엔트리는 엔티티의 고유 식별자를 저장하는 필드, 유지된 추상의 장소를 저장하는 필드, 및 유지된

추상의 일련 번호를 저장하는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데이터 구조는 유지된 제시의 일련 번호, 장소 및 식별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방법(210)의 일부로서 수행된 단계의 순서는 단계가 다른 순서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도 6에 도시된 순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단계(214)는 단계(212)이전에 수행될 수 있다. 또한, 방법(210)의 하나 이상의 단계는 하나 

이상의 다른 단계와 이어서 또는 병행하여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계(212,214)의 최소한 일부는 평행으로 수행

될 수 있다.

방법(210)은 엔티티 프로파일을 유지하는 방법을 단지 도시하는 실시예이다. 예를 들면, 방법(210)의 변형인 엔티티 

프로파일을 유지하는 다양한 다른 방법 중의 임의의 것이 이하 서술된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범위에 속할 수 있으므

로 이러한 도시적인 실시예는 이하 서술된 모든 청구항의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가 아니며 단지 도시적인 목적으로 제

공된다.

방법(140)의 일부로서 수행된 단계의 순서는 단계가 다른 순서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도 4에 도시된 순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단계(148)는 단계(146) 이전에 수행될 수 있다. 또한, 방법(140)의 하나 이상의 단계는 하나 

이 상의 다른 단계와 이어서 또는 병행하여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계(146,148)의 최소한 일부는 평행으로 수

행될 수 있다.

방법(140)은 구성 파라미터의 복수의 세트로부터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을 단지 도시하는 실시예이다. 예

를 들면, 방법(140)의 변형인 구성 파라미터의 복수의 세트로부터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다양한 다른 방법 중

의 임의의 것이 이하 서술된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범위에 속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도시적인 실시예는 이하 서술된 

모든 청구항의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가 아니며 단지 도시적인 목적으로 제공된다.

방법(140,170,210)은 동일한 계층의 엔티티 및 엔티티 그룹에 해당하는 복수의 CPS로부터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

하기 위해 상술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계층의 엔티티 또는 엔티티 그룹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CPS가 엔티티 프로파

일을 생성하기 위해 결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판매 부서로부터의 종업원은 엔지니어링 부서의 TCD에 앉아서 통신망에 성공적으로 로그인할 수 있다. 

판매 부서에 해당하지만 엔지니어링 부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CPS를 포함하는 종업원이 속한 관리 계층에 연관된 복

수의 CPS가 종업원에 대한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결합될 수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 부서의 TCD가 속한 

장치 계층과 연관된 복수의 CPS는 TCD에 대한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결합될 수 있다. 유사한 예는 다른 

사업체의 개인용 컴퓨터 상에 로그온한 제1 사업체의 종업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1 사업체는 속하지만 제2 사업체는

속하지 않는 관리 계층과 연관된 복수의 CPS는 종업원에 대한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결합될 수 있다. 또

한, 제2 사업체의 개인용 컴퓨터가 속한 장치 계층과 연관된 복수의 CPS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결합될 수 있다.

두 경우에, 종업원 엔티티 프로파일 및 장치(TCD 또는 개인용 컴퓨터) 엔티티 프로파일은 결과적인 엔티티 프로파일

을 생성하기 위해 결합될 수 있다. 결합은 두 개의 엔티티 프로파일로부터 파라미터/값 쌍을 결합하는 것만을 포함하

거나, 한 엔티티 프로파일로부터의 값을 다른 엔티티 프로파일에 선행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선

행은 다양한 방식 중의 임의의 것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치 엔티티 프로파일에 의해 구현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된 값은 종업원 엔티티 프로파일에 의해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된 값에 선행되거나 그 반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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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티 프로파일이 결합된 후, 결과적인 엔티티 프로파일은 사용되는 망 장치를 구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대안적

으로, 엔티티 프로파일은 결합되지 않고, 사용되는 망 장치를 구성하는데 둘이 사용될 수 잇다. 이러한 경우에, 망 장

치는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된 제1 값이 덮어쓰기 될 수 없거나 값에 대해 구성된 최종값이 선행을 갖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값이 선행을 갖는지를 결정하는 다른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다양한 시스템 중 임의의 것이 복수의 CPS로부터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 9는 엔티티 프

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복수의 CPS를 결합하기 위한 시스템(280)의 예이다.

시스템(280)은 구성 관리 모듈(284)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306)을 포함할 수 있다. 구성 관리 모듈(2

84)은 구성 제어부(286), 결합부(290) 및 렌더링부(294)를 포함할 수 있다.

구성 제어부(286)는 엔티티 정보(282)를 수신하고 유지된 엔티티 정보(298)를 검색하기 위해서 엔티티 ID(296)를 

사용하여 DBMS(306)를 액세스할 수 있다. 검색된 엔티티 정보(282)는 엔티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방법(140)의 단계(142)에 관련하여 상술된 것처럼, 엔티티 정보는 엔티티와 연관된 엔티티 프로파일의 버

전을 표시하는 버전 식별자(예를 들면, 일련 번호)는 물론 고유 식별자와 같은 엔티티의 식별을 포함할 수 있다.

엔티티 정보(282)는 제1 망 장치로부터 수신될 수 있고, 구성 관리 모듈(284)은 제2 망 장치 상에 존재할 수 있다. 대

안적으로, 엔티티 정보(282)는 구성 관리 모듈(284)이 존재하는 망 장치의 다른 모듈로부터 수신될 수 있다. 다른 시

나리오에서, 엔티티 정보(282)는 엔티티 정보가 가장 최근의 엔티티 정보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신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엔티티 정보(282)는 엔티티 정보(282)에 포함된 엔티티 프로파일의 버전이 엔티티 정보의 가장 최근의 버전

인지를 결정하도록 수신될 수 있다.

엔티티 정보(282)를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구성 제어부(286)는 유지된 엔티티 정보를 DBMS(306)로부터 검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성 제어부(286)는 엔티티 정보(282)의 일부로서 검색된 엔티티 ID에 의해 식별된 것처럼 DBM

S(306)에 저장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다. 유지된 엔티티 정보(298)는 DBMS에 저장된 구 성 데이터(308)의 일부

일 수 있다. 구성 데이터(308)는 복수의 다른 포맷에 저장된 복수의 다른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성 

데이터는 XML 문서, 연결된 데이터 객체, 또는 데이터 포맷과 같은 다양한 포맷 중의 임의의 것으로 저장된 엔티티 

프로파일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구성 데이터(308)는 도 3과 관련하여 상술된 하나 이상의 표(62,72,82,92,106)를 포함할 수 있고, 각 엔트리가 

엔티티 또는 엔티티 그룹에 해당하고 이 엔트리 중의 하나는 엔티티 ID(296)에 의해 식별된 망 엔트리에 해당할 수 

있는 복수의 엔트리를 포함하는 표와 같은 다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표를 포함할 수 있다.

구성 제어부(286)는 수신된 엔티티 정보(282)와 유지된 엔티티 정보(298)를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성 제어부

(286)는 유지된 엔티티 정보(298)와 포함된 엔티티 프로파일의 버전 표시자(예를 들면, 일련 번호)를 엔티티 정보(28

2) 내에 포함된 버전 표시자와 비교할 수 있다. 버전이 동일하면, 구성 제어부는 다른 모듈 또는 망 장치는 엔티티 프

로파일의 가장 최근 버전을 갖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엔티티 정보(282)를 전송하는 다른 모듈 또는 망 장치에 대한 표

시를 전송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버전이 동일하지 않으면, 구성 제어부(286)가 결합부(290)에 생성된 엔티티 프로파일 명령(288)을 전송

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결합부(290)는 명령(288)을 수신한 것에 응답하여, DBMS(306)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CPS(302)를 추출하기 위해 엔

티티 ID(296)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결합부(290)는 도 4 및 도 5A-5B에 관련하여 상술된 것처럼 단계(146-

150)를 수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결합부(290)는, 예를 들면 도 4 및 도 5A-5B에 관련하여 상술된 것처럼 엔티티 

프로파일 데이터(292)를 생성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CPS(302)를 결합할 수 있다.

렌더링부(294)는, 예를 들면 도 6과 관련하여 상술된 엔티티 프로파일(292)의 메모리 제시인 엔티티 프로파일 데이

터(292)를 수신하고, 예를 들면 도 6과 관련하여 상술된 것과 같은 엔티티 프로파일의 유지된 추상을 생성할 수 있다.

렌더링부(294)는, 예를 들면 구성 데이터(308)의 일부로서 DBMS(306)에 엔티티 프로파일(304)의 유지된 제시를 저

장하도록 구성될 수 있고, 예를 들면 구성 관리 모듈(284)이 존재하는 통신망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다른 망 자원

인 다른 착신지로 엔티티 프로파일의 유지된 추상을 전송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DBMS(306)의 엔티티 프로파일의 추상을 저장하는 것에 추가하여 또는 대안으로서, 렌더링부(294)는 파일 시

스템의 일부로서 하나 이상의 망 장치에 하나 이상의 파일로서 엔티티 프로파일의 추상을 저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엔티티 프로파일의 복사본은 구성 관리 모듈(284)이 존재하는 망 장치 상에 저장될 수 있고 엔티티 프로파

일의 다른 복사본은 다른 망 장치상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복사본은, 예를 들면 HTTP 서버인 웹 서버에 의해 액

세스가능할 수 있다.

DBMS(306)에 추상을 저장하는 것에 추가하여, 하나 이상의 망 장치 상에 엔티티 프로파일의 추상의 하나 이상의 파

일을 저장하는 것은 DBMS(306)이 고장나거나 하나 이상의 망 장치에 가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리던던시 보호를 

제공한다. 또한, 엔티티 프로파일의 이러한 추가적인 복사본은, 예를 들면 웹 브라우저에 의해 DBMS(306)가 수행하

는 것보다 엔티티 프로파일에 보다 빠른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고 통신망에 대한 부하 균형을 제공할 수 있다.

구성 관리 모듈(284)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드웨어 또는 그 임의의 조합 중의 임의의 것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성 관리 모듈(284)은 hhtp://www.javasoft.com/products/ejb/index.html에서 얻을 수 있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사의 자바소프트의 일부로서 사업체 자바 빈(EJB)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고, EJB 세션은 부(286,290)를 구현하고 복수의 CPS로부터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DB

MS(306)는, 예를 들면 캐나다 노바 스코티아 울프빌의 PostgreSQL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PostgreSQL인 다양한 데

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중의 임의의 것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DBMS(306)과 구성 관리 모듈(284) 사이의 천이로부터, 자바 데이터베이스 연결(JDBC)이 사용될 수 있고, 예를 들

면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에 의한 자바소프트에 대해 정의된 API를 사용하여 개발된 JDBC가 사용될 수 있다. JDB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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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판매자(예를 들면, 오라클사)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구성 관리 모듈(284)은 이 데이터베이스 

표의 하나로부터 추출된 각 엔트리에 대한 별개의 EJB 엔티티를 생성할 수 있다.

구성 관리 모듈이 존재하는 망 장치 외부의 다른 망 장치와 통신하기 위해, 구성 관리 모듈은 각각이 원격 망 장치에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자바 서브렛 및 또 는 자바 서버 페이지(JSP)를 포함하는 웹 콘테이너를 포함할 수 있다. 웹 콘

테이너는, 예를 들면 원격 방법 이노베이션(RMI), 인터넷 인터옵 프로토콜(IIOP) 또는 그 조합을 사용하여 다양한 기

술 중 임의의 것을 사용하여 상술된 EJB 세션과 처리할 수 있다. RMI는 기능이고,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의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의 자바소프트의 일부로서 제공된 자바 언어의 일부로서 제공된 API이다. IIOP는 공통 객체 요

청 브로커 구조(CCRBA) 객체와 통신하기 위한 표준 기술이다. CCRBA는 다른 머신(즉, 망 장치) 또는 프로세스 상에

기능성을 제공하는 원격 객체로의 객체 지향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의하기 위한 기술이다. 따라서, RMI 및 IIOP는 동

일 또는 다른 망 장치 상의 둘 이상의 프로세스 사이의 원격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다. 보다 상세하게 RMI 및 II

OP를 알기 위해서, http://www.javasoft.com/products/rmi-iiop/index.html을 참조하자.

구성 관리 모듈(284)은 웹 컨테이너와 구성 관리 모듈(284)과 처리하는 하나 이상의 원격 망 장치 사이에서 통신하기

위해서 제시층(미도시)을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구성 관리 모듈은, 예를 들면 TCD, 상대 장치 TCD 설치 서버 또는 전화 통신망의 그 조합인 통신망의 다양한 

망 장치 중 임의의 것에 존재할 수 있다.

시스템(280) 및 이러한 부(284,286,290,294,306)와 같은 부는 소프트웨어)예를 들면, C, C++, 자바 또는 그 조합), 

하드웨어(예를 들면, 하나 이사의 애플리케이션 전용 집적 회로), 펌웨어(예를 들면, 전기적으로 프로그램된 메모리), 

그 조합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시스템(28) 및 그 부는, 예를 들면 도 1과 관련하여 상 술된 것처럼 전화 통신망의 TC

D 또는 설치 서버인 단일 머신상에 존재할 수 있고, 모듈러일 수 있고 다중 상호연결된 머신상에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든 부(284,286,290,294,306)는 TCD 또는 설치 서버 또는 이러한 부의 임의의 조합 상에 존재할 수 있고 그 

서브부는 하나 이상의 TCD와 하나 이상의 설치 서버 사이에 분산될 수 있다.

또한, 시스템(280) 또는 그 부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머신의 각각 상에, 시스템(280) 및/또는 부는 그 머신의 하나 

이상의 장소에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스템(280) 및/또는 부(284,286,290,294,306)의 다른 부분은 컴퓨터 상

의 메모리(예를 들면, RAM, ROM, 디스크 등)의 다른 영역에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하나 이상의 머신의 각각은 여러

부 중에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메모리 시스템, 디스크 스토리지 시스템, 하나 이상의 망 인터페이스 및 하나 이상의

버스 또는 다양한 부를 상호연결하는 다른 내부 통신 링크와 같은 복수의 공지된 부를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280)은 구성 파라미터의 복수의 세트로부터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의 단지 도시적인 실시

예이다. 예를 들면, 시스템(280)의 변형인 구성 파라미터의 복수의 세트로부터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다

양한 다른 시스템의 임의의 것이 이하 서술된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범위에 속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도시적인 실시

시예는 이하 서술된 청구항의 임의의 것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도시적인 목적으로 제공된다.

도 4-6에 연관하여 상술된 방법(140,170,210) 및 단계(142-152), 단계(172- 196) 및 단계(212-222) 각각을 포함

하는 그 단계, 및 다양한 실시예 및 이 방법 및 단계의 변형은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예를 들면 비휘발성 기록 매

체, 집적 회로 메모리 소자, 또는 그 조합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상에 컴퓨터 판독가능 신호로서 구체적으로 실시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상에 구체적으로 구현

된 컴퓨터 판독가능 신호를 포함할 수 있고, 이러한 신호는 명령을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결과로서,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정의하고, 컴퓨터에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하나 이상의 방법 또는 단계 및/또는 다양한 

실시예, 변형 및 그 조합을 수행하도록 명령한다. 이러한 명령은, 예를 들면 자바, C 또는 C++ 또는 다양한 조합 중 

임의의 것인 복수의 프로그래밍 언어 중 임의의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하 청구된 본 발명의 일부 도시적인 실시예를 이 설명한 바에서, 전술한 설명은 예로써만 제시된 것으로서, 도시적

인 것이고 한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업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여러 변형예 및 다른 도시적인 실시예는 당업계의

범위내에 있고 이하 서술된 청구항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의도된다. 특히, 본 명세서에 제시된 많은 예는 방법, 단

계 또는 시스템의 특수한 조합을 포함하지만, 이 단계 및 소자들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식으로 조합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스템 또는 방법의 일실시예와 연관하여서만 언급된 단계, 소자 및 특징은 다른 실시

예의 유사한 역할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는다. 또한, 이하 청구항에 언급된 하나 이상의 수단 더하기 기

능 한정에 대해, 수단은 언급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본 명세서에 개시된 수단에 한정되는 것으로 의도되 지 않았지

만, 언급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현재 공지되었거나 또는 이후 개발될, 임의의 동등한 수단을 범위에서 망라하는 것

으로 의도되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하며 전화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가지는 통신망과 연관되고, 엔티티 그룹 계층 구조의 

일 구성 요소인 제1 엔티티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가능한 전화 통신 장치를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통신망의 프로그램 가능한 전화 통신 장치를 구성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 파라미터 세트를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로부터 검색하는 단계 - 상기 각 세트는 상기 엔티티 또는 상기 엔티티 그룹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적어도 

하나의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정의하며, 적어도 하나의 세트는 전화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정의함 -;

(b) 상기 제1 엔티티에 대한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상기 복수의 구성 파라미터 세트를 결합하는 단계 - 

상기 엔티티 프로파일은 상기 전화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각 파라미터에 대해,

상기 전화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된 값을 포함하는 상기 복수의 구성 파라미터 세트 중의 하나로부터 할당된 해당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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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함 -; 및

(c) 상기 엔티티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상기 통신망의 상기 프로그램 가능한전화 장치를 구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결합 절차가 상기 통신망에서 액세스가능하고, 각 결합 절차는 상기 복수의 구성 파라미터 세

트를 결합함으로써 절차를 정의하며,

(d) 상기 복수의 결합 절차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단계 (b)는 상기 선택된 결합 절차에 따라 상기 복수의 구성 파라미터 세트를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결합 절차는 구성 파라미터의 해당 세트가 결합되지 않을 하나 이상의 상기 엔티티 그

룹을 규정하고,

단계 (b)는,

상기 선택된 결합 절차에 의해 규정된 상기 엔티티 그룹 중의 하나에 각각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터 세트

를 결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구성 파라미터 세트 중의 제1 세트는 제1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제1 값을 

정의하고, 상기 복수의 구성 파라미터 세트 중의 제2 세트는 상기 제1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제2 값을 정의하고,

단계(b)는,

상기 구성 파라미터의 제1 세트를 액세스하는 단계;

상기 제1 구성 파라미터에 상기 제1 값을 할당하는 단계;

상기 구성 파라미터의 제2 세트를 액세스하는 단계;

상기 구성 파라미터의 제1 세트가 상기 제1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제1 값을 최종값으로 정의한다면, 상기 제1 구성 

파라미터에 상기 제2 값을 할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계;

상기 제1 세트가 상기 제1 값을 결합가능한 값으로 정의한다면, 결합된 값을 생성하기 위해서 상기 제1 값에 상기 제

2 값을 결합하고, 상기 결합된 값을 상기 제1 구성 파라미터에 할당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세트가 상기 제1 값을 최종값 또는 결합가능한 값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면, 상기 제1 구성 파라미터에 상기 

제2 값을 할당하여 상기 제1 값을 덮어쓰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가능한 전화 통신 장치는 상기 통신망과 접속된 전화인 방법.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파라미터에 의해 정의된 값은 전화 호출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프로그램 가능

한 전화 통신 장치에 의해 사용되는 호출 제어 프로토콜인 방법.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가능한 전화 통신 장치는 호출 제어 프로토콜들인 세션 개시 프로토콜, H.

323, 미디어 게이트웨이 제어 프로토콜, Megaco H.248 프로토콜, 및 스키니 스테이션 프로토콜 중의 적어도 하나를 

사용하여 전화 호출을 제어하도록 개조된 방법.

청구항 8.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하며 전화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갖는 통신망과 연관되고, 엔티티 그룹 계층 구조의 일 

구성 요소인 제1 엔티티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가능한 전화 통신 장치를 구성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통신망의 망 장치를 구성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 파라미터 세트를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부터 검색하는 수

단 - 상기 각 세트는 상기 엔티티 또는 상기 엔티티 그룹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적어도 하나의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정의하며, 적어도 하나의 세트는 전화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정의함 -;

상기 제1 엔티티에 대한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상기 복수의 구성 파라미터 세트를 결합하는 수단 - 상기 

엔티티 프로파일은 상기 전화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각 파라미터에 대해, 상기

복수의 구성 파라미터 세트 중의 하나로부터 할당된 해당 값을 포함함 -; 및

상기 엔티티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상기 프로그램 가능한 전화 통신 장치를 구성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복수의 결합 절차가 상기 통신망에서 액세스가능하고, 각 결합 절차는 상기 복수의 구성 파라미터 세

트를 결합함으로써 절차를 정의하며,

상기 복수의 결합 절차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결합 수단은 상기 선택된 결합 절차에 따라 상기 복수의 구성 파라미터 세트를 결합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

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결합 절차는 구성 파라미터의 해당 세트가 결합되지 않을 하나 이상의 상기 엔티티 그

룹을 규정하고,

상기 결합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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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된 결합 절차에 의해 규정된 상기 엔티티 그룹 중의 하나에 각각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터 세트

를 결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제8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구성 파라미터 세트 중의 제1 세트는 제1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제1 값을 

정의하고, 상기 복수의 구성 파라미터 세트 중의 제2 세트는 제1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제2 값을 정의하고,

상기 결합 수단은,

상기 구성 파라미터의 제1 세트를 액세스하는 수단;

상기 제1 구성 파라미터에 상기 제1 값을 할당하는 수단;

상기 구성 파라미터의 제2 세트를 액세스하는 수단;

상기 제1 값이 상기 제1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최종값으로 정의된다면, 상기 제1 구성 파라미터에 상기 제2 값을 할

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단;

상기 제1 값이 결합가능한 값으로 정의된다면, 결합된 값을 생성하기 위해서 상기 제1 값에 상기 제2 값을 결합하고, 

상기 결합된 값을 상기 제1 구성 파라미터에 할당하는 수단; 및

상기 제1 값이 최종값 또는 결합가능한 값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면, 상기 제1 구성 파라미터에 상기 제2 값을 할당하

여 상기 제1 값을 덮어쓰는 수단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8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가능한 전화 통신 장치는 상기 통신망과 접속된 전화인 시스템.

청구항 13.
제8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파라미터에 의해 정의된 값은 전화 호출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프로그램 가능

한 전화 통신 장치에 의해 사용되는 호출 제어 프로토콜인 시스템.

청구항 14.
제8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가능한 전화 통신 장치는 호출 제어 프로토콜들인 세션 개시 프로토콜, H.

323, 미디어 게이트웨이 제어 프로토콜, Megaco H.248 프로토콜, 및 스키니 스테이션 프로토콜 중의 적어도 하나를 

사용하여 전화 호출을 제어하도록 개조된 시스템.

청구항 15.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에 있어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및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결과로서, 상기 컴퓨터에,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하는 통신망과 연관되고, 엔티티 그룹

계층 구조의 일 구성 요소인 제1 엔티티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가능한 전화 통신 장치를 구성하는 절차를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명령어를 정의하는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상에 저장된 컴퓨터 판독가능 신호

를 포함하고,

상기 절차는,

(a) 상기 통신망의 프로그램 가능한 전화 통신 장치를 구성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 파라미터 세트를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로부터 검색하는 단계 - 상기 각 세트는 상기 엔티티 또는 상기 엔티티 그룹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각 세트

와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터에 대해, 상기 세트는 상기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정의함 -;

(b) 상기 제1 엔티티에 대한 엔티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상기 복수의 구성 파라미터 세트를 결합하는 단계 - 

상기 엔티티 프로파일은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각 파라미터에 대해 상기 복수의 구성 파라미터 세트

중의 하나로부터 할당된 해당 값을 포함함 -; 및

(c) 상기 엔티티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상기 통신망의 상기 망 장치를 구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복수의 결합 절차가 상기 통신망에서 액세스가능하고, 각 결합 절차는 상기 복수의 구성 파라미터 

세트를 결합함으로써 절차를 정의하며,

(d) 상기 복수의 결합 절차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단계 (b)는 상기 선택된 결합 절차에 따라 상기 복수의 구성 파라미터 세트를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

그램 제품.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결합 절차는 구성 파라미터의 해당 세트가 결합되지 않을 하나 이상의 상기 엔티티 그

룹을 규정하고,

단계 (b)는,

상기 선택된 결합 절차에 의해 규정된 상기 엔티티 그룹 중의 하나에 각각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구성 파라미터 세트

를 결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8.
제15항 또는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구성 파라미터 세트 중의 제1 세트는 제1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제1 값을

정의하고, 상기 복수의 구성 파라미터 세트 중의 제2 세트는 상기 제1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제2 값을 정의하고,

단계(b)는,

상기 구성 파라미터의 제1 세트를 액세스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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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구성 파라미터에 상기 제1 값을 할당하는 단계;

상기 구성 파라미터의 제2 세트를 액세스하는 단계;

상기 구성 파라미터의 제1 세트가 상기 제1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제1 값을 최종값으로 정의한다면, 상기 제1 구성 

파라미터에 상기 제2 값을 할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계;

상기 제1 세트가 상기 제1 값을 결합가능한 값으로 정의한다면, 결합된 값을 생성하기 위해서 상기 제1 값에 상기 제

2 값을 결합하고, 상기 결합된 값을 상기 제1 구성 파라미터에 할당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세트가 상기 제1 값을 최종값 또는 결합가능한 값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면, 상기 제1 구성 파라미터에 상기 

제2 값을 할당하여 상기 제1 값을 덮어쓰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9.
제15항 또는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가능한 전화 통신 장치는 상기 통신망과 접속된 전화인 컴퓨터 프로그

램 제품.

청구항 20.
제15항 또는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파라미터에 의해 정의된 값은 전화 호출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프로그램 가

능한 전화 통신 장치에 의해 사용되는 호출 제어 프로토콜인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21.
제15항 또는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가능한 전화 통신 장치는 호출 제어 프로토콜들인 세션 개시 프로토콜,

H.323, 미디어 게이트웨이 제어 프로토콜, Megaco H.248 프로토콜, 및 스키니 스테이션 프로토콜 중의 적어도 하나

를 사용하여 전화 호출을 제어하도록 개조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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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삭제

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삭제

청구항 50.
삭제

청구항 51.
삭제

청구항 52.
삭제

청구항 53.
삭제

청구항 54.
삭제

청구항 55.
삭제

청구항 56.
삭제

청구항 57.
삭제

청구항 58.
삭제

청구항 59.
삭제

청구항 60.
삭제

청구항 61.
삭제

청구항 62.
삭제

청구항 63.
삭제

청구항 64.
삭제

청구항 65.
삭제

청구항 66.
삭제

청구항 67.
삭제

청구항 6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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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9.
삭제

청구항 70.
삭제

청구항 71.
삭제

청구항 72.
삭제

청구항 73.
삭제

청구항 74.
삭제

청구항 75.
삭제

청구항 76.
삭제

청구항 77.
삭제

청구항 78.
삭제

청구항 79.
삭제

청구항 80.
삭제

청구항 81.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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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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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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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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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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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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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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