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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에이전트 시스템

요약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를 이동하면서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를 구비한 에이전트 시스템

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노드는 각각 에이전트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비하고, 상기 에이전트

플랫폼 또는 상기 노드 중 어느 한쪽은 동기 수단을 구비하며, 동일한 노드 내에서 동작하고 있는 복수의 에이전트가 동기

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시키고자 할 때에, 상기 동기 수단에 대하여 동기를 취하는 의뢰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동일 노드 내

의 복수의 에이전트가 동기를 취하여 처리를 진행시켜 간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에이전트 시스템, 에이전트 플랫폼, 정보 네트워크, 보호 릴레이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정보 네트워크에 의해 결합된 통신 시스템 상에서, 전력계통 등의 대상 시스템의 감시 제어를 행하는 에이전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에이전트 시스템은, 에이전트(이동 가능한 프로그램)가 대상 시스템의 각 노드(계산기)로 이동하여 적절한 장소에서 적

절한 처리를 행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일본국 특개평10-257661호 공보에는, 이것에 관한 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전력계통 감시 제어 시스템에서는, 에이전트에 의한 전력계통 감시 제어 시스템의 릴레이 정정에서 프로그램 모듈, 즉, 에

이전트가 전력계통 내의 각 장치를 이동하여, 보호 계전 장치의 정정을 행함으로써, 광역 분산의 전력계통 시스템이 효율

적으로 감시 제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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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들 종래의 에이전트 시스템에서는, 각 에이전트가 단독으로 장치간을 이동하면서 목적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기구만이 준비되었다. 따라서, 복수의 에이전트가 협조하여 처리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의 처리 플로뿐만 아니라, 에이전트의 프로그램 내부까지 정통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또한, 협조하여 처리를 진행시

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에이전트에 보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래의 에이전트 시스템에서는, 에이전트가 네트워크 경유에 의해 이동하는 도중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 에이전트

송신자가 의도하지 않은 처리로 개서(改書)된 경우일지라도, 에이전트 수용처에서 에이전트 송신자의 의도를 판단하는 기

구가 없기 때문에, 에이전트 수용처에서 에이전트 송신자가 의도하지 않은 처리가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느 하나의 장치에 다수의 에이전트가 반송되면, 우선도가 높은 에이전트의 처리와 우선도가 낮은 에이전트의 처

리가 동일하게 처리되었다.

  또한, GPS를 사용한 전력계통 보호 시스템이 일본국 특개평11-341706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보

호 릴레이의 전기량 데이터에 GPS로부터 취득한 시각(時刻) 데이터를 부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통 보호를 실현하였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복수의 에이전트가 협조하여 목적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은,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를 이동하면서 소정의 처리를 실행

하는 복수의 에이전트를 구비한 에이전트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노드는 각각 에이전트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복수

의 에이전트 플랫폼(platform)을 구비하고, 상기 에이전트 플랫폼 또는 상기 노드 중 어느 한쪽은 동기 수단을 구비하며,

동일한 노드 내에서 동작하고 있는 복수의 에이전트가 동기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시키고자 할 때에, 상기 동기 수단에 대

하여 동기를 취하는 의뢰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동일한 노드 내의 복수 에이전트가 동기를 취하여 처리를 진행시켜 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도.

  도 2는 도 1을 보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도 1을 설명하는 플로차트.

  도 4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 7 및 제 8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도.

  도 10은 도 8을 설명하는 플로차트.

  도 11은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 10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도.

  도 13은 본 발명의 제 11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도.

등록특허 10-0516794

- 3 -



  도 14는 본 발명의 제 12, 제 13, 제 14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도.

  도 15는 본 발명의 제 15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도.

  도 16은 도 15를 보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7은 본 발명의 제 16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도.

  도 18은 본 발명의 제 17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도.

  도 19는 본 발명의 제 18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도.

  도 20은 본 발명의 제 19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도.

  도 21은 도 20을 보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2는 본 발명의 제 20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도.

  도 23a 및 도 23b는 도 22를 보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4는 도 22를 보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실시예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본 발명의 에이전트 시스템은, 대상 시스템으로서 특정 대상에 한

정되지 않고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으나, 이하의 각 실시예에서는 에이전트 시스템을 전력계통의 보호 제어에 적용

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을 전력계통 보호 시스템에 적용한 경우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

다. 도 2는 도 1의 동기 에이전트가 갖는 기능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은 시스템의 각 요소의 처리 타이밍을 설명하는

순서도이다.

  도 1의 시스템은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보호 릴레이(19)의 일정 시각에서의 전기량(진폭, 위상) 등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도 1에 있어서, 정보 네트워크(11)는 대상 시스템의 노드(계산기(14))를 통신 회선에 의해 접속한

다. 또한, 도 1에는 1개의 계산기(14)만이 도시되어 있으나, 복수의 계산기(14)가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에이전트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경우에 따라 고유 데이터를 갖는 이동형 프로그램)을 가리키나, 이후 「에이

전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른다.

  계산기(14)는 보호 릴레이(19)와 정보 네트워크(11)와의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한다. 계산기(14)는 에이전트 플랫폼(151)

을 갖고 있다. 에이전트 플랫폼(151)은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하여, 그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도

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기구이다. 서버(12)(중앙 조작실(도시 생략)에 설치되어 있음)는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을 에이

전트 플랫폼(151)에 반송하여, 보호 릴레이(19)의 전기량을 취득한다.

  도 2를 참조하여 동기 에이전트(16)가 갖는 기능, 및 동기 에이전트(16)를 사용하여 동기 처리를 행하는 제 1 및 제 2 에

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 18)이 갖는 기능을 설명한다.

  우선, 동기 에이전트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메시지 처리 기능(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동기 의뢰를 수신하면, 다음의 메시지 보관 영역을 검색하고, 동

기 신호를 보내야 할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의 등록 여부를 조사한다.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되어 있을 때는 대상

으로 되는 에이전트에 동기 신호를 보내고,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때는 다음의 메시지 보관 영역에

요구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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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메시지 보관 영역으로서의 기능(동기 요구를 보관하는 기능)

  또한, 제 1 및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 18)은, 각각 메시지 처리 기능에 의해 동기 에이전트(16)로부터 보내지는

동기 신호를 수신하는 부분, 및 동기 신호를 수신했을 때에 실행하는 처리를 기술한 부분을 갖는다. 또한, 이하의 각 실시

예에서는,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은 진폭을 취득하고,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8)은 위상을 취득하는 것으

로 한다.

  서버(12)의 에이전트 플랫폼(152)에서 동기 에이전트(16)와 제 1 및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 18)(도시 생략)이

생성된다. 서버(12)로부터 소정의 타이밍으로 동기 에이전트(16)와 제 1 및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 18)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계산기(14)에 반송된다.

  구체적으로는, 보호 릴레이(19)의 전기량(진폭)을 취득하는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 및 보호 릴레이(19)의 전기

량(위상)을 취득하는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8)은, 보호 릴레이(19)의 전기량(진폭, 위상)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 서

버(12)로부터 정보 네트워크(11)를 통하여 계산기(14)에 반송되고, 에이전트 플랫폼(151)에 수용된다.

  미리 계산기(14)에 반송된 동기 에이전트(16)는,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 및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8)

사이의 동기 처리를 행한다. 즉, 동기 에이전트(16)는,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 및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18)에 대하여 동시에 동기 신호를 보낸다. 동기 신호를 수취했을 때의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처리는 에이전트 애플리케

이션마다 정의된다. 이 시스템에서는, 상기와 같이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은 진폭,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18)은 위상을 취득하도록 미리 정의된다. 또한, 동기 에이전트(16)는, 각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 18) 사이의 동기 처

리를 행하기 위한 각 처리를 재촉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동기 에이전트(16)는, 대부분의 경우, 에이전트 플랫폼(151)

에 상주(常駐)하고 있다. 다만, 동기 에이전트(16)를 상주시켜 두는 것은, 그만큼 계산기(14)의 자원을 소비하게 되므로,

서버(12), 또는 에이전트 플랫폼(151)이 동기 에이전트(16)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다른 노드로의 이동을 포함하여, 다른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하게, 발생 및 소멸 등을 실행시킬 수 있다.

  시스템 전체의 처리 플로를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과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18)이 동기를 취하여, 동일 시각의 진폭 및 위상을 취득하는 요구가 있다. 이 경우에서의 처리 타이밍을 나타낸 것이 도 3

이다. 예를 들면,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으로부터 에이전트 플랫폼(151)에 대하여, 동기 에이전트(16)의 존재 여

부의 참조 요구를 행한다. 에이전트 플랫폼(151)은 그 참조 요구에 따라 동기 에이전트(16)의 존재 여부를 참조하고, 존재

하는 취지 회답을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에 행한다. 그리고,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은, 노드 A의 에이

전트 플랫폼에 상주하는 동기 에이전트(16)에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8)과 동기를 취하고 싶다」는 메시지

(a)(동기 상대의 명칭)를 보낸다.

  동기 에이전트(16)는, 이 메시지 (a)를 수취하면, 동기 에이전트(16)가 그 내부에 갖고 있는 메시지 보관 영역에 제 2 에

이전트 애플리케이션(18)으로부터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과 동기를 취하고 싶다」는 메시지 (b)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메시지가 있으면,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과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8)의 양쪽이 동기를

취하고 싶어함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쪽에 동기 신호 (c)와 (d)를 동시에 보낸다.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

및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8)은, 이 동기 신호 (c)와 (d)를 수취하면, 각각 미리 정해진 처리(그 순간의 진폭과 위상

의 취득)를 행하고, 그 후에 서버(12)로 되돌아가, 취득한 진폭 및 위상을 보고한다.

  또한, 동기 에이전트(16)가 에이전트 B로부터 메시지 (b)를 아직 수취하지 않은 경우, 동기 에이전트(16)는 일단 메시지

를 메시지 보관 영역에 보관한다. 그리고,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8)으로부터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과

동기를 취하고 싶다」(b)는 메시지가 오고 나서, 제 1 및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 18)에 동기 신호 (c)와 (d)를 동

시에 보낸다.

  동기 에이전트(16)가 에이전트 플랫폼(151)에 있지 않을 경우는,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에이전트 플랫폼(151)에 동

기 에이전트로의 참조를 질문할 때에 동기 에이전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의 그 후의 처리(예를 들

어, 다른 처리를 행하거나, 또는 동기 에이전트가 에이전트 플랫폼(151)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에

이전트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정의하면 된다.

  여기서, 동기 에이전트(16)를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즉, 종래의 에이전트 시스템)에서는, 다른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과

동기를 취하기 위한 기구를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에 보충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제 1 및 제 2 에이전

트 애플리케이션(17, 18)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처리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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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은, 동기를 취하는 상대인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8)을 찾는다.

  (2)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8)이 발견되면,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은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8)에

동기 신호를 보낸다. 동기 신호를 수취한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8)은 미리 결정된 처리를 실행한다.

  (3)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은 동기 신호를 수취했을 때의 처리를 실행한다.

  제 1 실시예에서는, 동기 에이전트(16)를 도입함으로써, 제 1 및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 18)에는, 예를 들어, 동

기 에이전트(16)의 API를 호출하는 등의 동기 에이전트(16)로의 동기 의뢰 방법을 보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에

의해, 에이전트의 프로그래밍 양이 삭감되는 동시에, 동기를 취하는 프로그램의 버그 혼입이 없어진다.

  동기 에이전트(16)는, 동기 기능이 필요한 에이전트 플랫폼(151)에만 주재시키는 것이 좋다. 따라서, 동기 에이전트(16)

가 에이전트 플랫폼(151)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 플랫폼을 소형화할 수 있다.

  또한, 제 1 및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 18)을 보내기 직전에 서버(12)로부터 동기 에이전트(16)를 필요한 에이전

트 플랫폼(151)에 보내고, 플랫폼(151)에 동기 에이전트(16)를 상주시킨다. 만일 그 에이전트 플랫폼(151)에서의 제 1 및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 18)의 처리가 종료되어, 동기 에이전트(16)가 불필요해지면, 동기 에이전트를 서버로 끌

어올리거나 소멸시킴으로써, 동기 에이전트(16)를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자유도가 향상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도 도 1과 동일하게, 일정 보호

릴레이(19)의 진폭 및 위상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스템이다. 도 4에서 도 1과 상이한 점은, 동기 에이전트와 동일

한 프로그램을 갖는 동기 기능(36)을 에이전트 플랫폼(351) 내에 편성하고, 동기 에이전트는 삭제한다. 제 1 에이전트 애

플리케이션(37)과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38) 사이의 동기는, 동기 기능(36)을 통하여 도 1에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실행된다. 그 이외의 구성은 도 1에 대응하고 있으며, 각각 부호 11∼19가 부호 31∼39에 상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제 2 실시예에서도, 동기 기능(36)을 도입함으로써, 각 제 1 및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37, 38)에는 동기를 취하

는 상대의 제 2 또는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38, 37)과 동기 기능(36)으로의 통지 방법을 보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

다. 이것에 의해, 도 1과 동일하게, 에이전트의 프로그래밍 양이 삭감되는 동시에 동기를 취하는 프로그램의 버그 혼입이

없어진다.

  또한, 동기 기능이 대부분 또는 모든 보호 릴레이(39)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있는 계산기(노드)에서 필요하면, 본 실시예

와 같이 미리 에이전트 플랫폼(351)의 기능의 일부로서 편성함으로써, 그 관리 등의 부담이 경감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의 시스템과 달리, 도 5의 시스템은 2개의 보호 릴레이의 재폐로(再閉路)를 정해진 차례로 의해 확실하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제 3 실시예에서는, 도 5와 같이 LAN(41)에 접속된 서버(42)에 에이전트 플랫폼(43)과 그 위에서 동작하는 동기 에이

전트(44)를 설치한다. 또한, 서버(42)는, 각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을 필요한 보호 릴레이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있는 계산

기(노드)에 보내거나 수용하기 위해,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비한다. 본 제 3 실시예에서는, 서버(42)는 새롭게 동기 에이전

트(44)를 설치한다. 계산기(451, 452)는 각각 서로 다른 보호 릴레이(481, 482)에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계산기(451)의 에이전트 플랫폼(461)에 그 위에서 동작하는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471)이 배치되고, 계

산기(452)의 에이전트 플랫폼(462)에 그 위에서 동작하는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472)이 배치되며, 이들 제 1 에이

전트 애플리케이션(471)과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472) 사이의 동기를 서버(42)의 동기 에이전트(44)에 의해 취하

는 것을 예로서 나타낸다.

  계산기(451)에 존재하는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471)(동기 신호를 수취하면 보호 릴레이(481)의 재폐로를 실행함)

과 계산기(452)에 존재하는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472)(동기 신호를 수취하면 보호 릴레이(482)의 재폐로를 실행

함)과의 사이에서 동기를 취할(제 1로부터 제 2 에이전트(이하의 각 실시예에서 단순히 「A→B」라고 기재함)의 순서로

재폐로를 실행함) 경우,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471)은 서버(42)에 존재하는 동기 에이전트(44)에 대하여 「A→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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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로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472)과 동기를 취하고 싶다」(a)는 메시지를 보낸다. 동기 에이전트(44)는, 제 2 에이

전트 애플리케이션(472)으로부터 「A→B의 순서로 동기를 취하고 싶다」(b)는 메시지를 수취하면, 제 1 및 제 2 에이전

트 애플리케이션(471, 472)에 동기 신호 (c)와 (d)를 차례로 보낸다. 그러나,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472)으로부터의

메시지 (b)가 오지 않을 경우, 동기 에이전트(44)는,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471)으로부터의 메시지 (a)를 보관하여

둔다. 그리고,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472)으로부터 「A→B의 순서로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471)과 동기를

취하고 싶다」(b)는 메시지가 왔을 때에, 제 1 및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471, 472)에 동기 신호 (c)와 (d)를 차례로

보낸다.

  동기 신호 (c)와 (d)를 수취한 제 1 및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471, 472)은 미리 정해진 처리에 따라 각각의 보호 릴

레이의 재폐로를 실행한다. 본 시스템의 경우, 동기 에이전트가 동기 신호를 (c), (d)의 순서로 각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에 보내기 때문에, 재폐로는 보호 릴레이(481, 482)의 차례로 의해 실행된다.

  제 3 실시예에서는, 서버(42)에 동기 에이전트(44)를 배치함으로써, 서로 다른 계산기(451, 452)에 존재하는 제 1 및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471, 472) 사이에서도 동기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제 3 실시예에서는 동기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동기 처리를 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고가 적은 계통 등, 동기를

취하는 횟수가 적은 시스템 구성의 경우에는, 동기 처리가 필요해졌을 때에만 동기 에이전트를 준비하면 되므로 효율적이

다.

  종래, 재폐로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행하였으나, 본 시스템에서는 재폐로의 타이밍을 훨씬 고정밀도로 행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시스템에서는, 종래의 수법에 의한 재폐로보다 계통이 안정된다는 효과, 즉, 계통 보호에 본 에이전트를 적용하는

것에 의한 고유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도 5와 달리, 동기 에이전트

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갖는 동기 기능(54)을 서버(52) 내에 준비하고, 동기 에이전트는 삭제한다.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

이션(571)과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572) 사이의 동기는, 동기 기능(54)을 통하여 도 5에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실행

된다. 그 이외의 구성은 도 5에 대응하고 있으며, 각각 부호 41∼482가 부호 51∼582에 상당한다.

  제 4 실시예에서도, 동기 기능(54)을 도입함으로써, 서로 다른 계산기(551, 552)에 존재하는 제 1 및 제 2 에이전트 애플

리케이션(17, 18) 사이에서도 동기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5와 달리, 도 6에서는 동기 기능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

서,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계통에서는, 동기 처리를 필요로 할 때마다 동기 에이전트를 준비하는 도 5의 시스템보다

효율적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에서 에이전트 시스템의 기본

구성 및 시스템의 목적은 도 5의 구성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서버(67)와 계산기(631, 632) 사이의 통신로가 전화 회선

(WAN60) 등의 느린 회선이다. 서버에는 에이전트 매니저(62)가 동작한다. 에이전트 매니저는, 시스템 내의 모든 에이전

트의 위치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에이전트 플랫폼은 에이전트 생성 및 이동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그 이벤트를

에이전트 매니저에 통지한다.

  이 경우, 도 5 및 도 6과 같이 서버로부터 전화 회선 경유에 의해 동기 신호를 보내는 방식에서는 동기의 정밀도에 문제가

있다.

  제 5 실시예에서는, 도 7과 같이, 계산기(631)의 에이전트 플랫폼(641) 위에서 동작하는 제 1 동기 에이전트(651)를 계

산기(631)에 반송하고, 에이전트 플랫폼(641)에 배치된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661)의 동기 처리를 담당한다. 또한,

계산기(632)의 에이전트 플랫폼(642) 위에서 동작하는 제 2 동기 에이전트(652)를 계산기(632)에 반송하고, 에이전트 플

랫폼(642)에 배치된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662)의 동기 처리를 담당한다.

  그리고, 계산기(631)의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661)과 계산기(632)의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662)의 동기를

제 1 동기 에이전트(651)와 제 2 동기 에이전트(652) 사이에서 취하는 것을 예로서 나타낸다.

  도 7의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계산기(631)에 있는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과, 계산기(632)에 있는 제 2 에이전트 애

플리케이션 사이의 동기는 다음과 같이 취할 수 있다.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661)으로부터, 계산기(631)에 주재하

는 제 1 동기 에이전트(651)에 「A→B의 순서로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662)과 동기를 취하고 싶다」(a)는 메시지

를 보낸다. 제 1 동기 에이전트(651)는, 동기를 취하고 싶은 상대인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662)이 어느 노드(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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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있는지를 「문의하기」(b) 위한 메시지를 에이전트 매니저(62)에 보낸다. 이 문의는,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661)이 서버로부터 반송될 때에,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662)의 위치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제 2 에이전

트 애플리케이션(662)이 존재하는 노드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생략된다.

  동기를 취하고 싶은 상대인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662)이 계산기(632)에 있는 것을 알면, 제 1 동기 에이전트

(651)로부터 계산기(632)의 제 2 동기 에이전트(652)에 「A→B의 순서로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662)과 동기를 취

하고 싶다」(c)는 메시지를 보낸다.

  이 메시지 (c)를 수취한 제 2 동기 에이전트(652)는, 이 메시지 (c)를 보관하는 동시에, 「아직 동기를 취할 수 없다」(d)

는 메시지를 제 1 동기 에이전트(652)에 보내고,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662)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대기한다. 제 1

동기 에이전트(651)는 마찬가지로 「아직 동기를 취할 수 없다」(e)는 메시지를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661)에 보낸

다.

  제 2 동기 에이전트(652)는,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662)으로부터, 「A→B의 순서로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661)과 동기를 취하고 싶다」(f)는 메시지가 온 시점에서, 제 1 동기 에이전트(651)에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661)과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662)은 동기를 취할 수 있었다」(g)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후, 제 2 에이전트 애플

리케이션(662)에는 동기 신호 (i)를 보낸다. 이 메시지 (g)를 수취한 제 1 동기 에이전트(651)는,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

이션(661)에 대하여 동기 신호 (h)를 보내고,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661)으로부터의 보관 메시지 (a)를 삭제한다.

  제 5 실시예에서는, 이와 같이, 각 계산기(631, 632)에 둔 동기 에이전트(651, 652)끼리가 동기의 정보를 교환한다. 이것

에 의해, 서로 다른 계산기에 존재하는 제 1 및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661, 662)끼리가 동기를 취하여 처리를 행하

고자 할 경우에, 서로의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어느 계산기에 존재하는지를 의식하지 않고, 동일한 계산기 내에 상주하

는 동기 에이전트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 용이하게 동기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동기 에이전트와 동일한 프

로그램을 갖는 동기 기능(751)을 계산기(731)의 에이전트 플랫폼(741) 내에 편성하고, 동기 에이전트를 삭제하는 점이 도

7과 상이하다. 마찬가지로, 동기 에이전트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갖는 동기 기능(752)을 계산기(732)의 에이전트 플랫폼

(642) 내에 편성하고, 동기 에이전트를 삭제한다.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761)과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762)

사이의 동기는, 동기 기능(751) 및 동기 기능(752)을 통하여 도 7에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실행된다. 그 이외의 구성은 도

7에 대응하고 있으며, 각각 부호 61∼682가 부호 71∼782에 상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제 6 실시예에서도, 동기 기능(751, 752)을 도입함으로써, 서로 다른 계산기(731, 732)에 존재하는 제 1 및 제 2 에이

전트 애플리케이션(761, 762) 사이에서도 동기를 취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빈번하게 동기를 취하는 처리가 실행될 경우,

이와 같이 동기 기능을 에이전트 플랫폼에 편성하여 둠으로써, 서버가 매회 동기 에이전트를 반송하는 필요가 없으므로,

그만큼 버그의 혼입이 없어진다.

  도 9는 본 발명에 의한 제 7 실시예를 나타내는 시스템 구성도이다. 또한, 도 10은 시각 동기 처리의 타이밍을 나타낸 플

로차트이다.

  도 9는 서로 다른 보호 릴레이의 전기량을 미리 정해진 시각에 일제히 취득하는 시스템이다.

  도 9에서는, 계산기(801)는 LAN(Local Area Network)(880)에 접속되어 있고, 에이전트를 수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플랫폼(811)이 동작한다. 플랫폼(811)에는, 지정된 시각으로 되면 대상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821)에 대하여 이벤트를

통지하는 시각 동기 기능(831)이 내장되어 있다. 시각 동기 기능(831)은 기준 시각 제공 장치(851)와 제휴한다. 기준 시각

제공 장치(851, 852)는 기준 시각을 제공하는 장치이며, 모든 기준 시각 제공 장치는 동일한 기준 시각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기준 시각 제공 장치로서는, 예를 들어, 각 계산기가 갖는 내장 시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계산기(801)는 보호 릴레

이(891)로부터 그 전기량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플랫폼(811)에 대하여, 이벤트를 수취했을 때의 처리(본

시스템에서는 전기량 취득)를 정의된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821)이 다른 계산기의 플랫폼으로부터 이동하여 온다고 한

다.

  한편, 계산기(801)와 동일한 LAN(880)에 접속된 계산기(802)도 계산기(801)와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이 구성에서의 처리 흐름을 도 10에 나타낸다. 계산기(801)의 시각 동기 기능(831)은 기준 시각 제공 장치(851)로부터

기준 시각을 취득함으로써, 자체를 절대 시각에 맞춘다. 계산기(802)의 시각 동기 기능(832)도 마찬가지로 시각 맞춤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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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여기서 계산기(801, 802)와 네트워크에 의해 접속된 서버(840)(중앙 제어소 등)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각 동기 기

능(831, 832)에 처리 개시 시각을 세트한다. 처리 개시 시각이 세트된 시각 동기 기능(831)은, 지정된 시각으로 되면, 동일

한 플랫폼(811)에 대상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821)이 있을 경우는, 이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821)에 대하여 지정 시각

으로 된 취지 이벤트를 통지한다.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821)은 이 이벤트를 수취했을 때에, 미리 정해진 처리(보호 릴레

이(891)로부터의 전기량 취득)를 개시한다. 시각 동기 기능(832)도 동일한 동작을 행한다. 이 때, 시각 동기 기능(831,

832)은 모두 동일한 기준 시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821, 822)는 동일 시각에 서로 다른 보호 릴레이(891,

892)의 전기량을 일제히 취득한다.

  또한, 시각 동기 기능(831)에 처리 개시 시각을 세트하는 것은 서버(840)가 아니라, 플랫폼(811)에 이동하여 온 에이전

트 애플리케이션(821)일 수도 있다. 시각 동기 기능(832)에 대해서도 시각 동기 기능(831)과 동일하다.

  본 제 7 실시예에 의하면, 복수의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계산기 위에 있어도, 동일 시각에 일제히 처리를 행하는 것이 가

능해진다.

  도 9에서의 제 8 실시예로서, 기준 시각 제공 장치로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PS는 지구의 주위를 주회하고 있는 인공위성으로부터 발신되는 전파를 사용하여 절대 시각을 취득하는 장치이며, ㎲ 단

위의 정밀도를 실현할 수 있다.

  이후는 제 7 실시예와 동일하게, 처리 개시 시각을 세트하고 대상 에이전트에 이벤트를 통지함으로써 처리를 개시한다.

이 구성에 의하면, 시각 동기 기능(831, 832)은 모두 동일한 기준 시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821, 822)는 동일

시각에 처리를 개시한다.

  본 제 8 실시예에 의하면, 복수의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계산기 위에 있어도, 지정된 절대 시각에 일제히 처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GPS를 사용한 구성에서는, 상당히 높은 시각 정밀도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구성도이다.

  본 시스템의 목적도 도 9와 동등하며, 도 9와 동일한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도 9와 동일한 부호를 첨부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도 11은 도 9의 구성과 시각 동기 기능(1031)과 제휴하고 있는 것이 기준 시각 제공 장치가 아니라, 시각

동기 서버(1071)이며, 시각 동기 기능(1032)과 제휴하고 있는 것이 시각 동기 클라이언트(1072)라는 점이 상이하다. 시각

동기 서버(1071)는, 네트워크에 의해 접속된 시각 동기 클라이언트(1072) 및 동일 계산기 내의 시각 동기 기능(1031)에

자체가 갖는 기준 시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시각 동기 클라이언트(1072)는, 시각 동기 서버로부터 취득한 기준 시각

을 동일 계산기 내의 시각 동기 기능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구성에서, 시각 동기 서버(1071)는 네트워크 지연을 고려하여 시각 동기 클라이언트(1072)에 자체의 시각을 통지함

으로써, 시각 동기 클라이언트(1072)를 시각 동기 서버(1071)와 동일한 기준 시각(시각 동기 서버(1071)의 시각)에 맞춘

다. 그리고, 시각 동기 기능(1031)은 시각 동기 서버(1071)로부터, 시각 동기 기능(1032)은 시각 동기 클라이언트(1072)

로부터 각각 기준 시각을 취득하여 자체의 시각을 기준 시각에 맞춘다.

  이후는 제 7 실시예와 동일하게, 처리 개시 시각을 세트하고 대상 에이전트에 이벤트를 통지함으로써 처리를 개시한다.

이 구성에 의하면, 시각 동기 기능(1031, 1032)은 모두 동일한 기준 시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1021, 1022)는

동일 시각에 처리를 개시한다.

  본 제 9 실시예에 의하면, 복수의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계산기 위에 있어도, 동일 시각에 일제히 처리를 행하는 것이 가

능해진다. 도 9의 구성과 비교한 경우, 시각 동기 전용 하드웨어(GPS)가 불필요한 만큼, 비용이 억제된다는 이점이 있다.

  도 12는 본 발명에 의한 제 10 실시예를 나타내는 시스템 구성도이다.

  본 제 10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의 목적도 도 9와 동등하다. 도 12에서 도 9와 동일한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도 9와 동일

한 부호를 첨부하여,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2는 도 9의 구성과 시각 동기 기능(1131)과 제휴하고 있는 것이 기준

시각 제공 장치가 아니라, 시각 동기 클라이언트(1172)이고, 시각 동기 기능(1132)과 제휴하고 있는 것이 시각 동기 클라

이언트(1173)이며, LAN(l180)에 시각 동기를 위한 전용 서버(1171)가 가동되고 있다는 점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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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구성에 있어서, 시각 동기 서버(1171)가 네트워크 지연을 고려하여 시각 동기 클라이언트(1172, 1173)에 자체의

시각을 통지함으로써, 시각 동기 클라이언트(1172, 1173)는 시각 동기 서버(1171)와 동일한 기준 시각(시각 동기 서버

(1171)의 시각)에 맞춰져 있다. 시각 동기 기능(1131)은 시각 동기 클라이언트(1172)로부터, 시각 동기 기능(1132)은 시

각 동기 클라이언트(1173)로부터 각각 기준 시각을 취득하고, 자체의 시각을 기준 시각에 맞춘다.

  이후는 제 7 실시예와 동일하게, 처리 개시 시각을 세트하고 대상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에 이벤트를 통지함으로써 처리

가 개시된다. 이 구성에 의하면, 시각 동기 기능(1131, 1132)은 모두 동일한 기준 시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 애

플리케이션(1121, 1122)은 동일 시각에 처리를 개시한다.

  본 제 10 실시예에 의하면, 서로 다른 계산기 위에 있는 복수의 에이전트가 동일 시각에 일제히 처리를 행하는 것이 가능

해진다. 이 구성도 도 11과 동일하게, GPS를 사용한 도 9보다 비용이 억제된다는 이점이 있다.

  도 13은 본 발명에 의한 제 11 실시예를 나타내는 시스템 구성도이다.

  본 제 11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의 목적도 도 9와 동등하다. 도 13에서 도 9와 동일한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도 9와 동일

한 부호를 첨부하여,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13에 따른 시스템은, 도 9의 구성과 시각 동기 기능(1231)과 제휴하고

있는 것이 기준 시각 제공 장치가 아니라, NTP(Network Time Protocol) 클라이언트(1262)이고, 시각 동기 기능(1232)

과 제휴하고 있는 것이 NTP 클라이언트(1263)이며, 이들과 네트워크적으로 접속된 NTP 서버(1261)가 가동되고 있는 점

이 상이하다. NTP는 인터넷의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한 시각 맞춤의 수법이고, 인터넷의 업계 표준인 RFC(Request for

Comment)-1305에 그 명세가 정의되어 있다.

  상기 구성에 있어서, 시각 동기 기능(1231)은 자체의 시각을 맞추기 위해, NTP 클라이언트(1262)에 시각을 문의한다.

문의를 받은 NTP 클라이언트(1262)는 NTP 서버(1261)로부터 절대 시각을 취득하고, 시각 동기 기능(1231)에 돌려줌으

로써, 시각 동기 기능(1231)은 자체를 절대 시각에 맞춘다. 시각 동기 기능(1232)도 동일하다.

  

삭제

  이후는 도 8과 동일하게, 처리 개시 시각을 세트하고 대상 에이전트에 이벤트를 통지함으로써 처리가 개시된다. 이 구성

에 의하면, 시각 동기 기능(1231, 1232)은 모두 절대 시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1221, 1222)는 동일 시각에

처리를 개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제 11 실시예에 의하면, 도 9의 GPS를 사용한 시스템에 가까운 정밀도로 저렴하게, 서로 다른 계산기 위에 있는 복수

의 에이전트가 지정된 절대 시각에 일제히 처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14는 본 발명에 의한 제 12 실시예를 나타내는 시스템 구성도이다.

  본 제 12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의 목적도 도 9에서의 시스템의 목적과 유사하나, 보호 릴레이끼리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

어져 있는 점이 도 9에 따른 시스템과 상이하다. 도 14에서 도 9와 동일한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도 9와 동일한 부호를 첨

부하여,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14에 따른 시스템은, 도 9의 구성과 WAN(1360)(예를 들어, 공중 회선망 등)을 통

하여 LAN(1381)에 접속된 LAN(1382)에 계산기(1302)가 접속되어 있고, 계산기(1302)에 기준 시각 제공 장치(1352)와

제휴한 시각 동기 기능(1332)을 갖는 플랫폼(1312)과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322)이 가동되고 있는 점이 상이하다.

  이후는 도 8과 동일하게, 처리 개시 시각을 세트하고 대상 에이전트에 이벤트를 통지함으로써 처리가 개시된다. 이 구성

에 의하면, 시각 동기 기능(1331, 1332)은 모두 동일한 기준 시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1321, 1322)는 동일

시각에 처리를 개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제 12 실시예에 의하면, 복수의 에이전트가 공중 회선망을 통하여 접속된 계산기끼리 등 멀리 떨어진 계산기 위에 있

어도, 동일 시각에 일제히 처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제 13 실시예는, 도 14의 구성에 있어서, 기준 시각 제공 장치로서 GPS를 사용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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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실시예에서도, 도 8과 동일하게, 처리 개시 시각을 세트하고 대상 에이전트에 이벤트를 통지함으로써 처리가 개시

된다. 이 구성에 의하면, 시각 동기 기능(1331, 1332)은 모두 동일한 기준 시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1321,

1322)는 동일 시각에 처리를 개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제 13 실시예에 의하면, 공중 회선망을 통하여 접속된 계산기끼리 등 멀리 떨어진 계산기 위에 있는 복수의 에이전트

가 지정된 절대 시각에 일제히 처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GPS를 사용한 구성에서는, 원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히 높은 시각 정밀도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도 14에 있어서, 제 14 실시예로서, GPS 대신에 전파 시계를 사용한 시스템을 채용할 수도 있다. 전파 시계는, 일본국 총

무성 통신종합연구소가 발신하고 있는 전파를 수신하여 항상 정확한 시각을 취득하는 장치이며, ㎳∼㎲ 단위의 정밀도를

실현할 수 있다.

  제 14 실시예에서도, 도 8과 동일하게, 처리 개시 시각을 세트하고 대상 에이전트에 이벤트를 통지함으로써 처리를 개시

한다. 이 구성에 의하면, 시각 동기 기능(1331, 1332)은 모두 동일한 기준 시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1321,

1322)는 동일 시각에 처리를 개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제 14 실시예에 의하면, 공중 회선망을 통하여 접속된 계산기끼리 등 멀리 떨어진 계산기 위에 있는 복수의 에이전트

가 제 13 실시예에 따른 GPS를 사용한 시스템에 가까운 정밀도로 비교적 저렴하게, 지정된 절대 시각에 일제히 처리를 행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15는 본 발명의 제 15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6은 도 15의 관리 에이전트가

갖는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본 제 15 실시예에서도 에이전트 시스템의 기본 구성은 제 1 실시예와 동일하다.

  도 15는 관리 에이전트가 보호 릴레이(146)의 정정값을 관리하는 예이다. 도 15에 있어서, 보호 릴레이(146)는 정보 네

트워크(141)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에 존재하는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액세스되고, 그 정정값의 판독 및 기록이

실행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도 15와 같이, 어느 특정 계산기(1421)의 에이전트 플랫폼(1431)에 도 16의 각 기능을 갖는

관리 에이전트(145)를 상주적으로 배치하고, 계산기(1421)의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441) 및 계산기(1422)의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442)으로부터의 보호 릴레이(146)로의 액세스를 일원적으로 관리한다. 관리 에이전트는 다음

과 같은 구성을 갖는다.

  (1) 점유 요구 수신부(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보내오는 공유 데이터의 점유 요구를 수신하고(a), 다음의 점유 요구 저

장 테이블에 보관한다(b).)

  (2) 점유 요구 저장 테이블(이 관리 에이전트가 관리하는 공유 데이터로의 점유 요구를 저장한다.)

  (3) 점유 종료 수신부/점유 허가 발신부(공유 데이터를 점유하고 있는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보내오는 점유 종료 정보

를 수신하면(c), 점유 요구 저장 테이블로부터 점유 요구를 하나씩 취출하여(d), 그 요구를 낸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에 점

유의 허가를 통지한다(e).)

  (4) 데이터 액세스 인터페이스(점유 허가를 수취한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은 이것을 통하여 공유 데이터에 액세스한다

(f).)

  예를 들면, 보호 릴레이(146)를 관리하고 있는 계산기(1421)에 서버(147)로부터 반송된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관리 에이전트(145)에 대하여 「데이터의 명칭」과 「기록/판독 등의 처리」, 및 「기록 및 판독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주어, 관리 에이전트(145)가 보호 릴레이(146)로의 데이터 액세스를 행한다. 또는, 계산기(1421)와는 다른 계산기(1422)

에 존재하는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442)으로부터 관리 에이전트(145)에 메시지를 보내어, 관리 에이전트(145)가

그 메시지 수신에 따라 보호 릴레이(146)로의 데이터 액세스 처리를 행하고, 그 결과를 메시지에 의해 제 2 에이전트 애플

리케이션(1442)에 되돌린다.

  관리 에이전트(145)는, 이 보호 릴레이(146)로의 액세스 시에, 기록 처리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로의, 다른 것으로부터의

액세스에 대하여 프로텍트를 가하고(점유), 기록 처리 완료에 따라 프로텍트를 해제한다(점유 종료). 다만, 판독 처리의 경

우는, 기록 처리에 대한 것과는 달리, 프로텍트를 가하지 않고 다른 판독 처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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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보호 릴레이(146)의 정정값 관리를 관리 에이전트(145)에 일체화함으로써, 데이터 액세스의 배타 처리를 확

실하고 용이하게 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441)이 보호 릴레이(146)의 정정값 데이터에 액세스하고자 했을 때(도 15의 (a)), 다

른 에이전트, 예를 들어,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442)이 관리 에이전트(145)를 통하여 보호 릴레이(146)의 정정값

데이터에 이미 액세스 (a)' 및 (b)' 중에서, 관리 에이전트(1442)에 의해 정정값 데이터에 프로텍트가 가해진 경우, 제 1 에

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은 정정값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다. 이 때,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은, 관리 에이전트(145)에

대하여, 프로텍트가 해제되면 메시지를 보내어 받도록 의뢰하여 두고(a), 다른 처리를 진행시킨다. 관리 에이전트(145)로

부터 프로텍트가 해제된 취지 메시지 (c)가 온 시점에서, 보호 릴레이(146)의 정정값 데이터에 액세스한다(b).

  또한, 관리 에이전트(145)와 상이한 계산기, 예를 들어, 계산기(1442)에 존재하는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호 릴레이(146)의 정정값 데이터의 프로텍트가 해제된 시점에서, 관리 에이전트(145)로부터 그 취지 메시

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정값 데이터를 사용하는 처리와는 무관한 처리를 먼저 진행시키는 것이 가능해져, 에이전트

의 처리 효율이 향상된다. 이와 동시에, 프로텍트 중에 복수의 액세스가 있고, 그 후 프로텍트가 해제된 경우에는, 액세스

한 시각이 빠른 순서, 또는 액세스 요구의 우선도(요구 시에 설정할 수 있을 경우)가 높은 순서로 프로텍트가 해제된 취지

메시지를 액세스 요구원에 송신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441)은, 보호 릴레이(146)의 정정값이 개서된 시점에서 처리를 행할 필요가 있는 경

우(예를 들어, 정정값의 변경을 서버에 보고하는 등)에, 관리 에이전트(145)에 「정정값이 개서된 시점에서 처리를 행하

는」 것을 등록하여 둔다(a). 이것에 의해, 보호 릴레이(146)의 정정값이 개시되었을 때, 관리 에이전트(145)로부터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441)에 「정정값이 개서된」 취지 메시지 (c)가 통지된다. 이 메시지를 받은 제 1 에이전트 애플

리케이션(1441)은, 관리 에이전트(146)에 정정값의 판독을 요청하고(a), 보호 릴레이(146)로부터 개서된 정정값 (b)를 관

리 에이전트(146)를 통하여 수취한다(c). 이 관리 에이전트(145)와 상이한 계산기, 예를 들어, 계산기(1442)에 존재하는

제 2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442)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정정값 개서 통지 시스템이 없을 경우는, 제 1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441)에 의해, 정정값이 개서되었는지 어떤지,

적당한 시점(예를 들어, 일정 주기)에 보호 릴레이(146)에 폴링(polling)할 필요가 있다. 이 정정값 개서 통지 시스템에 의

해, 폴링 처리는 불필요해져, 에이전트의 처리 효율이 향상된다.

  또한, 제 15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은, 도 15에서의 관리 에이전트 대신에, 동일한 기능을 갖는 관리 기능을 에이

전트 플랫폼 내에 편성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관리 에이전트를 에이전트 플랫폼 위에 배치한 경우와 동일

한 작용 및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에서는 필요에 따라,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은 관리 에이전트나 관리 기능으로부터 통지가 올 때까지 처

리를 중단하고, 통지를 수취한 후에 처리를 재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도 상기와 동일하게, 그를 위한 처리를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실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이전트의 처리가 간결해진다.

  본 시스템에서는 관리 에이전트가 관리하는 것은 공유 데이터이나, 예를 들어, 보호 릴레이(146)의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취득하여 외부에 제공하는 기능을 계산기(1421)가 갖고 있을 경우에는, 관리 에이전트가 이 공유 기능을 관리하는 구성 등

도 생각할 수 있다.

  도 17은 본 발명의 제 16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제 16 실시예에서도 에이전트

시스템의 기본 구성은 제 1 실시예에서의 시스템과 동일하다. 본 시스템은, 보호 릴레이의 차단 상태를 해제하는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을 서버(155)로부터 계산기(152)에 보내고, 보호 릴레이를 재폐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6 실시예에서는, 에이전트 시스템에 의해, 일정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을 멀리 떨어진 계산기에 보내어 처리시킬 때

에, 그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실수로 에이전트 송신자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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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처리 결과에 따라서는, 중요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과 같은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의 전송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계산기에 배치되어 있는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을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른 계산기에 이동시킬 때에, 그 에이전

트 애플리케이션을 복제하여 복수 생성하고, 정보 네트워크 상의 복수 경로를 통과하여 이동시키며, 다른 계산기에서는 그

들의 도착 상황에 따라 적부(適否)를 판단한 후에 처리를 실행한다.

  도 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버(1521)에 배치되어 있는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541)을 정보 네트워크(151)를 통하여

계산기(1522)에 이동시켜, 계산기(1522)에서 처리를 실행시킨다. 이 경우,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을 그 카피를 포함하여

복수개 생성하고, 그들을 정보 네트워크(151)의 각각의 경로를 경유하여 목적하는 계산기(1522)에 도착시킨다. 경로의 배

분은, 예를 들어, 서버(1521)가 행하고, 동시에 계산기(1522)에 대하여 서버(1521)로부터 송신한 에이전트의 수를 통지하

여 둔다.

  그리고, 계산기(1522)의 에이전트 플랫폼(1532)에서는, 하나의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도착한 것만으로는, 처리의 개

시를 허가하지 않고, 서버(1521)로부터 출발한 모든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도착한 시점에서, 대표 에이전트 애플리케

이션에 처리(재폐로)를 개시시킨다. 또한, 다른 복제된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은 버릴 수 있다.

  또한, 서버(1521)로부터 출발한 모든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계산기(1522)에 도착하고 나서 처리를 개시하는 대신에,

반수(半數)의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도착한 시점(과반수의 도착)에서 처리를 개시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는, 도달한

수뿐만 아니라, 도달한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의 내용이 모두 또는 과반수가 동일한 것에 의해 처리를 허가할 수도 있다.

  이것에 의해, 어떠한 결점에 의해, 또는 시큐리티가 붕괴되어 진입되고, 일정 경로에서의 정보가 개서된 경우에도, 동일

한 내용의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을 복수 작성하여, 그들을 각각의 경로를 통과하여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의 처리 내용이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의 송신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일 확률은, 단지 하나의 에이전트 애플

리케이션만으로 처리를 행하는 경우보다 낮아진다.

  도 18은 본 발명의 제 17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제 17 실시예에서도 에이전트

시스템의 기본 구성은 제 1 실시예에서의 시스템과 동일하다. 도 18은 특정 계산기에 다수의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도

착할 경우의 처리 수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제 17 실시예에서는, 동시에 수용하는 에이전트의 수를 소정 수 이하로 제한

한다는 새로운 기능이 에이전트 플랫폼에 추가되어 있다. 이 기능은, 상기 각 실시예에서의 에이전트 시스템에 있어서, 보

호 릴레이와 정보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로 되는 계산기가 편성식으로서, 처리 속도가 고속이 아닌 경우 등에는 특히 효과

적이다.

  도 18에 있어서, 계산기(1621)에 다른 계산기(1622) 등으로부터 다수의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

다. 이 경우, 도착한 모든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하여 동작시키면, 메모리 소비량 등, 그 에이전트 플랫폼으로의 부

하가 매우 커져, 각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의 처리가 느려진다. 따라서, 에이전트 플랫폼에 그 플랫폼이 수용할 수 있는 최

대의 에이전트 수를 등록하여 두고, 그 수를 초과한 에이전트는 수용을 거부한다.

  도 18과 같이, 계산기(1621)의 에이전트 플랫폼(1631)에 대하여,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의 개수

를, 예를 들어, n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초과한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은 수용을 제한한다.

  이와 같이, 에이전트 플랫폼(1631)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의 에이전트 수 n을 등록하여 두고, 그 수 n을 초과한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은 수용을 거부한다. 따라서, 한 번에 동작하는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의 개수의 최대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 계산기에서의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의 처리 효율이 향상된다.

  또한, 에이전트 플랫폼(1631)에 수용 대기 에이전트용 대기 행렬(165)을 마련하고, 에이전트 플랫폼(1631)이 제한 최대

한인 n개의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계산기(1622)의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66)

등의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이동하여 와도, 새로운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은 수용되지 않고, 이 수용되지 않은 에이전

트 애플리케이션 (a), (b), (c), …가 대기 행렬(165)에 들어가 대기한다. 그리고, 수용되어 동작하고 있는 에이전트 애플리

케이션 1∼n이 이동하거나 소멸된 시점에서, 대기 행렬(165)로부터 소정의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을, 예를 들어, 차례로

에이전트 플랫폼(1631)에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대기 행렬(165)은, 예를 들어, 계산기의 메모리 위 또는 외부

기억 장치 위에 준비하여 둔다.

등록특허 10-0516794

- 13 -



  이와 같이, 한 번에 수용하는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의 개수를 n개로 제한하고, 그것을 초과하여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이 보내져 왔을 경우에, 그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을 대기 행렬(165)에 추가한다. 반대로,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그 계

산기에서의 처리가 종료되어, 다른 계산기로 이동하거나 소멸된 시점에서, 대기 행렬(165)에 배열되어 있는 선두의 에이

전트 애플리케이션을 플랫폼에 수용하여, 처리를 개시시킨다.

  따라서, 에이전트 플랫폼(1631)에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하지 않고,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을 대기 행렬(165)에

배열시킴으로써,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의 이동에 따른 오버헤드를 작게 하면서, 그 계산기에서의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의 처리 효율이 향상된다.

  또한, 플랫폼에 우선도를 관리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두면,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마다 우선도를 설정함으로써, 에이전트

플랫폼(1631)이 제한 개수 최대한인 n개의 에이전트를 수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대기 행렬

(165)에 들어갈 때에, 각각의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에 주어진 우선도 순으로 대기 행렬(165)에서의 대기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기 행렬(165)에서의 배열 순서를 대기 행렬(165)에 들어 온 순서가 아니라, 대기 행렬 내의 에이전트 애플

리케이션의 우선도 순으로 배열하는 기능을 에이전트 플랫폼(1631)에 부여함으로써,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우선도 순

으로 대기 행렬에서 교체 배열된다. 따라서, 우선도가 높은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은 보다 빨리 에이전트 플랫폼에 수용되

게 되므로, 중요한 처리의 대기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다.

  우선도에 따라, 대기 행렬에 배치되는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의 순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 플랫폼(1631)이

제한 최대한인 n개의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하고 있을 경우에, 뒤에서부터 이동하여 온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의

우선도가 현재 동작하고 있는 n개의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중의 어느쪽 우선도보다 높을 경우에, 동작 중인 에이전트 애

플리케이션 중에서 가장 우선도가 낮은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을 대기 행렬(165)로 이동시켜, 우선도가 높은 에이전트 애

플리케이션을 수용함으로써, 우선도가 높은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을 우선적으로 동작시키도록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계산기(1621) 내에서 제한 수 최대한의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움직이고 있을 때, 동작 중인 에이전트 애플

리케이션보다도 높은 우선도의 에이전트가 이동하여 온 경우에, 동작 중인 가장 우선도가 낮은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을

대기 행렬(165)로 이동시켜, 우선도가 높은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의 처리를 실행시키는 기능을 에이전트 플랫폼(1631)

에 부여한다. 이것에 의해, 우선도가 높은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은 우선적으로 에이전트 플랫폼에 수용되기 때문에, 대기

행렬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보다 짧아진다.

  도 19는 본 발명의 제 18 실시예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제 18 실시예에서도 에이전트

시스템의 기본 구성은 제 1 실시예에서의 경우와 동일하다. 도 19는 에이전트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반송된 에이전트의 기

능 및 성질을 판정하여, 그 에이전트의 수용을 결정하는 경우에서의 처리 수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9에서는, 자체적

으로 반송된 에이전트의 기능 및 성능을 판정한다는 새로운 기능이 에이전트 플랫폼에 추가된다. 도 19의 시스템은, 에이

전트 애플리케이션(172)이 보호 릴레이(174)의 정보를 취득하고, 그것에 의거하여 보호 릴레이(174)의 정정값을 계산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스템에서 플랫폼이 판단하는 기능 및 성능은, 에이전트가 처리를 행하는데 필요한 계산기의

자원(CPU 속도, 필요 메모리 양 등)으로 한다.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2)은 보호 릴레이(174)의 정보를 취득한 후에, 이것에 의거하여 정정값의 계산을 행한다. 여기

서, 현재 있는 계산기(1701)의 처리 성능이 낮기 때문에 다른 계산기로 이동하고 나서 정정값 계산을 행한다고 한다. 이동

처의 후보는 미리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에 부여하여 두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처리되는 계산기에 전혀 제약이 없을 경우에는, 플랫폼이 이동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계산을 행하는 플랫폼은, 자체의 성능에 의거하여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의 수용(정정값의 계

산)을 허가한다. 예를 들면, 도 19에 있어서, 정정값 계산을 행하기 위해 처음으로 방문한 플랫폼(1712)에서는, 계산기

(1702)에 정정값의 계산을 행할 만큼의 처리 성능이 없으므로,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2)의 수용을 거부한다. 수용이

거부된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2)은, 정정값 계산을 행하는 다음 후보의 플랫폼(1713)으로 이동한다. 이 플랫폼(1713)

에서는 계산기(1703)의 처리 성능이 높으므로,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172)의 수용, 즉, 정정값의 계산을 허가한다.

  이 기능이 없는 종래의 플랫폼의 경우, 성능이 낮은 계산기에서도 복잡한 처리를 행할 수도 있다. 그 결과, 그 계산기가 시

스템 전체의 보틀넥으로 되어,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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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스템과 같이, 플랫폼에 에이전트의 수용을 판단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두면, 시스템 전체의 부하를 분산시키는 것이

가능해져, 시스템 전체의 처리 효율이 향상된다.

  도 20은 본 발명에 의한 제 19 실시예를 나타내는 시스템 구성도이다. 도 21은 도20에서의 이벤트 처리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0은 계통의 상태를 항상 감시하고, 이상이 일어난 경우는 이것을 제어소에 통지하는 동시에 계통을 차

단하는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0에서는, 계산기(201)는 LAN(202)에 접속되어 있고, 에이전트를 수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플랫폼(202)이 동작한

다. 플랫폼(202)에는, 이벤트 발생의 보고를 받으면, 미리 등록되어 있던 에이전트에 그 취지를 통지하는 이벤트 처리 기능

(203)이 내장되어 있다. 도 21은 이벤트 처리 기능(203)이 그 내부에 갖는 각 기능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벤트 처리 기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비한다.

  (1) 이벤트 통지 수신부(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이벤트 통지 요구를 받으면(a), 그 요구를 다음의 이벤트 통지

요구 저장부에 보관한다(b))

  (2) 이벤트 통지 요구 저장부(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요구를 보관하는 영역)

  (3) 이벤트 수신 통지부(이벤트의 발생을 수신하는(c) 동시에, 이벤트 통지 요구 저장부를 검색하고(d), 그 이벤트를 통지

하여 받도록 미리 등록되어 있던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에 이벤트 발생을 통지한다(e))

  그리고, 계산기(201)에는 보호 릴레이(204)가 접속되어 있고, 보호 릴레이(204) 경유에 의해 전기량의 취득 및 계통의

차단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러한 플랫폼(202)에 대하여 전기량을 항상 감시하고, 이상이 있으면 이벤트 처리 기능을 통하여 다른 에이전트 애플리

케이션에 이벤트를 통지하는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2071)과, 이벤트 발생의 통지를 받으면 계통을 차단하는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2072)과, 이벤트 발생의 통지를 받으면 제어소에 있는 서버(206)에 이상을 보고하는 에이전트 애플리케이

션(2073)이 서버(206)로부터 반송된다.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2072, 2073)은 도 21에 나타낸 각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

다. 즉,

  (1) 이벤트 통지 수신부(이벤트 처리 기능으로부터 이벤트의 발생을 수신하면(e), 다음의 처리를 실행한다(f))

  (2) 이벤트 처리의 내용

  플랫폼(202)에 도착한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2072, 2073)은, 이벤트 처리 기능에 대하여 계통의 이상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취지를 통지하여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하여 둔다(도 20의 a, a'). 한편,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2071)은 플랫폼

(202)에 도착하면 보호 릴레이(204)를 경유하여 계통의 전기량을 감시하고(b), 이상이 검지되면 이벤트 처리 기능(203)에

그 취지를 통지한다(c). 이벤트의 보고를 받은 이벤트 처리 기능(203)은 미리 등록된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2072, 2073)

에 이벤트 발생을 통지한다(d, d'). 이벤트 발생 통지를 수취한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2072)은 미리 결정된 처리인 계통

의 차단을 행한다(e). 한편, 마찬가지로 이벤트 발생 통지를 수취한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2073)도 미리 결정된 처리인

서버로의 보고를 행한다(e').

  본 제 19 실시예에 의하면, 다양한 이벤트를 이벤트 처리 기능을 사용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전력계통 시스템

에 적용한 경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이상 검출 기능 및 릴레이 조작 기능을 독립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

지고, 다양한 기능의 실현이 용이해진다.

  도 22는 본 발명에 의한 제 20 실시예를 나타내는 시스템 구성도이다. 도 23a 및 도 23b는 종래의 플랫폼과의 차이를 설

명하는 도면이다. 도 24는 본 발명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플랫폼이 갖는 기능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2는 계통에 이

상이 발생했을 때에, 그 원인 개소를 조급하게 특정하는 시스템이다.

  도 22에서는, 계산기(2211, 2212, 2213) 및 서버(224)가 LAN(226)에 접속되어 있고, 계산기(2211, 2212, 2213)의 각

각에는 에이전트를 수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플랫폼(2231, 2232, 2233, 2234)이 동작한다. 계산기(2211, 2212, 2213)

는 대응하는 보호 릴레이(2221, 2222, 2223)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225)은 각 플랫폼과 접속

된 보호 릴레이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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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의 시스템(도 23a)에서는, 에이전트가 플랫폼 사이를 이동할 때, 이동처의 플랫폼이 동작하고 있는 노드에서 이상이

있으면, 이동 요구를 낸 이동처의 노드는 이동처의 노드로부터의 응답이 돌아오기를 계속하여 대기한다.

  그것에 대하여 본 발명(도 23b)에서는, 이동 등의 통신 처리를 타임아웃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에이전트의 이

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증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이 시스템의 움직임을 설명한다. 사고 발생 시에 서버(224)는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225)을 송출하고, 에이전

트 애플리케이션(225)이 가져간 정보에 의거하여 이상의 원인을 특정한다. 이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에는, 플랫폼(2231,

2232, 2233)의 순서로 순회하나, 도중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때는 스킵하는 것과 같은 지시가 주어진다. 처음으로 플

랫폼(2231)에 도착한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225)은 보호 릴레이(2221)의 정보를 취득한다. 다음으로 플랫폼(2231)은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225)을 플랫폼(2232)에 이동시키고자 하나, 계산기(2212)로의 경로가 차단되어 있었다고 한다.

  제 20 실시예에서는, 플랫폼이 행하는 통신에 타임아웃 시간을 설정하고, 타임아웃 시간이 되어도 응답이 없는 통신은 실

패했다고 판단하여 이것에 의거한 처리를 행한다. 이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을 설명한 것이 도 24이다. 제 20 실시예

에서는, 플랫폼은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메인 프로세스(종래의 플랫폼이 갖는 기능. 다만, 에이전트를 이동시킬 때 등, 외부와 통신을 행할 필요가 생겼을 때

에는, 자체적으로 통신을 행하는 대신에 다음의 통신용 프로세스를 생성한다(a).)

  (2) 통신용 프로세스(메인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되고(a), 실제로 외부와 통신을 행한다(b).)

  (3) 타이머(메인 프로세스가 통신용 프로세스를 새롭게 생성했을 때, 메인 프로세스가 타이머에 통신용 프로세스의 타임

아웃 시각을 설정한다(a). 타임아웃 시각으로 되면 통신용 프로세스를 정지시켜(c), 메인 프로세스에 타임아웃을 통지한다

(d').)

  제 20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에서는, 타임아웃을 수취한 메인 프로세스는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225)을 다음 이동처인

플랫폼(2233)으로 이동시킨다. 이것에 의해,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225)은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소비하지 않게 된다.

  제 20 실시예에 의하면, 에이전트의 이동 등, 플랫폼이 행하는 통신의 결과를 일정 시간 내에 얻을 수 있게 된다. 전력계

통 보호 시스템과 같이,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 에이전트를 적용할 경우에 본 발명은 특히 효과적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하기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를 이동하면서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를 구비한 에이전트 시

스템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노드는 각각 에이전트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비하고, 상기 에이전

트 플랫폼 또는 상기 노드 중 어느 한쪽은 동기 수단을 구비하며, 동일한 노드 내에서 동작하고 있는 복수의 에이전트가 동

기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시키고자 할 때에, 상기 동기 수단에 대하여 동기를 취하는 의뢰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동일 노드

내의 복수의 에이전트가 동기를 취하여 처리를 진행시켜 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노드(계산기)의 에이전트 플랫폼에 복

수 에이전트의 동기를 취하기 위한 동기 에이전트 또는 동기 기능을 배치하고, 동기를 취하고자 하는 에이전트는, 이 동기

에이전트 등에 메시지를 보내어, 그 응답을 대기함으로써 복수 에이전트 사이의 동기를 취하게 한다. 종래의 방식에서는

에이전트 자체에 다른 에이전트와의 동기 기구를 편성할 필요가 있으나, 본 발명에서는 동기 에이전트 등을 도입함으로써,

에이전트는 동기 에이전트에 동기 처리를 의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즉, 동기 에이전트 또는 동기 기능을 도입함으로

써, 동기를 취하는 상대 에이전트와 동기 에이전트로의 통지 방법을 에이전트에 보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에 의

해, 에이전트의 프로그래밍 양이 삭감되는 동시에, 동기를 취하는 프로그램의 버그 혼입이 없어진다.

  (2)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를 이동하면서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를 구비한 에이전트 시

스템에 있어서, 상기 정보 네트워크 내에 배치된 동기 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복수의 노드는 각각 에이전트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비하며, 동기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복수의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노

드에서 동작하고 있을 경우에, 상기 동기 수단에 대하여 동기를 취하는 의뢰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서로 다른 노드 위의 복

수의 에이전트가 동기를 취하여 처리를 진행시켜 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정보 네트워크 내(예를 들어, 서버)에 동기 에

이전트 또는 동기 기구를 배치하고, 다른 노드(계산기)에 존재하는 에이전트와의 동기를 취하게 하는 기능을 부여하기 때

문에, 서로 다른 노드(계산기)에 존재하는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도 동기를 취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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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를 이동하면서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를 구비한 에이전트 시

스템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노드는 각각 에이전트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비하고, 상기 에이전

트 플랫폼 또는 상기 노드 중 어느 한쪽은 동기 수단을 구비하며, 동기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복수의 에이전

트가 서로 다른 노드에서 동작하고 있을 경우에, 동기를 취하고자 하는 에이전트가 동일한 노드 내의 상기 동기 수단에 대

하여 동기를 취하는 의뢰 메시지를 보내고, 그 동기 수단이 다른 상이한 노드의 동기 수단에 동기를 취하는 의뢰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상이한 노드 위의 복수의 에이전트가 동기를 취하여 처리를 진행시켜 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동기 에이전

트 또는 동기 기능에, 다른 노드(계산기)에 존재하는 에이전트와의 동기를 취하기 위해, 각 계산기에 둔 동기 에이전트 또

는 동기 기능끼리가 동기의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서로가 어느 계산기에 존재하는지 의식하지 않고, 동일한 계산기 내

에 상주하는 동기 에이전트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 용이하게 동기를 취할 수 있게 된다.

  (4)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를 이동하면서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를 구비한 에이전트 시

스템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노드는 각각 에이전트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비하고, 상기 복수의

플랫폼은 상기 에이전트의 처리 실행 시각을 제어하는 시각 동기 기능을 구비하며, 상기 복수의 노드는 상기 시각 동기 기

능에 기준 시각을 제공하는 장치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서로 다른 계산기 위에 존재하는 복수의 에이전트가 동일

시각에 처리를 행할 경우, 종래의 방식에서는 에이전트 자체에 다른 에이전트와의 시각 동기의 기구를 편성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본 발명에 의하면,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플랫폼에 미리 준비된 시각 동기 기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만큼 에이전트의 프로그래밍 양 및 버그 혼입이 경감된다. 즉, 복수의 에이전트가 동일 시각에 처리를 행하는 시

각 동기 처리를 행할 경우에, 각 플랫폼에 미리 준비된 시각 동기 기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에이전트 내부에 다른 에이전

트와의 시각 동기를 취하는 기구를 준비하지 않아도 용이하게 시각 동기를 취할 수 있다.

  (5) (4)에 있어서, 상기 기준 시각 제공 장치로서 GPS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복수의 에이전트가 동일 시각에

처리를 행하는 시각 동기 처리를 행할 경우, 각 플랫폼에 미리 준비된 시각 동기 기능이 GPS와 제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것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에이전트 내부에 다른 에이전트와의 시각 동기를 취하는 기구를 준비하지 않아도 용이하게 고정

밀도의 시각 동기를 취할 수 있다.

  (6)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를 이동하면서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를 구비한 에이전트 시

스템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노드는 각각 에이전트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 플랫폼과, 상기 플랫폼에 배치되

어 상기 에이전트의 실행 시간을 제어하는 시각 동기 기능과, 시스템 내의 각 노드에 기준 시각을 제공하는 시각 동기 서버

와, 상기 시각 동기 기능에 상기 시각 동기 서버로부터 제공된 기준 시각을 제공하는 시각 동기 클라이언트를 더 구비한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복수의 에이전트가 동일 시각에 처리를 행하는 시각 동기 처리를 행할 경우, 각 플랫폼에 미리 준비된

시각 동기 기능끼리가 시각 동기 서버 및 시각 동기 클라이언트를 경유하여 시각 동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에이전트 내부에 다른 에이전트와의 시각 동기를 취하는 기구를 준비하지 않아도 비교적 저렴하며 고정밀도인

시각 동기를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

  (7) (6)에 있어서, 상기 에이전트 시스템의 시각 동기 서버를 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된 네트워크 상의 전용 계산기로

동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복수의 에이전트가 동일 시각에 처리를 행하는 시각 동기 처리를 행할 경우, 각 플랫폼에

미리 준비된 시각 동기 기능끼리가 시각 동기 서버로부터 시각 맞춤된 시각 동기 클라이언트를 경유하여 시각 동기되어 있

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에이전트 내부에 다른 에이전트와의 시각 동기를 취하는 기구를 준비하지 않아도

비교적 저렴하며 고정밀도인 시각 동기를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

  (8) (7)에 있어서, 상기 시각 동기 서버로서 NTP(Network Time Protocol) 서버, 상기 시각 동기 클라이언트로서 NTP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복수의 에이전트가 동일 시각에 처리를 행하는 시각 동기 처리를 행할 경우,

각 플랫폼에 미리 준비된 시각 동기 기능끼리가 NTP 클라이언트를 경유하여 시각 동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에이전트 내부에 다른 에이전트와의 시각 동기를 취하는 기구를 준비하지 않아도 비교적 저렴하며 고정밀도인

시각 동기를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

  (9) (4)에 있어서, 통신 회선 등을 경유하여 접속된 원격지와의 사이에서 시각 동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멀리 떨어

진 계산기에 있는 복수의 에이전트가 동일 시각에 처리를 행하는 시각 동기 처리를 행할 경우, 각 플랫폼에 미리 준비된 시

각 동기 기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에이전트 내부에 다른 에이전트와의 시각 동기를 취하는 기구를 준비하지 않아도 용이

하게 시각 동기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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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5)에 있어서, 통신 회선 등을 경유하여 접속된 원격지와의 사이에서 시각 동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공중 회

선망을 통하여 접속된 계산기끼리 등, 멀리 떨어진 계산기에 있는 복수의 에이전트가 동일 시각에 처리를 행하는 시각 동

기 처리를 행할 경우, 각 플랫폼에 미리 준비된 GPS와 제휴한 시각 동기 기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에이전트 내부에 다른

에이전트와의 시각 동기를 취하는 기구를 준비하지 않아도 고정밀도의 시각 동기를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

  (11) (4)에 있어서, 상기 기준 시각 제공 장치로서 전파 시계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공중 회선망을 통하여 접속

된 계산기끼리 등, 멀리 떨어진 계산기에 있는 복수의 에이전트가 동일 시각에 처리를 행하는 시각 동기 처리를 행할 경우,

각 플랫폼에 미리 준비된 전파 시계와 제휴한 시각 동기 기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에이전트 내부에 다른 에이전트와의

시각 동기를 취하는 기구를 준비하지 않아도 비교적 저렴하며 고정밀도인 시각 동기를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

  (12)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를 이동하면서, 소정의 노드에 존재하는 공유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또는 소

정의 노드가 제공하는 공유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를 구비한 에이전트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노드는 각각 에이전트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비하고, 상기 에이전트 플랫

폼 또는 상기 노드 중 어느 한쪽은 관리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관리 수단을 통해서만 상기 공유 데이터나 공유 기능에 액

세스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복수의 에이전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또는 기능을 관리하는 공유 관리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공유 데이터 또는 기능에 액세스시키도록 공유 자원의 관리를 관리 에이전트에게 일체

화함으로써, 액세스의 배타 처리를 확실하고 용이하게 행할 수 있게 된다.

  (13) (12)에 있어서, 상기 관리 수단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나 기능이 사용 중일 경우는 다른 액세스에 대하여 프

로텍트를 가하고, 그 프로텍트 중에 그 데이터 또는 기능에 액세스한 에이전트에 대하여, 프로텍트 해제 후에 이용 가능해

진 것을 통지하는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프로텍트 중인 데이터 또는 기능에 액세스가 있었을 경우에, 공유 관리

에이전트가 프로텍트가 해제된 시점에서, 액세스하고자 한 에이전트에 프로텍트가 해제된 것을 통지하기 때문에, 그 에이

전트는, 공유 데이터 처리나 공유 기능과는 무관한 처리를 먼저 진행시키는 것이 가능해져, 에이전트의 처리 효율이 향상

된다.

  (14) (12)에 있어서, 각 에이전트는, 상기 관리 수단에, 상기 공유 데이터의 일정 부분에 개서가 있었을 때, 또는 상기 공

유 기능의 소정 기능이 호출되었을 때에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하여 두고, 그 공유 데이터가 실제로 개서되었을 때,

또는 그 기능이 실제로 호출된 시점에서 통지가 보내져 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실제로 데이터가 개서된 시점 또는 공유

기능이 사용된 시점에서, 관리 에이전트로부터 통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 자체에서 데이터의 값이 개서되었는

지, 또는 공유 기능이 사용되었는지의 확인을 위한 폴링 처리는 불필요해져, 에이전트의 처리 효율이 향상된다.

  (15) (13) 또는 (14)에 있어서, 각 에이전트는 상기 관리 수단으로부터 통지를 수취할 때까지 다른 처리를 중단하고, 통지

를 수취한 후에 처리를 재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공유 데이터의 상태 변화 또는 공유 기능의 사용에 의거하여 에이전

트의 처리가 결정될 경우, 실제로 공유 데이터의 상태가 변화한 시점, 또는 공유 기능이 사용된 시점에서 관리 에이전트 또

는 관리 기능이 에이전트의 처리를 재개하기 때문에, 에이전트 자체에서 공유 데이터의 상태가 변화했는지, 또는 공유 기

능이 사용되었는지 어떤지의 확인을 위한 폴링 처리는 불필요해져, 에이전트의 처리 효율이 간결해진다.

  (16)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를 이동하면서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를 구비한 에이전트 시

스템에 있어서, 에이전트를 일정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이동시킬 때에, 그 에이전트를 복수 생성하고, 생성된 복수의 에

이전트를 정보 네트워크의 각각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하여 이동처의 노드로 이동시키며, 이동처의 노드에서는 모든 에이전

트가 정렬되었거나, 또는 과반수의 에이전트가 정렬되고 나서 필요한 처리를 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복수의 에이전

트를 생성하여, 그것이 전부(또는 과반수) 목적지에 도착함으로써 처리를 개시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점에 의해, 또는 시큐

리티가 붕괴되어 진입되고, 정보가 개서된 경우에도, 에이전트의 처리가 에이전트 송신자가 의도한 처리가 아니라는 확률

을 단지 하나의 에이전트만을 송신하는 경우보다 현저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의 신뢰성이

보다 확실해져, 시큐리티가 향상된다.

  (17)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를 이동하면서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를 구비한 에이전트 시

스템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노드는 각각 에이전트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비하고, 하나의 에이

전트 플랫폼 내에 동시에 수용하는 에이전트의 수를 소정 수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에이전트 플랫폼에 그

플랫폼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의 에이전트 수를 등록하여 두고, 그 수를 초과한 에이전트는 수용을 거부하기 때문에, 한 번

에 동작하는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의 개수는 최대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계산기에서의 에이전트의 처리 효율이 향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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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7)에 있어서, 에이전트 플랫폼은 수용 대기 에이전트용 대기 행렬을 구비하고, 일정 에이전트 플랫폼이 제한 최대

한의 에이전트를 수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용되지 않는 에이전트가 상기 대기 행렬에 들어가고, 수용되어 동작하고 있는

에이전트가 이동하거나 소멸된 시점에서, 상기 대기 행렬로부터 에이전트 플랫폼에 수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에이전

트 플랫폼에 수용 에이전트용 대기 행렬 영역을 부여하고, 수용 수를 초과하여 에이전트를 수용하고자 할 경우는, 그 대기

행렬에 에이전트를 넣도록 하는 기능을 플랫폼에 부여하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수용하지 않고, 대기 행렬에 배열시킴으로

써, 에이전트의 이동에 따른 오버헤드를 작게 하면서, 그 계산기에서의 에이전트의 처리 효율이 향상된다.

  (19) (18)에 있어서, 에이전트마다 우선도를 부여하고, 수용처의 에이전트 플랫폼이 제한 최대한의 에이전트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행렬에 들어갈 때에,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우선도 순으로 대기 행렬의 대기 순서가 결정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대기 행렬의 배열 순서를 대기 행렬에 들어 온 순서가 아니라, 대기 행렬 내의 에이전트의 우선도 순으로 배열

하는 기능을 플랫폼에 부여하기 때문에, 우선도가 높은 에이전트가 대기 행렬에 배열될 경우에도, 우선도 순으로 대기 행

렬이 교체 배열되기 때문에, 우선도가 높은 에이전트는 보다 빨리 에이전트 플랫폼에 수용되게 되어, 중요한 처리의 대기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다.

  (20) (18)에 있어서, 에이전트마다 우선도를 부여하고, 목적지의 에이전트 플랫폼이 제한 최대한의 에이전트를 수용하고

있으며, 뒤에서부터 이동하여 온 에이전트의 우선도가 현재 동작하고 있는 에이전트의 우선도보다 높을 경우, 동작 중인

에이전트 중에서 가장 우선도가 낮은 에이전트를 대기 행렬로 이동시켜, 우선도가 높은 에이전트를 수용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계산기 내에서 제한 수 최대한의 에이전트가 움직이고 있을 때, 동작 중인 에이전트보다도 높은 우선도의 에이전

트가 이동하여 왔을 경우에, 동작 중인 우선도가 가장 낮은 에이전트를 대기 행렬로 이동시켜, 우선도가 높은 에이전트의

처리를 실행시키는 기능을 플랫폼에 부여하기 때문에, 우선도가 높은 에이전트는 우선적으로 플랫폼에 수용되기 때문에,

대기 행렬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보다 짧아진다.

  (21)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를 이동하면서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를 구비한 에이전트 시

스템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노드는 각각 에이전트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비하고, 상기 각 플

랫폼이 반송된 에이전트의 기능 및 성질을 판정하여 수용을 허가/불허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반송된 에이전트의 기능

및 성질 등을 플랫폼이 판정하여 수용을 허가/불허가하기 때문에, 처리 성능이 낮은 플랫폼에서는 복잡한 처리를 행하는

에이전트의 수용을 거부하므로, 처리 성능이 낮은 플랫폼이 시스템 전체의 보틀넥으로 되는 경우가 없어져, 결과적으로 시

스템 전체의 처리 효율이 향상된다.

  (22)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를 이동하면서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를 구비한 에이전트 시

스템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노드는 각각 에이전트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비하고, 에이전트 플

랫폼은 이벤트 기능을 구비하며, 이벤트 발생 시에 상기 이벤트 기능에 미리 등록된 에이전트에 대하여 메시지를 보냄으로

써, 에이전트가 이벤트에 따라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양한 이벤트를 이벤트 처리 기능에 의해 통

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기능마다 독립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져, 다양한 기능을 갖는 시스

템의 실현이 용이해진다.

  (23)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를 이동하면서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를 구비한 에이전트 시

스템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노드는 각각 에이전트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비하고, 일정 에이전

트 플랫폼이 에이전트를 다음 이동처로 이동시킬 때에, 미리 정하여 둔 시간을 경과하여도 응답이 없는 통신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필요한 에이전트 플랫폼이 외부와 행하는 통신 처리에 타임아웃 시각을 부여함으로써, 에이

전트의 처리가 일정 시간 내에 완료되는 것을 보증한다. 따라서, 일정 에이전트 플랫폼이 다른 프로그램과 통신을 행할 경

우, 그 최대 응답 시간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져, 전력계통 보호 시스템과 같이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

에이전트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상기와 같이, 리얼타임 기능을 부가한 에이전트에 의해, 분산 환경에서의 미묘한 타이밍을 요하는 처리를 용이하게 실현

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은 타이밍과 동작의 지정을 행하는 것만으로, 종래의 기술에는 없는 매우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전력계통 보호에 본 에이전트를 적용하는 것에 의한 특유 효과의 하나로서, 계통 안정화 시스템에 본 에이전

트를 적용한 경우를 예로 들어 둔다. 계통 안정화 시스템은, 대사고 발생 시에 발전기나 차단기 등,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각 장치를 제어하여 계통의 안정을 도모하는 시스템이다. 계통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각 장치의 동작 순서, 타이밍,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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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 분산되어 존재하는 각각의 장치에 미묘한 제어가 요구되나, 본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이러한 기능을 용이하게 실현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에이전트 시스템의 효과로서, 계통의 구성이 바뀌어도 이것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다

는 효과도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에이전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를 이동하면서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를 구비한 에이전트 시스템

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노드는 각각 에이전트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비하고,

  상기 에이전트 플랫폼 또는 상기 노드 중 어느 한쪽은 동기 수단을 구비하며,

  동일한 노드 내에서 동작하고 있는 복수의 에이전트가 동기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시키고자 할 때에, 상기 동기 수단에 대

하여 동기를 취하는 의뢰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동일 노드 내의 복수의 에이전트가 동기를 취하여 처리를 진행시켜 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2.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를 이동하면서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를 구비한 에이전트 시스템

에 있어서,

  상기 정보 네트워크 내에 배치된 동기 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복수의 노드는 각각 에이전트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비하며,

  동기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복수의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노드에서 동작하고 있을 경우에, 상기 동기 수단

에 대하여 동기를 취하는 의뢰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서로 다른 노드 위의 복수의 에이전트가 동기를 취하여 처리를 진행

시켜 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3.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를 이동하면서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를 구비한 에이전트 시스템

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노드는 각각 에이전트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비하고,

  상기 에이전트 플랫폼 또는 상기 노드 중 어느 한쪽은 동기 수단을 구비하며,

  동기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복수의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노드에서 동작하고 있을 경우에, 동기를 취하고

자 하는 에이전트가 동일한 노드 내의 상기 동기 수단에 대하여 동기를 취하는 의뢰 메시지를 보내고, 상기 동기 수단이 다

른 상이한 노드의 동기 수단에 동기를 취하는 의뢰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상이한 노드 위의 복수의 에이전트가 동기를 취

하여 처리를 진행시켜 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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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를 이동하면서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를 구비한 에이전트 시스템

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노드는 각각 에이전트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비하고,

  상기 복수의 플랫폼은 상기 에이전트의 처리 실행 시각을 제어하는 시각 동기 기능을 구비하며,

  상기 복수의 노드는 상기 시각 동기 기능에 기준 시각을 제공하는 장치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시각 제공 장치로서 GPS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6.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를 이동하면서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를 구비한 에이전트 시스템

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노드는 각각 에이전트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 플랫폼과,

  상기 플랫폼에 배치되어 상기 에이전트의 실행 시간을 제어하는 시각 동기 기능과,

  시스템 내의 각 노드에 기준 시각을 제공하는 시각 동기 서버와,

  상기 시각 동기 기능에 상기 시각 동기 서버로부터 제공된 기준 시각을 제공하는 시각 동기 클라이언트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에이전트 시스템의 시각 동기 서버를 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된 네트워크 상의 전용 계산기로 동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시각 동기 서버로서 NTP(Network Time Protocol) 서버, 상기 시각 동기 클라이언트로서 NTP 클라이언트를 사용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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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항에 있어서,

  통신 회선 등을 경유하여 접속된 원격지와의 사이에서 시각 동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10.

  제 5 항에 있어서,

  통신 회선 등을 경유하여 접속된 원격지와의 사이에서 시각 동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11.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시각 제공 장치로서 전파 시계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12.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를 이동하면서, 소정의 노드에 존재하는 공유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또는 소정의

노드가 제공하는 공유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를 구비한 에이전트 시스템에 있어

서,

  상기 복수의 노드는 각각 에이전트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비하고,

  상기 에이전트 플랫폼 또는 상기 노드 중 어느 한쪽은 관리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관리 수단을 통해서만 상기 공유 데이

터나 공유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수단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나 기능이 사용 중일 경우는 다른 액세스에 대하여 프로텍트를 가하고, 그

프로텍트 중에 그 데이터 또는 기능에 액세스한 에이전트에 대하여, 프로텍트 해제 후에 이용 가능해진 것을 통지하는 기

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각 에이전트는, 상기 관리 수단에, 상기 공유 데이터의 일정 부분에 개서가 있었을 때, 또는 상기 공유 기능의 소정 기능이

호출되었을 때에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하여 두고, 그 공유 데이터가 실제로 개서되었을 때, 또는 그 기능이 실제로

호출된 시점에서 통지가 보내져 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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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항 또는 제 14 항에 있어서,

  각 에이전트는, 상기 관리 수단으로부터 통지를 수취할 때까지 다른 처리를 중단하고, 통지를 수취한 후에 처리를 재개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16.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를 이동하면서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를 구비한 에이전트 시스템

에 있어서,

  에이전트를 일정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이동시킬 때에, 상기 에이전트를 복수 생성하고, 생성된 복수의 에이전트를 정

보 네트워크의 각각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하여 이동처의 노드로 이동시키며, 이동처의 노드에서는 모든 에이전트가 정렬되

었거나, 또는 과반수의 에이전트가 정렬되고 나서 필요한 처리를 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17.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를 이동하면서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를 구비한 에이전트 시스템

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노드는 각각 에이전트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비하고,

  하나의 에이전트 플랫폼 내에 동시에 수용하는 에이전트의 수를 소정 수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에이전트 플랫폼은 수용 대기 에이전트용 대기 행렬을 구비하고,

  일정 에이전트 플랫폼이 제한 최대한의 에이전트를 수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용되지 않는 에이전트가 상기 대기 행렬

에 들어가고, 수용되어 동작하고 있는 에이전트가 이동하거나 소멸된 시점에서, 상기 대기 행렬로부터 에이전트 플랫폼에

수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에이전트마다 우선도를 부여하고, 수용처의 에이전트 플랫폼이 제한 최대한의 에이전트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행렬에 들어갈 때에,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우선도 순으로 대기 행렬의 대기 순서가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전

트 시스템.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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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마다 우선도를 부여하고, 목적지의 에이전트 플랫폼이 제한 최대한의 에이전트를 수용하고 있으며, 뒤에서부터

이동하여 온 에이전트의 우선도가 현재 동작하고 있는 에이전트의 우선도보다 높을 경우, 동작 중인 에이전트 중에서 가장

우선도가 낮은 에이전트를 대기 행렬로 이동시켜, 우선도가 높은 에이전트를 수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전트 시스

템.

청구항 21.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를 이동하면서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를 구비한 에이전트 시스템

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노드는 각각 에이전트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비하고, 상기 각 플랫폼

이 반송된 에이전트의 기능 및 성질을 판정하여 수용을 허가/불허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22.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를 이동하면서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를 구비한 에이전트 시스템

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노드는 각각 에이전트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비하고, 에이전트 플랫폼

은 이벤트 기능을 구비하며, 이벤트 발생 시에 상기 이벤트 기능에 미리 등록된 에이전트에 대하여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에이전트가 이벤트에 따라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23.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의 노드를 이동하면서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를 구비한 에이전트 시스템

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노드는 각각 에이전트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복수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비하고, 일정 에이전트

플랫폼이 에이전트를 다음 이동처로 이동시킬 때에, 미리 정하여 둔 시간을 경과하여도 응답이 없는 통신을 강제적으로 차

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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