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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네트워크 장치 구성을 위한 ＸＭＬ 스키마

요약

  구성 환경 파일을 생성하기 위하여 확장성 마크업 언어(XML) 스키마가 사용된다. 무선 구성 XML 스키마가 무선 장치 상
에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XML 파일을 정의한다. 광역 네트워크(WAN) 구성 스키마가 WAN 장치를 구성하
기 위한 XML 파일을 정의한다. 구내 네트워크(LAN) 구성 스키마가 LAN 장치를 구성하기 위한 XML 파일을 정의한다. 광
대역 모뎀 구성 스키마가 광대역 모뎀 장치를 구성하기 위한 XML 파일을 정의한다. 장치 구성 스키마가 장치의 구성을 보
고하기 위한 XML 파일을 정의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확장성 마크업 언어, 스키마, WAN, LAN,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컴퓨터 네트워크의 구성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팅 장치의 예시적인 아키텍쳐를 나타
내는 단순화된 개략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컴퓨터 네트워크의 구성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팅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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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컴퓨터 네트워크의 구성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쳐를 나타내는 단순화된
개략도.

  도 4는 스키마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환경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무선 네트워크 환경 스키마를 나타내는 데이타 구조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광역 네트워크 환경 스키마를 나타내는 데이타 구조도.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구내 네트워크 환경 스키마를 나타내는 데이타 구조도.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광대역 모뎀 환경 스키마를 나타내는 데이타 구조도.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장치 구성 환경 스키마를 나타내는 데이타 구조도.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요소를 보다 상세히 나타내는 데이타 구조도.

  도 11은 도 9에 도시된 WiFi 인증 요소를 보다 상세히 나타내는 데이타 구조도.

  도 12는 도 9에 도시된 WiFi 암호화 요소를 보다 상세히 나타내는 데이타 구조도.

  도 13은 도 9에 도시된 WiFi 클라이언트 요소를 보다 상세히 나타내는 데이타 구조도.

  도 14는 도 9에 도시된 WiFi 기반 요소를 보다 상세히 나타내는 데이타 구조도.

  도 15는 도 9에 도시된 WAP 요소를 보다 상세히 나타내는 데이타 구조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20: 프로세싱 유닛,

  121: 시스템 버스

  130: 시스템 메모리

  134: 운영 체제

  135: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136: 기타 프로그램 모듈

  137: 프로그램 데이타

  140: 비분리형 불휘발성 메모리 인터페이스

  150: 분리형 불휘발성 메모리 인터페이스

  160: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

  170: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71: 구내 네트워크

  172: 모뎀

  173; 광역 네트워크

  180: 원격 컴퓨터

  181: 원격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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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비디오 인터페이스

  195: 출력 주변 인터페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특허 출원은 2004년 1월 7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 가출원 번호 60/534,795의 우선권을 주장한다.

  본 발명은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노드를 구성하는 프로세스를
간략화하기 위한 스키마에 관한 것이다.

  데이타 통신 네트워크의 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크고 작은 기업 환경에서, 유선 구내 네트워크(LAN) 및 광역 네트워
크(WAN)는 확실한 사무 처리 기능이 되었으며, 무선 네트워크의 이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유무선 네트워
크 기술의 이용은 보다 최근의 현상이며, 개발이 보다 느리다. 인터넷 접속을 편리하게 하는 것 외에도 홈 네트워킹은 집
안의 개인용 컴퓨팅 장치 및 각종 소비자 전자 장치 및 기구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해준다. IEEE 802.11 무선 네트워크
및 블루투스 가능 장치들의 네트워크 등의 무선 기술은 편리함, 이동성 및 유연성의 이유로 기업 환경에서는 물론 가정에
서도 매력적이다.

  가정 및 기타 비기업 환경에서의 보다 광범위한 네트워킹 기술의 채용에 대한 주요 장애물은 네트워크 장치를 구성함에
있어서 비전문 사용자들이 겪는 어려움이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사용자들이 장치를 무선 액세스 포인트(WAP)로서 기능
하도록 구성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피어 장치들(무선 PC, 무선 프린터 및 PDA 등)의 특별 무선 네트워크의 셋업도 일
반적으로 복잡한 작업이다. 각 피어 장치는 동일한 네트워크 환경을 가져야 하며, 보안 특별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각각
의 피어 장치가 공통 WEP 키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데, 이 공통 키는 피어 장치의 사용자에게 통신되고 수동으로 입력되어
야 한다. 많은 수의 홈 네트워크 장치를 포함하는 디지탈 오디오 수신기 및 무선 프린터 등의 초박형 클라이언트 장치들은
네트워크 접속을 위해 구성하기가 특히 힘드는데, 이는 이들이 종래 개인용 컴퓨터의 편리하고 직관적인 I/O 능력이 부족
하기 때문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 따르면, 네트워크 장치들을 네트워크 기능 및 접속을 허용하도록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확장성 마크업 언어
(XML) 파일을 생성하기 위하여 XML 스키마가 사용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무선 장치 구성을 위한 XML 스키마는
네트워크 식별자 요소 및 네트워크 암호화 키 요소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특징을 유지함에 있어서, 무선 장치 구성 스키마
는 접속 타입 요소, 인증 타입 요소, 암호화 타입 요소 및 장치 모드 표시자 요소를 더 포함한다. 자동 키 요소는 네트워크
키가 자동으로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표시하며, 802.1x 요소는 장치가 IEEE 802.1x 프로토콜을 지원하는지의 여부를 표
시한다. 또한, 주파수 표시자 요소가 동작 주파수를 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수명 요소는 스키마의 인스턴스가 유효한
시간을 정의하는 데 사용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광역 네트워크(WAN) 장치 구성을 위한 XML 스키마는 DNS 인터넷 프로토콜(IP) 어드레스
가 자동으로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DNS 자동 요소, 매체 액세스 제어(MAC)가 복제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복제 MAC 어드레스 요소, 및 MAC 어드레스 요소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특징을 유지함에 있어서, WAN
장치 구성 스키마는 DNS IP 어드레스 요소, 접속 타입 요소 및 WAN 타입 요소를 더 포함한다. 접속 타입 요소는 이더넷상
점 대 점(PPP) 프로토콜 부요소(point-to-point(PPP) over Ethernet subelement) 및 IP 부요소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
다. WAN 타입 요소는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DHCP) 부요소 및 정적 IP 부요소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구내 네트워크(LAN) 장치 구성을 위한 XML 스키마는 장치 이름 요소, 장치 설명 요소 및
LAN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LAN 구성 요소는 작업 그룹 이름 부요소 및 도메인 이름 부요소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스
키마는 캐슬 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광대역 모뎀 장치 구성을 위한 XML 스키마는 세션 인스턴스 식별자 요소, DHCP가 지원
되는지의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DHCP 요소, 및 광대역 접속의 타입을 표시하기 위한 링크 변조 요소를 포함한다. 광대역
모뎀 장치 구성 스키마는 사용자 이름 요소, 패스워드 요소, 및 비동기 전송 모드(ATM) 캡슐화의 타입을 표시하기 위한
ATM 캡슐화 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장치 구성 보고서를 생성하기 위한 XML 스키마는 제조자 요소, 모뎀 이름 요소 및 일련
번호 요소를 포함한다. 스키마는 제조자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URL) 요소, 장치 상태 요소, 장치 타입 요소, 네트워크 환
경 요소, 지원되는 무선 인증 프로토콜을 표시하기 위한 무선 인증 요소, 및 지원되는 무선 암호화 프로토콜을 표시하기 위
한 무선 암호화 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징을 유지함에 있어서, 스키마는 또한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 무선
기반 장치(wireless infrastructure device) 또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 장치를 위한 무선 구성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추가적인 특징 및 이점들은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진행되는 이하의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으로
부터 자명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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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된 특허청구범위가 본 발명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본 발명 및 그 이점은 첨부된 도면들과 관련하여 이루
어지는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가장 잘 이해된다.

  이제, 휴대용 매체 장치를 구비한 네트워크 장치를 구성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 소정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된다.
본 명세서에 설명되는 방법 및 시스템은 단지 예시적인 것이며,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에 대한 변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는 쉽게 이해할 것이다.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들과 관련하여 읽혀져야 하는 아래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다 완전하게 이해될 것이다. 아래의 설
명에서, 동일한 번호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에서 동일한 요소를 나타낸다. 본 발명은 적절한 컴퓨팅 환경에서 구현되
는 것으로 설명된다. 요구되지는 않더라도, 본 발명은 개인용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프로시져 등의 컴퓨터 실행 가능 명령
과 관련하여 설명된다. 일반적으로, 프로시져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추상 데이타 타입을 구현하는 프로그램 모
듈, 루틴, 함수, 프로그램, 객체, 컴포넌트, 데이타 구조 등을 포함한다. 더욱이, 본 발명은 핸드 헬드 장치,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 및 마이크로 프로세서 계열 또는 프로그래머블 소비자 전자 장치를 포함하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 구성에 의해 실시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는 이해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원격 프로세싱 장치들에 의해
작업들이 수행되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도 실시될 수 있다.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프로그램 모듈은 로컬 및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에 위치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발견될 수 있는 컴퓨터들의 시스템을 지
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적절한 컴퓨팅 시스템 환경(100)의 예를 나타낸다. 컴퓨팅 시스템 환경(100)은 단지 적
절한 컴퓨팅 환경의 일 예이며 본 발명의 사용 또는 기능의 범위에 제한을 가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다. 컴퓨팅 환경(100)
은 예시적인 운영 환경(100)에 도시된 컴포넌트들 중의 임의의 하나 또는 조합에 관하여 임의의 종속성 또는 요건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가 예시적인 운영 환경(100)에 도시된 각각의 컴포넌트를
포함하지만, 본 발명의 다른 보다 통상적인 실시예는 필수적이지 않은 컴포넌트들의 일부 또는 전부, 예를 들어 네트워크
통신에 필요하지 않은 입출력 장치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예시적인 시스템은 컴퓨터(110)의 형태의 범용 컴퓨팅 장치를 포함한다. 컴퓨
터(110)의 컴포넌트들로는, 프로세싱 유닛(120), 시스템 메모리(130), 및 시스템 메모리를 포함하는 다양한 시스템 컴포
넌트를 프로세싱 유닛(120)에 연결시키는 시스템 버스(121)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버스
(121)는 다양한 버스 아키텍처 중의 임의의 것을 사용하는 로컬 버스, 주변 버스, 및 메모리 버스 또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포함하는 몇가지 유형의 버스 구조 중의 임의의 것일 수 있다.

  컴퓨터(110)는 통상적으로 다양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110)에 의해 액세
스될 수 있는 임의의 이용가능한 매체일 수 있으며, 휘발성 및 불휘발성 매체, 분리형(removable) 및 비분리형(non-
removable) 매체를 둘다 포함한다. 예로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저장 매체 및 통신 매체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다른 데이터와
같은 정보의 저장을 위한 임의의 방법 또는 기술로 구현되는 휘발성 및 불휘발성,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를 둘다 포함한
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RAM, ROM, EEPROM, 플래쉬 메모리 또는 기타 메모리 기술, 광학 디스크 저장장치, 자기 카세
트,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저장장치 또는 기타 자기 저장장치, 또는 컴퓨터(110)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고 원하는 정보
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임의의 기타 매체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통신 매체는 통상적으로 반
송파 또는 기타 전송 메카니즘 등의 변조된 데이터 신호에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다른
데이터를 구현하며, 임의의 정보 전달 매체를 포함한다. "변조된 데이터 신호"라는 용어는 신호 내에 정보를 인코딩하도록
설정되거나 변환된 특성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갖는 신호를 의미한다. 예로서, 통신 매체는 유선 네트워크 또는 직접 유선
접속 등의 유선 매체와, 음향, RF, 적외선 및 기타 무선 매체 등의 무선 매체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술한
것들 중의의 임의의 조합이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시스템 메모리(130)는 ROM(131) 및 RAM(132) 등의 휘발성 및/또는 불휘발성 메모리의 형태의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
함한다. 예를 들어, 도 1은 운영 체제(13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35), 기타 프로그램 모듈(136), 및 프로그램 데이터
(137)를 도시하고 있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110)는 또한 다른 분리형/비분리형, 휘발성/불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단지 예로서, 도 1에는
비분리형 불휘발성 자기 매체로부터 판독하거나 그 자기 매체에 기록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40), 분리형 불휘발성
자기 디스크(152)로부터 판독하거나 그 자기 디스크에 기록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51), 및 CD-ROM 등의 분리형 불
휘발성 광학 디스크(156)로부터 판독하거나 그 광학 디스크에 기록하는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155)가 도시되어 있다. 예
시적인 운영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컴퓨터 저장 매체는 자기 테이프 카세트, 플래쉬 메모리 카드, DVD(Digital
versatile disk), 디지털 비디오 테이프, 고체 RAM, 고체 ROM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하드 디스크 드라
이브(141)는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140)와 같은 비분리형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121)에 접속되고, 자
기 디스크 드라이브(151) 및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155)는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150)와 같은 분리형 메모리 인터페이
스에 의해 시스템 버스(121)에 접속된다.

  앞서 기술되고 도 1에 도시된 드라이브 및 그 관련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110)를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데이
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및 기타 데이터의 저장을 제공한다. 도 1에서, 예를 들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41)는 운영 체제
(14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45), 기타 프로그램 모듈(146), 및 프로그램 데이터(147)를 저장하는 것으로 도시된다. 이
들 컴포넌트는 운영 체제(13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35), 기타 프로그램 모듈(136), 및 프로그램 데이터(137)와 동일
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운영 체제(14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45), 다른 프로그램 모듈(146), 및 프로그램 데이
터(147)는 최소한 다른 복사본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른 번호를 부여하였다. 사용자는 태블릿 또는 전자 디지타이저
(164), 마이크로폰(163), 키보드(162) 및 일반적으로 마우스, 트랙볼, 또는 터치 패드라 불리우는 포인팅 장치(161)와 같
은 입력 장치를 통해 컴퓨터(110)에 명령 및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이들 입력 장치 및 그 외의 입력 장치는 시스템 버스에
연결된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160)를 통해 종종 프로세싱 유닛(120)에 접속되지만, 병렬 포트, 게임 포트 또는 유니버설
시리얼 포트(USB)와 같은 기타 인터페이스 및 버스 구조에 의해 접속될 수 있다. 모니터(191) 또는 다른 유형의 디스플레
이 장치는 또한 비디오 인터페이스(190)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121)에 접속된다. 모니터(191)는 터치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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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패널 등에 통합될 수도 있다. 모니터 및/또는 터치 스크린 패널은 태블릿형의 개인용 컴퓨터에서와 같이 컴퓨팅 장치
(110)가 합체되는 하우징에 물리적으로 결합될 수 있음에 유의한다. 또한, 컴퓨팅 장치(110)와 같은 컴퓨터는 또한 출력
주변 인터페이스(195) 등을 통해 접속될 수 있는 스피커(197) 및 프린터(196) 등의 기타 주변 출력 장치를 포함할 수 있
다.

  컴퓨터(110)는 원격 컴퓨터(180)와 같은 하나 이상의 원격 컴퓨터로의 논리적 접속을 이용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바람직
하게 동작하거나 동작하기에 적합할 수 있다. 원격 컴퓨터(180)는 퍼스널 컴퓨터, 서버, 라우터, 피어(peer) 장치, 또는 기
타 네트워크 노드일 수 있으며, 비록 도 1 에는 메모리 저장 장치(181)만이 도시되어 있지만, 컴퓨터(110)에 관하여 상술
한 구성요소 중 일부 또는 모든 구성요소를 일반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도시된 논리적 접속은 구내 네트워크(LAN; 171)
및 광역 네트워크(WAN; 173)를 포함하지만, 그 외의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에서 컴퓨터(110)
는 데이타를 전송하는 소스 머신을 포함할 수 있으며, 원격 컴퓨터(180)는 수신 머신을 포함할 수 있다. 소스 및 수신 머신
들은 초기에 네트워를 통해 접속될 필요가 없으며, 그 대신 소스 플랫폼에 의해 기입되고 수신 플랫폼 또는 플랫폼들에 의
해 판독될 수 있는 임의의 매체를 통해 데이타가 이동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매체의 한 비제한적인 예는 종종 메모
리 "키" 또는 메모리 "스틱"이라 지칭되는 포터블 플래시 메모리 매체이다. 다른 비제한적인 예들이 아래에 주어진다.

  LAN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 컴퓨터(110)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어댑터(170)를 통해 LAN(171)에 접
속된다. 또한, 컴퓨터(110)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등의 WAN(173)을 통해 통신을 구축하기 위한 모뎀(172) 또는 기타 수단
을 포함할 수 있다. 내장형 또는 외장형일 수 있는 모뎀(172)은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160) 또는 기타 적절한 메카니즘
을 통해 시스템 버스(121)에 접속될 수 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컴퓨터(110)에 관하여 도시된 프로그램 모듈 또는 그 일
부분은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은 메모리 장치(181)에 상주하는 원격 애플리케이션 프로
그램(185)을 도시하고 있지만 이에 한하지는 않는다. 도시된 네트워크 접속은 예시적인 것이며, 컴퓨터들간의 통신 링크
를 구축하는 그 외의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구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의 간단한 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2에
도시된 예에서, 컴퓨터(200)는 물리적 접속을 통해 LAN(202)과 통신한다. 대안으로, 컴퓨터(200)는 WAN 또는 기타 통
신 매체를 통해 LAN(200)과 통신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컴퓨터(200)는 초기에는 어떠한 다른 장치 또는 네트워
크와도 통신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컴퓨터(200)는 XML 스키마에 따라 네트워크 구성 환경을 생성하는 프
로그램을 실행한다. 이러한 환경은 USB 플래시 장치, 메모리 스틱, 컴팩트 플래시 카드, 스마트 매체 카드 또는 기타 저장
장치 등의 휴대용 매체 장치(PM; 204)에 저장된다. 컴퓨터(200)는 내장 USB 포트를 통해 직접 PM(204)을 수납할 수 있
지만, 대안으로는 PM(204)을 수납하는 카드 판독기 등의 주변 장치에 접속된다. 일 실시예에서, PM(204)은 컴퓨터(200)
와 무선 통신하는 블루투스 장치이다.

  환경이 생성되어 PM에 저장되면, PM(204)을 다양한 네트워크 장치들에 부착함으로써 적당한 네트워크 구성 환경이 이
들 장치에 전송되어 LAN(202), WAN(206), WLAN(208) 또는 다른 타입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네트워크 통신이 가
능하게 된다. PM(204)을 수납하는 예시적인 네트워크 장치에는 LAN(202)에 물리적으로 접속된 다른 컴퓨터들(210)이
포함된다. 다른 컴퓨터들(210)은 동일한 LAN(202)에 물리적으로 접속되지만, 이들은 일반적으로 이들의 네트워크 환경
이 적당히 구성될 때까지 서로 통신할 수 없다. PM(204)을 부착함으로써 적당한 네트워크 환경이 다른 컴퓨터들(210)에
전송되어 이들 사이에 네트워크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PM(204)을 수납하는 프린터(212)가 LAN(202) 및/또
는 무선 네트워크(203) 상에서의 통신을 위해 구성되어, LAN(202)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203) 상에서 컴퓨터(202) 및
다른 장치들에 액세스 가능하게 된다. 네트워크 텔레비젼(214) 및 네트워크 전화(216)도 PM(204)을 수납하여,
LAN(202)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203) 상에서의 통신을 위해 구성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무선 네트워크(203)는
IEEE 802.11 표준 무선 네트워크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무선 네트워크(203)는 WiMAX 표준 무선 네트워크이다. 그러나,
무선 네트워크(203)는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임의의 무선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는 이해할 것
이다.

  다른 네트워크 하드웨어도 PM(204)을 수납함으로써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 마찬가지로 구성된다. 무선 액세스 포인트
(218)는 PM(204)을 수납하고, 따라서 LAN(202) 상의 장치들과 적당히 구성된 다른 무선 장치들 사이의 통신을 허용하도
록 구성된다. 예를 들어, 컴퓨터(200)는 무선 네트워킹 하드웨어를 갖춘 경우 무선 액세스 포인트(218)와 무선으로 통신함
으로써 LAN(202)에 접속될 수 있다. 모뎀(220) 및 라우터(222)도 PM(204)을 수납하며, 이에 따라 LAN(202) 상의 장치
들과 WAN(206) 또는 인터넷(224)에 접속된 장치들 사이의 통신을 허용하도록 구성된다. PM(204)을 부착함으로써 일반
적으로 키보드 및 모니터 등의 입출력 장치를 갖추지 못한 모뎀(220) 및 라우터(222) 등의 장치들 상에서의 네트워크 통신
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PM(204)은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노트북 컴퓨터(230) 및 태블릿 컴퓨터(232)는 각각
PM(204)을 수납하며, 따라서 무선 네트워크(203)를 통한 무선 통신을 위해 적당히 구성된다. 사용자는 PM(204)이 없을
경우 무선 네트워크(203)에 액세스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이름 및 임의의 보안 키를 포함하는 구성 환경을 입력해야 한다.
PM(204)을 부착함으로써 컴퓨터는 빠르고 투명하게 무선 네트워크(203)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된다. PM(204)에 의해 구성
되는 컴퓨터 네트워크들은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예를 들어, 전용 서버가 필요 없는 비관리 "작업 그룹들") 또는 클라이언
트-서버 네트워크 등의 도메인 계열 네트워크일 수 있다.

  이제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네트워크 구성 환경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쳐가 설
명된다. 플래시 구성 마법사(302)가 컴퓨터(300) 상에서 실행되어 무선 구성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304)를 통해 컴퓨터와 통신하여 무선 네트워크 구성 환경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윈도우 운영 체제 환경에서는
WZCDLG.DLL 라이브러리가 사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플래시 구성 마법사(302)는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이다. 다
른 실시예에서, 플래시 구성 마법사(302)는 범용 네트워크 셋업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된다. 플래시 구성 마법사(302)는 스
키마에 따라 XML 파일을 생성하고 이 XML 파일을 무선 예비 API(306)를 통해 컴퓨터로 출력한다. 플래시 구성 마법사
(302)는 XML 파일을 USB 플래시 드라이브(308) 등의 부착식 휴대용 매체 장치에도 출력한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
(308)는 네트워크 구성 프로세스에 사용하기 위한 파일 및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다른 장치들
상에서의 네트워크 환경의 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USB 플래시 드라이브(308)의 루트에 저장된 네트워크 셋업 애플리
케이션(310)을 포함한다. 네트워크 셋업 애플리케이션은 플래시 구성 마법사(302)에 의해 USB 플래시 드라이브(308)에
저장된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308)가 다른 장치에 부착될 때, 그 장치는 네트워크 셋업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USB
플래시 드라이브(308)로부터 자신에게 관련 네트워크 환경을 로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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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 플래시 드라이브(308)는 자동 실행 파일(318)도 저장한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308)가 자동 실행 파일을 인식하
는 호환 가능 장치에 부착될 때, 자동 실행 파일(318)의 검출은 그 장치가 네트워크 셋업 프로그램(310)을 실행하도록 자
동적으로 트리거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USB 플래시 드라이브(308)가 부착된 후에는 장치에 네트워크 환경을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없게 된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308)는 플래시 구성 마법사 사본(320)도 저장한다. USB 플
래시 드라이브(308)가 다른 컴퓨터에 부착될 때, 플래시 구성 마법사(320)는 그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어 네트워크 구성 환
경을 전송하고 수정함에 있어서 수동 안내를 가능하게 한다.

  스키마에 따라 생성된 네트워크 구성 환경을 나타내는 여러 XML 파일도 USB 플래시 드라이브(308)에 저장된다. 이들
파일은 USB 플래시 드라이브(308) 상의 SMRTNKEY라는 폴더에 저장된다. LSETTING.XML 파일(312)은 LAN을 위한
환경을 포함하며, LAN 구성 스키마를 사용하여 생성된다. NSETTING.XML 파일(314)은 WAN을 위한 환경을 포함하며,
WAN 구성 스키마를 사용하여 생성된다. WSETTING.XML 파일(316)은 무선 LAN을 위한 환경을 포함하며, 무선 구성
스키마를 사용하여 생성된다. MSETTING.XML 파일(313)은 광대역 모뎀을 위한 환경을 포함하며, 광대역 모뎀 구성 스
키마를 사용하여 생성된다. 이들 네트워크 구성 환경을 저장한 단일 USB 플래시 드라이브(308)가 다양한 장치들(개인용
컴퓨터, 라우터, 프린터, PDA 및 WAP 등)이 다양한 타입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도록 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네트워크 환경 구성 파일들이 USB 플래시 드라이브(308)로 전송된 후, USB 플래시 드라이브(308)는 구성 가능 장치
(330)에 설치된다. 구성 가능 장치(330)는 USB 호스트 포트, USB 대용량 저장 장치, 파일 할당 테이블(FAT) 16/32 파일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XML 파서를 포함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액세스 포인트는 104 비트 무선 암호화 프
로토콜(WEP), 기반 모드 및 IEEE 802.11b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한다. 구성 가능 장치(330)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
(308)로부터 네트워크 구성 파일들이 다운로드된 후 3번 깜박이는 발광 다이오드(LED; 334)를 포함한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308)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308)가 부착된 장치의 구성을 설명하는 장치 구성 파일(311)을 저
장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구성 가능 장치(330)는 XML 스키마에 따라 장치 구성 파일(311)을 생성하기 위한 장치 구성 리
포터(332)를 더 포함한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308)를 사용하여 구성되는 각각의 장치는 그 장치의 구성을 설명하는
XML 파일을 생성하고, 임의의 실패 조건을 보고한다. 이후, 장치는 장치 구성 파일(311)을 USB 플래시 드라이브(308)에
기입하며, 다음에 USB 플래시 드라이브는 장치 구성 파일(311)을 업로드하는 PC에 부착된다. PC는 예를 들어 네트워크
구성이 왜 실패했는지를 결정하는 진단 도구에서 장치 구성 파일을 사용한다. 다른 예에서, PC는 장치 구성 파일(311)로
부터 장치 제조자의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URL)를 입수하고 이 URL을 이용하여 보안 소켓 계층들 상의 하이퍼 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HTPS)을 통해 장치에 액세스하기 위한 암호화 키를 다운로드한다. 장치 구성 파일(311)은 장치와 동일
한 이름을 가진 서브폴더 내의 SMRTNKY 폴더에 저장된다. 장치 구성 파일(311)은 장치의 매체 액세스 제어(MAC) 어드
레스의 최종 8 바이트를 사용하여 이름지어진다.

  도 4는 무선, WAN, LAN 및 광대역 모뎀 환경 파일들을 생성함에 있어서의 플래시 구성 마법사의 동작을 나타낸다. 단계
410에서, 플래시 구성 마법사는 스키마, 예를 들어 무선 구성 스키마에서 판독한다. 단계 420에서, 플래시 구성 마법사는
무선 구성 환경에서 API 또는 사용자 입력기를 통해 판독한다. 단계 430에서, 플래시 구성 마법사는 무선 구성 스키마에
따른 무선 구성 환경 XML 파일, 즉 무선 구성 스키마의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이후, 무선 구성 환경 XML 파일은 휴대용
매체 장치로 복사되어 다른 장치들을 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도 5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 스키마(500)의 개념을 나타낸다. 스키마(500)는 무선 구성 환경
을 정의하는 무선 프로파일 요소(510)를 포함한다. 무선 프로파일 요소(510)는 구성 및 구성의 저자를 식별하기 위한 구성
부요소(520)를 포함한다. 구성 부요소(520)는 구성 ID(521), 구성 해시(522), 구성 저자 ID(523) 및 구성 저자(524)를 포
함한다. 구성 ID(521)는 구성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36 문자 스트링이며, 무선 환경 파일에서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
야 한다. 구성 해시(522)는 무선 환경 파일의 완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20 디지트 16진수이
다. 구성 저자 ID(523)는 구성의 저자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36 문자 스트링이며, 무선 환경 파일에서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한다. 구성 저자(524)는 무선 환경 파일의 이름을 나타내는 최대 128 길이의 스트링이며, 무선 환경 파일에서 한
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한다.

  무선 프로파일 요소(510)는 무선 구성 환경의 각각을 정의하기 위한 부요소를 더 포함한다. 서비스 세트 식별자(SSID;
511)는 무선 네트워크의 이름을 나타내는 1-32 바이트 스트링이다. SSID(511)는 무선 환경 파일에서 한번, 단 한번만 나
타나야 한다. 접속 타입(512)은 네트워크 접속 타입을 표시하는 스트링이며, 그 값으로서 특별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확장
서비스 세트(ESS)를 갖거나, 기반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기반 기본 서비스 세트(IBSS)를 가질 수 있다. 접속 타입(512)은
무선 환경 파일에서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한다. 채널 2.4 GHz(513)는 만일 있다면 2.4 GHz 채널이 무선 네트워크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정수이며, 채널 5 GHz(514)는 만일 있다면 5 GHz 채널이 무선 네트워크에 의
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정수이다. 장치 모드(515)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가 동작하고 있는 모드를 나타내
는 스트링이며, 기반, 브리지, 리피터 또는 스테이션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무선 프로파일 요소(510)는 무선 환경 파일에서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하는 주 프로파일 부요소(516)를 포함한다. 주
프로파일 부요소는 장치에 의해 사용될 주 무선 구성을 정의한다. 그러나, 무선 프로파일(510)은 무제한의 선택적인 프로
파일들(517)을 포함할 수도 있다. 선택적 프로파일(517)은 장치에 의해 지원될 경우 사용될 수 있는 대체 또는 추가 무선
구성을 정의할 수 있다. 주 프로파일(516) 및 선택적 프로파일(517) 양자는 무선 환경 스키마(500)에서도 정의되는 타입
프로파일 인스턴스(530)의 인스턴스이다.

  프로파일 인스턴스 타입(530)은 인증 타입 부요소(531)를 포함한다. 인증 타입(531)은 무선 네트워크에 의해 사용되는
인증 프로토콜을 표시하는 스트링이며, 개방, 공유, WiFi 보호 액세스(WPA), WPA 사전 공유 키(PSK), WPA 없음, WPA2
또는 WPA2 PSK를 포함하는 가능한 값들의 범위를 가질 수 있다. 인증 타입은 프로파일 인스턴스에서 한번, 단 한번만 나
타나야 한다. 암호화 타입(532)은 무선 네트워크에 의해 사용되는 암호화 프로토콜을 표시하는 스트링이며, 없음, 무선 암
호화 프로토콜(WEP), TKIP(Temporal Key Integrity Protocol) 및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를 포함하는
가능한 값들의 범위를 가질 수 있다. 인증 타입(531) 및 암호화 타입(532)은 프로파일 인스턴스에서 한번, 단 한번만 나타
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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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파일 인스턴스(530)는 PC가 자동적으로 생성하거나, PC 사용자로부터 수신하는 스트링인 네트워크 키 부요소
(533)를 더 포함한다. 네트워크 키(533)는 무선 네트워크 상에서의 암호화를 위해 사용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네
트워크 키(533)는 프로파일 인스턴스에서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하지만 공백일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네트워크
키(533)는 무선 환경 파일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키 인덱스(534)는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 키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선택적인 정수이며, WEP과 함께 사용된다. 키 제공 자동(535)은 네트워크 키가 자동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기 위한 부울 부요소이며, 0 또는 1의 값을 가질 수 있다. 802.1x(536)는 IEEE 802.1x 프로토콜이 네트워크 상에
서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부울 부요소이며, 0 또는 1의 값을 가질 수 있다. 키 제공 자동(535) 및
802.1x(536)는 프로파일 인스턴스에서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한다. EAP 메쏘드(537)는 사용되는 확장형 인증 프로토
콜을 표시하기 위한 스트링이며, EAP-TLS, PEAP-EAP-MSCHAPv2 또는 PEAP-EAP-TLS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러
한 환경은 802.1x 인증에 대해서만 사용된다. TTL(538)은 네트워크 키가 유효한 시간의 길이를 지정하는 수명을 표시하
기 위한 선택적인 정수이다.

  무선 네트워크 환경 스키마(500)의 예시적인 실시예가 본 상세한 설명에 이어지는 부록 A에 포함되어 있다. 부록 A의 스
키마에 따라 생성되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 파일의 예시적인 인스턴스가 본 상세한 설명에 이어지는 부록 B에 포함되어 있
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도 6은 WAN 네트워크 환경 스키마(600)의 개념을 나타낸다. 스키마(600)는 WAN 구성
환경을 정의하는 WAN 프로파일 요소(610)를 포함한다. WAN 프로파일 요소(610)는 구성 및 구성의 저자를 식별하기 위
한 구성 부요소(620)를 포함한다. 구성(620)은 부요소들, 즉 구성 ID(621), 구성 해시(622), 구성 저자 ID(623) 및 구성 저
자(624)를 포함한다. 구성 ID(621)는 구성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36 문자 스트링이며, WAN 환경 파일에서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한다. 구성 해시(622)는 WAN 환경 파일의 완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20
디지트 16진수이다. 구성 저자 ID(623)는 구성의 저자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36 문자 스트링이며, WAN 환경 파일에
서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한다. 구성 저자(624)는 WAN 환경 파일의 이름을 나타내는 최대 128 길이의 스트링이며,
WAN 환경 파일에서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한다.

  WAN 프로파일 요소(610)는 WAN 구성 환경의 각각을 정의하기 위한 부요소들을 더 포함한다. WAN 프로파일(610)은
클라이언트의 MAC 어드레스가 WAN에서의 사용을 위해 복제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표시하는 부울 값인 부요소 복제
MAC 어드레스(611)를 포함한다. 복제 MAC 어드레스(611)는 WAN 환경 파일에 나타나야 하며, 0 또는 1의 값을 갖는다.
MAC 어드레스(612)는 클라이언트의 MAC 어드레스를 정의하는 8 문자 16진수이다. DNA IP 자동 푸시(auto pushed;
613)는 도메인 이름 서비스 IP 어드레스가 DHCP 클라이언트로 자동 푸시되는지의 여부를 표시하는 부울 값이다. DNS IP
자동 푸시(613)는 WAN 환경 파일에 나타나야 하며, 0 또는 1의 값을 갖는다. DNS1 IP 어드레스(1215) 및 DNS2 IP 어드
레스(1216)는 도메인 이름 서버들에 대한 IP 어드레스를 정의하는데, 이는 타입 IPv4 어드레스이다.

  WAN 프로파일(610)은 접속이 이더넷상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콜(PPPoE; 631) 또는 IP(637)를 통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지정하는 접속 타입 부요소(630)를 더 포함한다. 접속 타입이 PPPoE인 경우, PPPoE 부요소(631)는 부요소 서비
스 이름(632), 사용자 이름(633), 패스워드(634), 최대 유휴 시간(635) 및 자동 재접속(636)을 더 포함하는데, 이들 모두
는 WAN 환경 파일에 나타나야 한다. 서비스 이름(632)은 PPPoE 서버의 이름을 표시하는 1-40 문자 스트링을 정의한다.
사용자 이름(633)은 구성될 장치의 사용자 이름을 표시하기 위한 1-64 문자 스트링을 정의하며, 패스워드(634)는 구성될
장치의 패스워드를 표시하기 위한 1-64 문자 스트링을 정의한다. 최대 유휴 시간(635)은 구성될 장치에 대한 최대 유휴
시간을 정의하기 위한 정수이다. 자동 재접속(636)은 구성될 장치가 네트워크에 자동 재접속되는지의 여부를 표시하는 부
울 값이며, 0 또는 1의 값을 갖는다.

  WAN 프로파일(610)은 WAN 접속이 DHCP 접속인지 정적 IP 접속인지를 지정하는 WAN 접속 부요소(640)를 더 포함
한다. WAN 접속이 DHCP 접속인 경우, DHCP 요소(641)는 부요소 호스트 이름(642)을 더 포함한다. 호스트 이름(642)은
DHCP 호스트의 이름을 나타내는 스트링을 정의한다. WAN 접속이 정적 IP 접속인 경우, 정적 IP 요소(643)는 부요소 IP
어드레스(644), IP 서브넷 마스크(645), IP 디폴트 게이트웨이(646)를 더 포함하는데, 이들 모두는 WAN 환경 파일에 나
타나야 한다. IP 어드레스(644)는 구성될 장치의 정적 IP 어드레스를 정의하는데, 이는 타입 IPv4 어드레스이다. IP 서브
넷 마스크(645)는 구성될 장치의 IP 서브넷 마스크를 정의하는데, 이는 타입 IPv4 어드레스이다. IP 디폴트 게이트웨이
(646)는 구성될 장치에 대한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정의하는데, 이는 타입 IPv4 어드레스이다.

  또한, WAN 환경 스키마(600)는 IPv4 어드레스의 인스턴스를 정의하는 IPv4 어드레스 타입을 정의한다.

  WAN 환경 스키마(600)의 예시적인 구현이 본 상세한 설명에 이어지는 부록 C에 포함되어 있다. 부록 C의 스키마에 따
라 생성되는 WAN 환경 파일의 예시적인 인스턴스가 본 상세한 설명에 이어지는 부록 D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도 7은 LAN 네트워크 환경 스키마(700)의 개념을 나타낸다. 스키마(700)는 LAN 구
성 환경을 정의하는 LAN 프로파일 요소(710)를 포함한다. LAN 프로파일 요소(710)는 구성 및 구성의 저자를 식별하기
위한 구성 부요소(720)를 포함한다. 구성(720)은 구성 ID(721), 구성 해시(722), 구성 저자 ID(723) 및 구성 저자(724)를
포함한다. 구성 ID(721)는 구성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36 문자 스트링이며, LAN 환경 파일에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
야 한다. 구성 해시(722)는 LAN 환경 파일의 완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20 디지트 16진수
이다. 구성 저자 ID(723)는 구성의 저자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36 문자 스트링이며, LAN 환경 파일에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한다. 구성 저자(724)는 LAN 환경 파일의 이름을 표시하는 최대 128 길이의 스트링이며, LAN 환경 파일에 한
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한다.

  LAN 프로파일 요소(710)는 LAN 구성 환경의 각각을 정의하기 위한 부요소들을 더 포함한다. 부요소 장치 이름(730)은
네트워크 상의 장치의 이름을 표시하는 1-15 문자 스트링이다. 장치 설명(740)은 장치의 설명을 나타내는 1-50 문자 스
트링이다. 캐슬(750)은 캐슬 타입 서비스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부울 요소이다. 캐슬 서비스는 보안 소규모 네트
워크에 대한 동기화된 계정을 제공한다. 캐슬 이름(760)은 캐슬 네트워크의 이름을 표시하기 위한 1-30 문자 스트링이다.
전술한 부요소들은 LAN 환경 파일에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한다. 더욱이, LAN 프로파일(710)은 LAN이 피어 투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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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작업 그룹 네트워크인지 도메인 계열 네트워크인지를 표시하기 위한 LAN 구성 부요소(770)를 포함한다. 구성이 작
업 그룹에 대한 것인 경우, 작업 그룹 요소(771)는 작업 그룹의 이름을 표시하기 위한 1-15 문자 스트링인 작업 그룹 이름
부요소(772)를 포함한다. 구성이 도메인 계열 네트워크에 대한 것인 경우, 도메인 요소(773)는 LAN에 대한 도메인 이름
을 표시하기 위한 1-15 문자 스트링인 부요소 도메인 이름(774)을 포함한다.

  LAN 환경 스키마(700)의 예시적인 구현이 본 상세한 설명에 이어지는 부록 E에 포함되어 있다. 부록 E의 스키마에 따라
생성되는 LAN 환경 파일의 예시적인 인스턴스가 본 상세한 설명에 이어지는 부록 F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도 8은 광대역 모뎀 환경 스키마(800)의 개념을 나타낸다. 스키마(800)는 광대역 모뎀
환경을 정의하는 WAN 장치 프로파일 요소(810)를 포함한다. WAN 장치 프로파일(810)은 구성 및 구성의 저자를 식별하
기 위한 구성 부요소(820)를 포함한다. 구성(820)은 부요소들 구성 ID(821), 구성 해시(822), 구성 저자 ID(823) 및 구성
저자(824)를 포함한다. 구성 ID(821)는 구성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36 문자 스트링이며, 광대역 환경 파일에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한다. 구성 해시(822)는 광대역 모뎀 환경 파일의 완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20 디지트 16진수이다. 구성 저자 ID(823)는 구성의 저자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36 문자 스트링이며, 광대역 모뎀 환
경 파일에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한다. 구성 저자(824)는 광대역 모뎀 환경 파일의 이름을 표시하는 최대 128 길이의
스트링이며, 광대역 모뎀 환경 파일에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한다.

  WAN 장치 프로파일(810)은 광대역 모뎀 구성 환경의 각각을 정의하기 위한 부요소들을 더 포함한다. 부요소 WAN 접속
(820)은 WAN 접속을 위한 구성을 정의한다. WAN 접속(820)의 적어도 하나의 인스턴스가 광대역 모뎀 환경 파일에 나타
나야 하지만, 무제한의 WAN 접속(820)이 나타날 수도 있다. WAN 접속 요소(820)는 WAN 장치 구성을 정의하기 위한 부
요소들을 포함한다. 부요소 링크 인스턴스 ID(821)는 세션에 대한 고유 ID를 정의하기 위한 32 문자 스트링이며, 광대역
모뎀 환경 파일에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한다. 사용자 이름(822) 및 패스워드(823)는 광대역 ISP를 통해 인터넷에 액
세스하기 위한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를 표시하기 위한 1-64 문자 스트링이다. DHCP(824)는 DHCP가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부울 요소이며, 광대역 모뎀 환경 파일에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한다. IP 어드레스(825)는 모뎀에 할
당된 IP 어드레스를 표시하기 위한 8-32 디지트 16진수이다. 접속 타입(826)은 광대역 네트워크 접속의 타입을 표시하기
위한 스트링이며, PPP, PPPoE, PPPoA, IPoA,EoA, 다이얼 PPP 및 CIP의 값을 가질 수 있다.

  WAN 장치 프로파일(810)은 또한 광대역 링크의 구성을 정의하기 위한 링크 구성 부요소(830)를 포함한다. 링크 구성
(830)은 광대역 모뎀 환경 파일에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하며, 구성을 정의하기 위한 부요소를 포함한다. 부요소 인스
턴스 ID(831)는 링크 세션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32 문자 스트링이다. 링크 변조(832)는 링크의 변조 타입을 나타내
기 위한 스트링이며, VDSL, SDSL, ADSLdmt, ADSLlite, IDSL, HDSL, QPSK, 16QAM, 64QAM, 256QAM, 이더넷, 기
타 또는 POTS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링크 변조(832)는 광대역 모뎀 환경 파일에 적어도 한번 나타나야 하지만 두번보다
많으면 안된다. ATM 캡슐화(833)는 ATM 캡슐화가 LLC인지 VCMUX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스트링이다. 링크 매체 타입
(834)은 링크가 DSL, 케이블, 이더넷 또는 POTS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스트링이다.

  광대역 모뎀 환경 스키마(800)의 예시적인 실시예가 본 상세한 설명에 이어지는 부록 G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도 9는 장치 구성 스키마(900)의 개념을 나타낸다. 스키마(900)는 장치 구성을 정의하
는 장치 프로파일 요소(910)를 포함한다. 장치 프로파일(910)은 구성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36 문자 스트링인 부요소
구성 ID(811)를 포함하며, 장치 구성 파일에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한다. 구성 해시(912)는 장치 구성 파일의 완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20 디지트 16진수이다. 장치 프로파일(910)은 장치 상의 에러 조건을 지정
하는 데 사용되는 선택적 구성 에러 부요소(920)를 더 포함한다. 무제한의 구성 에러(920)가 장치 구성 파일에 나타날 수
있다. 구성 에러(920)는 부요소들 에러 타입(921), 비지원 요소 이름(922) 및 구성 저자 ID(923)를 포함한다. 구성 에러 타
입은 나타나는 에러 타입을 지정하기 위한 스트링이며, 스키마 무효, 드라이브 에러, 비지원 옵션, 무효 해시 및 기타 중 하
나의 값을 갖는다. 구성 에러 타입(921)은 구성 에러(920)가 포함되는 경우 장치 구성 파일에 나타나야 한다. 비지원 요소
이름은 무선, WAN, LAN 또는 장치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 광대역 모뎀 환경 파일의 요소를 지정하기 위한 1-128 문자 스
트링이다. 구성 저자 ID(923)는 구성의 저자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36 문자 스트링이며, 구성 에러(920)가 포함되는
경우 장치 구성 파일에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한다.

  장치 프로파일(910)은 장치를 식별하기 위한 부요소들을 더 포함한다. 부요소 제조자(930)는 장치의 제조자를 표시하는
스트링이며, 장치 구성 파일에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한다. 제조자 URL(931)은 제조자의 웹 사이트 어드레스를 표시
하는 URL이다. 장치 상태(932)는 장치의 현재 상태를 표시하는 스트링이다. 모델 이름(933)은 장치의 모델 이름을 표시하
는 스트링이며, 장치 구성 파일에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한다. 모델 URL(934)은 장치의 모델에 특정된 웹 페이지의 웹
사이트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선택적 URL이다. 이 웹 페이지는 장치를 동작시키기 위한 명령을 포함하거나, 장치를 업데이
트하기 위한 패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일련 번호(935)는 장치의 일련 번호를 표시하는 스트링이며, 장치 구성 파일에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한다. 펌웨어 버젼(936)은 장치 상에 설치되는 펌웨어의 버젼을 나타내는 스트링이며, 장치 구성 파일
에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한다. 프리젠테이션 URL(937)은 장치에 대한 웹 서버를 표시하는 선택적 URL이다. 장치 타
입(938)은 장치의 타입을 나타내는 선택적 스트링이며, PC, 액세스 포인트, 프린터, 전자 픽쳐 프레임, 디지탈 오디오 수신
기, 윈도우 매체 센터 확장기, 개인용 비디오 레코더, 프린터 브리지, 프로젝터, 포켓 PC 등 중 하나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장치가 작업 그룹의 멤버인 경우, 작업 그룹 부요소(940)는 작업 그룹 환경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작업 그룹(940)은
부요소들 장치 이름(941), 작업 그룹 이름(942) 및 장치 설명(943)을 포함한다. 장치 이름은 장치의 이름을 나타내는 1-
15 문자 스트링이다. 작업 그룹 이름은 작업 그룹의 이름을 나타내는 1-15 문자 스트링이다. 장치 설명은 장치의 설명을
지정하는 1-50 문자 스트링이다.

  장치 프로파일(910)은 장치의 IPv4, IPv6 및 MAC 어드레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상태(예를 들어 액티브, 무신호, 인
증, 디스에이블 등), 매체 타입(예를 들어 802.3, 1394, 802.11, USB, 블루투스 등), 접속 속도, 및 DHCP의 인에이블 여부
와 관련된 네트워크 환경을 지정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부요소(950)를 더 포함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950)는
도 10과 관련하여 후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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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프로파일(910)은 장치에 의해 사용되는 무선 인증 프로토콜(예를 들어 개방, 공유, WPA-없음, WPA, WPAPSK,
WPA2, WPA2PSK 등)을 지정하는 WiFi 인증 부요소(955)를 더 포함한다. WiFi 인증(955)은 도 11과 관련하여 후술된다.
장치 프로파일(910)은 또한 장치에 의해 사용되는 무선 암호화 프로토콜(예를 들어 WEP, TKIP, AES 등)을 지정하는
WiFi 암호화 부요소(960)를 포함한다. WiFi 암호화(960)는 도 12와 관련하여 후술된다.

  장치 프로파일(910)은 장치의 기능에 특정하는 무선 환경 프로파일을 더 포함한다. 장치가 무선 클라이언트인 경우, 장치
프로파일(910)은 WiFi 클라이언트 부요소(965)를 포함한다. 이 부요소는 장치의 규정 도메인, 장치의 전송 전력, 및 네트
워크 타입(예를 들어 802.11a/b/g)에 관련한 정보에 관한 것이다. 장치가 무선 기반 장치인 경우, 장치 프로파일(910)은
WiFi 기반 부요소(970)를 포함한다. 이 부요소는 무선 기반의 SSID, 네트워크 타입, 채널 및 신호 강도에 관한 정보에 관
련된다. 장치가 WAP인 경우, 장치 프로파일(910)은 WAP 부요소(975)를 포함한다. 이 부요소는 WAP의 정규 도메인,
MAC 필터, 비컨 인터벌 및 네트워크 타입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다. WiFi 클라이언트(965), WiFi 기반(970) 및 WAP(975)
은 도 13, 14 및 15와 각각 관련하여 후술된다.

  장치 프로파일은 또한 IPv4 어드레스 및 IPv6 어드레스를 각각 나타내기 위한 IPv4 어드레스 타입(980) 및 IPv6 어드레
스 타입(990)을 정의한다.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부요소(950)의 개념을 나타낸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000)는 장치 하나
가 존재하는 경우 그 장치의 IPv4 어드레스를 나타내기 위한 부요소 IPv4 어드레스(1010)를 포함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
스(1000)는 장치의 IPv6 어드레스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 이상의 IPv6 어드레스를 선택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MAC 어드
레스(1030)는 장치의 MAC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8 디지트 16진수이다. 인터페이스 상태(1040)는 네트워크 접속의 상태
를 나타내는 스트링이며, 액티브, 디스에이블, 무매체, 인증, 매체 및 무신호 중 하나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매체 타입
(1050)은 매체 타입을 나타내는 스트링이며, 802.3, 1394, 802.11, USB, 블루투스 등 중 하나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속도
(1060)는 장치의 네트워크 접속의 속도를 나타내는 양의 정수이다. DHCP(1070)는 DHCP가 장치에 대해 인에이블되는지
의 여부를 나타내는 부울 값이다. MAC 어드레스(1030), 인터페이스 상태(1040), 매체 타입(1050), 속도(1060) 및
DHCP(1070)는 장치 구성 파일에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한다.

  도 11은 도 9에 도시된 WiFi 인증 부요소(955)의 개념을 나타낸다. WiFi 인증(1100)은 인증 타입에 대응하는 부요소를
포함한다. 각 부요소는 장치가 대응 인증을 지원하는지를 나타내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질 수 있는 부울 값이다. 이들 부요
소는 개방(1110), 공유(1120), WPA-없음(1130), WPA(1140), WPAPSK(1150), WPA2(1160) 및 WPA2PSK(1170)를
포함한다.

  도 12는 도 9에 도시된 WiFi 암호화 부요소(960)의 개념을 나타낸다. WiFi 암호화(1200)는 암호화 타입에 대응하는 부
요소를 포함한다. 각 부요소는 장치가 대응 암호화 타입을 지원하는지를 나타내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질 수 있는 부울 값이
다. 이들 부요소는 없음(또는 기본)(1210), WEP(1220), TKIP(1230) 및 AES(1240)를 포함한다.

  도 13은 도 9에 도시된 WiFi 클라이언트(965)의 개념을 나타낸다. WiFi 클라이언트(1300)는 장치가 규정에 따르는 국가
의 국가 코드를 나타내는 3 문자 스트링인 규정 도메인 부요소(1310)를 포함한다. 전송 전력(1320)은 장치의 dBm 단위의
전송 전력을 나타내는 -200 내지 -20의 정수이다. 네트워크 타입(1330)은 네트워크의 타입을 나타내는 부요소이며, 장치
가 대응 IEEE 표준을 지원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부울 요소들인 그 자신의 부요소들 802.11a(1340), 802.11b(1350) 및
802.11g(1360)를 포함한다.

  도 14는 도 9에 도시된 WiFi 기반 부요소(970)의 개념을 나타낸다. WiFi 기반(1400)은 무선 네트워크를 표시하기 위한
스트링인 SSID 부요소(1410)를 포함한다. MAC 어드레스(1420)는 장치의 MAC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8 디지트 16진수이
다. 네트워크 타입(1430)은 네트워크의 타입을 나타내는 스트링이며, 802.11a, 802.11b 또는 802.11g의 값을 가질 수 있
다. 채널(1440)은 장치가 동작하고 있는 채널을 나타내는 양의 정수이다. SSID(1410), MAC 어드레스(1420), 네트워크
타입(1430) 및 채널(1440)은 장치 무선 기반 장치인 경우 장치 구성 파일에 한번, 단 한번만 나타나야 한다. WiFi 기반
(1400)은 장치의 dBm 단위의 신호 강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200 내지 -20의 정수인 또 다른 하나의 부요소인 신호
강도(1450)를 선택적으로 포함한다.

  도 15는 도 9에 도시된 WAP 부요소(975)의 개념을 나타낸다. WAP(1500)은 장치가 IEEE 802.11a, 802.11b 및
802.11g 표준을 지원하는지를 각각 나타내는 부울 요소들인 부요소들 802.11a(1510), 802.11b(1520) 및
802.11g(1530)를 포함한다. 규정 도메인(1540)은 장치가 규정에 따르는 국가의 국가 코드를 나타내는 3 문자 스트링이
다. MAC 필터(1550)는 현재 장치와 관련이 허용되는 장치의 MAC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8 디지트 16진수이다. 장치 구성
파일은 무제한의 MAC 필터 요소(1550)의 인스턴스를 포함할 수 있다. 보안 타입(1560)은 무선 비컨에서 사용되는 보안
타입을 나타내는 부요소이다. 보안 타입(1560)은 장치가 기본, WPA 또는 WPA2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를 각각 나
타내는 부울 요소들인 부요소들 기본(1561), WPA(1562) 및 WPA2(1563)를 포함한다. 비컨 인터벌(1570)은 장치가 비
컨 신호를 발하는 밀리초의 인터벌을 나타내는 1과 3600 사이의 정수이다.

  장치 환경 스키마(900)의 예시적인 구현이 본 상세한 설명에 이어지는 부록 H에 포함되어 있다. 부록 H의 스키마에 따라
생성되는 장치 환경 파일의 예시적인 인스턴스가 본 상세한 설명에 이어지는 부록 I에 포함되어 있다.

  네트워크 장치 구성을 위한 개량된 시스템 및 방법이 본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본 발명의 원리가 적
용될 수 있는 많은 가능한 실시예에 비추어 볼 때, 본 명세서에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된 실시예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설명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사상을 벗어나지
않고 그 구조 및 상세가 수정될 수 있음을 당업자들은 이해할 것이다. 본 발명이 소프트웨어 모듈 또는 컴포넌트를 통해 설
명되었지만, 이들은 하드웨어 컴포넌트로 균등하게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들은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명세서
에 설명된 본 발명은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범위 및 그 균등물 내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실시예를 의도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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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에 따르면, XML 스키마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장치들을 네트워크 기능 및 접속을 허용하도록 구성하는 데 사용되
는 확장성 마크업 언어(XML)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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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장치 구성을 위한 확장 마크업 언어(XML) 스키마에 따르는 XML 파일 인스턴스를 저장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이
며,

  상기 스키마는

  네트워크 식별자 요소; 및

  네트워크 암호화 키 요소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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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키마는

  접속 타입 요소;

  인증 타입 요소:

  암호화 타입 요소; 및

  장치 모드 표시자 요소

  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키마는

  네트워크 키가 자동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자동 키 요소;

  장치가 IEEE 802.1x 프로토콜을 지원하는지의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802.1x 요소; 및

  주파수 표시자 요소

  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키마는 상기 스키마의 인스턴스가 유효한 시간을 정의하기 위한 수명 요소(time-to-live
element)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

  광역 네트워크(WAN) 장치 구성을 위한 XML 스키마에 따르는 XML 파일 인스턴스를 저장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이며,

  상기 스키마는

  DNS 인터넷 프로토콜(IP) 어드레스가 자동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DNS 자동 요소;

  매체 액세스 제어(MAC)가 복제되어야 하는지를 표시하기 위한 복제 MAC 어드레스 요소; 및

  MAC 어드레스 요소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스키마는

  DNS IP 어드레스 요소;

  접속 타입 요소; 및

  WAN 타입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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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타입 요소는 이더넷상 점 대 점 프로토콜 부요소(point-to-point(PPP) over Ethernet
subelement) 및 IP 부요소 중 하나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WAN 타입 요소는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DHCP) 부요소 및 정적 IP 부요소 중 하나를 포함하
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9.

  구내 네트워크(LAN) 장치 구성을 위한 XML 스키마에 따르는 XML 파일 인스턴스를 저장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이며,

  상기 스키마는

  장치 이름 요소;

  장치 설명 요소; 및

  LAN 구성 요소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LAN 구성 요소는 작업 그룹 이름 부요소 및 도메인 이름 부요소 중 하나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스키마는 캐슬 요소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2.

  광대역 모뎀 장치 구성을 위한 XML 스키마에 따르는 XML 파일 인스턴스를 저장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이며,

  상기 스키마는

  세션 인스턴스 식별자 요소;

  DHCP가 지원되는지의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DHCP 요소; 및

  광대역 접속의 타입을 표시하기 위한 링크 변조 요소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스키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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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이름 요소; 및

  패스워드 요소

  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스키마는 비동기 전송 모드(ATM) 캡슐화의 타입을 표시하기 위한 ATM 캡슐화 요소를 더 포함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5.

  장치 구성 보고서를 생성하기 위한 XML 스키마에 따르는 XML 파일 인스턴스를 저장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이며,

  상기 스키마는

  제조자 요소;

  모델 이름 요소; 및

  일련 번호 요소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스키마는

  제조자 URL 요소;

  장치 상태 요소; 및

  장치 타입 요소

  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스키마는

  네트워크 환경 요소(network settings element);

  지원되는 무선 인증 프로토콜을 표시하기 위한 무선 인증 요소; 및

  지원되는 무선 암호화 프로토콜을 표시하기 위한 무선 암호화 요소

  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스키마는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를 위한 무선 구성 요소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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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스키마는 무선 기반 장치(wireless infrastructure device)를 위한 무선 구성 요소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스키마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 장치를 위한 무선 구성 요소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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