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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구성 변경 관리 방법,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및 데이터 처리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 특히 소프트웨어 제품(250)이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이션으로 배포되어야 하는 네트워크

에서의 구성 변경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트리(215)로 구성된 참조 모델(220e-220d)의 정의를 제공하는

데, 여기서 각 참조 모델은 이에 대응하는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서브스크라이버)에 대한 (소프트웨어 제품 및/또는 하

드웨어 특징부 및 그들의 요구된 목표 상태와 같은)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각 참조 모델과 연관된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

션의 목표 구성(230)은 부모 참조 모델(parent reference models)의 구성 요소를 상속받음으로써 결정된다. 대응하는 목

표 구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각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상에서 수행될 동작의 리스트(245)는 목표 구성과 대응하는 인벤

토리(245)에 저장된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의 현재 구성을 비교함으로써 결정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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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본 발명은 다수의 목적지 유닛(destination units)을 갖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구성 변경(configuration changes)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이 방법은 루트 참조 모델(root reference model)로부터 시작하여 트리(tree)로 구성된 다수

의 참조 모델을 제공하는 단계와, 각 목적지 유닛을 이 목적지 유닛에 대해서 특정한 구성 정보를 포함하는 참조 모델과 연

관시키는 단계와, 루트 참조 모델로부터 선택된 참조 모델로의 경로 내의 참조 모델들의 구성 정보에 따라서 선택된 참조

모델과 연관된 목적지 유닛에 대한 목표 구성(a target configuration)을 결정하는 단계와, 선택된 참조 모델과 연관된 각

목적지 유닛이 목표 구성에 따라서 갱신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이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제품, 대응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제공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다른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다음의 설명 부분

을 독해함으로써 분명해질 것이며, 바람직한 실시예는 본 발명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 네트워킹 시스템의 기본적인 블록도,

도 2는 네트워킹 시스템 내에 포함된 서버 워크스테이션의 작업 메모리(working memory)의 부분적인 내용의 도면,

도 3a 및 도 3b는 네트워킹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에서의 구성 변경을 관리하는 방법의 흐름도.

도 1은 대기업에 사용되는 WAN(Wide Area Network)와 같은 네트워킹 시스템(100)을 도시한다. 네트워킹 시스템(100)

은 통상적으로 PC(개인용 컴퓨터)로 구성된 다수의 워크스테이션(105)에 의해서 형성된다. 워크스테이션(105)은 라우터/

허브와 같은 대응하는 컨센트레이터(concentrators)(110)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링되고(clustered), 컨센트레이터(110)는

분산된 위치에 설치되며 전화선(115)에 의해서 접속가능하다. 네트워킹 시스템(100)은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쳐를 가지

는데, 여기서 하나 이상의 워크스테이션(105)(일반적으로 강력한 컴퓨터로 구성됨)이 공유 파일 및 디바이스와 같은 네트

워크 리소스를 관리하고, 다른 워크스테이션(105)은 클라이언트로 동작하며 이 클라이언트 상에서 최종 사용자는 서버 리

소스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킨다.

각 워크스테이션(105)은 통신 버스(120)에 병렬로 접속된 여러 유닛을 포함한다. 특히, 중앙 처리 장치(CPU)(125)는 워

크스테이션(105)의 동작을 제어하며, 작업 메모리(130)(통상적으로 DRAM)는 CPU(125)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ROM(135)은 워크스테이션(105)을 시작시키기 위한 기본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다양한 주변 유닛이 각각의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버스(120)에 접속된다. 특히, 벌크 메모리는 하드 디스크(140) 및 CD ROM(150)을 판독하기 위한 드라이버 유닛

(DRV)(145)으로 구성되며, 워크스테이션(105)은 가령 키보드 및 마우스로 구성되는 입력 유닛(IN)(150)과, 가령 모니터

로 구성되는 출력 유닛(OUT)(160)을 더 포함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65)는 워크스테이션(105)을 컨센트

레이터(110)로 접속시키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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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시스템이 회사의 부서 또는 임의의 다른 그룹과 연관되는 경우, 네트워킹 시스템이 상이한 토폴러지를 갖는 경

우, 네트워킹 시스템이 LAN(근거리 네트워크)으로 구성되는 경우, 네트워킹 시스템이 하나 이상의 스위치와 같은 상이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각 워크스테이션이 가령 다중프로세서 아키텍쳐를 갖는 상이한 구조를 갖는 경우에도, 전술한

사항이 적용된다.

도 2는 소프트웨어 배포 서버(a software distribution server)로서 동작하는 워크스테이션의 작업 메모리(130)의 부분적

내용을 도시하는데, 정보(프로그램 및 데이터)는 통상적으로 하드 디스크 상에 저장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이 운영 체제와

다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도시되지 않음)과 함께 동작하고 있을 때 작업 메모리(130) 내부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로딩

된다. 프로그램은 CD-ROM으로부터 서버 워크스테이션의 하드 디스크 상에 초기에 설치된다.

작업 메모리(130)는 서버 워크스테이션의 주변 유닛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입력/출력 인터페이스(I/O)(205)를 포함한

다. 입력/출력 인터페이스(205)는 구성 변경 관리 모듈(CONFIG)(210)과 통신한다.

구성 모듈(210)은 참조 모델의 저장소(MODELS)(215)를 관리하며, 각 참조 모델은 대응하는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에

대해 특정된 구성 정보를 갖는 프로파일을 규정한다. 고려되는 실시예에서, 저장소(215)는 사업 모델(enterprise model)

(220e), 시크러테리 모델(secretary model)(220s), 관리자 모델(220m), 개발자 모델(22Od)을 포함한다. 구성 모듈(215)

은 기업 데이터베이스(225)를 액세스한다.

일반적인 참조 모델은 각각의 구성 요소를 규정하는 하나 이상의 레코드(records)를 포함한다. 각 레코드는 소프트웨어 제

품 또는 하드웨어 특징부와 같은 구성 요소를 식별하는 필드 ELE로 구성된다. 필드 TGT는 구성 요소의 요구된 목표 상태

를 의미하는데, 가령 소프트웨어 제품을 위한 목표 상태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원래 상태로 복구가능한 방식으로 설치, 제

거 또는 설치/제거될 것임을 표시하며, 하드웨어 특징부를 위한 목표 상태는 하드 디스크 크기, CPU 모델 또는 작업 메모

리 용량을 표시한다. 다른 필드 DPD는 구성 요소들 간의 논리 관계를 표시하는 의존도 정보를 포함하는데, 가령 필드 DPD

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동작시키는 필요한 구성 요소(사전 필수 요소), 소프트웨어 제품과 충돌하는 구성 요소(완전 필수 요

소: ex-requisites)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과 함께 소정의 순서로 설치될 구성 요소(공동 필수 요소)를 포함한다.

참조 모델은 이 참조 모델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서브스크라이버:subscribers)과 연관시키는 데 사용되

는 필드 SBS를 더 포함하며, 이러한 연관 단계는 정적으로 및/또는 동적으로 수행된다. 서브스크라이버가 정적으로 규정

될 때, 필드 SBS는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의 리스트만을 포함하고, 반대로 서브스크라이버가 동적으로 규정될 때, 필드

SBS는 기업 데이터 베이스(225) 상에서 동작할 퀴어리(query)를 포함하며 이 퀴어리의 결과는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의 리스트를 제공한다.

참조 모델은 트리로 계층적으로 구성된다. 특히, 사업 모델(220e)은 트리의 루트를 규정하고, 시크러테리 모델(220s) 및

관리자 모델(220m)은 사업 모델(220e)에 의존하며 개발자 모델(220d)은 관리자 모델(220m)에 의존한다. 다음에서 상세

하게 설명되는 바와 같이, 각각의 자녀 참조 모델(child reference model)(220s, 220m, 220d)(각각 자신의 대응하는 부

모 참조 모델(parent reference model)에 의존함)은 루트 참조 모델(220e)에서 자녀 참조 모델까지의 경로 내의 모든 참

조 모델의 구성 정보를 물려받는다. 이러한 상속 메카니즘(inheritance mechanism)은 "~인(is-a)" 의미 형태를 구현하지

않는데, 가령 개발자는 관리자가 아니지만(is not a manager), 관리자 모델(220m)에 속한 모든 구성 요소(서브스크라이버

는 제외)를 개발자 모델(220d)이 상속한다.

기업 데이터베이스(225)는 기업의 조직도를 규정하며 각 종업원에 대한 기록 사항에 의해서 형성되는 관계표(relational

table)로 구성된다. 기록 사항은 종업원의 성명, 전화 번호, 팩스 번호, 전자 메일 주소, 부서, 위치, 관리자, 존재한다면 하

위 직원 등과 같은 종업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필드 INFO로 구성된다. 필드 WS는 가령 자신의 타입, 일련 번호, 위치,

IP 어드레스와 같은 종업원에게 할당된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을 식별한다. 플래그 EX는 종업원에게 할당된 클라이언

트 워크스테이션이 (어서트될(asserted) 때) 퀴어리의 결과로부터 제외될 것임을 표시한다.

구성 모듈(210)은 선택된 참조 모델과 연관된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목표 구성을 표시하는 메모리 구조(230)를

생성한다. 목표 구성(230)은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각 구성 요소는 (각기 구성 요소 및 그의 목표 상태를 표시

하는) 각각의 필드 ELE 및 TGT에 의해서 규정되며, 목표 구성 요소(230)는 선택된 참조 모델과 연관된 클라이언트 워크

스테이션들의 리스트를 포함하며, 각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은 각각의 필드 WS에 의해서 식별된다.

목표 구성(230)은 동기화 엔진(SYNC)(235)으로 공급되며, 상기 엔진은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의 현재의 구성을 저장

하는 인벤토리(inventory)(240)를 액세스한다. 구성 인벤토리(240)는 각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레코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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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레코드는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을 식별하는) 각각의 필드 WS 및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의 하드웨어 특징부

및 그 상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미하는 필드 CURR로 구성된다. 동기화 엔진(235)은 상태 전이표(243)를 더 액세

스한다. 상태 전이표(243)는 룩업 테이블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각 레코드는 필드 STSs 및 STSe에 의해서 형성된 키를

가지며, 필드 STSs 및 STSe는 (하드웨어 특징부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과 같은) 대응하는 범위에 속하는 일반적인 구성

요소의 시작 상태 및 종료 상태를 각기 표시한다. 키 STSs 및 STSe는 시작 상태 STSs에서 종결 상태 STSe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될 동작(가령,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제품을 제거하며, CPU를 갱신하고, 하드 디스크의 크

기를 증가시키는 동작 등)을 표시하는 필드 ACT로 구성된 속성과 연관된다.

동기화 엔진(235)은 목표 구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선택된 참조 모델과 연관된 각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상에서 수행될

동작의 리스트를 규정하는 메모리 구조(245)를 생성한다. 특히, 동작 리스트(245)는 일련의 레코드를 포함하며, 이 각 레

코드는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을 식별하는 필드 WS, 관련된 구성 요소를 식별하는 필드 ELE,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

션 상에서 수행될 대응하는 동작을 표시하는 필드 ACT로 구성된다.

동작 리스트(245)는 디플로이먼트 에이전트(a deployment agent)(DPEL)(250)에 제공되며, 이 디플로이먼트 에이전트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저장소(SW)(255)를 액세스한다. 디플로이먼트 에이전트(250)는 각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에 대해

서 배포 패키지(PCK)(260)를 구축하며, 이 배포 패키지(260)는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상에 설치될 소프트웨어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파일과 동작 리스트(245)의 대응하는 레코드에 표시된 (소프트웨어 제품과 관계된) 동작(가령, 패키

지 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치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 제품을 제거하는 동작)을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인스트럭

션으로 구성된다. 디플로이먼트 에이전트(250)는 구성 인벤토리(240) 내에 저장된 정보의 갱신을 제어한다.

배포 패키지(260)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NET)(265)에 제공되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디플로이먼트 에이전트(250)

에 의해서 스케줄링된 계획에 따라서 상기 패키지를 대응하는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에 전송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는 또한 디플로이먼트 에이전트(250)에 직접적으로 접속되어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으로부터 수신된 메시지를 공급한

다. 동기화 엔진(235) 및 디플로이먼트 에이전트(250)는 구성 모듈(210)과 통신하여 커맨드를 수신하고 대응하는 동작의

결과를 표시하는 리턴 코드(return codes)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및 데이터가 상이한 방식으로 구조화되는 경우, 다른 모듈 또는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트리가 상이한 수의 참조

모델로 구성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참조 모델이 이와 연관된 어떤 서브스크라이버도 없는 더미 모델(dummy models)인

경우, 기업 데이터베이스가 상이한 아키텍쳐를 가지고 다른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이 몇몇 종업원에게 할당되는 경우에도, 전술한 바와 유사하다. 이와 달리, 등가의 구성 정보가 참조 모델 내에 포함되며,

상이한 구성 요소(가령, 애플리케이션 파라미터, 데이터베이스, 오디오 및 비디오 레코딩 또는 임의의 다른 디지털적으로

인코딩된 제품과 같은 요소)가 관리될 수 있고, (가령, 소프트웨어 제품이 단순이 불능 상태로 존재하지만 제거되지 말아야

함을 표시하는) 상이한 목표 상태가 지원되거나, 서브스크라이버는 (가령,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으로 로그인하는 각각

의 사용자와 연관된 프로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상이한 목적지 유닛으로 구성될 수 있다.

도 3a 및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체 소프트웨어 배포 애플리케이션은 구성 모듈로 구성되며, 동기화 엔진 및 디플로

이먼트 에이전트가 서버 워크스테이션 상에서 동작할 때 방법(300)을 수행한다. 방법(300)은 블록(303)에서 시작하며 이

후에 블록(306)으로 진행하며 이 블록에서는 일련의 가능한 선택 사항을 갖는 메뉴가 서버 워크스테이션의 모니터 상에서

시스템 관리자에게 디스플레이된다. 이 방법은 상기 관리자에 의해서 선택된 선택 사항에 대응하는 동작을 실행한다. 특

히, 관리자가 참조 모델 저장소를 편집 기능을 선택하였다면, 블록(309-318)이 수행되고, 만일에 관리자가 새로운 구성을

대응하는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하라는 기능을 선택하였다면, 블록(320-375)가 수행되며, 이와 반대로 관리

자가 소프트웨어 배포 애플리케이션을 나가는 것을 선택하였다면, 방법은 최종 블록(378)에서 종결된다.

블록(309)(편집 기능)에서, 관리자는 (트리를 재구성하기 위해) 선택된 참조 모델을 제거하고 새로운 참조 모델을 트리 내

부로 삽입하거나 참조 모델 갱신을 선택한다. 본 방법은 블록(312)으로 진행하여 여기서 만일에 참조 모델 갱신이 선택되

었다면 관리자는 구성 요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구성 요소를 생성하거나 선택된 구성 요소의 목표 상태를 갱신한다. 블록

(315)으로 진행하며, 여기서 관리자는 가령 항목을 부가, 갱신 또는 제거하기 위한, 선택된 구성 요소의 의존도 정보(사전

필수 요소(pre-requisites), 완전 필수 요소(ex-requisites), 공동 필수 요소(co-requisites))를 편집한다. 블록(318)에서,

관리자는 선택된 참조 모델에 할당된 서브스크라이버를 수정하는데, 특히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의 식별자가 대응하는

리스트로부터 제거되며 새로운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의 식별자가 삽입되거나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의 리스트를 동

적으로 규정하는 퀴어리가 생성되거나 갱신된다. 이어서, 방법은 블록(306)으로 돌아가서 관리자에 의한 새로운 커맨드를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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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320)(디플로이먼트 기능)에서, 관리자는 실행될 참조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한다. 본 방법은 블록(321)으로 진행하고,

여기서 루트 참조 모델의 모든 구성 요소가 (시작 시에 비어 있는) 목표 구성에 부가된다. 이어서 구성 모듈은 블록(324)에

서 선택된 참조 모델에 도달했는지의 여부(그리고 완전하게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만약 그러하다면, 본 방법

은 (다음에서 기술될) 블록(325)으로 진행한다. 만약 선택된 참조 모델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방법은 블록(330)으로 진행

하고 여기서 루트 참조 모델에서 선택된 참조 모델까지의 경로를 따르는 트리를 따라 있는 참조 모델의 새로운 구성 요소

가 고려된다(이 새로운 구성 요소는 루트 참조 모델을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자녀 참조 모델 내의 제 1 구성 요소로부터 시

작함). 만약 목표 구성이 현재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본 방법은 블록(333)으로 진행하고, 여기서 현재의 구성

요소가 목표 구성 요소에 부가되며, 만약에 목표 구성이 현재의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면, 본 방법은 블록(336)으로 진행하

고, 여기서 목표 구성 내의 (이전) 구성 요소의 의존도 정보 및 목표 상태가 현재의 구성 요소의 대응하는 필드로 대체된다.

두 경우 모두, 방법은 블록(324)으로 진행하여, 동일한 참조 모델의 다음 구성 요소 또는 다음 참조 모델의 제 1 구성 요소

를 처리한다.

블록(325)에서, 구성 요소들 간의 모든 논리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 구성이 대응하는 의존도 정보에 따라서 갱신된

다. 가령, 사전 필수 제품 및 공동 필수 제품에 대응하는 구성 요소는 부가되고, 이 구성 요소는 설치 요구 순서를 만족시키

기 위해서 재구성되며, 또한 제거될 완전 필수 제품에 대응하는 구성 요소가 삽입된다.

이어서, 본 방법은 블록(338)으로 진행하는데, 여기서 구성 모듈은 서브스크라이버가 선택된 참조 모델에서 정적으로 규

정되는지 아니면 동적으로 규정되는지를 입증한다. 정적으로 규정되는 경우에, 선택된 참조 모델에 포함된 클라이언트 워

크스테이션의 리스트가 블록(339)에서 목표 구성에 부가되며, 이어서 본 방법은 (다음에 기술될) 블록(342)으로 진행한

다. 이와 반대로, 서브스크라이브가 동적으로 규정되면, 선택된 참조 모델 내에 포함된 대응하는 퀴어리가 블록(345)에서

기업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실행되며 이로써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의 리스트를 추출한다. 배제해야할 클라이언트 워크

스테이션의 리스트는 블록(348)에서 대응하는 플래그에 따라서 새로운 구성 요소의 배치(deployment)로부터 제거된다.

이어서, 본 방법은 블록(342)으로 진행한다.

블록(342)에서, 선택된 참조 모델과 연관된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의 현 구성이 구성 인벤토리(configuration

inventory)로부터 추출된다. 이어서, 동기화 엔진은 블록(351)에서 목표 구성과 이에 대응하는 현 구성을 비교함으로써 각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동작 리스트를 생성한다. 특히, 각 구성 요소(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하드웨어 특징부)의

현 상태가 요구된 목표 상태를 만족시키면, 어떤 동작도 수행되지 않고,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 요소의 현 상태로부터

구성 요소의 목표 상태로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동작이 상태 전이표로부터 추출되어 동작 리스트에 부가된다.

이어서, 본 방법은 블록(354)으로 진행하고, 여기서 디플로이먼트 에이전트는 선택된 참조 모델과 연관된 클라이언트 워

크스테이션의 현 하드웨어 구조가 목표 구성의 하드웨어 사전 필수 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입증한다. 목표 구성의 하드웨

어 사전 필수 요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에 대해서는 이에 대응하는 배포 패키지가 블록(357)에서

구축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디플로이먼트 에이전트가 설치될 각 소프트웨어 제품을 배포 패키지 내부로 삽입

하며 요구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을 부가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 가령 CPU 모델이 설치될 소프트웨어 제품

을 동작시키지 못하거나 하드 디스크 크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 구성의 하드웨어 사전 필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에 대해서는, 에러 상태가 블록(366)에서 입력되는데, 특히 경고 메시지가 관리자에

게 제공되며 목표 구성의 상기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으로의 사용이 중지된다.

두 경우 모두, 본 방법은 블록(372)으로 진행하며, 여기서 만일 존재하다면 패키지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각의 클라이언

트 워크스테이션으로 전송된다. 각 패키지는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상에서 수신되며 이 패키지 내부에 포함된 인스트

럭션이 실행되어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치하거나 제거한다. 리턴 코드 메시지가 각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으로

부터 서버 워크스테이션으로 전송되어 구성 변경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따라서 디플로이먼트 에이전트는 블록(375)에

서 구성 인벤토리를 갱신한다. 이어서, 본 방법은 블록(306)으로 진행하여 관리자에 의한 새로운 커맨드를 대기한다.

다음 표는 각 참조 모델에 속하는 구성 요소의 실례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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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개발자 모델을 실행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개발자 모델과 연관된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을 위한 목표

구성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이로써, 개발자 모델과 연관된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이 그 상에 설치된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 제품 만을 가지고 그

의 작업 메모리 크기가 128MB보다 크다면, 다음과 같은 동작 리스트가 목표 구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될 것이다.

가령 보고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기업 인벤토리가 어느 장소에 저장되어 있으며 퀴어리가 다른 워크스테이션에 의해서 동

작되는 경우와 같은 등가의 방법이 수행되는 경우에도, 전술한 바와 유사하다.

보다 전반적으로, 본 발명은 다수의 목적지 유닛을 갖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의 구성 변경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한

다. 본 방법은 루트 참조 모델에서 시작하는 트리로 구성된 다수의 참조 모델을 제공하는 단계와, 각 목적지 유닛을 이 목

적지 유닛에 대해서 특정인 구성 정보를 포함하는 참조 모델과 연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본 방법은 루트 참조 모델에

서 선택된 참조 모델까지의 경로 내의 참조 모델들의 구성 정보에 따라서 선택된 참조 모델과 연관된 목적지 유닛에 대한

목표 구성을 결정하는 단계와, 선택된 참조 모델과 연관된 각 목적지 유닛이 상기 목표 구성에 따라서 갱신되게 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한다.

본 방법은 각 목적지 유닛의 목표 구성을 지정하는 스케일가능하고 유연성이 있는 방식을 제공한다. 특히, 참조 모델은 각

목적지 유닛이 시스템에서 감당하는 역할에 따라서 각 목적지 유닛이 논리적, 기능적 그룹 내부로 구성되도록 하게 한다.

이로써, 임의의 프로파일 또는 구성적 변경도 대응하는 참조 모델을 간단하게 수정함으로써 관련된 목적지 유닛 상에 자동

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우 큰 수의 목적지 유닛을 갖는 대형 시스템도 각 참조 모델과 연관된 모든 목

적지 유닛을 단일 그룹으로서 처리함으로써 소형 시스템과 같이 관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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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모델의 계층적 구조는 각 목적지 유닛의 목표 구성의 단계적 규정(a step-by-step definition)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목적지 유닛의 모델링을 크게 단순화시키는데, 사실상, 모든 목적지 유닛에 대해서 공통인 구성 요소는 오직 루트 참조 모

델에서만 규정되며, 각 기능적 그룹에 대해서 특정인 구성 요소는 트리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규정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 시스템을 기술하는데 필요한 참조 모델의 수는 크게 감소되며 또한 참조 모델에 대한 각 변경은 그의 자녀 참조 모델

과 연관된 모든 목적지 유닛의 목표 구성에 자동적으로 반영된다.

본 발명에 따르는 방법은 시스템에서 새로운 구성을 사용하는 것을 단순화시킨다. 이로써, 목적지 유닛의 상이한 그룹들에

대한 빈번한 구성 변경을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전술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다른 장점을 제공한다. 예컨대, 루트 참조 모델에서 선택된 참조 모델까지의 경로를

따라 존재하는 대응하는 참조 모델로부터 목표 구성을 결정하기 위해 제안된 알고리즘은 특히 간단하며 효과적이다. 이 방

법은 임의의 참조 모델도 부모 참조 모델의 모든 구성 요소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하며, 이와 동시에 각 참조 모델은 목표 상

태를 무시할 수 있거나 부모 참조 모델에서 규정된 임의의 구성 요소의 설치/제거를 차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가령 부모 참조 모델에서 규정된 구성 요소를 무시 및/또는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이한 방식으로 목

표 구성이 결정될 수 있다.

참조 모델 내에 삽입된 의존도 정보는 올바르지 않는 구성의 규정 및 실행을 방지한다. 또한, (각 목적지 유닛의 현 하드웨

어 구조가 목표 구성의 하드웨어 사전 필수 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각 목적지 유닛의 현 하드웨어 구조

를 입증함으로써, 각 목적지 유닛이 설치될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이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게 하는 레벨에서 존재하는 것

이 보장된다.

목표 구성을 결정하기 위해 의존도 정보가 상이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본 방법이 (목표 구성을 수정하지 않지만은 입

증의 결과가 부정적이다면 에러 상태를 간단하게 입력하면서) 목표 구성과 대응하는 의존도 정보의 양립성을 오직 입증하

는 경우, 의존도 정보가 참조 모델에서는 규정되지 않지만 참조 모델이 실행되어야 할 때마다 구성 모듈에 의해서 액세스

되는 개별 메모리 구조에서는 규정되는 경우, 패키지가 (심지어 에러 상태가 입력된 경우와 같은) 임의의 경우에도 클라이

언트 워크스테이션으로 전송되는 경우에도, 전술한 바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구성 요소 또는 참조 모

델 내의 임의의 하드웨어 특징부를 위해 임의의 의존도 정보를 규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이도 그 자체로 수행될 수 있다.

각 참조 모델과 연관된 서브스크라이버의 동적 규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구성이 실제로 사용될 때에 구성 변경 실행을 받아

야 하는 목적지 유닛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퀴어리의 결과로부터 몇몇 목적지 유닛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서, 상기 목적지 유닛들은 대응하는 참조 모델 내의 서브스크라이버를 규정하는 필드를 수정하지 않으면서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임시적으로 남을 수 있다.

이와 달리, 가령 (특정 라우터에 부착된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과 같은) 목적지 유닛의 그룹을 규정하는 상이한 방식으

로 목적지 유닛이 각 참조 모델과 연관될 수 있으며, 퀴어리의 전체 결과가 (어떤 목적지 유닛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언제

나 사용될 수 있으며, 서브스크라이버는 오직 동적으로 아니면 정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각 목적지 유닛의 현 구성을 저장하는 인벤토리는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상에 존재하는 구성 요소들의 레벨이 충분하

게 추적될 수 있게 한다. 가령, 관리자는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의 서브세트 상에 이미 설치되었고 이제 시스템의 모든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상에 설치될 새로운 소프트웨어 제품을 배포할 위치 또는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의 서브세트

상에 이미 설치된 소프트웨어 제품의 새로운 버전을 배포할 위치를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전술한 방법은 특히 대형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배포 애플리케이션에서 유리하며, 여기서 새로운 구성이 서

버 워크스테이션에서 다수의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으로 자동적으로 배치 사용된다.

상태 전이표가 등가의 메모리 구조에 의해서 대체되는 경우, 동작 리스트가 (가령 동기화 엔진 내부에 포함된 알고리즘으

로) 목표 구성과 각 목적지 유닛의 현 구성을 비교함으로써 상이한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전술한 바와 유사하다. 그

러나, 제안된 방법은 (가령 각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의 현 구성을 표시하는 정보를 서버 워크스테이션에 의해서 동적으

로 수집하는) 임의의 구성 인벤토리 없이도 자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심지어 네트워크 내에서

서로 접속되지 않은 목적지 유닛을 가지며 가령 수동으로 배포되는 CD ROM 상으로 패키지를 복사하는) 상이한 데이터 처

리 시스템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오직 하드웨어 구성만을 제어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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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게는, 본 발명의 방법은 CD ROM 상에 제공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된다.

이와 달리, 프로그램은 플로피 디스크 상에 제공되며 하드 디스크 상으로 사전 로딩되거나 임의의 다른 컴퓨터 판독 가능

한 매체 상에 저장되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로 전송되며 컴퓨터의 작업 메모리 내부로 직접적으로 로딩가능한 임의

의 다른 형태로 보다 전반적으로 제공되거나 브로드캐스팅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가령 반도체 칩 내에

집적된, 서버 워크스테이션 상에 설치된 하드웨어 구조물로도 수행될 수 있다.

지엽적 요구 조건 및 특정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상술된 방법에 다음의 청구 범위에서

규정된 본 발명의 보호 범위 내에 포함되는 수 많은 수정 및 변경 사항을 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목적지 유닛(destination units)을 갖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의 구성 변경(configuration changes)을 관리하는

방법(300)에 있어서,

루트 참조 모델(root reference model)로부터 시작하여 트리(tree)로 구성된 다수의 참조 모델을 제공하는 단계(309-

318)와,

각 목적지 유닛을 대응하는 목적지 유닛에 대해 특정한 구성 정보를 포함하는 참조 모델과 연관시키는 단계

(338,339,345-348)와,

상기 루트 참조 모델에서 선택된 참조 모델까지의 경로 내의 참조 모델들의 구성 정보에 따라서, 상기 선택된 참조 모델과

연관된 목적지 유닛에 대한 목표 구성(a target configuration)을 결정하는 단계(320-336)와,

상기 선택된 참조 모델과 연관된 각 목적지 유닛이 상기 목표 구성에 따라서 갱신되도록 하는 단계(342-375)를 포함하는

구성 변경 관리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구성 정보는 대응하는 구성 요소의 목표 상태를 나타내는 적어도 하나의 레코드(record)를 포함하며,

상기 목표 구성을 결정하는 단계(320-336)는, 상기 경로를 따라 존재하는 참조 모델의 현재 레코드 각각에 대해서,

상기 목표 구성이 상기 현재 레코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전 레코드를 포함하는지를 입증하는 단계(330)와,

상기 입증 결과가 부정적이면 상기 현재 레코드를 상기 목표 구성에 부가하는 단계(333)와, 상기 입증 결과가 긍정적이면

상기 이전 레코드의 목표 상태를 상기 현재 레코드의 목표 상태로 대체시키는 단계(336)를 포함하는

구성 변경 관리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구성 요소 간의 논리 관계를 표시하는 의존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315)를 더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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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응하는 구성 요소의 의존도 정보에 따라 상기 목표 구성이 또한 결정되는(325)

구성 변경 관리 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구성 정보는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사전 필수 요건의 표시 사항을 포함하며,

상기 방법은

상기 선택된 참조 모델과 연관된 각 목적지 유닛의 현재 하드웨어 구조가 상기 목표 구성의 각 하드웨어 사전 필수 요건을

만족시키는지의 여부를 입증하는 단계(351-360)를 더 포함하는

구성 변경 관리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참조 모델과 연관된 목적지 유닛의 리스트를 동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메모리 구조물 상에서 퀴어리(query)를

실행시키는 단계(345)를 더 포함하는

구성 변경 관리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구조물 내의 대응하는 플래그(flag)가 어서트(assert)되면 상기 리스트로부터 각 목적지 유닛을 배제시키는

단계(348)를 더 포함하는

구성 변경 관리 방법.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각 목적지 유닛의 현재 구성의 표시 사항을 저장하는 인벤토리(inventory)를 제공하는 단계(342)와,

상기 목표 구성과 상기 대응하는 현재 구성 간의 비교 결과에 따라서 상기 선택된 참조 모델과 연관된 각 목적지 유닛 상에

서 상기 목표 구성에 도달하기 위한 동작 리스트를 결정하는 단계(351)를 포함하는

구성 변경 관리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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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구성 정보는 설치되거나 제거될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인코딩된 제품의 표시 사항을 포함하며,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서버 워크스테이션과 각각이 적어도 하나의 목적지 유닛과 연관된 다수의 클라이언트 워크스

테이션을 갖는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상기 방법은, 상기 선택된 참조 모델과 연관된 각 목적지 유닛에 대해서,

설치될 목표 구성의 각 제품 및 상기 동작 리스트를 자동적으로 실행시키는 인스트럭션을 포함하는 패키지를 상기 서버 워

크스테이션의 제어 하에서 구축하는 단계(357)와,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기 목적지 유닛과 연관된 상기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으로 상기 패키지를 배포하는 단계

(372)와,

상기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상에서 실행되는 동작에 따라서 상기 인벤토리를 갱신하는 단계(375)를 포함하는

구성 변경 관리 방법.

청구항 9.

컴퓨터에서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210,235,250)을 구비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15).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에 있어서,

다수의 목적지 유닛(105)과,

루트 참조 모델로부터 시작하여 트리(tree)로 구성된 다수의 참조 모델을 제공하는 수단(205-215)과,

각 목적지 유닛을 대응하는 목적지 유닛에 대해 특정된 구성 정보를 포함하는 참조 모델과 연관시키는 수단

(210,215,225,230)과,

상기 루트 참조 모델로부터 선택된 참조 모델까지의 경로 내의 참조 모델들의 구성 정보에 따라서, 상기 선택된 참조 모델

과 연관된 목적지 유닛에 대한 목표 구성(a target configuration)을 결정하는 수단(230-245)과,

상기 선택된 참조 모델과 연관된 각 목적지 유닛이 상기 목표 구성에 따라서 갱신되도록 하는 수단(245-265)을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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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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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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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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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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