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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네트워크 내의 장치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프로그램

요약

네트워크 내의 장치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네트워크 내의 적어도 하나의 장치에 대해 장

치 관리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제1 타입의 커맨드가 수신되며, 상기 수신된 커맨드는 네트워크 내의 복수의 장치들 중 적

어도 하나로 지향될 수 있다. 제1 맵핑으로부터, 수신된 커맨드가 지향되는 장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의 결정이 이루어진

다. 제2 맵핑으로부터, 수신된 제1 타입의 커맨드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제2 타입의 커맨드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여기

서 맵핑은 수신된 제1 타입의 커맨드 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연관된 제2 타입의 커맨드 내의 적어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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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라미터에 맵핑하는 것을 나타낸다. 결정된 제2 타입의 커맨드는 파라미터로서 상기 제2 맵핑시 나타낸 제1 타입의 커

맨드로부터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포함하도록 생성되고, 생성된 제2 타입의 커맨드는 결정된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전송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맵핑, 네트워크 어드레스, 파라미터, 커맨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특징들이 구현되는 컴퓨팅 환경을 나타낸다.

도 2는 본 발명의 구현에 따른 데이터 사전의 컴포넌트를 나타낸다.

도 3은 본 발명의 구현에 따라 타겟 장치명을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연관시키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나타낸다.

도 4, 5 및 7은 본 발명의 구현에 따라 장치 독립형 커맨드를 하나 이상의 장치 지정(device specific) 커맨드로 맵핑

(mapping)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도 6은 본 발명의 구현에 따라 장치 독립형 커맨드를 장치 지정 커맨드로 맵핑하기 위한 로직을 나타낸다.

도 8은 도 1의 네트워크 환경 내의 컴퓨팅 컴포넌트의 아키텍쳐를 나타낸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300 : 컴퓨터 아키텍쳐

302 : 프로세서

304 : 메모리

306 : 저장 장치

308 : 네트워크 카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네트워크 내의 장치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CIM(Common Information Model)은 서로 다른 판매자로부터의 장치들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환경 - 네트워크는 동질적

인 장치 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장치도 포함할 수 있음 - 에서 관리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산업 표준 사양이다. CIM

스키마(schema)는, 관리 프로그램이 호출되어 네트워크 내의 장치들에 대해 정보를 얻고 관리 동작을 실행하는, 방법 및

오브젝트들을 포함하는, 클래스 세트를 규정한다. CIM 환경에서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치의 각 판매자는 CIM

클래스들을 구현하는 장치 지정 API 세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특정 장치에 대해 정의된 CIM API의 기능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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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장치 지정 API에 대해, 산업 표준 CIM 모델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방법 또는 CIM API를 맵핑하는 프로그램

모듈인, CIM 프로바이더(provider)를 제공한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CIM API" 용어는 CIM 관리 스키마 내에 정의되는 동

작을 실행하도록 호출되는 임의의 방법, 인터페이스 또는 기능을 나타낸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기술분야에서는, 장치들을 CIM 네트워크 환경에 참여시키고 관리와 연관된 요구를 CIM API로서 발행하는 관리 어플

리케이션과 인터페이스하도록 하기 위한 CIM API를 구현하기 위해 장치 지정 API를 제공하는 CIM 프로바이더를 개발하

는 개선된 기술을 장치 판매자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네트워크 내의 장치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네트워크 내의 적어도 하나의 장치에 대해

장치 관리 동작을 실행하는 제1 타입의 커맨드가 수신되며, 수신된 커맨드는 네트워크 내의 복수의 장치들 중 적어도 하나

로 지향될 수 있다. 제1 맵핑으로부터, 수신된 커맨드가 지향되는 장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결정된다. 제2 맵핑으로부

터, 수신된 제1 타입의 커맨드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제2 타입의 커맨드가 결정되며, 상기 맵핑은 수신된 제1 타입의 커

맨드 내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연관된 제2 타입의 커맨드 내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로 맵핑하는 것을

나타낸다. 결정된 제2 타입의 커맨드는 파라미터로서, 제2 맵핑에 나타낸 제1 타입의 커맨드로부터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

미터를 포함하도록 생성되고 생성된 제2 타입의 커맨드는 결정된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송신된다.

다른 구현에서, 제1 타입의 커맨드는 장치 독립형 커맨드를 포함하고, 제2 타입의 커맨드는 장치 의존형 커맨드를 포함한

다.

또 다른 구현에서, 장치 독립형 커맨드는, CIM과 같이, 네트워크 환경의 동질적이지 않는 장치들을 관리하기 위한 오브젝

트 지향 관리 스키마의 일부분인 커맨드를 포함한다.

또한, 송신된 장치 지정 커맨드에 연관된 출력이 수신되며, 송신된 장치 지정 커맨드는 이전에 실행된 커맨드를 포함한다.

제2 맵핑이, 이전에 실행된 커맨드에 후속하는 수신된 장치 독립형 커맨드와 연관된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를 나타내는지

에 대해 결정된다.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는, 제2 맵핑이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를 나타내면, 결정된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생성된다.

또 다른 구현에서,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는,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에 대한 수신 출력의 맵핑을

제2 맵핑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생성된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 내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는 이전

에 실행된 커맨드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로 맵핑하는 수신 출력을 포함한다.

설명된 구현들은, 장치 독립형 커맨드와 같은, 제1 포맷형의 커맨드를, 장치 의존형 커맨드와 같은, 제2 포맷형의 하나 이

상의 커맨드로 변형(translating)하여 제2 포맷형의 커맨드가 실행될 장치로 송신되는 기술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유사한 도면 번호가 본원에 걸쳐 대응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도면을 참조한다.

다음의 설명에서, 설명의 일부분을 이루고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을 나타내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한다. 본 발명의 범주

를 벗어나지 않고 다른 실시예들이 사용될 수 있고 구조적 변경 및 동작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특징들이 구현되는 컴퓨팅 아키텍쳐를 나타낸다. 다수의 호스트 시스템(2a, 2b, ... 2n), CIMOM(CIM

Object Manager)(4), CIM 프로바이더(6a, 6b) 및 관리되는 장치(8a, 8b, 8c)들이 네트워크(10)를 통해 통신한다. 각 호

스트(2a, 2b, ..., 2n)는, 관리되는 장치(8a, 8b, 8c)에 대해 관리 동작을 실행하는 CIM API로 구성되는 CIM 관리 요구를

생성하고 통신하기 위해 CIM 어플리케이션(10a, 10b, ..., 10n)을 포함한다. CIMOM(4)은 CIM 어플리케이션(10a,

10b, ..., 10n)으로부터 CIM 요구를 수신하고 그들을, 요구가 지향되는, 관리되는 장치(8a, 8b, 8c)와 연관된 CIM 프로바

이더(6a, 6b)에 전달한다. 관리되는 장치(8a, 8b, 8c) 각각은, 장치(8a, 8b, ..., 8n)에 대해 관리와 연관된 동작을 실행하

고, 정보, 구성 등을 검색하는, 장치 지정 API(12a, 12b, ..., 12n)을 구현한다. CIM 프로바이더(6a, 6b)는, 타겟으로 관리

되는 장치(8a, 8b, ..., 8n)에 CIM 커맨드를 구현할 수 있는 장치 지정 API(12a, 12b, ..., 12n)로 CIM 메시지 내의 CIM 커

맨드를 맵핑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 사전(14a, 14b)을 포함한다. CIM 모델에 대한 추가의 상세한 설명은, "C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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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버젼2.2(1999년 7월 14일), "Understanding the Application Management Model", 버젼1.0(1998년 5

월 17일), 및 "CIM : Core Model", 버젼2.4(2000년 8월 30일)을 포함하는, DMTF(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로부터의 간행물에 설명되어 있으며, 이러한 간행물들은 그 전체가 참조를 위해 본원에 포함된다.

네트워크(10)는, LAN(Local Area Network), SAN(Storage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인터넷, 무선

네트워크 등과 같이, 본 기술분야에 알려진 임의의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네트워크(10)는 버스 인터페

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호스트(2a, 2b, ..., 2n)는, 워크스테이션, 데스크톱 컴퓨터, 서버, 랩탑, 메인프레임, 텔레포니 장치

(telephony device), 포켓용 컴퓨터 등과 같이, CIM 어플리케이션(10a, 10b, ...,10n)을 가동할 수 있는 임의의 유형의 컴

퓨팅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CIMOM(4)은 호스트(2a, 2b, ...,2n)와 별개의 시스템에 구현될 수 있다. CIM 프로바이더(6a,

6b, ..., 6n)는 CIMOM으로부터 분리된 시스템 상에서 가동되거나 또는 관리되는 장치(8a, 8b, 8c) 내에서 가동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CIM 프로바이더(6a, 6b, ...,6n)는 하나 이상의 관리되는 장치(8a, 8b, ..., 8n)에 대해 CIM 메시지를 관리할

수 있다. 관리되는 장치(8a, 8b, ..., 8n)는 저장 장치, 저장 매체, 저장 매체 라이브러리, 파이버 채널, 스위치, 패브릭

(fabric),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이, 개별적인 CIM 프로바이더가 제공될 수 있는, 본 기술분야에 알려진 임의의 물리적 또는

논리적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네트워크 내에는 임의의 개수의 호스트, CIMOM, CIM 프로바이더, 및 관리되는 장치 및 그

들 사이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고 본 발명의 구현은 도 1에 나타낸 컴포넌트의 배치 및 구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CIM 어플리케이션(10a, 10b, ..., 10n)은, "Specification for CIM Operations Over HTTP"(저작권, 2003년 1월 6일자,

DMTF) 간행물에 설명된 것과 같이, 본 기술분야에 알려진 방식으로 하나 이상의 CIM API를 포함하는 CIM 메시지를 생

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CIM 메시지는 CIM API를 포함하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파일을 포함할 수 있

다. CIM 메시지에 포함되는 CIM API는, CIM API 커맨드가 지향되는 관리되는 장치(8a, 8b, ..., 8n)의 타겟 장치명 또는

다른 식별자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도 2는 장치 맵핑(30) 및 CIM API 맵핑(32)의 2개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것과 같은, 데이터 사전(14a, 14b)의 구현을 나타

낸다. 장치 맵핑(30)은, CIM 프로바이더(6a, 6b)가 CIM API를 변형하는, 관리되는 장치(8a, 8b) 각각에 대한 엔트리를 포

함할 수 있다. 도 3은, CIM 메시지 내에 나타낸 장치와 연관된, 관리되는 장치(8a, 8b, 8c)의 네트워크 어드레스(44) 및

CIM 메시지 내의 파라미터로서 포함될 수 있는 관리되는 장치(8a, 8b, 8c)의 식별자 또는 장치명(42)을 포함하는, 장치 맵

핑(30) 내의 장치 맵핑 엔트리(40)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의 일례를 나타낸다. CIM 프로바이더(6a, 6b)는 장치 맵핑(30)을

사용하여 CIM 메시지가 지향되는, 타겟으로 관리되는 장치(8a, 8b, 8c)의 네트워크 어드레스(44)를 결정한다.

CIM API 맵핑(32)은 장치 API(12a, 12b, 12c)에 의해 구현되는 각 CIM API에 대한 엔트리를 제공한다. 맵핑(32) 내의 각

엔트리는 CIM API를 구현하는 하나 이상의 장치 API에 대한 CIM API의 맵핑을 제공한다. 도 4는 하나 이상의 파라미터

(52a, 52b, ..., 52n)를 갖는 CIM API(50)가 장치 파라미터(62a, 62b, 62c, ..., 62n)를 갖는 단일 장치 지정 API(60)로 맵

핑되는 CIM API 맵핑(32)의 엔트리를 나타낸다. 맵핑은 CIM API(50)의 하나 이상의 파라미터(52a, 52b, ..., 52n)가 장치

API(60) 내의 파라미터 필드(62a, 62b, ..., 62n)로 맵핑되는 방법을 더 나타낸다. CIM API(50) 및 장치 API(60)는 서로 다

른 개수의 파라미터들을 가질 수 있고, (하나 이상의) 임의의 개수의 CIM API 파라미터(52a, 52b, ..., 52n)가 장치 API 파

라미터(62a, 62b, ..., 62n)로 맵핑될 수 있다. 모든 CIM API(50) 파라미터들이 장치 API(60) 파라미터로 맵핑되지 않고,

특별히, CIM API(50) 파라미터는 장치 API 파라미터(60)의 모두보다 작은 파라미터로 맵핑될 수 있다. 즉, 장치 API 파라

미터에 대한 CIM의 맵핑에는 (다수-대-다수의) 임의의 맵핑이 존재할 수 있다.

엔트리의 장치 API(60) 부분은, CIM 메시지를 개시하는 CIM 어플리케이션(10a, 10b, ..., 10n)으로 출력을 리턴하기 전에

출력을 변환하기 위해, 관리되는 장치(8a, 8b, ..., 8c) 상에서 장치 API(60)를 실행함으로써 리턴되는 임의의 출력 데이터

에 대해 필터링 또는 다른 후처리 동작을 수행하는 하나 이상의 기능을 나타내거나 또는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는 후처리

커맨드 필드(64)를 더 포함한다. 필드(64)에 지정된 동작을 실행함으로써 개시되는 후처리 동작은 본 기술분야에 알려진

데이터의 후처리 또는 필터링의 임의의 유형을 실행하거나 또는 데이터의 포맷을 변경할 수 있다.

CIM API 맵핑(32) 내의 엔트리는, CIM API를 구현하도록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장치 지정 API의 어레이로의 맵핑으로서

CIM API를 더 식별할 수 있다. 도 5는 다수의 장치 API(100, 120, 140)의 장치 API 어레이(90)로 맵핑하는 파라미터들

(82a, 82b, ..., 82n)을 갖는 CIM API(80)의 맵핑의 일례를 나타낸다. 장치 API 어레이(90)는, 제1 장치 API에 후속하여,

하나의 실행된 장치 API의 출력이 실행될 어레이 내의 후속 장치 API에 대한 입력을 제공하도록, 장치 API의 시퀀스를 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시퀀스는, 이용가능한 저장 장치, 매체, 논리 장치 등의 정보와 같이, 하나의 장치 API가 다른 장치

API로부터의 출력을 필요로 할 경우 사용된다. 예를 들면, CIM API(80) 및 파라미터(82a, 82b, ..., 82n)는 제1 장치 API

(100) 및 입력 파라미터(102a, 102b, ..., 102n)로 맵핑한다. 장치 API 어레이(90)는, 제1 장치 API(100)를 실행하는 임의

의 출력(110) 파라미터(112a, ..112n)가 제2 장치 API(120)의 입력 파라미터(122a, 122b)로 맵핑하는 방법을 더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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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사하게, 제2 장치 API(120)를 실행하는 임의의 출력(130) 파라미터(132a, ...132n)는 추가 장치 API(140)의 하나

이상의 입력 파라미터(142a, ...142n)로 맵핑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련의 장치 지정 API들은 대응하는 CIM API(80)를

구현하도록 실행된다.

장치 API 어레이(90)에 나타낸 장치 API(100, 120, 140)는, 장치 API(140)가 장치 API 어레이(90) 내의 마지막인 경우,

어레이(90) 내의 다음 장치 API의 입력 파라미터들로 출력 데이터를 보내거나 또는 CIM 어플리케이션(10a, 10b, ..., 10n)

으로 다시 보내기 전에 출력 데이터의 후처리를 실행할지 여부를 후처리 필드(104, 124, 144)에 나타낼 수 있다(또는 나타

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제어가 어레이(90) 내의 임의의 추가 장치 API로 진행하거나 또는 제어가 종료될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행된 커맨드로부터의 출력을 후처리 동작이 체크할 수 있다. 장치 어레이 맵핑이 실행될 경우, 임의의 개

수의 CIM 파라미터들이 어레이(90) 내의 제1 장치 API(100) 내의 임의의 개수의 장치 API 파라미터(102a, 102b, ...,

102n)로 맵핑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CIM 파라미터들이 장치 API 파라미터들로 맵핑될 필요가 없고, 그 역도 또한 같다.

또한, 후처리가 되든 안되든, 하나의 장치 API로부터의 하나 이상의 임의의 개수의 출력 파라미터들은 실행될 어레이(90)

내의 후속 장치 API의 하나 이상의 임의의 개수의 입력 파라미터들로 맵핑될 수 있다. 도 5에서, 제2 또는 추가 장치 API

(120, 140)에 대해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은 이전에 실행된 장치 API의 출력으로부터 나온다. 추가의 구현에서, 이전에 실

행된 임의의 장치 API로부터의 임의의 입력 또는 출력 파라미터들 또는 CIM 파라미터(82a, 82b, ..., 82n)는 어레이 내의

임의의 장치 API의 입력 파라미터들로 맵핑될 수 있다.

CIM 프로바이더를 코딩할 경우, 장치 판매자는, CIM API를 구현하는 하나 이상의 장치 API로 CIM API를 맵핑하기 위해

CIM API 맵핑(32)에 엔트리를 추가한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네트워크 내의 특정 장치를 CIM 메시지 내에 포함되는 식별

자 또는 장치명과 연관시키기 위하여 namesopace 맵핑(30)을 대중화시키는 프로그램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도 6은, CIM 어플리케이션(10a, 10b, ..., 10n)으로부터 수신 CIM 프로바이더(6a, 6b)로 CIMOM(4)에 의해 라우팅되는

CIM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 사전(14a, 14b)를 사용하는 CIM 프로바이더(6a, 6b) 코드로 구현된 로직을 나타낸

다. 설명한 바와 같이, CIM 메시지는, 장치명과 같이, 타겟으로 관리되는 장치(8a, 8b, ..., 8n)의 식별자 및 API에 대한 다

양한 파라미터가 CIM API에 후속하는, 본 기술분야에서 알려진 CIM 메시지를 따르게 할 수 있다. 수신 CIM 프로바이더

(6a, 6b)와 연관된 관리되는 장치(8a, 8b)로 향하는 CIM 메시지를 (블럭 200에서) 수신한 경우, CIM 프로바이더(6a, 6b)

는, 수신된 CIM 메시지 내에 포함된 타겟 장치의 장치명(42) 또는 다른 식별자와 연관된 네트워크 어드레스(44)(도 3)를

결정하기 위해 장치 맵핑(30)을 (블럭 202에서) 처리한다. CIM 메시지는 처리할 하나 이상의 CIM API를 포함할 수 있다.

도 6의 로직은 메시지 내의 각 CIM API에 대해 실행될 것이다. CIM 프로바이더(6a, 6b)는, 그의 CIM API 및 파라미터들

이 수신 CIM 메시지 내의 CIM API 및 파라미터들과 일치하는 엔트리를 결정하기 위해 CIM API(32) 맵핑을 (블럭 204에

서) 스캔한다. (블럭 206에서) 일치하는 엔트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메시지는, 요구된 CIM API가 지원되지 않는 CIM 메시

지를 개시하는 CIM 프로바이더(10a, 10b, ..., 10n)로 리턴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 4 및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CIM

API 맵핑(32)의 엔트리가 발견된다면, CIM 프로바이더(6a, 6b)는 일치하는 엔트리 내의 장치 API를 포함하는 장치 API를

(블럭 210에서) 생성하고, 엔트리 내의 정보에 따라, CIM API로부터의 파라미터를 엔트리 내의 장치 API의 파라미터로 맵

핑한다. 그 후, CIM 프로바이더(6a, 6b)는, 결정된 네트워크 어드레스(44)로 생성된 장치 API를 (블럭 212에서) 관리되는

장치(8a, 8b, ..., 8c)에 송신한다.

하나의 장치 API(80)로의 CIM API(50)의 일대일 맵핑이 존재하는 경우(도 4), 하나 이상의 CIM API(50) 파라미터(52a,

52b, ..., 52n)는 하나 이상의 장치 API(60) 파라미터(62a, 62b, ..., 62n)로 맵핑한다. 하나의 CIM API(80)가 엔트리 내의

장치 API 어레이(90)의 복수개의 장치 API(100, 120, 140)로 맵핑하는 경우(도 5), 하나 이상의 CIM API(80) 파라미터

(82a, 82b, ..., 82n)는 어레이(90) 내의 제1 장치 API(100)의 하나 이상의 장치 API(100) 파라미터(110a, 110b, ...,

110n)로 맵핑한다.

CIM API 맵핑(32) 내의 결정된 엔트리에 대해 후처리 필드(64, 104)에 규정된 호출이 (블럭 216에서) 존재하면, 송신된

장치 API를 처리하는 것에 응답하여 관리되는 장치(8a, 8b, 8c)로부터 하나 이상의 출력 파라미터들을 (블럭 214에서) 수

신할 때, CIM 프로바이더(6a, 6b)는, 하나 이상의 출력 파라미터를 변환된 출력으로 처리 및 변환하기 위해 수신된 출력

파라미터들에 대해 규정된 호출을 (블럭 218에서) 실행한다. 출력 파라미터가 (블럭 216의 분기 어디로부터도) 변환되지

않거나 또는 (블럭 218에서) 변환된 이후, 출력 파라미터가 다음 장치 API의 입력 파라미터로 맵핑될지 여부에 대해 (블럭

220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도 4의 경우와 같이, CIM API(50)를 구현하기 위해 단지 하나의 장치 API(60)가 제공되거

나 또는 도 5의 경우와 같이, 장치 API 어레이(90) 내의 최종 장치 API(140)의 실행에 응답하여 출력이 리턴되면, 엔트리

에 대해 처리할 후속 장치 API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어레이(90) 내의 방금 실행된 장치 API(100, 120)에 후속하는

장치 API 어레이(90) 내의 하나 이상의 장치 API(120, 140)가 존재하면, 출력 파라미터(또는 변환된 출력 파라미터)가 후

속 장치 API의 입력 파라미터로 맵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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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 220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수신된 출력 파라미터가 후속 장치 API로 맵핑되지 않으면, CIM 프로바이더(6a, 6b)는,

후처리되거나 또는 후처리되지 않을 수 있는, 수신된 출력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CIM 응답을 (블럭 222에서) 생성하고,

CIM 응답을 개시 CIM 어플리케이션(10a, 10b, ..., 10n)으로 리턴한다. 이전에 실행된 장치 API 파라미터의 수신 출력

(110, 130)이 후속 장치 API(120, 140)로 맵핑되면, CIM 프로바이더(6a, 6b)는, 장치 API 어레이(90) 내의 다음 장치

API(120, 140)를 포함하는 장치 API를 (블럭 224에서) 생성하고, 어레이(90)에 나타낸 맵핑에 따라, 하나 이상의 수신 출

력 파라미터(112a, ..., 112n, 또는 132a, ..., 132n)를 장치 API 어레이(90) 내에서 처리될 후속 장치 API(120, 140)의 하

나 이상의 입력 파라미터(122a, 122b, ..., 122n 또는 142a, 142b, ..., 142n)로 맵핑한다.

상술한 구현에서, CIM 요구는 단일 타겟 장치로 지향된다. 추가의 구현에서, CIM 어플리케이션(10a, 10b, ..., 10n)은 CIM

요구를 복수의 타겟 장치로 지향시킨다. 소정의 구현에서, CIM 어플리케이션(10a, 10b, ..., 10n)은 요구에 특정 장치 식별

자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복수의 타겟 장치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장치 맵핑(30)은 CIM 요구 내의 타겟 장치 식

별자의 부재를, 요구를 수신하는 CIM 프로바이더(6a, 6b)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타겟 장치(8a, 8b, 8c)로 맵핑한다. CIM

프로바이더는, 요구가 지향되는 복수의 타겟 장치(8a, 8b, 8c) 각각에 대해 도 6의 블럭 210 내지 224에서의 단계들을 실

행한다.

상술한 구현에서, 후처리 동작은 후속 장치 API(120, 140)로의 입력으로 제공되거나 또는 CIM 응답으로 리턴되는 출력으

로 제공되는 출력 파라미터를 처리한다. 추가의 구현에서, 후처리는, 출력에 기초하여, 장치 API 어레이(90) 내의 하나 이

상의 후속 장치 API를 실행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장치 API 어레이(90) 내의 장치 API(100, 120)로부터의 출력을

처리하는 것과 같이, 추가의 동작을 실행할 수 있다. 도 6은

"StorageConfigurationService.CreateOrModifyElementFromStoragePool()"

로 불리우는, 타겟 저장 장치 내의 볼륨(volume)을 생성하기 위한 CIM API(250)의 맵핑을 나타낸다.

이러한 CIM API(250)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들을 가진다:

ElementType : 예를 들면 볼륨과 같이, 구성될 저장 요소의 유형을 나타냄

Goal : RAID 레벨 등과 같이, 볼륨 구성의 유형을 나타냄

Size : 생성될 볼륨의 크기

InPool : 볼륨을 생성하는 저장 풀

TheElement : 볼륨을 리턴하는데 사용됨

Path : 볼륨을 생성하는 타겟 장치의 식별자

도 7은 CIM API(250)의 파라미터(252a, 252b, 262c, 252d, 252e, 및 252)를 타겟 장치의 가용한 공간을 결정하는 "볼륨

공간 리스트(list volumespace)"이라고 명명되는 장치 API(260)의 입력 파라미터(262a, 262)로 맵핑하는 방법을 도시한

다. 장치 API(260)은 처리할 다수의 장치 API(260, 280)를 포함하는 장치 API 어레이(264) 내에 포함된다. CIM API

(250)의 InPool 파라미터(252d)는 제1 장치 API(260), "list volumespace"의 파라미터(262)를 리스트(list)하여, 볼륨 공

간으로 맵핑한다. 장치 API(260) "list volumespace" 는 가용한 저장 공간과 관련된 장치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장치 API

(260)의 후처리 커맨드(266)는 "list volumnspace" 장치 API에 응답하여 리턴된 가용 저장 공간에 기초하여 요구된 볼륨

을 생성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특정 후처리 동작(266)은 "list volumespace" API(260)에 의해 제공된

가용 저장 공간을 볼륨의 요구 사이즈와 비교하여 CIM API(250)의 사이즈 파라미터(252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생성한다.

충분한 저장 공간이 있으면, 후처리 동작(266)은 볼륨을 생성하기 위해 후속 장치 API(280)"볼륨 생성(creat volume)"을

호출하여 타겟으로 관리되는 장치(8a, 8b, 8c) 내에서 실행한다. 충분한 가용 저장 공간이 없으면, 후처리 동작(266)은

CIM 요구에 대한 에러 응답을 보낸다. 장치 API(280)"creat volume"은 입력으로서, 하나 이상의 타겟 저장 장치에서 볼륨

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제공하는 장치 API(280)의 입력 파라미터(282a, 282b, 및 282d)로 맵핑되는 CIM 요

구(250)의 특정 파라미터(252b, 252c 및, 252d)를 수신한다. 장치 API(280) "create volume"의 출력(290)은 볼륨 생성

동작이 성공이었는지 또는 실패였는지를 표시할 것이며, 이러한 표시는 초기 CIM API 요구(250)에 대한 CIM 응답의 일부

로서 리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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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구현들은 CIM 프로바이더 내에서 맵핑을 구현하기 위한 아키텍쳐를 제공한다. 여기에 기재된 아키텍쳐의 개발자

는 장치 판매자(device vendor)가 데이터 사전 및 CIM API 맵핑(32)을 대중화시키도록 하는 각종 방법들을 포함하는

CIM 프로바이더 개발 툴을 장치 판매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장치 판매지는 연관 장치에 대하여 이전에 생성된

CIM API 맵핑(32)으로부터의 엔트리를 수정, 추가 또는 삭제함으로써 CIM API 맵핑(32)을 재사용할 것이다. 일단 맵핑이

제공되면, CIM 프로바이더는 자동적으로 CIM 런타임 환경의 CIM API 맵핑(32)시 지정되는 맵핑을 구현할 것이다. 또한,

장치 맵핑(30)은 CIM 프로바이더가 네트워크 관리자에 의해서 또는, 이러한 CIM 프로바이더에 의해 관리되는 CIM 프로

바이더(6a, 6b)를 갖는 새로운 관리되는 장치 레지스터로서 자동적으로, 네트워크(10)에서 구현되는 경우에 수정될 수 있

다.

부가적인 구현의 상세한 설명

커맨드 맵핑에 대한 상기 기술은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드웨어, 또는 임의의 그 조합을 생성하기 위해 표준 프로그래밍 및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사용하는 제조물, 제조 장치, 또는 제조 방법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된 용어 "제조물"

이란 용어는 하드웨어 로직(예를 들면, 집적 회로 칩, PGA(Programmable Gate Array),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등)에서 구현되는 로직이나 코드, 또는 자기 저장 매체(예를 들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플로피 디스

크, 테이프 등), 광 저장 장치(CD-ROM, 광디스크 등), 휘발성 및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예를 들면, EEPROM, ROM,

PROM, RAM, DRAM, SRAM 펌웨어, 프로그램 가능한 로직 등) 등의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를 나타낸다. 컴퓨터 판독가

능한 매체의 코드는 프로세서 복합에 의해 액세스되고 실행된다. 바람직한 실시예가 구현되는 코드는 전송 매체를 통해 또

는 파일 서버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더 액세스될 수 있다. 이 경우, 코드가 구현되는 제조물은 네트워크 전송 회선, 무선

전송 매체, 공간을 통한 신호 전파, 무선파, 적외선 신호 등과 같은 전송 매체를 포함한다. 따라서, "제조물"은 코드가 구체

화되는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제조물"은 코드가 구체화되고, 처리되고, 실행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컴포넌

트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물론, 당업자들은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구성에 많은 변경을 행할 수 있으며,

제조물은 공지되어 있는 임의의 정보 저장 매체를 포함할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상술한 구현은 CIM API를 장치 지정 API에 맵핑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다른 구현에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맵핑 기술은,

지정된 장치에 구속되지 않는 장치 독립형 API가 특별한 장치 상에서 실행하도록 장치 지정 API로 변형될 필요가 있는 임

의의 환경에 적용될 것이다.

상술한 구현은 CIM 등의 장치 독립형 포맷의 커맨드를 타겟 장치 상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장치 의존형 포맷의 커맨드로 맵

핑하는 것을 제공한다. 다른 구현에서, 맵핑이 제공되는 제1 및 제2 타입의 커맨드는 장치 독립형 커맨드 타입 및 장치 의

존형 커맨드 타입 이외의 커맨드 타입을 포함할 수 있다.

상술한 구현에서, CIM API 및 파라미터는 장치 API 및 파라미터의 엔트리로 맵핑되었다. 다른 구현에서는, CIM API 맵핑

(32)의 엔트리는 CIM API 파라미터에 대한 임의의 값의 범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CIM API는 수신된 CIM API 파라미터

값이 엔트리에서 지정된 CIM API 파라미터 값의 범위 내에 있으면 엔트리 내의 대응하는 장치 API로 단지 맵핑함으로써,

CIM API로 하여금 수신된 CIM API의 파라미터 값에 따라 상이한 파라미터 값을 갖는 동일한 장치 API 또는 상이한 장치

API로 맵핑가능하게 한다.

상술한 구현에서, 장치 맵핑(30)은 각 엔트리(40)가 식별자(44)와 연관된 장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44)에 대한 장치명

(42) 또는 장치 식별자의 연관성을 제공했던 엔트리를 갖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또한, CIM API 맵핑(32)은 각 엔트리가 하

나 이상의 장치 지정 API로 CIM API의 맵핑을 제공하는 엔트리들을 갖는 것으로서 기재되었다. 대안의 구현에서, 장치명

(30) 및 CIM API(32) 맵핑은 각각의 특정 맵핑 및 연관성에 대한 엔트리를 갖는 것 이외의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맵핑 및 연관성 정보는 별도의 파일 또는 데이터 구조에 포함될 수 있다.

도 3, 4, 5, 및 7은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갖는 장치 식별자 또는 장치명 및 장치 지정 API를 갖는 CIM API를 연관시키는

정보의 배열을 도시하고 있다. 당업자들은 도 3, 4, 및 5에 대해 기재된 정보가 도 3, 4, 및 5에 대해 기재된 정보의 포맷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많은 다른 포맷들 내에서 조직화되고 저장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추가의 정보

에는 메타데이터가 제공될 수도 있다.

도 6의 도시된 로직은 특정 순서로 발생하는 특정 이벤트를 나타낸다. 대안의 구현에서, 특정 동작들은 다른 순서로 수행

되고, 변경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기재된 로직에 대해 단계들이 부가되고, 계속해서 상술된 구현에 따를 것이

다. 또한, 이하에 기재된 동작들은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임의의 동작들은 병렬로 처리될 수 있다. 또한, 동작들

은 단일 프로세싱 유닛에 의해 또는 분산 프로세싱 유닛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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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된 구현에서, 후처리 동작은 하나 이상의 후속 장치 API의 입력에 대한 출력을 제공하기 전에 실행된 장치 API 로부터

수신된 출력을 변경했거나, 장치 어레이의 후속 장치 API를 계속 처리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하나의 장치 API의 출

력 상에서 체크 동작을 수행했다. 후처리 커맨드는 CIM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CIM 요구를 구현하는 것과 관련된 부가의

체킹 또는 프로세싱 등의 부가적인 동작 타입을 수행할 수 있다.

도 8은 호스트(2a, 2b...2n), 관리되는 장치(8a, 8b...8n), 및 도 1에 도시된 CIMOM(4) 및 CIM 프로바이더(6a, 6b)를 포

함하는 임의의 다른 시스템과 같은 네트워크 컴포넌트의 컴퓨터 아키텍쳐(300)에 대한 하나의 구현을 도시한다. 아키텍쳐

(300)는 프로세서(302)(예를 들면,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304)(예를 들면, 휘발성 메모리 장치), 및 저장 장치(306)

(예를 들면,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광디스크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이브 등과 같은 불휘발성 저장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저장 장치(306)는 내부 저장 장치 또는 부착형 또는 네트워크 액세스 가능한 저장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저장 장치(306)

의 프로그램은 공지된 방식으로 메모리(304)로 로딩되어 프로세서(302)에 의해 실행된다. 이 아키텍쳐는 네트워크와 통신

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카드(308)를 더 포함한다. 입력 장치(310)는 프로세서(302)에 대한 사용자 입력을 제공하는데

사용되고, 키보드, 마우스, 펜 스타일러스, 마이크로폰, 터치 감지형 표시 스크린, 또는 공지되어 있는 임의의 다른 활성화

또는 입력 메카니즘을 포함할 수 있다. 출력 장치(312)는 프로세서(302), 또는 표시 모니터, 프린터 저장 장치 등과 같은

다른 컴포넌트로부터 전송된 정보를 렌더링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각종 구현에 대한 상기 설명은 예시 및 설명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을 개시되어 있는 상세한 형태로 제한하거

나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의도되지 않는다. 상기 교시의 관점에서 많은 변경 및 변화가 가능하다. 본 발명의 범위는 이 상세

한 설명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이하에 첨부된 청구항들에 의해 제한되도록 의도된다. 상기 명세서, 예 및 데이터는 제조의

완전한 설명 및 발명의 구성의 이용을 제공한다. 발명의 정신 및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발명의 많은 실시예들이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은 이하에 첨부된 청구항들에 속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네트워크 내의 장치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 내의 장치를 관리하기 위한 제조물에 있어서,

상기 제조물에 의해 동작들이 수행되며,

상기 동작들은,

제1 타입의 커맨드를 수신하여 네트워크의 적어도 하나의 장치에 대하여 장치 관리 동작을 수행하는 동작 - 상기 수신된

커맨드는 네트워크 내의 복수의 장치중 적어도 하나로 지향될 수 있음 - ;

상기 수신된 커맨드가 지향되는 장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제1 맵핑(mapping)으로부터 결정하는 동작;

상기 수신된 제1 타입의 커맨드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제2 타입의 커맨드를 제2 맵핑으로부터 결정하는 동작 - 상기 맵

핑은 상기 수신된 제1 타입의 커맨드 내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상기 연관된 제2 타입의 커맨드 내의 적어

도 하나의 파라미터로 맵핑하는 것을 나타냄 - ;

상기 제2 맵핑시 지정된 상기 제1 타입의 커맨드로부터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파라미터로서 포함하도록 상기 결정

된 제2 타입의 커맨드를 발생하는 동작; 및

상기 발생된 제2 타입의 커맨드를 상기 결정된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전송하는 동작

을 포함하는 제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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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네트워크 내의 장치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장치; 및

동작들을 수행하기 위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을 포함하며,

상기 동작들은,

(i) 제1 타입의 커맨드를 수신하여 네트워크의 적어도 하나의 장치에 대하여 장치 관리 동작을 수행하는 동작 - 상기 수신

된 커맨드는 네트워크 내의 복수의 장치 중 적어도 하나로 지향될 수 있음 - ;

(ii) 상기 수신된 커맨드가 지향되는 장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제1 맵핑으로부터 결정하는 동작;

(iii) 상기 수신된 제1 타입의 커맨드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제2 타입의 커맨드를 제2 맵핑으로부터 결정하는 동작 - 상

기 맵핑은 상기 수신된 제1 타입의 커맨드 내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상기 연관된 제2 타입의 커맨드 내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로 맵핑하는 것을 나타냄 - ;

(iv) 상기 제2 맵핑시 지정된 상기 제1 타입의 커맨드로부터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파라미터로서 포함하도록 상기

결정된 제2 타입의 커맨드를 발생하는 동작; 및

(v) 상기 발생된 제2 타입의 커맨드를 상기 결정된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전송하는 동작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타입의 커맨드는 장치 독립형 커맨드(device independent command)를 포함하고, 상기 제2 타입의 커맨드는

장치 의존형 커맨드(device dependent command)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 독립형 커맨드는 네트워크 환경의 동질적이지 않은(non-homogeneous) 장치를 관리하기 위한 객체 지향형 관

리 스키마(schema)의 일부인 커맨드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스키마는 CIM(Common Information Model)을 포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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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후처리 동작이 상기 결정된 장치 지정 커맨드(device specific command)와 연관되는 지를 결정하는 동작;

상기 발생된 장치 지정 커맨드의 실행에 응답하여 리턴된 출력에 대해 상기 후처리 동작을 수행하여, 이러한 후처리 동작

이 연관되면 변환된 출력을 생성하는 동작; 및

상기 변환된 출력을 상기 수신된 장치 지정 커맨드의 초기화기(initiator)에 리턴하는 동작

을 더 수행하기 위해 실행되는 시스템.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송신된 장치 지정 커맨드에 연관된 출력을 수신하는 동작 - 상기 송신된 장치 지정 커맨드는 이전에 실행된 커맨드를

포함함 - ;

상기 제2 맵핑이 상기 이전에 실행된 커맨드에 후속하는 상기 수신된 장치 독립형 커맨드와 연관된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

를 나타내는지를 결정하는 동작; 및

상기 제2 맵핑이 상기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를 나타내면 상기 결정된 네트워크 어드레스에 대한 상기 추가 장치 지정 커

맨드를 생성하는 동작

을 더 수행하기 위해 실행되는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제2 맵핑이 상기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를 나타내면 상기 발생된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를 상기 결정된 네트워크 어

드레스로 송신하는 동작; 및

상기 제2 맵핑이, 상기 이전에 실행된 커맨드 - 그 실행에 의해 상기 수신된 출력이 생성됨 - 에 후속하는 하나의 추가 장

치 지정 커맨드를 나타내지 않으면 상기 수신된 장치 독립형 커맨드의 초기화기에 출력을 리턴하는 동작

을 더 수행하기 위해 실행되는 시스템.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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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를 실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이전에 실행된 커맨드와 연관된 출력을 처리하는 동작 - 상기 제

2 맵핑이 상기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를 나타내는 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를 발생하는 단계는,

출력의 처리에 응답하여 상기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를 실행하도록 결정되는 경우에만 수행됨 -

을 더 수행하기 위해 실행되는 시스템.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를 발생하는 동작은,

상기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에 대한 상기 수신된 출력의 맵핑을 상기 제2 맵핑으로부터 결정하

는 동작 - 상기 발생된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 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는 상기 이전에 실행된 커맨드의 적어

도 하나의 파라미터에 맵핑하는 상기 수신된 출력을 포함함 -

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은 출력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상기 제2 맵핑은 상기 출력 파라미터들 중 적어도 하나가 상기 추가 장치 지정 커

맨드의 파라미터들 중 적어도 하나에 맵핑함을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맵핑은 상기 발생된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에 맵핑하는 상기 수신된 출력에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를 더 나타내는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된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에 맵핑할 수 있는 상기 수신된 출력에 포함되지 않는 데이

터는 상기 수신된 장치 독립형 커맨드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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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그램은,

후처리 동작이 상기 이전에 실행된 커맨드와 연관되는지를 결정하는 동작; 및

이러한 후처리 동작이 연관되면 변환된 출력을 생성하기 위해 상기 이전에 실행된 커맨드의 실행에 응답하여 리턴되는 출

력에 대해 상기 후처리 동작을 수행하는 동작 - 출력을 포함하는 상기 발생된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의 적어도 하나의 파

라미터는 변환된 출력을 포함함 -

을 더 수행하기 위해 실행되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맵핑은 하나의 장치 독립형 커맨드를 다른 장치 지정 커맨드에 맵핑할 수 있고, 상기 수신된 장치 독립형 커맨드

의 파라미터의 값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연관된 장치 의존형 커맨드를 결정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맵핑으로부터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결정하는 동작은 상기 수신된 커맨드가 지향되는 복수의 네트워크 어드

레스를 결정하는 동작을 포함하며, 상기 발생된 제2 타입의 커맨드를 전송하는 동작은 상기 발생된 커맨드를 상기 결정된

복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에 전송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네트워크 장치와 통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포함하며, 상기 프로그램은 추가의 시스템 내에

서 구현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수신된 커맨드가 지향되는 상기 네트워크 장치 내에서 구현되는 시스템.

청구항 19.

네트워크 내의 장치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제1 타입의 커맨드를 수신하여 네트워크의 적어도 하나의 장치에 대하여 장치 관리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 - 상기 수신된

커맨드는 네트워크 내의 복수의 장치 중 적어도 하나로 지향될 수 있음 - ;

상기 수신된 커맨드가 지향되는 장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제1 맵핑으로부터 결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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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된 제1 타입의 커맨드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제2 타입의 커맨드를 제2 맵핑으로부터 결정하는 단계 - 상기 맵

핑은 상기 수신된 제1 타입의 커맨드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상기 연관된 제2 타입의 커맨드의 적어도 하

나의 파라미터로 맵핑하는 것을 나타냄 - ;

상기 제2 맵핑시 지정된 상기 제1 타입의 커맨드로부터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파라미터로서 포함하도록 상기 결정

된 제2 타입의 커맨드를 발생하는 동작; 및

상기 발생된 제2 타입의 커맨드를 상기 결정된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타입의 커맨드는 장치 독립형 커맨드를 포함하고, 상기 제2 타입의 커맨드는 장치 의존형 커맨드를 포함하는 방

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된 장치 지정 커맨드에 연관된 출력을 수신하는 단계 - 상기 송신된 장치 지정 커맨드는 이전에 실행된 커맨드를

포함함 - ;

상기 제2 맵핑이, 상기 이전에 실행된 커맨드에 후속하는 상기 수신된 장치 독립형 커맨드와 연관된 추가 장치 지정 커맨

드를 나타내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맵핑이 상기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를 나타내면 상기 결정된 네트워크 어드레스에 대한 상기 추가 장치 지정 커

맨드를 발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를 발생하는 단계는,

상기 제2 맵핑으로부터 상기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에 대한 상기 수신된 출력의 맵핑을 결정하

는 단계 - 상기 발생된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는 상기 이전에 실행된 커맨드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에 맵핑하는 상기 수신된 출력을 포함함 -

을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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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출력은 출력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상기 제2 맵핑은 상기 출력 파라미터들 중 적어도 하나가 상기 추가 장치 지정 커

맨드의 파라미터들 중 적어도 하나에 맵핑함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맵핑은 상기 발생된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에 맵핑하는 상기 수신된 출력에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를 더 나타내는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된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에 맵핑할 수 있는 상기 수신된 출력에 포함되지 않는 데이

터는 상기 수신된 장치 독립형 커맨드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2항에 있어서,

후처리 동작이 상기 이전에 실행된 커맨드와 연관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이러한 후처리 동작이 연관되면 변환된 출력을 생성하기 위해 상기 이전에 실행된 커맨드의 실행에 응답하여 리턴되는 출

력에 대해 상기 후처리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 - 출력을 포함하는 상기 발생된 추가 장치 지정 커맨드의 적어도 하나의 파

라미터는 변환된 출력을 포함함 -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맵핑은 하나의 장치 독립형 커맨드를 다른 장치 지정 커맨드에 맵핑할 수 있고, 상기 수신된 장치 독립형 커맨드

의 파라미터의 값이 상기 적어도 하나의 연관된 장치 의존형 커맨드를 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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