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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을 이용한 서버간의 부하 분산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되는 패킷에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을 부착하고 상기 세션 레이블 정보만을 이용하

여 서버를 결정함으로써 서버간의 부하를 분산시키는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을 이용한 서버간의 부하 분산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수신된 패킷에 대하여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 부착 여부 검사, 세션 정보 파악 및 패킷의 헤더에 세

션 레이블을 부착하는 패킷분석부; 상기 검사결과 세션 레이블이 부착되지 않은 패킷의 세션에 대하여 부하 분산을 고려하

여 상기 세션을 서비스하기 위한 서버를 할당하는 부하분산처리부; 상기 검사결과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패킷에 대하여 상

기 세션 레이블 정보만을 이용하여 스위칭을 수행하는 세션레이블스위칭부; 클라이언트로부터 요구된 세션의 정보 및 상

태를 유지 관리하는 세션관리부; 및 세션 레이블을 할당하고 사용하지 않는 세션 레이블을 회수하여 관리하는 세션레이블

관리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부하분산처리시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패킷에 대해서는 복잡한 패킷 분석 과정을

배제함으로서 부하분산장치의 처리과정이 단순화되고 성능이 개선되며, 부하분산에 따른 프로세싱 오버헤더를 줄일 수 있

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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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클라이언트, 인터넷망, 서버, MPLS, 세션, 레이블, 부하분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부하 분산장치가 적용되는 서비스망 구조의 예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하 분산 장치의 기능 블록 구성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부하 분산 장치의 세션 테이블의 구성 예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세션 레이블 기반의 부하 분산 장치의 레이블 스위칭 구조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레이블 스위칭 테이블의 구성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하 분산 처리과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부하 분산 처리과정에서의 양방향 세션 레이블 값의 할당을 나타낸 예시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로 MPLS 레이블을 적용한 경우의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이 인캡슐레이션된

패킷 구조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1 : 클라이언트 102 : 인터넷 망

103 ; 부하분산장치 105 : 서버

210 : 패킷분석부 220 : 부하분산처리부

230 : 세션레이블스위칭부 240 : 세션관리부

250 : 세션레이블관리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부하 분산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다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인터넷 망을 통해 다수의 서버로 전송

되는 패킷에 대하여 상기 서버의 전단에서 상기 패킷의 헤더에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Load Balancing Session Label, 이

하 LBSL 이라 칭함)을 부착하고 상기 세션 레이블 정보를 이용하여 접속할 서버를 결정함으로써 서버로의 부하를 분산시

키는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을 이용한 서버간의 부하 분산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e-commerce) 등이 보편화됨에 따라 다수의 웹 서버(web

server)들이 클러스터링 형태의 팜(farm)으로 구성되고 상기 다수의 웹 서버팜의 전단에는 일반적으로 부하 분산장치가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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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들의 서비스 및 컨텐츠 요구를 분산하기 위하여 서버의 전단에 위치하는 부하 분산장치는 다수의 클라이언트로

부터 수신된 패킷들의 정보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부하분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다수의 서버들에게

골고루 분산시키되, 세션의 연속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종래의 부하 분산장치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된 모든 패킷에 대하여 2계층에서부터 7계층까지의 정보를 분

석하여 IP 주소 정보, TCP/UDP 포트번호, http 정보, 쿠키(cookie) 정보 등 세션 정보를 분석하고, 새로운 세션이 생성된

경우에는 서버 부하분산 알고리즘에 의해 서버를 할당한 후 이를 세션 관리 테이블에 저장한다. 즉, 매 패킷에 대해 세션

정보 분석 및 세션 관리 테이블 검색에 의해 어느 서버로 보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부하 분산장치의 동작은 매 패킷에 대해 2계층에서부터 7계층까지의 헤더 정보를 비교 분석해야

하는 상당히 복잡한 소프트웨어적인 부가 프로세싱을 요구하기 때문에 성능 저하의 요인이 된다.

또한, 부하 분산장치의 다른 중요한 기능은 가상 IP 주소와 서버의 실제 IP 주소와의 변경기능이다. 즉, 클라이언트들은 서

버 접속시에 실제 서버의 IP 주소를 이용하여 접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 분산장치의 가상 IP 주소 정보를 이용하기 때

문에, 부하 분산장치는 클라이언트와 실제 서버간의 모든 패킷 교환 시에 중간에 실제 서버의 IP 주소를 상기 부하 분산장

치의 가상 IP 주소 정보로 교체해 주는 주소 변경과정을 처리한다. 이는 실제 서버의 IP 주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해킹으로부터 서버를 보호할 수 있고, 실제 서버 팜(farm)의 구성정보 변경이 가입자들에게 무관해지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부하 분산장치는 모든 패킷을 중간에 가로채서 목적지 혹은 소스측 IP 주소 정보를 실제 서버 IP 주

소에서 상기 부하 분산장치의 가상 IP 주소 정보로 변경해 주어야 하는 추가적인 과정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미국특허 US 6,587,866 B1 (명칭:Method for Distributing Packets to Server Nodes Using Network Client

Affinity and Packet Distribution Table)에는 서버 팜(farm)에서 패킷들을 서버들로 분배하는 부하 분산방법이 개시되어

있고, 미국특허 US 6,601,084 B1 (명칭: Dynamic Load Balancer for Multiple Network Servers)에는 다수개로 구성되

는 서버 팜의 앞단에 위치하는 부하분산 시스템에서 패킷들을 서버로 분배함에 있어서, 각 서버의 부하 상태를 모니터링하

여 가장 부하가 작은 서버에 패킷들을 분해하게 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그러나, 상기한 선행특허들은 상기한 종

래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부하 분산을 위해 요구되는 매 패킷의 헤더 정보 해석에 따른 프로세싱 오버헤더를 줄이지는

못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부하 분산장치를 통해 클라이언트들이 서버들에 접속

되는 과정에서, 일단 세션 분석이 끝난 패킷에 대해서는 그 패킷의 헤더에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LBSL)을 부착하고 부하

분산장치가 상기 세션의 레이블 정보만을 이용하여 접속 서버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부하 분산장치가 매 패킷마다 복잡한

패킷 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상 IP 주소와 실제 서버 IP 정보간의 변경기능을 배제함으로써 부하 분산시스템의 처리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순화하여 성능을 개선하고, 세션 레이블 정보를 이용하여 서버의 과부하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세션

연결 수락제어를 하는 서버간의 부하 분산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인터넷 망을 통해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다수의 서버에 접속되고 상기 다수의 서버

의 전단에 위치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분석하여 서버간에 분산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

(LBSL)을 이용한 서버간의 부하 분산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패킷에 대하여 세션 레이블의 부착 여부를 검사하고 상기 패킷의 헤더 정보를 분석하여 세션 정보 파악하며, 필요

시 상기 수신된 패킷의 헤더에 세션 레이블을 부착하는 패킷분석부; 상기 검사결과 세션 레이블이 부착되지 않은 패킷의

세션에 대하여 부하 분산을 고려하여 상기 해당 세션을 서비스하기 위한 서버를 할당하는 부하분산처리부; 상기 검사결과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패킷에 대하여 상기한 패킷 분석 또는 서버 할당 과정 없이 상기 세션 레이블 정보만을 이용하여 하

드웨어적인 스위칭을 수행하는 세션레이블스위칭부; 클라이언트로부터 요구된 세션의 관련 정보 및 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세션관리부; 및 세션 레이블을 할당하고 사용하지 않는 세션 레이블을 회수하여 관리하는 세션레이블관리부; 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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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인터넷 망을 통해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다수의 서버에 접속되고, 상기 다수의

서버의 전단에 위치한 부하분산장치가 상기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분석하여 상기 서버간에 분산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

하 분산 세션 레이블(LBSL)을 이용한 서버간의 부하 분산 방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부하분산장치를 통해 서비스를 요구하면, 상기 부하분산장치가 상기 서비스에 따른 패킷의 헤더를 분석하여

새로운 세션을 인식하고 상기 세션에 대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측(C2S) 세션 레이블을 할당하는 제1단계; 상기 부하분산

장치가 상기 새로운 세션에 대해 부하분산을 고려하여 상기 세션을 서비스할 서버를 할당하고 상기 수신된 패킷에 상기 할

당된 C2S 세션 레이블을 부착하여 상기 서버로 전달하는 제2단계; 상기 C2S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패킷을 수신한 서버가

상기 수신된 세션 레이블 값을 참조하여 반대 방향 세션 레이블인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측(S2C) 세션 레이블을 자동으로

할당하는 제3단계; 상기 서버가 상기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요구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 패킷에 상기 할당된 S2C 세션 레

이블을 부착하여 상기 부하분산장치로 전달하는 제4단계;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S2C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패킷을 수신

한 부하분산장치는 세션 레이블 값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로 레이블 스위칭하는 제5단계; 상기 S2C 세션 레이블이 부착

된 패킷을 수신한 클라이언트는 상기 수신된 세션 레이블 값을 참조하여 반대 방향의 C2S 세션 레이블을 자동으로 할당하

는 제6단계; 상기 클라이언트가 서버측으로 패킷을 송신할 때 상기 할당된 C2S 세션 레이블을 부착하여 부하분산장치로

송신하는 제7단계; 및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C2S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패킷을 수신한 상기 부하분산장치가 상기

패킷을 목적지 서버로 레이블 스위칭하는 제8단계; 를 포함하여,

상기 부하분산장치가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패킷에 대해서는 세션 레이블 정보만을 이용하여 접속할 서버를 결정함을 특

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부하 분산 장치가 적용되는 서비스망 구조의 예시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이 적용

되는 서버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망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수의 클라이언트(101)는 인터넷 망(102)을 통해

서버 팜(farm)(105)에 접속되는데 상기 서버들(105)의 앞단에 본 발명에 따른 부하 분산 장치(103)가 위치하여 상기 클라

이언트들(101)의 요구를 분석하여 상기 서버들(105)간에 분산시킨다. 도면부호 104는 웹/미디어 서버 클러스트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하 분산장치의 기능 블록 구성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하 분산 장치(200)는 크게 패킷분석부(210), 부하분산처리부(220), 세션레이블스위칭부(230), 세션관리부(240), 세션

레이블관리부(25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상기 부하 분산 장치(200)는 서버 또는 IP 네트워크(201)와 부하 분산 세

션 레이블(Load Balancing Session Label, 이하 LBSL이라 함)이 부착된 패킷 또는 일반적인 IP 패킷들을 교환한다. 여기

서 상기 LBSL은 일반적인 멀티 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 MPLS)의 구조를 적용한 것으

로서, 부하 분산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세션 레이블이다.

상기 패킷분석부(210)는 수신 패킷에 대해 세션 레이블의 부착 여부를 검사하는 세션 레이블 검사기능부(212), 세션 정보

추출을 위한 상기 패킷의 3계층에서 7계층까지의 헤더 정보를 분석하는 패킷 내용 분석기능부(211), 필요시에 상기 할당

된 세션 레이블을 부착하는 세션 레이블 부착 기능부(213)로 구성된다. 상기 세션 레이블 검사 기능부(212)는 수신된 패킷

에 세션 레이블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붙어 있는 경우에는 세션 레이블 스위칭부(230)로 상기 패킷을 보낸다. 상기 세

션 레이블이 붙어 있지 않은 패킷은 새로운 세션 패킷이므로 세션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패킷내용 분석 기능부(211)로 넘

어간다. 상기 패킷 내용 분석 기능부(211)는 상기 패킷의 3계층에서 7계층까지의 헤더 정보의 분석을 통해 세션 정보를 분

석하여, 세션관리부(240)가 관리하는 세션 테이블(242)의 내용과 비교한다. 그 비교결과 새로운 세션인 경우에는 서비스

서버를 할당하기 위해 부하분산처리부(220)로 보낸다. 만약 기존 세션인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측이 세션 레이블 기능을 지

원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세션 테이블(242)을 참조하여 해당 서버로 보낸다. 상기 세션 레이블 부착 기능부(213)는 클라이

언트에서 서버측으로 또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측으로 전달할 패킷이 세션 레이블을 부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부하분산처리부(220)는 새로운 세션에 대해 부하분산을 고려하여 서버를 할당한다. 부하분산 알고리즘 기능부(222)는 라

운드 로빈 방식이나, 최소 연결 서버, 가중치를 고려한 서버 분배 혹은 서버로부터의 응답 시간을 고려하는 등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부하분산 서버를 결정한다. 이 때 각 서버의 형상이나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서버 형상/상태 관리 기

능부(221)는 실시간 서버 상태 모니터링 및 구성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서비스 수락제어 기능부(223)는 새로운 세션

으로 인해 기존의 서비스 중인 세션들의 서비스 품질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요구를 수락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거절하게 한다. 서비스 수락 제어 기능은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기존의 세션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고, 새로운 세션 요구

나 세션 레이블이 부착되지 않은 패킷에 대해서만 수행함으로써 수락제어로 인한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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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레이블 스위칭부(230)는 세션 레이블을 부착하고 수신된 패킷에 대해 별도의 패킷 분석 과정이나 서버 할당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드웨어 적인 스위칭을 고속으로 처리하는 모듈이다. 세션 레이블 기반 스위칭부(231)는 레이블 스위

칭 테이블(232)을 참조하여 레이블 스위칭을 수행하며, 레이블 기반 부하 분산 장치의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이다.

세션관리부(240)는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한 세션의 정보와 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모듈로서, 세션관리기능부(241)는 세션

의 시작, 종료 및 중단 등을 인지하여 관련 정보를 세션 테이블(242)에 추가, 삭제 및 변경하는 기능을 처리한다. 상기 세션

테이블(242)은 상기 패킷분석부(210)나 상기 부하분산처리부(220)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참조한다.

세션레이블관리부(250)는 세션 레이블을 관리하는 모듈이다. 세션 레이블 관리 기능부(251)는 세션의 추가, 삭제 시에 필

요한 세션 레이블을 할당해 주고, 사용되지 않는 세션 레이블들을 회수하여 관리하는 기능이다. 세션 레이블 값의 할당은

서버 단위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전체 부하 분산 장치 단위로 할당될 수도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부하 분산 장치의 세션 테이블의 구성 예시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세션 테이블

(242)은 세션 구분자(31)와 세션의 프로토콜 특성을 나타내는 프로토콜(32), 소스측 및 목적지 IP 주소(33)(34), 소스측

및 목적지 포트 번호(35)(36), 양방향 세션 레이블 값(37) 및 할당된 서버 구분자(38) 등으로 구성된다. 도 3의 세션 테이

블에서 C2S 및 S2C 세션 레이블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Client-to-Server용)의 세션 레이블 및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로(Server-to-Client용)의 세션 레이블을 각각 나타낸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세션 레이블 기반의 부하 분산 장치의 레이블 스위칭 구조도의 일례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

에 따른 부하 분산 장치(300)는 메인 프로세서(316), 여러 개의 라인카드(LC)(311~314), 스위치(315) 및 포트들(317)

(318)로 구성되고, 이들 포트들(317)(318)을 통해 IP 네트워크(304) 및 서버들(303)이 연결된다. 만약 클라이언트:A

(302)가 부하 분산 장치(300)의 라인카드 1(311)의 포트 1(317)을 통하여 부하 분산 장치(300)에 연결되고, 서버:4(303)

가 라인카드4(314)의 포트 2(318)를 통해 상기 부하 분산 장치(300)에 연결된 상황에서 상기 클라이언트:A(302)가 상기

서버:4(303)와 세션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받는 경우의 양방향 세션 레이블이 각기 1001, 1002인 경우의 레이블 스위칭

테이블(232)의 구성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연결된 세션의 레이블 값(51)과 입출력 포트(52)(53)의 라인카드 및

포트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하 분산 처리과정을 보이는 흐름도로서, 본 발명이 적용되는 서버 접속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서비스망에서의 부하 분산 처리 과정을 나타낸다. 도 6에서는 그 일례로서 도 1에 도시된 서비스망에서의 부하

분산 처리과정을 설명하며 도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 및 기능을 가진 구성요소들은 동일한 도면부호를 사용할 것

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망(102)을 통해 클라이언트(101)가 서버 팜(farm)(105)에 접속되는데, 상기 서버

들(105)의 앞단에 본 발명의 부하 분산 장치(103)가 위치하여 상기 클라이언트들(101)의 요구를 분석하여 서버들(105)간

에 분산시킨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클라이언트(101)가 웹 접속이나 전자상거래(e-commerce) 같은 서비스를 요구하면 그 서비스 요구는 도메인 네임 서버

(DNS:Domain Name Server)를 거쳐서 가상 IP 주소를 갖는 부하 분산 장치(103)로 연결된다(S111). 상기 부하 분산 장

치(103)는 수신된 패킷을 분석하는데, 패킷 헤더의 IP 주소, TCP/UDP 포트번호, http 정보 또는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경

우 쿠키(cookie)정보 등을 분석하여, 세션 정보를 파악한다(S112). 상기 세션이 구분되면 서버 부하 분산 알고리즘에 의해

해당 세션을 서비스하기 위한 서버(예를 들어, 웹 서버(105))를 결정한다(S113). 그리고 이 세션 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

하 분산 세션 레이블을 할당하는데(S114), 이때 할당되는 세션 레이블은 Client-to-Server용(이하, C2S라 한다) 세션 레

이블이 할당되며, 이 값은 홀수값으로 할당한다.

이와 같이 서비스할 서버와 세션 레이블 값이 결정되면, 본 발명에 따른 부하 분산 장치(103)는 상기 수신된 패킷의 헤더에

C2S 세션 레이블을 부착하여 상기 서비스하기로 결정된 서버로 보낸다(S115). 이때 레이블 부착 방식은 사용자를 ㄱ구분

할 수 있는 사용자 구분 레이블을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인터넷망에서 사용하되는 MPLS 레이블 인캡슐레이션 구조를 적

용할 수도 있다. 상기 C2S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패킷을 받은 상기 서버(105)는 수신된 세션 레이블 값을 참조하여 반대

방향의 세션 레이블을 자동으로 할당한다(S116). 이 때 할당되는 세션 레이블은 Server-to-Client용(이하, S2C라 한다)

세션 레이블이 할당되며, 이 값은 상기 C2S 세션 레이블에 1을 더한 짝수값으로 할당한다.

이어, 상기 서버(105)는 상기 세션 정보 및 세션 레이블 정보를 시스템 내에 유지하면서 클라이언트(101)의 서비스 요구나

콘텐츠 요구를 처리한다(S117). 상기 처리된 결과나 응답 메시지는 클라이언트(101)측으로 전달되는데, 이 때 S2C 레이

블을 부착하고 소스 IP 주소는 부하 분산 장치(103)의 가상 IP 주소를 붙여서 상기 부하 분산 장치(103)로 보낸다(S118).

상기 S2C 세션 레이블은 상기 부하 분산 장치(103)로부터 받은 상기 C2S 세션 레이블 값에 1을 더한 짝수값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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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하 분산 장치(103)는 상기 S2C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패킷을 상기 서버(105)로부터 수신하면, 상기 세션 레이블

값에 따라 클라이언트(101)가 연결된 인터페이스로 하드웨어적인 고속 레이블 스위칭을 수행한다(S119). 상기 S2C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패킷들은 클라이언트(101)측으로 전달되는데, 이때 IP 라우팅 혹은 MPLS 레이블 스위칭에 의해 패킷이

전달된다(S120). 만약 MPLS 레이블 스위칭 방식으로 전달되는 경우에는 세션 레이블 앞에 첫 번째 레이블로 터널링을 위

한 레이블이 인캡슐레이션되어야 하는데, 이 값은 본 발명의 부하 분산 장치(103)나 클라이언트(101) 혹은 서버(105)와

관련이 없이 인터넷 망의 망 장치들 사이의 기능으로서 본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과는 무관하다.

상기 S2C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패킷을 수신한 클라이언트(101)는 S2C 세션 레이블값에서 1을 뺀 값을 C2S 세션 레이블

값으로 정하고, 반대 방향으로 C2S 세션 레이블을 자동으로 할당한다(S121). 이어 상기 클라이언트(101)는 상기 세션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면서 이후의 동일 세션 내에서의 정보 교환시에는 C2S 세션 레이블을 부착하여 망을 통해 상기 부하

분산 장치(103)로 내 보낸다(S122). 상기 부하 분산 장치(103)가 클라이언트(101)로부터 상기 C2S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패킷을 수신하면 별도의 패킷 헤더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세션 레이블 값만을 이용하여 목적지 서버

측으로 스위칭한다(S123). 상기 C2S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패킷은 목적지 서버측으로 전달된다(S124).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세션이 진행되다가 클라이언트(101)에서 서비스나 세션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나 세

션의 종료를 부하 분산 장치(103)로 요구하고(S125), 상기 클라이언트(101)는 세션 레이블 정보를 삭제한다(S126). 세션

종료 요구를 받은 부하 분산 장치(103)는 세션 종료 처리를 수행하고(S127), 세션 관리 테이블의 해당 정보를 삭제하며,

양방향 세션 레이블을 회수한다(S128). 그리고 세션 종료를 목적지 서버에게 알려주면(S129), 상기 목적지 서버는 세션

정보를 삭제하고, 세션 레이블 정보도 삭제한다(S130).

이와 같은 서비스 과정에서 일단 세션 레이블이 할당된 단계(S114)부터 세션 종료가 이루어지는 단계(S129)까지의 모든

세션 패킷들은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형태로 전달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부하 분산 처리과정에서의 양방향 세션 레이블 값의 할당을 나타낸 예시도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세션1이 새로 생성되는 경우 세션 정보를 분석하고 부하 분산 알고리즘에 의해 목적지 서버를 결정하고,

세션 레이블 값이 할당된다. 이 때 C2S 세션 레이블값은 1이 할당되고, S2C 세션 레이블 값은 할당된 C2S 세션 레이블 값

에 1을 더한 2라는 값이 자동으로 할당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부하 분산 장치에서 양방향 세션 레이블을 할당하면,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별도의 세션 레이블 할당 프로토콜없이 수신된 세션 레이블 값으로부터

자동으로 반대 방향 레이블값을 결정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을 갖는다. 세션 레이블 할당 관리는 부하분산시스템의 세션

레이블 관리 기능에서 처리한다.

도 8은 본 발명을 적용함에 있어서, LBSL의 구조로 MPLS 레이블을 적용한 예로서, LBSL 인캡슐레이션된 패킷 구조도이

다. 도 8을 참조하면, 일반적인 페이로드 앞에 RTP, TCP/UDP, IP 헤더 등이 부착된다. LBSL 세션 레이블 헤더는 세션 레

이블(20비트), EXP(3비트), TTL(8비트), S(1비트) 등 32비트로 구성되며, LBSL은 이중에 레이블 비트인 20비트만을 이

용한다. MPLS top label은 인터넷망을 MPLS 레이블 스위칭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레이블로서 백본망 장비들간에만 탈부

착되는 레이블로서 본 발명과는 무관하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부하분산장치 및 방법은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모든 패킷에 대해서는 복잡한

패킷 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세션 레이블 정보만을 이용하여 접속할 서버를 결정하게 함으로서 부하 분산 처리 과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고, 서버의 가상 IP 주소와 실제 IP 주소의 변경 기능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상기한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내용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것으로서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발명의 권리의 범위는 상기한 상세한 설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첨부한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할 것이

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다수 서버들로 구성되는 서버 팜(farm)에서 인터넷 기반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전자 상거래(e-

commerce) 등의 서비스를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하는데 있어서, 부하 분산시스템이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패

킷에 대해서는 복잡한 계층3에서 계층7까지의 패킷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고 세션 레이블 정보만을 이용하여 목적지 서버

로 하드웨어적인 레이블 스위칭 처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부하 분산시스템의 처리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순화하여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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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세션 레이블 정보를 이용하여 연결제어를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부하 분산시스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매 패킷에 대한 실제 서버에 대한 가상 IP 주소와 실제 서버 IP 정보간의 변경 기능을 거치지 않게 함으로써 처리 과정

을 단순화하는 효과가 있다.

더하여, 새로운 세션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세션 레이블이 부착되지 않은 패킷들에 대해서만 이를 선별적으

로 적용함으로써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기존 세션의 서비스 품질의 저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터넷 망을 통해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다수의 서버에 접속되고 상기 다수의 서버의 전단에 위치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분석하여 서버간에 분산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LBSL)을 이용한 서버간의 부하 분산장치

에 있어서,

수신된 패킷에 대하여 세션 레이블의 부착 여부를 검사하고 상기 패킷의 헤더 정보를 분석하여 세션 정보를 파악하며, 상

기 수신된 패킷의 헤더에 세션 레이블을 부착하는 패킷분석부;

상기 패킷분석부의 검사결과 세션 레이블이 부착되지 않은 패킷의 세션에 대하여 부하 분산을 고려하여 상기 해당 세션을

서비스하기 위한 서버를 할당하는 부하분산처리부;

상기 패킷분석부의 검사결과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패킷에 대하여 상기한 패킷 분석 또는 서버 할당 과정 없이 상기 세션

레이블 정보만을 이용하여 하드웨어적인 스위칭을 수행하는 세션레이블스위칭부;

클라이언트로부터 요구된 세션의 관련 정보 및 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세션관리부; 및

세션 레이블을 할당하고 사용하지 않는 세션 레이블을 회수하여 관리하는 세션레이블관리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LBSL)을 이용한 서버간의 부하 분산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분석부는,

상기 수신된 패킷에 세션 레이블이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부착된 경우 패킷의 스위칭을 위해 상기 세션 레이블 스

위칭부로 상기 패킷을 전달하고 부착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세션으로 인지하여 세션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후술하는 패킷

내용 분석부로 전달하는 세션레이블 검사부;

상기 전달된 패킷의 3계층에서 7계층까지의 헤더 정보의 분석을 통해 세션 정보를 파악하여 새로운 세션인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세션인 경우 서비스 서버를 할당하기 위해 상기 부하분산처리부로 전달하고 기존의 세션인 경우 설정된 서버로

전달하는 패킷내용 분석부; 및

상기 수신된 패킷의 헤더에 상기 할당된 세션 레이블을 부착하는 세션레이블 부착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

하 분산 세션 레이블(LBSL)을 이용한 서버간의 부하 분산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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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로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MPLS) 레이블 구조를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하 분

산 세션 레이블(LBSL)을 이용한 서버간의 부하 분산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부하분산처리부는,

라운드 로빈방식, 최소연결 서버, 가중치 및 서버로부터의 응답시간을 포함하는 정보를 고려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부하

분산 서버를 결정하는 부하분산 알고리즘부;

실시간 서버 상태 모니터링 및 구성관리를 수행하여 각 서버의 형상 및 상태를 관리하는 서버형상/상태관리부; 및

서비스 중인 세션에 대해 새로운 세션의 서비스 요구의 수락을 거절하는 서비스수락제어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LBSL)을 이용한 서버간의 부하 분산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레이블스위칭부는,

상기 패킷 헤더에 부착된 세션 레이블 값, 상기 패킷이 입출력되는 라인카드 및 포트정보를 포함하는 레이블 스위칭 테이

블을 참조하여 레이블 스위칭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LBSL)을 이용한 서버간의 부하 분산

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관리부는,

세션의 시작, 종료 및 중단을 인지하여 관련 정보를 세션 테이블에 추가, 삭제 및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LBSL)을 이용한 서버간의 부하 분산장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 레이블 할당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측(C2S)의 세션 레이블은 홀수값으로 할당하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측(S2C)의 세션 레이블은 상기

C2S의 세션 레이블에 1만큼을 더한 짝수값으로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LBSL)을 이용한 서

버간의 부하 분산장치.

청구항 8.

인터넷 망을 통해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다수의 서버에 접속되고, 상기 다수의 서버의 전단에 위치한 부하분산장치가 상기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분석하여 서버간에 분산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LBSL)을 이용한 서버간의

부하 분산방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부하분산장치를 통해 서버로 서비스를 요구하면, 상기 부하분산장치가 상기 서비스에 따른 패킷의 헤더를

분석하여 새로운 세션을 인식하고 상기 세션에 대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측(C2S) 세션 레이블을 할당하는 제1단계;

등록특허 10-0570836

- 8 -



상기 부하분산장치가 상기 새로운 세션에 대해 부하분산을 고려하여 상기 세션을 서비스할 서버를 할당하고 상기 수신된

패킷에 상기 할당된 C2S 세션 레이블을 부착하여 상기 서버로 전달하는 제2단계;

상기 C2S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패킷을 수신한 서버가 상기 수신된 세션 레이블 값을 참조하여 반대 방향 세션 레이블인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측(S2C) 세션 레이블을 자동으로 할당하는 제3단계;

상기 서버가 상기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요구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 패킷에 상기 할당된 S2C 세션 레이블을 부착하여 상

기 부하분산장치로 전달하는 제4단계;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S2C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패킷을 수신한 부하분산장치는 세션 레이블 값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

로 레이블 스위칭하는 제5단계;

상기 S2C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패킷을 수신한 클라이언트는 상기 수신된 세션 레이블 값을 참조하여 반대 방향의 C2S 세

션 레이블을 자동으로 할당하는 제6단계;

상기 클라이언트가 서버측으로 패킷을 송신할 때 상기 할당된 C2S 세션 레이블을 부착하여 부하분산장치로 송신하는 제7

단계; 및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C2S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패킷을 수신한 상기 부하분산장치가 상기 패킷을 목적지 서버로

레이블 스위칭하는 제8단계; 를 포함하여,

상기 부하분산장치가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패킷에 대해서는 세션 레이블 정보만을 이용하여 접속할 서버를 결정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LBSL)을 이용한 서버간의 부하 분산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부하분산장치로 입력된 패킷에 대해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LBSL)의 부착 여부를 검사하여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패

킷은 세션 레이블 정보만을 이용하여 고속 레이블 스위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LBSL)을 이용한

서버간의 부하 분산방법.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부하분산장치로 입력된 패킷에 대해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LBSL)의 부착 여부를 검사하여 세션 레이블이 부착되지

않은 패킷에 대해서만 패킷의 헤더 분석을 선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LBSL)을 이용

한 서버간의 부하 분산방법.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서버 결정시 세션 레이블이 부착되지 않은 패킷에 대해서만 세션의 수용 또는 거절 여부를 선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LBSL)을 이용한 서버간의 부하 분산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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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항에 있어서

세션 레이블이 부착된 패킷에 대해 서버측에서 가상 IP 주소를 상기 패킷 헤더에 사용하여 상기 부하분산장치에서 상기 가

상 IP 주소와 실제 서버 IP 주소간의 맵핑 기능을 생략하도록 하는 것을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LBSL)을 이용한 서버간의

부하 분산방법.

청구항 13.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측(C2S)으로 가는 방향의 세션 레이블은 홀수 값을 할당하고, 상기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측

(S2C)으로 가는 세션 레이블은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측(C2S) 세션 레이블 값에 1을 더하여 자동 할당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LBSL)을 이용한 서버간의 부하 분산방법.

청구항 14.

제 8항 또는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양방향(C2S,S2C) 세션 레이블 할당에 있어서 서버 및 클라이언트가 상대방에서 수신한 패킷에 부착된 세션 레이블

값에 1을 가감함으로써 세션 레이블 할당을 위한 별도의 프로토콜의 사용 없이 반대 방향 레이블 값을 자동으로 인식하도

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LBSL)을 이용한 서버간의 부하 분산방법.

청구항 15.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 레이블을 패킷의 헤더에 부착함에 있어서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MPLS) 헤더 구조를 적용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부하 분산 세션 레이블(LBSL)을 이용한 서버간의 부하 분산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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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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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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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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