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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ASP 서버팜 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요청들은,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그 컴포넌트의 사용가능한 그러한 인

스턴스들의 최소 부하로서 식별되는 것인 애플리케이션의 특정 실행 인스턴스(또는 그의 적절한 컴포넌트)로 지향된다. 그

러한 인스턴스들의 수는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컴포넌트를 위한 요청들의 수에 응답하여 동적으로 증가되거나 감소된다.

요청들은 클라이언트-기초 당 지향되거나(첫번째 측면에 따라서) 또는 인스턴스가 조절되며(두번째 측면에 따라서), 애플

리케이션의 인스턴스들 및/또는 그의 컴포넌트들이 사용자의 특정 그룹 또는 사용자의 사용을 위해서 유보된다. 이러한 방

식의 운영은 개별적인 사용자들 또는 사용자들의 그룹들에 대한 서비스 약속의 준수를 용이하게 한다. 인스턴스 및 사용자

의 각 조합에 대해서 현재 배정된 자원과 현재 소비되는 자원의 기록이 유지되며, 애플리케이션의 인스턴스들이나 그 컴포

넌트들에 의해서 서비스되는 요청들에 의해 인스턴스들에 배치되는 부하 요인들에 따른다. 전술한 구성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요청들의 예측되는 범위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약속이 구성되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예측된 범위내에서 하나

이상의 서로 다른 대역을 가지는 서비스 요청 레이트들에 대해 과금이 된다. 요청이 서비스되지 못하는 경우 페널티 레이

트가 과금된다(사용자를 위해서).

대표도

도 1

색인어

서버팜, 서브팜, 애플리케이션, 요청, 자원 클래스, 인스턴스, 지향, 모니터링

명세서

기술분야

본원 발명은 제3 주체(third party)들에 대한 호스팅되는(hosted)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는 서버 자원들을

관리하는 것에 관련한 것이고, 특히 이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서버들의 자

동화된 관리에 관련된 것이다.

배경기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application service provider, ASP)는 종종 서버팜(server farm)이라 칭해지는 공유 컴퓨

팅 인프라스트럭쳐를 사용하여 복수의 고객[즉, 클라이언트 조직(organsation)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host)

한다. ASP는 규모의 경제(중복, 첨두 부하 취급, 기술적 숙련도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고객들이 복잡한 정보 기

술 관리보다는 핵심 경쟁력(competency)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쳐가

ASP에 의해서 소유되고 고객들 사이에서 공유되므로, ASP는 그 자원들의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지게 되

고 따라서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가진다.

위의 관점에서, 경제적, 기술적 및 경쟁적 이유를 위해서 ASP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그들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아웃소싱

(outsourcing)하도록 협조하기 위한 명백한 경향이 존재한다. 현재, 대부분의 ASP들은 특정 서버들이 개별적인 고객들에

전용되는(dedicated) 것인 웹 호스팅과 같은 간단한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다른 ASP들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

을 관리하는 매우 단순한 서비스 레벨 보증서(Service Level Agreement, SLA)를 가지며 서버들이 상대적으로 정적인 방

식으로 공유된다.

머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현존하는 한 가지 접근법은 고객들 사이에서 전체 머신의 배정(allocation) 및 배정해제

(deallocation)에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고객이 고객의 처분에 의해서 머신들의 수의 상한과 하한 면에서 그들

의 필요를 특정하는 것을 요구하며, 이는 고객이 기술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은 대규모 기업 고

객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제안이지만, 중소 규모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것이 아니다.

캘리포니아 서니베일에 위치한 엔심 코포레이션(Ensim Corporation)에 의해서 개선된 배열이 제안되었다. 이 제안된 배

열은 머신 분할(fraction)의 개념을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호스팅을 제공한다. 엔심의 해결책은 사설 서버(private server,

PS)들이라 칭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 의해서 서버팜을 가로지르는 애플리케이션들의 배치(deploy)를 관리하는 것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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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ASP들이 고객들 사이에 서버 자원들을 안전하게 공유하도록 허용한다. 각 PS는 물리적 서버 상에서 지원되는 임

의의 재고(off-the-shelf) 애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할 수 있다. 엔심의 시스템은 또한 고장난 PS들을 복원하기 위한 기초적

관리를 제공하며, 고객들을 PS들 및 머신들 상에서 이동시키고 PS 자원들을 수동으로(manually) 증가시킨다. 단일 콘솔

로부터, ASP들은 복수의 PS들을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다. 호스팅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단지 웹-호스팅 준비된 것만을

필요로 하고, 더 이상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엔심에 의해 제안된 이러한 배열은 많은 제한점을 가진다. 각 PS가 물리적 서버 자원들의 최소

사용가능성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PS들은 상대적으로 정적이다. 그 결과, 엔심에 의해서 제공된 이 해결책은 여전히 그 자

원들의 사용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또한, 시스템 관리가 콘솔을 통해서 수동으로 수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기술들에 관련된 이러한 그리고 다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들을 위해서 애플리케이

션을 호스팅하기 위한 개선된 해결책이 명백하게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고객들은 종종 그들의 ASP들로부터 전용 하드웨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의 직원(staff)의 요구사항은 통상적으로 충분

히 적어서, 복수의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서버팜 내의 단일 머신 상에서 그들을 호스팅하는 것에 의해서 동시에 만족될 수

있다. 따라서, 분할화 호스팅(즉, 머신들의 분할부들만을 특정 고객에 대해서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이것

은 클라이언트들 사이에서 고가의 머신들 및 소프트웨어의 비용 부담을 공유하면서 최고급 서비스들의 제공을 허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할화 호스팅을 제공하기 위한 유연성있는 체제가 후술하는 "가상"서버들의 개념을 사용하여 제공된다.

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지향(direct)되는 요청들은, 그러한 컴포넌트(component)들 또는 그 애플리케이션의 사용가능한 그

러한 인스턴스(instance)들 중 최소의 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식별된 것인, 그 애플리케이션의 특정 실행 인스턴스로(또는

적절한 컴포넌트로) 포워딩(forward)된다. 그러한 인스턴스들의 수 및/또는 용량은 그 애플리케이션 또는 그 컴포넌트에

대한 요청들의 다양한 수에 응답하여 동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요청들이 지향되거나 또는 인스턴스들이 클라이언트-기초 당(per client-basis)으로 조절(adjust)된다. 즉, 애플리케이션

의 인스턴스들 및/또는 그 컴포넌트들은 고객 또는 특정 고객들의 그룹의 개별적인 사용을 위해서 예정(reserve)된다. 이

러한 방식의 동작은 각각의 엔터티(entity)들에 서비스 약속에 순응(compliance)하도록 촉진한다. 어플리케이션의 인스턴

스들이나 컴포넌트들에 의해서 서비스되는 요청들에 의한 인스턴스들 상에 위치하는 부하 요인(factor)에 의하여, 인스턴

스와 고객의 각 조합에 대해서 현재 배정된 자원들과 현재 소비된 자원들의 기록(record)이 유지된다.

고객과의 서비스 레벨 보증서는 애플리케이션의 요청들의 예상되는 범위에 의하여 구체화되며, 이러한 예상되는 범위 내

의 하나 이상의 서로 다른 대역들 내에서 요청 레이트(rate)를 서비스하기 위해 요금이 부과된다. 인프라스트럭쳐가 요청

들을 서비스하지 못할 때는 페널티(penalty) 레이트가 부과된다(고객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실시예는 복수의 고객들의 첨두 부하를 취급하고 또한 그 SLA들이 위반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

한 자원들의 감소하는 것에 의해서 ASP의 자원 사용을 개선한다. 반드시 제공되야 하는 예비 용량은 고객들의 수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의 고객들에 대해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장의 위험성은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서로 다른 일치하는(즉, 동일한 시간에서 발생하는) 사용들로부터의 요구의 급상승(surge) 가능성

이 현저하지는 않지만 이미-작은 가능성들의 곱셈에 의해서 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시스템은 최적화된 자원 배정과 자동화된 시스템 관리와 필요-기초한 자원들의 공유(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하드

웨어도)를 통해서 ASP의 수익을 최대화한다.

설명된 기술들은, 고객들이 사용을 원하는 애플리케이션들 및 예상되는 사용 레벨들의 면에서, 편리하게 고객들이 그들의

고-레벨 요구사항들 만을 특정할 수 있다. 고객은 ASP가 그 밑에 있는 자원들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ASP

는 서로 다른 머신들의 분할들을 고객에게 배정할 수도 있고, 부하 및 고장들의 변화에 응답하여 같이 시간상에서 증가 또

는 감소하는 가상 서버를 구성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ASP 호스팅 시스템의 서로 다른 기능적 컴포넌트들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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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의 ASP 호스팅 시스템의 아키텍쳐의 개요도.

도 3은 전역 의사 결정자 컴포넌트[global decision maker component]에 의해서 진행되기 이전에, 도 1의 시스템 내에

서 집합된(aggregated) 데이터 흐름들이 어떻게 취급되는 가를 나타낸 개요도.

도 4는 도 1의 시스템 내에서 레벨 2a 집합자(aggregator)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요적으로 나타내는 흐름도.

도 5는 도 1의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들어오는(incoming) 요청들이 분배되는 가를 나타낸 개요도.

도 6은 도 1의 시스템의 서로 다른 가상 부분(portion)들을 위한 부하 분배의 개요도.

도 7a 및 도 7b는 에이전트(agent) 및 집합자 각각에 대해서, 도 1의 시스템 내에서 고장 검출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요적

으로 나타내는 흐름도.

도 8은 도 1의 시스템 내에서 부하 분배를 위한 알고리즘을 개요적으로 나타내는 흐름도.

도 9는 도 1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도.

실시예

서버 자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들 및 배열들이 ASP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들과 관련하여 설명되고, 여기서 사용자

들(ASP의 고객들 또는 클라이언트들)은 ASP에 의해서 운영되는 복수의 네트워킹된 머신들 상에서 호스팅되는 하나 이상

의 애플리케이션들에 접속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특정 물리적 사이트(site)에서 국부 영역 네트워크(LAN)에 의해서 연결

되는 것인 이러한 네트워킹된 머신들의 모임(collection)은 서버팜으로 칭해진다.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서버팜은 자원들의 모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하드웨어(컴퓨터, 전원 공급, 네트워킹 장치류, 등) 뿐만 아니라 ASP

가 그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표준 미들웨어, 운영 체제)를 포함한다. 컴퓨

터들은 이질적(heterogeneous)일 수도 있으며, 광범위하게 다른 성능을 가질 수도 있다. 예컨대, ASP는 저-용량 웹사이

트들을 호스팅하기 위한 단순한 개인용 컴퓨터 서버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복잡한 회계적 또는 과학적 분석을 수행하

기 위한 고성능 메인프레임들을 제공할 수도 있다.

유사하게, ASP에 의해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제작툴(워드프로세싱, 스프레드쉬트)에서 특화된 도메인(체스와

같은 대화형 게임, 기상 예측과 같은 과학적 계산 등)을 위한 복잡한 알고리즘 및 완전-보장(full-pledged) 애플리케이션

(급료 계산,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들까지 다양할 수 있다.

가상 서버들 및 가상 서버팜

애플리케이션은 자원 클래스(class)들의 세트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가상 서버 유형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자원 클래스들의

세트를 칭하는데 사용된다. 예컨대, 웹-기반의 소매점 애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 전단(front-end) 컴포넌트 <웹 서버>;

- 미들웨어 컴포넌트 <전자상거래 서버>; 및

- 후단(back-end) 컴포넌트 <데이터베이스 서버>.

따라서, 통상적으로 ASP 클라이언트들에 의해서 필요하게 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개념적으로 자원 클래스들의 세트로 개

념적으로 분리(partition)되어 있다. 자원 클래스는 특정 유형의 자원의 기능(functionality)과 특성(property)들을 캡슐화

(encapsulate)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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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2TM 서버는 자원 클래스<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인스턴스이다.

- WebSphereTM 상거래 서버(WCS)는 자원 클래스<전자상거래 서버>의 인스턴스이다.

자원 클래스는 서로 다른 인스턴스들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데이터베이스 서버> 클래스는 DB2 서버에 부가하여 오라

클 및 사이베이스 서버들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스턴스들은 공유된 관계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한 원격 접속

을 제공하는 것인 공통 기능을 공유한다.

가상 서버는 곧 가상 서버 유형의 인스턴스이다. 예컨대, ASP 고객의 웹-상점 애플리케이션은 ApacheTM 웹서버와,

WebSphereTM 상거래 서버와 DB2TM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구성된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이 ASP의 서버팜 상에서 배치

될 때, 여기에는 각 자원 클래스의 복수의 인스턴스가 존재하여 모든 들어오는 요청들이 시간적으로 적절한 형태로 취급되

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주의하자.

ASP는 예컨대 ApacheTM 전단의 5개의 인스턴스들과 WCSTM의 2개의 인스턴스들과 DB2TM의 하나의 인스턴스를 웹-

상점상에서 주어진 현재 부하를 가정하여 실행하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 가상 서버의 런타임(run-time) 구현

(embodiment)은 따라서 가상 서버 유형 내에 포함된 각 자원 클래스의 (가능하게는 복수의) 인스턴스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은 가상 서버 유형의 상세사항(specification)으로 변환될 수 있다. 다음 단계

는 자원 인스턴스들을 서버팜 내에서 사용가능한 물리적 머신들 상으로 매핑(map)하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설명에서, 클라이언트들 사이에 머신들을 공유하는 ASP의 문맥 내에서, 머신 분할은 단일 클라이언트에 배정된

자원의 세트로 정의되며, 모두 동일한 물리적 머신 상에 존재한다.

이하 상세히 설명되듯이, 가상 서버의 자원 인스턴스들은 머신 분할 내에서 모두 공존하지만, 일반적으로는 ASP는 가상

서버를 서로 다른 머신들 상의 머신 분할들의 세트 상으로 매핑한다. 예컨대, 고객의 웹 상점을 나타내는 가상 서버는, 한

머신의 분할 상에서의 2개의 ApacheTM 서버와 1개의 WCSTM의 서버와, 다른 머신 상의 3개의 ApacheTM 서버와 1개의

WCSTM의 서버와, 세 번째 머신 상의 DB2 서버를 실행하는 것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ASP가 그 머신들 상

에서 부하를 분배하도록 허용한다. 이후, 만약 고객 웹상점의 부하가 매우 낮다면, ASP는 하나의 ApacheTM 및 WCSTM

서버를 포함하는 하나의 머신 분할과 DB2TM을 실행하는 두 번째 분할로 가상 서버를 재구성할 수 있다.

한 접근법은 특정 자원 클래스들을 위한 머신들을 전용(dedicate)하는 것이다. 예컨대, 고객의 가상 서버는, 전단 웹서버들

을 실행되는 하나의 머신과 상거래 서버를 실행되는 다른 머신과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실행하는 세 번째 머신의 분할로,

매핑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ASP의 유지 작업을 단순화하여 따라서 머신이 전용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량 계측을 모니터

링하는 데 있어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간선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물리적 머신이 특정 자원 클래스에 전용되는 이러한 접

근법은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채택된 접근법이다.

가상 서버들과 머신 분할들의 복합 개념을 사용하여 모델링되고 관리되는 것인 ASP의 서버 웨어하우스(warehouse)는 가

상 서버팜으로 칭해진다. 가상 서버팜의 목적은 ASP 자원들의 효율적이고 자동화된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여기서 자원

들은 최적 또는 준-최적 형태로 요구시(on demand) 고객들에게 배정되고, 동시에 고객의 서비스 레벨 보증서에서 특정된

것인 약속된 서비스 표준을 유지한다.

서비스 레벨 보증서

ASP의 고객들은 바람직하게는 ASP 자원들의 기술적인 상세사항으로부터 바람직하게 보호된다. 이러한 것이 ASP가, 전

문 기술적 파라미터들을 참조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해해야할 상세한 기술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고객과 서비스 레

벨 보증서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그러한 서비스 레벨 보증서들은 여전히 고객의 서비스 요구

사항을 얻는데 적절하다. 고객은 단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고객이 호스팅되는 것을 원하는 지와 그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예상되는 수요 또는 부하를 지시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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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명세서에서 설명된 실시예와 관련되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레벨 보증서들은 그 애플리케이션의 히트(hit)의 개념

에 기초한다. 히트는 그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요청하는 것을 나타낸다. 히트들은 통상적으로 그의 가중치(weight), 즉

히트가 그 애플리케이션에 부과하는 계산 부하에 따라 변한다. 또한, 실제 자원 사용은 애플리케이션 벤치마킹

(benchmarking)에서 얻어지는 예상되는 사용과 정확히 정합하지 않을 수 있다. 설명된 실시예에서는 이러한 실제 행동

(behaviour)과 예상된 행동과의 차이와 같은 다소의 변형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트들은 적절히 행동한

다고 가정하며, 즉 그들이 가중치가 한정(bound)된다는 것으로 가정한다.

고객은 애플리케이션이 배치되기 위해 예상되는 요청들의 레이트 면에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특정한다. 이러한 히트 레이

트의 서로 다른 값들은 서로 다른 시간 주기에 대해서 특정될 수도 있다. 히트-레이트의 특정에 기초하여, 고객 및 ASP는

서비스 레벨 보증서의 요금을 협상할 수 있다. 가격책정 모델은 바람직하게는 시스템과 독립적이다. 시스템은 다양한 시스

템 스킴들에 대해서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던지 간에, ASP는 고객으로부터 월 일정 레이트

를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ASP는 서로 다른 시간에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되는 사용자의 수를 기초로 하여 청구할 수도 있

다. 일관성(consistency)을 위해서, 서비스 레벨 보증서는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들을 포함한다고 가정하다.

- 가능하다면 평균 히트 레이트를 지원하고 수신하는 것이 예상되는 고객 애플리케이션의 히트들의 범위.

- 이러한 범위의 부-범위(sub-range)들에 대해서 고객이 지불하기로 약속한 요금.

- 최소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못할 때 고객에게 ASP가 지불해야 하는 페널티 요금.

이러한 유형의 단순화된 서비스 레벨 보증서는 고객들이, 어떤 하드웨어가 사용되는지 얼마나 많은 서버가 배치되는지 그

리고 다른 그러한 상세한 기술적 상세사항의 기술적 세부사항의 세부적인 지식보다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접하게 될 부하

의 양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교대로, ASP는 고객 요구사항의 이러한 기능적 상세사항을, 서비스 레벨 보증

서 내에서 고객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인 자원의 특정 세트로, 이송(transfer)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송을 얻

기 위하여, ASP는 바람직하게는 아래 직접적으로 설명한 유형의 벤치마킹 데이터를 참조한다.

벤치마킹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머신의 용량은 그 머신 상에서 실행될 때 그 애플리케이션의 히트-레이트로 측정된다. 모

든 호스팅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중앙 처리 장치(CPU) 사이클, 임의 접근 메모리(RAM) 요구사항, 디스크 공간 사용 등과

같은 머신의 물리적 자원들의 소비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선 벤치마킹된다. 벤치마킹의 이러한 프로세스는 다음의

두 개의 레벨로 수행된다. (a) 모든 최종-사용자 애플리케이션들은 벤치마킹된다. (b) 최종-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의 빌딩

블록(building block)을 구성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자원 클래스들은 개별적으로 벤치마킹된다.

이러한 후자의 개별적인 자원 클래스 벤치마킹 프로세스는 주어진 히트레이트에 대해 필요한 물리적 자원들을 결정한다.

이러한 정보는 히트레이트에 의하여 요구가 만들어질 때마다 클라이언트의 애플리케이션의 구성(constituent) 자원 클래

스들에 대해서 배정될 실제 물리적 자원의 양을 결정하는 데 요구된다. 주어진 히트 레이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측면

에서 최종-사용자 애플리케이션들의 벤치마킹 정보는 필요한 서로 다른 구성 자원 클래스들의 양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

보는 최종-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것은 애플리케이션 상의 부하가 이

러한 개별적인 컴포넌트들 상의 부하로 번역되는 비율을 나타낸다.

다수의 대중적인 애플리케이션들에 있어서, 그러한 벤치마킹 정보는 관련된 개발자들로부터 이미 사용가능한 것이다. 만

약 벤치마킹 정보가 사용가능하지 않으면, ASP는 스스로 적절한 테스트 및 실험에 의해서 이 정보를 생성한다. 대안적으

로, 필요한 물리적 자원들의 약간의 자유로운 초기 예측에 기초하여 자원들을 배정한 후 애플리케이션이 배치될 수 있다.

실제 자원 사용은 실험적인 기간 상에서 학습될 수 있으며 배정은 시행 및 오류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개괄(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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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ASP 관리 시스템의 기능적 컴포넌트를 소개한다. 이러한 기능적 컴포넌트들은 개괄적으로 아래에 직접적으로 간

단하게 설명된다. 이러한 컴포넌트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제어되는 것인 하나 이상의 네트워킹된 머신들 상에서 존재한다.

도 1에서, 표시된 기능적 컴포넌트들 사이의 정보의 흐름은 이러한 기능적 컴포넌트들 사이의 화살표에 의해서 지시된다.

기능적 컴포넌트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아래에 설명된다.

자원 관리자

그 에이전트와 함께 자원 관리자(150)는 집합적으로 분배된 컴포넌트이다. 이 에이전트들은 서버팜 내에서 물리적 머신들

상에서 분배된다. 핵심 컴포넌트- 자원 관리자(150)는 그 고유의 머신 상에서 위치하게 되는 단일 엔터티이다.

부하 분배자

각 가상 서버팜 내에서 각 서브-팜(sub-farm)에 대한 하나의 중앙화된 부하 분배자(110)가 있다.

전역 의사 결정자(GDM)

전역 의사 결정자(140)는 단일 중앙화된 엔터티이다.

부하 모니터(monitor)

부하 모니터(130)는 도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상 서버팜 내의 모든 물리적 머신들을 통해서 분배된다.

집합자

집합자(120)는 아래와 같은 서로 다른 컴포넌트를 가진다.

- 레벨 1 집합자는 서버팜을 통하여 분배된다. 이러한 컴포넌트의 각 인스턴스는 하나 이상의 서브-팜들 또는 팜의 고객의

그룹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러한 구현 결정은 부하 정보 생성에 대한 해당하는 서브-팜(들)의 크기에 의존한다.

- 레벨 2a 집합자는, 레벨 1 집합자(들)에 의해서 생성된 부하에 따라서, 분배된 엔터티 또는 중앙화된 엔터티일 수 있다.

분배된 경우, 각 인스턴스는 고객들의 그룹을 취급한다.

- 레벨 2b 집합자는 유사하게, 레벨 1 집합자(들)에 의해서 생성된 부하에 따라서, 분배된 엔터티 또는 중앙화된 엔터티일

수 있다. 분배된 경우, 각 인스턴스는 자원 클래스들의 그룹을 취급한다.

구성 저장소(repository)

구성 저장소(160)는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이다.

시스템 아키텍쳐 개괄

도 1에 표시된 시스템 아키텍쳐가 이제 좀더 상세하게 설명된다. ASP는 여러 고객들을 호스팅하고,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ASP 인프라스트럭쳐로 접속한다. 서버팜에 합류(join)하면서, 고객은 서비스 레벨 보증서에 서명(sign)하며, 여기

에는 그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고객의 가상 서버를 초기화하는데 사용된다.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은 자원 클래스들로 분할되며[전술한 바와 갈이 웹 서버들과 상거래 서버들과 데이터베이스 서버들

의 계층화된(tiered) 층들과 같이], 각각의 클래스는 임의의 주어진 시간에서 실행되는 복수의 인스턴스들을 가질 수 있다.

물리적 머신들 상의 다양한 자원 인스턴스들의 레이아웃과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구성 저장소(160)

에 의해서 동적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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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킹 정보와 애플리케이션 특성을 사용하여, 고-레벨 고객 요구사항들은 자원 클래스 요구사항[per resource class

requirement]으로 변환된다. 시스템은 많은 서브-팜들을 가질 수 있고, 각각은 자원 클래스의 복수의 인스턴스들로 구성

된다. 특정 서브-팜에 대한 트래픽은 그 서브-팜의 부하 분배자(110)를 통하여 공급되고, 이것은 그 밑의 서로 다른 인스

턴스들 간에 균등하게 부하를 분배하도록 시도한다.

각 자원 인스턴스는 연관된 부하 모니터(130)를 가지고, 이는 그 성능 상에서 연속적으로 메트릭스(metrics)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부하 분배자(110)에 대해서 사용가능하도록 만들어지고, 이 부하 분배자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부

하를 분산한다. 모니터링된 정보는 또한 집합자(120)에게로 공급되고, 집합자는 약간의 의미있는 형태로 메트릭스를 축적

하고 정규화한다. 이러한 것은 메트릭스가 각 자원 클래스 상에서 전역적으로 사용되게 하고, 또한 각 고객에 의해 사용되

게 한다. 이러한 후자의 사용은 고객의 서비스 레벨 보증서 내에서 설정되고 허용되는 범위와 비교된다. 이러한 숫자들에

기초하여, 집합자(120)는 각 고객에 대한 현재의 자원 배정에 대해서 어떠한 변경이 필요한 지를 결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전역 의사 결정자(140)에 제안한다.

전역 의사 결정자(140)는 생성된 수익, 자원 사용 또는 현재 배정의 불안(perturbation)과 같은 특정 파라미터들을 최적화

하기 위한 관점에서 다양한 고객들에 대한 자원 배정을 재-계산한다. 이러한 새로운 배정은 자원 관리자(150)에게로 제공

되고, 여기서 변경된 배정 계획의 실제 구현을 책임진다. 자원 관리자(150)는 또한 구성 저장소(160)를 갱신하고, 변경이

완료된 후, 구성 저장소는 서버팜을 위한 중앙 구성 저장장치이다.

서버팜의 운영 구조

가상 서버팜의 운영이 자원 사용 및 배정을 관리하는 컴포넌트들을 참조로 하여서 이제 제시된다.

부하 모니터

논리적 모니터 I는 모니터링된 데이터(mI0, mI1, ... ,mIn)(또는 모니터 이벤트들)의 시간-순서 시퀀스를 나타낸다. 논리적

모니터들의 세트는 동적인 세트이다. 두가지 종류의 모니터들이 있다 - 히트레이트 모니터들과 머신 부하 모니터들이다.

각 자원 인스턴스에 대해서, 각 종류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의 모니터가 존재한다. 각 모니터에 대한 첫 번째 모니터 이벤트

(0th 이벤트)는 일관성 및 단순성의 목적을 위해서 미리 정의된다. 그러한 초기화는 그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초기에 예상되

는 부하에 기초한다. 어떤 시간에서도, 각 모니터는 자원 인스턴스를 조회(query)할 수도 있는 모듈들에 대한 하나의 "최

종(latest)" 모니터 이벤트를 버퍼링할 책임이 있다. 그들의 값들의 영구 기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노후(old)된 모니

터 이벤트들은 폐기된다.

집합자

집합자(120)는 집합자들의 두 개의 레벨에 관련된다. 레벨 1 집합자들은 모니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집합한다. 각 클라이언

트 및 자원 클래스 쌍에 대해서, 하나의 레벨 1 집합자가 존재한다.

클라이언트 및 자원 클래스로부터 대응되는 인스턴스들로부터의 모든 모니터링된 데이터는 단일 집합자에 송신된다. 집합

자는 이 데이터를 인스턴스 당 히트레이트(중요하지 않음) 및 인스턴스 당 히트 가중치로 변환한다. 집합자는 이 집합자와

관련된 각각의 모니터로부터 하나의 "최종" 모니터 이벤트를 얻는다. 미리 정의된 것인 사용가능한 모니터 이벤트가 항상

존재하므로, 비록 어떠한 새로운 모니터 이벤트도 생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종 모니터 이벤트를 수집하는 프로세스

는 여전히 잘 정의되는 것이고 또한 비-블로킹(non-blocking)이다. 모든 모니터 이벤트들이 이 프로세스 내에서 사용된다

는 보증은 없으며, 따라서 집합 수행 중에, 주어진 모니터의 시퀀스 내의 일부 이벤트들은 생략될 수 있다.

히트 가중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집합자는 모니터 이벤트들을 수집하는 프로세스가 신속하다는 것과 모든 수집된 데이

터가 시간 내에서 나란히 배치되어(collocated) 계산된 결과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레벨-1 집합자의 출력은 레

벨-1 이벤트들의 세가지 종류로 구성된다.

- 첫 번째 이벤트는 클라이언트에 대응하는 각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하가 존재하는가에 관한 부하-분배

자에게도 다시 공급되는 부하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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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이벤트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모든 자원 클래스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집합하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현재 배정들과 히트-레이트 모니터들로부터 얻어진 현재 데이터에 기초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요구 산출(projection)을

만드는 것인 레벨-2a 집합자에게 송신되는, 신규 히트 레이트이다.

- 세 번째 이벤트는, 레벨-2b 집합자에게 송신되는 신규 히트 가중치이고, 이것은 각 인스턴스에 대한 정정 요인을 계산하

고 이들을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체 정정 요인들(자원 클래스 당 하나)로 집합한다.

요약하면, 고객에 대해서, 집합(aggregation)은 모니터 시퀀스 데이터의 슬라이스(slice)들을 검색(look up)하고, 이 데이

터를 클라이언트에 대한 클래스별(class-by-class) 가중치 정정 요인들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산출된 배정 요구와 부하 분

배자들을 위한 피드백 이벤트들로 변환한다.

부하 분배자

서버팜은 복수의 내부 서브팜들로 나누어지고, 여기서 각 서브팜은 팜의 자원 클래스에 대응한다. 그 자원 클래스에 대응

하는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은 서브팜 내에 포함되고,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을 위한 들어오는 부하는 인스턴스들 사

이에서 분배된다. 각 서브팜에 대해서 하나의 부하 분배자(110)가 존재한다. 서버팜의 게이트웨이는 들어오는 히트들을

분배자 또는 개별적인 전단 서브팜들로 고객의 정체(identity)에 기초하여 라우팅(routing)한다. 전단 서브팜들은 중간 계

층 및/또는 전단 컴포넌트들이 의존하는 후단 자원 클래스들 상에서 내부 부하를 생성한다. 부하는 미들/후단 자원 클래스

들에 대응하는 서브팜들에 대해서 생성된 내부 히트들에 관한 것이다. 내부 히트들은 내부 서브팜들의 부하 분배자(110)

에 대해서 라우팅된다.

서브팜 기능들을 위한 부하 분배자(110)는 다음과 같다. 들어오는 히트들의 클라이언트가 식별되고, 이어서 어떠한 서브

팜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가 그 히트를 취급하기에 가능하도록 그 클라이언트에 배정될 충분한 배정된 용량을 가지는 가

를 결정한다. 만약 그 히트에 대해서 어떠한 배정된 예비 용량도 존재하지 않으면, 이후 히트는 버려지거나, 또는 지연된

처리를 위해서 큐(queue)된다.

부하 분배자(110)는 인스턴스들의 현재 세트를 추적하여 배정된 용량들과 현재 부하들에 대해서 분배자가 히트들을 분배

하도록 한다. 각 부하 분배자(110)는 레벨 1 집합자들로부터 최종 부하 정보를 판독하는 것에 의해서 그 정보를 갱신한다.

부하 정보는 따라서 이전에 모니터들과 같은 모듈들에 대해서 설명한 유닛 용량의 버퍼 내에서 저장된다. 버퍼들은 예측되

는 초기 부하들에 기초하여 미리 정의된 부하들을 사용하여 초기화될 수 있다. 최종 부하 정보 이외에도, 각 부하 분배자

(110)는 최종 자원 배정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부하 분배자(110)가 구성 저장소(160)로부터 얻는다.

전역 의사 결정자

하나의 전역 의사 결정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이 프로세스는 모든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요구들의 주어진 "최종" 세트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레벨-2a 집합자들은 그 들의 데이터에 대해서 모니터들에 의해서 수행된 유닛-용량 최종 요구 버

퍼를 유지할 수 있다. 버퍼들은 그 곳에서 "최종 요구"가 어떤 시간에도(모니터들 내에서와 같이) 유효하도록 아웃세트

(outset)에서 미리-정의된 요구들과 함께 초기화되어야 한다. 전역 의사 결정자(140)는, 최종 요구들의 세트 상에서 호출

(invoke)될 때, 서버팜을 위한 배정 계획을 계산한다. 배정 계획은 전역 의사 결정자(140)의 유닛-용량 출력 버퍼들 상에

서 사용가능하도록 된다. 모니터들과 집합자들의 유닛-용량 출력 버퍼들과는 달리, 전역 의사 결정자(140)의 출력 버퍼는

미리-정의된 배정과 같이 초기화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전역 의사 결정자(140)에 의존하는 임의의 모듈은 어떠한 "최종"

배정 계획도 사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블록(block)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배정 계획을 생성하는 프로세스 내에서, 전역

의사 결정자(140)는 구성 저장소(160)내에 저장된 정보를 사용한다.

자원 관리자

자원 관리자(150)는 전역 의사 결정자(140)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종 배정 계획 상에서 수행하는 단일 프로세스이다. 자원

관리자(150)는 다음과 같은 태스크들을 책임진다.

- 배정 당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을 생성함.

- 모니터들을 생성하고 초기화함.

등록특허 10-0570141

- 9 -



- 그들의 모니터들과 함께 폐기된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을 파괴함.

- 애플리케이션 용량들을 축소/확대하기 위한 임의의 OS-레벨 기술들을 인터페이스함.

- 위의 변경들에 따라서 집합자들을 변경함[예컨대, 모니터는 변경된 것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서 설정하고 연결이 집합

자들로부터 분배자들로 그리고 또한 전역 의사 결정자(140)로 변경함].

- 부하 분배자들(110) 및 서브팜들의 생성/삭제를 처리함.

자원 관리자(150)는 자원들의 가상 세계와 머신들 및 프로세스들의 실제적인 세상 사이의 다리(bridge)이다. 전역 의사 결

정자(140)는 추상적인 용어에서 팜-범위(farm-wide) 자원 배정을 계산하여, 그들의 요청-서빙(serving) 용량들에 의하

여 자원 인스턴스들을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에 지정(assign)한다. 이러한 배정 계획은 물리적 머신들 및 프로세스들 상에

서 수행되는 행동(action)들로 번역되어서 원하는 구성에 도달한다. 자원 관리자는 그들의 에이전트와 함께 이러한 태스크

들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서브팜들은 정적이며, 이는 주어진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브팜으로부터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이 필

요되는 한 어떠한 서브팜도 계속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브팜들은 신규 자원 클래스들을 가지는 신규 클라이언트들의

추가나 노화 자원 클래스들을 노화 클라이언트의 삭제에 의존하여 삭제되거나 생성된다. 자원 관리자(150)는 모든 위의

활동들(activities)이 클라이언트들과 그들의 히트들이 관련되는 한 투명하게 발생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위의 활

동들에 대해서는 서버팜의 정지(stoppage) 또는 시간종료(timeout)가 없다. 서브팜 생성 및 삭제에 대해서, 이것은 생성은

서브팜에 대한 임의의 히트 도착들보다 선행(precede)되야 하고 삭제는 그 서브팜에 대한 임의의 히트 도착들보다 후행

(succeed)되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 저장소

구성 저장소(160)는 서버팜을 위한 중앙 저장장치로서 행동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저장한다.

- 하드웨어 정보

- 소프트웨어 정보: 의존사항, 필요한 하드웨어 등.

- 머신 용량 테이블: 서로 다른 자원 클래스들(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벤치마킹 정보, 참조 히트들의 다양한 수에 대한 k-

개 요인의 집합[k-tuple].

- 배정 테이블: 서비스될 수 있는 실제 히트들에 의해서 각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서버팜 내에서의 현재 배정 그리고 다양

한 자원 클래스 인스턴스들에 대한 히트 가중치.

- 애플리케이션 특성 테이블: 애플리케이션들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 클래스들에서 참조 히트들에 의해서 호스팅된 애플

리케이션들에 대한 벤치마킹 정보

- 모든 고객들을 위한 SLA 정보

- 시스템 컴포넌트를 위한 구성 정보. 모든 시스템 관리 컴포넌트는 초기화시 예컨대, 정보를 송신해야할 컴포넌트들의 주

소와 같은 정보를 판독함.

후술하는 단순한 스위핑(sweep) 스케줄(schedule)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중앙화된 구성 저장소(160)에 대한 접속들

사이의 논쟁(contention)/의존도(dependency)는 다음의 광의의 정책을 사용하여 단순화될 수 있다. 스케줄링될 스위핑들

의 주어진 세트 내에서[모니터들은 집합자들에 의해 이어지고, 전역 의사 결정자(140)가 이어지며, 자원 관리자(150)가

이어짐], 데이터가 스케줄 내에서 이어지는 모듈에 의해서 사용될 것이 아닌 한 어떠한 모듈도 데이터를 구성 저장소(160)

에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최종 모듈까지 모듈로부터 모듈로 메시지-전달 방식으로 전달되며, 이후 만

약 데이터가 이후 사용될 것이라면 그 모듈은 데이터를 구성 저장소(160)에 기록한다. 그 예로써, 히트 가중치들이 집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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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해서 전역 의사 결정자(140)에게로 전달될 때, 전역 의사 결정자(140)는 그 배정 계획과 함께 히트 가중치들을 자

원 관리자(150)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자원 관리자는 이후 자원 관리자(150)와 이후의 스케줄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히트

가중치들과 배정 계획을 구성 저장소(160)에 기록한다. 이러한 전술한 정책들에 이어서, 전역 의사 결정자(140)는 더 이상

의 구성 저장소 기록을 수행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자원 관리자(150)에 남겨 두어서, 데이터에 기초한 모든 기록이 이것으

로 전달되도록 한다.

전술한 정책을 가정하면, 현재 스케줄에 대한 데이터를 위해서 구성 저장소에 대해 어떠한 판독 접속도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판독 접속은 이전의 긴 스케줄(또는 초기화 같은 일부 다른 선행 이벤트) 내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위한 것이고, 여기

서는 의존도들 사이에 어떠한 데드록(deadlock)도 존재하지 않으며, 논쟁 문제도 단순하다(판독만 됨). 이것은 또한 모니

터링과 집합과 부하 분배 단독으로 관련된 최단 스케줄들에 대해서 사실이고, 전역 의사 결정자(140) 또는 자원 관리자

(150)의 호출(invocation)들 사이에서 여러 번 실행될 수 있다.

스케줄링

하나의 단순환 스케줄은 모니터링 스위핑과 이어지는 집합 스위핑과 전역 의사 결정자(140) 계획 계산과 이후 자원 관리

자에 의한 계획 배치를 가지는 것이다. 이 후에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

계획 계산과 배치가 상대적으로 느린 프로세스들이므로, 전술한 것과 같은 사이클은 상대적으로 큰 시간 주기를 요구한다.

모니터링, 부하 정보를 부하 분배자(110)에 다시 공급하는 집합은 상대적으로 작은 시간 주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장만하기 위해서, 부하 분배자(110)에 대한 피드백의 복수의 사이클들은 전역 의사 결정자(140)에 관하여 사이클 당

실행된다. 따라서, 모니터 시퀀스 내에서 이벤트들의 대부분은 단지 적은 소수의 유도(guiding) 계획 재계산을 가지고 피

드백을 부하 분배자(110)에게로 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킴의 단순하고, 선택적인 변화는, 소수의 유도 계획 재계산을

또한 다른 모니터 이벤트들로부터 계산된 평균을 포함하도록 한다.

가상 서버팜의 구현

가상 서버팜 시스템의 개별적인 컴포넌트들의 구현은 이제 도 1을 참조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된다. 그러한 가상 서버들 및

가상 서버팜의 하나의 예는 도 2에 도시된다.

도 2는 ASP 호스팅 해결책의 아키텍쳐를 나타낸다. 서버팜의 게이트웨이는 들어오는 히트들을 분배자들(210 및 240)에

개별적인 전단 서브팜들(212 및 242) 각각을 위해서 라우팅한다. 도 2에서, 가상 서버 1(실선으로 표시됨)은 서브팜들

(212, 222 및 232)내의 자원들의 인스턴스들로 구성되고, 가상 서버 2(점선으로 표시됨)는 서브팜들(242, 222 및 232)내

의 자원들의 인스턴스들로 구성되고, 가상 서버 3(점선으로 표시됨)은 서브팜들(212, 252 및 262)내의 자원들의 인스턴스

들로 구성된다. 히트들은 개별적인 부하 분배자들(210, 220, 230, 240, 250, 260)에 의해서 그러한 서브팜들(212, 222,

232, 242, 252, 262) 각각에 대해서 도시된 바와 같이 분배된다.

부하 모니터

부하 모니터(130)는 다양한 자원 클래스 인스턴스들에 의한 자원 사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 정보는 서비

스 레벨 보증서에 따른 배정 내에서의 변경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며 다양한 자원 클래스 인스턴스들을 통해 부하를 균형화

(balancing)하기 위함이다.

각 클라이언트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것인 자원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가진다. 이 인스턴스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실제 구현상으로 매핑될 수 있다.

- 자원 클래스의 분리된 물리적 인스턴스는 각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존재한다. 특정 클라이언트에 대응하는 복수의 그러

한 인스턴스는 복수의 물리적 머신들 상에 존재할 수도 있다.

-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들에 대응하는 인스턴스들은 동일한 물리적 머신 상에 존재할 수도 있다.

- 단일 물리적 자원 인스턴스가 복수의 클라이언트들을 서비스한다. 각 클라이언트에 의한 자원의 사용은 인스턴스 그 자

체 또는 외부 엔터티에 의해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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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적으로, 부하 모니터(130)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자원 클래스의 각 인스턴스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 시스템

에서, 물리적 머신 당 단일 부하 모니터는 그 머신 상의 모든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에 대한 부하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한다.

모니터들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각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에 대해서 단위 시간당 히트들의 수를 측정하는 히트-레이트 모니터.

- 각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에 의해서 소비되는 실제 물리적 자원들을 측정하는 머신 부하 모니터. 이것은 중앙 처리 유닛

사이클, 필요한 메모리 용량 등과 같은 파라미터들로 구성되는 k 차원의 벡터일 수 있다.

부하 분배자(110)는 클라이언트의 각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에 대한 히트 레이트를 그에 포워딩되는 히트들의 수를 집합

시킴으로써 측정한다. 부하 분배자(110)는 따라서 부하 모니터로도 동작한다.

머신 부하 모니터는 다음과 같은 기술들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 UNIX 에서의 ps 또는 top 과 같은 부하 정보를 제공하는 기존의 일부 시스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 UNIX 에서의 /proc 파일 시스템과 같은 밑에 있는 운영 시스템에 의해서 제공되는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 TivoliTM 부하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기존의 임의의 부하 모니터링 기술.

- 만약 존재한다면,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제공되는 부하 정보.

부하 모니터(130)는 레벨 1 집합자에 의해서 선택된 유닛 버퍼 내에서 최종 부하 정보를 유지한다.

부하 정보는 또한 자원 사용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에 요금을 부과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시간 주기 동안 도달하는 요

청들의 세트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하를 모니터링하는 것에 의해서 귀중한 정보가 획득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는 시스템의

미세-조절(fine-tuning)과 더 좋은 정책의 설계를 위해서 모아질 수 있다.

부하 분배자(LD-n)는 VSF 시스템의 이어지는 컴포넌트들과 상호작용하여서 전에 리스트된 모든 태스크들을 실행한다.

레벨 1 부하 집합자

LD-n 은 레벨 1 부하 집합자에게로 Sjk를 송신하고 Ljk를 수신하며 그로부터 각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스턴스의 사용가능

상태를 수신한다.

자원 관리자

LD-n은 자원 관리자(150)로부터 다음에 관련된 메시지들을 수신한다.

- 기존 인스턴스의 폐쇄(shutdown)

- 클라이언트들에 대해 배정된 용량들과 인스턴스의 생성.

- 인스턴스 내에서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배정된 용량의 변경.

- 새로운 배정들로 변경하기 위한 "switch plan" 메시지.

LD-n을 자원 클래스(i)의 서브팜을 위한 부하 분배자라 하자. t를 그 값이 0에서 Tu 사이인 타이머라고 하자. t는 시스템

클럭에 기초하여 증가된다. 타이머는 부하 분배자에 대해서 국부적이다. 시동(start-up)에서 그리고 서브팜 생성 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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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든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인스턴스의 각각의 Ljk 및 Sjk를 0으로 가정한다. 클라이언트 k 당 각 인스턴스 j의 Hjk는 자

원 관리자로부터 수신된 값으로 초기화된다. t를 0으로 초기화한다. LD-n은, 자원 관리자(150)에 의해서 정보를 받은 대

로 클라이언트 당 인스턴스들의 각각의 Hjk 배정에 기초하여, 들어오는 요청들을 포워딩하는 것을 시작한다.

집합자

집합자(120)는 모니터링 에이전트로부터 부하 정보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다양한 레벨에서 집합한다.

도 3은 집합된 데이터 흐름이 취급되는 방식을 개요적으로 나타낸다. 도 3을 참조로 하며, 집합자(120)는 다음의 부-컴포

넌트(sub-component)들로 구성된다.

레벨 1 집합자(322) : 부하 정보(각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에 대한 현재 들어오는 히트레이트와, 각 애플리케이션에 의

해서 자원들의 현재 소비를 나타내는 자원 사용 k-개 요인의 집합)를 부하 모니터들(130)(R1, R2, R3)로부터 수신하고 사

용자 당 및 자원 클래스 당 기초하여 정보를 집합한다. 집합자(120)는 아래에 주어진 식들을 사용하여 다음 파라미터들을

계산한다.

- 신규 히트 레이트: 특정 사용자를 위한 특정 자원 클래스의 각 인스턴스에 대해서 히트 레이트를 부가하는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사용자 당 및 특정 자원 클래스 당 기초한 집합 히트 레이트.

- 신규 히트 가중치: 각 자원 클래스 인스턴스에 대한 히트의 가중치. 레벨 1 집합자(322)는 이러한 정보와 대응 히트레이

트를 레벨 2b 집합자 (326)로 송신한다.

- 부하 요인: 각 자원 클래스 인스턴스에 대해 소비된 것인 배정된 자원들의 분할이다. 이 정보는 부하 분배자(110)로 송신

된다.

히트의 가중치 = max( i(서비스된 히트들의 실제 수에 대한 자원 사용 i) /(참조 히트에 대한 자원 사용 i * 서비스된 실제

히트들의 실제 수) )

여기서, i = CPU, 메모리 등으로 구성된 k-개 요인의 집합임.

부하 요인 = (서비스된 히트들의 수*현재 히트의 가중치)/(배정된 실제 히트들*배정된 히트의 가중치)

머신 상의 특정 자원에 대한 참조 히트에 의한 자원 사용( 전술한 바와 같이 CPU, 메모리 등으로 구성된 k-개 요인의 집

합)은 구성 저장소(160)내의 벤치마킹 정보로부터 얻어진다. 이것에 부가하여, 각 자원 인스턴스에 대해 배정된 히트들의

수와 그들의 배정된 가중치는 또한 구성 저장소(160)로부터 판독된다.

레벨 2 집합자(324, 326): 레벨 1 집합자(322)로부터 집합된 부하 정보를 수신하고 사용자들의 각 자원 클래스에 대한 자

원 요구사항들 내에서의 변경들을 계산하고 이를 요구에 따라 전역 의사 결정자(140)에게 송신한다. 새로운 자원 요구사

항들이 현재 배정과 다르고 클라이언트의 SLA들과 일치되는 경우 변경들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이러한 요구들

은 참조 히트들의 수로서 송신된다(증가되도록 또는 감소되도록).

전술하였듯이, 이러한 요구들은 각 클라이언트와 그 클라이언트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각 자원 클래스들을 위해서

송신된다. 이러한 요구들은 두가지 유형의 요청들로 구성된다. 요구 중 하나는 자원 클래스 상에 들어오는 히트 레이트 내

에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발생하며, 시스템은 이러한 변화에 응답하여 그 자원 배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들

이 식별되고, 인증(verify)되고 레벨 2 집합자(324)에 의해서 발생된다. 레벨 2 집합자(324)는 도 3에서 전역 의사 결정자

(140)에 대비하여 국부적 의사 결정자로 참조된다.

두 번째 유형의 요구(정정 요인으로 불리는)는 들어오는 히트들의 가중치가 참조 히트들과 다를 때마다 발생될 필요가 있

고 자원 배정은 이러한 변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식별되고 레벨 2 집합자(326)에 의

해서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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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2 집합자(324): 각 자원 클래스 상의 클라이언트의 현재 히트 레이트를 지시하는 부하 정보의 부분을 수신한다. 이러

한 정보와 현재 자원 배정 정보[구성 저장소(160)로부터 얻어짐]에 기초하여, 집합자(120)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배정

(가능하게는 무효일 수 있는)에서 요구되는 변경들을 계산한다.

도 4는 신규 자원 요구들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흐름도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들에 대해 서로 다

를 수 있는 4개의 구성 파라미터들(a, b, g 및 d)을 사용한다. 이 파라미터는 과도부하(overload) 트리거(trigger)를 나타

내며 즉, 클라이언트의 부하가 그 현재 배정의 요인 a 내에 도달할 때, b로 표시되는 증가의 양은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요구된다. 파라미터들(g 및 d)은 과소부하(underload)에 대응한다. 이러한 파라미터들(a, b, g 및 d)은 상수이거나 또는

현재 부하, 현재 배정 및 SLA 한계들의 함수이며, 이 경우 파라미터들은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절(tune)될 수

도 있다. 그러나, b를 계산한 후, 집합자는 배정 내에서 요구된 증가가 클라이언트의 SLA와 일치하는 것을 인증하고 단지

이후 이러한 요구를 전역 의사 결정자(140)에게로 송신한다.

유사하게, 만약 변경이 부정적이면, 즉 배정이 감소되어야 하면, 감소가 SLA에 따라 최소 자원 배정 레벨을 넘어서지 않는

지를 집합자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 4의 알고리즘의 동작은 전에 설명하였듯이 간단하다. 단계 410에서, 현재 부하는 현재 배정과 비교되고, 파라미터 a에

의해 곱해진다. 만약 현재 부하가 작으면, 이는 곧 단계 420에서 현재 부하가 현재 배정에 파라미터 g를 곱한 것보다 작은

지 확인된다. 어떠한 경우든, 만약 현재 부하가 크거나 또는 작거나 각각의 경우, 이는 이후 단계 430 및 440에서 각각 현

재 부하가 최소 및 최대 자원 요구사항들 사이에 있는지 확인된다.

만약 현재 부하가 현재 배정에 a를 곱한 것보다 크다면, 그리고 이 자원 요구사항 범위의 바깥이면, 이는 단계 450에서 현

재 부하가 최소 자원 요구사항에 동일한 파라미터 a를 곱한 것보다 큰 지 확인된다. 만약 그렇다면, 최대 자원 배정 및 현재

배정에 파라미터 b를 더한 것 중 더 작은 것으로 신규 배정이 결정된다. 현재 부하가 단계 430에서 자원 요구사항 범위 내

에 있다면, 최대 자원 배정 및 현재 배정에 파라미터 b를 더한 것 중 더 작은 것으로 신규 배정이 또한 결정된다.

유사하게, 만약 현재 부하가 현재 배정에 g를 곱한 것보다 크다면, 그리고 이 자원 요구사항 범위의 바깥이면, 이는 단계

460에서 현재 부하가 최소 자원 요구사항에 동일한 파라미터 g를 곱한 것보다 큰 지 확인된다. 만약 그렇다면, 최소 자원

배정 및 현재 배정에 파라미터 d를 뺀 것 중 더 큰 것으로 신규 배정이 결정된다. 현재 부하가 단계 440에서 자원 요구사항

범위 내에 있다면, 최소 자원 배정 및 현재 배정에 파라미터 d를 뺀 것 중 더 큰 것으로 신규 배정이 또한 결정된다.

만약, 대신에, 단계 450 또는 단계 460에서, (i) 현재 배정이 최소 자원 배정에 파라미터 a를 곱한 것보다 더 크거나(단계

450에서) 또는 (ii) 현재 배정이 최대 자원 요구사항에 파라미터 d를 곱한 것보다 더 큰 경우(단계 460)라면, 신규 배정은

단순하게 최소 자원 요구사항이다.

더구나, 만약 요구사항 내에서의 변경이 클라이언트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단(front end)으로서 행동하는 자원 클래스

에 대응한다면, 이후 이 요구(demand)는 애플리케이션 레벨 요구이고 서로 다르게 취급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한 요청

은 번역되어서, 클라이언트의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자원 클래스들을 위한 히트들의 적절한 수로 구성되는 복합

(compound) 요청으로 된다. 밑에 있는(underlying) 자원 클래스들에 대한 대응 히트 요구를 계산하기 위해서, 집합자는

그 애플리케이션의 자원 클래스들의 현재 대응 비율(ratio)을 그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계산한다.

그 애플리케이션의 전단 자원 클래스에 도달하는 각 히트들에 대한 밑에 있는 자원 클래스들에서 생성되는 참조 히트들의

수를, 애플리케이션의 대응 비율은 특정한다. 이 정보는 각 자원 클래스를 위한 클라이언트의 현재 히트 레이트를 획득하

고 그 값들을 비교하는 것에 의해서 계산될 수 있다. 시스템 초기화에서, 이러한 비율은 벤치마킹 정보로부터 얻어지고 구

성 저장소에서 저장된다. 새롭게 계산된 비율에서 현저한 변경이 있다면, 곧 구성 저장소 내의 노후된 값은 신규 값으로 변

경된다. 일단 구성 비율이 얻어지면, 집합자는 곧 이 비율을 사용하여 그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자원 클래스들을 위한 적절

한 자원 요구들을 생성한다.

레벨 2b 집합자(326) : 각 클라이언트를 위한 각 자원 클래스 인스턴스에 대한 참조 히트들로서 정정 요인을 계산한다. 레

벨 2b 집합자(326)는 레벨 1 집합자로부터 각 자원 클래스 인스턴스에 대한 대응 가중치와 함께 현재 히트 레이트를 수신

한다. 집합자(120)는 이전 히트-가중치를 구성 저장소(160)로부터 얻고 이후 이하의 식을 사용하여 정정 요인을 계산한

다.

정정 요인 = (신규 히트 가중치 - 이전 히트 가중치)*배당된 참조 히트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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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정 요인들을 각 클라이언트를 위한 각 자원 클래스의 모든 인스턴스들을 통하여 집합하여, 또한 요구 내에서의

전체 변경을 계산한다. 이러한 요구들은 곧 전역 의사 결정자(140)에게 현재 배정, 현재 히트-가중치 및 각 자원 클래스 인

스턴스를 위한 정정 요인과 함께 포워딩된다.

부하 분배자

부하 분배자(110)는 이에 라우팅된 요청들을 그 요청의 클라이언트 정체성에 따라서 적절한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로 매

핑한다. 서브팜 내에서의 인스턴스들에 의해서 생성된 요청들은 다음-레벨 부하 분배자에 의해서 다음-레벨 서브팜들 중

하나로 라우팅된다.

도 5는 어떻게 들어오는 요청들이 분배되는가를 개요적으로 나타낸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들어오는 요청들은 레벨-

1 부하 분배자(512)에서 수신된다. 이러한 요청들은 레벨-1 부하 분배자(512)에 의해서 예컨대 인스턴스 1, 2 및 3(522,

524 및 526)을 호스팅하는 것인 자원 클래스 1을 위한 서브팜 1(540)로 분배된다. 자원 클래스 1을 위한 서브팜 1(540)에

서 처리된 후, 요청들은 레벨-2 부하 분배자 2(514)로 전달된다. 이러한 요청들은 차례로 레벨-2 부하 분배자(514)에 의

해서 예컨대 인스턴스 1 및 2(532, 534)를 호스팅하는 것인 자원 클래스 1을 위한 서브팜 1(560)로 분배된다.

도 6은 들어오는 요청들의 흐름을 개요적으로 표현한다. 도 6에서, 클라이언트 C에 속하는 요청 R이 LD-1(610)에 의해서

수신된다고 하자. 요청 R은 서브팜 S1(612)내의 클라이언트 C에 속하는 최소-부하 인스턴스 I에 포워딩된다. 요청 R을 처

리한 후, 인스턴스 I는 다음-층(tier) 자원을 위해서 내부 요청(들)을 생성할 수도 있다. 다음 층 자원의 인스턴스들은 서브

팜 S2(622)의 부분이다. 그러한 요청들은 LD-2[620, 즉 LD-1(610)의 다음-레벨 분배자]에 의해서 서브팜 S2(622)내의

클라이언트 C를 위해서 층-2 자원의 최소 부하 인스턴스로 포워딩된다. 도 6에 도시되었듯이, 요청들은 이런 방식으로 다

른 부하 분배자 LD-4(640) 및 LD-5(650)로 개별적인 서브팜들 S4(642) 및 S5(652) 내에서 클라이언트 C에 속하는 최

소 부하 인스턴스들로 전달된다.

부하 분배자(110)는 단위 시간 간격(Tu)을 가지며, 이는 히트 레이트를 계산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는 들어오는 요청들

에 대해서 FIFO 큐를 가진다. 각 부하 분배자는 또한 2개의 2-차원 테이블을 가진다-각각의 행은 그 서브팜 내의 자원 인

스턴스에 대응하고 각각의 열은 클라이언트에 대응한다. 이러한 테이블 중 하나는 전역 의사 결정자(140)에 의한 자원 배

정에 대해서 정적이고 RAT(자원 배정 테이블)이라고 불린다. 다른 테이블은 동적이고 RCT(자원 소비 테이블)로 명명된

다. RAT 내의 엔트리는 Hjk이고 이는 시간 간격 Tu 동안에 클라이언트 k에 대한 j번째 인스턴스에 의해서 제공될 배정된

히트들이다. RCT 내의 엔트리는 (Sjk, Ljk)이다. Sjk는 현재 시간 간격 Tu 동안에 클라이언트 k에 대한 j번째 인스턴스로

송신되는 히트들의 수다. Ljk는 현재 시간 간격 Tu 동안에 클라이언트 k에 대한 j번째 인스턴스의 부하 정보(부하 요인)이

다.

부하 분배자 LD-n에 의해서 최선(best-effort)의 방식으로 인스턴스들 간에 히트들을 분배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태스크

들이 이하에 설명된다.

- 수신된 각 요청에 대해서, 최소 부하 인스턴스(m)를 검색하고 히트를 여기로 포워딩한다.

- 현재 시간 간격에서 클라이언트 당 인스턴스에 대해 포워딩되는 히트들의 수를 추적하고 이 정보를 레벨 1 집합자에게

송신한다.

- RAT와 RCT로부터 결함 인스턴스들을 제거한다.

- 자원 관리자에 의해서 구현되는 신규 자원 배정 계획에 따라 인스턴스에 대한 배정된 용량을 갱신하고 신규 배정에 따라

서 요청들을 포워딩하기 시작한다.

- 폐쇄(shut down)된 인스턴스에 대해서 요청들을 포워딩하는 것을 중지하고 신규로 생성된 인스턴스에 대해서 요청들을

포워딩하기 시작한다.

- 만약 요청 FIFO 큐가 비어있지 않으면, 곧 큐의 윗부분에서 요청을 처리(포워딩/드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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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의사 결정자

전역 의사 결정자(140)는 시스템의 컴포넌트로서 그 입력으로서 클라이언트 SLA들과 함께 현재 시스템 상태를 취하고 그

출력으로서 신규 자원 배정 계획을 생성한다. 전역 의사 결정자(140)는 다음 정보를 입력으로서 수신한다.

- 참조 히트들에 의한, 레벨 2a 집합자(324)에 의해서 유지되는 유닛 출력 버퍼로부터의 자원 요구들. <자원 클래스, 클라

이언트> 집합에 대한 요구가 이 주기 내에서 무효(null)인 경우, 출력 버퍼는 노후 값[플래그가 이러한 진부(staleness)를

나타냄]을 포함하고 그리고 무시된다.

- 참조 히트들에 의한, 레벨 2b 집합자(326)에 의해서 유지되는 유닛 출력 버퍼로부터의 정정 요인 요구들. 위와 같이 입

력이 이전 주기에 속하는 경우 입력은 무시된다.

- 대응 비율. 시스템 초기화에서, 클라이언트 벤치마킹 정보는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사용되는 자원 클래스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interdependence)이 있는 경우 대응 비율을 정의한다. 이 비율은 자원들을 배정하는데 사용된다. 애플리케이션이

특정 자원 클래스에 대해서 그 요구들을 허용하지 못할 경우 그 애플리케이션의 다른 자원 클래스들의 대응 자원들을 유보

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다. 이 비율은 시간상에서 현저하게 변화할 수 있다. 그 값은 집합자들에 의해

서 갱신되고 구성 저장소 내에 저장된다. 전역 의사 결정자(140)는 이 값을 구성 저장소(160)로부터 판독한다.

- 다른 클라이언트-특정 애플리케이션 정보[구성 저장소(160)로부터 획득됨].

- 배정될 각 자원 클래스의 최대 및 최소 양(SLA들로부터 얻어지며 0일수 있음.

-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원 클래스 내에서 허용되는 인스턴스들의 최대 수.

- 자원 클래스의 기존의 인스턴스를 폐쇄하거나 신규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수(양수, 0 또는 음수일 수 있

음).

- 한 머신에서 다른 머신으로 자원 인스턴스를 이동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수

- [구성 저장소(160)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쳐 정보.

- 그 밖에 그리고 각 자원 클래스에 대해 사용가능한 머신들의 추상(abstract) 식별 (이름들).

- 자원 클래스에 대한 각 머신의 용량. 이것은 O/S 오버헤드, 애플리케이션 오버헤드에 대하여 계산한 후 부하에서 작은

임시 변동을 취급하도록 소정의 초과 용량을 남긴 후에 계산된다.

- 그러한 머신들 각각에 허용되는 인스턴스들의 수의 한계(만약 있다면).

- 실제 히트들의 레이트에 의해 특정되는, 팜 내부의 머신들 상에서 각 클라이언트의 현존 배정. 이러한 것들과 함께 히트-

가중치들이 또한 공급된다. 이러한 두 개의 곱은 참조 히트들에 의한 배정을 주게 된다.

- 클라이언트의 SLA들로부터의 과금(charging) 정보. 이것은 SLA에 일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지불해야 하는 페널

티 요금을 포함한다.

시스템 내에서의 결함이 존재시 머신의 용량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0으로 까지). 전역 의사 결정자(140)는 그러한 결함

들에 의한 사용가능한 용량의 감소가 구성 저장소(160)에 반영되었다고 가정한다.

GDM 해결(solver) 알고리즘은 전술한 요구들에 응답하여 머신들에 대한 부하의 배정들을 결정한다. 호스팅의 비용은 시

스템의 혼합 정수 선형 프로그래밍 모델을 사용하여 최소화된다. 선형 모델이 설명될 것이며, 이러한 모델에 대한 해결 방

법이 이어진다.

선형 프로그래밍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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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선형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의 목적은 다양한 자원 클래스들에서 클라이언트 요구들에 대해서 머신들의 공급을

정합하는 것이다. 복수 유형의 머신들과 서로 다른 양을 지불하는 클라이언트들을 가정하면, 이 모델은 이송

(transportation) 문제(선형 프로그래밍의 영역에 있어서)이고, 수요 및 공급은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정합된다. 추가

적인 주요 복잡함은 단일 자원 클래스에 대해 지정될(assigned) 각 머신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초과 배정은 낭비가 되므로, 기껏해야 요구되는 용량이 공급된다(수학식 2를 참조). 또한, 시스템이 충분한 용량을 가지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것은 최소 우선권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들에 기인한 요구의 일부를 버리는 것을 허용한다.

공급 제약조건(constraint)(아래의 수학식 3, 4 참조)은 두 개의 제약조건들로 변경된다. 한가지 제약조건은 각 머신에 단

일 자원 클래스를 지정하는 것이다. 다른 제약조건은 그 자원 클래스 내의 요구만이 그에 배정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단일 자원 클래스 내에서 단일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 확산될 머신들의 수 그리고 단일 머신 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클

라이언트들의 수에 있어서의 제한이 모델링된다. 첫째로, 단일 머신 상에서 클라이언트들의 많은 수를 지원하여 발생하는

오버헤드들을 제한하는 것이다. 둘째는, 클라이언트가 확산되는 머신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복수의 인스턴스들을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수학식 5, 6 참조)

다음 제약조건은 서로 다른 자원 클래스들로부터의 자원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예컨대, 한 자원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호출하는 경우), 배정되는 양들은 할당(proportion)대로(수학식 7 참조) 된다는 것이다. 비록 선

형 모델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선형 모델은 두 개의 자원들 사이의 실제 의존성의 근사를 표현한다.

모델의 실험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모든 클라이언트들의 최소 요구들을 만족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들이 있는 한, 항상

쉬운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수학식 7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병목(bottleneck) 자원 클래스의 사용가능한

용량에 따라 자원 클래스들에 관계되는 배정들은 감소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SLA에 따라서 약속된 각 클라이언트의 최소 요구사항에 대한 제약조건은 항상 충족된다(수학식 8). 임의의

시간에서의 머신들의 공급은 이러한 제약조건의 실현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주요 시스템 결함과 같은 경우

들에 있어서, 이러한 것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최소 요구사항들은 대응 비율 내에서 또한 있어야 한다.

전술한 모델에 대해서 가능한 배정이 결정되고 동시에 다음의 비용 모델에 의해 최적화된다.

우선,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의 SLA, 사용한 머신들 그리고 이용한 자원 클래스들에 따른 것인 자원 사용의 유닛(유닛들은

참조 히트들이다)당 과금이 된다. 과금은 또한 그 시간에 클라이언트가 사용한 "범위"에 따른다. 예컨대, 만약 과금 유닛들

이 과금 사이클 내에서 히트들의 전체 수라면, 곧 첫 번째 A 유닛들은 다음 A 유닛들 보다 더 낮은 레이트로 과금될 수 있

는 그러한 식이다(아래의 수학식 1 첫 번째 부분 참조). 또한 클라이언트가 히트들에 대해 지불하는 실제 양을 반영하기 위

해서, 참조 히트들의 히트-가중치에 따라서 과금이 가중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머신으로부터 클라이언트를 추가(설정 비용)하거나 제거("청소" 비용)하는 시스템 비용이 있다(수학식 1의 두

번째 부분 참조).

세 번째로, 자원 클래스 상의 클라이언트의 인스턴스들의 수가 많아지면, 시스템이 데이터 일관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든다(수학식 1의 세 번째 부분 참조)

최종적으로, 시스템이 시스템 결함과 같이 어떠한 이유로던 클라이언트의 최소 요구사항을 취급하지 못하는 경우의 페널

티 요금이 있다. 자원들이 모들 클라이언트들의 최소 요구들을 만족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페널티 요금이 모델에 부

가되고, 이 경우, 이러한 제약조건(수학식 8)은 폐기되고 모델이 이러한 것이 없이 대신에 페널티 요금을 가지고 다시 계산

된다. 선형 프로그래밍에서 페널티 요금을 부과하는 표준 모델이 있으며, 이러한 것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생략되었다

(예컨대 [12] 참조).

상세한 모델 설명은 일부 표기 부호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이하의 부호들은 변수들(해결되어야 할 값들) 또는 GDM 계산

기(solver)에 대한 입력들(시스템에 대한 데이터)을 나타낼 수도 있다. 첨자 i, j, k 는 1에서 Ni, Nj, Nk 각각까지의 정수를

취하며, Ni는 시스템 상의 클라이언트들 전체 수이며, Nj는 자원 클래스들의 전체 수이며, Nk는 머신들의 전체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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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하면, 다음은 입력들을 나타낸다.

Aijk - 현재 배정

Cij - 대응 비율

Dij - 요구

Ljk - 머신 상의 클라이언트의 최대 수

Mjk - 클라이언트가 존재하는 것인 머신들의 최대 수

Minij - 요구

Ni - 클라이언트들의 수

Nj - 자원 클래스들의 수

Nk - 머신들의 수

Pijk - 과금된 요금

Sjk - 자원 클래스들에 대한 머신 용량

Tijk - 인스턴스들을 부가 또는 제거하는 것에 대한 페널티 요금

Uij - 인스턴스들의 수에 대한 페널티 요금

Vijk - 히트-가중치 요구

Yijk - 머신들 상의 현재 인스턴스들

다음의 부호는 변수들을 나타낸다.

Bijk - 클라이언트에 대한 배정

Zijk - 머신 상의 인스턴스의 배정

Rjk - 자원 클래스에 대한 머신의 배정

Dij가 자원 클래스 j를 위해서 클라이언트 i 에 의한 전체 요구를 나타낸다고 하자. Dij는 참조 히트 유닛들 내에서 집합자들

(2a 및 2b)로부터의 요구들의 합이고, 특정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임의의 최대 허용되는 부하들에 따라서 절삭

(truncated)된다. Dij는 자원들의 배정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요청이면 음수일 수도 있다. 구성 저장소로부터 머신 k, 자원

클래스 j상의 클라이언트 i에 대해서, 참조 히트들에 의한 현재 배정 Aijk가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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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jk가 클라이언트 i, 자원 클래스 j, 머신 k 조합에 대해서 배정된 자원 Bijk의 유닛 당 과금의 합을 나타낸다고 하자.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부가 또는 제거의 시스템 비용은 각 그러한 변경에 대해서 Tijk의 레이트로서 함께 과금된다. Uij가 이러한

인스턴스들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시스템 비용을 나타낸다고 하자.

수학식 1

여기서, {0,1}인 Yijk는 Aijk>0인지를 나타내고, {0,1}인 Zijk는 Bijk >0인지를 나타낸다. Sjk가 자원 클래스 j에 대한 머신 k

의 용량 즉 머신이 지원할 수 있는 자원 클래스 j의 참조 히트들의 수를 나타낸다고 하자. 그러면 그 중의 두 번째가 제약조

건인 다음 식들이 얻어진다

Yijk >= Aijk/Sjk, Zijk >= Bijk/Sjk

요구 제약조건은,

수학식 2

, 모든 i, j에 대해서

각 머신 k는 j번째 자원 클래스 Sjk에 대한 용량만큼 배정될 수 있다. {0,1}인 변수 Rjk는 자원 클래스 j가 머신 k상에 존재

하는지를 나타낸다.

수학식 3

, 모든 j,k에 대해서

단지 하나의 자원이 하나의 머신 상에 배정된다.

수학식 4

, 모든 k에 대해서

각 머신 상의 인스턴스들의 수에서 한계 Ljk가 존재한다.

수학식 5

, 모든 j, k에 대해서

주어진 자원 클래스 상에서 각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인스턴스들의 수에 대해 다른 한계 Mij가 존재한다.

수학식 6

, 모든 i, j에 대해서

Cjj'가 대응 비율(자원 클래스 j의 사용에 대해서 자원 클래스 j'의 사용의 비율로서 이전에 정의됨)을 나타낸다고 하자. 배

정들이 대응 비율 Cjj'에 대응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수학식 7

, 모든 종속변수 j, j'에 대해서

각 클라이언트는 최소로 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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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8

, 모든 i,j에 대해서

전술한 제약조건들에 추가로 다음의 단순화가 수행되어서 변수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일부 클라이언트-자원 조합들은

단지 머신들의 특정 세트 내에서 존재한다. 대응 Bijk'는 전술한 세트들이 아닌 모든 k' 머신에 대해서 제거된다. 또한, 특정

자원 클래스에 지정되는 모든 머신 k'에 대해서, 대응 Rjk''는 1로 설정되고, 다른 Rjk'들은 k가 k,'가 아니도록 0으로 설정된

다.

전술한 문제점들은 우선 수학식 8의 이어지는 최소에 대해서 해결된다.

Minij = maximum( SLA에 의해 특정되는 최소, (Sk Aijk+SkV ijk) )

여기서 Sk Aijk+SkVijk는 현재 배정과 역시 참조 히트들에 의한 그 대응 히트-가중치 요구 Vijk의 합을 나타낸다. 이러한

옵션은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이는 시스템 내에서 기존의 배정들이 유지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원래의 수학식 8로 대체될 것이다. 만약 실행불가능이면, 제약조건은 전술

한 바와 같이 최소 자원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페널티 요금에 의해서 대체된다.

전술한 문제점들은 일반적으로 정확한 방식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표준 선형 프로그래밍 기술들,

문제점 선형 프로그래밍 완화(relaxation) 및 칼럼 생성 기술들이며, 전술한 바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근사적인 해결책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발견적 방법(heuristic)은 선형 프로그래밍 완화를 통한 해결책을 생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

후 통합적인 변수들을 라운드 오프된(rounded off) 그러나 실행가능한 값들로 설정한 후에 단순화된 문제점을 다시 해결

한다. 사전처리 모듈의 추가는 해결책의 속도 향상을 위해서 변수들이나 제약조건들을 제거할 수 있다. 최선의 해결책을

이후 얻기 위해서 짧은 시간동안 해결책 처리는 중지된다.

일단 신규 배정 계획이 얻어지면, 자원 관리자는 신규 배정을 실행하도록 명령된다. 전역 의사 결정자(140)가 자원 관리자

(150)에게로 전달하는 정보는 머신들 상의 지배적인 히트-가중치들과 함께 가상 서버팜 내에서 머신들 상의 자원 배정의

클라이언트-방향(wise) 리스트로 구성된다. 이러한 배정은 참조 히트들에 의해서 특정된다.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 제

공될 수 있는 실제 히트들에 의한 것인 배정의 신규값(참조 히트에 의한 배정을 대응 히트 가중치로 나누는 것에 의해서 얻

어짐)으로서, 자원 관리자(150)는 구성 저장소(160)를 갱신한다. 히트 가중치들의 값 역시 갱신된다.

자원 관리자

자원 관리자 에이전트(RM 에이전트)는 머신이 부팅될 때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서버팜 내의 각 머신 상에

인스톨된다. RM 에이전트는 그 머신 상의 자원 인스턴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 관리자(150)에 의해서만이 사용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팜 내에서 사용가능한 자원의 각 유형에 대해서, 적절한 세트의 저-레벨 시작 및 종료 명령

들이 팜의 구성 저장소(160)내에 등록된다. 서브팜내의 각 머신이 단지 자원의 한가지 유형만을 호스팅하기 때문에, RM

에이전트는 단지 하나의 세트의 시작 및 종료 명령들만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그 머신상에 호스팅되는 자원의 유형을 알

면, RM 에이전트는 구성 저장소(160)에 질의하는 것에 의해서 적절한 명령들을 획득한다. 일단 이러한 것이 실행되었으

면, 에이전트는 구성 저장소(160)내에 그 위치를 등록하여서 자원 관리자(150)가 필요시 통신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서브팜 내의 머신은 자원의 복수의 인스턴스들을 호스팅할 수도 있다. 각 인스턴스에 대해서 그 머신상에서 유일한 식별자

가 주어진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운영 시스템의 프로세스 식별자(pid)를 인스턴스 ID로서 사용하여 구현될 수도 있다. 각

인스턴스는 복수의 클라이언트들로부터의 히트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각 클라이언트는 그 인스턴스의 서로 다른 최대 히

트 레이트로 배정될 수도 있다. 머신에 대한 RM 에이전트는 따라서 각 인스턴스에 대한 테이블을 유지하며, 클라이언트 당

이러한 히트-레이트 배정들을 포함한다. 에이전트는 RM에 대한 다음의 추상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startup( ), instanceID 리턴함.

이 startup() 명령은 에이전트가 그 머신상의 자원의 인스턴스를 시작하고 ID를 그에 대해 지정하도록 요청한다.

shutdown(instanc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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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shutdown() 명령은 에이전트가 특정 자원 인스턴스를 종료하도록 요청한다.

setAllocation(instanceID, clientName, hitRate)

이 setAllocation() 명령은 히트-레이트에 의해서 특정 자원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자원 배정을 설정한다.

이러한 연산 중 하나가 요청될 때, 에이전트는 이를 실행하도록 시도하고 곧 그의 성공 또는 실패를 자원 관리자(150)에 보

고한다. 이러한 연산들 각각의 구현은 아래에 상세히 설명한다.

자원 관리자(150)는, 전역 의사 결정자(140)에 의해서 준비되는 배정 계획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상 서버팜의 다른 컴포넌

트 뿐만 아니라 그 에이전트의 행동들을 조율하는 중앙 엔터티이다. 이것은 배정들의 두 개의 사본- 팜의 현재 상태를 반

영하는 현재 계획과 전역 의사 결정자(140)에 의해서 제공되는 신규 계획-을 유지한다. 팜 시작 시에, 현재 배정은 초기화

되어서 어떠한 자원도 어떠한 클라이언트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원 관리자(150)는, 새로운 배정 계획이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전역 의사 결정자(140)의 출력 버퍼를 검사하는 것에 의해서 시작한다. 만약 계획

이 생성되지 않았으면, 그러한 계획이 사용가능할 때까지 단순히 기다린다.

전역 의사 결정자(140)의 배정 계획은 3차원 테이블의 형태로 정의된다. 각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계획은 필요로 하는 모

든 자원 클래스의 인스턴스 각각에 대해서 갱신된 배정들을 리스팅한다. 배정들은 히트-레이트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표현

된다. 전역 의사 결정자(140)가 신규 계획을 생성하는 것으로 실행되었을 때, 자원 관리자(150)를 호출하고 그 계획을 구

현을 위해서 파라미터로서 제공한다. 자원 관리자(150)는 곧 자원 인스턴스 축을 따라서 3차원 계획 테이블을 스캔한다.

각 자원 인스턴스에 대해서, 각 클라이언트에 대한 현재 배정과 신규 배정을 비교한다. 몇 가지 경우들이 가능하다.

I. 현재 및 신규 배정이 동일한 경우

I. 현재 = 0, 신규는 0이 아닌 경우

I. 현재는 0이 아니고 신규 = 0인 경우

I. 현재 및 신규가 0이 아니고 현재와 신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경우 I

어떠한 행동도 자원 관리자(150)에 의해서 취해질 필요가 없다.

경우 II

신규 자원 인스턴스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면 즉 그 인스턴스의 모든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또한 현재 0 배정이 아니면 생성

되어야 할 수 있다. 자원 관리자(150)는 RM 에이전트 상에서 startup() 연산을 호출한다. 구성 저장소(160)내의 주소를 검

색하여서 적절한 에이전트를 배치한다. 에이전트는 자원의 시작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응답한다. 각 인스턴스는 연관된 모니터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RM 에이전트는 새로운 모니터를 생성하거나 또는

그 머신상의 기존의 모니터에 신규 인스턴스를 모니터링하는 책임을 지정한다. 이러한 태스크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승인 메시지를 자원 관리자(150)에 송신하고, 곧 에이전트의 setAllocation() 연산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히트-레이트

배정을 신규 값으로 초기화한다. RM 에이전트는 곧 그 서브팜의 부하 분배자(110)에게로 메시지를 송신하여, 신규 인스턴

스의 생성을 알려주고, 따라서 들어오는 요청들이 그에 의해서 제공되도록 한다.

경우 III

자원 인스턴스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즉 그 인스턴스의 모든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또한 0 배정으로 감소되면 삭제

될 수도 있다. 자원 관리자(150)는 곧 적절한 RM 에이전트 상에 shutdown 연산을 호출하여 인스턴스 ID를 제공한다. 에

이전트는 우선 서브팜의 부하 분배자(110)에게 자원 인스턴스가 더 이상 사용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후속 히

트들이 그 인스턴스로 라우팅되지 않도록 한다. 에이전트는 이후 자원의 shutdown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삭제

하고, 연관된 모니터를 사용불가능하게 하고, 그 인스턴스를 보유하는 내부 데이터 테이블을 삭제한다. 자원 클래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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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제공되는 shutdown 스크립트는 인스턴스를 즉시 삭제할 필요는 없다. 인스턴스는 이미 수신된 임의의 요청들을 제

공하는 것을 계속 진행할 수도 있으나 그 이후에 들어오는 요청들은 거부한다. 일단 계속중인 요청들이 제공되면, 인스턴

스는 곧 깨끗하게 종료된다.

경우 IV

자원 인스턴스의 배정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 자원 관리자(150)는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RM 에이전트상의

setAllocation 연산을 사용한다. 에이전트는 그 내부 테이블들을 갱신하여서 신규 최소 히트-레이트를 지시한다. 또한 이

러한 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서브팜의 부하 분배자(110)에게 메시지를 송신하여, 자원 인스턴스 상

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신규 배정을 나타낸다. 부하 분배자(110)는 클라이언트에 들어오는 요청들을 조절하여 이러한 배정

된 한계 이상의 자원의 사용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부가적인 경우들이 있다.

경우 IV-A

이 경우에서, 신규 > 현재, 즉 배정이 증가된 경우이다. 통상적으로, 전역 의사 결정자(140)가 특정 인스턴스의 배정을 증

가시킬 때, 이는 또한 클라이언트의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요구되는 다른 자원 클래스들의 배정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대응되는 (n+1)번째-계층(tier)을 증가시키지 않는 n번째-계층의 자원 인스턴스의 증가는 효력이 없다-이는 단지 (n+1)

번째 계층 인스턴스가 또한 확장될 때까지 초과 요청들을 조절할 뿐이다. 경우 IV-A에서 메시지를 개별적인 에이전트들에

송신하는데 관련된 예측할 수 없는 지연 때문에, 부하 분배자(110)는 즉각적으로 이러한 인스턴스의 사용을 증가시킬 수

는 없다. 모든 종속 자원 인스턴스들이 또한 그 메시지들을 수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RM 에이전트가 자원 관

리자(150)에게 승인 메시지들을 다시 송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은 배리어(barrier) 동기화를 효율적으로 구현한

다. 모든 에이전트가 그들의 인스턴스들이 확장되었다고 확인한 후, 자원 관리자는 "스위치 계획" 메시지를 모든 부하 분배

자들(110)에게 발급한다. 이 메시지의 수신후, 부하 분배자들(110)은 신규하고 증가된 배정으로 스위칭할 수 있다.

또한, 운영-시스템 레벨 메카니즘이 클라이언트들 사이에서 머신을 분할하는데 사용가능하다면, RM 에이전트는 이에 인

터페이싱하는 책임을 가진다. 그러한 분할 메카니즘들은 통상적으로 그의 CPU 사용과, 디스크 공간, 네트워크 대역폭 및

다른 유사한 OS-레벨 자원들에 의해서 각 애플리케이션상의 엄격한 경계들을 강화한다. 이러한 것은 자원들의 과도-소비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서로간의 보안 격리를 제공한다. 클라이언트의 배정 내에서의 변경이 주어지면, RM 에이전트

는 운영 시스템에 그에 따라서 머신 분할을 축소 또는 확장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메카니즘이 사용가능하

지 않으면, 시스템은 기능을 계속하고, 이것은 독립적인 조절-기반 메카니즘이 어떠한 경우에도 배정 한계를 강화하기 때

문이다.

일단 RM 에이전트들이 요청된 재배정을 수행하면, 자원 관리자(150)는 신규 배정 계획을 구성 저장소(160)에 위탁

(commit)한다.

서브팜 생성 및 제거

자원 관리자(150)는 또한 전체 서브팜들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것을 책임진다. 클라이언트가 도착하고 서버 팜 상에서 현

재 사용가능하지 않은 자원 클래스의 사용을 요청할 때, 신규 서브-팜이 그 자원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생성돼야만 한다. 자원 관리자(150)는 구성 저장소(160)에 질의하여서, 인스톨된 자원 클래스를 가지는 자유(free) 풀 내

에서 사용가능한 머신들을 찾는다. 이후 이들을 신규 서브-팜의 일부로서 지정하고, 부하 분배자(110)의 인스턴스를 생성

하여 이 서브-팜에 들어오는 요청들을 관리한다. 어떠한 자원 인스턴스들도 실제적으로 이 단계에서 생성되지는 않는다.

이전에 구획(outlined)된 대로 인스턴스들이 생성되며, 전역 의사 결정자(140)는 0이 아닌 히트-레이트들을 이에 배정한

다.

일부 단계에서, 서브-팜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어떠한 클라이언트도 그에 인스톨된 자원 클래스를 필요

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역 의사 결정자(140)는 그 서브-팜에 전용된 머신들을 다시 요청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고, 이는

이들을 과중한 부하가 걸리는 일부 다른 서브-팜들을 위해서 재사용하기 위함이다. 이후 자원 관리자(150)에게 서브-팜들

을 제거하도록 요청한다. 자원 관리자(150)는 그 에이전트들을 사용하여 그 서브-팜 상에서 실행될 수도 있는 임의의 자원

인스턴스들(그리고 그의 모니터들)을 종료하고, 팜의 부하 분배자(110)의 종료 연산을 또한 호출한다. 일단 팜이 비활성으

로 되면, 팜 내의 각 머신의 상태를 변경하는 구성 저장소(160)를 갱신하여 다시 자유 풀 내에서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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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분배자(110)는 들어오는 히트들을 클라이언트에 지정된 특정 자원 인스턴스들에 분배하여서, 동일한 자원 클래스의

다른 인스턴스들이 상대적으로 부하가 덜 걸리는 상태에서 단일 인스턴스가 과도부하로 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는 또한 전

역 의사 결정자(140)에 의해서 그들에 배정되는 용량에 따라서 클라이언트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을 제어한다. 동일한

자원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의 세트를 포함하는 각 서브팜에 대해서, 하나의 부하 분배자(110)가 사용된다.

결함의 취급

본원 명세서에서 설명된 모델은 서브팜들 내에서 머신 오류들을 취급하도록 구현된다. 심박(heartbeat) 메카니즘이 머신

이 결함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결함있는 머신이 식별되면, 메카니즘은 집합자(120)에게 이를 알린다. 결함

통지의 수신시, 집합자들은 이 통지를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administrator)에게 포스팅(post)한다. 집합자들은 영

향이 있는 부하 분배자들(120)에게 히트들을 결함있는 머신으로 지향시키는 것을 중지하도록 알린다. 이 정보는 일반 부

하 피드백 정보와 함께 부하 분배자들로 전달된다. 이는 이후 부하 분배자들까지 전달되어, 히트들을 가능한 한 다른 머신

들로 송신하도록 하고, 취급되지 못할 일부 히트들은 조절하도록 한다.

집합자들(120)은 변경되어서 결함 데이터를 전역 의사 결정자(140)로 전달하여, 전역 의사 결정자(140)가 결함있는 머신

을 그 배정 계획들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배정 계획을 준비하기 이전에, 전역 의사 결정자(140)는 머신들의 자유 풀

의 최종 상태를 모으고(사용될 수 있는 풀에 부가된 신규 또는 신규로 고정된 머신들이 있을 수 있다), 모든 결함있는 머신

들이 제거되었는지를 고려한다.

신규 계획 배치의 일부로서의 자원 관리자(150)는 제거돼야 하는 것인 머신들 상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을 삭제한다.

자원 관리자(150)는 머신을 종료하고,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콘솔에게 머신들이 삭제되어 고정되었다는 것을 알린

다.

심박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이 머신 상에서 결함들을 발견하는데 사용된다. 에이전트는 주기적으로 머신 상의 애플리케이

션 인스턴스들을 폴링(poll)/핑(ping)하여서 그들의 사용가능 상태를 요청한다. 만약 오류가 없다면 애플리케이션들은 일

정 시간 간격 내에서 이러한 에이전트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에이전트는 이후 이러한 응답들을 다음의 문맥

-종속 규칙들에 기초하여 대조한다. 머신이 결함이 있으면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중 어떠한 것도 응답하지 않는다. 머신

이 결함이 없고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 중 X 퍼센트 이하가 결함이 있으면 이 머신의 부하를 취급하기 위한 부하 분배자

(110)에 대해서 사용가능한 대체 머신들이 없다. 머신이 결함이 있고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의 Y 퍼센트 이상이 결함이

있으면 이 머신을 대체하기 위한 자유 풀 내에서 사용가능한 머신들이 있다. 이 규칙들은 불연속이거나 또는 잘 정의된 순

서로 적용되어서 결정적인 대답이 머신에 대해서 도달하도록 한다. X 및 Y와 같은 파라미터는 애플리케이션/문맥에 종속

적이고, 문맥-종속 정보의 나머지 부분들은 에이전트를 위해서 자원 관리자(150)에 의해 작성된 전역 의사 결정자(140)의

각 신규 배치마다 갱신된다. 원격 에이전트와 그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 사이에 생성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시키

기 위해서, 원격 에이전트들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즉 에이전트를 인스턴스들과 대조한다). 이 경우, 국부적 에이전트

는 그 결함 결정을 관련된 집합자(120)와 주기적으로 통신하여(너무 길게 걸리지 않고, 즉 시간 만료가 없이), 집합자(120)

가 국부적 에이전트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국부적 에이전트가 시간 만료되면, 곧 관련된 집합자들은 오류있는 머

신들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처리한다. 모든 집합자들(120)이 공통 프로세스에 의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단지 하나

의 추정만이 모든 집합자들에 의해서 도달되고 따라서 일관성이 유지된다. 국부적 에이전트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 원격

에이전트는 집합자들과 대조하여 집합자들(120)내의 통신 비용을 감소시키도록 할 수 있다.

심박 메카니즘이 결함들에 대해 핑하는 주기는 부하 모니터들이 스케줄링되는 주기와는 독립적이다. 집합자들(120)에 필

요한 모든 것은 최종 결함 정보를 얻는 것이고 이후 이를 다른 모듈로 부하 정보와 함께 송신하다.

도 7a는 국부적 에이전트에 의해서 머신 상의 결함을 발견하는 것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7b는 에이전트 입력에 기초

하여 결함 결정을 이끄는 집합자의 활동을 동시에 나타낸다. 도 7a에서, 단계 710에서 에이전트는 머신 상의 애플리케이

션 인스턴스들을 핑하여 결함을 테스트한다. 다음으로 단계 720에서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로부터의 응답이 전술한 문

맥-종속 규칙에 따라서 에이전트에 의해서 평가된다. 평가는 에이전트가 머신 상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의 결론을 내도록

한다. 그리고 단계 730에서, 에이전트는 이 결정을 집합자들과 통신한다.

도 7b는 집합자에 의한 머신상의 결함 검출의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7b에서, 집합자는 동시에 머신상에서 결함

결정에 따라서 에이전트에 대한 주기적인 통신을 청취한다. 단계 740에서, 집합자는 에이전트로부터의 결함-관련 통신(도

7a의 단계 730에 대응)을 얻는다. 만약 에이전트로부터의 통신이 지연되면, 이후 단계 750에서, 집합자는 에이전트에 의

해 보고되는 머신이 결함이 있다고 결론내도록 분기한다(단계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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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에이전트로부터의 통신이 지연되지 않으면, 이후 집합자는 통신의 내용을 살펴보아서, 머신에 대한 에이전트의 결정

을 찾는다. 단계 770에서, 에이전트가 머신의 결함을 결정하였다면, 이후 집합자는 머신이 결함이 있다고(단계 760) 또는

머신이 결함이 없다고(단계 780) 분기한다. 도 7b의 단계들은 머신상의 에이전트로부터의 다음 통신이 기대될 때 다시 반

복된다.

부하 분배

도 8은 전술한 부하 분배자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요청의 수신시(단계 820) : 부하 분배자는 수신된 요청을 단계 860과 같이 큐의 끝부분에 부가한다.

요청의 처리: 단계 812에서 부하 분배자는 요청 R을 큐의 머릿부분으로부터 제거한다. 요청 R로부터, 부하 분배자는 요청

이 의미하는 자원에 대한 클라이언트 C를 식별한다. 이후 그 요청이 포워딩될 수 있는지 그 클라이언트 자원의 인스턴스를

찾아본다. 그러한 인스턴스는 레벨 1 부하 집합자로부터 수신된 부하 정보(부하 요인)에 대해서 최소 부하가 걸리는 것이

다. 이는 단계 814와 같이 수행된다. 만약 단계 870에서 인스턴스의 배정된 용량이 완전히 소비되면(부하 요인이 1과 같거

나 또는 더 크면), 이후 단계 890에서 이 요청을 폐기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계 891과 같이 요청을 인스턴스에 포워딩하고

그 인스턴스에 송신된 요청들의 카운트를 1만큼 증가시킨다. 부하 분배자는 이 카운트를 시간 간격 dT(dT는 Tu보다 작

음) 후에 레벨 1 부하 집합자로 송신하고 또는 단계 891에서와 같이 그 각 요청 후에 이를 그 인스턴스로 포워딩한다. 이것

이 구현-레벨 파라미터이고 부하 분배자(110)의 시작 시에 구성 가능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자원 관리자로부터 메시지의 수신시(단계 830): 만약 단계 850에서 인스턴스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메시지가 나타내면, 이

후 부하 분배자는 그 인스턴스로 요청을 포워딩하는 것을 중단한다. 만약 메시지가 인스턴스내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배정

이 단계 850에서 감소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면, 이후 즉시 신규 배정을 고려한다. 만약 신규 인스턴스가 생성되었거나 또는

인스턴스 내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배정이 증가되었다면, 배리어 메시지-단계 850에서와 같이 자원 관리자로부터의 "스

위치 계획"-를 수신할 때까지 신규 값(들)은 부하 분배자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는다. 신규 인스턴스 메시지는 생성된 신규

인스턴스와, 0이 아닌 용량이 그에 배정된 클라이언트와, 히트 레이트들에 의한 대응 배정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단

계 850과 같이 "스위치 계획" 메시지 후에, 두 테이블 모두에서 각 신규 클라이언트에 대한 열을 가지고 있지 않는 클라이

언트들이 있을 수도 있다. 유사하게, 클라이언트의 RAT 열 내에서 모든 엔트리들이 0이 되면, 곧 그 클라이언트의 RAT 및

RCT 열은 제거된다.

레벨 1 부하 집합자로부터의 메시지의 수신시: 단계 840에서와 같이 메시지가 인스턴스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하 요인을

포함하면, 이후 부하 분배자는 자원 소비 테이블(RCT)내의 그 값을 갱신한다. 인스턴스가 다운(down)이라는 것을 메시지

가 나타내면, 이후 그 인스턴스로 요청들을 포워딩하는 것을 중단하며, 이 인스턴스를 단계 840에서 RAT 및 RCT 모두에

서 제거한다.

시스템 초기화

시스템 초기화시, 시스템 관리 컴포넌트들[전역 의사 결정자(140), 집합자(120), 부하 모니터들(130), 자원 관리자(150)

등]을 실행하도록 지정된 것인 머신이 시작되어서 미리 정의된 스크립트를 실행한다. 이러한 스크립트들은 개별적인 시스

템 관리 컴포넌트들을 시작하고 초기화한다. 모든 머신에 대해서 균일한 파일 시스템 뷰(view)가 제공되며 모든 애플리케

이션들이 인스톨된 것인 분산 파일 시스템이 사용가능하다.

고객들의 초기 세트가 서버팜에 하나씩 부가되고 다음과 같이 신규 고객을 추가하기 위한 절차가 이어진다.

신규 고객이 서버팜에 합류할 때, 이 정보가 이미 사용가능하지 않으면 이는 실험적인 설정 상에 호스팅되어서 그 애플리

케이션들을 벤치마킹하며, 이 정보가 구성 저장소에 저장된다. 다음으로, (가상) 서브팜들이 고객에 대해서 구성되고 예상

되는 부하-요구들에 대해서 초기화된다. 전역 의사 결정자(140)는 이후 이에 따라서 자원들을 배정할 수 있다. 자유 풀 단

독으로 이를 지원하지 못하면 이 고객은 거부된다. 일단 전역 의사 결정자(140)가 배정 계획을 계산하면, 이는 자원 관리자

(150)에 의해서 배치될 수 있으며, 머신들을 가지는 신규 서브팜의 배치도 포함한다.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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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본원 명세서에서 설명된 기술들을 구현하는 프로세스 내에서의 단계들을 실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인 컴퓨터

시스템(900)의 개요도이다. 컴퓨터 시스템(900)은 전술한 기술들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된 것인 컴

퓨터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목적으로 제공된다.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시스템(900) 상에 인스톨된 적절한 운영

시스템 하에서 실행된다.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명령어들에 의해서 특정된 소정의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컴퓨터 시스템(900)을 명령하는 것

인 컴퓨터 시스템(900)에 의해서 해석될 수 있는 프로그램된 논리적 명령어들의 세트에 관련된다.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는 임의의 언어, 코드 또는 표기법으로 기록된 표현일 수 있고, 다른 언어, 코드 또는 표기법으로의 변환 후 또는 직접적으

로 특정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호환성있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의도한 명령어들의 세트를 포함한다.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적절한 컴퓨터 언어로 된 문장들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된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파일러를 사용하여 운영 시스템에 의한 실행에 적절한 이진 포맷을 가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처리된다.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전술한 기술들의 프로세스의 특정 단계를 실행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 또는 코드 수

단들에 관련된 방식으로서 프로그래밍된다.

컴퓨터 시스템(900)의 컴포넌트들은, 컴퓨터(920)와, 입력 장치들(910, 915)과, 비디오 디스플레이(970)를 포함한다. 컴

퓨터(920)는 프로세서(940)와, 메모리 모듈(950)과, 입력/출력(I/O) 인터페이스들(960, 965)과, 비디오 인터페이스(945)

와, 저장 장치(955)를 포함한다.

프로세서(940)는, 운영 시스템을 실행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운영 시스템 하에서 실행되는 것인, 중앙 처리 유닛(CPU)

이다. 메모리 모듈(950)은 RAM(random access memory) 및 ROM(read-only memory)를 포함하는 것이고, 프로세서

(940)의 지시하에서 사용된다.

비디오 인터페이스(945)는 비디오 디스플레이(990)에 연결되고 비디오 디스플레이(970)상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비디오

신호들을 제공한다. 컴퓨터(930)를 운영하기 위한 사용자 입력이 입력 장치들(910, 915)로부터 제공되고, 키보드(910) 및

마우스(915)를 포함한다. 저장 장치(955)는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다른 적절한 비휘발성 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컴퓨터(920)의 컴포넌트들 각각은 버스(930)에 연결되고, 버스는 데이터, 주소 및 제어 버스들을 포함하여서, 이러한 컴포

넌트들이 버스(930)를 통하여 서로 통신하도록 허용한다.

컴퓨터 시스템(900)은, 통신 채널(985)을 사용하여 인터넷으로 표시된 네트워크(980)로, 하나 이상의 유사한 컴퓨터들과

입력/출력(I/O) 인터페이스(965)를 통하여 연결될 수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으로 제공될 수도 있고, 이동 저장 매체에 기록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저장 장치(962)로부터 컴퓨터 시스템(900)에 의해서 접속된다. 대안적으로, 컴퓨터 소프트

웨어는 컴퓨터(920)에 의해서 네트워크로부터 직접적으로 접속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지, 프로그램된 컴퓨터 소프트

웨어를 컴퓨터(920)상에서 실행하게 운영하도록, 사용자는 키보드(910)와 마우스(915)를 사용하여 컴퓨터 시스템(900)

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900)은 도시를 위한 목적으로 설명되었다. 컴퓨터 시스템의 다른 구성들 또는 유형들이 전술한 기술을 구

현하기 위해서 또한 동등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전술한 것은 단지 전술한 기술들을 구현하기에 적절한 컴퓨터 시스템의 특

정 유형의 예일 뿐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ASP 서버팜 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요청들은,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그 컴포넌트의 사용가능한 그러한 인

스턴스들의 최소 부하로서 식별되는 것인 애플리케이션의 특정 실행 인스턴스(또는 그의 적절한 컴포넌트)로 지향된다. 그

러한 인스턴스들의 수는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컴포넌트를 위한 요청들의 수에 응답하여 동적으로 증가되거나 감소된다.

요청들은 클라이언트-기초 당 지향되거나(첫번째 측면에 따라서) 또는 인스턴스가 조절되며(두번째 측면에 따라서), 애플

리케이션의 인스턴스들 및/또는 그의 컴포넌트들이 사용자의 특정 그룹 또는 사용자의 사용을 위해서 유보된다. 이러한 방

식의 운영은 개별적인 사용자들 또는 사용자들의 그룹들에 대한 서비스 약속의 준수를 용이하게 한다. 인스턴스 및 사용자

의 각 조합에 대해서 현재 배정된 자원과 현재 소비되는 자원의 기록이 유지되며, 애플리케이션의 인스턴스들이나 그 컴포

넌트들에 의해서 서비스되는 요청들에 의해 인스턴스들에 배치되는 부하 요인들에 따른다. 전술한 구성은 애플리케이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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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요청들의 예측되는 범위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보증서가 구성되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예측된 범위내에서 하

나 이상의 서로 다른 대역을 가지는 서비스 요청 레이트들에 대해 과금이 된다. 요청이 서비스되지 못하는 경우 페널티 레

이트가 과금된다(사용자를 위해서).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네트워킹된(networked) 머신들 상에서 집합적으로(collectively) 실행되는 복수의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

(component)들을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을 위한 접속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로부터 들어오는(incoming) 요청들의 흐름을 수신하는 단계

와,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요청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상

기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 각각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머신들 상에서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각 자원 클래스 컴

포넌트의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의 개별적인 세트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들어오는 요청들 각각을 적절한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로 지향(direct)시키는 단계와,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상기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상기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에 의해서 서비스되는 요청들의 수를

상기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 각각에 대하여 모니터링하는 단계와,

각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에 대해 모니터링된 요청들의 수에 응답하여 하나 이상의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애플리케

이션 인스턴스들의 수를 변화시키는 단계와,

상기 모니터링된 서비스되는 요청들의 수에 기초하여, 개별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로부터 수신된 요청들의 현재 레

이트의 기록을 유지하는 단계와,

하나 이상의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의 변화된 수에 응답하여, 상기 각 자원 인스턴스에 대하

여 할당된 가중치 및 각 자원 인스턴스에 대하여 할당된 히트들의 수에 대응하는 히트-가중치들을 사용하여, 상이한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일부를 특정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에 집합적이며 자동적으로 할당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을 위한 접속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로부터의 상기 들어오는 요청들 각각을 각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의 하나 이상의 애

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의 개별적인 세트로부터의 적절한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로 지향시

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특정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는 상기 개별적인 세트들로부터의 상기 적절한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의 애플리케이션 인

스턴스들의 최소 부하로서 식별되는 것인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을 위한 접속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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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을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요청들을 서비스하도록 복수의 머신들 상에서 하나 이상의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의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개시하는 단계와,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요청들을 서비스하도록 복수의 머신들 상에서 하나 이상의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의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을 종료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인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을 위한 접속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로부터의 요청들은 FIFO(first-in-first-out)를 기초로

상기 적절한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에 의해서 실행되도록 큐 안에 저장되는 것인 복수의 애

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을 위한 접속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의무(obligations)의 기록(record)을 유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을 위한 접속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각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에 대한 요청들의 상기 모니터링되는 수에 응답하여 각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의 애플리케이션 인

스턴스들의 수를, 상기 각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에 대하여, 변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에 대한 상기 서비스 의무가 최소한 만족되는 것인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

자들을 위한 접속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의 수를 변화시키는 단계는, (ｉ) 개별적인 애플리케

이션 레벨 사용자들로부터 수신되는 요청들의 상기 기록된 현재 레이트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고, (ⅱ) 요청 레이트

들에서의 변화들을, 상기 요청 레이트들을 서비스하기 위해 요구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애플리

케이션 인스턴스들의 대응되는 수에서의 요금(charge)들과 상호연관(correlate)시키는 소정의 정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는 것인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을 위한 접속을 제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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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상기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는 조직체(organization)이고,

상기 요청들은 상기 개별적인 조직체과 관련된 개인(individual)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인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

용자들을 위한 접속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복수의 네트워킹된 머신들 상에서 집합적으로 실행되는 복수의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을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과금(charging) 구조를 정의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며,

상기 과금 구조를 정의하는 단계는,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로부터 요청들의 예상되는 최소 레이트로부터,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로부터의 요청들의 예

상되는 최대 레이트까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의 요청들의 레이트의 예상되는 범위를

정의하는 단계와,

상기 예상되는 범위 내의 하나 이상의 부범위(subrange)들에 대한 요청들의 서비스 레이트들과 관련된 서비스 요금을 정

의하는 단계와,

상기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로부터의 하나 이상의 요청들이 서비스되지 않는 경우, 및 상기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

로부터의 요청들의 상기 레이트가 상기 예상되는 요청들의 최대 레이트를 초과하지 않을 때 상기 하나 이상의 서비스되지

않는 요청들이 주기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를 위해서 지불가능한 페널티 요금(penalty charge)

을 정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을 위한 접속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요금은 상기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로부터 상기 각 요청들을 위한 유닛 비용(unit cost)으로서 정의되는

것인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을 위한 접속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유닛 비용은, 상기 요청이 서비스되는 물리적 머신, 상기 요청을 서비스하는데 관련되는 상기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

(들), 또는 상기 요청을 서비스하는데 관련되는 계산의 복잡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인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

들을 위한 접속을 제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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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복수의 네트워킹된 머신들 상에서 집합적으로 실행되는 복수의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을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을 위한 접속을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요청들의 흐름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요청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상

기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 각각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머신들 상에서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각 자원 클래스 컴

포넌트의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의 개별적인 세트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상기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상기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에 의해서 서비스되는 요청들에 의해

현재 소비되는 자원들 및 현재 사용가능한 자원들을 상기 각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에 대하여 모니터링하는 단계와,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에 대해 현재 사용가능한 자원들의 기록, 및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

에 의해서 현재 소비되는 자원들의 기록을 유지하는 단계와,

각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의 상기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의 개별적인 수들을 조정하는 단계와,

하나 이상의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의 변동하는 수에 응답하여, 상기 각 자원 인스턴스에 대

하여 할당된 가중치 및 각 자원 인스턴스에 대하여 할당된 히트들의 수에 대응하는 히트-가중치들을 사용하여, 상이한 자

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일부를 특정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에 집합적이며 자동적으로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자원들의 기록 모두는 각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에 대하여 유지되며,

각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의 상기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은, (ｉ)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로부터 현재 소비

되는 자원들 및 현재 사용가능한 자원들의 상기 기록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고, (ⅱ) 상기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상기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에 대한 서비스 요청들에 필요한 각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수를 추정하는(estimate) 소

정의 정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각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되는 것인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레

벨 사용자들을 위한 접속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4.

복수의 네트워킹된 머신들 상에서 집합적으로 실행되는 복수의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을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을 위한 접속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요청들의 흐름을 수신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요청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상

기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 각각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머신들 상에서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각 자원 클래스 컴

포넌트의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의 개별적인 세트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들어오는 요청들 각각을 적절한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로 지향시키기 위한 수단과,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상기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상기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에 의해서 서비스되는 요청들의 수를

상기 각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과,

각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에 대해 모니터링된 요청들의 수에 응답하여 하나 이상의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애플리케

이션 인스턴스들의 수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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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된 요청들의 상기 모니터링된 수에 기초하여, 개별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로부터 수신된 요청들의 현재 레이

트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하나 이상의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의 변화된 수에 응답하여, 상기 각 자원 인스턴스에 대하

여 할당된 가중치 및 각 자원 인스턴스에 대하여 할당된 히트들의 수에 대응하는 히트-가중치들을 사용하여, 상이한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일부를 특정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에 집합적이며 자동적으로 할당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을 위한 접속을 제공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복수의 네트워킹된 머신들 상에서 집합적으로 실행되는 복수의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을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을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로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요청들의 흐름을 수신하기 위한 코드 수단과,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요청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상

기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 각각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머신들 상에서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각 자원 클래스 컴

포넌트의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의 개별적인 세트를 제공하기 위한 코드 수단과,

상기 들어오는 요청들 각각을 적절한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로 지향시키기 위한 코드 수단

과,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상기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상기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에 의해서 서비스되는 요청들의 수를

상기 각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기 위한 코드 수단과,

각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에 대한 요청들의 상기 모니터링된 수에 응답하여 하나 이상의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애플

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의 수를 변화시키기 위한 코드 수단과,

상기 모니터링된 서비스된 요청들의 수에 기초하여, 개별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로부터 수신된 요청들의 현재 레이

트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코드 수단과,

하나 이상의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의 변화된 수에 응답하여, 상기 각 자원 인스턴스에 대하

여 할당된 가중치 및 각 자원 인스턴스에 대하여 할당된 히트들의 수에 대응하는 히트-가중치들을 사용하여, 상이한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일부를 특정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에 집합적이며 자동적으로 할당하기 위한 코드 수단

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16.

제 14항에 있어서,

복수의 네트워킹된 머신들 상에서 집합적으로 실행되는 복수의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을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과금 구조를 정의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과금 구조를 정의하는 수단은,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로부터 요청들의 예상되는 최소 레이트로부터,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로부터의 요청들의 예

상되는 최대 레이트까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의 요청들의 레이트의 예상되는 범위를

정의하는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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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되는 범위 내의 하나 이상의 부범위들을 위한 요청들의 서비스 레이트들과 관련된 서비스 요금을 정의하는 수단

과,

상기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로부터의 하나 이상의 요청들이 서비스되지 않는 경우, 및 상기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

로부터의 요청들의 상기 레이트가 요청들의 상기 예상되는 최대 레이트를 초과하지 않을 때 상기 하나 이상의 서비스되지

않는 요청들이 주기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를 위해서 지불가능한 페널티 요금을 정의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인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을 위한 접속을 제공하는 시스템.

청구항 17.

제 15항에 있어서,

복수의 네트워킹된 머신들 상에서 집합적으로 실행되는 복수의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을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과금 구조를 정의하는 코드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과금 구조를 정의하는 코드 수단은,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로부터 요청들의 예상되는 최소 레이트로부터,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로부터의 요청들의 예

상되는 최대 레이트까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의 요청들의 레이트의 예상되는 범위를

정의하는 코드 수단과,

상기 예상되는 범위 내의 하나 이상의 부범위들을 위한 요청들의 서비스 레이트들과 관련된 서비스 요금을 정의하는 코드

수단과,

상기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로부터의 하나 이상의 요청들이 서비스되지 않는 경우, 및 상기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

로부터의 요청들의 상기 레이트가 요청들의 상기 예상되는 최대 레이트를 초과하지 않을 때 상기 하나 이상의 서비스되지

않는 요청들이 주기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를 위해서 지불가능한 페널티 요금을 정의하는 코드

수단

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18.

복수의 네트워킹된 머신들 상에서 집합적으로 실행되는 복수의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을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을 위한 접속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요청들의 흐름을 수신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요청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상

기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 각각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머신들 상에서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각 자원 클래스 컴

포넌트의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의 개별적인 세트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상기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상기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에 의해서 서비스되는 요청들에 의해

현재 소비되는 자원들 및 현재 사용가능한 자원들을 상기 각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

단과,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에 대해 현재 사용가능한 자원들의 기록, 및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

에 의해서 현재 소비되는 자원들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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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의 상기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의 개별적인 수들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과,

하나 이상의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의 변동하는 수에 응답하여, 상기 각 자원 인스턴스에 대

하여 할당된 가중치 및 각 자원 인스턴스에 대하여 할당된 히트들의 수에 대응하는 히트-가중치들을 사용하여, 상이한 자

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일부를 특정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에 집합적이며 자동적으로 할당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

고,

상기 자원들의 기록 모두는 각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에 대하여 유지되며,

각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의 상기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은, (ｉ)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로부터 현재 소비

되는 자원들 및 현재 사용가능한 자원들의 상기 기록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고, (ⅱ) 상기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상기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에 대한 서비스 요청들에 필요한 각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수를 추정하는(estimate) 소

정의 정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각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되는 것인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레

벨 사용자들을 위한 접속을 제공하는 시스템.

청구항 19.

복수의 네트워킹된 머신들 상에서 집합적으로 실행되는 복수의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을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을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로서,

상기 프로그램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요청들의 흐름을 수신하기 위한 코드 수단과,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요청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상

기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 각각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머신들 상에서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각 자원 클래스 컴

포넌트의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의 개별적인 세트를 제공하기 위한 코드 수단과,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상기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상기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에 의해서 서비스되는 요청들에 의해

현재 소비되는 자원들 및 현재 사용가능한 자원들을 상기 각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기 위한 코

드 수단과,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에 대해 현재 사용가능한 자원들의 기록, 및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

에 의해서 현재 소비되는 자원들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코드 수단과,

각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의 상기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의 개별적인 수들을 조정하기 위한 코드 수단과,

하나 이상의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의 변동하는 수에 응답하여, 상기 각 자원 인스턴스에 대

하여 할당된 가중치 및 각 자원 인스턴스에 대하여 할당된 히트들의 수에 대응하는 히트-가중치들을 사용하여, 상이한 자

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일부를 특정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에 집합적이며 자동적으로 할당하기 위한 코드 수단을 포

함하고,

상기 자원들의 기록 모두는 각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에 대하여 유지되며,

각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의 상기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은, (ｉ)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들로부터 현재 소비

되는 자원들 및 현재 사용가능한 자원들의 상기 기록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고, (ⅱ) 상기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상기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에 대한 서비스 요청들에 필요한 각 자원 클래스 컴포넌트들의 수를 추정하는(estimate) 소

정의 정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각 애플리케이션 레벨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되는 것인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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