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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 송대종

(54) 인터네트워크에서 로버스트하고 스케일어블한 서비스-노드 위치를 위한 근접-기반 방향 전환 시스

템

요약

  가상 오버레이 분포 네트워크(300)에서의 서비스-투-클라이언트 부속 장치용 근접-지향된 방향 전환 시스템이 개시되

어 있다. 가상 오버레이 분포 네트워크(300)는 패킷 트래픽을 라우팅하기 위한 주소지정 가능 라우터들(R1-R6)을 포함한

다. 테이터 패킷은 상기 패킷의 주소 필드를 기초로 하여소스 노드(C1)로부터 종착 노드(C2)까지 라우팅된다. 본 발명은

상기 주소 지정 라우터들(R3,R4)의 적어도 하나에 결합된 방향 전환기(S1,S2)를 포함한다. 상기 방향 전환기(S1,S2)는 클

라이언트(312)로부터 서비스 요구를 받기 위한 논리; 상기 서비스 요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기 서비스 요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의 서버들 중의 하나인 선택된 서버를 결정하기 위한 논리; 및 상기 서비스 요구를 상기 선택된 서버로 방

향 전환하기 위하여 상기 클라이언트로 지향된 방향 전환 메시지를 발생시키기 위한 논리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기술분야

  관련된 출원들에 대한 전후-참조

  본 출원은 1999년 9월 3일자로 출원되어 계류중인 미국 특허 가출원 60/152,257의 우선권을 주장한다. 본 출원은 1999

년 6월 1일자로 출원된 "오버레이 라우팅을 이용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의 멀키캐스트 통신 실행(PERFORMING

MULTICAST COMMUNICATION IN COMPUTER NETWORKS BY USING OVERLAY ROUNTING)"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출원 09/323,869 및 1999년 1월 1일자로 출원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응용-레벨 특징을 멀티캐스트 라우팅에 제

공하기 위한 시스템(SYSTEM FOR PROVIDING APPLICATION-LEVEL FEATURES TO MULTICAST ROUTING IN

COMPUTER NETWORKS)"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출원 60/115,454와 관련된다. 상기 명시된 출원들 각각의 개시는 이

하에서 참고로서 여러 목적을 위해 참고로 통합되어 있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네트워크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데이터 네트워크상에서의 정보 분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대량 채택을 위한 인터넷 기반 시설의 조절시 중추적인 과제들중의 하나는 소스 사이트로부터 인터넷의 많은 사용자들에

게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하며, 경제적인 형태로 임의의 컨텐츠를 배포하는 문제이다. 네트워크에 퍼져있는 많은 수의 사용

자들 모두가 거의 동시에 동일한 서버로부터 동일한 컨텐츠를 검출하기 위해 시도하게 되는, 대중적인 뉴스 기사의 배포,

비디오 방송, 주식 인용문, 대중적인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발매등 모두는 소위 플레쉬 효과(flash effect)를 야기시킬 수 있

다. 트래픽 플레쉬(traffic flash)는 서버를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동일한 컨텐츠의 많은 중복성 복사들이 광역 네트워크을

흐르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대역을 낭비한다. 예컨대, 시엔엔(CNN)의 웹 사이트상의 긴급 뉴스 이벤트는 수백만의 사용자

들로 하여금 그 기사의 텍스트를 페치(fetch)하여 그들의 서버를 오프시켰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한 고해상의 영화

방송의 최초 실행은 수백만의 사용자들로 하여금 매체 컨텐츠 서버를 엑세스(access)하게 할 수 있다.

  플레쉬 효과 즉, 캐싱(caching) 및 서버 반복(server replication)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웹(Web)을

위한 두 개의 키 메카니즘들이 제시되었다. 캐싱에 있어서, 캐시(cache)는 클라이언트들로부터의 컨텐츠 요청들을 인터셉

트하기 위해 네트워크 기반 시설내에서 적략적인 위치에 위치한다. 상기 캐시가 컨텐츠 요청을 수신하는 경우, 상기 캐시

는 컨텐츠의 저장을 참조하며, 만일 요청된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상기 캐시는 상기 요청을 국부적으로 서비스한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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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상기 요청은 원래의 서버에 제공되며, 그 응답은 클라이언트로 되돌려진다. 이러한 과정동안 캐시는 그 응

답을 국부 저장소에 저장한다. 국부 저장을 관리 예컨대, 캐시로부터 객체를 제거해야 할 시기, 서버와 다른 객체를 재충전

할 때등을 결정하기 위한 많은 전략들이 제시되었다. 캐시는 클라이언트가 명백하게 캐시의 네트워크 주소에 의해 구성되

는 경우에는 투명하지 않을(non-transparent)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가 상기 캐시를 무시하는 경우와 상기 캐시가 예를

들어 계층-4 스위치(layer-4 switch)를 사용하여 상기 컨텐츠 요구를 투명하게 인터셉트하는 경우에 상기 캐시는 투명할

수 있다.

  서버 반복에 있어서, 서버들은 넓은 영역에 걸쳐 배치되며, 클라이언트들은 이들 분포한 서버들에 할당되어 부하의 균형

을 맞추고 네트워크 대역을 확보한다. 이러한 반복된 서버들은 본래의 서버에 수용된 컨텐츠의 일부 또는 모두를 가질 수

있으며, 서버들의 특별한 배열이 어떻게 배치되어는지, 어떻게 컨텐츠가 마스터 서버로부터 그들까지 분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클라이언트들이 적절한 서버에 할당되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이러한 형태의 서버 반복 및 캐싱 기술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 에디 혹(ad hoc)이며, 하위의 인터넷 구조와 일

치하지 않는다. 예컨대, 투명 캐싱을 위한 공통적인 기술들은 TCP 세맨틱스(semantics) 깨뜨리며, 그에 따라 멀티패스 라

우팅(multipath routing)과 같은 하위의 IP 패킷 서비스의 몇몇 모드들과는 비호환적이다. 이것은 많은 어려운 관리상의

문제들을 야기시키며 특히, 네트워크 가동 센터로부터 분별있는 형태로 관리될 수 있는 응접된 네트워크 구조를 제공하지

못한다.

  유사한 컨텐츠 분포 문제는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용자들에게 라이브 스트리밍 매체의 배포를 수반한다. 여기서, 서버는

라이브 방송 공급 재료를 제공하며, 클라이언트들은 상기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스트리밍 매체 트랜스포트 프로토콜들

(streaming media transport protocols)을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한다. 그러나, 점점 보다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상기 방송

에 접속함에 따라, 상기 서버 및 네트워크는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들에 많은 수의 패킷 스트림들을 배포하는 작업에 의해

다운된다.

  이러한 라이브 방송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은 네트워크 계층 멀티 캐스트 또는 인터넷 구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IP

멀티 캐스트의 능률을 차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 서버는 개개의 클라이언트에 스트림의 개별적인 복사본을

전송하기보다는 패킷들의 단일 스트림을 "멀티캐스팅 그룹"에 전송한다. 차례로, 본 스트림에 관련된 수신자들은 멀키캐스

팅 그룹에 가입하므로써(예컨대, 근접한 라우터에 IGMP(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을 이용하여 가입 정보

를 시그널링하므로써) 그 방송에 "동조"한다. 네트워크는 소스로부터 모든 수신자들에게까지 배포 선로내의 팬아웃 포인

트들(fan out points)에서 단지 패킷들을 복사함으로써 각 수신자들에게 방송을 배포한다. 따라서, 물리적인 링크상에서는

단지 각 패킷의 하나의 복사만이 나타난다.

  불행히도, 배치 및 스케일링 문제들의 넓은 다양성은 글로벌 인터넷에서 IP 멀티캐스트의 수용과 증식을 혼동시켰다. 이

러한 문제들 대부분은 근본적으로 멀티캐스트 배포 트리의 연산이 네트워크내의 모든 라우터들이 그 트리가 보이는 바와

같이 일정하게 일관된 뷰를 갖을 것을 요구하게 된다. 멀티 캐스트에 있어서, 각 라우터는 단일의 글로벌한 일관된 멀티캐

스트 라우팅 트리의 정확한 국부 뷰를 갖아야 한다. 만일 라우터들이 네트워크의 다른 부분들에서 주어진 멀티캐스트 트리

의 상이한 뷰들을 갖는다면, 라우팅 루프 및 블랙 홀은 필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다른 문제들 -- 예컨대, 멀티캐스트 주소

할당, 멀티캐스트 폭주 제어, 멀티캐스트의 신뢰성 있는 배포등은 IP 멀티캐스의 배치 및 수용을 또한 괴롭히게 된다. 멀티

캐스트의 상업적 배치를 향한 최근 두 해의 대체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인 기반 구조는 여전히 비교적 취약하며,

그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편재한 인터넷 멀티캐스트 서비스의 배치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적 장벽들 뿐만 아니라, 사업적 및 경제적인 장벽들이 또

한 존재한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은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위한 관리, 모니터링 및 준비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광대

역 멀티캐스트 서비스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더욱이, 멀티캐스트 세션에서 누가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네트워크의

어떤 부분이 그 트랙픽을 제공할 것인가를 제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장애들로 인해, 인터넷의 양호한 부분에 이르는 멀

티캐스트 서비스의 출현하기 어렵다. 그러한 것이 발생할 때조차, 그 과정은 의심의 여지없이 펼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

릴 것이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소위 분배기 네트워크(splitter network)라는 응용-레벨 솔루션(application-level solution)에 의

해 스트리밍-매체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그 밖의 것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 네트워크에 분포된 서버들의

세트는 서비스 공급자들의 네트워크들 내의 전략적인 위치들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서버들에는 다수의 다운스트림 서

버들에 주어진 스트림을 복사할 수 있게 하는 "분배(splitting)" 능력이 제공된다. 이러한 능력에 의해, 서버들은 트리와 같

은 체계로 배열될 수 있다. 이러한 트리 체계에서 루트 서버는 다수의 다운스트림 서버들의 스트림 소스가 되며, 다운스트

림 서버들의 다른 층에 제공될 다수의 복사본들로 그 스트림을 차례로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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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히, 서버들의 분배기 네트워크은 다수의 문제들에 의해 시달리게 된다. 첫째, 분배기들의 트리는 정적으로 배열되며,

이것은 만일 하나의 분배기가 실패한다면, 실패한 포인트 아래의 전체 서브-트리가 서비스를 손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각 방송 네트워크의 유지를 위해 각 물리적인 서버들로 구성되는 개별적인 분배기 네트워크들을 요구로, 분배기 네

트워크는 단일 방송 센터로 지향되어야 한다. 셋째, 분배기 추상화(abstraction)은 매체 서버의 확장에 기초하므로, 필연적

으로 플랫폼(platform) 의존성이다. 예컨대, 리얼네트워크-기반(RealNetworks-based) 분배기 네트워크는 마이크로소프

트 넷쇼우 트래픽(Microsoft Netshow traffic)을 배포할 수 없다. 넷째, 수신자 관심을 추적하지 않고 다운스트림 수신자

들을 갖지 않는 분배기 네트워크의 서브-트리로부터 트래픽을 브랜치하지 않음으로써, 분배기 네트워크들은 높은 대역 낭

비적이다. 최종적으로, 분배기 네트워크는 약한 전략(policy) 제어를 제공한다--두개의 분배기 노드들 사이의 경로를 따

라 소비된 전체 비트율은 제어할 수 없으며, 스트림-어웨어(stream-aware) 형태에 있어 흐름들의 다른 클래스들에 할당

될 수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위에서 설명한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가상 오버레이 방송 네트워크(OBN; overlay

broadcast network)에서 컨텐츠 배포를 위한 포괄적인 방향 전환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시스템에 있어서, 서비스 노드들

은 종래의 시스템들과는 달리 네트워크 기반 구조의 전략적 위치들에 배치되며, 이들 서비스 노드들은 응집적이고, 협동적

이며, 관리적인 가상 오버레이 네트워크와 넓은 영역에 걸쳐 협동한다. 서비스 노드 클러스터들은 IP 터널들, 교환 라우팅

정보, 클라이언트 가입 데이터, 구성 제어, 대역 공급 능률들등에 걸쳐서 상호 대등하다. 동시에, 상기 서버 노드들은 컨텐

츠에 대한 응용 주문형 요청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예컨대 지원 서비스 본성에 의존하는 웹 서버 또는 스트리밍-매체 서

버로서 등장할 수 있다. 요컨대, 서비스 노드는 혼성 역할을 한다: 응용-레벨 컨텐츠 라우터로서 뿐만 아니라 서버로서 작

용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패킷-스위치 네트워크(packet-switched network)에 개선을 제공한다. 데이터 패킷이 패킷

의 주소 필드들을 기초로 소스 노드로부터 목적 노드까지 라우팅되는 상기 패킷-스위치 네트워크는 패킷 트래픽을 라우팅

하기 위한 주소 지정 가능 라우터들을 포함한다. 상기 개선은 주소 지정 가능 라우터들중 적어도 하나와 결합된 방향 전환

기(redirector)를 포함하며,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서비스 요청을 수용하기 위한 로직, 서비스 요청을 취급하기 위해 선택된

서버를 결정하기 위한 로직 및 상기 선택된 서버에 상기 서비스 요청을 반향전환하기 위해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명령된 방

향 전환 메시지를 발생시키기 위한 로직을 포함하며, 상기 선택된 서버는 상기 서비스 요청을 취급할 수 있는 다수의 서버

들중 하나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인터넷 연결성의 일부를 포함하는 전형적인 성분들 및 상호 연결들의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전형적인 오버레이 ISP 모델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에니캐스트(anycast) 라우팅 구현에 사용된 네트워크 부분(300)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는 인터도메인(interdomain) 에니캐스트 라우팅을 구성하기 위해 구성된 마스터 및 계열 네트워크들을 나타낸 도면

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포함되는 제어 및 서비스 기능들이 특정 ISP내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은 엑티브 세션 페일오버(active session failover)를 구현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 네트워크의 일부

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은 광 영역 오버플로우(wide area overflow)를 구현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 네트워크의 일부를 나

타낸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IP 멀티캐스트의 사용을 도시한 도면이다; 그리고

  도 9는 서비스 방송 네트워크 기반 시설에 서비스 설치들을 등록 및 연결하기 위해 채택된 본 발명의 실시예를 나타낸 도

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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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본 발명의 포괄적인 방향 전환 시스템은 응집적이고, 협동적이며, 관리적인 가상 오버레이 네트워크와 넓은 영역에 걸쳐

협동하는 네트워크 기반 시설 전반에 걸쳐 전략적인 위치들에 배치된 서비스 노드들과 제휴하여 동작한다. 상기 오버레이

네트워크 구조는 하부의 인터넷 구조와 유사한 설계 정신을 기초로 한다. 예컨대, 그것은 스케일러블 어드레싱(scalable

addressing), 적응 라우팅, 체계적인 명명, 분산 관리등을 이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오버레이 네트워크는 인터넷 그 자체

내에서 명백한 동일한 높이 정도의 견고성, 스칼라빌리티 및 취급성을 향유한다. 라우터들이 물리적인 링크들을 통해 상호

직접적으로 부가되는 물리적인 인터넷워크와는 달리, 가상 오버레이 네트워크에서의 서비스 노드들은 하부 IP 네트워크에

의해 제공되는 패킷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호 통신한다. 그와 같이, 대량의 개별적인 성분들(라우터들, 스위치들 및 링크들

과 같은)로 구성된 넓은 지역의 네트워크(예컨대, 전체 ISP의 백본)는 우수한 컨텐츠-배포 실행을 제공하기 위해 작은 수

의 서비스 노드들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가상의 오버레이는 크게 스케일러블하다.

  본 발명의 다른 중요한 관점은 정보 컨텐츠를 수신하기 원하는 클라이언트와 그것을 실질적으로 배포하는 서비스 노드들

사이의 "그루(glue)" 인터페이스이다. 즉, 상기 "그루" 인터페이스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노드에 부착되어, 특정의 컨텐츠

를 요청하고 효과적으로 배포된 그 컨텐츠를 갖을 수 있게 하는 메카니즘이다. 이는 때때로 서비스 랑데뷰 문제로 불린다.

  근본적으로, 서비스 랑데부 (rendezvous)는 :(1) 서비스를 위한 단일 명을 발행하고; (2) 네트워크 전역에 걸쳐 그 서비

스를 복사하게 하며; 그리고 (3) 그 서비스를 원하는 각 클라이언트가 가장 적합한 서버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필요로한다. 수백만의 클라이언트들을 스케일링하기 위해, 서비스 랑데뷰 매카니즘은 넓은 영역에 걸쳐 퍼져있는 서비스

노드들에 클라이언트 요청들을 효과적으로 배포 및 부하-균형을 유지케 해야 한다. 게다가, 효과적으로 네트워크 대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컨텐츠는 요청한 클라이언트들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소수의 네트워크 링크들을 통해 흘러야 한다. 이

러한 양 사항들은 클라이언트들이 요청을 서비스할 수 있는 인근의 서비스 노드에 명령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만일, 그 요청을 서비스할 수 있는 인근의 서비스 노드가 없다면, 시스템은 그 요청을 서비스하기 위해 넓은 영역에 걸친

네트워크내의 그 밖의 서비스 노드에게로 클라이언트를 방향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특정 위치에서 서비스 노드들

을 클러스터하고, 클라이언트를 트래픽 로드 상들을 기초로 클러스터내의 개별적인 노드들과의 연결되게 하는 것이 가능

해야 한다. 요컨대, 상기 서비스 랑데뷰 시스템은 서비스 선택을 위한 메카니즘의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로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 전환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부 클러스터가 오버로드되는 경우, 서

버 선택은 넓은 영역에 걸쳐 로드 균형을 위해 보상되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인터넷 구조가 보다 높은 계층의 프로토콜들에 용장성 및 견고성을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하부 구조를

고의로 숨기기 때문에 서버 랑데뷰는 어려운 문제이며, 그래서 특정의 네트워크 트랜스액션을 위해 선택된 서버를 발견 및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여기서 설명하는 랑데뷰 서비스는 위상 국부성(topological locality)

를 기초로하는 사용자 요청들을 인근 서비스 노드들에 라우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레벨 메카니즘, "에니캐

스트" 라우팅을 이용한다.

  에니캐스팅 패킷 전송 개념은 네트워크 연구 문헌에 잘 개시되어 있다; 아직 그 개념은 현존하는 패킷 전송 네트워크와의

호환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좁게 응용된체로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의 동작은 표준에 합의상 동의를 비준한다.

상기 표준안은 RFC(requests for comments)라는 서류에 제시되어 있다. 인터넷 동작에 응용가능한 RFC들은 RFC-

1546 및 그 밖의 것들을 포함한다

  최상의 레벨에서, 에니캐스트 패킷 전송을 구현하기 위한 두 개의 기초적인 접근 방법들이 있다. 첫 번째 접근 방법은 특

수한 형태의 에니캐스트 주소를 소개하고 새로운 라우팅 프로토콜들 및 "에니캐스트 어웨어"가 존재하는 서비스 인터페이

스들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표준화의 장황한 과정을 이끌것이며, 라우터 공급자들등에 의한 채택될 것이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현존하는 유니캐스트 주소 공간을 재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이러한 점

에 대해 해결불가능한 두 개의 대응하는 기술적 과제들을 갖는다. 그 과제들로는 (1) 스테이트풀 트랜스포트 프로토콜들

(stateful transport protocols)의 지원; 및 (2) 인터-도메인 에니캐스트 라우팅 및 라우트 집합의 지원이 있다. 근본적으

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이러한 기술적 과제들에 대한 신규한 솔루션들을 제공한다. 예컨대, 스테이트풀 트랜스포트 프

로토콜들을 지원하는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은 "Stateful Anycasting"이라하는 명칭의 본 명세서의 섹션에서 제공된다. 인

터-도메인 에니캐스트 라우팅 및 라우트 집합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은 "Interdomain Anycast Routing"이라는

명칭의 본 명세서의 섹션에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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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설명하는 랑데뷰 서비스는 하부의 패킷 전송이 "애니캐스 어웨어"가 아니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에니캐스트

어웨어"를 기초로하는 시스템은 또한 실현가능하다. 클라이언트로부터 랑데뷰 서비스의 가장 인접한 인스턴스(the

nearest instance)에 패킷들을 전송하기 위해 애니캐스 패킷 전송이 사용된다.

  그보다도,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완전히 능동적인 프레임워크(여기서 호스트들은 능동적으로 에니캐스트 그룹들을 결합

및 벗어날 수 있다)로부터 정적으로 제공된 프레임워크(여기서 네트워크 기반 구조내에서 단지 특별히 구성된 호스트들은

에니캐스트 그룹의 구성원들이다)까지의 에니캐스트 서비스 모델을 단순화시킨다. 이러한 정적으로 제공된 프레임워크에

서, 에니캐스트의 양도, 할당, 및 선전은 중앙의 권한에 주소되며, 에니캐스트 주소들의 큰 블록을 단일의, 잘-연결된 백본

네트워크와 연관시킨다. 상기 백본 네트워크를 컨텐츠 백본(CBB)로서 일컬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포함된 다른 이점은 클라이언트가 명시적, 퍼-클라이언트(per-client) 서비스 엑세스 점들에서 컨텐

츠 배포 네트워크에 부착된다는데에 있다. 이것은 기반 구조로하여금 사용자-특정 인증, 모니터링, 주문, 및 선전등을 이

행케한다. 대조적으로, 순수 멀티캐스트을 기초로하는 접근 방법은 비록 스칼라블하지만, 멀티캐스트 수신자 가입 과정이

완전히 익명이라서 이러한 특징들중 어떤것도 제공하지 못한다.

  요약에서, 에니캐스트-기반 서비스 랑데뷰를 이용하여 세워진 가상 오버레이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매혹적인 특성들

을 향유한다:

  ·신규한 구성들에 전개된 표준 라우팅 프로토콜들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에니캐스트를 이용하여 가장 인접한 서비스 노

드를 발견하므로, 서비스 엑세스 메카니즘이 크게 스칼라블하다;

  ·컨텐츠가 흘러야하는 네트워크 링크들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청들이 가장 인접한 서비스 노드에 라우팅될 수 있

으므로, 시스템은 상당한 대역 세이빙들을 제공한다;

  ·서비스 기반 구조는 미립자 제어, 모니터링 및 클라이언트 연결들의 주문을 제공한다;

  ·다양한 범위의 운영 요소들에 의해 관리되는 이질적 환경들에 걸쳐 큰-스케일 전개를 용이하게 하여, 기반 구조의 운영

및 형성이 크게 분산된다;

  ·에니캐스트가 표준 적응 라우팅 프로토콜들상에 형성되고 서비스 요소들이 리던던시(redundarncy)를 위해 클러스터될

때 시스템은 매우 높은 활용성 및 견고성을 제공하여, 요청들이 적절히 작용하고 서버들의 활용성을 선전하는 서버들에 단

지 라우팅되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에니캐스트-기반 반향 전환 서비스는 컨텐츠 방송 백본으로 먼저 형성될 수 있으며, 이어 트랙 증가 사용자 요구에 대한

개별적 기초로 계열 ISP들에 형성될 수 있으므로, 컨텐츠 방송 네트워크는 점증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본 명세서의 다음 섹션에서는, 건축상의 모델의 상세 및 본 발명에 포함되는 가상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위한 에니캐스트

-기반 방향 전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성분들의 실시예들을 설명한다.

  네트워크 구조

  도 1은 인터넷(100)의 일부를 포함하는 전형적인 성분들과 상호연결들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들(ISPs; 101, 102 및 103)은 인터넷 접속을 제공한다. 전형적인 ISP는 개별적인 고객 네트워크들(104) 및/또는 개별적인

사용자들을 엑세스 디바이스들(106)(예컨대, DSL, 전화 모뎀, 케이블 모뎀등)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시키기 위해 광역에

걸쳐 IP-기반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전형적인 ISP는 데이터 트래픽이 한 ISP 사용자로부터 다른 ISP 사용자로 흐를수 있

도록 교환점들(108)을 통해 다른 ISP들과 함께 피어(peer)한다. 통신 링크들에 의해 상호 연결된 내부 IP 라우터들(110)

의 수집은 ISP내에서 사용자들 사이에 연결성을 제공한다. 교환점들에 위치한 전문 경계 라우터들(112)은 비-국부 트래픽

을 ISP 내외로 전송한다. 종종, ISP(103)과 같은, 개별적인 ISP 네트워크은 네트워크 라우팅 프로토콜들의 관점에서 독립

적이고 집합가능한 유니트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율적 시스템(AS)이라 한다. ISP내에서, 인터도메인 라우팅 프로토콜들

(interdomain routing protocols)은 작동하며(예컨대, RIP 또는 OSPF), ISP들에서, 인터도메인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작

동한다(예컨대, BGP). "인트라도메인 프로토콜"이라는 용어는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포콜(interior gateway protocol;

IGP)이라는 용어와 바꿔서 종종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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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Web)이 성장함에 따라, ISP들은 경쟁에서 두 개의 혁신적인 구조적인 개념들을 합성함으로써

보다 좋은 종단간의 네트워크 서비스 구현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실현하였다: (1) 각 교환점에서 다수의 인접한 ISP들

을 적극적으로 피어링(peering)하는 것; 그리고 (2) 이들 교환점들 근처에 응용 서비스들(예컨대, 웹 서버들)을 수용하는

데이터 센터들을 함께-배치시키는 것. 각 피어링 점(peering point)에서의 "함께-배치 편이"(colo)는 응용 서비스들이 각

피어링 점에서 복사되게 하여, 네트워크내의 어떠한 장소에서도 거의 모든 사용자들이 인근 서비스에 고속 연결들을 향유

할 수 있게 한다.

  도 2는 전형적인 오버레이 ISP(200)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것은 그렇게 세워진 서비스 네트워크는 다수의 존재하는 ISP

들 예컨대, ISP들(202, 204 및 206)에 걸쳐 오버레이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상기 오버레이 ISP(200)는 라우터들

(208)을 통해 현존하는 ISP들과 결합되며 또한 데이터 센터(210; DC)에 결합된다. 오버레이 ISP들은 데이터센터들에 위

치한 콜로스(colo's)에 그들의 서버들을 놓은 컨텐츠 공급자들에게 머신(machine) 공간 및 네트워크 대역을 대여한다.

  요약하면, CBB를 위한 천연의 빌딩 블록이 ISP 콜로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 서비스 노드들은 콜로스내에 하우징

되며, 이용가능한 네트워크 연결성을 이용하여 광역에 걸쳐 오버레이 구조로 배열된다. 그러나, 서비스 노드들은 특화된

콜로 사이트들에 위치할 필요는 없으며, 사실 네트워크의 일부로 존재할 수 있다. 콜로들은 서비드 노드들은 위한 편리하

고 실행가능한 배치 채널이다.

  인터도메인 에니캐스트 라우팅(Interdomain Anycast Routing)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에니캐스트 라우팅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300)를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네트워크

(300)는 라우터들(R1-R6), 두 개의 서버 디바이스들(S1 및 S2), 및 두 개의 클라이언트들(C1 및 C2 )를 포함한다. 네트워

크(300)의 한 실시예에서, 두 서버 디바이스들은 IGP를 통해 주소 블록 "A/A24"(즉, A는 32-비트 IPv4 주소를 위한 24-

비트 전위이다)에 도달가능성을 선전한다. 이와 같이, 두 서버 디바이스들은 네트워크(300)의 기반 설비에 서버 이용도를

반영하기 위해 라우팅 선전들을 활용한다. 라우터들(R4 및 R3)은 그들의 부착된 랜들(302 및 304) 상에서 이러한 도달 가

능성 선전들을 청취하기 위해 각각 구성된다. IGP 연산 결과, 라우터들(R1-R6)은 "A" 전위내에 떨어지는 주소들을 통해

각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들까지 가장 짧은 경로를 익히게 된다. 따라서, 만일 클라이언트(C1)가 주소(A1)(여기서 A1의

전위는 A이다)에 패킷을 전송하면, 그 때 라우터(R2)는 그것을 라우터(R4)에 전송할 것이며, 차례로 경로(3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버(S2)에 전송한다. 유사하게, 클라이언트로부터 A1에 전송된 패킷은 경로(3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버

(S1)에 라우팅된다. 만일 서버(S2)가 실패한다면, 그 땐 A/24를 위한 S2로부터의 선전들이 발생될 것이며, 네트워크는 A/

24에 대응하는 가장 짧은-경로 라우트들을 재연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로(3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러한 라우트

를 선전하는 다른 노드들이 없으므로, C2로부터 A1으로 전송된 패킷들은 서버(S1)로 라우팅된다.

  위에서 설명한 에니캐스트 라우팅 기구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들중의 하나는 에니캐스트-기반 서비스 노드들로 구성되지

않은 임의의 사이트들로 광역을 걸쳐 에니캐스트 라우트들을 어떻게 전파할 것이냐이다. 에니캐스트 라우팅을 위한 새로

운 기반 설비를 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단일의 AS가 주어진 에니캐스트 주소 블록을 인정하고 그

것의 일반 인터도메인 프로토콜 즉, BGP를 이용하여 선전하는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가지고 존재하는 인터도메인 라

우팅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어, 다른 독립 AS들은 에니캐스트-어웨어(anycast-aware) 서비스 노드들로 점증적으로 구성

될 수 있어, 그러한 AS들을 위한 IGP가 문제의 에니캐스트 주소 블록에 전송된 패킷들을 그 단일의 AS내의 서비스 노드들

에 라우팅되게 한다.

  이와 같이하기 위해, 컨텐츠 백본(CBB)은 에니캐스트 블록을 소유하고 BGP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선전하는 "마스터" AS

에 위치한다. 즉, ISP는 그것의 이전에 존재한 그러나 사용되지 않은 주소 공간의 블록 밖으로 이탈하며(또는 인터넷 양도

번호 권위(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로부터 새로운 주소들을 요청한다), 이 블록을 CBB에 할당하여 이러

한 주소들의 블록이 에니캐스트 라우팅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상기 마스터 AS는 마치 보통의 IP 네트워

크인 것 처럼 다시 BGP를 사용하여 광역에 걸쳐 에니캐스 블록을 --이러한 블록을 "A"라 함-- 선전한다. 따라서, 지금까

지 설명한 구성에 있어서, 인터넷의 어떤 장소로부터 블록 A내의 주소에 전송된 패킷은 마스터 AS에 라우팅된다.

  에키캐스트 라우팅 기반 시설하에 놓이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CBB는 마스터 AS내에 서비스 노드들을 배치하

고, 그러한 노드들이 마스터 AS의 IGP를 사용하여 A를 위해 도달성을 선전하도록 배열한다. 한번 이러한 조각이 놓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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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이 마스트 AS에 들입할 때(인터넷의 어떤 장소로부터), 그것은 마스터 AS에 들어가자마자 패킷에 의해 횡단되는 경

계 라우터에 가장 가까운 CBB 서비스 노드로 라우팅된다. 마스터 AS가 조밀하게 피어된다고 가정하면, 인터넷 상의 대부

분의 사용자들은 마스터 AS(CBB)내의 서비스 노드로 짧은-지연, 고속 경로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비록 여기까지 설명한 구조가 마스터 AS내에 위치한 노드들을 위한 근접-기반 서비스-노드 위치를 위해 실현가능한 메

카니즘을 제공하지만, 모든 서비스 노드들이 그 마스터 AS에 귀속된다는 사실에 의해 시스템은 제한된다. 보다 스케일러

블한 접근은 서비스 노드들이 다른 ISP의 네트워크들에 설치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계열(affiliate) AS -

즉, 마스터 AS는 아니지만 랑데뷰 서비스를 지원하는 ISP는 마스터 AS로서 정확히 동일한 형태로 서비스 노드들을 단순

히 설치한다. 그러나, 상기 계열은 계열의 IGP를 사용하는 그 계열의 도메인내에서만 에니캐스트 블록을 선전한다; 도메인

바깥의 에니캐스트를 피어들에게 선전하지 않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다중 AS들이 BGP(즉, 그들의 외부의 라우팅 프로토

콜)에서 에니캐스트를 선전하는, 이러한 기구에 대한 확장이 제공된다. 그러한 확장은 본 명세서의 다른 분분에서 설명한

다.

  도 4는 인터도메인 에니캐스트 라우팅을 성취하기 위해 구성된 마스터 AS(400) 및 계열 네트워크(402, 404 및 406)을

나타낸 도면이다. 마스터 AS(400)는 에니캐스트-기반 서비스 노드들(A1, A2 및 A3)을 포함하며, 라우터들(408)를 통해 3

개의 계열 네트워크들과 결합한다. 4개의 클라이언트들(C1, C2, C3 및 C 4)이 도시된 바와 같이, 계열들에 부착된다. 계열

(404)가 그것의 기반 시설에 배열된 단일의 서비스 노드(A4)를 갖지만, 계열들(402 및 406)은 배치된 서비스 노드들을 전

혀 갖지 않는다. 따라서, 유니캐스트 인터- 및 인트라-도메인 라우팅 프로토콜들의 일반 행위가 주어지면, C2로부터 블록

A로 전송된 패킷들이 경로(4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A2로 라우팅되는 반면에, C1으로부터 블록 A에 전송된 패킷들은 경

로(4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A1에 전송된다. 상기 경로들(410 및412)은 계열(402)로부터 마스터 AS(400)까지의 가장

짧은 인터도메인 경로들을 나타낸다. 대조적으로, C3로부터 블록 A로 전송된 패킷들은 경로(4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

비스 노드 A4로 라우팅된다. 이것은 계열(404)내의 IGP가 서버 노드 A4가 블록 A로의 도달 능력을 선전하게 하고 그에 따

라 그 주소로 전송되는 패킷들을 "강탈(hijack)"케 할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계열(406)으로부터 마스터

AS(400)까지의 경로는 계열(404)을 횡단하므로, C4로부터 블록 A로 전송된 패킷들은 경로(416)에 의해 나타낸 바와 같

이, A4에 의해 또한 강탈될 것이다. 정확한 동작을 위해 모든곳에 배치되어야 하는 에니캐스트 지능의 요청없이 시스템의

로드를 스케일하고 배분하므로, 이것은 본발명에 따른 구조의 신중하며 바람직한 특징이다.

  비록 에니캐스트 어드레싱 및 라우팅 구조가 스케일러블 서비스 랑데뷰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지만, 에니캐스트 주

소 공간의 소유권은 바람직하게는 CBB 및/또는 마스트 AS에 집중된다. 비록 이것이 다소 솔루션의 전체 용장성을 제한하

지만, 주소 공간의 관리를 집중화하는 이점을 갖는다. 본 모델에서, 컨텐츠 공급자들이 CBB와 계약하는 경우, 공급자들에

게는 이용가능한 주소들의 CBB 블록과는 배타적인 주소 공간이 할당된다. 이어, 공급자들은 그들의 서비스들 예컨대,

URL(uniform resouce locator)의 호스트 부분과 관련하여 이러한 에니캐스트 주소 공간을 사용한다. 따라서, 그러한 웹

링크들을 클릭하는 사용자들은 CBB 또는 그것의 계열들에서 가장 인접한 서비스 노드와 연결된다.

  명명 및 서비스 발견(Naming and Service Discovery)

  서비스 노드가 서비스를 위한 에니캐스트 요청을 수신하면, 그 서비스는 요청한 클라이언트를 위해 실증되어야 한다. 즉,

상기 서비스 요청은 국부적으로 만족되어야 하며(만일 마스트 서비스의 용장성이 국부적으로 이용가능하다면) 또는, 마스

터 서비스 사이트로부터 이행되어야 한다. 마스터 사이트에 서비스를 우치시키는 한 방법은 위로부터 에니캐스트 라우팅

구조를 반복적으로 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에니캐스트 패킷을 당해의 에니캐스트 주소에 전송하려는 시도는 패킷이 유

래한 호스트로 재라우팅되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에니캐스트는 그것을 수신한 도메인에 트랩(trapp)된다.

따라서, 시스템은 원근의 서비스 노드 및 마스터 서비스 사이트 사이의 통신을 위해 몇몇의 다른 메카니즘에 의존해야 한

다.

  일 실시예에서, 서비스 노드는 에니캐스트 주소를 마스트 서비스 사이트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서브-서비스들

의 세트에 재맵핑할 것을 몇몇 데이터베이스에 요청한다. 다행히, 높은 스케일러블하고 견고한 유형으로 이러한 형태의 맵

핑(mapping)을 이행하기 위한 분포된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존재한다. 널리 인터넷에서 IP 호스트 명칭-대-주소 맵핑들을

다루는 DNS(Domain Name System)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용이하게 재사용 및 배열될 수 있다. 특히, RFC-2052는

SRV(DNS service) 자원 기록들을 이용하는 임의의 서비스 엔트리들을 정의하기 위한 기구를 규정한다. 다소 잘-정의되

고 결정론적인 알고리즘에 따라 숫자로 나타낸 에니캐스트 주소를 DNS 도메인 명칭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서비스 노드는

본 에니캐스트 명칭에 의해 해결되는 DNS 질문들을 사용하여 서비스들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요청된 DNS 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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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B에 의해 이행되거나 또는, CBB가 특정 에니캐스트 블록을 위한 DNS 서브도메인(subdomain)을 구성하기 위해 권위

를 본래의 컨텐츠 공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공급자는 피트를 보는 것과 같이, 제공된 서비스들을 구성 및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선택적인 방법은 단일의 에니캐스트 주소를 CBB에 할당하고 컨텐츠 발송 사이트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클라이언트

URL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에니캐스트 라우팅은 CBB를 통해 공개된 컨텐츠에 대한 클라이언트 요청들을 캡처하는데

에 사용하고, 반면에 URL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는 문제의 컨텐츠에 대한 특정 위치 또는 다른 속성들을 명시하는데에 사

용된다. 본 공개의 나머지 부분에서, 전자의 방법(여기서 다중 에니캐스트 주소들이 CBB에 양도된다)이 설명적인 목적을

위해 상정되나, 단지 하나의 에니캐스트 주소가 각 CBB에 할당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어떻게 단순화될 수 있는지 당업자

에게는 자명할 것이다.

  요약하기 위하여, 서비스 랑데뷰 문제는 두개의 상호의존성 메커니즘들를 가지고 스케일러블 유형으로 해결될 수 있다:

(1) 클라이언트은 에니캐스트 주소와 라우팅을 이용하는 서비스 기반 시설과 관련한다. (2) 서비스 노드는 명시적으로 클

라이언트 URL들을 통해 또는 암시적으로 디엔에스(DNS)와 같은 분산된 디렉토리를 통하여 이송되는 보조 정보를 이용하

여 마스터 서비스 사이트에 바인드(bind)한다. 우수한 스케일링 수행은 근접-기반 애니 캐스트 라우팅과 캐싱(cashing)과

DNS로 만들어지는 계층체계에 의하여 기인한다.

  스테이트풀 애니캐스팅(Stateful Anycasting)

  IP 패킷 서비스의 위에서 에니캐스트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중 하나는 라우팅 기반 구조의 동적인 성질

에 있다. IP가 패킷을 이중이 되도록 그리고 다른 경로를 따라 라우팅되게 하기 때문에, 에니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

송된 패킷은 다중 에니캐스트 노드에 동시에 전달될 수도 있으며 연속되는 패킷은 한 서비스 노드로 그리고 다른 노드로

간헐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것은 통신 채널의 종단점들이 고정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TCP와 같은 트렌스포트-계층 프로토콜에 있어서 특히 문제

가 있다. 예로서, 한 에니캐스트 주소를 거치는 서비스 노드에의 TCP 연결을 고려하여 보자. 접속을 통한 하프웨이

(halfway)를 가정하면, 에니캐스트는 클라이언트의 패킷이 갑자기 다른 서비스 노드에 연결되도록 변한다.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 노드는 현존하는 티시피 접속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클라이언트에게 "접속 리셋"이라는 정보를 되돌려 보낸다.

이로 인하여 접속이 끊기게 되며, 클라이언트이 청한 서비스의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

피가 진술이 불가능한데 비하여 TCP 접속이 진술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당히 많은 양의 연구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어떤 것도 본 발명과의 사용에 충분한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하였

다. 이 문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TCP 프로토콜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수백만의 전개된

TCP 스택들의 전체 설치된 베이스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다른 접근 방식들은 주장되는 방식들을 가지고 있으

며, 그 방식에서 라우터들은 TCP 접속이 그 원래의 경로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네트워크 내에서 진술을 끄집

어 낸다. 이것은 인터넷 인프라 구조에서 모든 라우터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작업이 연구 단계에

아직 있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못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스테이트풀 애니캐스팅이라고 불리는 신규한 계획이 채용되었다. 이 방식에서, 클라이언트은 에

니캐스트를 방향 전환 서비스의 일부로서 이용하며, 그것은 정의에 의하여 단명하는 처리방식이다. 즉, 클라이언트는 에니

캐스트 서비스를 통하여 에니캐스트 언급 노드를 접족하며, 상기 언급 노드는 클라이언트을 정상적으로 지적되며 루틴을

가지는 서비스 노드로 향하게 한다. 따라서, 에니캐스트 루트가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방향 전환 과정이 실패한다는 유

사성은 낮다. 이것이 발생하지 않으면, 방향 전환 과정은 다시 시작되고, 내용에 의지하여, 접촉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가

개시된다. 그 방향 전환 과정이 단일의 리퀘스트와 단일의 응답이 되도록 설계되면, 그 클라이언트은 애니캐스팅 병리로부

터 발생되는 모순을 해결하게 된다.

  만약 서비스 처리가 단명적이면, 방향 전환에 대한 요구가 한정된다. 즉, 짧은 웹 접속이 TCP 에니캐스트 접속으로서 전

체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반면, 스트리밍 매체와 같은 장기 접속은 라우팅 변화에 민감할 수 있으며, 그 진술 가능한 애니

캐스팅은 루트 변화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만약 에니캐스트에 기초한 인프라 구조가 광

범위하게 배치되면, 출원 매각인은 에니캐스트 서비스를 위한 지원을 제공할 동기를 가질 것이다. 만약 라우팅 이전이 서

비스의 분열을 야기하면, 클라이언트은 투명하게 다시 야기하는 애니캐스팅 서비스에 수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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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실시예에서, 라우팅 이전의 역효과는 인프라 구조의 작동 정책을 조심스럽게 대하므로써 최소화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의 애니캐스팅 인프라구조는 동적인 라우팅 변화가 꽤 빈번하고 사실 에니캐스트에 대한 아이피의 진술할수 없음이

최소화되는데에 생성될 수 있다. 줄여서, 이하 기술되는 진술가능한 애니캐스팅 방법은 매우 유용하고 강건하고 신뢰성 있

는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근접-기반 방향 전환 시스템(A Proximity-based Redirection System)

  상기 기술한 구조적인 요소가 주어지면, 이 부분은 이러한 요소를 결합하는 에니캐스트에 기초하는 방향 전환 서비스에

대한 본 발명의 실시예를 기술한다. 이 설계의 요소의 일부는 다양한 유용한 배치와 전개 시나리오의 일반화이며 특정 기

술에 의하여 한정되지 않는다. 다른 메커니즘은 스트리킹 매체 방송이나 웹 컨텐츠 전달과 같은 특별한 서비스에 맞게 되

어 있다.

  접근에 기초하는 방향 전환 시스템은: (1) 임의의 응용-특성 방향 전환 프로토콜이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사이에서 사용

되도록 함으로써, (2) 방향 전환 서비스, 클라이언트, 마스터 서비스 사이트, 및 CBB 사이에 그루(glue)를 제공함으로써,

임의의 컨텐츠 배포 네트워크를 위한 서비스 노드 부착 용이성(service node attachment facility)을 제공한다.

  CBB는 마스터 에이에스에 기인하는 특별한 에니캐스트 주소 공간을 가지고 있다. 각 컨텐츠 제공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에니캐스트 주소를 에니캐스트 주소 공간으로부터 부여받는다. 임의의 서비스가 DNS를 이용하는 에니캐스트에 접속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주소만이 각 특정 컨텐츠 제공자에게 요구된다. 설명을 목적으로, 표준적인 컨텐츠 제공자

의 디엔에스 도메인을 "acme.com"이라 하고, CBB의 도메인을 "cbb.net"이라 한다. CCB에 할당된 에니캐스트 주소는

10.1.18/24이며, acme.com에 할당된 주소는 10.1.18.27이다. 또한, 컨텐츠 제공자(acme.com)가 웹 컨텐츠와 생방송 컨

텐츠를 발생시킨다.

  하기의 부분은 (콜로 내에 한정된)로컬 구조를 포함하는 요소와 (ISP들 사이 및 걸쳐서 한정된) 광범위한 지역 구조를 포

함하는 요소와 이러한 구조에 기초하는 특정 방향 전환 알고리듬과 본 발명에 따라 그것들의 근거가 되는 일반적인 원칙을

기술한다.

  로컬 기반 구조(The Local Architecture)

  본 섹션에서는 예컨대, 콜로(Colo) 내부와 같은 특정 ISP 내에서 근접-기반의 방향 지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들

의 배열 및 이들 장치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외부 성부들과는 어떻게 인터페이스되어야 하는지가 설명된다.

  상기 컨텐츠 배포 구조는 두 개의 상호 의존하면서 분리가능한 성분로 분해된다: (1) 제어 및 방향지정 설비 (2) 실제 서

비스 기능. 즉,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데이터 접속을 지나 서비스 제공을 트리거하는 접속 제어에 의해 일어난다. 게다가,

접속 제어는 통상적으로 대체 IP 호스트에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시스템을 위한 하이 레벨 모델

은 다음과 같다.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해 에니캐스트 주소에 접속 제어를 초기화한다.

  ·에니캐스트 다이얼로그를 위해 종결점에 위치한 에이전트는 클라이언트를 고정된 서비스 노드 지역(예컨대, 표준, 비 에

니캐스트 IP 주소에 의해 주소 지정된)으로 방향을 지정한다.

  ·클라이언트는 이 고정 지역으로의 접속 제어를 통해 서비스에 연결되고, 서비스 이동을 초기화한다.

  상기 제어에 기반한 요청 및 데이터 핸들링 성분들은 매우 다르다. 예컨대, 제어 요소는 대규모의 일회성 요청들을 처리

및 상기 요청들의 방향을 빠르게 바꿀 것을 요구하며, 서비스 요소는 스트리밍 매체와 같은 지속적인 연결 로드를 처리하

는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고장 모드에 대한 상기 시스템의 민감도가 다른 것 처럼 이들 두 장치 클래스를 위한 관리 요구도

매우 다르다. 예컨대, 상기 제어 요소는 서버 리소스를 관리해서 로드 밸런싱같은 고려 사항이 서버 선택 사양에 포함되도

록 해야 한다. 이 점에서, 상기 제어 요소는 어떤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를 결정히기 위해 "서버 헬스

(Health)" 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예컨대, 서버 헬스는 서버 용량, 로딩, 예상 서버 지연 등과 같은 다양한 파라미터에 기반

하며, 제어 요소에 의해 모니터링 및 간접적으로 수신될 수 있으며, 서버를 선택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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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는 제어 및 서비스 기능이 상기한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특정 ISP 내에서 어떻게 분리되는지를 설명하는 본 발

명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본 실시예에서, 하나 이상의 서비스 노드(SN) 및 하나 이상의 에니캐스트 리퍼럴 노드

(anycast referral node, ARN)는 콜로(Colo, 500) 내의 LAN 세그먼트(504) 상에 위치한다. 상기 네트워크 세그먼트

(504)는 나머지 ISP 및/또는 인터넷(508)에 연결되는 콜로 라우터(506)에 연결된다.

  이와 같은 구성하에서, 상기 인터넷(508)의 임의 호스트(512)로부터의 클라이언트 요청(510)은 근접 지향의 에니캐스트

라우팅을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ARN(514)에 라우팅된다. 상기 ARN(514)는 본 명세서에 설명된 기술들을 이용하여 클라

이언트(경로 516)을 후보 서비스 노드518(경로 520)으로 방향을 지정한다. 상기 서비스 노드가 클러스터(Cluster)화되기

때문에 본 서비스 모델은 임의 클라이언트 로드를 판단하며, 시스템이 클러스트 사이즈가 증가하는 것에 점증적으로 대비

될 수 있도록 한다. 게다가, 상기 ARN들 자체는 레이어 4 스위치와 같은 로컬 로드 밸런싱 장치로 평가될 수 있다.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상기 ARN들 중 하나가 마스터로 지정되면, 예컨대 다른 ARN들은 백업(522)로 지정된다. 이 지정

은 변환될 수 있다. 이들 에이전트들은 개별적인 물리적 컴포턴트들로 실행될 수 있거나 하나의 물리적 장치내에서 운영될

수 있다. 본 예에서, 상기 시스템이 쉽게 일반화되어 이들 에이전트 및 물리적 장치들이 다중 로컬 네트워크 세그먼트들을

작동시킨다 해도, 상기 SN 및 ARN들은 싱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싱글 네트워크 세그먼트(504)에 연결된다. 각

ARN은 라우팅 도달 능력을 서비스 노트 구조에 의해 점유된 에니캐스트 주소 스페이스에 통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

스터 ARN은 실제적으로 통지를 발생시킨다. 이와 유사하게, 상기 네트워크 세그먼트(504)에 연결된 ISP의 콜로 라우터

(506)는 이 통지를 수신 및 전달하도록 구성된다. 라우팅 정보의 교환은 ISP에서 사용되는 RIP, OSPF 등의 IGP에 의해 수

행된다. 전술한 예에서, 싱글 ARN은 에니캐스트 주소를 위해 선정된 마스터이고, 다른 ARN은 백업으로 지정된 것이다.

다른 예에서는 마스터가 각 에니캐스트 주소를 위해 선정된다. 이는 따로 떨어진 에니캐스트 주소 세트를 지원하면서 로드

가 다중 액티브 ARN들로 분산되도록 한다. 임의 ARN의 고장은 에니캐스트 주소를 위한 선정 프로세스를 시작하도록 한

다.

  상기 시스템을 부트스트랩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단계들이 있다: (1) 상기 ARN은 SN 클러스터 내의 서비스 노드의 존

재 및 주소를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2) 상기 ARN은 어느 서비스 노드가 이용가능하며, 어느 서비스 노드가 오버로드되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하나의 접근 방법은 ARN에 서비스 클러스터의 서비스 노드의 IP 주소의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

다. 선택적으로, 상기 시스템은 LAN 멀티캐스트에 기반한 단순한 리소스 발견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고, LAN 상의 각

서비스 노드는 잘 알려진 멀티캐스트 그룹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각 ARN은 모든 서비스 노드의 존재를 추측하기 위해

상기 그룹에 집중한다. 후자의 접근 방법은 구성의 오버헤드를 최소화시키며, 그에 따라 인간의 구성 에러의 가능성을 회

피하도록 해 준다.

  멀티캐스트-기본 자원 발견 모델에 의하면, 새로운 장치는 상기 네크워크에 간단히 접속되고 상기 시스템은 상기 새로운

장치를 자동으로 이용하기 시작한다. 상기 기술은 다음과 같다.

  · 상기 ARN(들)은 널리 알려진 멀티캐스트 그룹 GS에 가입한다.

  · 상기 서비스 클러스터에서의 SN(들)는 메시지들을 그룹 GS에 보냄으로써 시스템 부하처럼 그것들의 존재 및 임의의 정

보를 발표한다.

  · 상기 ARN(들)은 메시지들을 감시하고, 유용한 서비스 노드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고 상기 적재 균형용 임의의 특

징 등을 저장및 갱신한다.

  ·각각의 데이터 베이스 엔트리는 해당 SN에 의하여 "리프레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시간 종료"되어 ARN에 의하

여 소거된다.

  · 새로운 서비스 요구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ARN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상기 유용한 노드들의 리스트로부터 서비스

노드를 선택하고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노드로 방향 전환하도록 한다.

  상기 서비스 클러스트에 있는 모든 장치들은 단일 네트워크 세그먼트 또는 랜에 동시에 배치되는 바, IP 멀티캐스트의 이

용은 상기 랜 밖에 또는 상기 랜에 접속되는 특별한 라우팅 구성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실패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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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설명된 프로토콜의 특징은 자동 실패 복구를 실행하도록 설계되어 상기 서비스에 대한 매우 높은 유효성을 일으

킨다. 상기 시스템은 ARN의 실패 및 SN의 실패에 견고하다.

  상기 ARN가 상기 SN 데이터 베이스 엔트리들을 중간에 중지시키기 때문에, SN의 실패은 서비스 요구에 사용되지 않는

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비스에(상기 사용자에 명료하게 또는 사용자 상호 작용에 의해) 다시 연결되는 경우, 상

기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 노드에서 다시 시작된다. 상기 ARN이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해 지속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상기

시스템은 스크래치로부터 새로운 서비스 구체화를 시작하는 것 보다 상기 오래된 서비스 구체화를 잠재적으로 다시 시작

한다(예를 들면, SN 의 실패 검출 및 핸드오프가 발생되는 경우, 상기 사용자에게는 두 번 청구서가 보내지지 않는다).

  상기 ARN가 실패하는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일 콜로(colo)에서 중복 ARN(들)을 유지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는 다음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될 수 있다.

  · 각 ARN은 널리 알려진 멀티캐스트 그룹 GS에 가입한다.

  ·각 ARN은 메시지들을 그룹 GS에 보냄으로써 그것들의 존재를 발표한다.

  · 각 ARN은 상기 대화형 발표 주기보다 더 큰 어느 설정 가능한 주기에 따라 재생되지 않는 활성화 통신 실체간 데이터베

이스 및 중간휴식 엔트리들을 형성한다.

  · 가장 낮은 번호의 네크워크 주소를 갖는 상기 ARN(예를 들면, 상기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다른 ARN의 주소 보다도

작은 네트워크 주소를 갖는 상기 ARN)는 상기 마스터 ARN로서 그 자체를 선택하고 도달능력을 상기 IGP를 경유하여 상

기 에니캐스트 주소에 광고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상기 마스터 ARN이 실패하는 경우, 상기 예비 ARN들은 (단일 발표 간격 후) 매우 빠르게 상기 조건을 듣고 새로

운 마스터 ARN이 선택된다. 이러한 점에서, 상기 새로운 IGP의 부작용이 광고를 라우팅함에 따라, 에니캐스트 패킷들은

상기 콜로 라우터에 의해 상기 새로운 마스터 ARN에 라우팅된다.

  광역 구조

  단일 콜로 설치내의 장치들의 근거리 구조를 설명하는 경우, 광역 구조에 대한 설명이 상기 개별 서비스-노드 클러스터

들이 어떻게 상기 광역을 가로질러 통합되고 관리되는 지를 포함하여 제공될 것이다. 본 발명에 포함된 내용 오버레이 네

트워크의 실시예를 실현하기 위한 2개의 주요한 광역 구성 요소, 즉:

  · 발신 내용 사이트들로부터 상기 콜로들에서의 서비스 노드들까지의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라우팅 및 관리를 필요로 하

는 데이터 서비스; 및

  · 클라이언트들에 의해 요구된 상기 서비스들을 상기 발신 내용 사이트들에 바인딩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기 에니캐스트-

기반 서비스 랑데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

  상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지, 즉 어떻게 데이터가 상기 광역을 가로질러 서비스 노드들에 신뢰성 있고 효과적으로 제

공되는냐는 본 발명의 범주에서 벗어난다. 예를 들면, 내용은 1999년 1월 22일자로 "응용-레벨 특징을 컴퓨터 네트워크에

서의 멀티캐스트 라우팅에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출원되어 게류 중인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 60/115,454

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스트리밍 방송 네트워크에 실행될 수 있다. 내용은 또한 상기 네트워크 뉴스 전송 프로토콜과 같은

홍수 알고리즘을 기초로 하여 파일 보급 프로토콜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공개에는 상기 에니캐스트-기반 방향 전환 시스템이 유용한 내용 전달 시스템과 어떻게 인터페이스하는 냐가 설

명되어 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서비스-특정 상호 작용은 상기 ARN, 상기 SN, 상기 클라이언트, 및 상기 발신 서비스

또는 내용 사이트 사이에 실행되는 것에 이용된다. 예를 들면, 상기 클라이언트는 웹 요구를 에니캐스트 주소 A에서 시작

시킬 수 있고, 최근접 ARN 광고 도달 능력이 주소 A로 라우팅되고, 다음에는 상기 클라이언트가 단일 HTTP 방향 전환 메

시지를 갖는 선택된 SN으로 방향 전환되거나, 상기 웹은 상기 ARN으로부터 직접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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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에니캐스트-기반 방향 전환 시스템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ARN은 변경되지 않은 존재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SN으로 전달될 수 없는 응용-특정 정보를 갖는 상기 SN를 프라임(prime)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ARN은 SN와 접촉하고

어떤 상태 Q 경계를 어떤 포트 P에 설치한다. 상기 포트 P는 상기 SN에 의해 할당되고 상기 ARN으로 반환된다. 그리고 나

서, 상기 클라이언트는 포트 P를 경유하여 방향 전환되어 상기 변경되지 않은 클라이언트가 상기 새로운 연결을 경유하여

상기 상태 Q를 절대적으로 전달한다. 예를 들면, Q는 상기 서비스 노드가 특별한 스트리밍 매체 이송을 예약해야 하는 상

기 광역 방송 채널을 나타낼 수 있다. 상기 변경되지 않은 클라이언트가 상기 CBB 하부 구조와 직접적으로 프로토콜-호환

하지 않은 바, 상기 적당한 채널 서브스크립션은 상기 클라이언트를 상기 대화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상태 이송 Q로

운반된다.

  (웹 브라우저들, 스트리밍 매체 플레이어들 및 서버들과 같이) 존재하는 설치된 큰 기반 클라이언트를 변경해야 하는 것

을 피하기 위하여, 상기 클라이언트-SN 상호 작용은 존재하는 서비스-특정 프로토콜, 예를 들면, 웹용 HTTP, 스트리밍

매체 프로토콜 또는 다른 벤더-전매 프로토콜용 RTSP를 근거로 한다.

  일단 클라이언트 요구가 상기 ARN에 의해 시작되고 차단되면, (상기 내용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광역 서비스가

상기 CBB로부터의 상기 내용을 근거리 서비스 노드로 보내도록 호출되어야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에니캐스트의 반복

사용은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상기 DNS 시스템은 기준화할 수 있고 분산화 방식에 의해 에니캐스트 주소들을 상기 서비

스들에 매핑하는데 이용된다.

  예를 들면, 상기 내용 제공자 "acme.com"용 웹 객체들의 저장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기 CBB가 acme.com을

상기 에니캐스트 주소 10.1.18.27에 할당하면, 상기 마스터 서버에서의 포인터는

  anycast-10-1-18-24.http.tcp.cbb.net SRV www.acme.com

  과 같은 SRV 자원 기록을 갖는 DNS에 배열될 수 있다.

  서비스 노드가 TCP 포트 80 상 클라이언트 연결 요구를 에니캐스트 주소 10.1.18.27에서 수신하는 경우, 상기 서비스 노

드는 상기 서비스용 마스터 호스트가 www.acme.com이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 (anycast-10-1-18-

24.http.tcp.cbb.net)용 DNS SRV 기록을 질문할 수 있다. 상기 지식이 국부적으로 캐시되고, 상기 요구된 내용이

www.acme.com로 가져 온 경우, 그것은 또한 국부적으로 캐시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한 동일한 에니캐스트 주소에

서의 다음 요구는 국부적으로 만족될 수 있다. www.acme.com에 저장된 상기 내용은 레퍼런스 에니캐스트-10-1-18-

27.http.tcp.cbb.net에 명백히 참조 사항을 붙이는 링크들을 가질 수 있거나 상기 사이트가 사용자 친밀 이름, 예를 들면,

www-cbb.acme.com, 즉 상기 에니캐스트 이름:

  www-cbb.acme.com CNAME anycast-10-1-18-24.http.tcp.cbb.net용 CNAME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자.

  또한 acme.com로부터 매우 큰 규모의 스트리밍 매체 방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하자. 상기 마스터

웹 서버에 더하여, 우리는 채널 주소가 60/115454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응용-레벨 멀티캐스트 그룹과 유사한 경우 스트리

밍 매체 URL들을 방송 채널 주소들에 매핑하는 채널 할당 서비스(channel allocation service; CAS)의 위치를 알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상기 CAS로 지시되는 SRV 자원 기록용 DNS를 조회하여 다음의 형태;

  anycast-10-1-18-24.cas.tcp.cbb.net SRV www.acme.com를 가질 수 있는 기록을 얻는다.

  상기 ARN이 스트리밍 매체 URL에 대한 클라이언트 연결 요구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ARN은 상기 URL을 상기 방송 채

널에 매핑하기 위하여 cas.acme.com을 조회하고( 미결정 클라이언트 요구에 대한 결과를 국부적으로 캐싱하고) 상기 채

널 주소가 알려진 상기 CBB를 통하여 상기 채널에 가입한다.

  상기 방식에 의해 상기 DNS에서 서비스 바인딩을 저장함으로써, 임의의 에니캐스트 서비스 노드는 특별한 에니캐스트

주소를 따르는 상기 특별한 서비스들을 동적이고 자동으로 발견할 수 있다. 상기 지식에 의해 상기 하부 구조내 서비스 노

드들을 배열하고 갱신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상기 에니캐스트-기반 서비스 랑데부 메카니즘 및 상기 내용 방송 네크워크

를 자유로히 단순화시킨다.

  상기한 바와 같이, 상기 DNS SRV 기록들은 서비스 이름들로부터 해당 서비스 주소들까지의 매핑을 저장한다. 하지만,

상기 ARN이 지명된 서비스용의 단순한 서버 리스트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상기 부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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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서비스 노드 선택 알고리즘 또는 서비스 노드 세트업 절차를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상기 지명된 서비

스용 정보는 (LDAP 또는 X.500과 같은) 디렉터리 서버 또는 웹 서버의 네트워크에 저장될 수 있다. DNS와 비교하는 경

우, 상기 서버들은 데이터 표현 방식에서 더 큰 유통성 및 확장성을 제공한다.

  방향 전환 알고리즘

  상기한 구성 요소들 및 시스템 구조가 주어지면, 본 발명의 실시예는 최종 호스트가 어떻게 스테이트펄(stateful) 에니캐

스팅을 이용하여 상기 서비스-노드 하부 구조로부터 서비스 흐름 또는 거래를 포함하는 지를 설명하도록 제공된다.

  · 사용자는 예를 들면, URL으로서 표현된 웹 링크에서 클릭함으로써 내용 요구를 시작한다.

  ·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URL이 참조로 하는 상기 자원의 DNS 이름을 결정한다. 상기 자원의 DNS 이름은 상기 권한에

의해 관리된에니캐스트 주소에서 결정된다(예를 들면, www.acme.com은 어느-10-1-18.27.cbb.net용 CNAME이다).

  ·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에니캐스트 주소를 이용한 정규 응용 연결,예를 들면, 포트 80에서 TCP를 통해 HTTP을 이용

한 웹 페이지 요구 또는 포트 554에서 TCP를 통해 RTSP를 이용한 스트리밍 매체 요구를 시작한다.

  · 상기한 에니캐스트 라우팅 하부 구조의 부 작용과 같이, 상기 클라이언트의 패킷들은 상기 주소에서의 최근접 ARN 광

고 도달능력에 라우트되어, 상기 ARN에의 연결을 시작한다. 상기 ARN은 각 배치된 서비스용 요구들, 예를 들면, 포트 80

에서의 웹 요구들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된다.

  · 이러한 점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가 유용하고 거래 성질을 갖는 경우, 상기 ARN은 다음과 같이 상기 내용에 직접 응답

하거나 상기 요구하는 클라이언트는 서비스 노드로 방향 전화시킨다.

  · 상기 ARN은 관련 서비스 클러스터로부터 후보 서비스 노드를 선택한다. 상기 선택 결정은 상기한 바와 같이 국부 감시

프로토콜로부터 유지된 유효 정보 및 부하를 기초로 할 수 있다.

  · 상기 ARN은 상기 클라이언트 C가 S에 접속하는 준비에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S와의 응용-특정 대화를 수행한다. 예

를 들면, 생방송 스트리밍 매체의 경우에 있어서, 상기 ARN은 S가 요구를 경유하여 상기 CBB 오버레이 네트워크로 튜닝

하는 방송 채널을 나타낼 수 있다. 상기 대화의 일부로서, S는 정보를 C가 S로 적당히 방향 전환되도록 요구된 상기 ARN

으로 되돌린다. 상기 정보가 존재하고 상기 정보의 특징에 요구된 상기 특정 서비스에 명확한 지가 있다.

  · 상기 ARN은 상기 클라이언트 C를 상기 선택된 서비스 노드 S에 주목시키는 방향 전환 메시지에 의해 원래의 클라이언

트 요구에 응답한다.

  · 상기 클라이언트 C는 클라이언트-특정 방식에 의해 S와 접촉하여 원하는 서비스에 관련된 상기 흐름 또는 내용 거래를

시작한다. 예를 들면,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스트리밍 매체 제어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S에 연결되어 RTS를 통한 스트리

밍 매체의 라이브 전송을 시작한다.

  활성 세션 페일오버

  상기한 스테이트펄 에니캐스팅 방향 전환 체계의 단점은 상기 선택된 노드가 어떤 이유로 실패하는 경우, 상기 노드에 의

해 제공된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중단된 서비스를 경험한다는데 있다. 상기 클라이언트가 스트리밍-매체 제공과 같은 유지

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상기 비디오는 정지하고 상기 클라이언트는 다시 시도한다.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사용

자가 서비스에서 성능 저하를 통지하기 전에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서비스 노드의 실패를 검출하고 상기 방향 전환 처리

를 다시 요구하도록 변경된다. 여기서, 상기 방향 전환 처리는 "활성 세션 페일오버"라 불린다.

  도 6에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네트워크(800)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데이터 네트워크(800)는 어떻게 활성 세션 페일

오버가 동작하여 인터럽션없이 내용을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지를 설명하는 네트워크 거래를 나타낸다.

  먼저, 클라이언트(802)는 서비스 요구(820)를 상기 에니캐스트 주소 A로 보내고 ARN(804)에 라우팅된다. 상기 서비스

요구(820)는 CBB(803)으로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요구한다. 상기 ARN(804)은 상기 서비스 요구(820)를 디코딩하여 상기

클라이언트(802)에 보내질 응용 특정 방향 전환 메시지(822)를 결정한다. 상기 ARN(804)에 의해 전송된 상기 응용 특정

방향 전환 메시지(822)는 상기 클라이언트(802)가 서비스 노드(806)로 방향 전환되도록 한다. 그 후, 상기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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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는 요구(824)를 전송하여 응용-특정 프로토콜(예를 들면, RTSP)을 경유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요구에서의 상기 채

널 설명 정보(예를 들면, 60/115454를 보라)를 이용하여 채널 설명 메시지(826)를 서비스 노드(808)에 보냄으로써 노드

(806)로 하여금 상기 광역을 가로질러 상기 스트리밍 매체 채널을 요구하게 하는 상기 내용(예를 들면, 스트리밍 매체 제

공)을 얻도록 한다. 상기 결과는 내용이 경로(828)로 나타낸 바와 같이 서비스 노드(808)으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까지 흐

른다는 데 있다.

  이하, 서비스 노드(806)가 실패한다고 가정하자. 상기 클라이언트(802)는 서비스 정지를 주목하고 상기 스테이트펄 에니

캐스트 절차를 다시 요구한다: 서비스 요구(830)는 상기 에니캐스트 주소 A에 보내지고 상기 ARN(804)에 의해 수신되고,

방향 전환 메시지(832)에 응답하고, 상기 클라이언트가 새로운 노드(810)에 지향하도록 한다. 상기 클라이언트는 834로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서비스 노드(810)로부터의 상기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서비스 노드(810)는

836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예약 메시지를 상기 노드(808)에 보낸다. (네트워크 지연 변화를 방해하기 위한 공통의 실제와

같이) 상기 스트리밍 매체 신호를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상기 사용자가 적당한 버퍼링을 이용한다면, 전체 처리

를 서비스에서 아무런 방해없이 진행할 수 있다. 상기 클라이언트가 부착되는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는 패킷 재전송 요구

를 서비스 노드(810)로 보내어 상기 스트림을 적당히 위치시키고 상기 세션 페일오버 처리중에 잃어버린 패킷만을 재전송

한다.

  예를 들면, 순간적인 네트워크 정지 때문에, 상기 클라이언트는 서비스 노드(806)의 실패를 부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방향 전환 메시지(832)를 단순히 무시하고 서비스 노드(806)로부터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계속할 수 있다.

  와이드 영역의 개요

  상기한 서비스 랑데부 메카니즘이 갖는 잠재적인 문제는 너무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주어진 서비스 노드 설치에 라우팅되

기 때문에 상기 서비스 노드 설치가 용량을 다 써 버릴 수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상기 방향 전환 시스템이 과부하

의 경우에 클라이언트 서비스 요구를 상기 광역을 가로질러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경우의 실시예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예

를 들면, 모든 국부 서비스 노드들이 소정 용량으로 가동하는 경우, 상기 방향 전환기는 비-국부-서비스 노드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를 방향 전환시킬 수 있다. 상기 방향 전환 결정은 네트워크 및 서버 건강 측정에 의해 영향이

미치게 된다. 상기 방식에 의하면, 상기 방향 전환기는 주기 프로브 메시지를 상기 후보 서버들에게 보내어 상기 네트워크

경로 호출을 측정한다. 상기 방향 전환기가 상기 요구하는 클라이언트 부근에 있는 바, 방향 전환기-투-서버 측정은 상기

클라이언트와 상기 후보 서버 사이의 해당 네크워크 경로의 정확한 견적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광역 방향 전환을 수행하는 3개의 단계가 있다:

  · ARN들은 후보 서비스 노드들을 발견한다.

  · ARN들은 각 서비스 노드와 그 자체 사이의 네트워크 경로 특징을 측정한다.

  · ARN들은 그들의 건강용 서비스 노드들을 조회한다.

  상기 단계들에 의해 얻어진 정보가 주어진 경우, ARN들은 최상의 품질을 갖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에 제공할

것 같은 상기 서비스 노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각 ARN은 소정 수의 바람직한 서비스 노드들에 대한 부

하 정보를 갖는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한다. ARN은 상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각 클라이언트 요구에 대해 가

장 유용한 서비스 노드를 결정한다. 상기 부하 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ARN은 네트워크 경로들 및 서비스 노드들을 활발

히 시험할 수 있다. 양자택일로, 서비스 노드들은 네트워크 부하 및 내부 부하를 감시하고 부하 정보를 각 ARN들로 보고할

수 있다.

  근거리 부하 균형을 실행하기 위하여, 각 ARN은 소정 수의 가까운 서비스 노드들의 IP 주소에 의해 배열된다. ARN은 상

기 서비스 노드용 부하 정보를 유지한다. 하지만, 근거리 접근은 상기 ARN이 모든 가까운 서비스 노드들에 완전히 부하를

걸어 클라이언트들로부터의 부가적인 서비스 요구를 부정하도록 하는 바, 부하가 지리적으로 집중되는 경우에 행해진다.

이것은 상기 근거리를 넘어서는 소정 수의 서비스 노드들이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광역 부하 균형은 상기한 문제를 극복한다. 광역 부하 균형에 의하면, 각 ARN은 상기 네트워크에서 모든

서비스 노드들의 IP 주소들에 의해 배열되고 모든 서비스 노드들에 대한 부하 정보를 갖는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한다.

양자택일로, ARN들은 홍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부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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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가변-영역 부하 균형이라 불리는 방식을 이용한다. 상기 방식에 의하면, 각 ARN은 소정 수의

바람직한 서비스 노드들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바람직한 서비스 노드의 수는 국부 부하에 의해 증가한다.

즉, 가까운 서비스 노드들이 그들의 용량에 접근함에 따라, 상기 ARN은 상기 ARN의 현재 범주를 넘어서는 소정 수의 서

비스 노드들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 부하 정보를 부가한다. 다음은 증대하는 먼 거리 서비스 노드들을 발견하는데 이용

되는 2개의 다른 방법을 제공한다.

  제1 방법에 의하면, 상기 ARN은 소정 수의 인접한 서비스 노드들의 IP 주소에 의해 준비된다. 증대하는 먼 거리 서비스

노드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서비스 노드들이 실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추정되는 바, 상기 ARN은 인접한

서비스 노드들의 리스트를 간단히 조회한다. 이러한 접근은 "오버레이 네트워크 크롤링"이라 칭한다.

  제2 기술에 의하면, 각 ARN 및 각 서비스 노드는 계층별 이름 공간으로부터 다중-부분 이름으로 할당된다. 2개의 서비

스 노드들의 이름들이 주어진 경우, ARN은 가장 긴 패턴 매칭을 이용하여 가장 근접한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rn.sanjose.california.pacificcoast.usa.northamerica로 지정된 ARN은 우-투-좌의 가장 긴 패턴 매칭을 이용하여

  sn.orlando.florida.atlanticcoast.usa.northamerica로 지명된 상기 서비스 노드에 보다는

  sn.seattle.washington.pacificcoast.usa.northamerica로 지명된 상기 서비스 노드에 더 가깝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각 ARN은 모든 서비스 노드 이름들의 디렉터리 및 해당 IP 주소들을 재생할 수 있다. 상기 디렉터리는 DNS 또는 아날로

그 분배 디렉터리 기술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상기 가변-영역 부하 균형 방식은 클라이언트들을 증대하는 먼 거리

서비스 노드들로 방향 전환시킴으로써 지리적으로 집중된 부하를 처리한다. 상기 방식은 ARN-투-서비스-노드 관계의 수

를 최소화함으로써 비례 축소가 가능한 컨서언을 어드레스한다. 즉, ARN은 가까운-터엄 클라이언트 부하를 공급하기 위

해 요구된 서비스 노드들의 수를 감시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어진 노드로부터 N 홉인 거리에서 노드들의 수가 N으로 증

가하는 바, ARN들이 후보 서비스 노드들을 시험하는 비율은 상기 거리에 반비례하여 조절된다.

  도 7에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네트워크(900)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데이터 네트워크(900)는 3개의 국지 통신망들

(902, 904, 및 906)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상기 데이터 네트워크(900)는 광역 오버플로를

제공하도록 배열된다.

  상기 국지 통신망(902)은 관련된 정보 데이터베이스(910)를 갖는 ARN(902)(방향 전환기)를 포함한다. 상기 국지 통신

망(902)은 또한 서비스 노드들(912 및 914)을 포함한다. 상기 서비스 노드들은 정보 내용(928)을 클라이언트

(916,918,920,922,924, 및 926)에 제공한다.

  상기 국지 통신망들(904 및 906)은 ARN들(930 및 932), 정보 데이터베이스들(934 및 936), 및 서비스 노드들

(938,940,942, 및 944)을 각각 포함한다. 상기 서비스 노드들은 상기 정보 내용(928)을 다수의 다른 클라이언트에 제공한

다.

  상기 ARN(908)은 서비스 노드들(912 및 914)의 네트워크 부하 특징을 감시한다. 상기 부하 정보는 데이터베이스(910)

에 저장된다. 상기 ARN(908)은 다른 서비스 노드들의 네트워크 부하 특징을 감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ARN들은 부하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예를 들면, 상기 서비스 노드들(938 및 940)의 부하 특징은 ARN(930)에 의해

감시되고 데이터베이스(934)에 저장된다. 상기 ARN(930)은 954로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ARN(908)과 부하 정보를 교

환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ARN들은 다른 서비스 노드들을 활성적으로 시험하여 부하 특징을 결정한

다. 이러한 특징들은 추후 사용을 위해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ARN(908)은 956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서비스 노

드(944)를 시험하고 958로 나타낸 바와 같이 서비스 노드(942)를 시험한다. 따라서, 상기 ARN이 국지 통신망 및 광역에

위치한 서비스 노드들의 부하 특징을 결정할 수 있는 몇 개의 방법이 있다.

  어떤 점에 있어서, 클라이언트(950)는 정보 내용(928)을 수신하려고 시도한다. 에니캐스트 요구(952)가 상기 ARN(908)

에 의해 수신되는 경우에, 상기 클라이언트(950)는 상기 에니캐스트 요구(952)를 네트워크(902)에 보낸다. 상기

ARN(908)은 상기 클라이언트(950)가 상기 국부 서비스 노드들(912,914)중의 하나로 방향 전환하도록 한다. 하지만,

ARN(908)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910)는 상기 국부 서비스 노드들이 요구된 서비스들을 클라이언트(950)에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서비스 노드가 클라이언트(950)으로부터의 상기 요구를 처리하기에 가장 적당하다는 것을 결정하

기 위하여, 상기 ARN(908)은 상기 정보 데이터베이스(910)를 이용할 수 있다. 상기 선택된 서비스 노드는 상기

ARN(908)을 갖는 상기 국지 통신망에 제한되지 않는다. 광역을 통한 어느 서비스 노드가 선택될 수 있다.

등록특허 10-0524258

- 16 -



  상기 ARN(908)은 서비스 노드(942)가 클라이언트(950)으로부터의 상기 요구를 서비스해야 하는 지를 결정한다. 상기

ARN(908)은 방향 전환 메시지(960)를 상기 클라이언트(950)에 보내고, 그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비스 노드

(942)로 방향 전환하도록 한다. 상기 클라이언트(950)는 962로 나타낸 바와 같이 TCP와 같은 전송 계층 프로토콜을 이용

하여 상기 요구를 상기 서비스 노드(942)로 보낸다. 상기 서비스 노드(942)는 964로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요구된 정보

내용을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함으로 응답한다.

  따라서, 상기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부하 특징으로 얻기 위한 서비스 노드들을 시험하기 위한 능력을 이용하여, 상기 노

드들은 본 발명에 따른 광역 부하 균형을 수행할 수 있다.

  기술적인 확대

  이 부분에서는 상기한 실시예들에 대한 기술적인 확대를 갖는 본 발명의 부가적인 실시예가 설명되어 있다.

  최종-홉 멀티캐스트

  IP 멀티캐스트의 이용은 방송 내용의 최종-홉 전달에서의 최적화를 촉진하는 바와 같이, 국부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그

래서, 클라이언트가 에니캐스트 요구를 발행하고, 결과로서 멀티캐스트 그룹에 가입하도록 방향 전환할 수 있다.

  도 8은 IP 멀티캐스트을 이용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내용 제공자(600)는 응용 레벨 멀티캐스트 트리(604)를

경유하여 정보 내용(602)을 제공하기 위한 3개의 서비스 노드들(SN0-SN3)을 제공한다. 클라이언트(606)은 경로(608)로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ARN에 의해 수신된 상기한 바와 같은 서비스 제공을 요구한다. ARN은 경로 610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기 위하여 서비스 노드 ARN에 대한 요청을 재전송한다. 하지만, 각 클라이언트용 개별 데이터 채

널을 시작하는 것 보다, 상기 서비스 노드는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상기 제어 연결을 경유하여) 특별한 멀티캐스트 그룹

(612)에 가입하여 상기 정보 내용을 수신하도록 지시한다. 그후,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멀티캐스트 그룹에 가입하고 상

기 서비스 노드(SN0)는 상기 정보 내용을 국부 환경에 있는 상기 그룹에 전송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멀티캐스트 트래픽은 상기 서비스 노드(SN0)로부터 상기 흐름을 받는 모든 클라이언트까지의 상

기 분포 경로에서의 팬 아웃 포인트에서 반복된다. 이와 동시에, 상기 서비스 노드(SN0)는 상류 서비스 노드(SN1)와 접촉

하여 유니캐스트 연결을 통하여 상기 정보 내용을 수신한다. 상기 방식에 의하면, 내용은 전체 네트워크 하부 구조를 통하

여 멀티캐스트을 해야 할 필요 없이 모든 관계 있는 수신기들에 방송된다.

  발신기 부속 장치

  그래서 설명된 상기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요구들을 상기 가장 근접한 서비스 노드들에 라우팅하기 위한 에니캐스트 라우

팅에 달려 있다. 유사하게, 에니캐스트는 상기 내용의 시작 사이트에 있는 상기 서버를 상기 최근접 서비스 엔트리 포인트

에 브릿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내용 서버가 방송 하부 구조로 명백히 배열되는 경우, 상기 시스템은 서비스 설치를

방송 하부 구조에 등록하고 연결시키기 위하여 적용될 수 있다.

  도 9에는 서비스 설치를 방송 하부 구조에 등록하고 연결시키기 위하여 적용된 본 발명의 실시예(700)가 도시되어 있다.

서비스 노드(SN0)는 가까운 서버(S)로부터의 새로운 방송 채널을 내용 방송 네크워크(704)에 주입하기를 원한다. 상기 서

비스 노드(SN0)는 에니캐스트 주소를 이용하여 서비스 조회(706)를 보낸다. 상기 서비스 조회는 상기 서비스 노드(SN0)

로부터의 새로운 IP 터널용의 끝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하여 가장 유용한 방송 네트워크내의 서비스 노드의 동일성을 요구

한다. 상기 서비스 조회는 에니캐스트를 운반하고, 상기 최근접 ARN에, 이 경우에는 A1에 라우팅된다. A1은 대부분의 이

용가능한 노드를 선택하고 또한 새로운 채널이 SN0을 통하여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송 네트워크(704)내의

채널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것이다. 이 경우, A1은 SN1을 선택하고 응답(708)을 SN0에 보낸다. 상기 응답은 SN0에 지

시하여 새로운 IP 터널링 회로(702)가 서비스 노드(SN1)에 설립되도록 한다.

  발신기 부속 시스템은 오버레이 방송 네트워크가 부가적인 서버들에 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한다. 상기 발신기 부속 시스

템으로서 상기한 클라이언트-부속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상기 발신기 부속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서버 트래픽을 상기

클라이언트 및 상기 서버에 각각 가장 가까이에 있는 터널링 끝점들을 갖는 하나이상의 일련의 터널링 회로로 동적으로 매

핑하기 위한 종합 구조를 제공한다. 상기 매핑은 상기 클라이언트 및 서버 응용, 및 각 접속 라우터들에 대해 명료한 방법

에 의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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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마스터들

  상기한 다양한 실시예에 의하면, 마스터 AS는 상호도메인 라우팅 프로토콜을 경유하여 상기 에니캐스트 주소 블록을 광

고한다. 상기 스키임에 대한 2개의 확장이 있다. 먼저, 상기 시스템은 그것들 사이에 상기 에니캐스트 주소 공간을 구분함

으로써 다중 마스터 AS's가 공존하도록 확장된다. 즉, 상기한 시스템의 다중 예들이 그들의 에니캐스트 블록용의 독특한

주소 공간을 이용하는 한, 기능적이고 비-간섭성일 것이다. 두 번째로, 상기 시스템은 다중 마스터 AS's가 상기 에니캐스

트 주소 블록을 광고하거나 주소 블록을 중복하도록 확장된다. 이 경우에, 최소-거리 에니캐스트 라우팅은 인트라도메인

및 인터도메인 라우팅 레벨들에서 동작한다. 예를 들면, BGP를 경유하여 상기 에니캐스트 블록들을 외부에서 광고하는 유

럽에 있는 마스터 AS 및 북미에 있는 마스터 AS가 존재할 수 있다. 임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보내진 패킷은 가장 가까이

에 있는 마스터 AS에 보내지고, AS 내부에서 상기 패킷은 최근접 서비스 노드로 라우팅되거나 필요하면 상기 광역을 가로

질러 방향이 전환된다.

  본 발명은 가상 오버레이 방송 네트워크를 기초로 한 내용 분포용 종합 방향 전환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발명은 이상과

같이 기재된 실시예에 대하여만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 내에서 변경이나 변형할 수 있음은 본 발명

이 속하는 분야의 당업자에게는 명백한 것이며, 이러한 변경이나 변형은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테이터 패킷이 상기 패킷의 주소 필드를 기초로 하여 소스 노드로부터 종착 노드까지 라우팅되는, 패킷 트래픽을 라우팅

하기 위한 주소 가능 라우터들을 포함하는 패킷-교환형 네트워크에서, 상기 패킷-교환형 네트워크는 상기 주소지정 가능

라우터들의 적어도 하나에 결합된 반향 전환기(redirector)를 포함하고,

  상기 방향 전환기는 A)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비스 요구-상기 서비스 요구는 에니케스트 종착 주소로의 에니케스트 메시

지임-를 획득하기 위한 로직;

  B) 상기 서비스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선태된 서버-상기 선택된 서버는 상기 서비스 요구를 조절할 수 있는 다수의 서버

들 중 하나임-를 결정하는 로직; 및

  C) 상기 서비스 요구를 상기 선택된 서버로 방향 전환하기 위하여 상기 클라이언트로 지향된 방향 전환 메시지를 발생시

키기 위한 로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교환형 네트워크.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도달능력을 상기 에니캐스트 종착 주소에 광고하기 위한 로직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교환형 네트워크.

청구항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로직은

  상기 다수의 서버들의 네트워크 트래픽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로직; 및

  상기 네크워크 트래픽 상태를 기초로 하여 상기 선택된 서버를 상기 다수의 서버들로부터 선택하기 위한 로직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교환형 네트워크.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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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로직은

  상기 다수의 서버들의 서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논리; 및

  상기 서버 상태에 기초로 하여 상기 선택된 서버를 상기 다수의 서버들로부터 선택하기 위한 로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패킷-교환형 네트워크.

청구항 5.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서버는 멀티캐스팅(multicasting) 서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교환형 네트워크.

청구항 6.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방향 전환기는 상기 선택된 서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교환형 네트워크.

청구항 7.

  테이터 패킷이 상기 패킷의 주소 필드에 기초하여 소스 노드로부터 종착 노드까지 라우팅되며, 패킷 트래픽을 라우팅하

기 위한 주소지정 가능 라우터들을 포함하는 패킷-교환형 네트워크에서 방향 전환기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서,

  도달능력을 상기 방향 전환기로부터 상기 에니캐스트 종착 주소로 광고하는 단계;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비스 요구-상기 서비스 요구는 상기 에니캐스트 종착 주소로의 에니캐스트 메시지임-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 요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택된 서버-상기 선택된 서버는 상기 서비스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다수의 서버

들 중에서 하나임-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 요구를 상기 선택된 서버로 방향 전환하기 위하여 상기 클라이언트로 지향된 방향 전환 메시지를 발생시키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향 전환기 작동 방법.

청구항 8.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서버들의 트래픽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향 전환

기 작동 방법.

청구항 9.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트래픽 상태에 기초하여 상기 선택된 서버를 상기 다수의 서버들로부터로 선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향 전환기 작동 방법.

청구항 10.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서버들의 서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향 전환기

작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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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10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서버 상태에 기초하여 상기 선택된 서버를 상기 다수의 서버들로부터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향 전환기 작동 방법.

청구항 12.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방향 전환기에서 상기 서비스 요구를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향 전환

기 작동 방법.

청구항 13.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 단계는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선택된 서버에서 멀티캐스트 그룹에 가입하도록 방향을 전

환하기 위하여 상기 클라이언트로 지향된 방향 전환 메시지를 발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향 전환기

작동 방법.

청구항 14.

  데이터 패킷이 상기 패킷의 주소 필드에 기초하여 소스 노드로부터 종착 노드까지 라우팅되는, 패킷 트래픽을 라우팅하

기 위한 주소지정 가능 라우터들을 포함하는 패킷-교환형 네트워크에서, 상기 패킷-교환형 네트워크는

  다수의 주소 가능 라우터들중 적어도 제1 라우터에 결합되고, 클라이언트와 에니캐스트 그룹의 다수 노드들 사이에 데이

터 패킷들을 전파하기 위한 논리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 노드; 및

  상기 다수의 주소지정 가능 라우터들중 적어도 제2 라우터에 결합된 적어도 하나의 방향 전환기를 포함하고, 상기 적어

도 하나의 방향 전환기는

  A) 상기 에니캐스트 그룹의 다수 노드들에 관련된 에니캐스트 종착 주소에 도달 능력을 광고하는 로직;

  B)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비스 요구-상기 서비스 요구는 상기 에니캐스트 종착 주소로의 에니케스트 메시지임-를 획득하

는 로직; 및

  C) 상기 서비스 요구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 노드로 방향 전환하기 위하여 상기 클라이언트로 지향된 방향 전환 메

시지를 발생시키는 로직을 포함하는 패킷-교환형 네트워크.

청구항 15.

  제14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 노드는 다수의 서비스 노드들을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방향 전환

기는

  상기 서비스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상기 다수의 서비스 노드들로 선택된 서비스 노드를 결정하는 로직; 및

  상기 서비스 요구를 상기 선택된 서비스 노드로 방향 전환하기 위하여 상기 클라이언트로 지향된 방향 전환 메시지를 발

생하는 로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교환형 네크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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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서비스 노드들로 선택된 서비스 노드를 결정하는 로직은

  상기 다수의 서비스 노드들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로직; 및

  상기 네크워크 트래픽 상태에 기초하여 상기 다수의 서비스 노드들로부터 상기 선택된 서비스 노드를 선택하는 논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교환형 네크워크.

청구항 17.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서비스 노드들로 선택된 서비스 노드를 결정하는 로직은

  상기 다수의 서비스 노드들의 서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로직; 및

  상기 서버 상태에 기초하여 상기 선택된 서비스 노드를 상기 다수의 서비스 노드들로부터 선택하는 로직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교환형 네크워크.

청구항 18.

  제14 항에 있어서, 에니캐스트 그룹에서 상기 다수의 노드들의 제1 부분은 제1 지리적 위치에 배치되고 상기 에니캐스트

그룹에서 상기 다수의 노드들의 제2 부분은 제2 지리적 위치에 배치되며, 상기 방향 전환기는

  상기 에니캐스트 서비스 요구를 보내는 클라이언트가 상기 에니캐스트 그룹에서 상기 다수의 노드들의 제1 부분 또는 제

2 부분에 더 가까이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로직; 및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에니캐스트 그룹에서 상기 다수의 노드들의 제1 부분에 더 가까이에 있는 경우 상기 서비스 요

구를 제1 서비스 노드로 방향 전환하도록하며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에니캐스트 그룹에서 상기 다수의 노드들의 제2 부

분에 더 가까이에 있는 경우 상기 서비스 요구를 제2 서비스 노드로 방향 전환하도록 하는 상기 클라이언트에 지향된 상기

방향 전환 메시지를 발생하기 위한 로직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교환형 네크워크.

청구항 19.

  테이터 패킷이 상기 패킷의 주소 필드에 기초하여 소스 노드로부터 종착 노드까지 라우팅되며, 패킷 트래픽을 라우팅하

기 위한 주소지정 가능 라우터들, 상기 주소지정 가능 라우터들의 적어도 하나에 결합된 방향 전환기 및 적어도 하나의 서

비스 노드를 포함하는 패킷-교환형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도달 능력을 상기 방향 전환기로부터 에니캐스트 종착주소에 광고하는 단계;

  상기 방향 전환기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비스 요구-상기 서비스 요구는 상기 에니캐스트 종착 주소로의 에니캐스트

메시지임-을 획득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 요구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 노드로 방향 전환하기 위해 상기 클라이언트로 지향된 방향 전환 메시지

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교환형 네크워크 작동 방법.

청구항 20.

  제19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 노드는 다수의 서비스 노드들을 포함하고, 상기 발생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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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서비스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상기 다수의 서비스 노드들로부터 선택된 서비스 노드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서비스 요구를 상기 선택된 서비스 노드로 방향 전환하기 위해 상기 클라이언트로 지향된 방향 전환 메시지를 발생

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교환형 네트워크 작동 방법.

청구항 21.

  제20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다수의 서비스 노드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단계; 및

  상기 네크워크 트래픽 상태에 기초하여 상기 다수의 서비스 노드들로부터 상기 선택된 서비스 노드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교환형 네트워크 작동 방법.

청구항 22.

  제20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다수의 서비스 노드에서 서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단계; 및

  상기 서버 상태에 기초하여 상기 다수의 서비스 노드들로부터 상기 선택된 서비스 노드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교환형 네크워크 작동 방법.

청구항 23.

  제19 항에 있어서, 에니캐스트 그룹에서 상기 다수의 노드들의 제1 부분은 제1 지리적 위치에 배치되고 상기 에니캐스트

그룹에서 상기 다수의 노드들의 제2 부분은 제2 지리적 위치에 배치되며,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에니캐스트 서비스 요구를 보내는 클라이언트가 상기 에니캐스트 그룹에서 상기 다수의 노드들의 제1 부분 또는 제

2 부분에 더 가까이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에니캐스트 그룹에서 상기 다수의 노드들의 제1 부분에 더 가까이에 있는 경우 상기 서비스 요

구를 제1 서비스 노드로 방향 전환하도록하며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에니캐스트 그룹에서 상기 다수의 노드들의 제2 부

분에 더 가까이에 있는 경우 상기 서비스 요구를 제2 서비스 노드로 방향 전환하도록 하는 상기 클라이언트에 지향된 상기

방향 전환 메시지를 발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교환형 네트워크 작동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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