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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TCP  접속  라우터는,  캡슐화된  클러스터  각각을  다수의  가상  EC(VECs)로  분할하고,  구성가능한 정책
(configurable policy)에 따라 현재의 서버 부하 메트릭(metrics)에 근거하여 VEC 내부의 착신 접속들을 
동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캡슐화된 클러스터들을 실행한다.  일 실시예에서, 접속 라우터는 클러스터의 동
적 구성을 지원하여, VEC 클라이언트에 대해 인터럽트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투명하게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캡슐화된 클러스터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종래의 메시지 스위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가상 캡슐화된 클러스터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가상 캡슐화된 클러스터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도 3 및 도 4의 집행자(executor)의 상세도

도 6은 도 3 및 도 4의 매니저(manager)의 상세도

도 7a 내지 도 7c는 집행자의 순서도

도 8은 집행자의 데이터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매니저의 순서도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고효율 게이트웨이를 갖는 클러스터를 도시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5 내지 108 : 컴퓨터 노드 109 : 게이트웨이 

110 : 상호 접속부 130 : 원격 호스트

300 : TCP 접속 라우터 310 : VEC 라우터     

320 : 매니저 340 : 실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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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네트워크화된 컴퓨터 처리에 관한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일련의 원격 서비스를 지원하는 
컴퓨터들의 클러스터화(clustering)에 관한 것이다.

캡슐화된 클러스터(EC ; Encapsulated Cluster)는 일련의 서비스(예컨대, 웹 서비스, NFS 등)를 제공하는 
다수의 서버 호스트와 접속 라우터(CR ; Connection Router) 노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캡슐화 
및  클러스터화된  시스템의  일  예가  미국특허  제  5,371,852호에  'METHOD  AND  APPARATUS  FOR  MAKING  A 
CLUSTER OF COMPUTERS APPEAR AS A SINGLE HOST ON A COMPUTER NETWORK'라는 제목으로 설명되어 있다.  

원격 클라이언트는 예를 들면 TCP/IP 프로토콜(예컨대 HTTP)을 이용하여 EC에게 서비스를 요구한다.  각
각의  요구에  대한  서비스  시간은  서비스의  종류와,  해당  서버  어플리케이션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변한다.  그러므로, 접속들이 자연적으로 재빨리 한 곳에 편중되어 할당됨으로써, 이용가능한 EC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요구에 대해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한다.

 종래 기술은 서버의 스케일링(scaling)과 관련하여 성능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NCSA's  World  Wide  Web  Server  :  Design  and  performance'  IEEE  Computer,  Volume  28,  Number  11, 
November 1995, Pages 68-74를 참조하라.  웹(Web) 서버를 지원하기 위해 라운드 로빈(round-robin) DNS 
즉, httpd 데몬(demons)을 이용하는 EC를 생각해보자.  서버는 http를 통해 비디오 스트림에 대한 액세스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조회 및, 정적인(static) 웹 페이지를 제공한다.  각종의 요구에 대한 서비스 시간
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관련된 실제 내용에 따라 광범위하게 변한다.  예를 들면, 복잡한 데이터베
이스 조회는 사전 로드된(pre-loaded) 정적인 HTML 페이지를 제공하는 것보다 시간이 수십배 더 걸린다.  
요구 처리 시간에 있어서의 이러한 불균형은 종종 서버 클러스터의 편중된 활용을 초래한다.  라운드 로
빈 DNS와 관련된 문제는 콰(Kwa) 등에 의한 'User Access Patterns to NCSA's Worldwide Web Server', 
Technical Report UIUCDSD-R-95-1394,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Chapaign, Febrary 1995에 설명되어 있다.  

 종래의  기술은  자원을  동적으로  할당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게르만 골드슈미트
(German  Goldszmit)  및  예치암 예메니(Yechiam  Yemeni)에  의한 'Evaluating  Management  Decisions  via 
Delegation',  The  Thi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tegrated  Network  Management,  San  Francisco, 
CA, April 1993을 참조하라.  EC는 통상적으로 호스트 집단(a collection of hosts)에 의한 단일 시스템 
이미지(image)의 서비스 집단을 제공한다.  그러나 실제의 인스톨레이션(installations)에서는 서비스들
이 특정한 사용자 정책(policy)에 따라 할당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동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집단의 특정 호스트들이 상업적인 웹 서버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할당되고, 반면에 전용 하드웨어를 포함
하는 다른 집단의 호스트들이 VOD(video on demand) 서비스를 지원할 수도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캡슐화된 클러스터의 전체 처리량을 개선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원격 서비스 요구의 전체적인 지연(aggregate delay)을 줄이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접속 라우터가 오류로 동작하는 동안 네트워크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의 인터럽
트를 경험하지 않도록 노드를 설계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1 양상에 따르면, 캡슐화된 클러스터(EC)는 게이트웨이(Gateway) 노드와 서버 호스트를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게이트웨이 노드는 (1) EC를 다수의 가상(virtual) EC(VECs)로 나누고, (2) 
구성가능한 정책에 따라 현재의 서버 부하 메트릭(metrics)에 근거하여 VEC의 범위내에서 착신 접속을 동
적으로 분배하며, (3) 클러스터의 동적 구성을 지원한다.  

본 발명의 제 2 양상에 따르면, 클라이언트에 대해 인터럽트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게이트웨이 
노드의 오류를 투명하게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다.  이 방법에 따르면, 클러스터 또는 
VEC 내의 각각의 노드는 게이트웨이가 갖고 있는 상태 정보의 일부분을 복사하여 보유한다.  게이트웨이
에 오류가 발생하면, 이 상태 정보는 백업 게이트웨이(backup gateway)로 전송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EC는 (1) 단일 VEC(모든 원격 클라이언트에 대해 단일 IP 어드레스)처럼 보이거나, 
또는 (2) 다중 VEC(즉, 다수의 단축형 IP 어드레스들)처럼 보일 수 있다.  TCP-CR 노드는 이러한 다수의 
IP 어드레스들을 소유하며, 이들에 대한 모든 TCP-CR 접속 요구들을 수신한다.  각각의 IP 어드레스는 
VEC와 관련된다.  TCP-CR은 VEC와 관련된 가중치에 따라 각각의 VEC 내부 호스트들에 대해 새로운 TCP 접
속들을 분배한다.  TCP-CR은 동적 구성(dynamic configuration)을 지원하여, VEC들의 동적 정의(dynamic 
definition)와, VEC와 관련된 가중치의 동적 구성과, VEC들의 자동 혹은 수동 관리(즉, 호스트, 서비스 
등의 부가 또는 제거)를 허용한다.  이러한 해결책은 동적인 구성과 관련하여 서버 호스트를 부가 또는 
제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네트워크에 저장된 서버명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1. 개론

본 발명의 가상 캡슐화된(virtual encapsulated) 클러스터 시스템은 미국특허 제 5,371,852호에 개시된 
시스템을 개량하여 구현한 것이다.  'METHOD  AND  APPARATUS  FOR  MAKING  A  CLUSTER  OF  COMPUTERS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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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HOST  ON  A  NETWORK'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제  5,371,852호(1992년  10월  14일자 출원,  S/N  제 
960,742호)는 이하에 자세히 기록된 것처럼 본 명세서에서 전체로서 참조로 인용된다.  도 1은 미국특허 
제 5,371,852호의 캡슐화된 클러스터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미국특허 제 5,371,852호의 시스템과 마
찬가지로  본  발명의  시스템도  컴퓨터  클러스터의  경계(boundary)를  가로지르는  TCP  정보를 라우팅
(routing)한다.  이 정보는 포트 유형(type) 메시지의 형태이다.  착신 메시지는 라우팅되고, 서버는 각
각의 클러스터가 외부 호스트에 대해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보이도록 응답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에서 
하나의 클러스터는 다수의 가상 클러스터(가상 캡슐화된 클러스터)로 분할된다.  가상 캡슐화된 클러스터
의 각각은 네트워크상에서 클러스터의 외부에 있는 다른 호스트들에 대해 단일 호스트처럼 보인다.  메시
지들은 가상 캡슐화된 클러스터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라우팅되어, 클러스터 노드의 집합간에 부하의 평형
이 유지되도록 만든다.

도 3은 TCP 계열의 프로토콜용 접속 라우터 즉, TCP 접속 라우터(TCP-CR)(300)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이 장치는 상호 접속부(110)로 불리는 통신 링크에 의해 서로 접속되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두 개 이상
의 컴퓨터 노드(105-109)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상호 접속부가 네트워크일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클러스터내의 컴퓨터들중 하나는 게이트웨이(109)의 역할을 수행하며, 네트워크(12
0)라고 불리우는 다른 통신 링크를 통해 하나 이상의 외부 컴퓨터나 클러스터(즉, 호스트들)에 접속된다.  
게이트웨이는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에 접속될 수 있고, 클러스터내의 하나 이상의 노드들이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다.  네트워크에 대한 각각의 게이트웨이 접속 즉, 경계(boundary)는 네트워크상에서 다수의 어
드레스를 가질 수 있다.  각각의 게이트웨이는 TCP 접속 라우터(TCP-CR)를 가지며, TCP 접속 라우터(TCP-
CR)는 매니저(320)와, 실행자(340)와, 선택 사양인 복구 매니저(Recovery Manager)(도 10 참조)로 구성된
다.  매니저는 실행자(Excutor)에게 커맨드 요구들(344)을 보내고 그 응답들(346)을 평가함으로써 라우팅
을 제어한다.  실행자는 미국특허 제 5,371,852호에 개시된 것과 비슷한 메시지 스위치(140)와 VEC 라우
터(310)로 이루어진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전술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경우처럼, 클러스터의 노드(107)
는 클라이언트(130)에게 곧장 그들의 응답을 통신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도 3에 도
시된 것과 같은 전용의 상호 접속부(110)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클러스터 노드들은 외부 네트워크
(120)에 의해 접속된다.  TCP 접속 라우터는 전술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것과 동일한 것이다.  예시한 요
구(348)는 클라이언트(130)로부터 게이트웨이(109)를 통해서 외부 네트워크(120)를 경유해 클러스터 노드
(107)로  간다.   그에 대응하는 응답(350)은  노드(107)로부터 외부 네트워크(120)를  경유해 클라이언트
(130)로 곧장 보내진다.  

매니저(320)의 구성요소는 접속 할당 정책을 구현하고, 가상 캡슐화된 클러스터의 동적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매니저는 동적 피드백 제어 루프를 통해 각각의 캡슐화된 클러스터의 구성원들에 대한 현재의 부
하를 모니터 및 평가한다.  매니저는 접속 할당 정책을 구현함으로써, 착신 접속을 가상 캡슐화된 클러스
터 서버들의 전역에 지능적으로 분배하여 클라이언트 요구에 대한 서비스 속도를 증가시킨다.  클러스터 
관리자(administrators)에 의해 구성될 수 있는 매니저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운 가중치 배정(new weight 
assignments)이 계산된다.  이러한 가중치 배정에 대한 판정 알고리즘의 입력에는 평가된 부하 메트릭과, 
관리자에 의해 구성가능한 파라미터들(예컨대, 시간 임계치)이 포함된다.  착신된 접속들은 상기 입력들
에 근거하여 각각의 VEC에 대해 동적으로 할당됨으로써, 클러스터 자원들이 클라이언트에 대해 가장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당되게 된다.  또한 매니저는 가상 캡슐화된 클러스터를 동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관리자에 의해 이용되는 커맨드 인터페이스도 포함한다.  매니저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은 제 3절에 제공
된다.  

만약 TCP 접속 라우터 노드(109)가 동작을 중지해야 한다면,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들은 그들의 원격 클라
이언트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본 명세서에서는 
복구 매니저(Recovery Manager)를 추가하여, 동작중이던 게이트웨이에 오류가 발생할 때, 지정된 백업 게
이트웨이를 활성화하도록 하였고, 서버 노드가 복구 데이터를 보유하도록 강화했다.  클라이언트는 게이
트웨이의 오류로부터 복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도 할 필요가 없으며, 클러스터로부터 인터럽트없이 계
속 서비스를 수신한다.  복구 매니저에 대한 더욱 상세한 설명은 제 4절에 제공된다.  

2. 실행자 

도  5는  실행자(340)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다.   실행자는 커맨드 프로세서(540),  메시지 스위치
(140), VEC 라우터(310)으로 구성된다.  커맨드 프로세서(540)는 실행자(340)에 대한 요구를 수신하여, 
응답(346)을 되돌려준다.  커맨드 프로세서는 메시지 스위치(140) 및 VEC 라우터(310)와 상호동작하여 요
구를 수행하고 응답을 구성(construct)한다.  커맨드 프로세서가 접속 테이블(510), VEC 테이블(550), 포
트 테이블(520), 서버 테이블(530)중 어느 하나를 변경시킬 수도 있다.  메시지 스위치(140)와 접속 테이
블(510)은 미국특허 제 5,371,852호에 개시된 것과 동일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VEC 라우터(310)가 착신 패킷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패킷들은 서버에게 보내지는데, 이때 서버가 응답들
을 내부 노드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전송하도록 구성된다.  

메시지 스위치(140)는 미국특허 제 5,371,852호에 개시된 메시지 스위치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에 의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메시지 스위치가 최적화되며, 메시지 스위치에 대
해 추가의 검사가 행해진다.  즉, 이 메시지 스위치는 메시지가 VEC 라우터에게 알려진 VEC에 대한 것인
지를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VEC 라우터는 외부 네트워크상의 클라이언트에게 각각의 VEC를 나타내는 일련의 어드레스를 보유하고 있
다.  VEC 라우터는 수신된 요구를 수정함이 없이 클러스터의 내부 노드들에게 요구들을 보낸다.  클러스
터의 각각의 내부 노드는 하나 이상의 VEC와 관련되어 있고, 관련된 VEC들에 대한 요구만을 수신한다.  
본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진 기술들을 이용하여, 본 발명에서는 내부 노드들이 VEC를 나타내는 어드레스로 
보내진 패킷을 수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응답하도록 구성된다.  종래 기술에서, 메시지 스위치(14
0)는 착신하는 요구(도 1의 도면번호(140) 참조)에 대해 패킷 헤더를 재기입해야 했으며, 요구에 대한 응
답(도 1의 도면번호(120) 참조)에 대해서도 패킷 헤더를 재기입해야 했다.  본 발명에서는 패킷 헤더를 
재기입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종래의 기술은 본 발명의 기술과 같이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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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래 기술보다 더 좋은데, 그 이유는, 패킷 헤더가 재기입되지 않으며 응답 패킷은 게이트웨이 노드
(109)를 통해서 전송되지 않기 때문이다.  응답 패킷이 TCP 접속 라우터를 통해 전송되지 않으므로, 메시
지 스위치는 클러스터 내부의 노드로부터 어떠한 응답 패킷도 수신하지 않는다.  그 결과, 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헤더 재기입이 배제되고, 내부 노드로부터의 응답 패킷에 대한 검사도 배제된다. 

본 개선책의 직접적인 결과는 VEC 라우터가 클라이언트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 노드사이의 흐름을 절
반만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확한 접속 테이블을 갖기 어렵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자신의 접속 테이블을 상세히 기술하는 두 개의 새로운 타이머 즉, 시효 경과(stale) 타임 아
웃 및 종료(FIN) 타임 아웃을 이용한다.  이러한 두 개의 타이머와 통신 흐름 및 공지의 타이머를 이용하
여, 접속 테이블이 정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접속 테이블의 엔트리(entries)는 두가지 상태중 하나 즉, '활성(ACTIVE)'이거나 혹은 '종료(FIN)'인 것
으로 간주된다.  새로운 접속이 설정될 때마다 접속 테이블의 엔트리가 생성되어 활성상태로 놓인다.  접
속 테이블내에 엔트리가 존재하는 접속상에서 패킷이 흐를 때마다 접속 테이블 엔트리는 시각 검인(time 
stamped)된다.  VEC 라우터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드로의 FIN 흐름을 감지할 때, 관련
된 접속 테이블 엔트리는 FIN 상태에 놓인다.  (패킷은 FIN 상태인 접속상에서 계속 흐를 수도 있다.)  
접속 테이블 엔트리는, 접속상에서 마지막 패킷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 전송된 이후에 소정 시간이 
경과했음을 FIN 타임 아웃 타이머가 식별할 때, 폐쇄되어 소거 가능해진다.  만약 FIN을 전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에 오류가 발생되었다면, 접속 기록 엔트리는 그대로 남아있는다.  시효 경과(stale) 
타임 아웃은 접속 테이블 엔트리가 소거되기 전에 활성 대화(active conversation)상에서 마지막 패킷이 
흐른 이후에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나타낸다.  

도 7a 내지 도 7c는 VEC 라우터(310)의 순서도를 도시한다.  도 7a에서, VEC 라우터는 패킷을 기다린다
(단계(702)).  패킷이 수신되면, VEC 라우터는 이 패킷이 현재 존재하는 TCP 접속을 위한 것인지 혹은 새
로운 TCP 접속을 위한 것인지 검사한다(단계(704)).  만약 패킷이 현존하는 TCP 접속을 위한 것이라면, 
패킷이 FIN, SYN, RST중 어느 것인지 검사한다(단계(708)).  FIN, SYN, RST는 모두 본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진 패킷 유형(type)이다.  만약 패킷이 이들중 어느 것도 아니라면, 접속과 관련된 내부 노드로 이 
패킷을 전송한다(단계(722)).  그렇지 않다면, 패킷이 RST인지 검사한다(단계(710)).  만약 패킷이 RST이
면, 접속을 리셋시켜 접속 테이블로부터 대화를 소거시키고(단계(712)), 패킷은 접속과 관련되어 있던 내
부 노드로 전송된다(단계(722)).  만약 패킷이 RST가 아니라면, VEC 라우터(310)는 패킷이 SYN인지 조사
한다(단계(714)).  만약 패킷이 SYN이면, 접속이 이미 존재할지라도 이 접속을 활성 상태로 만들도록 접
속을 설정한다(단계(716)).  다음, VEC 라우터(310)는 패킷이 FIN인지 조사한다(단계(718)).  만약 패킷
이 FIN이면, 접속은 FIN 상태에 놓인다(단계(720)).  FIN 처리이후 혹은 패킷이 FIN이 아니었을 경우, 패
킷은 접속(722)과 관련된 서버로 전송된다(단계(722)).  

도 7b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접속일 경우의 순서도를 도시한다.  검사 단계(704)에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접속임을 발견하면, VEC 라우터는 먼저 이 패킷이 SYN인지를 조사한다(단계(724)).  만약 패킷이 SYN이 
아니면,  이  패킷은  폐기된다(단계(726)).   만약  패킷이  SYN이면,  접속은  활성  상태로 설정되고(단계
(728)), 서버가 선택되며(단계(730)), 패킷은 선택된 서버로 전송된다(단계(722)).  

도 7c는 새로운 접속을 위해 서버를 선택하는 처리에 관한 순서도이다.  본 발명에서, 이 기능은 가중화
된 라우팅(weighted routing)에 의해 구현된다.  서버 선택을 논의하기 위해, VEC의 내부 노드들은 1에서 
n까지 숫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VEC가 7개의 노드를 가질 때, 숫자는 1, 2, 3, 4, 5, 
6, 7이 부여된다.  서버 선택을 논의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가중치들에 대해 최대 허용치에서 1까지
의 숫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최대 허용치가 5이면, 적용가능한 가중치들은 5, 4, 3, 
2, 1이 될 것이다.  0은 특별한 값이다.  또한 가중치들은 내림차순으로 선택된다.  본 발명은 특정 서비
스를 제공하는 각각의 내부 노드와 가중치를 연관시킨다.  노드들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닌 최대 가중치
를 갖거나, 또는 노드들 모두가 0인 가중치를 가질 것이다.  

서버 선택 기능(단계(730))은 먼저 그다음으로 높은 서버에 대응하는 숫자와 현재에 적용가능한 가중치를 
선택한다(단계(734)).  다음, 이 숫자가 너무 큰지를 검사한다(단계(735)).  만약 이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이 숫자에 대응하는 서버가 바람직한 선택인지를 검사한다(단계(746)).  이 검사는 이후에 자세
히  설명될  것이다.   만약  숫자가  너무  크면,  처음의  서버와,  다음으로  낮은  가중치를 선택한다(단계
(736)).  그 후, 위에서 선택된 그 다음으로 낮은 가중치가 0인지를 검사한다(단계(738)).  만약 이 가중
치가 0이 아니라면, 현재 적격인 가중치를 대신해서 이용되고, 이 기능은 현재의 서버가 바람직한 선택인
지 검사한다(단계(746)).  처음의 서버와 최대 가중치를 선택한 후, 이 기능은 패킷을 라우트할 수 있는 
다른 서버가 있는지 검사한다(단계(742)).  이용가능한 노드들 모두가 0의 가중치를 가질 때, 이용가능한 
서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이용가능한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서버를 선택함이 없이 패킷은 리
턴된다(단계(744)).  만약 이용가능한 서버가 존재한다면, 이 기능은 이것이 바람직한 선택인지 검사한다
(단계(746)).  바람직한 선택이란, 현재의 적격인 가중치보다 크거나 같은 가중치를 갖는 서버로서 정의
된다.   만약  이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면,  서버가  선택되고(단계(748)),  VEC  라우터로 리턴된다(단계
(750)).  만약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면, 알고리즘은 다음 서버를 선택한다(단계(734)).  

최대 가중치가 0이 아니고 적어도 하나의 노드가 최대 가중치를 갖거나 또는 모든 노드들이 0인 가중치를 
가지므로, 서버 선택 기능은 항상 종료할 것이다.  양(positive)의 가중치를 갖는 노드가 존재하는 경우, 
서버를 선택하는 기능은 가중치의 비율에 근거하여 패킷을 분배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두 노드중 하나
는 3의 가중치를 갖고 다른 것은 2의 가중치를 가질 경우, 2의 가중치를 갖는 노드가 두 패킷을 수신할 
때마다 3의 가중치를 갖는 노드는 3개의 패킷을 가질 것이다.  

도 8은 VEC 라우터에 의해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VEC 테이블(550)은 외부 네트
워크상의 VEC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일련의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특히 VEC와 관련된 모든 파라미터들이 
이 테이블에 포함된다.  각각의 VEC는 포트 테이블(520)과 관련되고, 포트 테이블은 VEC가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일련의 포트(802)를 포함한다.  각각의 포트 엔트리(802)는 시효 경과(stale) 타임 아웃(804), FIN 
타임 아웃(806), 그 밖에 포트에 따라 고유한 속성(808)과 관련된다.  관련된 각각의 포트는 자신과 관련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되는 VEC 내부 노드들의 부분 집합이다.  노드 테이블(530)은 포트와 관련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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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드들의 어드레스와, 이 노드들에 관련된 현재 가중치(822)와,  그 밖에 노드에 따라 고유한 정보
(830)를 포함한다.  (노드에 따라 고유한 정보의 일 예로서, 활성 상태인 접속의 개수, FIN상태인 접속의 
개수, 종료된 접속의 전체 개수를 나타내는 카운터들을 들 수 있다.)  노드 테이블(530)은 또한 이 테이
블내의 일련의 노드들에 대해 가중화된 라우팅을 구현하기 위해 서버를 선택하는 기능에 필요한 상태를 
포함한다.  노드 테이블은 노드의 전체 개수(810)와, 최종 선택 노드(812)와, 현재 적격인 
가중치(814)와, 최대 가중치(816)와, 가중치 한도(bound)(818)를 포함한다.  가중치 한도는 최대 가중치
의 변화를 제한하는데 이용된다.  어떠한 노드도 가중치 한도보다 큰 값의 가중치를 갖지 못한다.  

3. 매니저 

접속 라우터 매니저(즉, 매니저(320))의 발명은 구성 가능한 정책에 따라 다수의 부하 메트릭을 이용하여 
착신 접속을 동적으로 분배하는 방법 및 장치이다.  매니저는 클러스터 자원 할당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실행자(340) 라우팅 알고리즘의 가중치를 동적으로 변경시키는 제어 루프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목표는 
현재의 클러스터 상태에 따라 착신 TCP 접속을 분배함으로써 클러스터의 총 처리량을 개선시키고 서비스 
요구의 전체적인 지연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서버의 활용을 개선하는 동시에 요구를 만
족시킴에 있어서 지연을 줄이도록 서버 호스트에 대한 접속을 분배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도 6은 5개의 노드(105, 106, 07, 108, 109)로 이루어진 클러스터(600) 내부의 본 발명에 따른 매니저
(320)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6은 도 4의 다른 실시예의 네트워크 구성을 이용하고 있지만 도 3의 
구성이 이용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들 노드중 하나가 게이트웨이(109)이고, 이 게이트웨이(109)는 외부 
네트워크(120)에 접속되어 TCP 접속 라우터(300)(즉, 실행자(340) 및 매니저(320))를 실행한다.  매니저
(320)는 5개의 포괄적인 구성요소 즉, 부하 매니저(Mbuddy)(610), 외부 제어 인터페이스
(Callbuddy)(620),  클러스터 호스트 메트릭 매니저(호스트 모니터)(630),  전송(forward)  메트릭 발생기
(FMG)(640), 사용자 프로그램 가능 메트릭 매니저(UPMM)(650)로 구성된다.  

부하 매니저(610)는 실행자에 대한 가중화 기능을 계산하기 위해 상이한 4종류의 메트릭, 즉, 입력 메트
릭, 호스트 메트릭, 서비스 메트릭, 사용자 메트릭을 이용할 수 있다.  부하 매니저(610)는 이들 메트릭
과, 실행자 인터페이스(346), 외부 제어 인터페이스(624), 호스트 모니터 인터페이스(634), FMG 인터페이
스(644), UPMM 인터페이스(654)로부터 그 밖의 관련 정보들을 수신한다.  부하 매니저는 인터페이스(34
4)를 통해 각각의 VEC 포트 서버에 대해 실행자 라우팅 알고리즘과 관련된 가중치를 제어한다.  

부하 매니저(610)는 각각의 서버와 관련된 내부 카운터의 값들을 인터페이스(346)를 통해 전송할 것을 실
행자(340)에게 주기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각각의 서버에 대해 설정된 접속의 총 개수에 대
한 카운터의 값을 주기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시간 T1 및 T2에 폴링된(polled) 서버의 두 카운터의 차를 
구함으로써, 부하 매니저(610)는 메트릭의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계산된 메트릭의 변화량은 
T1-T2 시간동안에 수신된 접속의 개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입력 메트릭의 집단은 각각의 VEC와 각각의 
포트 서비스에 대한 접속 요구의 특성 전송률에 대한 근사를 제공한다.  

호스트 모니터(630)는 메시지 인터페이스(634)를 통해 클러스터내의 각각의 호스트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부하 매니저(610)에게 주기적으로 전송할 것이다.  이러한 상태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으로 여러가지가 알
려져 있다.  예를 들면, 호스트 모니터가 모니터링 에이전트(635)를 이용하여 호스트에 따라 고유한 메트
릭을 평가하는 프로그램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스크립트는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메
모리 버퍼의 현재 활용 레벨을 평가할 수도 있다.  만약 메트릭 레포트가 정책 고유의 임계 시간내에 수
신되지 않으면, 해당 호스트 메트릭에는 소정 값이 주어지고, 매니저는 호스트에 접속 불가능하다고 판정
하므로, 접속 요구가 더 이상 전송되지 않는다.  호스트 모니터(630)는 모든 모니터링 에이전트의 레포트
를 조합하여 부하 매니저에게 제공한다.  

전송 메트릭 발생기(FMG)(640)는 게이트웨이(109) 컴퓨터에서 생긴 전송 요구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고유한 메트릭 또는 서비스에 따라 고유한 메트릭을 발생 및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클러스터 호
스트 서버의 각각에 대해 적당한 요구를 발생시켜서 그 응답 지연을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예를 들
면, HTTP 서버상의 전송 지연 메트릭을 얻기 위해서, FMG는, 특정 포트(예컨대 포트(80))에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 클러스터내의 HTTP  서버 각각에 대해 HTTP  'GET  /'  요구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다음, 
FMG(640)는 HTTP 요구를 서비스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지연을 측정하여 메트릭 벡터를 부하 매니저(610)로 
보낼 것이다.  만약 상기 요구가 정책에 따라 고유한 임계 시간내에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FMG는 해당 서
비스 노드가 특정 서비스 유형의 새로운 요구를 일시적으로 수신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할 것이다.  이 정
보를 이용하여 매니저는 특정 호스트의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고 판정하고, 그러므로 이
런 유형의 접속 요구는 더 이상 전송되지 않게 된다.  

  사용자 프로그램 가능 메트릭 매니저(UPMM)(650)는 본 발명의 사용자가 접속의 관리로 간주되는 임의의 
새로운 메트릭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메트릭은, 임의의 소정 클러스터 인스톨레이션이 실
시하기를 원하는 임의의 정책들을 기술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은 특정 클러스터 호스트 집
단이 관리를 위해 특정한 시간동안은 어떠한 TCP 접속도 수신하지 않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  UPMM(650)
은 이러한 정책들을 메트릭으로서 인터페이스(654)를 통해 부하 매니저에게 통신한다.   

외부 제어 인터페이스(620)의 구성요소는 관리자(administrators)가 부하 매니저(610)의 파라미터중 어떤 
것을 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외부 제어 인터페이스(620)는 관리자가 알고리즘을 구성하여 
부하 매니저에 의해 구현되는 가중치 할당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면, 관리자는 현재 메트
릭의 각각과 관련된 가중치들을 동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  관리자는 예컨대 (1) 호스트 
메트릭의 가중치를 높이고, (2) 서비스 메트릭의 가중치를 낮추며, (3) 각각의 입력 메트릭에 대해 실행
자(340)를 폴링하는 빈도를 증가시키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  외부 제어 인터페이스(620)의 구성요소는 
인터페이스(622)를 통해 관리자 요구를 수신하고, 인터페이스(624)를 통해 부하 매니저(610)에게 알린다.  

부하 매니저(610)의 구성요소는 서버와 접속 라우터 게이트웨이 노드 사이에 동적 피드백 제어 루프를 형
성하는 부하 매니저이다.  부하 매니저는 실행자(610)의 라우팅 알고리즘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부하 메
트릭에 따라 부하가 약하게 걸린 서버들이 자신의 유형에 맞는 착신 TCP  접속을 더  많이 수신하도록 
한다.  위에서 정의된 것처럼 어떠한 일련의 부하 및 정책 메트릭이 주어지면, 부하 매니저는 각각의 V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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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각각의 포트의 각각의 서버에 대해 새로운 관련 가중치를 계산할 것이다.  

가중치 할당은 다음과 같이 모든 VEC의 각각의 포트에 대해 계산된다.  

(1) 실행중인 모든 서버에 대한 모든 전체 메트릭(aggregate metrics;AM)을 계산한다.

(2) 실행중인 각각의 서버에 대한 모든 현재 가중치 비율(current weight proportions;CWP)을 계산한다.  

(2)  각각의  메트릭  M과  관련하여  각각의  서버  S에  대해  (전체  AM과  관련한)  메트릭  비율(metric 
proportion;MP)의 값을 계산한다.  

(3) 각각의 서버에 대해 새로운 가중치(new weight;NW)를 계산한다.  즉, 

(3a) 만약 서버가 정지되었으면, NW는 0으로 설정된다.  

(3b) 만약 서버가 고정된 가중치 W를 가지면, W의 값을 NW로 이용한다. 

(3c) 이하의 수학식 1을 이용해 벡터 NWV를 계산한다.  이 때, 각각의 엔트리 NWV[i]는 단일 메트릭 M
[i]에 근거한다. 

단, AW는 가중치의 현재 범위내에서의 평균 가중치이고, SF는 평활화 계수(smoothing factor) 파라미터이
다.  

(3d) 이하의 수학식 2를 이용해 각각의 서버의 새로운 가중치 NW를 계산한다. 

도 9는 매니저가 메트릭을 수신하여 본 발명을 이용해 가중치 할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순서도이
다.  블록(910)에서 부하 매니저는 메시지 또는 타임 아웃 이벤트(event)를 기다린다.  판정 블록(920)에
서는 발생된 이벤트의 종류를 판정한다.  만약 타임 아웃이라고 판정되어 값들을 새로 보충해야 할 필요
가 있는 경우, 블록(930)에서 실행자에게 질의하여 일련의 카운터 값들을 획득함으로써 입력 메트릭을 제
공한다(블록(935)).  만약 블록(920)에서 이벤트가 파라미터 갱신에 관한 요구라고 판정되면, 해당 파라
미터가 갱신된다(블록(928)).  예를 들어, 관리자는 임의의 메트릭과 관련된 가중치나 혹은 폴링 주기를 
갱신할 수도 있다.  만약 블록(920)에서 이벤트가 메트릭 갱신의 수신이었다고 판정되면, 블록(925)에서 
메트릭이 검색(retrieve)되어 내부 변수들이 그에 따라 설정된다.  새로운 메트릭이 도착되면, 블록(49
0)에서 알고리즘이 모든 메트릭의 현재 비율과 현재 가중치를 계산할 것이다.  다음, 블록(950)에서, 전
술한 수학식을 이용하여 서버 노드 각각에 대해 새로운 가중치 NW가 계산될 것이다.  이 블록은 새로운 
가중치 벡터 NW[i]를 생성하고, 여기에서 각각의 서버 i는 가중치 엔트리를 갖는다.  판정 블록(960)은 
계산된  새로운  가중치  벡터  NW[i]가  임의의  임계  함수에  의해  현재의  가중치  벡터와  상이한지를 
판정한다.  만약 새로운 벡터가 상이하면, 블록(970)에서 새로운 가중치를 실행자에게 알리고, 그렇지 않
으면, 알고리즘은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새로운 이벤트를 대기한다.  

4. 복구 매니저(Recovery Manager) 

게이트웨이의 기능에 오류가 발생했음을 검출하는 즉시, 지정된 백업 게이트웨이내의 복구 매니저가 활성
화된다.   오류  검출은  예를  들면  에이  바이드(A.  Bhide)  등의  'A  highly  Available  Netwotk  File 
Server', USENIX Conference, Winter 1991, Dallas, Texas, Page 199, 또는 에프 쟈넌(F. Jahanian) 등에 
의한 'Processor Group Membership Protocols : Specification, Design and Implementation', 
Proceedings  of  the  12th  Symposium  of  Reliable  Distributed  Systems,  Pages  2-11,  Princeton,  New 
Jersey, October 1993, IEEE Computer Society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종래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다.  

복구 매니저는, HA/NFS(4)에 개시된 것처럼, 우선 오류가 발생한 게이트웨이로부터 네트워크 접속을 제거
한 다음, 모든 활성 서버 노드에게 질의하여 그들 내부의 섀도 접속 테이블(shadow connection tables)로
부터 상태 정보를 입수하고, 이 정보로부터 게이트웨이의 메시지 스위치의 접속 테이블을 구성한다.  이
러한 취득 프로세스(takeover process)는 기존의 접속이 상실되지 않도록 TCP/IP의 타임 아웃 간격내에 
종료되어야만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부 노드들은 신규한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이후에 설명됨)을 
실행하여, 접속이 비활성화되는 시점을 감지하고 이 비활성화된 접속들을 노드 내부의 섀도 접속 테이블
로부터 제거시킴으로써, 활성화된 접속만이 취득중인 게이트웨이(taking-over Gateway)에 대해 기술되도
록 한다.  기능중인 모든 클러스터 노드들이 응답할 때(특정 시간내에 응답하지 않는 노드는 기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된다), 백업 게이트웨이내의 실행중인 복구 매니저는 자신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클
러스터 ip-어드레스에 주소지정된 패킷을 수신하도록 한다.  이 마지막 단계는 백업 게이트웨이가 동작중
이도록 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종료한다.  매니저 구성요소에 의해 이용되는 관련된 정적 구성 데이터는 1
차 게이트웨이(primary Gateway)와 백업 게이트웨이 사이에서 공유되는 파일의 형태로 보유되며, 취득동
안 백업에 의해 판독된다.  

  자명하지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또다른 해결책으로서 접속 정보를 백업 게이트웨이에 복사하여 보유하
는 것이 있다.  이것은 설정 및 종료된 각각의 접속상에서 1차 게이트웨이와 백업 게이트웨이 사이에 '2
단계(two-phase)' 프로토콜을 필요로 하며, 구현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로 제외되었다.  

도 10은 고효율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캡슐화된 클러스터의 구성을 예시한다.  1차 게이트웨이(1050)는 
외부 네트워크(120)에 대해 활성화되어 접속된다.  지정된 백업 게이트웨이(1030)는 네트워크(120)에 대
해 비활성적인 물리적 접속을 포함한다.  정규 캡슐화된 클러스터 게이트웨이 구성요소 매니저(320) 및 
실행자(340)에 덧붙여, 각각의 게이트웨이는 복구 매니저(1020)를 포함한다.  (1차 게이트웨이는 오류 발
생 및 복구 이후에 백업되어질 수도 있다.)  각각의 서버 노드(107)는 섀도 접속 테이블(1010)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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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섀도 접속 테이블은 외부 네트워크(120)에 대한 활성 접속 정보를 보유한다.  

메시지(ip 패킷)은 특정 TCP 또는 UDP 프로토콜 포트로 인도되어 클러스터 게이트웨이에 도달한다.  게이
트웨이 내부의 메시지 스위치는 메시지 라우팅 기능이 프로토콜 포트에 대해 인스톨되도록 한다.  관련 
포트에 도달하는 각각의 메시지에 대해서 라우팅 기능이 호출되어, 메시지가 전송될 포트와 내부 노드를 
선택할 책임을 담당한다.  설정된 접속과 이 접속을 유지하는 클러스터 노드를 기술하고 있는 정보는 게
이트웨이내의 테이블에 기록되고, 이 테이블은 메시지 스위치에 의해 이용됨으로써, 설정된 접속상의 착
신 패킷을 정확한 클러스터 노드로 보내게 된다.  

예컨대 서버 포트가 메시지 스위치 기능을 인스톨했다는 것과 같은 비교적 정적인 정보가 보유되고 다른 
매니저 구성 정보는 공유 파일로 보유되어, 1차 게이트웨이와 백업 게이트웨이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다.  
현재의 접속 정보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기술에 따라 관리된다.  

각각의 내부 노드(107)는 자신의 접속을 위해(다른 노드에 대한 접속을 위해서가 아님) 게이트웨이 라우
팅 테이블의 섀도 테이블(1010)를  보유한다.   이  섀도 테이블은,  노드가 취득동안에 백업 게이트웨이
(1030)내의 복구 매니저(1020)로부터의 취득 게이트웨이의 요구에 응답하는데 이용된다.  이 테이블은 내
부 노드가 취득 게이트웨이에 대해 응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상당히 줄여주며, 이것은, 설정된 접속을 
그대로 살려두기 위해서는 취득 게이트웨이가 타임 아웃 시간(즉, 접속 기반 프로토콜이 성공적으로 통신
을 종료하기 위한 시간)내에 동작해야만 하므로 상당히 중요하다.  

내부 노드에 보유된 섀도와 게이트웨이내의 접속 테이블의 엔트리들을 위한 공간을 교정하기 위해, 본 명
세서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접속은 두 상태중 하나 즉, 활성상태이거나 혹은 종료(FIN)상태이다.  
접속 테이블 엔트리들은 매번 참조될 때마다 시각 검인된다.  'FIN_TIME_OUT'으로 불리우는 사용자 구성 
가능 타이머가 보유된다.  이 타이머는 폐쇄되는 것으로 가정될 FIN 상태의 대화에 대한 최종 참조 이후
의 시점을 나타낸다.  타이머는 서비스 어드레스나 또는 포트에 대해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활성 
종결(close)(즉, 접속의 한쪽은 FIN을 보내지만 다른쪽은 계속해서 접속상태임)이 뜻하는 것은,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계속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데이터 전송의 종료시 대화가 중단된다는 것이다.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아무런 요구도 전송되지 않을 것임을 서버에게 말하기 위해 대화를 활성
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이 논의를 위해,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라우터를 통해 보내지고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토콜은 동작하는데, 왜냐하면 이후에 승인될 데이터를 서버가 계속해서 전송하기 때
문이다.  라우터, 즉, 결과적으로 서버는 승인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접속 테이블 엔트리를 시각 검인할 
것이다.  일단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데이터 전송을 완료하고 대화의 절반을 종결하면, 최종 승인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 전송될 것이다.  'FIN_TIME_OUT' 시간이 경과한 후에, 서버는 접속 엔트리를 소
거할 수 있다.  제 2 타이머, 즉 'STALE_TIME_OUT'은 게이트에 보유된다.  활성 상태이면서도 
'STALE_TIME_OUT'보다 긴 시간동안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모든 접속은 소거될 수 있다.  

전술한 알고리즘(접속 재구성 알고리즘)은 또한 내부 노드에서 실행되어, 내부 노드가 백업 게이트웨이에 
의한  취득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는  접속  테이블의  섀도에서  엔트리들에  대한  공간을 
교정한다.  이런 식으로, 섀도 테이블의 엔트리 개수를 가능한 작게 유지하여, 결국 취득 프로세스가 가
능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한다.  

디폴트로서, 'FIN_TIME_OUT'은 TCP의 최소 세그먼트 길이(minimum  segment  length;MSL)의 3배인 값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디폴트 'STALE_TIME_OUT'은 TCP 시효 경과(stale) 타임 아웃보다 더 길어야 한다.  더
욱 타당한 'FIN_TIME_OUT'값은 타이머가 관련된 프로토콜을 고려함으로써 산정될 수 있다.  

백업 게이트웨이가 클러스터에 대한 게이트웨이로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판정될 때, 1차 게이트웨이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정(본 명세서에서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5)로 설명될 수 있는 유형의 어떤 수단에 
의해)했기 때문이거나 혹은 명시된(explicit) 관리 판정에 의해, 백업 게이트웨이(1030)의 복구 매니저
(1020)는 다음의 단계들을 취한다.  

(1) (3)에 설명된 것과 같은 ip-어드레스 취득을 이용하여, 백업 게이트웨이가 1차 게이트웨이의 네트워
크 접속을 제거한다.  이 단계는 게이트웨이가 다운(down)상태로 추정되는 네트워크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들이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 단계가 없을 경우, 어떤 종류의 오류 즉, '부분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게이트웨이'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수신하여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시스
템의 무결성(integrity)을 손상시킨다.  

(2) 백업 게이트웨이는 클러스터의 기능중인 각각의 노드에게 각각의 노드에 할당된 모든 UDP 포트의 요
구사항과, 클러스터 외부의 호스트와 자신 사이의 1차 게이트웨이를 통해 설정된 TCP 접속을 질의한다.  
백업 게이트는 이것을 전용 ip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각각의 노드에 보유된 섀도 접속 테이
블은, 설정된 접속이 게이트 취득 동안에 타임 아웃되지 않을 확률을 증가시키면서 노드가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종결된 접속을 인식하여 이들 접속을 지원하는데 이용되는 공간을 교정하는 전술한 알
고리즘은, 섀도 접속 테이블의 사이즈를 최소화시키고 게이트웨이 취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줄여
준다.  

(3) 백업 게이트웨이가 기능중인 각각의 노드로부터의 응답을 기록하고, 백업 게이트웨이의 실행자(340)
(도 10 참조)의 접속 테이블(510)(도 5 참조)에 노드의 UDP 포트와 TCP 접속을 기록한다.  

(4) 기능중인 모든 클러스터 노드들이 응답할 때(특정 시간내에 응답하지 않는 노드들은 기능중이 아닌 
것으로 가정된다), 백업 게이트웨이는 자신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인에이블시켜 클러스터 ip-어드레스
로 주소지정된 패킷을 수신한다.  이 최종 단계는 백업 게이트웨이를 동작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작
업을 완료한다.    

본 발명은 바람직한 실시예를 통해 설명되었으므로, 본 기술 분야에 숙련된 사람이라면 다양한 수정이나 
변경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전술한 바람직한 실시예는 일 예로서 제공된 것일 뿐, 본 발명을 제한하
려던 의도는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주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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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TCP 접속 라우터는, 캡슐화된 클러스터 각각을 다수의 가상 EC(VECs)로 분할하고, 구
성가능한 정책(configurable policy)에 따라 현재의 서버 부하 메트릭(metrics)에 근거하여 VEC 내부의 
착신 접속들을 동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캡슐화된 클러스터들을 실행한다.  이러한 접속 라우터는 클러스
터의 동적 구성을 지원하여, VEC 클라이언트에 대해 인터럽트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투명하게 복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 노드들로 이루어져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클러스터의 경계를 지나서 착신 메시지
를 라우팅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포트 유형(type) 메시지의 메시지 헤더에서 포트 번호와 목표 어드레스를 탐색 및 판독하는 단계와,  

② 상기 목표 어드레스에 근거하여, 컴퓨터 노드들의 부분 집합을 선택하는 단계와,

③ 상기 포트 번호에 근거하여, 상기 부분 집합에서 가능한 복수의 목적지들중에 메시지의 라우팅 목적지
―이 메시지 라우팅 목적지는 상기 부분 집합내의 컴퓨터 노드들중 하나임―를 결정하는 소정 기능을 선
택하는 단계와, 

④ 상기 라우팅 목적지로 메시지를 보내는 단계와,

⑤ 메시지가 상기 경계를 가로질러 라우팅되는 동안, 부분 집합에 속하는 적어도 하나의 구성 요소와 부
분 집합의 개수를 동적으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클러스터의 경계를 지나서 착신 메시지를 라우팅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단계가 메시지 헤더내의 포트 번호와 프로토콜 식별자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클러스터의 경계를 지나서 착신 메시지를 라우팅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모니터링 기능에 의해 동적으로 변경되는 

클러스터의 경계를 지나서 착신 메시지를 라우팅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집합의 구성 요소가 상기 모니터링 기능에 의해 동적으로 변경되는 

클러스터의 경계를 지나서 착신 메시지를 라우팅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 단계가 상기 부분 집합의 구성원들을 적어도 한 번 대체시키는 단계와, 상기 부분 집합에 구성
원을 추가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클러스터의 경계를 지나서 착신 메시지를 라우팅하는 방법.

청구항 6 

컴퓨터 노드들로 이루어져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지나서 착신 메시지를 투명
하게 라우팅하는 게이트웨이에 있어서,

① 포트 유형(type) 메시지의 메시지 헤더에서 포트 번호와 목표 어드레스를 탐색 및 판독하고, 상기 목
표 어드레스에 근거하여 컴퓨터 노드들의 부분 집합을 선택하는 수단과,  

② 상기 포트 번호에 근거하여, 상기 부분 집합에서 가능한 복수의 목적지들중에 메시지의 라우팅 목적지
―이 메시지 라우팅 목적지는 상기 부분 집합내의 컴퓨터 노드들중 하나임―를 결정하는 소정 기능을 선
택하는 수단과,

③ 부분 집합의 적어도 하나의 구성 요소와 부분 집합의 개수를 동적으로 변경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클러스터를 지나서 착신 메시지를 투명하게 라우팅하는 게이트웨이.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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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모니터링 기능에 의해 동적으로 변경되는 

클러스터를 지나서 착신 메시지를 투명하게 라우팅하는 게이트웨이.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집합의 구성 요소가 상기 모니터링 기능에 의해 동적으로 변경되는 

클러스터를 지나서 착신 메시지를 투명하게 라우팅하는 게이트웨이.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이 상기 부분 집합의 구성원들을 적어도 한 번 대체시키고, 상기 부분 집합에 구성원을 추가하
여 이루어지는 

클러스터를 지나서 착신 메시지를 투명하게 라우팅하는 게이트웨이.

청구항 10 

컴퓨터 노드들로 이루어져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클러스터의 경계 노드를 지나서 착신 
메시지를 라우팅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상기 경계 노드에서, 

㉠ 포트 유형(type) 메시지의 메시지 헤더에서 포트 번호를 탐색 및 판독하는 단계와, 

㉡  상기  포트  번호에  근거하여,  가능한  복수의  목적지들중에  메시지의  라우팅  목적지―이  라우팅 
목적지는 상기 클러스터내의 컴퓨터 노드들중 하나임―를 결정하는 소정 기능을 선택하는 단계와,

② 상기 경계 노드의 오류를 검출하는 단계와,

③ 상기 오류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클러스터내의 각각의 노드로부터의 상태 정보의 부분 집합들을 대체 
경계 노드(alternate boundary node)로 전송하는 단계와,

① 상기 대체 경계 노드에서, 

㉠ 클러스터내의 노드들로부터의 상기 상태 정보의 상기 부분 집합들을 수집하는 단계와, 

㉡  상기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오류  발생  이전의  상기  경계  노드의  동작  상태를  복구함으로써, 
상기 대체 경계 노드가, 오류 발생 이전에 상기 경계 노드가 수행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메시지들을 
분배하도록 만드는 단계를 포함하는 

클러스터의 경계 노드를 지나서 착신 메시지를 라우팅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포트 유형(type) 메시지의 메시지 헤더에서 포트 번호와 목표 어드레스를 탐색 및 판독하는 단계와,  

상기 목표 어드레스에 근거하여, 컴퓨터 노드들의 부분 집합을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라우팅 목적지는 상기 부분 집합에서만 선택되는

클러스터의 경계 노드를 지나서 착신 메시지를 라우팅하는 방법.

청구항 12 

컴퓨터 노드들로 이루어진 클러스터의 경계 노드의 오류를 복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① 상기 경계 노드에서, 포트 유형(type) 메시지의 메시지 헤더에서 포트 번호를 탐색 및 판독하고, 상기 
포트 번호에 근거하여, 가능한 복수의 목적지들중에 메시지의 라우팅 목적지―이 라우팅 목적지는 상기 
클러스터내의 컴퓨터 노드들중 하나임―를 결정하는 소정 기능을 선택하는 수단과,

② 상기 경계 노드의 오류를 검출하는 수단과,

③ 대체 경계 노드(alternate boundary node)를 포함하되,

상기 대체 경계 노드는,

㉠  상기  오류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클러스터내의  각각의  노드들로부터의  상태  정보의  부분 집
합들을 수집하는 수단과, 

㉡  상기  부분  집합으로부터  오류  발생  이전의  상기  경계  노드의  동작  상태를  복구함으로써,  상기 
대체 경계 노드가, 오류 발생 이전에 상기 경계 노드가 수행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메시지들을 분배
하도록 만드는 수단을 포함하는

클러스터의 경계 노드의 오류를 복구하는 시스템.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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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노드들로 이루어진 클러스터에서 사용되는 경계 노드에 있어서,

① 포트 유형(type) 메시지의 메시지 헤더에서 포트 번호를 탐색 및 판독하고, 상기 포트 번호에 근거하
여, 가능한 복수의 목적지들중에 메시지의 라우팅 목적지―이 라우팅 목적지는 상기 클러스터내의 컴퓨터 
노드들중 하나임―를 결정하는 소정 기능을 선택하는 수단과,

② 상기 클러스터의 활성 경계 노드의 오류에 응답하여, 상기 클러스터내의 각각의 노드들로부터의 상태 
정보의 부분 집합들을 수집하는 수단과, 

③ 상기 부분 집합으로부터 오류 발생 이전의 상기 경계 노드의 동작 상태를 복구함으로써, 상기 경계 노
드가, 오류 발생 이전에 상기 활성 경계 노드가 수행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메시지들을 분산시키도록 
만드는 수단을 포함하는

클러스터에서 사용되는 경계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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