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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뱃치 파일 명령 실행 방법 및 원격 단자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통상적인 근거리 통신망 시스템의 다이어그램.

제2도는 제1도의 시스템보다 상세한 다이어그램.

제3a도는  종래  기술의  네트워크된  컴퓨터  시스템내의  파일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간의  통신을  나타낸 
다이어그램.

제3b도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파일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간의 통신을 나타낸 다이어그램.

제4도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파일  서버  파일을  개방할  때  본  발명의  파일  서버의  동작을  상세히 
설명한 흐름 다이어그램.

제5도는  뱃치  파일  등을  재명명하거나  삭제하는  바와  같이  뱃치  파일  동작을  수행시킬시에  본 발명
의 원리에 따라 동작하는 파일 서버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 다이어그램.

제6a도는  OP  로크된  배타적  모드에서  파일을  개방하도록  요구할시에  본  발명의  워크스테이션의 동작
을 설명한 흐름도.

제6b도는, 사용자가 파일을 폐쇄하도록 요구할시에, 본 발명의 동작을 설명한 흐름도.

제7도는,  OP  로크된  배타적  모드  동작이  종단될시에,  본  발명의  워크스테이션의  동작을  설명한 흐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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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도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뱃치 파일을 폐쇄할시에 원격 워크스테이션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제9도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뱃치  파일을  실행시킬시에  원격  워크스테이션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
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뱃치(batch)  파일  실행시에  네트워크된 컴
퓨터 시스템의 속도 및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및 수단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컴퓨터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다수의  다양한  위치에서  위치되는  공지된 컴퓨
터  설계이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독립적  컴퓨터  시스템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각  독립된  컴퓨터 
시스템은  디스크리스(diskless)이며,  터미날  형태  시스템뿐만  아니라  로컬(local)  파일  저장  용량을 
갖고, 상기 터미날 형태 시스템에서 매스터 파일은 단일 파일 서버(server)에 저장된다.

분배된  컴퓨터  시스템에서  뱃치  파일의  공유가  대중적으로  사용된다.  예를들면,  많은  네트워크된 컴
퓨터  시스템에서,  어떤  뱃치  파일은  시스템의  모든  고객(client)이  뱃치  파일의  개정  또는  수정으로 
억세스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네트워크된  시스템에서, 
뱃치 파일은 시스템 파일 서버상에서 유지된다. 뱃치 파일은 통상적으로 한번에 한 라인을 
실행하고,  실행전에  폐쇄되야  한다.  이것은  뱃치  파일  등을  재명명(rename)하고,  삭제하기  위해 뱃
치  파일로  하여금  명령을  가산시키도록  하는  뱃치  파일의  성질  때문이다.  예를들면,  뱃치  파일을 원
격적으로  실행시킬시에,  고객은  먼저  뱃치  파일을  개방하도록  요구를  명령한다.  그후  파일  서버는 
뱃치  파일이  사용가능하고  개방되는  것을  응답함으로써  응답한다.  그후 워크스테이TUS(workstaion)
은  뱃치  파일내의  요구  라인에서  뱃치  파일을  탐색하도록  요구를  명령한다.  파일  서버는  탐색동작이 
완료될시에  메시지로  응답한다.  그후  워크스테이션은  뱃치  파일의  라인을  판독하도록  요구를 명령하
고,  파일  서버는  요구데이타를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그후  워크스테이션은  메시지를  파일  서버로 
전송시켜  뱃치  파일을  폐쇄시킨다.  파일  서버는  뱃치  파일이  폐쇄될시에  응답한다.  그후  뱃치  파일 
라인은  실행된다.  그래서,  뱃치  파일이  원격  워크스테이션에  의해  실행될  때마다,  전체  8개의 메시
지는  뱃치  파일내의  각  라인에서  워크스테이션  및  파일  서버간에  전송된다.  따라서,  뱃치  파일이 분
배  처리  시스템내의  원격  워크스테이션에  의해  실행될  때마다,  상당한  네트워크 트래픽량(traffic)
은 뱃치 파일내에서 각 라인에서 유발된다.

본  발명은  파일  서버상의  뱃치  파일을  개방하고,  원격  워크스테이션에  대해  전체  뱃치  파일을 카피
하는  방법  및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상기  확인된  문제를  극복한다.  뱃치  파일은  파일  서버상의 기회
적으로  로크된(opportunistic  locked)  모드에서  로크  개방된다.  원격  워크스테이션으로  카피되면, 
뱃치  파일은  캐시(cache)되고,  로컬적으로  처리되어,  뱃치  파일  실행과  정상적으로  관련된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거한다. 뱃치 파일이 전적으로 실행되면, 파일 서버상에서 언로크(unlock)되고 
폐쇄된다.

요약하면,  본  발명은  파일  서버  및  다수의  원격  워크스테이션을  포함하는  분배된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  및  수단에  관한  것이다.  동작시에,  시스템  워크스테이션은  공유  모드로  파일 
서버상에  있는  뱃치  파일을  개방하도록  하나의  원격  워크스테이션으로부터  요구를  명령한다.  이런 
요구는  OP  로크된/OP뱃치된  배타적  모드에서  파일을  개방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요구로  변환된다. 파
일  서버는  요구된  뱃치  파일이  다른  워크스테이션에  의해  개방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요구된 
파일은  현재  개방되지  않았을  경우  OP로크된/OP  뱃치된  배타적  모드에서  개방되며,  뱃치  파일은 워
크스테이션으로 카피되어, 파일 서버상에서 뱃치 파일을 개방할시에 로컬적으로 실행된다.

상기 파일은 요구된 뱃치 파일이 현재 개방될 경우에 공유 모드에서 개방된다.  뱃치 파일은 파일 서
버에  기록되고  폐쇄되며,  시스템은,  뱃치  파일이  OP로크된/OP  뱃치된  배타적  모드에서  개방되면, 공
유 모드로 복귀하고 뱃치 파일은 시스템 워크스테이션중 다른 것에 의해 요구된다.

이들 및 다른 목적은 아래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된 도면을 통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기술]

본  발명의  원리가  분배된  컴퓨터  시스템에  실제로  적용될시에,  본  발명은  제1도에  도시된  형태의 근
거리  통신망(LAN)  시스템에서  특히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LAN  시스템은  특히  다수  사용자  응용에 적
합하고,  그의  일례는  원격  컴퓨터  또는  워크스테이션에  의해  실행되는  일반적인  뱃치  파일  저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100)에서,  파일  서버(102)는  파일  서비스를  다수의  원격 워크스테이션
(104),(106),(108)  및  (110)에  제공한다.  시스템(100)이  4개의  워크스테이션으로  도시될시에,  본 분
야의  숙련자는  LAN  시스템의  소정수의  워크스테이션으로  실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우기,  시스템(100)은  파일서버(102)에  직접  결합된  각  워크스테이션으로  도시된다.  본 발명
은  파일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을  인터페이스하는  데에  이용된  방법과  무관한  모든  네트워크  시스템 
형태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본  발명의  내용에서,  LAN  시스템  사용자는  고객을  의미하고,  파일  서비스는  다수의  파일  관리 업무
(예를  들면,  파일을  개방,  판독,  검색  및  폐쇄하는)를  의미한다.  본  발명의  내용"파일"이라는 용어
는  정보  또는  데이터가  정보  또는  데이타의  더  큰  수집(collection)의  일부인지에  또는  크기에 관계
없이  정보  또는  데이타의  수집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원리는  분배  방법으로  억세스되는  정보 수집
에 인가될 수 있다.

시스템(100)의  상세한  다이어그램은  제2도에  도시된다.  본  발명은  LAN  시스템에  관해  기술되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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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원리는  분배  컴퓨터  시스템  형태에  인가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다수의  공지된  LAN  시스템을 
동작하는데  적합하며,  LAN  시스템(100)은  명칭  "Open  Systems  Inter  connection-Basic  Reference 
Model"  ISO  명세서 ISO  7498에  기술되는 공지된 LAN  구조 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LAN  시스템의 원리
는  텍스트  :  Tannebaum,  "omputer  Networks"  Prentice-Hall,  Inc.,  1987,  ISBN-O-B-165183-8에도 기
술되어 있다.  상기 언급된 간행물에 기술된 LAN  시스템 원리는 상기 기술에 익숙한 사람은 알 수 있
다.

간단히  말하면,  파일  서버(102)는  시스템  요구를  수신,  발생  및  처리하도록  커널(kernel)(204)과 상
호  동작하는  서버  과정(202)을  구비한다.  커널은  시스템  파일용  기억부를  제공하는  수단(206)과 상
호  작용한다.  커널(204)은  리디렉터(redirector)(208)  및  트랜스포트(210)를  통해  네트워크와 통신
한다.  리디렉터(208)  및  트랜스포트(210)는  LAN에서  메시지  트래픽을  모니터하며  커널(204)  및  서버 
과정(202)에  LAN  메시지를  전달하며,  커널(204)  및  서버  과정(202)으로부터  LAN으로  메시지  또는 데
이터를 패키지 및 복귀시킨다.

파일  서버(102)는  LAN  인터페이스(214)를  통해  LAN  통신라인(212)에  결합된다.  LAN  인터페이스는 파
일  서버(102)에  의해  처리된  메시지  및  데이터를  LAN  네트워크의  통신프로토콜과  일치하는  형태로 
변환된다.  하나의  그런  LAN  프로토콜이  이서네트(Ethernet)이다.  다수의  워크스테이션(104,  106, 
110)은  각각의  LAN  인터페이스  장치(216,  218,  220)를  통해  LAN  통신라인에  결합된다.  각각의 워크
스테이션은  트랜스포트(222),  리디렉터(224)  ,  커널(226)및  응용  프로그램(228)을  구비한다.  LAN 시
스템에  사용되는  각각의  워크스테이션은  파일  서버(102)상에  있는  파일을  억세스  및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독립적인 또는 로컬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종래의  LAN  시스템에서,  워크스테이션은  고유(sharing)  모드에서  동작하며,  그  공유  모드에서  모든 
뱃치  파일은  파일  서버상에서  유지되며,  동시에  모든  고객에서  억세스  가능하다.  상기  모드에서, 워
크스테이션은  파일  서버상에  있는  뱃치  파일을  개방시키도록  파일  서버에  요구를  명령한다.  그후 파
일  서버는  뱃치  파일이  이용가능하며  개방하는  것을  표시하는  응답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후 워크스
테이션은  뱃치  파일에서  요구된  라인에  대해  뱃치  파일을  탐색하도록  요구를  명령한다.  탐색  동작이 
종료할  때  파일  서버는  메시지에  응답한다.  그후  워크스테이션은  뱃치  파일의  라인을  판독하도록 요
구를  명령하고  파일  서버는  요구된  데이타를  전달함으로써  응답한다.  그후  워크스테이션은  파일을 
폐쇄하도록  메시지를  파일  서버에  전달한다.  뱃치  파일이  폐쇄될  때  파일  서버는  응답한다.  그후 뱃
치  파일  라인은  실행된다.  그러므로,  공유  모드에서,  뱃치  파일내  라인이  워크스테이션에  의해 실행
될  때마다,  8개의  메시지는  워크스테이션과  파일  서버  사이에서  통신될  수  있다.  상기  모델은 다수
의  워크스테이션이  동시에  단일  파일로  작동한다는  가정을  기초로  하며,  그러므로  상기  파일은  단일 
위치에서  유지되야  하고,  즉,  시스템의  모든  고객이  파일  기록에  억세스하도록  파일은  파일 서버상
에  통상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뱃치  파일은  여러  다른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를 확
장,  재명명,  또는  삭제하기  때문에  뱃치  파일  부분을  실행하기  전에  뱃치  파일을  폐쇄하는  것이 필
요하다. 

본  발명은  기회적으로  로크된(OP로크된)  및  기회적으로  뱃치된(OP뱃치된)  모드에서  뱃치  파일의 전
달을  제공함으로써  뱃치  파일의  원격  실행에  의해  기인된  네트워크  오버헤드의  문제점을  극복하며 
뱃치  파일  실행용  요구는  본  발명의  OP로크된/OP뱃치된  모드에서  뱃치  파일을  실행하는  요구로 자동
으로  변환된다.  본  발명의  OP  로크된/OP  뱃치된  모드에서,  뱃치  파일이  동시에  사용되지  않으면, 뱃
치  파일은  파일서버에서  일시적으로  로크  개방되며,  뱃치  파일(또는  뱃치  파일의  한부분)은 요구하
는  워크스테이션에  카피된다.  그후  뱃치  파일은  로컬적으로  실행되어,  뱃치  파일의  원격  실행에 의
해  기인된  네트워크  오버헤드를  제거한다.  다른  워크스테이션이  뱃치  파일에  억세스를  요구한다면, 
OP  로크된/  OP  뱃치된 뱃치 파일은 파일 서버에 역으로 기록되어,  모든 고객이 뱃치 파일의 최근 버
전에  억세스를  가진다.  그후,  시스템은  종래의  공유  모드로  복귀된다.  본  발명의  동작  설명을 간결
하기  위해,  본원에서의  설명은  뱃치  파일의  전달을  언급한다.  상기  기술에  익숙한  사람은  완전한 뱃
치  파일이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개의  응용에서,  뱃치  파일중  단지  일부만이  파일 
서버 및 연관된 워크스테이션 사이에서 실제로 전달된다.

종래  시스템의  공유  모드에서,  다수의  사용자는  동시에  단일  뱃치  파일을  변경시킬  수  있으며 마스
터  파일은  파일  서버로부터  이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본  발명의  OP  로크된/OP  뱃치된  배타적 모
드에서,  뱃치  파일(또는,  뱃치  파일의  일부)은  처리되고  로컬적으로  캐시되는  워크스테이션에 카피
되며  상기  파일은  자동적으로  OP  로크/OP  뱃치된다.  고객이  뱃치  파일을  완성할  때,  개정된  파일은 
파일  서버에  기록된다.  그러나,  다른  워크스테이션이  OP  로크된/OP  뱃치된  파일에서  뱃치  파일을 요
구한다면,  개정된  뱃치  파일을  파일  서버로  리턴시키며  공유  모드로  복귀시키기  위해  서버는  뱃치 
파일을 동시에 갖는 워크스테이션에 메시지를 전달한다.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워크스테이션이  뱃치  파일용  공유  모드  뱃치  파일  서비스를  요구할  때, 공
유  모드  요구는  OP  로크된/OP  뱃치된  배타적  모드에서  동작하는  요구로  변환된다.  그후,  파일 서버
는  뱃치  파일이  동시에  개방되는지를  결정한다.  개방되지  않으면,  배타적  모드  동작이  고객에  의해 
요구되지  않을지라도,  파일  서버는  OP  로크된/OP  뱃치된  배타적  모드에서  뱃치  파일을  개방한다. 그
러므로,  뱃치  파일  서비스는  고객에게  전체적으로  명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된다. 
본  발명은  워크스테이션  및  파일  서버  동작  시스템의  변형으로써  도시되고,  상기  기술에  익숙한 사
람은 본 발명이 응용 프로그램과의 상호 동작내에서 이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의사(pseudo)-코드는 본 발명의 OP 로크된 부분의 동작을 기술한다.

워크스테이션  :  파일  개방  요구(뱃치  파일의)가  공유-모드에  대해  이루어질  경우  그때  그것이  뱃치 
파일이  아니면  OP  로크/OP  뱃치를  갖는  개방용  서버  요구를  보낸다.  OP  뱃치는  달리  적용하지 않는
다(이것은 뱃치 파일이다) 파일이 의사-폐쇄되면 그때 그것을 로컬적으로 재개방한다.

그렇지  않으면  OP  뱃치를  갖는  개방용  서버  요구를  보낸다.  그렇지  않으면(배타적  모드에서는 개방
된다)서버에 일반적인 개방 요구를 보내고 OP 로크 및 OP 뱃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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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가  개방  요구를  리턴시킬  때  서버는  상기  파일이  OP  로크되었는지와  OP  뱃치되었는지를 나타내
게  될  것이다.  파일이  OP뱃치되었을  경우,  그것은  OP  로크되어야만  한다.  파일이  OP  뱃치되지 않았
을 경우 공유 모드를 위해 정상적으로 개방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파일이  OP  뱃치된다)  파일은  배타적  개방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것은 워크스테이
션이 다음을 실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즉 앞의 판독,  뒤의 기록,  로크 캐싱(caching)  등.  배타적 개방에 의해서만 이미 사용될 수 있는 동
작이 OP 로크된 공유 개방시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파일을  폐쇄하면,  OP  뱃치  파일은  의사-폐쇄되고  어떠한  네트워크  처리도 일어
나지 않는다.

파일이  OP  뱃치되는  동안,  서버는  상기  OP  뱃치된  상태를  불허하도록  결정한다.  이것은  다른  고객이 
동일한  파일을  개방하는  것,  동일한  파일을  재명명하는  것,  동일한  파일을  삭제하거나  또는  파일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서버가  브레이크(break)-OP  로크  메시지를  OP  뱃치된 파
일을 가진 워크스테이션에 보내도록 하므로써 이루어진다.

브레이크  OP  로크  메시지가  수신될  때  :  만일  워크스테이션이  여전히  파일을  개방시킨다면, 워크스
테이션은 하기에 서술한 것을 즉각적으로 실시해야만 한다 : 

a)  데이타  뒤의  기록(write  behind  data)을  서버에  플러쉬(flush)시키고  b)캐시된  로크를  서버에 플
러쉬시키고  c)  앞의  데이타  판독을  무효화시키고  d)  OP  로크  브로큰(brocken)  메시지를  서버에 전송
시키고  e)  뱃치  파일이  의사  폐쇄된  상태인  경우,  폐쇄  프로토콜을  전송시킨다.  워크스테이션이 여
전히  파일을  개방시키고,  사용자는  어떠한  버퍼링  알고리즘(판독  선행  등)도  더이상  이용할  수 
없다.

만일  워크스테이션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의사  폐쇄되어  있지  않는  파일에  대해  브레이크  OP  로크 
메시지를  수신하면,  워크스테이션의  파일  폐쇄는  배선상에서  브레이크  OP  로크  메시지를 크로스시킨
다고 가정한다. 상기 브레이크 OP 로크 메시지는 무시된다.

만일  워크스테이션이  의사  폐쇄된  파일에  대해  브레이크  OP  로크  메시지를  수신한다면, 워크스테이
션은 캐시된 로크 또는 데이타 뒤의 기록을 플러쉬하고나서 서버에서 파일을 폐쇄시킨다.

서버가 OP  로크 요구에 따라 개방을 수신할 때  :  1)  만일  이것이 파일의 제1오프너(opener)인  경우, 
OP 로크 요구가 수락된다.

2)  만일  이것이  파일의  제2오프너이고  제1오프너가  OP  로크된  파일을  가지면,  서버는  브레이크  OP 
로크  메세지를  OP  로크된  파일을  유지시키는  워크스테이션에  전송한다.  이  워크스테이션은  그 데이
타  뒤의  기록과  캐시된  로크를  서버로  다시  덤프(dump)할  것이다.  이  데이타는  OP  로크 브로큰
(broken)  메시지에  의해  추종된다.  OP  로크  브로큰  메시지가  서버에  의해  수신된  후,  서버는 제2오
프너를 개방되게 전송하나 OP 로크된 응답을 전송하지는 않는다.

OP  로크를  유지시키는  워크스테이션은  브레이크  OP  로크  메시지로서  응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대신에,  워크스테이션은  파일을  폐쇄하므로서  단순히  응답할  수  있다.  상기  경우에  제2오프너는 유
일한 오프너로 될 수 있고 OP 로크를 수신할 것이다.

3)  만일 다른 개방은 브레이크 개방이 진행되는 동안 수신된다면,  이들 개방 요구는 브레이크 OP 로
크동작이  완료될  때까지  간단히  대기  행렬로  된다.  그때에  그들은  스텝(1)과  스텝(2)을  통해 정상적
으로 처리된다. 결과는 개방되어 보내지나 OP 로크되지 않은 응답을 현재 개방된 곳에 보낸다.

[장소]

앞의  데이타  판독  :  본원의  원리에  따르면,  고객이  예컨대  10바이트  데이타를  요구하면, 워크스테이
션  로컬  버퍼는  4K  바이트  크기로  설정되며,  4K  바이트의  데이타는  로컬  버퍼로  보내진다.  버퍼는 
사용자가  상기  데이타를  결과적으로  필요로  하게  된다는  기대감을  워크스테이션  리디렉터에서 설정
된다.  다음에,  데이타에  대한  요구가  이루고,  그것은  파일  서버를  억세스하지  않고  로컬적으로 취급
될 수 있다. 이것은 배타모드와 OP 로크된 배타 모드에서 사용된다.

기록  뒤의  데이타  :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만일  고객이  소량의  데이타를  기록하거나  저장할 경우
에  버퍼가  채워질  때까지  그것은  워크스테이션  로컬  버퍼에  저장된다.  일단  버퍼가  채워지면, 데이
타는 서버로 전송된다. 이것은 배타적 모드 및 OP 로크된 배타적 모드에서 사용된다.

로크  캐싱(caching)  :  본원의  시스템은  파일상에  로컬적으로  뱃치된  로크를  트랙한다.  만일  파일이 
OP  로크되었다면,  로크는  파일  서버에  전송되지  않는다.  공유  모드에서,  응용이  변경되는  동안, 응
용은  호출하여  그들을  로크하기  위해  소정의  바이트를  로크한다.  예컨대,  공유  모드에서  로크된 요
구는 파일 서버에 전송되어서 소정의 기록은 변경한다. 기록이 일단 변경되면, 기록은 언로크
(unlock)  요구를  갖는  파일  서버로  귀환된다.  파일  로크와  언로크(unlock)  요구는  다수의  다른  동작 
시스템뿐만 아니라 공지의 MS-DOS시스템의 형태이다.

캐시된  로크  :  워크스테이션에서  로컬적으로  존재하고  파일  서버에  전송되지  않는  로크이다. 환언해
서, 고객은 로크된 범위가 로크된 것으로 믿는다.

본  발명의 OP  로킹/  OP  배칭  과정은 제3도  내지 제9도와 관련하여 기술된다.  제3a도는,  뱃치 파일이 
종래  시스템에서  원격적으로  실행될  때,  근거리  통신망상의  메시지  트래픽을  도시한다.  다음  설명에 
있어서,  약어  "SMB"는  이하에서  상세하게  기술되는  서버  메시지  블럭(server  message  block)을 언급
한다.  개방  뱃치  파일(SMB)이  SMB1으로  표시했듯이  워크스테이션으로부터  수신될  때마다, 과정(30
0)은  엔터(enter)된다.  그때  파일  서버는  파일이  개방되고  유용한지를  나타내는  SMB2으로  응답한다. 
그때  워크스테이션은  파일  서버를  가르키는  SMB3를  발생하여  뱃치  파일의  요구된  라인에  대해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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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일단  뱃치  파일중  요구된  라인이  발견되면,  파일  서버는  뱃치  파일안에  요구된  라인이 발견되
었음을  확인시켜주는  SMB4를  발생시킨다.  그때  상기  워크스테이션은  SMB5로  표시되듯이  뱃치 파일안
에서  라인을  판독하기  위해  판독  요구를  발생시킨다.  파일  서버는  라인(SMB6)에서  표시했듯이 요구
된  데이터를  워크스테이션을  보냄으로써  응답한다.  일단  데이타가  파일  서버로부터  수신되면, 워크
스테이션은  파일  서버를  가르키는  메시지(SMB7)를  발생시켜  뱃치  파일을  폐쇄한다.  완료시,  상기 파
일  서버는  파일이  폐쇄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SMB8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뱃치  파일내의  모든 실행
가능한 라인은 종래의 네트워크된 시스템에 실행용 여덟 개의 네트워크 메시지 전체를 필요로 한다.

제3b도에  대해  언급하건데,  본  발명의  전체  동작이  기술된다.  과정(350)은  워크스테이션이  공유 모
드에서  뱃치  파일  서비스를  요구할  때마다  불러낸다.  공유  모드  요구가  OP  로크된/OP  뱃치된 모드에
서  뱃치파일을  개방하는  요구로  자동적으로  변환되고,  워크스테이션  SMBN1으로  표시되듯이  상기 요
구를  파일  서버로  보낸다.  뱃치  파일이  현재  개방되지  않으면,  파일  서버는  파일이  유용하고  OP 로
크된/OP  뱃치된  모드에서  개방되는  것을  나타내는  SMBN2에  응답한다.  그때  워크스테이션은  파일 서
버로  하여금  요구된  뱃치  파일(또는  그의  일부분)을  워크스테이션으로  보내도록  명령하는  SMBN3을 
발생시킨다.  파일  서버는  요구된  뱃치  파일  데이터를  포함하는  SMBN4에  응답한다.  벳치  파일이 전체
적을  실행되거나  또는  다른  사용자에  의해  요청될  때까지  뱃치  파일  서버상에서  개방으로  유지되고 
뱃치  파일은  워크스테이션에서  캐시되고  로컬적으로  처리된다.  뱃치  파일이  OP  로크된/OP  뱃치되는 
동안  뱃치  파일이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요구되면,  파일  서버(server)는  워크스테이션을  명령하는 
SMBN5을  발생하여  OP  로크된  모드를  나가게  하고  워크스테이션은  파일  서버  후방으로  뱃치  파일을 
보내고  파일을  폐쇄함으로써  SMBN6와  응답한다.  이때  파일  서버는  동작이  완료될  때  SMBN7과 응답하
고  시스템은  정상적인  공유  모드로  복귀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OP  로크된/OP  뱃치된  모드에서,  총 
7개의  네트워크  메시지가  모든  뱃치  파일을  실행하도록  요구된다.  대조적으로,  종래  기술의  공유 모
드에서,  총8개의  네트워크  메시지가  뱃치  파일에서  모든  라인을  실행하도록  요구된다.  또한  본 발명
은,  뱃치  파일이  다른  고객에  의해서  요구된다면,  공유  모드로  자동  귀환함으로써  종래의  공유  모드 
동작의 모든 잇점을 제공한다.

제4도는  요구된  파일을  OP  로킹할  때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서  동작하는  시스템의  파일  서버부분의 
동작  흐름도이다.  이하  논의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마이크소프트,  IBM  및  인텔사에  의해서 개발
된  서버  메시지  블럭(SMB)프로토콜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택된다.  이하  설명을  위해,  SMB는  LSN 통신
라인을  통해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  사이에서  보내진  메시지  패킷을  말한다.  개방  파일SMB이 항목
(402)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  워크스테이션으로부터  수신될  때  과정(400)이  불러내어진다. 개
방  파일(SMB)은  OP  로크된/  OP  뱃치된  배타  모드에서  파일을  개방하는  요구를  포함한다.  제어는 요
구된  파일이  다른  워크스테이션에  의해  이미  개방되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부(404)로 통과한
다.  그렇지  않으면,  항목(406)은  배타  OP  로크된  모드에서  파일  개방  요구를  수락하는  SMB를 발생하
도록  불러내어진다.  SMB  요구는  통상적으로  데이타의  지정  블럭을  판독하기  위한  요구와  같은  다른 
동작  뿐만아니라  개방과  같은  소망된  동작을  포함한다.  예를들면,  SMB  요구는  개방  및  판독,  개방 
및  기록,  판독  및  로크  등을 하기 위해 요구된다.  그러므로,  리턴된 SMB  메시지는 파일 취급 및 요
구된 데이타에 따른 SMB 명령을 포함한다.

일단  리턴  SMB가  항목(406)에서  발생되면,  SMB는  LAN통신라인을  경유해  요구하는  워크스테이션에 보
내진다.  요구된  파일이  현재  개방되면,  제어는  개방파일이  OP  로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판
단부(408)로  통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어는  "  수락  정상  개방"  SMB를  발생하는  항목(184)으로 통
과된다.  판단부(408)가  파일이  OP  로크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제어는  브레이크-OP  로크  기능이 진
행중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부(409)로  통과된다.  그렇다면,  제어는  브레이크-OP  로크  과정이 완
료될  때까지  대기하는  항목(417)으로  통과된다.  일단  완료된  다음,  제어는  수락-정상-개방  SMB를 발
생하는  항목(418)으로  통과한다.  판단부(409)는  브레이크-OP  로크  기능이  진행중이지  아니한  것을 
결정하면,  제어는  "브레이크-OP  로크"  SMB를  원래의  파일  오프너에게  발생시키고  보내기  위해 항목
(410)으로  통과된다.  이때  제어는  응답  SMB에  대해  대기하기  위해  항목(412)으로  통과한다.  응답 
SMB는  응답이  캐시된(cached)  로크,  데이타  뒤의  기록  또는  폐쇄  명령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항목
(414)에  의해서  수신된다.  이때  제어는  SMB가  파일  폐쇄  명령을  포함하는지를  결정하는 판단부(41
6)로  통과한다.  그렇다면,  제어는  판단부(404)로  리턴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어는  전술된 항목
(418)으로 통과된다.

제5도는  요구된  파일을  OP  뱃칭할  때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서  동작하는  시스템의  파일  서부부분의 
동작  흐름도이다.  OP  뱃칭  요구  SMB가  워크스테이션으로부터  수신될  때  과정(500)이  불러내어진다. 
파일을  수정하는  요구,  삭제  또는  재명명과  같은  뱃치  파일  기능이  고객에  의해  요구될  때마다,  OP 
뱃칭  요구가  통상적으로  발생된다.  요구  SMB는  항목(502)에  의해서  수신된다.  이때  판단부(504)는 
파일이  현재  다른  고객에  의해  OP  뱃치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지  않다면,  워크스테이션  요구를 
처리하고  응답  SMB를  발생하는  항목(512)으로  통과한다.  요구된  파일이  OP  뱃치이면,  제어는  OP 로
크를  브레이크(break)하기  위해  워크스테이션에  명령을  하면서  OP  뱃치된  파일을  유지하는 워크스테
이션에  SMB를  보내는  항목(506)으로  통과한다.  이때  제어는  응답을  대기하기  위해  항목으로 통과한
다.  일단  응답  SMB이  수신되면,  제어는  파일  서버상에서  파일  서버를  처리하고  뱃치  파일을 개정하
는 항목(510)으로 통과한다. 이때 제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항목(512)으로 통과한다.

제6a도는  OP  로크/OP  뱃치된  배타  모드에서  파일을  개방하도록  요구할  때  본  발명의  워크스테이션의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워크스테이션  동작중  OP  뱃치된  부분은  제8도  및  9도와  관련하여 설명
된다.  고객이  항목(602)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공유  모드에서  동작을  요구할때마다,  루틴(600)이 블
러내어진다.  판단부(603)는  파일이  의사  폐쇄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제어는 로컬적
으로  파일을  재공개하기  위해  항목(605)으로  통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어는  워크스테이션 리디렉
터가  상기  요구를  배타  OP  로크된  모드에서  파일을  개방하고  적절한  SMB를  발생시키기  위한  요구로 
변환하는  항목(604)으로  통과하고  SMB를  LAN  통신라인을  경유해  파일  서버에  보낸다.  이때  제어는 
워크스테이션이  응답을  기다리는  항목(606)으로  통과한다.  일단  응답이  수신된  다음.  제어는 서버로
부터  SMB  메시지를  디코드하기  위해  항목(608)으로  통과한다.  이때  판단부(608)는  OP  로크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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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되는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어는  파일이  정상적으로  버퍼되지  않은  공유  모드에서 
개방되는  항목(610)으로  통과한다.  이때,  제어는  항목(614)과  판단부(616)로  이루어지는 루프(612)
로  통과한다.  파일이  폐쇄될  때서야  항목(614)이  불러내어져  시스템  I/O을  수행한다.  판단부(616)는 
파일이  폐쇄되는지  여부  또는  브레이크-OP  로크  SMB가  과정(700)에  의해서  발생되는지를  결정한다. 
판단부(616)가  파일이  폐쇄되지  않았음을  결정하면,  제어는  항목(614)으로  뒤로  루프한다. 판단부
(616)가  파일이  폐쇄되었다는  것을  결정하면,  제어는  파일이  폐쇄되는  것을  표시하는  항목(618)으로 
통과한다.

판단부(608)가  OP  로크가  수락되었다는  것을  결정하면,  제어는  파일이  OP  로크된  배타  모드에서 개
방됨을  표시하는  항목(620)으로  통과한다.  이때  제어는  앞의  판독,  뒤의  기록  및  로크  캐싱과  같은 
버퍼된  동작의  허여하는  항목(622)으로  통과한다.  이때  루프(624)가  불러내어진다.  루프(624)는 항
목(622)을  구비하는데,  이  항목은  폐쇄될  때까지  개방  파일에서  버퍼된  I/O를  수행한다. 판단부
(630)는  파일이  폐쇄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파일이  폐쇄되지  않는다는  것을  판단부(628)가 결정하
면,  제어는  항목(622)으로  뒤로  루프한다.  판단부(628)가  파일이  폐쇄되었다는  것을  결정하면, 제어
는  파일이  폐쇄되었음을  표시하는  항목(618)으로  통과한다.  주해  :  비동기  브레이크-OP  로크 요구
(제7도)가 수신되면 루프(624)는 수정될 수 있다.

제6b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항목(652)에  의해서  표시된  바와  같이  파일  폐쇄  동작을  요구할 때마
다  과정(650)이  불러내어진다.  이때  판단부(654)는  파일이  OP  뱃치  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목(656)은  폐쇄  요구를  전송한다.  그렇다면,  제어는  파일을  로컬적으로  의사  폐쇄하기 위
해  항목(658)으로  통과한다.  비활성의  설정된  시간  간격  후,  항목(660)은  제어가  서버에서  파일을 
폐쇄하기 위해 항목(662)으로 통과하는 파일 서버 타이머를 나타낸다.

제7도는  OP  로크된  배타적  모드  동작이  종료되어야만  할  때  본  발명의  워크스테이션의  동작을 설명
하는  흐름도이다.  브레이크-OP  로크  SMB가  항목(702)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파일  서버로부터  수신될 
때  과정(700)이  불러내어진다.  다음,  판단부(704)는  참고된  파일이  개방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지  않다면,  브레이크-OP  로크  SMB는  항목(706)에서  무시된다.  참고된  파일이  개방되면,  제어는 
기록  뒤의  데이타  및  캐시  로크를  서버로  전송하고  앞의  데이타  판독을  무효화하는  항목(708)으로 
통과한다.  다음,  제어는,  OP  로크가  브로큰(broken)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OP  로크  브로큰  SMB를 
파일  서버로  전송하는  항목(710)으로  통과하며,  워크스테이션은  버퍼안된  I/O  모드에서  동작하기 위
해 파일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항목(712)에서 공유 모드를 복귀한다.

제8도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서  뱃치  파일을  폐쇄할  때  원격  스테이션의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이
다.  사용자  또는  고객이  항목(802)에서  파일을  폐쇄할  것을  요구할  때  또는  워크스테이션  뱃치 파일
을  실행하는  동안  뱃치  파일을  폐쇄할  때마다  과정(800)이  불러내어진다.  다음,  제어는  파일이  현재 
OP  로크되는지를  결정하는  판단부(804)로  통과한다.  파일이  현재  OP  로크되지  않으면,  제어는  폐쇄 
SMB를  파일  서버로  보내는  항목(806)으로  통과한다.  그후  제어는  항목(808)으로  통과하고,  그 항목
(808)에서 SMB는 파일이 폐쇄되는 것을 표시하는 파일 서버로부터 수신된다.

판단부(804)가  파일이  OP  로크되었음을  결정하면,  제어는  워크스테이션에서  폐쇄된  파일을 내부적으
로  표시하기  위해  항목(810)으로  통과한다.  그후,  제어는  파일이  내부적으로  유지되는 항목(812)으
로 통과한다.

제9도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서  뱃치  파일을  실행할시  원격  워크스테이션의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
이다.  사용자  또는  고객이  뱃치  파일에서  다음  명령라인을  판독하기  위해  개방을  요구하는 항목
(902)에서  과정(900)이  불러내어진다.  그후  판단부(904)는  뱃치  파일이  이전의  개방으로부터  의사 
폐쇄되는지의  여부  즉  파일이  OP  뱃치되고  로컬적으로  실행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뱃치  파일이 
OP  뱃치되는  않으면,  제어는  항목(906)으로  통과하여  개방  SMB를  파일  서버로  보낸다.  제어는  "파일 
개방  OK"가  사용자에게  리턴되는  항목(910)으로  통과한다.  판정부(904)가  뱃치  파일이  OP  뱃치되는 
것을  결정하면,  개방  요구를  이미  개방된  파일  구조에  연결시키기  위해  항목(908)으로  통과하고 제
어는 항목(910)으로 통과한다.

이상  서술한  것에  기초하면,  본  발명이  다수의  공지된  LAN  프로토콜로  수행될  수  있음이  상기 기술
에  숙련된  자에게는  쉽게  명백하게  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서버  메시지  블럭(SMB)  파일  고유 프로
토콜로  사용하는데  특히  적합하다.  SMB  파일  공유  프로토콜은  자료  "Microsoft  Networks/openNET 
File  Sharing  Protocol"(Intel  part  Number  138446.  Microsoft  Corp.  1985)  및  자료  "SMB  File 
Sharing  Protocol  Extensions."(Microsoft  Corp.  1988)에  상술되었다.  그  둘은  본원의  참고자료로 
된다.  본  발명의  OP로킹  기법에  관한  참조문헌은  1988년  마이크로소프트사  자료  3,4  46-48  및 51-58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다.  부록Ⅱ로  첨부된  서류에서  본  발명에  대한  참조문헌은  본원의  출원일에 대
해 1년 미만전에 인쇄되었다.

요약하면, 분배된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 개선 방벙 및 수단이 설명되었다.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르면,  분배된  컴퓨터  시스템은  복수개의  워크스테이션과  파일  서버를  가지고  있다.  본  발명의 워
크스테이션은  공유  모드,  배타적  모드  및  OP  로크된/OP  뱃치된  배타적  모드에서  작동하도록 적용되
어  있다.  공유  모드  및  배타적  모드에서,  본  발명의  워크스테이션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동작한다. 
그러나,  OP  로크된/OP  뱃치된  배타적  모드에서,  공유  모드에서  뱃치  파일을  개방하려는  요구가  OP 
로크/OP  뱃치  배타적  모드에서  파일을  개방하기  위한  요구로  자동  변환된다.  만일  요구된  파일이 다
른  워크스테이션에  의해  미리  개방되어  있지  않다면  뱃치  파일  개방  요구가  뱃치  파일이나  뱃치 파
일의  일부분이  파일  서버로부터  캐시되고  로컬적으로  실행되는  요구하는  워크스테이션  전송되는  OP 
로크된/OP  뱃치된  배타적  모드  동작에  대해  수락된다.  이  주기  동안에,  뱃치  파일은  파일 서버상에
서  개방을  유지한다.  다른  워크스테이션이  OP  로크된/OP  뱃치된  파일을  개방하기  위해  요구를 발생
하면,  OP  로크된/OP  뱃치된  배타적  모드에서  뱃치  파일을  개방되게  유지하는  워크스테이션은  자체의 
캐시된  데이터를  파일  세이버로  뒤로  전송하고,  종래의  공유  모드로  복귀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다른 사용 및 변형은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상기 기술에 숙련된 자에게는 명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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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러한 모든 사용 및 변형들은 첨부된 항의 범위내에서 일치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뱃치  파일  명령을  원격  단자로부터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a)  파일  서버로부터  원격 단자
까지  다수의  뱃치  파일  명령을  갖는  뱃치  파일을  캐싱(caching)하는  단계와,  (b)  개방하거나  뱃치 
파일을  개방하도록  요구하는  다른  원격  단자가  없을  때,  원격  단자내의  뱃치  파일을  개방하는 단계
와,  (c)  개방하거나  파일을  개방하도록  요구하는  다른  단자가  없는  동안,  원격  단자내의  뱃치 파일
을  폐쇄  또는  삭제  없이  원격  단자내의  다수의  뱃치  파일  명령을  로컬(local)적으로  처리하는 단계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뱃치 파일 명령 실행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d)뱃치  파일이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폐쇄되도록  요구되기  때문에,  설정된  시간의 
경과 후,  원격 단자내의 뱃치 파일을 폐쇄하고 삭제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벳
치 파일 명령 실행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단계(a)는  초기  요구를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수신하는  것을  구비하여,  다수의 뱃
치  파일  명령을  로컬적으로  처리하는  단계(c)는  뱃치  파일을  개방하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연속적인  요구를  수신할  때  판독  뱃치  파일  내용에  억세스를  확정하는  것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뱃치 파일 명령 실행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단계(a)는  초기  요구를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수신하는  것을  구비하며,  다수의 뱃
치  파일  명령을  로컬적으로  처리하는  단계(c)는  원격  단자내의  판독  뱃치  파일을  개방하기  위한 요
구에  파일  서버의  뱃치  파일을  개방시키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연속적인  요구를  변환하는 것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뱃치 파일 명령 실행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d)  다른  원격  단자가  뱃치  파일을  개방하도록  요구할  때,  원격  단자내로부터 뱃치
파일을 파일 서버에 카피하는 단계와,  (e)  원격 단자 및 다른 원격 단자가 처리중인 공유된 뱃치 파
일로부터  명령을  검색할  수  있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뱃치  파일  명령  실행 
방법.

청구항 6 

다수의  뱃치  파일  명령을  실행하는  통신망의  원격  단자에  있어서,  파일  서버로부터  원격  단자까지 
다수의  뱃치  파일  명령을  갖는  뱃치  파일을  캐시(cache)하는  수단과,  개방하거나  파일을  개방하도록 
요구하는  다른  원격  단자가  없을  때,  원격  단자내의  뱃치  파일을  개방하는  수단과,  개방하거나 파일
을 개방하도록 요구하는 다른 단자가 없는 동안,  원격 단자내의 뱃치 파일의 폐쇄 또는 삭제함이 없
이  원격  단자내의  다수의  뱃치  파일  명령을  로컬적으로  처리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원격 단자.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판독  뱃치  파일이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폐쇄하도록  요구되기  때문에,  설정된 시간
의 경과 후,  원격 단자내의 뱃치 파일을 폐쇄하고 삭제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단자.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다수의  뱃치  파일  명령을  로컬적으로  처리하는  수단이  뱃치  파일을  개방하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연속적인  요구를  수신할  때  판독  벳치  파일  내용에  억세스를  확정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단자.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다수의  뱃치  파일  명령을  로컬적으로  처리하는  수단이  원격  단자내의  판독  뱃치 파
일을  개방하기  위한  요구에  파일  서버의  뱃치  파일을  개방시키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연속적
인 요구를 변환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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