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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적어도 한 노드(at least one node)가 고객에 비디오 데이타 블럭(blocks of video data)을 제공하는 비
디오 데이타 블럭의 적어도 일부가 다수의 노드상(multiple nodes)에 복제되는 유형의 분산 주문형 비디
오 시스템(video-on-demand system)에서 이용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다.  다른 노드에 대해 관찰된 
응답특성(observed response characteristics)은 복제된 블럭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노드중 적
어도 주어진 노드에 기록된다.  노드중 주어진 노드는 다른 노드에 의해 자신에 보고된 응답 특성을 또한 
기록한다.  복제된 데이타 블럭을 인출하는 노드는, 노드가 복제된 데이타 블럭을 포함하는 것에 기초하
고 관찰된 응답 특성 및 보고된 응답 특성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선택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분산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의 블럭도.

제2(a)도-제2(c)도는 제1도의 시스템에 의해 이용되는 데이타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제3(a) 및 제3(b)도는 서버를 선택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 의해 이용되는 프로시쥬어를 도시하는 도면.

제4도는 서버 성능 척도를 갱신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 의해 이용되는 프로시쥬어를 도시하는 도면.

제5도는 관찰된 서버 응답 시간을 갱신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 의해 이용되는 프로시쥬어를 도시하는 도
면.

제6도는 피기백 성능 데이타를 포함하는 메시지의 포맷을 도시하는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 내지 108 : VOD 시스템 노드           110 : 제1통신 네트워크

111, 112 : 클라이언트                    114 : 제2통신 네트워크

116 : 시스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18 : 셋 탑 박스

120 :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30 : 디스크

11-1

1019960039273



200 : 서버 로드 테이블                   220 : 지연 타임스탬프

240 : 로드 타임 스탬프                   260 : 비디오 블럭 테이블

285 : 요구 테이블                        610 : 서버 테이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중앙 비디오 서버(video server)로부터 전송된 비디오 스트림(video stream)을 다수의 클라이
언트에 제공하는 유형의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 : VOD)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분산 실시간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distributed real-time client server environment)에는 다수의 클라
이언트 및 서버가 포함되며, 각 클라이언트의 화일 시스템은 실시간 I/O 요구(즉, 데드라인(deadlines)을 
갖는 요구)를 행하며 이에 대해 서버는 요구된 데이타를 검색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일예로는 네트워크 
어댑터를 갖는 다수의 전위 클라이언트 노드들(front-end client nodes)과, 후위 노드들(back-end nodes) 
또는 저장 서버들(storage servers)로 구성되는 비디오 서버 시스템을 들 수 있다.  복제본(replicatio
n)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데이타 블럭이 다수의 서버들상에 존재할 수도 있다.  임의의 시점에, 
상이한 다수의 서버상의 로드(즉, 제공받기 위해 대기하거나 또는 제공 상태에 있는 요구의 수)는 상이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상이한 다수의 서버는 상이한 성능 특성(예를 들면, 전송 속도, 탐색 시간(seek 
time)등)을 가질 수 있다.

서버를 선택하는 간단한 방법은 I/O 동작에 대해 서버를 랜덤하게(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따르면 데드라인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서버를 보다 낮은 이용율로 동작시켜야 하는 단
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전술한  내용의  측면에서,  본  발명은  클라이언트가  관찰된  서버  응답  시간(observed  server  response 
time) 및 서버 성능 척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어진 복제 기능을 수행할 노드를 선택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기 복제 기능은 하나 이상의 노드로부터 가용 데이타 블럭을 제공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모든 클라이언트 및 서버는 서버들간에 전송되는 통상의 메
세지들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들과 서버들 간에 전송되는 통상의 메시지들상에 전술한 정보들을 피기백
(piggybacking)함으로써 서버 성능 척도를 공유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실시간 I/O 동작을 스케줄링하여 실시간 서비스 요건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VOD 시스템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 방법은 저장 서버들 간에 있어서 예상되는 저장 서버의 로드 및 
블럭 배치와 같은 성능 척도와 더불어, 관찰된 저장 서버 응답 시간(즉, 요구된 데이타를 갖는 저장 서버
의 응답 시간)을 고려하여 판독될 블럭 복제본을 선택한다.  각각의 클라이언트는 (다른 클라이언트와 공
유될 수 있는) 대응하는 화일 시스템을 갖는다.  저장 서버로부터 응답이 수신될 때마다, 화일 시스템은 
관찰된 저장 서버의 응답 시간 및 각 응답이 관찰되었던 일시(the time of day)의 국부적 복사본을 갱신
한다.

각종 저장 서버들상에서의 예상 로드 정보는 다음의 방법으로 유지된다.  모든 화일 시스템 및 저장 서버
는 각각의 저장 서버상에서의 로드 카운트 어레이(array of load counts) 및 저장 서버에서의 연관된 국
부적 타임스탬프(timestamp)를 유지한다.  화일 시스템 및 저장 서버는 동기화된 클럭을 가질 필요가 없
다.  이 정보는 화일 시스템 및 저장 서버간의 모든 메시지상에서 피기백된다.  이 정보를 수신할 때에 
각각의 노드(화일 시스템 또는 저장 서버)는 연관된 타임스탬프에 기초하여 저장 서버에 대해 가장 최근
의 로드 정보를 반영하도록 자신의 로드 카운트 어레이를 갱신한다.  화일 시스템은 이러한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심지어 최근에 액세스되지 않았던 이들 저장 서버에 관한 로드 정보까지 얻는다.  각각의 노드
가 화일 시스템, 저장 서버 또는 이들 모두를 포함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제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분산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의 블럭도이다.  컴퓨터 시스템(VOD 시스템 
노드)(102-108)은 제1(시스템) 통신 네트워크(또는 스위치)(110)에 의해 상호접속된다.  컴퓨터 시스템은 
동일하거나 상이한 유형일 수 있고 시스템 유형 및 구성에 따라 (서로간에) 상이한 성능 특성을 가질 수 
있다.  하나 이상의 VOD 노드는 제2 (클라이언트) 통신 네트워크(114)에 의해 클라이언트(111,112)와도 
또한 상호접속될 수 있다.  각각의 VOD 시스템 노드는 시스템 통신 네트워크(110)에 전자장치 및 통신 인
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16)를 포함한다.  클라이언트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된 
노드는 또한 클라이언트 통신 네트워크(114)에 전자장치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120)를 포함한다.

각각의 VOD 시스템 노드(102-108)는 검색된 비디오 블럭(124) 및 다른 메시지의 일시적 저장을 위한 버퍼 
메모리(122) 및 주기억 장치(128)에 상주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제어하에 동작하는 프로세서(cpu)(126)를 
포함한다.  노드(102-108)의 적어도 일부는 영화들이 저장되어 있는 디스크(130)를 포함한다.  각각의 영
화는 다수의 비디오 블럭(124)으로 구성된다.  소정의 비디오(예를 들면, 영화)에 대한 비디오 블럭(12
4)은 단일 시스템내 디스크 어레이의 디스크들(130) 또는 다수의 VOD 시스템 노드들의 디스크들에 걸쳐 
분산될(예를 들면, 스트라이프화되어(striped))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비디오 블럭은 자신의 디스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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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요구된 블럭을 갖는 VOD 시스템 노드로부터 요구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하는 VOD 시스템 노드로 시스
템 통신 네트워크(110)를 통해 전송된다.  그리고 나서, 요구된 블럭은 클라이언트 통신 네트워크(114)를 
통해 요구 클라이언트로 전송된다.  각 비디오의 속성(크기, 공간, 작품 줄거리, 블럭 매핑 등)은 속성 
화일(132)에 저장되며, 속성 화일은 하나 이상의 디스크(130)상에 또한 저장된다.  비디오 블럭과 유사하
게, 속성들은 시스템 통신 네트워크(110)를 통해 VOD 시스템 노드들 사이에서도 또한 전송 될 수 있다.

이하 주기억 장치내의 프로그램들이 기술될 것이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VOD 시스템 노드가 프로그램의 
지시하에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함은 물론이다.  컴퓨터 시스템들 중의 적어도 하나는 클라이언트 
통신 네트워크(114)를 통해 클라이언트(111,112)와 통신하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13
4)을 갖는다.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은 또한 클라이언트 요구에 따라 비디오 재생을 시작하고, 정지
하며, 일단 정지(pause)하고, 재개(resume)한다.  유사하게, 컴퓨터 시스템들중의 적어도 하나는 디스크
상에서 비디오 블럭의 블럭 배치 및 검색을 관리하는 하나 이상의 화일 시스템(136)을 포함한다.  화일 
시스템은 요구된 블럭을 검색할 저장 서버를 선택하는 I/O 라우터(136a)를 포함한다.

디스크를 갖는 시스템은 또한 블럭 서버 프로그램(138)을 포함하며, 블럭 서버 프로그램은 디스크로부터 
블럭을 물리적으로 검색하고(국부적 디스크를 가지지 않는 VOD 시스템 노드들을 포함하는 VOD 시스템 노
드들중의 임의의 노드상에 있을 수 있는) 요구 화일시스템에 블럭을 제공한다.  블럭 서버(138)는 본 명
세서에서 ″저장 서버″ 또는 단순히 ″서버″로 지칭된다.

주기억 장치(128)에 저장된 프로그램 세트는, 각종 노드상에서, 채널(즉, 자원)을 예약하고 비디오 재생
을 시작하기 전에 가시 세션(viewing  session)을 설정하는 제어 프로세스 모듈(140)을 또한 포함한다.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본 명세서에서 자세히 기술되지 않았지만 다수의 다른 종래의 소
프트웨어 제어 프로세스가 비디오 서버 기능의 제어 및 지원에 또한 관여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VOD 시스템 노드(102-108)는 지원되는 비디오 스트림의 수에 대해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는 임의의 프로세
스를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용량 비디오 서버는 RISC 시스템 /6000 TM 시스템을 이용
하여 구현될 수 있는 반면 대용량 비디오 서버는 ES/9000 TM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두 시스
템 모두 뉴욕 아몬크 소재의 인터내셔널 비지니스 머신사로부터 입수가능함).  디스크(130)는 임의 통상
적인 디스크 서브시스템 또는 디스크 어레이로서 구현될 수 있다.  통신 네트워크(110, 114)는 VOD 시스
템에서 비디오 데이타 전송의 실시간 요건을 처리하기 위한, 예를 들어 광 파이버 네트워크, 통상적인 양
방향 케이블 네트워크 또는 충분히 높은 대역폭의 임의의 다른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셋
-톱 박스(118, 120) 또는 워크 스테이션이나 그들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제2(a)도는 서버 로드 테이블(server load table)(200)을 도시하고 있다.  서버로드 테이블은 블럭 서버
에 관한 로드 정보를 추적하기 위해 각각의 노드상에서 블럭 서버(138) 및 화일 시스템(136)에 의해 유지
되는 데이타 구조이다.  각 VOD 시스템 노드는 서버 로드 테이블의 자신만의 복사본을 유지한다.  각 복
사본은 비디오 데이타 블럭과 함께 (한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전송된 피기백 정보에 의해 갱신되어 가
장 최근의 로드를 반영한다.  특히, 테이블의 복사본은 화일 시스템에 의해 각 요구상으로 그리고 블럭 
서버에 의해 각 응답상으로 피기백된다.

서버 로드 테이블(200)내의 각 엔트리는 VOD 시스템 노드내에서 관찰된 응답 시간 및 각 블럭 서버(138)
의 로드를 추적(저장)한다.  각 행은 서버 ID(serverID)(210), 그 서버로부터의 최종 응답의 관찰된 지연
(230), 지연(230)이 관찰된 시간을 포함하는 지연 타임스탬프(220), 및 서버에 의해 보고된 바와 같은 서
버 로드(250)(예를 들면, 서버 이용율)를 포함한다.  로드 타임스탬프(240)는 로드(250)가 보고되었던 시
간에 서버에 의해 발생된 타임스탬프이다.  예를 들면, 로드는 서버에서의 큐 길이(미해결의 요구의 수)
로서 또는 단위 시간 당 제공되는 요구의 수로서 측정되는 서버 이용율로서 정의될 수 있다.

화일 시스템은 경로배정 테이블(routing table)(136b)을 또한 유지한다.  경로배정 테이블은 비디오 블럭 
테이블(260)(제2(b)도에 보다 상세히 도시되어 있음) 및 요구 테이블(285)(제2(c)도에 보다 상세히 도시
되어 있음)을 포함한다.  비디오 블럭 테이블(260)은 각각의 비디오 블럭에 대해 하나의 행을 포함한다.  
각 행은 비디오 블럭에 대한 화일 ID(fileId)(265), 비디오 블럭 번호(blockNo)(270), 비디오 블럭의 복
제본의 수(275) 및 비디오 블럭을 구비하는 저장 서버의 리스트(serv. Id)(280)(및 이에 따른 VOD 시스템 
노드)를 포함한다.  도시된 일예에서, 화일 F1의 블럭(b81)은 서버(s6)상에서 하나의 복제본을 가지는 반
면 화일 F2의 블럭(b95)은 서버(s3,s1,s10)상에서 세개의 복제본을 갖는다.

요구 테이블(285)은 서버 로드 테이블(200)의 지연 필드(230)를 갱신하는데 사용된다.  요구 테이블의 각 
행은  미해결의  요구에  대응하고  요구에  대한  식별자(requestId)(290)를  포함한다.   요구  시간 필드
(requestTime)(295)는 요구가 서버에 전송된 (화일 시스템의 클럭에 따른) 시간이고, 요구가 전송될 때 
화일 시스템에 의해 세트된다.

새로운 화일 블럭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서버를 선택하기 위해 화일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단계
들이 제3(a)도-제3(b)도에 도시되어 있다.  서버 테이블(200)은 관찰된 응답 시간 및 보고된 서버 로드를 
포함한다.  이들 두 유형의 정보는 선택할 서버를 결정하는 경우 적절한 신뢰 계수(confidence factors)
에 의해 다음과 같이 가중화된다.  단계(302)에서, 화일 시스템은 요구된 블럭의 화일 ID(265) 및 블럭 
번호(270)를 사용하여 비디오 블럭 테이블(260)을 탐색하여 복제본(275)의 수(n으로 표시됨) 및 이들 블
럭이 상주하는 서버의 서버 ID(280)(s1,...,sn)를 찾는다.  단계(304)에서, 화일 시스템은 현재 시간 t 
및  지연  타임스탬프(220)(Ti,d)에  기초하여  각  서버  Si에  대해  지연  신뢰  계수(delay  confidence 
factor)(CFi, d)를 계산한다.  이 계수는 관찰된 지연(230)이 아직도 계속중인지에 대해 화일 시스템의 
신뢰 정도를 측정한다.  지연 신뢰 계수는 Ti,d가 꽤 이전에 존재한 것인 경우에는 로우(low)이다. 본 실

시예에서, 화일 시스템은 Cfi, d= 1/(e
x
)를 계산하는데 여기서 x는 (t-Ti, d)/T로 주어지고 T는 사전결정

된 배율 계수(pre-determined scaling factor)이다.  유사하게, 단계(306)에서 화일 시스템은 로드 타임
스탬프(240)에  기초하여  각  서버에  대해  로드  신뢰  계수(load  confidence  factor)Cfi,  u를  Cfi,  u  = 

1/(e
y
)로서 계산하는데 여기서 y는 (t-Ti, u)/T로서 주어진다.

단계(308)에서, 화일 시스템은 전체 지연 신뢰 계수 CFd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화일 시스템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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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버 지연 신뢰 계수 Cfi, d의 곱인 Pd를 계산한다.  모든 개개의 Cfi, d가 하이(high)인 경우에만 
Pd는 하이가 될 것임에 주의해야 한다.  유사하게, 화일 시스템은 모든 Cfi, u의 곱인 Pu를 계산한다.  
그리고 나서, Cfd는 wd*Pd/(wd*Pd+wu*Pu)로서 계산되고, 여기서 wd 및 wu는 지연(240) 및 로드(250)의 상
대적 중요도를 표시하는 가중치이다.  둘이 동등한 중요도로 주어지는 경우, wd=wu=1이다.  단계(310)에
서 로드 신뢰 계수 CFu는 wu*Pu/(wd*Pd+wu*Pu)로서 계산된다.

단계(312)에서, 화일 시스템은 각 서버 Si에 대해 di/(di+...+dn)으로 주어지는 지연 불량 계수(delay 
badness factor) Bi,d를 계산한다.  서버 i의 지연이 다른 서버에 비해 하이인 경우 Bi,d는 하이가 된다.  
단계(314)에서, 화일 시스템은 각 Si에 대해 ui/(u1+...+un)으로 주어지는 로드 불량 계수(load badness 
factor)  Bi,u  를  계산한다.   단계(316)에서,  화일 시스템은 각 서버 Si에  대해 전체 불량 계수 Bi를 
Cfi,d*Bi,d+Cfi,u*Bi,u로서 계산한다.  단계(318)에서, 화일시스템은 가장 낮은 불량 계수 Bi를 갖는 서
버를 선택하고, 단계(320)에서 종료한다.

제4도는 서버 로드 테이블(200)에서 로드(250)를 갱신하기 위해 화일 시스템 및 서버에 의해 사용되는 단
계들을 도시한다.  이들 단계들은 화일 시스템이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할 때마다 또는 서버가 화일 
시스템으로부터 요구를 수신하는 경우에 수행된다.  단계(410)에서, 서버(또는 화일 시스템)는 요구(또는 
응답)상에 피기백되었던 갱신 서버 로드 테이블(610)(U)을 추출한다.  갱신 서버 로드 테이블(610)을 포
함하는 피기백된 메시지(600)의 포맷은 제6도에 도시되어 있다.  갱신 서버 로드 테이블(610)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서버 로드 테이블(200)과 동일한 필드를 포함한다.

다음 단계에서, 서버(또는 화일 시스템)는 서버 로드 테이블(200)(S)의 국부적 복사본을 스캔하고 적당한 
로드(250)를 갱신한다.  단계(405)에서, 인덱스 i는 서버 로드 테이블(S)내에서 제1행의 인덱스로 세트된
다.  단계(410)에서, 테이블 U(610)로부터의 로드 타임스탬프(240) 및 테이블 S(200)로부터의 로드 타임
스탬프(240)가 비교된다.  테이블 U로부터의 로드 타임스탬프(240)가 보다 최근인 경우, 테이블 S내의 서
버 로드(250)는 테이블 U내의 서버 로드(로드)(250)의 값으로 세트된다.  단계(420)에서, 테이블 S 내에 
다른 서버가 존재하는지를 알기 위해 체크가 행해진다.  다른 서버가 존재하는 경우, 인덱스 i는 다음 행
으로 세트되고 단계(410)가 수행된다.  더 이상의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단계(430)에서 갱신 로드 
프로시쥬어가 종료한다.

제5도는 서버 로드 테이블(200)내의 지연(230)을 갱신하기 위해 화일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단계들을 
도시한다.  이 단계는 서버로부터 응답이 수신될 때마다 수행된다.  단계(510)에서, 화일 시스템은 이 요
구에 대응하는 요구 테이블(285)내에 엔트리들을 위치시킨다.  단계(520)에서, 이 요구에 대한 응답 시간
은 현재 시간과 요구 시간(295)간의 차로서 계산된다.  단계(530)에서, 화일 시스템은 이 서버에 대응하
는 행을 서버 로드 테이블(200)내에 위치시킨다.  지연 필드(230)는 단계(520)에서 계산된 응답 시간으로 
세트되고, 지연 타임스탬프 필드(220)는 현재 시간으로 세트된다.

본 실시예는 로드 정보가 저장 서버 레벨에서 모니터되는 것과 관련하여 기술되어 있으며, 본 발명의 원
리는 디스크 레벨에서 또한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관찰되고 보고된 디스크 성능은, 비디오 
데이타 블럭 복제본을 얻는 디스크를 선택하기 위해 단일 노드 비디오 서버의 문맥에서라도 이용될 수 있
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실시간 I/O 동작을 스케줄링하여 실시간 서비스 요건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VOD 시스템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 효과가 있다.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본 발명은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해 각종 수정 및 개선이 가해질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실시예는 일예로서 제공되었을 뿐 제한요건으로서 제공된 것은 아님은 물론
이다.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되는 청구 범위에 의해 정의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노드(at least one node)가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에 비디오 데이타(video data)를 제
공하고 상기 데이타의 적어도 일부가 다수의 노드들(multiple nodes)상에 복제되는 유형의 분산 비디오 
서버 시스템(a distributed video server system)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에 상기 비디오 데
이타를 제공하기 위해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상기 다수의 노드들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 중의 주어진 노드(a given node)에서, 상기 주어진 노드에 의해 관찰된 바와 같은 상기 비디
오  서버  시스템내의  노드들에  관한  응답  정보(response  information)인  관찰된  응답  특성(observed 
response characteristics)을 기록하는 단계와,  ② 상기 분산 비디오 서버 시스템내의 적어도 하나의 다
른 노드에 의해 상기 주어진 노드에 보고된 바와 같은 다른 노드들에 관한 응답 정보인 보고된 응답 특성
(reported response characteristics)을 기록하는 단계와,  ③ 어떤 노드들이 상기 복제된 비디오 데이타
의 복사본(a copy of replicated video data)을 포함하는지에 기초하고, 상기 관찰된 응답 특성 및 상기 
보고된 응답 특성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복제된 비디오 데이타를 제공하는 소정의 노드를 선
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노드선택 방법.

청구항 2 

분산 비디오 서버 시스템에 있어서,  ① 제1통신 네트워크(a first communication network)에 의해 접속
된 다수의 노드들(a plurality of nodes)과,  ② 상기 다수의 노드들에 접속된 다수의 클라이언트들(a 
plurality  of  clients)과,   ③  저장된  비디오  데이타의  복제된  블럭들을  가지는  저장  서브  시스템(a 
storage subsystem)을 포함하는 상기 다수의 노드들 중의 적어도 두 노드와,  ④ 상기 적어도 두 노드와 
상기 다수의 클라이언트들 중의 주어진 노드에서, 상기 노드들 중의 상기 주어진 노드에 의해 관찰된 바
와 같은 상기 비디오 서버 시스템내의 노드들에 관한 응답 정보인 관찰된 응답 특성을 기록하는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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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기 노드들 중의 상기 주어진 노드에서, 적어도 하나의 다른 노드에 의해 상기 노드들 중의 상기 주
어진 노드에 보고된 바와 같은 다른 노드들에 관한 응답 정보인 보고된 응답 특성을 기록하는 수단과,  
⑥ 상기 노드들 중의 상기 주어진 노드에서, 상기 노드들 중의 어떤 노드가 복제된 데이타 블럭의 복사본
을  포함하는지에  기초하고,  상기  관찰된  응답  특성  및  상기  보고된  응답  특성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복제된 비디오 데이타를 제공하는 소정의 노드를 선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분산 비디오 
서버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블럭의 복제된 복사본을 갖는 노드들의 각각은 상기 주어진 노드에 상기 보고된 응
답 특성을 다른 노드간 메시지(internode messages)상에 피기백된(piggybacked) 정보로서 전송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분산 비디오 서버 시스템.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관찰된 응답 특성은 비디오 블럭을 검색하는데 있어 측정된 지연을 포함하는 분산 
비디오 서버 시스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보고된 응답 특성은 각각의 노드상에서의 노드 성능 척도를 포함하는 분산 비디오 
서버 시스템.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수단은 상기 척도가 취해졌던 때를 표시하는 타임 스탬프를 포함시키는 수단
을 포함하는 분산 비디오 서버 시스템.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주어진 노드는 상기 성능 척도를 저장하는 수단과 각각의 노드에 대해 가장 최근의 
타임 스탬프를 갖는 상기 성능 척도를 유지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분산 비디오 서버 시스템.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수단은 상기 측정된 최소 지연을 갖는 노드로부터 상기 복제된 블럭을 검색하
는 분산 비디오 서버 시스템.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관찰된 응답 특성 및 상기 보고된 응답 특성에는 각각 소정의 가중치가 주어지고 
상기 선택 수단은 적어도 일부의 노드를 상기 가중치에 기초하여 선택하는 분산 비디오 서버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수단은 가장 높은 전체 가중치를 갖는 노드를 선택하는 분산 비디오 서버 시
스템.

청구항 11 

적어도 하나의 노드가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에 비디오 데이타 블럭(blocks of video data)을 제공하고 상
기 비디오 데이타 블럭의 일부가 다수의 저장 장치(multiple storage devices)상에 복제되는 유형의 비디
오 서버 시스템에서, 상기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에 제공할 상기 비디오 데이타를 검색하기 위해 소정의 저
장 장치를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에 의해 관찰된 바와 같은 상기 비디오 
서버 시스템내의 상기 다수의 저장 장치들의 성능에 관한 응답 정보인 관찰된 응답 특성을 기록하는 단계
와,  ② 상기 저장 장치를 관리하는 컴퓨터 프로세서에 의해 상기 비디오 서버 시스템내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에 보고된 바와 같은 상기 다수의 저장 장치들에 관한 응답 정보인 보고된 응답 특성을 기록
하는 단계와,  ③ 어떤 저장 장치들이 복제된 데이타 블럭의 복사본을 포함하는지에 기초하고, 상기 관찰
된 응답 특성 및 상기 보고된 응답 특성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복제된 데이타 블럭을 검색하
기 위한 소정의 저장 장치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저장 장치 선택 방법.

청구항 12 

분산 컴퓨팅 시스템에 있어서,  ① 제1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접속된 다수의 노드들과,  ② 상기 다수의 
노드들에 접속된 다수의 클라이언트들과,  ③ 저장된 데이타의 복제된 블럭들을 가지는 저장 서브시스템
을 포함하는 상기 다수의 노드들 중의 적어도 두 노드와,  ④ 상기 다수의 노드들과 상기 다수의 클라이
언트들 중의 주어진 하나의 노드의 메모리 내에서 인스턴스화되며(instantiated), 상기 노드들 중의 상기 
주어진 노드에 의해 관찰된 바와 같은 상기 시스템내의 노드들에 관한 응답 정보인 관찰된 응답 특성을 
기록하는데 전용되는 제1테이블(a first table)과,  ⑤ 상기 메모리 내에서 인스턴화되며(instantiated), 
적어도 하나의 다른 노드에 의해 상기 노드들 중 상기 주어진 노드에 보고된 바와 같은 다른 노드들에 관
한 응답 정보인 보고된 응답 특성을 기록하는데 전용되는 제2테이블(a second table)을 포함하는 분산 컴
퓨팅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들 중 상기 주어진 노드에서, 상기 노드들 중 어떤 노드가 복제된 데이타 블
럭의 복사본을 포함하는지에 기초하고, 상기 관찰된 응답 특성 및 상기 보고된 응답 특성중 적어도 하나
에 기초하여, 상기 복제된 데이타 블럭을 제공하는 소정의 노드를 선택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분산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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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팅 시스템. 

청구항 14 

다수의 노드들이 제1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접속되고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이 상기 다수의 노드들에 접속되
며,  상기  다수의  노드들  중  적어도  두  노드는  동일한  기능(anidentical  function)을  수행하는 능력
(capability)을 갖는 유형의 분산 컴퓨팅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상기 다수의 노드들과 
상기 다수의 클라이언트들 중의 주어진 하나의 노드에서, 상기 노드들 중 상기 주어진 노드에 의해 관찰
된 바와 같은 상기 시스템내의 노드들에 관한 응답 정보인 관찰된 응답 특성을 기록하는 단계와,  ② 적
어도 하나의 다른 노드에 의해 상기 노드들 중 상기 주어진 노드에 보고된 바와 같은 다른 노드들에 관한 
응답 정보인 보고된 응답 특성을 기록하는 단계와,  ③ 상기 노드들 중의 어떤 노드가 상기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지에 기초하고, 상기 관찰된 응답 특성 및 상기 보고된 응답 특성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기능을 수행하는 소정의 노드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분산 컴퓨팅 시스템 제어 방법.

청구항 1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두 노드 및 상기 다수의 클라이언트들 중의 주어진 두 노드 각각은, 상기 
적어도 두 노드의 각각에 의해 관찰된 바와 같은 상기 비디오 서버 시스템내의 노드들에 관한 응답 정보
인 관찰된 응답 특성을 기록하는 수단과, 상기 적어도 두 노드의 각각에 보고된 바와 같은 다른 노드들에 
관한 응답 정보인 보고된 응답 특성을 기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분산 비디오 서버 시스템.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및 제2테이블은 상기 다수의 노드들 및 상기 다수의 클라이언트들 중의 주어진 
두 노드들 각각의 메모리 내에 인스턴스화되어, 상기 주어진 두 노드들 각각에 의해 관찰된 바와 같은 시
스템내의 노드들에 관한 관찰된 응답 특성을 기록하며, 적어도 하나의 다른 노드에 의해 상기 주어진 두 
노드들 각각에 보고된 바와 같은 다른 노드들에 관한 보고된 응답 특성을 기록하는 분산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17 

데이타베이스 환경내에서, 주어진 하나의 노드(a given node)에서, 다수의 서버 노드들 중의 적어도 일부
를 통해 복제된 다수의 데이타 블럭들 중의 주어진 하나의 데이타 블럭을 추출하기 위해 상기 다수의 서
버 노드들 중의 한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상기 다수의 서버 노드들 중의 적어도 하나의 상
기 주어진 노드 사이에서, 상기 다수의 서버 노드들 중 적어도 일부의 서버 노드들의 각각의 로드에 관한 
로드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상기 로드 정보는, 상기 다수의 서버 노드들 중의 적어도 일부에 관한, 보고
된 응답 정보와 상기 주어진 노드에서 관찰된 바와 같은 관찰된 응답 정보를 포함한다-와,  ② 상기 주어
진 노드가 상기 공유된 로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주어진 데이타 블럭을 추출하기 위해 상기 다수의 서
버 노드들 중의 적어도 일부 중의 하나의 서버 노드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노드 선택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로드 정보는, 상기 주어진 노드에 의해 관찰된 바와 같은 주어진 하나의 서버 노
드에 관한 지연 데이타와, 상기 주어진 서버 노드 자체에 의해 보고된 바와 같은 상기 주어진 서버 노드
에 관한 로드 데이타를 포함하는 노드 선택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공유 단게는 상기 다수의 데이타 블럭들의 블럭들을 교환하는 메시지들 상에 상기 
로드 정보를 피기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노드 선택 방법.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보고된 응답 특성은 상기 주어진 적어도 두 노드들상에 전송되는 다른 메시지들상
에 피기백되는 정보로서, 상기 주어진 적어도 두 노드들의 각각에 전송되는 분산 컴퓨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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