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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알려진 노드 세트에 대한 트랜잭션을 감시하기 위한 방법, 장치, 및 컴퓨터 명령이 제공

된다. 캐시 데이터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라우터로부터 수신된다. 캐시 데이터는 트랜잭션을 위한 데이터 패킷을 네

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알려진 노드 세트의 식별을 포함한다. 트랜잭션은 라우터로부터의 캐시 데이터

를 이용하여 노드 세트에 대하여 추적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드 세트 내의 상이한 노드에서의 작업 로드가 식별될 수 있

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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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알려진 노드 세트에 대한 트랜잭션을 감시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라우터로부터의 캐시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캐시 데이터는 트랜잭션용 데이터

패킷을 상기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상기 알려진 노드 세트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것인 상기 수신

단계와;

상기 라우터로부터의 상기 캐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드 세트에 대한 트랜잭션을 추적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트랜잭션 감시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캐시 데이터는 상기 라우터 상에 위치된 주소 결정 프로토콜(ARP: Address Resolution Protocol)

캐시로부터의 캐시 데이터인 것인 트랜잭션 감시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 상에서의 다른 라우터로부터 캐시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인 트랜잭션 감시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단계는 주기적으로 수행되고,

상기 라우터로부터 주기적으로 수신된 상기 캐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알려진 노드 세트 내의 노드에 의해서 처리되는

트랜잭션을 식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트랜잭션 감시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캐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알려진 노드 세트 내의 각각의 노드의 이용을 분석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인 트랜잭션 감시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알려진 노드 세트 내의 각각의 노드의 이용을 분석하는 단계에 응답하여 로드 균형 조정(load

balancing) 프로세스를 선택적으로 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트랜잭션 감시 방법.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알려진 노드 세트의 디스플레이를 그래픽 뷰로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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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그래픽 뷰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그래픽 표시를 갖는 통신 경로를 포함하는 것인 트랜잭션 감시 방법.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캐시 데이터는 상기 라우터 상에 위치된 에이전트를 통하여 수신되는 것인 트랜잭션 감시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에이전트는 데이터가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전송될 때마다 상기 주소 결정 프로토콜 캐시를

클리어(clear)하는 것인 트랜잭션 감시 방법.

청구항 10.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알려진 노드 세트에 대한 트랜잭션을 감시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서,

버스 시스템과;

상기 버스 시스템에 접속되는 통신 유닛과;

상기 버스 시스템에 접속되는 메모리로서, 명령 세트를 포함하는 메모리와;

상기 버스 시스템에 접속되는 처리 유닛

을 포함하며,

상기 처리 유닛은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라우터로부터 캐시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명령 세트를 실행하고, 상기 라

우터로부터의 상기 캐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드 세트에 대한 트랜잭션을 추적하며,

상기 캐시 데이터는 트랜잭션용 데이터 패킷을 상기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상기 알려진 노드 세트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1.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알려진 노드 세트에 대한 트랜잭션을 감시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서,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라우터로부터 캐시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으로서, 상기 캐시 데이터는 트랜잭션용 데

이터 패킷을 상기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상기 알려진 노드 세트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것인 수신

수단과;

상기 라우터로부터의 상기 캐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드 세트에 대한 트랜잭션을 추적하는 추적 수단

을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캐시 데이터는 상기 라우터 상에 위치된 주소 결정 프로토콜 캐시로부터의 캐시 데이터인 것인 데

이터 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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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수단은 제1 수신 수단이며,

상기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 상에서의 다른 라우터로부터 캐시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2 수신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

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수단은 주기적으로 개시되고,

상기 라우터로부터 주기적으로 수신된 상기 캐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알려진 노드 세트 내의 노드에 의해서 처리되는

트랜잭션을 식별하는 식별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캐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알려진 노드 세트 내의 각각의 노드의 이용을 분석하는 분석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알려진 노드 세트 내의 각각의 노드의 이용 분석에 응답하여 로드 균형 조정 프로세스를 선택적으

로 개시하는 개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알려진 노드 세트의 디스플레이를 그래픽 뷰로 생성하는 생성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그래픽 뷰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그래픽 표시를 갖는 통신 경로를 포함하는 것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8.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알려진 노드 세트에 대한 트랜잭션을 감시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내의 컴퓨터 프로

그램 제품으로서,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라우터로부터 캐시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1 명령으로서, 상기 캐시 데이터는 트랜잭션용 데

이터 패킷을 상기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상기 알려진 노드 세트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것인 제1 명

령과;

상기 라우터로부터의 상기 캐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노드 세트에 대한 트랜잭션을 추적하는 제2 명령

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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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캐시 데이터는 상기 라우터 상의 주소 결정 프로토콜 캐시로부터의 캐시 데이터인 것인 컴퓨터 프

로그램 제품.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 상에서의 다른 라우터로부터 캐시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3 명령을 더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개선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 특히 노드(node) 세트에서의 노드 사용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에 관한 것이다. 보다 자세하게는, 본 발명은 노드에 의해서 처리되는 트랜잭션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 장치, 및 컴퓨터 명

령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상이한 클라이언트 사이에 음성, 화상, 및/또는 데이터의 임의의 조합을 전송하는 시스템

이다. 이러한 시스템용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에 접속된 각종 장치 및 컴퓨터 사이의 통신 링크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매체를 포함한다. 이들 장치는 와이어(wire) 또는 광 섬유 케이블과 같은 영구적 커넥션(permanent

connection), 또는 전화 접속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임시적 커넥션(temporary connection)을 포함한다. 장치는

서버 및 클라이언트 기기에 추가하여 브리지(bridge), 라우터(router), 및 스위치를 포함한다. 또한,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안테나 및 타워와 같은 지원 하드웨어와의 무선 커넥션을 포함할 수 있다.

WAN(wide area network) 및 LAN(local area network)과 같은 다수의 상이한 유형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LAN은 일

부 한정된 지리적 영역 내에서 유저가 사용하는 통신 네트워크이다. 통상적으로, LAN은 네트워크 가능 오퍼레이팅 시스템

을 갖는 서버 및 클라이언트를 사용한다. WAN은 주(state) 또는 국가와 같은 넓은 지리적 영역을 커버하는 통신 네트워크

이다. LAN은 통상적으로 빌딩 또는 집합체(complex)에 한정된다. 네트워크의 다른 예로는 인터넷이 있다. "인터네트워크

(internetwork)"라고도 하는 인터넷은 전송 네트워크의 프로토콜로부터 수신 네트워크의 프로토콜로의 메시지의 변환 및

데이터 전송을 처리하는 게이트웨이에 의해서 결합되는, 가능하게는 유사하지 않은 컴퓨터 네트워크 세트이다. 대문자로

"Internent"으로 표시할 때는 TCP/IP 프로토콜 슈트를 사용하는 게이트웨이 및 네트워크의 집합체를 가르킨다.

비즈니스 및 다른 기관은 비즈니스 및 다른 트랜잭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이들 네트워크는 단일 LAN과 같이 소형일 수도 있고, 인터넷을 포함하는 다수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도 있다.

기업 네트워킹(enterprise networking)은 복수의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구비한 대기업 또는 비즈니스 기관 내에서

의 네트워크 기반 구조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유형의 기반 구조는 통상적으로 매우 복잡하다. 다른 이종(異種) 네트워

크 및 시스템의 통합을 계획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또한, 필요 및 요구가 변할 때 추가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계획 또한 발생하였다.

기업 시스템의 관리에 있어서, 이들 시스템은 종종 상이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당된 다수의 서버를 포함한다. 이들 서

버의 관리는 필요할 때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리소스의 할당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고 복잡한 일이다. 리소스의 능력 및 이용을 식별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일부로

서 서버와 같은 노드에 의해서 처리된 트랜잭션을 식별하는 것은, 인식된 능력이 노드의 실제 이용과 합치하는 것을 보장

하는 용도로서 중요하다.

예컨대, 웹사이트 셋업에 대한 요구를 처리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데 서버 세트가

제공될 수 있다. 서버는 의료 기록, 세금 정보, 또는 규정과 같은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셋업될 수 있다.

필요한 리소스는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이용 및 요구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리소스의 제공에 있어서, 리소스의 이용을 식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용량이 부가될 수 있다. 일부 경우에, 다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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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가 장애이거나 기대 서비스 레벨을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1 이상의 현재 서버가 이용중이면 서버의 부가는 불필요할

수 있다. 능력의 불합치는 장애의 발생 및 후속하는 시스템 분석에 의해 종종 식별된다. 현재 사용되는 로드 균형 조정 기

술(load balancing technique)이 요구를 서비스하는 능력을 적절하게 감시하고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러한 장애는 통

상적으로 발생한다.

애플리케이션이 간단하고, 유저로부터의 다중 요구에 대하여 상태 정보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통상의 라운드

로빈(round robin) 또는 다른 로드 균형 조정 기술은 요구를 서비스하기 위한 능력을 유지하는데 충분하다. 애플리케이션

이 더욱 복잡하고 다중 요구에 걸쳐서 상태 정보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재 이용가능한 로드 균형 조정 기술

은 요구를 서비스하기 위한 리소스를 충분하게 감시하고 관리할 수 없다. 정보가 지속되는 상태의 경우, 유저의 세션

(session)이 정보를 제공하는 특정 서버와 관련되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상태를 일반적으로 "지속 로드 균형 조정(sticky

load balanc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트랜잭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단일 서버는 과부화될 것이 통상적이다. 브

라우저를 이용하는 사람인 유저로부터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컴퓨터로 상황이 변경하는 경우에 그러한 문제는 증가한다.

이러한 예에서 상태 정보를 유지해야 하는 주요 이유는 레거시 시스템(legacy system)을 액세스하기 위한 필요성에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노드 세트에 의해서 처리되는 트랜잭션을 식별하는 향상된 방법, 장치 및 컴퓨

터 명령을 갖는 것이 요청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알려진 노드 세트에 대한 트랜잭션을 감시하기 위한 방법, 장치, 및 컴퓨터

명령을 제공한다. 캐시 데이터(cache data)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의 라우터로부터 수신된다. 캐시 데이터는 트랜잭션

을 위한 데이터 패킷을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알려진 노드 세트의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트랜잭션

은 라우터로부터의 캐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드 세트에 대하여 추적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드 세트 내의 상이한 노드

에서의 작업 로드를 식별할 수 있다.

실시예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보면,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실시될 수 있는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도해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실시될 수 있는 컴퓨터의 네트워크이

다.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은 자신의 내부에서 서로 접속되는 각종 장치와 컴퓨터 사이의 통신 링크를 제공하기 위

해서 사용된 매체인 네트워크(102)를 포함한다. 네트워크(102)는 와이어 또는 섬유 광 케이블과 같은 영구적 커넥션이나,

전화 커넥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시적 커넥션을 포함할 수 있다.

도시된 예에서, 서버 시스템(104)은 저장 유닛(storage unit)(106)과 함께 네트워크(102)에 접속된다. 서버 시스템(104)

은 통상적으로 2 이상의 서버를 포함하며 "클러스터(cluster)"라고도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108, 110, 및 112)는 예컨대,

퍼스널 컴퓨터나 네트워크 컴퓨터일 수 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네트워크 컴퓨터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다른

컴퓨터로부터 프로그램이나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수신하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임의의 컴퓨터이다. 도시된 예에서, 서버

시스템(104)은 부트 파일(boot file),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미지,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데이터를 클라이언트(108 내지

112)에게 제공한다. 클라이언트(108, 110 및 112)는 서버(104)에의 클라이언트이다.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은 도

시하지 않은 부가 서버, 클라이언트 및 다른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도시된 예에서,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은,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의 TCP/IP 슈트(suite)를 사용하는 게이트웨이 및 네트워크의 월드와이드 컬렉션(worldwide

collection)을 나타내는 네트워크(102)를 갖는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수 천개의 상업, 정부, 교육적 기관으로 이루어진 주

노드 또는 호스트 컴퓨터와, 데이터 및 메시지를 라우팅(routing)하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들 간의 고속 데이터 통신 라인의

백본이다. 물론,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은 예컨대, 인트라넷(intranet), LAN(local area network), 또는 WAN

(wide area network)과 같은 수많은 다른 유형의 네트워크로서 실행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에에 대한 구조적

제한으로서가 아니라 일 예로서 의도된 것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서버 시스템이 도시된다. 서버 시스템(200)은 도 1의 서버 시스템

(104)으로서 실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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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의 서버 시스템(200)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요구를 수신하는 라우터(202)를 포함한다. 라우터(202)는 버스(204)에 접

속된다. 이러한 버스는 네트워크 실행 배정기(dispatcher; 206)에 대한 접속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실행 배정기(206)는 "

프론트-엔드 프로세서(front-end processor)"라고도 한다. 서버 시스템(200) 내에서 서버(208, 210, 212 및 214)가 있

다. 이들 서버는 본 예에서는 동일한 서버이다. 동일한 서버는 동일한 속도로 요구를 처리하는 서버이다.

네트워크 실행 배정기(206)는 라우터(202)로부터 요구를 수신하고 그 요구를 처리를 위해 서버 시스템(200) 내의 서버에

전송한다. 본 예에서는, 요구에 대한 응답은 그 요구를 처리하는 서버로부터 라우터(202)를 통하여 클라이언트로 라우팅

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서버 시스템(200) 및 서버에 요구하는 클라이언트만이 단일 서버를 볼 수 있다. 서버

(208, 210, 212 및 214)는 서버 시스템(200) 내에서 수신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공유한다. 예컨대,

서버 시스템(200)에의 요구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어드레스와 같은 특정 네트워크 어드레스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라우

터(202)는 그 요구를 수신하고 그러한 요구를 네트워크 실행 배정기(206)에 라우팅한다. 또한, 네트워크 실행 배정기

(206)는 처리를 위해 적절한 서버에 그 요구를 전송할 것이다. 처리를 위한 적절한 서버로의 그러한 요구의 라우팅은 투명

성을 갖고 있으며, 요구를 하는 클라이언트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도 2의 서버 시스템(200)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구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4개의 서버만을 시스템 내

에 도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수많은 서버가 서버 시스템을 실행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버스(204)는 각종 형태를 취

할 수 있다. 버스(204)는 서버 시스템(200) 내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일부의 다른 공유된 리소스 메커니즘 또는 LAN

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서버 또는 네트워크 실행 배정기로서 실행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도시하는 블록도가 도시된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300)은 도 2의 서버(208, 210, 212 또는 214)와 같은 서버로

서 실행될 수 있다. 또한, 도 2의 네트워크 실행 배정기(206)와 같은 네트워크 실행 배정기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300)을

사용하여 실행될 수 있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300)은 시스템 버스(306)에 접속되는 복수의 프로세서(302 및 304)를 포함하는 대칭적 다중 처리

(SMP) 시스템일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단일 프로세서 시스템이 채용될 수도 있다. 시스템 버스(306)에는 로컬 메모리

(309)에 대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메모리 컨틀로러/캐시(308)이 또한 접속된다. I/O 버스 부리지(310)는 시스템 버스

(306)에 접속되고 I/O 버스(312)에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메모리 컨트롤러/캐시(308) 및 I/O 버스 브리지(310)는 도

시된 바와 같이 통합될 수 있다.

I/O 버스(312)에 접속된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 브리지(314)는 PCI 로컬 버스(316)에의 인터페

이스를 제공한다. 다수의 모뎀이 PCI 버스(316)에 접속될 수 있다. 통상적인 PCI 버스 실행은 4 개의 PCI 확장 슬롯 또는

애드-인(add-in) 커넥터를 지원할 것이다. 도 1의 네트워크 컴퓨터(108 내지 112)에의 통신 링크는 애드-인 보드를 통하

여 PCI 로컬 버스(316)에 접속되는 네트워크 어댑터(320) 및 모뎀(318)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다.

부가적인 PCI 버스 브리지(322 및 324)는 부가적인 PCI 버스(326 및 328)용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그것으로부터 부가

적인 모뎀 또는 네트워크 어댑터는 지원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 처리 시스템(300)은 다중 네트워크 컴퓨터에

의 커넥션을 허용한다. 메모리-메핑된 그래픽 어댑터(330) 및 하드 디스크(332)는 도시된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

접적으로 I/O 버스(312)에 접속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하드웨어는 변할 수 있는 점을 당업자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광 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은 다른 주

변 장치가 도시된 하드웨어에 부가하여 또는 그 대신에 사용될 수도 있다. 도시된 예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구조적 제

한을 암시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다.

도 3에 도시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예컨대, AIX(Advanced Interactive Executive)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오퍼레이팅하

는, 뉴욕주 아르몽 소재의 Internation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사의 IBM RISC/System 6000 시스템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알려진 노드 세트를 위한 트랜잭션을 감시하는 방법, 장

치 및 컴퓨터 명령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메커니즘은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1이상의 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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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로부터의 캐시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러한 캐시 데이터는 트랜잭션을 위한 패킷을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전

송하는 노드의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여기에 사용된 것으로서, 트랜잭션은 클라이언트에서의 유저 입력이 서버에 전송되

는 요구를 생성할 때 개시하고, 유저가 할당되는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응답이 수신될 때 종료한다.

상이한 노드에 의해서 처리되는 트랜잭션에 기초하여, 노드에의 로딩을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 발명의 바람

직한 실시예의 메커니즘은 모든 노드가 균일하게 활용되는지를 식별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용에 대한 트랜잭션의 분

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분석으로 인하여, 서버의 제공 또는 할당에서의 능력 및 변경은 그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일

어날 수 있다.

이하, 도 4를 참조하면,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노드 사이의 관계 및 노드를 발견하는데 사용되는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도면이 도시된다. 도시된 예에서, 라우터(400) 및 라우터(402)는 도 1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과 같은 네트

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에 도시된다. 특히, 이들 장치는 네트워크(102)의 일부로서 위치될 수 있다. 이러한 예시적 실

시예에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400)은 라우터(400) 및 라우터(402) 내의 데이터 캐시로부터 데이터를 얻기 위해 사용된

다.

특히, 데이터 처리 시스템(404)에서의 감시 프로세스(406)는, 라우터(400) 및 라우터(402) 내에 각각 위치되는 에이전트

(408) 및 에이전트(410)로부터 데이터를 얻는다. 이들 에이전트는 각각 ARP 캐시(412) 및 ARP 캐시(414) 내의 데이터의

스탭샷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프로세스 또는 상주 프로그램(daemon)이다.

에이전트(408)가 ARP 캐시(412)로부터 데이터를 얻을 때, 데이터는 ARP 캐시(412)에서 클리어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노

드 데이터(416) 내의 ARP 캐시(412)의 스냅샷을 저장하기 위하여 감시 프로세스(406)에 전송된다. 유사하게, 에이전트

(410)는 ARP 캐시(414) 내의 데이터의 스냅샷을 얻고 그 정보를 노드 데이터(416) 내에 저장하기 위하여 감시 프로세서

(406)에 전송한다. 이후, 데이터는 ARP 캐시(414)로부터 클리어된다.

ARP 캐시(412) 및 ARP 캐시(414)는 라우터(400) 또는 라우터(402)를 통하여 라우팅된 패킷을 전송한 노드를 식별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라우터(400) 및 라우터(402) 내의 이들 데이터 캐시로부터 정보를 얻음으로써, 노드가 응답을 위한 요

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패킷을 전송한 노드가 식별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 상의 노드의 식별은 비-간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노드 데이터(416)를 사용함으로써, 감시 프로세서(406)는 맵(418)을 생성한다. 이러한 맵은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

에서의 노드의 그래픽 뷰(graphical view)를 제공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이러한 맵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식별뿐만 아니라

상이한 노드 사이의 통신 경로의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라우터에 대한 데이터 캐시 내의 엔트리를 위해 저장된 정보가 도

시되어 있다. 엔트리(500)는 본 예의 ARP 엔트리 내에 저장된 데이터의 예이다. 이들 엔트리 각각은 노드로부터 라우터를

통한 패킷의 라우팅에 응답하여 만들어진다.

엔트리(500)는 하드웨어 유형(502), 프로토콜 유형(504), HLEN(506), PLEN(508), 오퍼레이션(510), 송출기 하드웨어

어드레스(HA)(512), 송출기 IP(514), 타겟 하드웨어 어드레스(HA)(516), 및 타겟 IP(518)를 포함한다. 하드웨어 유형

(502)은 사용되는 이더넷(ethernet) 어댑터와 같은 어댑터 유형이다. 프로토콜 유형(504)은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사용되

는 프로토콜의 유형이다. 이러한 예에서, 프로토콜 유형은 IP이다. HELEN(506)은 하드웨어 어드레스의 바이트 길이이며,

PLEN(508)은 프로토콜 어드레스의 바이트의 길이이다. 오퍼레이션(510)은 요구 또는 응답과 같이 실행되는 오퍼레이션

의 유형을 나타낸다. 이러한 예에서, 송출기 하드웨어 어드레스(512)는 패킷을 전송하는 노드로부터의 패킷에 포함되는

매체 액세스 컨트롤(MAC) 어드레스이다. MAC 어드레스는 네트워크 상의 모든 다른 어댑터로부터 어댑터를 식별하기 위

해서 어댑터와 관련되는 특유의 시리얼 넘버이다. 송출기 IP(514)는 노드의 IP 어드레스이며, 소스 어드레스라고도 한다.

타겟 하드웨어 어드레스는 타겟 노드 내의 어댑터를 위한 MAC 어드레스이다. 타겟 IP는 목적지 노드의 IP 어드레스이며,

패킷을 위한 목적지 어드레스라고도 한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노드의 이용이 도시된다. 도면(600)은 네트워크 실행 배정기(602) 및

라우터(604)를 도시한다. 예컨대, 라우터(604)는 도 4의 라우터(400)이다. 또한, 서버(606, 608, 610 및 612)가 도면

(600) 내에 도시된다. 커넥션(614, 616, 618, 620 및 622)은 도면(600) 내의 상이한 노드를 위해서 도시된다.

이 도면에서, 커넥션(616, 618, 620 및 622)은 관심 서버를 위한 노드 사이의 관련 트래픽을 도시한다. 도시된 예에서, 서

버(606, 608, 610 및 612)는 도 2으 서버(208, 210, 212 및 214)에 대응한다. 서버(606 및 608)에 의해서 처리되는 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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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션은 서버(610 및 612)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보다 크다. 도시된 예에서, 커넥션(616)은 서버(612)에 대하여 트래픽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점선으로 도시된다. 트래픽에 관한 이러한 추론(inference)은 라우터(604)를 위한 데이

터 캐시 내의 어떤 데이터의 부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데이터 캐시 내의 데이터의 부재는 트랜잭션이 서버(612)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 결과, 서버(612)의 분석

이나 검사는 그러한 특정 서버에 의해서 트랜잭션이 처리되지 않는 이유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특

징은 특정 실시예에 따른 로드 균형 조정 프로세스를 개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트래픽은 서버(612)

로 라우팅될 수 있으며, 다른 서버에 의해서 처리되는 로드를 균형 조정하기 위해서 더 적은 트래픽이 서버(606 및 608)에

라우팅된다. 이러한 유형의 감시는 비-간섭적인 방식으로 기기 사이의 로드 균형 조정의 식별을 가능하게 한다. 종종, 주

어진 서버의 감시는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CPU 사이클을 제공하기 위해서 과도한 로드시에는 중지된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 및 비용이 중요시되는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트레이딩 하우스 또는 트레이딩 뱅크와 같은 서버 시스템

에서 발생할 수 있다.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방식이 도 6에 도시되는 노드 및 커넥션의 방식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그러한 커넥션

을 위한 세그먼트의 두께 대신에 또는 두께에 부가하여 상이한 컬러 및 애니메이션이 사용될 수 있다.

도 7을 참조하며,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캐시로부터의 데이터의 스냅샷을 얻기 위한 프로세스의 플로우차

트가 도시된다. 도 7에 도시된 프로세스는 도 4의 ARP 캐시(412)와 같은 데이터 캐시로부터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도 4의

에이전트(408)와 같은 에이젼트 내에서 실행될 수 있다.

프로세스는 캐시로부터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에 의해 개시한다(단계 700). 그 후, 데이터는 감시 프로세스에 전송된다(단

계 702). 도시된 예에서, 감시 프로세스는 도 4의 감시 프로세스(406)와 같은 것이다. 그 후, 데이터 캐시는 클리어되고(단

계 704), 그 후에 프로세스가 종료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에이전트 프로세스에 의해 실행되는 타이머에 기초하여 다소 주기적으로 개시된다. 또한, 이러한 프로

세스는 이벤트(event)에 응답하여 감시 프로세스에 의해서 생성된 요구를 통하여 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이벤트는 특정

실시에 따라서 주기적이거나 비-주기적일 수 있다. 도시한 예에서는, 이벤트는 타이머의 만료에 기초하거나 네트워크 관

리자에 의해서 생성된 일부 요구에 기초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노드에 의해서 처리

되는 트랜잭션을 식별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플로우차트가 도시된다. 도 8에 도시된 프로세스는 도 4의 감시 처리(404)와

같은 감시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될 수 있다. 프로세스는 라우터 상의 에이전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함으로써 개시한다(단

계 800). 그 후, 데이터는 저장된다(단계 802). 이러한 데이터는 노드 데이터(414)와 같은 데이터 구조로 저장된다. 그러한

노드의 트래픽이 갱신된다(단계 804). 그 후, 맵 내의 경로가 갱신된다(단계 806). 이러한 갱신은 감시되고 있는 상이한 노

드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트랜잭션에 대한 트래픽의 양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다음으로, 노드 이용이 분석된다(단계

808). 그 후, 프로세스는 단계 800으로 복귀한다.

단계 808에서의 분석은 노드 세트 내의 노드 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적 프로세스 또는 알고리즘을 통하여 이루

어질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수행되고 있는 특정 기능에 대하여 활용중이거나 이미 활용된 노드를 식별할 수 있다.

지속적인 로드 균형 조정기가 사용되는 환경에서, 세션은 서버의 풀(pool)에 걸쳐 초기 트래픽을 균형 조정시키기 위해서

개시된 서버와의 결합을 유지해야만 한다. 일 예시적 실시예에서, 풀은 3개의 서버를 포함한다. 풀 내의 서버상에서 로드

가 증대할수록, 더 많은 서버가 풀에 부가된다. 세션은 장시간 구동하므로, 작업은 풀 내의 새로운 서버에 분포되지 않는

다. 이 경우, 새로운 서버가 사용중에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그 외의 경우에는 그러한 서버를 재요구하고 그것들을 재사용

한다. 풀이 5개의 서버를 갖고 단지 3개의 서버만이 장시간의 구동 세션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면 유사한 경우가 존재한

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메커니즘은 임의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2개의 서버를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

이러한 예시적 실시예에서의 상황은 최선의 실시가 발생하고 이러한 환경에 대한 재기입(rewrite)이 코드의 90 퍼센트 대

체에의 근접을 요구하는 기본 레벨에 있기 이전에 이들 시스템이 구성되고 생성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즈

니스의 합병 동안에 시스템이 통합이 발생하는 때에도 발생한다.

도 9를 참조하면, 로드 균형 조정 프로세스를 개시하는 프로세스의 플로우차트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도

시된다. 도 9에 도시된 프로세스는 도 4의 감시 프로세스(404)와 같은 감시 프로세스에서 실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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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는 선택된 임계값 이하의 트랜잭션이 노드에 존재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개시한다. 일부 선택된 임계값 이하의

트랜잭션이 노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로드 균형 조정 프로세스가 개시되며(단계 902), 그 후에 프로세스가 종료한다.

단계 900을 다시 참조하면, 선택된 임계값 이하의 트랜잭션이 노드에 존재하지 않으면, 임계값 보다 큰 트랜잭션이 노드에

존재하는지를 결정한다(단계 904). 단계 900에서의 임계값 및 단계 904에서의 임계값은 예시적 실시예에서는 상이한 값

이다. 이들 임계값에 대한 정확한 값은 특정 실시 형태에 의존한다.

임계값보다 큰 트랙잭션이 노드에 존재하는 경우, 프로세스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진행한다(단계 902). 그렇지 않은 경우, 프

로세스는 종료한다.

그리하여, 트랜잭션을 식별하고,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능력을 관리하는 개선된 방법, 장치, 및 컴퓨터 명령이 제공된다. 메

커니즘은 상이한 노드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트랜잭션을 결정하기 위해서 라우터의 캐시 내에서 발견된 데이터를 이용

한다. 이러한 예에서, 노드의 존재가 알려지고, 특정 노드에 대한 데이터의 부재는 노드가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지 않음

을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는 상이한 노드 및 노드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트랜잭션을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 맵 또는 디스플

레이를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비스에 대한 능력과 요구 사이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

기 위해 로드 균형 조정이나 서버의 할당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가 완전 기능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내용으로 기술되었지만, 당업자는 이러한 프로세스는 명령의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의 형태 및 각종 형태로 배포될 수 있으며, 그러한 배포를 실행하기 위하여 실제 사용되는 신호 포함 매체의

특정 유형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것이다.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의 예로는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RAM, CD-ROM, DVD-ROM과 같은 기록가능 유형의 매체와, 고주파 및 광파 전송 등의

전송 유형을 이용하는 유선 또는 무선 통신 링크, 디지털 및 아날로그 통신 링크와 같은 전송 유형의 매체를 포함한다. 컴

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특정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실제 사용시 디코딩되는 코딩된 포맷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예시적으로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실시될 수 있는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도해적으로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도시한 서버 시스템.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서버 또는 네트워크 실행 배정기(network dispatcher)로서 실시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4는 노드를 발견하기 위해 사용된 구성 요소 및 네트워크 처리 시스템 내의 노드 사이에서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라우터를 위한 데이터 캐시 내의 엔트리를 위해 저장된 정보를 도시하는 도

면.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노드의 이용을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캐시로부터 데이터의 스냅샷을 얻기 위한 프로세스의 플로우차트.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노드에 의해서 처리되는 트랜잭션을 식별

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플로우차트.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로드 균형 조정 프로세스를 개시하는 프로세스의 플로우차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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