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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동기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시스템에서 서버 그룹에 관한 작업부하 관리를 수행하는 데이터 처리 
장치,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요약

    
본 발명은 비동기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시스템에서 서버 그룹에 관한 작업부하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장치를 제공하며, 그 데이터 처리 장치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작업 요청을 수신하는 수단; 서버 그룹에 
관한 가용성 데이터를 조사(consulting)하고, 조사된 가용성 데이터를 토대로 수신된 작업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용될 서버 그룹내의 특정 서버를 선택하기 위한 수단 - 여기서, 서버 그룹으로부터 서버를 선택하기위해, 서버 그룹내
의 각 서버에서 가용성 데이터가 수신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작업 요청 수신시 조사된 가용성 데이터가 그 현상태에서 항
상 이용됨 -; 및 상기 서버 그룹중 특정 서버로의 전송을 기다리는 전송 큐에 상기 수신된 작업 요청을 배치하기 위한 
수단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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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분산 컴퓨팅 시스템, 데이터 처리 장치, 작업 부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기본적인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을 나타낸 블록도.

도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메시징 및 큐잉 유닛에 의해 행해진 단계를 나타낸 흐름도.

도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메시징 및 큐잉 유닛의 작업부하 관리 유닛에 의해 조사된 가용성 데이터를 
나타낸 테이블.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클라이언트 12 : 서버 그룹

111 :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112a : 작업부하 관리 유닛

112b : 전송 큐 121 : 서버 1

122 : 서버 2 123 : 서버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 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클라이언트/서버('분산'으로 알려져 있음)' 컴퓨팅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여기서 한쪽의 컴퓨팅 장치('클라이언트')는 다른쪽의 컴퓨팅 장치('서버')에게 클라이언트의 작업을 수행하도
록 요청한다.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은 정보 기술 분야에서 지난 몇 년에 걸쳐 중요해졌다. 이러한 유형의 분산 컴퓨팅에서는 하나
의 머신(machin)이 그 작업의 일부를 수행하는데 보다 적합한 다른 머신으로 작업의 일부를 보낼 수 있게 한다. 예로
서, 서버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의 기억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고출력 컴퓨터(high-power
ed computer)일 수 있고, 반면에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의 로컬 프로그램 중 하나에서 이용하기위한 데이터베이스
에 대해서 정보를 요청하는 간단한 데스크탑 퍼스널 컴퓨터(PC)이다.
    

    
메시지 큐잉(메시지 중개로 알려져 있음) 데이터 처리 기술은 오늘날의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터망에서 더욱더 일반화
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은 비록 클라이언트 및 서버의 컴퓨터 시스템이 운영 체계(operation system), 데이터 포맷(d
ata format) 및 통신 프로토콜(communication protocol)의 면에서 서로 다르더라도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이 서
버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하게 한다. 특히, 이 기술의 비동기적인 특성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서버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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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서버가 메시지를 큐에 저장할 수 있으며, 차후에 메시지를 처리하여 응답할 수 있다. 이는 클라이언트 및 서버가 
실시간적으로 통신하도록 요구하는 동기적인 클라이언트/서버 모델과는 아주 상이하다(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다른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서버가 응답하기를 기다림).
    

    
메시지 큐잉 및 시판중인 메시지 큐잉 제품들이 1994년에 McGraw-Hill에서 발간한 B.Blakeley, H.Harris & R.Le
wis의 'Messaging and Queuing Using the MQI'와, IBM사로부터 이용 가능한 간행물 'A Introduction to Messag
ing and Queuing' (IBM 자료 번호 GC33-0805-00) 및 'MQSeries - Message Queue Interface Technical Ref
erence' (IBM 자료 번호 SC33-0850-01)에 기재되어 있다. 'IBM' 및 'MQSeries'는 IBM사의 상표이다. IBM의 M
Q 시리즈(MQSeries) 메시징 소프트웨어 제품은 트랜잭션 메시징 서포트 기능을 구비하고, 시스템 장애 또는 통신 장
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확실하게 1회만의 메시지 전달을 행하는 메시징 프로토콜에 따라, 작업 논리 단위 내에서 메시
지를 동기시킨다. MQ 시리즈 제품은 수신 시스템에 의해 안전하게 저장되었는지 확인될 때까지 메시지를 송신 시스템
의 기억장소로부터 마지막까지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고도의 회복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확실한 전달을 실현한다. 
정상적인 기억을 확인하면, 메시지 전달을 확정하기 전에, 송신 시스템의 기억 장소로부터의 메시지 삭제와 수신 시스
템의 기억 장소로의 메시지 삽입 모두가 불확정 상태로 유지되며, 장애 발생시 자동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 이러한 메시
지 전송 프로토콜 및 그것에 수반하는 트랜잭션의 개념 및 회복 기능에 대해서는 국제 특허 출원 W0 95/10805 및 미
국 특허 5465328에 기재되어 있다.
    

    
메시지 및 큐잉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이용하는 망 등의 비동기적인 클라이언트/서버 망에서는 서버 그룹의 각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버들의 그룹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와 같이 하면, 클라이언트
의 요청은 하나의 서버가 사용중일때 다른 서버로 전송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제공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어
떤 서버에 특정한 요청 처리를 할당할 수 있는 가에 관한 결정은 클라이언트측의 작업 부하 관리 유닛이 각 서버로부터
의 가용성 데이터를 결정의 근거로서 이용해서 행한다. 만일 이러한 모든 가용성 데이터가 이용 가능하지 않으면, 작업 
관리 유닛은 그와 같은 데이터를 수신할 때까지 대기한 후 완전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해서 서버를 결정한다. 그후에, 클
라이언트 요청은 작업 부하 관리 유닛에 의해 선택된 서버의 식별 표시(indication)가 부가해서, 전송 큐에 배치되고, 
선택된 서버로의 전송을 대기한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선택된 서버의 식별 표시를 포함하는, 큐된 요청에 대한 어떤 정
보를 로컬 기억장소에 기록하고, 그것에 의해, 전송된 클라이언트 요청을 서버가 수신하지 못하는 송신상의 문제가 발
생한 경우에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 그 요청을 재송신할 수 있게 한다.
    

당해 기술 분야의 현황 기술은, 작업 부하 관리 유닛이 각 서버의 서버 가용성 데이터의 상태를 계속 조사해서, 그와 같
은 데이터 모두를 서버로부터 완전히 수신한 때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복잡한 소프트웨어 부분을 포함해야할 필요
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 복잡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의해 시스템 전체의 원가 가 증가하게 된다.

더구나, 모든 서버 가용성 데이터를 아직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 요청을 서버 그룹에 전송될 수 없으므로 클라이언트측
에서 데이터 전송 처리가 정지될 수 있다. 이는 고속의 전송 속도가 아주 중요시되는 환경에서는 큰 단점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제 1특징은 비동기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시스템에서 서버 그룹에 관한 작업부하 관리를 수행하는 데이터 
처리 장치이며, 그 데이터 처리 장치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작업 요청을 수신하는 수단; 서버 그룹에 관
한 가용성 데이터를 조사(consulting)하고, 조사된 가용성 데이터를 토대로 수신된 작업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
될 서버 그룹내의 특정 서버를 선택하기 위한 수단 - 여기서, 서버 그룹으로부터 서버를 선택하기위해, 서버 그룹내의 
각 서버에서 가용성 데이터가 수신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작업 요청 수신시 조사된 가용성 데이터가 그 현상태에서 항상 
이용됨 -; 및 상기 서버 그룹의 특정 서버로의 전송을 기다리는 전송 큐에 상기 수신된 작업 요청을 배치하기 위한 수
단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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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 그 데이터 처리 장치는, 상기 작업 요청이 수신된 후에 상기 가용성 데이터가 변경되었는지를 결정하는 수
단; 상기 가용성 데이터가 변경되었으면, 상기 변경된 가용성 데이터를 조사하고, 상기 변경된 가용성 데이터를 토대로 
상기 수신된 작업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기 그룹에서 서버를 선택하는 수단; 및 상기 변경된 가용성 데이터를 토대
로 선택된 상기 서버가 상기 특정 서버와 상이하면, 상기 전송 큐의 작업 요청을 갱신하여, 상기 작업 요청이 상기 특정 
서버와 다른 상기 그룹의 서버로 전송되게 하는 수단을 더 포함한다.더 바람직하게는, 상기 변경된 가용성 데이터는, 상
기 작업 요청이 최초 수신되었을 때에, 이용가능한 가용성 데이터를 갖게 되지 않는 상기 그룹의 서버의 가용성 데이터
를 추가로 구비한다. 선택적으로, 상기 변경된 가용성 데이터는, 상기 작업 요청이 최초 수신되었을 때에, 이용가능한 
가용성 데이터를 갖는 상기 그룹의 서버의 가용성 데이터를 구비한다.본 발명의 제 2특징은 제 1특징에서 설명된 작업 
부하 관리 장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 3특징은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매체로 기억되고, 컴퓨터상에서 실행되면 제 1특징의 기능을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모든 서버 가용성 데이터를 수신했는 지를 계속 조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업 부하 관리 유
닛 소프트웨어가 대폭 단순화된다. 그 대신에, 모든 클라이언트 요청이 동등하게 취급되는 즉, 클라이언트에 의해 요청
이 발생되자마자 서버 가용성 데이터의 현행 상태를 이용하여 결정이 이루어지고 요청이 전송 큐로 전송되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쳐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목적지(destination)는 클라이언트 요청 자체를 기록하는 것과 같은 동
작의 일부로서 영구 기억장소에 기록된다.
    

    
전송 큐에서 선택된 서버로 요청이 전송되기 전에 새로운 가용성 데이터가 이용가능하면, 서버의 새로운 선택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큐된 요청이 갱신되어 다른 서버에 전송될 수 있다. 하지만, 요청이 전송 큐에서 전송되기 전에 새로운 가
용성 데이터도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서버 그룹의 각 서버의 가용성 데이터가 이용가능한지에 상관없이 요청이 선
택된 서버에 전송된다. 따라서, 작업 관리 유닛은 각 서버로부터의 가용성 데이터가 이용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는 것에 의한 전송 지연이 없는 것을 추가의 장점으로 한다. 본 발명은, 작업 요청을 수신한 때에 현재이용가능한 가용
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버 그룹중 어느 서버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관한 최초 결정을 행한다. 새로운 가용성 데이터는 
특별한 환경에서만 나타나며, 그 목적지의 새로운 기록을 행할 필요가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면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도1에서 클라이언트 데이터 처리 장치(11)는 통신망(13)을 통해 서버 데이터 처리 장치(121, 122, 123)의 서버 그
룹(12)과 통신한다. 클라이언트(11) 및 서버 그룹(12)은 IBM의 MQ 시리즈와 같은 메시징 및 큐잉 소프트웨어 제품
을 실행시켜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비동기 통신이 행해진다. 즉, 클라이언트가 작업요청을 서버로 전송할 때, 서버
가 동작하지 않아도 좋다. 요청이 큐에 배치될 것이고, 서버가 동작 가능해진 후에 큐된 요청을 검색할 수 있다. 메시징 
및 큐잉 제품은 또한 필요한 통신 프로토콜 변환을 수행하여 클라이언트(11)로 하여금 망(13)을 통하여 서버 그룹(1
2)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 및 서버가 망(13)에 의해 연결된 분리된 처리 장치에 위치하지만, 본 발명은 이러한 
아키텍처에 결코 한정되지 않는다. 클라이언트 및 서버 그룹은 동일한 데이터 처리 장치에 위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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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11)는 작업 부하 관리 유닛(112a) 및 전송 큐(112b)를 구비하는 메시징 및 큐잉 소프트웨어 시스템(11
2)과,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111)을 포함한다.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111)은 서버로 작업 요청을 발생시키는 
소비측 소프트웨어 부분이다. 일단 서버가 요청된 작업을 수행하였으면, 결과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111)으로 복
귀될 수 있다. 전송 큐(112b)는 메시징 및 큐잉 소프트웨어 구조의 일부이며,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111)으로부터 
수신된 작업 요청을, 망(13)을 통해 서버 그룹(12)으로 통신하기 전에 큐하기위해 사용된다. 메시징 및 큐잉 소프트웨
어의 일부인 작업 부하 관리 유닛(112a)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112)으로부터 수신된 각 작업 요청에 대해 서버 
그룹(12)에서 서버들(121, 122, 123)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요소이다.
    

작업 부하 관리 유닛(112a)은 망(13)을 통해 서버 그룹의 각 서버(121, 122, 123)에 관한 데이터(이하, '가용성 데
이터'라 함)를 수신한다. 이 데이터는 각 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새로운 작업 요청을 수신할 준비가 되었는지에 관한 
각 서버의 현재의 가용성을 나타낸다. 작업 부하 관리 유닛은 서버(121, 122, 123) 중 어느 서버가 특정한 작업 요청
을 충족시키는데 선택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 가용성 데이터를 이용한다.

메시징 및 큐잉 시스템(112)의 동작은 도2의 흐름도와 함께 설명될 것이다.

단계(21)에서 메시징 및 큐잉 시스템(112)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111)으로부터 작업 요청을 수신한다. 단계(2
2)에서 작업 부하 관리 유닛(112a)은 수신된 작업 요청을 처리하는 서버 그룹(12)내 서버들의 가용성을 결정하기 위
해 데이터 가용성 테이블(도3 참조)을 조사한다.

    
도3에서, 작업 요청이 막 수신된 때를 시점 1로 언급한다. 시점 1에서, 가용성 테이블은 (시점 1 및 서버 1이 교차점을 
형성하는 박스에서 '이용가능'을 표시하는 문자 A에 의해 표시되듯이) 작업 요청을 수신하기위해 서버 1(121)가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표시한다. 시점 1에서, 가용성 테이블은 (시점 1 및 서버 2가 교차점을 형성하는 박스에서 '이용불가'

를 표시하는 문자 NA에 의해 표시되듯이) 작업 요청을 수신하기위해 서버 2(122)가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표시한다. 
시점 1에서, 도 3의 테이블에는 서버 3(123)의 항목이 없어서, 서버 3이 그 가용성 데이터를 클라이언트(11)의 메시
징 및 큐잉 소프트웨어(112)로 아직 공급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냄에 유의하여야 한다.
    

    
시점 1에서 가용성 데이터가 그 상태로 되는 경우, 서버 1은 이용가능하고, 서버 2는 이용불능하고, 서버 3이 이용가능
한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작업 부하 관리 유닛(112a)은 그 작업 요청에 할당되도록 서버 1(121)를 선택한다(단계 
23). 이후, 작업 요청이 전송 큐(112b)에 배치되고(단계 24), 작업 요청이 서버 1(121)로 전송됨을 나타내는 제어 
표시가 작업 요청에 부가된다. 이후, 서버 1(121)가 요청을 수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표시할 때까지 작업 요청이 큐(1
12b)에 위치한다(경우에 따라서, 서버 1이 클라이언트(11)와는 다른 시간대에 있고, 시점 1에서 동작 불능하게 된다).
    

    
시점 1보다 약간후의 시점 2에서 클라이언트(11)가 갱신된 서버 가용성 데이터를 수신하며, 그 수신은 단계 22에서 루
프 백되고, 작업 부하 관리 유닛(112a)이 다시 가용성 데이터를 조사하고, 이후에는, (시점 2 및 서버 1이 교차점을 형
성하는 박스에서 '이용가능'을 표시하는 문자 A에 의해 표시되듯이) 서버 1이 여전히 이용가능하고, (시점 2 및 서버 
2가 교차점을 형성하는 박스에서 '이용가능'을 표시하는 문자 A에 의해 표시되듯이) 서버 2가 이용가능하게 되고, (시
점 2 및 서버 3가 교차점을 형성하는 박스에서 '이용불능'을 표시하는 문자 NA에 의해 표시되듯이) 서버 3이 불능하게 
되는 것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시점 1 및 시점 2간의 기간동안 새로운 가용성 데이터가 서버 그룹(12)으로부터 클
라이언트(11)로 전송되고, 서버 2가 그 가용성 데이터를 변경하고, 전에는 가용성 데이터를 공급하지 않은 서버(3)가 
가용성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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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계 23에서, 작업 부하 관리 유닛(112a)은 갱신된 가용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3개의 서버 중 하나를 선택한다. 
어떠한 프로그래밍된 작업 부하 분산 방식이어도 이용될 수 있지만, 가장 효율적으로는, 2개의 서버가 이용가능하고, 
흐름도를 앞으로 거슬러갔을 경우에 그 서버가 그대로 이용되어, 전송 큐(112b)에 들어있는 작업 요청을 변경하는 처
리 능력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된다. 그것에 의해서, 송신 장애가 있는 경우에 복구를 위해, 각 
작업 요청에 대해 선택된 서버를 로컬 기억 장소로 기록해야만 하므로, 로컬 기억 장소로의 데이터 기록 동작도 생략된
다. 그러므로, 그 경우에, 단계(24)의 결과, 큐된 작업 요청이 갱신되지 않게 된다.
    

    
다음에, 시점 2 이후의 시점 3에서, 작업 요청이 여전히 큐(112b)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로운 서버 가용성 데이터가 수
신되고, 그 데이터의 수신은 단계(25)에서 메시징 및 큐잉 소프트웨어(112)에 의해 통지된다. 따라서, 제어는 루프해
서 단계(22)로 복귀하고, 도 3의 가용성 테이블을 다시 조사해서, 그 새로운 가용성 데이터를 토대로 선택된 서버를 변
경할 필요가 있는 지를 결정한다.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버 1은 현재 이용불능이고, 서버 2는 여전히 이용가능하
며, 서버 3은 현재 이용가능하다. 그러므로, 단계(23)에서 작업 부하 관리 유닛(112a)이 서버 2 또는 서버 3을 선택한
다. 그 경우에도, 임의의 일반적인 작업 부하 분산 알고리즘이 이들 2개의 서버중 어느 서버가 이용되어야 하는지를 선
택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라운드 로빈(round robin) 방식에 따라서, 서버 1 이후의 다음 순번이 서버 2이므로, 서
버 2가 선택된다(또한, 그 이후에는 서버 3이 다음 순번으로 된다).
    

그후, 단계(24)에서, 작업 요청은 전송 큐(112b)에서 갱신되어, 그 요청은 그 목적지가 서버 1가 아닌 서버 2로 되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필요시에는 데이터 복원용 기록을 제공하기 위해 로컬 기억 장소로의 기록도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 동작중의 어떤 시점에서, 선택된 서버가 전송 큐(112b)로부터 작업 요청을 페치하고, 요청이 통신망(13)을 통해 서
버 2로 전송되어, 특정한 작업 요청에 대해 도2의 순환적인 흐름이 종료된다.

    
본 발명의 기본적 전제 조건은 서버 가용성 데이터가 빈번히 변경되지 않으며, 단계(25)에서 '예'라는 분기를 통해 단
계(22)로 루프백하고, 도3의 테이블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버의 최초 
선택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요청이 발생된 후에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것에 의해서, 작업 요청이 가
능한한 빨리 전송 큐(112b)에 배치되는 동시에, 현재 이용가능한 서버 가용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버 그룹으로의 전
송을 위해 요청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 최초 서버 선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서버 가용성 데이
터가 변화하는 경우만이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은 비동기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시스템에서 서버 그룹에 관한 작업 부하 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
업 요청이 서버 그룹으로의 전송을 위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재 이용가능한 서버 가용성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가능한 빠르게 작업 요청을 전송 큐에 배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동기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시스템에서 서버 그룹에 관한 작업 부하 관리를 수행하는 데이터 처리 장치로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작업 요청을 수신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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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그룹에 관한 가용성 데이터를 조사(consulting)하고, 조사된 가용성 데이터를 토대로 수신된 작업 요청을 충족시
키기 위해 이용될 서버 그룹내의 특정 서버를 선택하기 위한 수단 - 여기서, 서버 그룹으로부터 서버를 선택하기위해, 
서버그룹내의 각 서버에서 가용성 데이터가 수신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작업 요청 수신시 조사된 가용성 데이터가 그 현
상태에서 항상 이용됨 -; 및

상기 서버 그룹의 특정 서버로의 전송을 기다리는 전송 큐에 상기 수신된 작업 요청을 배치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인 데이터 처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요청이 수신된 후에 상기 가용성 데이터가 변경되었는지를 결정하는 수단;

상기 가용성 데이터가 변경되었으면, 상기 변경된 가용성 데이터를 조사하고, 상기 변경된 가용성 데이터를 토대로 상
기 수신된 작업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기 그룹에서 서버를 선택하는 수단; 및

상기 변경된 가용성 데이터를 토대로 선택된 상기 서버가 상기 특정 서버와 상이하면, 상기 전송 큐의 작업 요청을 갱신
하여, 상기 작업 요청이 상기 특정 서버와 다른 상기 그룹의 서버로 전송되게 하는 수단

을 더 포함하는 것인 데이터 처리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된 가용성 데이터는, 상기 작업 요청이 최초 수신되었을 때에, 이용가능한 가용성 데이터를 갖게 되지 않는 상
기 그룹의 서버의 가용성 데이터를 추가로 구비하는 것인 데이터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된 가용성 데이터는, 상기 작업 요청이 최초 수신되었을 때에, 이용가능한 가용성 데이터를 
갖는 상기 그룹의 서버의 가용성 데이터를 구비하는 것인 데이터 처리 장치.

청구항 5.

비동기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시스템에서 서버 그룹에 관한 작업 부하 관리를 수행하는 데이터 처리 방법으로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작업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서버 그룹에 관한 가용성 데이터를 조사(consulting)하고, 조사된 가용성 데이터를 토대로 수신된 작업 요청을 충족시
키기 위해 이용될 서버 그룹내의 특정 서버를 선택하기 위한 단계 - 여기서, 서버 그룹으로부터 서버를 선택하기위해, 
서버그룹내의 각 서버에서 가용성 데이터가 수신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작업 요청 수신시 조사된 가용성 데이터가 그 현
상태에서 항상 이용됨 -; 및

상기 서버 그룹의 특정 서버로의 전송을 기다리는 전송 큐에 상기 수신된 작업 요청을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데이터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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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요청이 수신된 후에 상기 가용성 데이터가 변경되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가용성 데이터가 변경되었으면, 상기 변경된 가용성 데이터를 조사하고, 상기 변경된 가용성 데이터를 토대로 상
기 수신된 작업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기 서버 그룹에서 서버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변경된 가용성 데이터를 토대로 선택된 상기 서버가 상기 특정 서버와 상이하면, 상기 전송 큐의 작업 요청을 갱신
하여, 상기 작업 요청이 상기 특정 서버와 다른 상기 서버 그룹의 서버로 전송되게 하는 단계

을 더 포함하는 것인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된 가용성 데이터는, 상기 작업 요청이 최초 수신되었을 때에, 이용가능한 가용성 데이터를 
갖게 되지 않는 상기 서버 그룹의 서버의 가용성 데이터를 추가로 구비하는 것인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된 가용성 데이터는, 상기 작업 요청이 최초 수신되었을 때에, 이용가능한 가용성 데이터를 
갖는 상기 서버 그룹의 서버의 가용성 데이터를 구비하는 것인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9.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매체에 기억되고, 컴퓨터상에서 실행되면, 비동기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시스템에서 서버 
그룹에 관한 작업 부하 관리를 수행하는 데이터 처리 방법을 실행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으로서,

상기 방법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작업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서버 그룹에 관한 가용성 데이터를 조사(consulting)하고, 조사된 가용성 데이터를 토대로 수신된 작업 요청을 충족시
키기 위해 이용될 서버 그룹내의 특정 서버를 선택하기 위한 단계 - 여기서, 서버 그룹으로부터 서버를 선택하기위해, 
서버 그룹내의 각 서버에서 가용성 데이터가 수신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작업 요청 수신시 조사된 가용성 데이터가 그 현
상태에서 항상 이용됨 -; 및

상기 서버 그룹의 특정 서버로의 전송을 기다리는 전송 큐에 상기 수신된 작업 요청을 배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요청이 수신된 후에 상기 가용성 데이터가 변경되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가용성 데이터가 변경되었으면, 상기 변경된 가용성 데이터를 조사하고, 상기 변경된 가용성 데이터를 토대로 상
기 수신된 작업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기 서버 그룹에서 서버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변경된 가용성 데이터를 토대로 선택된 상기 서버가 상기 특정 서버와 상이하면, 상기 전송 큐의 작업 요청을 갱신
하여, 상기 작업 요청이 상기 특정 서버와 다른 상기 서버 그룹의 서버로 전송되게 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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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된 가용성 데이터는, 상기 작업 요청이 최초 수신되었을 때에, 이용가능한 가용성 데이터를 갖게 되지 않는 상
기 서버 그룹의 서버의 가용성 데이터를 추가로 구비하는 것인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된 가용성 데이터는, 상기 작업 요청이 최초 수신되었을 때에, 이용가능한 가용성 데이터를 
갖는 상기 서버 그룹의 서버의 가용성 데이터를 구비하는 것인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도면
도면 1

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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