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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터 시스템에서 서버 내의 대기 중인 클라이언트 요청들을 스케줄링 및 디스패칭
하는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이종의(heterogeneous) 객체 지향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환경에서 서버 객체에 의한 실행에 대한 클라이
언트 요청을 스케줄링 및 디스패칭(dispatching)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데, 상기 장치는 상기 클라이언트 요청을 
상기 장치로 전송하는 통신 채널에 접속된 입력, 및 출력을 구비한 요청-저장 버퍼(request-holding buffer)와, 상기 
버퍼의 상기 출력에 접속된 복수의 병렬 실행 스레드(threads)와, 상기 버퍼에 저장된 상기 클라이언트 요청을 상기 복
수의 실행 스레드로 배분하기 위한 스케줄링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장치는, 상기 스케줄링 수단이 상기 버퍼에 저장된 
클라이언트 요청을 상기 복수의 실행 스레드의 상태 및 상기 저장된 요청의 특성을 고려하는 우선 순위 결정 규칙에 기
초한 우선 순위로 배치한다.
    

대표도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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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에서, 객체 기술을 사용하는 잘 알려진 이종의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의 블록도.

도 2는 종래의 디자인에 따른 서버 구조의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서버 구조의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프로세싱 단계를 도시하는 플로우 차트.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할당된 후의 객체 어댑터의 대기열 내의 요청들을 도시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할당된 우선 순위에 따라 요청들이 재배열된 후의 객체 어댑터의 대기열 
내의 요청들을 도시한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클라이언트 컴퓨터

20 : 인터페이스

30 : 서버 컴퓨터

31 : 객체 요청 브로커(ORB ; Object Request Broker)

32 : 객체 어댑터

33a, 33b, 33c : 실행 스레드

34 : 우선 순위 결정 유닛

35 : 요청 재배열 유닛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한 컴퓨팅 장치('클라이언트')가 다른 컴퓨팅 장치('서버')에게 클라이언트 작업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요청하
는 클라이언트/서버 (또한 '분산'으로 알려짐) 컴퓨팅 분야에 관한 것이다.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은 정보 기술 분야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분산 컴퓨팅은 한 
기계(machine)가 일부의 작업을 그 작업을 수행하기에 더 적합한 다른 기계에게 맡기는 것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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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의 장점은, 클라이언트 및 서버가 상이한(이종의) '플랫폼'상에 위치되도록 허용하는 객체-지
향 프로그래밍(객체 지향 프로그래밍(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명명되는 공지된 컴퓨터 프로그
래밍 기술의 사용에 의해 더 향상되어져 왔다. 플랫폼은 기계가 그 작업을 하는데 사용되는 특정한 하드웨어/소프트웨
어/운영체제/통신 프로토콜의 결합이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OOP)은 어떻게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작업 요청이 
서버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통신되고 수신될 것인지 고민할 필요없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및 서버 어플
리케이션 프로그램이 그들 자신의 플랫폼 상에서 동작하도록 허용한다. 마찬가지로, 서버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OOP) 시스템이 작업 요청을 수신하고 변환하여 서버 어플리케이션의 프로세싱 결과를 클라이언트 어
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OOP) 기술이 이종의(heterogeneous)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과 통합되어 온 과정에 대한 상
세 내용이 미국 특허 제5,440,744호 및 유럽 특허 출원 공보 제EP 0 677,943 A2호에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최근의 
두 공보가 참조 문헌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기본 구조의 예는 본 발명 환경의 상황적인 이해를 위하여 아래에서 제시
될 것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 컴퓨터(10) (예를 들어, IBM OS/2 운영 체제가 탑재된 개인용 컴퓨터)는 그 운
영 체제 ('IBM' 및 'OS/2'는 인터내셔날 비즈니스 머쉰즈 코포레이션의 트레이드 마크임) 상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
션 프로그램(40)을 구비한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40)은 서버 컴퓨터(20) 상에서 수행되는 작업 및/또는 어플리케
이션 프로그램(40)에 의한 차후의 사용을 위해 서버(20)로부터 리턴되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요청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서버 컴퓨터(20)는 IBM의 MVS ('MVS'는 또한 IBM사의 트레이드 마크임) 운영 체제 상에서 동작하는 고성능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하여, 서버에 의해 실행되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제1 어플
리케이션 프로그램(40)과의 사용자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되든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40)이 사용자 상호작용과는 
무관하게 동작하고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안 자동적으로 요청하는지는 무관하다.
    

    
클라이언트 컴퓨터(10)가 서버 컴퓨터(20)의 서비스에 대한 요청을 생성하기를 원할 때, 제1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40)은 제1 논리 수단(50)에게 요구되는 서비스를 통지한다. 예를 들면, 제1 논리 수단에게 입력 및 출력 파라미터의 
리스트와 함께 원격 프로시저(procedure)의 이름을 전송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제1 논리 수단(50)
은 저장 장치(60) 내에 저장된 사용 가능한 통신 서비스의 정의를 참조하여 제2 컴퓨터(20)와 필요한 통신이 되게 하
는 임무를 처리한다. 가능한 모든 서비스는 객체 클래스들(70)의 결집된 프레임워크(cohesive framework of objec
t classes)로서 정의되며, 이러한 클래스들은 단일 객체 클래스로부터 유래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정의하는 
것에는 성능 및 재사용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서버(20)와의 필요한 통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논리 수단(50)이 프레임워크 내의 어떤 객체 클래스가 사용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런 다음 상기 객체의 인스턴스(instance) 즉, 상기 객체가 그 방법 중의 하나를 기동(in
voke)하도록 상기 객체로 전송되는 메세지를 생성한다. 이는 접속 수단(80)을 통하여 서버 컴퓨터(20)와의 접속을 구
축하고, 이어서 요청을 제2 논리 수단(90)으로 전송한다.

    
그런 다음, 제2 논리 수단(90)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100)이 데이터 검색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것과 같은, 요청에 
의해 요구되는 특정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버 컴퓨터(20)상에서 동작하는 제2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100) (이
후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불려짐)으로 요청을 전달한다. 일단 이 임무가 완료되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제1 컴
퓨터(10)로 결과를 역전송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요청된 임무가 실행되는 동안, 그리고 결과가 제1 컴퓨터(10)로 
역전송될 때, 서버 어플리케이션(100)은 제2 논리 수단(90)과 상호작용을 한다. 제2 논리 수단(90)은, 서버 어플리케
이션(100)에 의해 요청될 때 객체의 인스턴스를 개시(establish)하고 이러한 객체의 적당한 방법을 기동한다. 상기 객
체 인스턴스는 저장 장치(110) 내에 저장된 객체 클래스의 결집된 프레임워크로부터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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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술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40)은 통신 구조에 노출되지 않는다. 게다가 서버 어플리케
이션(100)은 그 환경에 대한 표준 메카니즘을 통하여 기동된다. 이것이 원격으로 기동될 것이라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

    
객체 관리 그룹(OMG: Object Management Group)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종의 플랫폼 상의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의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조직의 국제적인 컨소시움이다. 객체 관리 그룹(OMG)은 클라이언트 컴퓨터(예 10)가 
서버 기계(예 20)와 통신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OOP) 형식으로) 경우에 기준이 되는 공개된 표준을 발표했다. 이
러한 표준의 일부로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기계간의 객체-지향 브리지(object-oriented bridge)를 제공하는 객체 요
청 브로커(ORB: Object Request Broker)가 정의되어 있다. 객체 요청 브로커(ORB)는 접속 수단(80) 뿐만 아니라 
제1 및 제2 논리 수단(50 및 90)의 작업의 적어도 일부를 수행하면서, 객체 지향 구현의 상세한 사항으로부터 클라이
언트 및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분리한다.
    

    
도 2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종래의 구조를 도시한다. 일단 클라이언트 요청이 객체 요청 브로커(ORB)(21)를 통하여 
서버 내로 그들의 경로를 발견하고 나면, 객체 요청 브로커(ORB)는 그 요청의 실행이 가능한 특정 서버 객체를 찾아서 
그 요청을 상기 서버 객체의 객체 어댑터(22) (이 또한 객체 관리 그룹(OMG) 표준에 의해 정의됨)로 전송한다. 상기 
요청은 서버 객체 어댑터 버퍼 내에 저장되어 서버 객체에 의한 처리를 기다린다. 상기 버퍼는 한 쪽 끝에서 버퍼로 첫
번째로 수신된 요청이 다른 쪽 끝에서 첫번째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퍼스트-인-퍼스트-아웃(First-In-Firs
t-Out) 대기열(queue)이다. 서버 객체는 복수의 병렬 실행 스레드(thread, 23a, 23b, 23c)를 가지는데, 서버 객체는 
상기 스레드 중의 어느 한 스레드 상에 자신의 인스턴스를 실행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버 객체는 동시에 복
수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 객체 어댑터(22)는 병렬 실행 스레드 중에서 어느 것이 다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살피다가, 버퍼의 맨 끝에 위치한 요청을 다음 번 사용 가능한 실행 스레드에 할당한다. 이는 서버가 대기하고 있는 요
청들을 실행 스레드로 디스패칭하는 '디스패칭(dispatching)' 메카니즘으로서, 상술된 미국 특허에 설명되어 있다.
    

    
종래의 구조가 가진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클라이언트 요청의 실행에 대한 예상 응답 시간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특정한 클라이언트 요청이 서버 객체의 객체 어댑터 대기열 (22)내에서 많은 수의 다른 요청 뒤에 위치할 
수도 있고, 다른 시간에는, 상기 특정한 클라이언트 요청만이 대기열 내의 요청이 될 수도 있다. 응답을 기다리는 클라
이언트는 서버 객체로부터의 응답이 언제 수신될 지 예측할 수 없다. 다른 문제는 매우 중요한 클라이언트 요청이 객체 
어댑터 대기열 내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는 요청의 뒤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의 문제는 이종의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의 사용을 단념케하여. 이러한 분산 처리는 보증되고 예측 
가능하며 일관된 실행 환경이 요청되는 동종의 클라이언트/서버 구조(호스트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처리하는 컴퓨터 터
미널과 같은) 상에서만 실행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제1 특징에 따르면, 본 발명은 이종의(heterogeneous) 객체 지향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환경에서 서버 
객체에 의한 실행에 대한 클라이언트 요청을 스케줄링 및 디스패칭(dispatching)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데, 상기 
장치는 상기 클라이언트 요청을 상기 장치로 전송하는 통신 채널에 접속된 입력, 및 출력을 구비한 요청-저장 버퍼(re
quest-holding buffer)와, 상기 버퍼의 상기 출력에 접속된 복수의 병렬 실행 스레드(threads)와, 상기 버퍼에 저장
된 상기 클라이언트 요청을 상기 복수의 실행 스레드로 배분하기 위한 스케줄링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장치는, 상기 스
케줄링 수단이 상기 버퍼에 저장된 클라이언트 요청을 상기 복수의 실행 스레드의 상태 및 상기 저장된 요청의 특성을 
고려하는 우선 순위 결정 규칙에 기초한 우선 순위로 배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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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상기 버퍼는 객체 어댑터 내에 포함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스케줄링 수단은, 상기 우선 순위 결정 규칙을 적용하여 우선 순위값을 상기 버퍼에 있는 각각의 요
청에 할당하고, 최고 우선 순위값의 요청이 상기 서버 객체에 의한 실행에 대해 바로 다음이 되도록 상기 버퍼에서 더 
높은 우선 순위값의 요청을 더 낮은 우선 순위값의 요청의 앞에 배치한다.

    
본 발명의 제2 특징에 따르면, 본 발명은 이종의 객체 지향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환경에서 서버 객체에 의한 실행에 
대한 클라이언트 요청을 스케줄링 및 디스패칭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상기 방법은 대기 중인(queued) 복수의 인입 
클라이언트 요청의 각각에 대한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서버 객체의 복수의 병렬 실행 스레드의 각각에 대한 정
보를 결정하는 단계와, 우선 순위 결정 규칙을 상기 결정 단계들에서 얻어진 상기 정보에 적용하는 단계와, 상기 우선 
순위 결정 규칙 적용 단계의 결과에 기초하여 대기 중인 복수의 요청들의 대기열로부터 디스패칭하는 순서를 스케줄링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3 특징에 따르면, 본 발명은 컴퓨터에서 수행될 경우, 본 발명의 제2 특징의 방법을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
그램 제품(product)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으로, 대기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요청은 더 효과적이고 제어 가능한 방법으로 처리되어, 클라이언트에
게 리턴되는 처리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높은 우선 순위의 클라이언트 요청은 낮은 우선 순위의 
요청 보다 먼저 처리될 수 있고 실행 스레드간의 작업부하 관리가 효과적으로 되어, 대기하고 있는 요청들을 효과적이
고 예측 가능하게 처리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3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로부터 서버 프로세스에 수신된 요청은 서버의 객체 요청 브로커(O
RB)(31)에 의하여 먼저 수신된다. 그런 다음 객체 요청 브로커(ORB)(31)는 특정한 서버 객체에 대한 요청을 서버 객
체의 객체 어댑터(32)로 전송한다. 이 서버 객체는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 요청을 실행하기 위하여, 서버 객체의 상이한 
인스턴스가 병렬로 실행할 수 있는 복수의 병렬 실행 스레드(33a, 33b, 및 33c)를 가진다. 이것은 상술된 도 2의 종래 
기술과 유사하다.
    

    
도 3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특별한 소프트웨어 유닛이 도 2의 종래 기술에 추가된다. 이러한 특별 유닛
은 우선 순위 결정 유닛(priority determining unit)(34) 및 요청 재배열 유닛(priority reordering unit)(35)이다. 
우선 순위 결정 유닛(34)은 객체 어댑터(32)로부터의 입력을 수신하고 또한 각각의 실행 스레드 (33a 내지 33c)로부
터의 입력을 수신하며 객체 어댑터(32)에 출력을 제공한다. 요청 재배열 유닛(35)은 객체 어댑터(32)로/로부터의 입
력/출력 접속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하에 제시될 실예에서, 서버 객체는 은행 예금 계좌를 나타낼 것
이다. 따라서, 객체 어댑터(32)에서 대기하고 있는 다양한 요청들은 특정 은행 예금 계좌에 엑세스하기 위한 요청이다. 
대기하고 있는 요청 중의 하나는 이 계좌로부터 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현금 지급기(ATM)로부터의 요청이
다. 이 요청은 소정의 자금을 인출하려는 계좌 소유자로부터의 요청이다. 대기하고 있는 요청 중의 두번째 요청은 직접 
예금 급료 지급자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청이다. 이 요청은 예금 소유자의 고용주로부터의 요청인데, 고용주는 고용주
의 매달 급료를 계좌 소유자의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는 요청 중의 세번째 요청은 계좌의 잔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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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하기 위한, 다른 클라이언트 현금 지급기(ATM)로부터의 요청이다. 이 요청은 다른 클라이언트 현금 지급기(AT
M)에서 소유자로부터 떨어져 마을의 다른 편에 있는 계좌 소유자의 부인으로부터의 요청이다. 대기하고 있는 요청 중
의 네번째 요청은 계좌 소유자의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회사로부터의 직접 데빗(debit) 요청이다. 요청은 매달 
전기 요금의 액수에 대한 계좌의 데빗이다.
    

    
우선 순위 결정 유닛(34)은 서버 객체에 의한 실행을 기다리고 있는 객체 어댑터(32)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요청들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된 규칙에 따라 동작한다. 예를 들어, 규칙의 한 부분은 계좌의 잔액을 조회하는 
요청에는 낮은 우선 순위값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이 대기중인 다른 요청이 먼저 실
행된 후에 주어진다면, 클라이언트에게 더 최근의 정보가 될 것이다. 즉, 만약 큰 금액이 직접 데빗에 의해 계좌로부터 
차변될 예정이라면, 직접 데빗 이전보다 직접 데빗 후의 잔액이 계좌의 잔액 조회 요청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더 낫다. 
이는 잔액 조회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잔액의 더 최근 상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규칙의 다른 부분은, 스레드(33a, 33b, 및 33c)가 과부하이면 (일반적인 것과 비하여 높은 수준의 프로세싱을 실행하
는), 더 가벼운 프로세싱 부하를 요하는 요청에 더 높은 우선 순위값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좌 소유자의 
월급을 추가하는 요청은 돈을 인출하는 요청이 아니라 돈을 계좌에 추가하는 요청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입증하기 
위한 개인 식별 번호(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체크 루틴과 같이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을 많이 포함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행 스레드가 과부하인 동안, 이 요청은 더 가벼운 프로세싱 부하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더 높은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규칙의 또 다른 부분은, 대기열에서 다른 클라이언트보다 어떤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청에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접 데빗 및 직접 예금 요청보다 현금 지급기(ATM)에서 기다리고 있는 은행 예금 계좌의 소유
자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질 수 있다. 대안적으로, 데빗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임의의 데빗 요청보다 직접 예금 요청에 우선 순위가 주어질 수 있다.

규칙의 정확한 상세 사항은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순위 결정 유닛(34)에 
의하여 수행되는 우선 순위 결정에 관한 매우 탄력적인 제어를 허용한다.

따라서, 우선 순위 결정 유닛(34)은 대기하고 있는 각각의 요청의 특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객체 어댑터(32)에서 대기
하고 있는 요청들로부터 입력을 취한다. 또한, 우선 순위 결정 유닛(34)은 실행 스레드의 현재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실행 스레드(33a,33b, 및 33c)로부터 입력을 선택한다. 그런 다음, 우선 순위 결정 유닛(34)은 가장 높은 값에
서 가장 낮은 값까지 분포되어 있는 우선 순위값의 범위로부터 우선 순위값을 대기하고 있는 각각의 요청에게 할당한다.

그런 다음, 가장 높은 우선 순위값의 요청이 실행 스레드에 다음으로 디스패칭되도록 대기열의 최상위에 위치되고 다른 
요청들은 내림차순의 우선 순위값을 따라 내림차순으로 위치되도록, 요청 재배열 유닛(35)은 대기하고 있는 각각의 요
청에 할당된 우선 순위값을 검사하고 그들의 우선 순위값에 따라 대기하고 있는 요청들을 재배열한다.

    
대기하고 있는 요청의 순서는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 즉 만약 시스템의 상태가 변경됐다면, 요청 재배열 유닛(
35)이 요청을 재배열한 후에도 요청의 순서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한다. 예를 들어, 요청 재배열 유닛(35)
이 대기하고 있는 요청들을 재배열한 후 스레드(33b)가 갑자기 사용 가능하게(free) 될 경우, 우선 순위 결정 유닛(3
4)은, 스레드(33b)가 사용 가능하게 되면 연산-집중적인 요청 (예로서, 현금 지급기(ATM)로부터 자금을 인출하려는 
계좌 소유자의 요청, 상기 요청은 개인 식별 번호(PIN) 조회 및 다른 클라이언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함)에 높은 우선 
순위값이 주어져야 한다는 프로그램된 규칙의 한 부분을 따른다. 이는, 스레드(33b)가 과도란 프로세싱 부하를 처리하
기 위하여 특별히 잘 적합화되어, 사용 가능하게 될 경우 가능한 한 스레드간의 효과적인 작업부하의 균형을 제공하기 
위하여 스레드(33b) 상에서의 실행이 가능하게 되자마자 적당한 요청이 스케줄링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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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결정 유닛이 규칙을 입력에 적용하는 빈도는 프로그래머에 의하여 설정될 수 있다. 한 선택은 새로운 요청이 대기
열에 수신되는 각 시간이 될 수 있다. 다른 선택은 요청이 대기열로부터 디스패칭되는 각 시간이 될 수 있다. 세번째 선
택은 선정된 시간 (예로써, 5초)이 경과한 다음이 될 수 있다.
    

우선 순위 결정 유닛(34)이 따르는 규칙은 프로그래머의 정확한 의도에 적합하게 다시 프로그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가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최근 계좌 잔액 정보를 주는 것보다 작업부하를 효과적으로 균형잡는 것이 더 중요
하다고 결정한다면, 스레드(33b)가 사용 가능하게 될 때, 계좌 잔액 조사 요청에 비하여 과도한 프로세싱을 요하는 요
청에 더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하도록 우선 순위의 정확한 레벨이 설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여 실행되는 단계가 도 4의 플로우 차트에 도시되어 있다.

단계(41)에서, 우선 순위 결정 유닛(34)은 객체 어댑터(32)의 대기열 내에 있는 각각의 요청을 조사한다. 단계(42)에
서, 우선 순위 결정 유닛(34)는 각각의 실행 스레드(33a, 33b, 및 33c)의 상태를 조사한다. 단계(43)에서, 우선 순위 
결정 유닛은 우선 순위 결정 규칙의 입력으로서 단계(41 및 42)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사용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이 
규칙은 프로그래머에 의해 요구된 우선 순위 결정을 반영하도록 프로그램되었다.

단계(44)에서, 우선 순위 결정 유닛(34)은, 단계(43)에서 우선 순위 결정 규칙을 대기하고 있는 요청에 적용한 결과
를 토대로, 대기하고 있는 각각의 요청에 우선 순위값을 할당한다. 특히, 객체 어댑터(32)의 대기열 내에 있는 각각의 
요청에 그 요청에 대한 우선 순위 결정 규칙의 적용 결과에 따른 값과 같은 수치값이 할당된다.

    
예를 들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객체 어댑터(32)의 대기열 내에 세 개의 요청 즉, 요청_1 (종래의 FIFO 시스템
이 사용된다면, 대기열을 떠날 다음 요청이 될), 요청_2 (요청_1의 바로 뒤에 있는) 및 요청_3 (요청_2의 바로 뒤에 
있는)이 있다. 만약, 규칙이 단계(43)에서 적용될 때, 요청_1에 우선 순위값 2가 할당되고 요청_2에 우선 순위값 3이 
할당되며 요청_3에 우선 순위값 1이 할당된다면, 이러한 값들은 대기하고 있는 각각의 요청을 기입한 칼럼(501)을 따
라 위치한 칼럼(502)에 저장된다.
    

단계(45)에서, 가장 높은 우선 순위인 요청(요청_3)이 칼럼(501, 도 6 참조)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다른 두 요청은 그
들에게 할당된 우선 순위에 따라 제1 요청의 뒤에 순서대로 위치되도록, 요청 재배열 유닛(35)은 객체 어댑터(32)의 
대기열의 칼럼(502)을 조사하고 칼럼(501) 내의 요청을 재배열한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은, 분산 배치된 이종의 프로세싱 플랫폼 환경에서 오늘날의 상업적 프로세싱 환경에 의해 요구되는 고
도로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따라서, 시스템-와이드(system wide) 작업부하 밸런싱을 통하여 많
은 수의 클라이언트에게 사용 가능한 서버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이 부여될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이종의 플랫폼 
상에 위치한 서버 객체를 기동하는 각각의 경우, 보증된 처리 시간 내에 서버로부터 일관되고 고도로 예측 가능한 결과
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종의(heterogeneous) 객체 지향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환경에서 서버 객체에 의한 실행에 대한 클라이언트 요청
을 스케줄링 및 디스패칭(dispatching)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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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클라이언트 요청을 상기 장치로 전송하는 통신 채널에 접속된 입력, 및 출력을 구비한 요청-저장 버퍼(request-
holding buffer)와,

상기 버퍼의 상기 출력에 접속된 복수의 병렬 실행 스레드(threads)와,

상기 버퍼에 저장된 상기 클라이언트 요청을 상기 복수의 실행 스레드로 배분하기 위한 스케줄링 수단

을 포함하되,

상기 스케줄링 수단은, 상기 복수의 실행 스레드의 상태 및 상기 저장된 요청의 특성을 고려하는 우선 순위 결정 규칙에 
기초하여 상기 버퍼에 저장된 클라이언트 요청을 우선 순위의 순서로 배치하는

스케줄링 및 디스패칭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는 객체 어댑터 내에 포함된 스케줄링 및 디스패칭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줄링 수단은, 상기 우선 순위 결정 규칙을 적용하여 우선 순위값을 상기 버퍼에 있는 각각의 요청에 할당하고, 
최고 우선 순위값의 요청이 상기 서버 객체에 의한 실행에 대해 바로 다음이 되도록 상기 버퍼에서 더 높은 우선 순위값
의 요청을 더 낮은 우선 순위값의 요청의 앞에 배치하는 스케줄링 및 디스패칭 장치.

청구항 4.

이종의 객체 지향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환경에서 서버 객체에 의한 실행에 대한 클라이언트 요청을 스케줄링 및 디
스패칭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기 중인(queued) 복수의 인입(incoming) 클라이언트 요청의 각각에 대한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서버 객체의 복수의 병렬 실행 스레드의 각각에 대한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와,

우선 순위 결정 규칙을 상기 결정 단계들에서 얻어진 상기 정보에 적용하는 단계와,

상기 우선 순위 결정 규칙 적용 단계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대기 중인 복수의 요청들의 대기열로부터 디스패칭하는 
순서를 스케줄링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스케줄링 및 디스패칭 방법.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우선 순위 결정 규칙 적용 단계가 수행되는 빈도는 프로그래머에 의해 선택되는 스케줄링 및 디스패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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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컴퓨터 판독 가능한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컴퓨터에서 수행될 경우, 이종의 객체 지향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환경에
서 서버 객체에 의한 실행에 대한 클라이언트 요청을 스케줄링 및 디스패칭하는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product)에 있어서, 상기 방법이

대기 중인 복수의 인입 클라이언트 요청의 각각에 대한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서버 객체의 복수의 병렬 실행 스레드의 각각에 대한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와,

우선 순위 결정 규칙을 상기 결정 단계들에서 얻어진 상기 정보에 적용하는 단계와,

상기 우선 순위 결정 규칙 적용 단계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대기 중인 복수의 요청들의 대기열로부터 디스패칭하는 
순서를 스케줄링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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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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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도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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