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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분산 웹 서비스 컨텍스트에서 자발적인 장애 극복

(57) 요약

자발적인 장애 극복을 하도록 구성된 격자 조정기는 서비스 격자 내에 복수의 격자 호스트와 통신으로 링크되는 감시부를

포함할 수 있다. 메트릭 저장소는 감시부에 연결되어, 격자 호스트들에 있는 개개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에 대한 서비스 메

트릭을 저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최적화 로직은 장애 격자 호스트에 있는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셋트에 대해 저장된 메

트릭 및 제안된 대체 격자 호스트에 대해 결정된 플랫폼 메트릭 간에 최적합을 계산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장애 극복 프로세서가 최적화 로직에서 계산된 최적합에 따라 장애 격자 호스트에 있는 서비스 인스턴스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제안된 대체 격자 호스트에 새로운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셋트를 생성하도록, 감시부와 최적화 로직에 연결되고,

격자 호스트들에 통신으로 링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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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발적인 장애 극복(autonomic failover)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노드에 있는 서비스 인스턴스들(service instances)에 대한 제1 메트릭(metrics)을 수집하는 단계;

상기 노드에서 장애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장애가 검출되는 경우, 대체 노드들 셋트의 위치를 찾고, 상기 대체 노드들 각각에 대해 플랫폼 메트릭(platform

metrics)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수집된 메트릭 및 상기 플랫폼 메트릭에 기초하여 상기 대체 노드들 중 최적으로 선택된 대체 노드들 내에 새로운 대

체 서비스 인스턴스들을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생성 단계는,

상기 최적의 대체 노드에 있는 기존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에 대한 메트릭을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단계; 및

상기 수집된 메트릭 및 추가적으로 수집된 메트릭 양자에 대해 상기 최적의 대체 노드에 대한 플랫폼 메트릭과의 최적합

분석(best-fit analysis)을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최적합 분석은 상기 장애 노드의 하나 이상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을 수용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기존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을 하나 이상의 다른 대체 노드들로 옮겨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발적인 장애 극복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트릭은 격자 호스트(grid host)에서 소모되는 자원들, 바람직한 운영체제 플랫폼(preferred

operating system platform), 격자 호스트에서 요구되는 최소의 자원들, 격자 호스트에서 소모하는데 이용가능한 바람직

한 자원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메트릭을 포함하는 자발적인 장애 극복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트릭은 단위 성능당 비용(cost per unit of performane), 단위 자원 소모당 비용, 단위 성능당

수익 및 단위 자원 소모당 수익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메트릭을 더 포함하는 자발적인 장애 극

복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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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존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부분과 공존하도록 상기 최적의 대체 노드 내에 상기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셋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최적의 대체 노드 내에서 상기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셋트와 상기 기존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부분이 최적으로 결합되도록 계산됨 -; 및

상기 기존의 서비스 인스턴스들 중 다른 것들을 다른 대체 노드들로 옮기고, 상기 다른 대체 노드들 내에 상기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 중 나머지 셋트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자발적인 장애 극복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수행 단계는, 단위 성능당 비용, 단위 자원 소모당 비용, 단위 성능당 수익 및 단위 자원 소모당 수익

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메트릭에 가중치를 부여하면서 수행되고,

상기 생성 단계는, 상기 기존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부분과 공존하도록 상기 최적의 대체 노드 내에 상기 새로운 대체 서

비스 인스턴스들의 셋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가중치 부여된 적어도 하나의 메트릭에 따라, 상기 최적의 대체 노드 내에

서 상기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셋트와 상기 기존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부분이 최적으로 결합되도록 계산됨

-; 및

상기 기존의 서비스 인스턴스들 중 다른 것들을 다른 대체 노드들로 옮기고, 상기 다른 대체 노드들 내에 상기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 중 나머지 셋트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자발적인 장애 극복 방법.

청구항 6.

자발적인 장애 극복을 위한 장치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방법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의 각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수

단을 포함하는 자발적인 장애 극복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 수단은, 복수의 협동 감시 프로세스(plurality of cooperative monitoring processses)를 포함

하고, 상기 협동 감시 프로세스 각각은 해당 노드 호스트의 상태를 상기 위치 찾는 수단으로 보고하기 위한 구성을 갖는 자

발적인 장애 극복 장치.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자발적인 장애 극복을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한 머신 판독가능 저장장치(machine readable storage)로

서,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머신으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5항의 방법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의 각 단계를 수행하도

록 유발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루틴 셋트를 포함하는 머신 판독가능 저장장치.

청구항 1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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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웹 서비스를 포함하는 분산 컴퓨팅 분야에 관한 것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분산 웹 서비스 컨텍스트에서 자발

적인 장애 극복을 관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웹 서비스들은 분산 컴퓨팅에서 앞서가는 우위를 나타내며, WWW(world wide web) 상에서 컴포넌트 기반 애플리케이션

들(component-based application)의 급속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인 모델을 개발하는데 기초로

간주된다. 웹 서비스는 당업계에서, 서비스 지향적인(service-oriented) 컴포넌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기술하는

출현중인 표준들의 스택(stack of emerging standards)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웹 서비스는 느슨하게 결

합된 재사용가능한(reusable)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로서, 이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은 의미론적으로(semantically)

개별의 기능으로 캡슐화되어 분산되어 있으며, 표준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프로그램에 의해 액세스가능하다.

개념적으로, 웹 서비스는 프로세스 내 개별의 작업들이 가격망(value net) 전체에 걸쳐 폭넓게 분산되어 있는 모델을 나타

낸다. 주목할 만한 것은, 많은 업계 전문가들이 서비스 지향적인 웹 서비스의 개시를 차세대 인터넷의 진화 단계로 간주한

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웹 서비스들은 웹 서비스 정의 언어(WSDL; web service definition language)와 같은 인터페

이스에 의해 정의되고, 그 인터페이스에 따라 구현될 수 있는데, 이 구현이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따르는 한 구현의 세부

사항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 일단, 웹 서비스가 해당 인터페이스에 따라 구현되면, 구현은 당업계에 공지된 UDDI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 and integration)와 같은 웹 서비스 등록기관(registry)에 등록될 수 있다. 등록이 되면,

웹 서비스는 서비스 요청자가 예컨대,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를 포함하는 임의의 지원 메시징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게 된다.

웹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향적인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 신뢰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애플리케이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시간으로 다이내믹하게 통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이

입증되어 왔다. 등록기관들, 디렉토리들 및 탐색 프로토콜들이 서비스 검출 및 서비스 대 서비스(service-to-service) 상

호연결 로직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 구조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등록기관들, 디렉토리들 및 탐색 프로토콜들만으로는 분산

형의 상호운용(distributed interoperability)에 적당하지 않다. 웹 서비스들의 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좀 더

구조화되고, 정형화된 메커니즘이 통합된 애플리케이션의 형성에 있어서 필요할 수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OGSA(open grid services architecture)를 통한 격자 메커니즘의 생리학상, 분산 시스템에 걸쳐 웹 서

비스의 탐색 및 통합 양자 모두에 프로토콜들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 "격자 서비스(grid services)"로 지칭되는 이

러한 방식은 등록기관, 디렉토리들 및 탐색 프로토콜의 배타적인 사용에 의해서는 가능하지 않다. Ian Foster, Carl

Kesselman 및 Steven Tuecke가 Intl J. Supercomputer Applications(2001)의 The Anatomy of the Grid 에서, 또한

Ian Foster, Carl Kesselman, Jeffrey M. Nick 및 Steven Tuecke가 Globus.org(2002.06.22)의 The Physiology of

the Grid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격자 메커니즘은 요청 중인 클라이언트들에 의해 격자 서비스 인스턴스가 생성되어 명명

되고, 탐색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인프라(distributed computing infrastructure)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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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 서비스들은 향상된 자원 공유 및 스케줄링 지원으로서, 정교한 분산 애플리케이션들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장기

활동 상태(long-lived state)에 대한 지원 및 기업 간 협력(inter-enterprise collaborations)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웹 서비스들을 확장시킨다. 또한, 웹 서비스가 단독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들(persistent services)을 탐색하고 호출

하게 되는 반면, 격자 서비스는 동적으로 생성되고 파괴될 수 있는 일시적인 서비스(transient service)를 지원한다. 격자

서비스를 사용할 때의 주목할만한 이점으로서 컴퓨팅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컴퓨팅 컴포넌트들의 통

합이 수월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정보 기술을 소유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격자 메

커니즘, 특히 OGSA를 따르는 격자 메커니즘은 기관 영역(organizational domain)에 걸쳐서까지 제공될 수 있는 분산 시

스템 통합의 기초를 통해 서비스 지향적인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

서비스 격자 내에서,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격자 서비스들과 같이 분산 서비스들의 실행을 호스팅(hosting)하기 위

한 처리 자원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서버 컴퓨팅 장치, 직접 연결된 저장소, 네트워크로 연결된

저장소 및 저장 영역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저장 시스템, 처리 및 통신 대역 등을 포함하는 한 셋트의 자원을 포함할 수 있

다.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처리되는 개개의 거래들은 이 자원들의 상이한 조합을 소모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OGSA가 서비스 인스턴스들이 서비스 격자 내 하나 이상의 다양한 위치에서 배치될 수 있는 구조를 정

의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특정 서비스의 인스턴스를 액세스하라는 클라이언트의 요청들은 그 요청된 특정 서비스에 대

한 최적의 인스턴스로 여겨지는 것으로 라우팅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개개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은 최적화 기준에 기초

한 전략적인 방식으로 서비스 격자 내 상이한 노드들에서 복제될 수 있다. 최적화 기준은 일반적으로 특정 자원들에 대한

액세스가 있는 노드들, 다른 중요한 서비스 인스턴스들과 함께 위치했던 서비스 인스턴스들, 특정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역

성(locality) 등을 갖는 노드들로 귀착될 수 있다.

서비스 격자 내에서 서비스 인스턴스나 서비스 인스턴스를 호스팅하는 노드에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

애 극복 전략은 그 서비스 격자를 운영하는데 중요하다. 이 관점에서, 서비스 격자 내 노드나 서비스 인스턴스에서 장애가

검출된 경우, 그 장애 노드 내의 서비스 인스턴스에 있는 서비스 함수들을 액세스하라는 후속 요청들은 서비스 격자 내의

다른 곳에 있는 원하는 서비스의 다른 인스턴스들로 라우팅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라우팅(re-routing)

이 서비스 격자의 가상 조직 양상(virtual organization aspect)을 혼란시키지 않도록 명쾌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당업계에서 장애 극복 재라우팅이 알려져 있기는 했지만, 서비스 격자 내에서 장애 서비스 인스턴스의 재배치(re-

deployment)에는 거의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바람직하게는, 웹 서비스 및 격자 서비스(특히 격자 서비스 장애 극복)을 포함하는 분산 컴퓨팅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은 분산 웹 서비스 컨텍스트에서 자발적인 장애 극복을 관리하도록 구성된 시스템, 방법

및 장치이다.

일 태양에 따르면, 노드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에 대한 메트릭(metrics)을 수집하는 단계; 노드에서 장애를 검출하는 단계;

장애가 검출된 경우, 대체 노드들 셋트의 위치를 찾고, 상기 대체 노드들 각각에 대해 플랫폼 메트릭(platform metrics)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수집된 메트릭 및 상기 플랫폼 메트릭에 기초하여 상기 대체 노드들 중 최적으로 선택된 노드들 내

에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자발적인 장애 극복을 위한 방법이 제공된다.

이 관점에서,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이 생성될 최적의 대체 노드를 식별하기 위해서, 수

집된 메트릭 및 플랫폼 메트릭 간에 최적합 분석(best-fit analysis)이 수행된다. 그 다음 바람직하게는, 새로운 대체 인스

턴스들이 최적의 대체 노드로 식별된 노드 내에 생성된다.

일부 컨텍스트에서는, 서비스 인스턴스들 중 어느 것에서도 성능 저하를 나타내지 않기 위한 방식으로서, 단일 대체 노드

가 새롭게 생성되는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을 호스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많은 다른 컨텍스트에서는, 복

수의 대체 노드에 걸쳐, 새로운 서비스 인스턴스들 및 원래 있던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좀 더 복잡한 재배열이 요구될 것이

다. 이 관점에서,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생성 단계는 최적의 대체 노드 내에 있는 서비스 인스턴스들에 대한 메트릭을 추

가적으로 수집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최적합 분석은, 바람직하게는 이전에 수집된 메트릭 및 추가적으로 수집된 메트릭 양

자에 대해 최적의 대체 노드에 대한 플랫폼 메트릭과의 사이에 수행된다. 다음으로, 바람직하게는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

스턴스들의 셋트가 최적의 대체 노드 내에 생성되어, 기존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부분과 공존하게 되는데, 새로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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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인스턴스들의 셋트와 기존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부분은 최적의 대체 노드 내에서 최적으로 결합되도록 계산된다.

비교하면, 기존의 서비스 인스턴스들 중 다른 것들이 바람직하게는 다른 대체 노드들로 옮겨지며,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

스턴스들 중 나머지 셋트가 바람직하게는 그 다른 대체 노드들 내에 생성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메트릭은 격자 호스트(grid host)에서 소모되는 자원들, 바람직한 운영체제 플랫폼(preferred

operating system platform), 격자 호스트에서 요구되는 최소의 자원들, 격자 호스트에서 소모하는데 이용가능한 바람직

한 자원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메트릭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더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추가적으로 메트릭은 단위 성능당 비용, 단위 자원 소모당 비용, 단위 성능당 수익

및 단위 자원 소모당 수익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추가적인 메트릭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최적합 분석은 단위 성능당 비용, 단위 자원 소모당 비용, 단위 성능당 수익 및 단위 자원 소모

당 수익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메트릭에 가중치를 부여하면서, 수집된 메트릭 및 추가적으로

수집된 메트릭 양자에 대하여, 최적의 대체 노드에 대한 플랫폼 메트릭과의 사이에 수행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수집된 메트릭 및 플랫폼 메트릭에 기초하여 대체 노드들 중 최적으로 선택된 노드들에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을 생성하는 것은, 최적의 대체 노드에 있는 기존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에 대한 메트릭을 추가적으

로 수집하는 단계; 상기 수집된 메트릭 및 추가적으로 수집된 메트릭 양자에 대하여 상기 최적의 대체 노드에 대한 플랫폼

메트릭과의 최적합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기존의 서비스 인스턴스들 부분과 공존하도록 상기 최적의 대체 노드 내에

상기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셋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최적의 대체 노드 내에서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

스들의 셋트와 기존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부분이 최적으로 결합되도록 계산됨 -; 및 상기 기존의 서비스 인스턴스들 중

다른 것들을 다른 대체 노드들로 옮기고, 상기 다른 대체 노드들 내에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 중 나머지 셋트를 생

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수집된 메트릭 및 플랫폼 메트릭에 기초하여 대체 노드들 중 최적으로 선택된 노드들에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을 생성하는 것은, 최적의 대체 노드에 있는 기존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에 대한 메트릭을 추가적으

로 수집하는 단계; 단위 성능당 비용, 단위 자원 소모당 비용, 단위 성능당 수익 및 단위 자원 소모당 수익으로 이루어진 그

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메트릭에 가중치를 부여하면서, 상기 수집된 메트릭 및 추가적으로 수집된 메트릭 양자

에 대하여 상기 최적의 대체 노드에 대한 플랫폼 메트릭과의 최적합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기존의 서비스 인스턴스

들 부분과 공존하도록 최적의 대체 노드 내에 상기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셋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가중치

부여된 적어도 하나의 메트릭에 따라, 상기 최적의 대체 노드 내에서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셋트와 기존의 서

비스 인스턴스들의 부분이 최적으로 결합되도록 계산됨 -; 및 상기 기존의 서비스 인스턴스들 중 다른 것들을 다른 대체

노드들로 옮기고, 상기 다른 대체 노드들 내에 상기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 중 나머지 셋트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

함한다.

다른 태양에 따르면, 본 발명은 서비스 격자 내에 복수의 격자 호스트와 통신으로 링크되는 감시부; 상기 감시부에 연결되

고 상기 격자 호스트들에 있는 개개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에 대한 서비스 메트릭을 저장하도록 구성된 메트릭 저장소; 장애

격자 호스트에 있는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셋트에 대해 저장된 메트릭 및 제안된 대체 격자 호스트에 대해 결정된 플랫폼

메트릭 간에 최적합을 계산하도록 프로그램된 최적화 로직; 및 상기 감시부와 최적화 로직에 연결되고, 상기 격자 호스트

들에 통신으로 링크되는 장애 극복 프로세서(failover processor)로서, 상기 최적화 로직에서 계산된 상기 최적합에 따라

상기 장애 격자 호스트에 있는 상기 서비스 인스턴스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상기 제안된 대체 격자 호스트에 새로운 서비

스 인스턴스 셋트를 생성하는 장애 극복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격자 조정기(grid coordinator)를 제공한다.

감시부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격자 호스트 내에 배치된 복수의 협동 감시 프로세스(plurality of cooperative monitoring

processes)를 포함하는데, 협동 감시 프로세스 각각은 해당 격자 호스트의 상태를 상기 장애 극복 프로세서로 보고하기

위한 구성을 갖는다.

서비스 메트릭은 바람직하게는, 격자 호스트에서 소모되는 자원들, 바람직한 운영체제 플랫폼, 격자 호스트에서 요구되는

최소의 자원들, 격자 호스트에서 소모하는데 이용가능한 바람직한 자원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메트릭을 포함한다. 서비스 메트릭은 바람직하게는, 단위 성능당 비용, 단위 자원 소모당 비용, 단위 성능당 수익 및 단위

자원 소모당 수익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메트릭을 더 포함한다.

또 다른 태양에 따르면, 자발적인 장애 극복을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한 머신 판독가능 저장소(machine

readable storage)가 제공되는데, 이 때 컴퓨터 프로그램은 머신으로 하여금, 노드에 있는 서비스 인스턴스들에 대하여 메

트릭을 수집하는 단계; 상기 노드에서 장애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장애가 검출되는 경우, 대체 노드 셋트의 위치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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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체 노드들 각각에 대한 플랫폼 메트릭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수집된 메트릭 및 상기 플랫폼 메트릭에 기초하여

상기 대체 노드들 중 최적으로 선택된 노드 내에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단계들을 수

행하도록 유발하는 명령어들의 루틴셋트(routine set of instructions)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메트릭은 격자 호스트에서 소모되는 자원들, 바람직한 운영체제 플랫폼, 격자 호스트에서 요구되는 최

소의 자원들, 격자 호스트에서 소모하는데 이용가능한 바람직한 자원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메트릭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메트릭은 단위 성능당 비용, 단위 자원 소모당 비용, 단위 성능당 수익 및 단위 자원 소모당 수익으로 이루

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메트릭을 더 포함한다.

생성 단계는, 바람직하게는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을 생성하기에 최적인 대체 노드를 식별하기 위해서, 상기 수집

된 메트릭 및 상기 플랫폼 메트릭 간에 최적합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식별된 최적의 대체 노드 내에 새로운 대체

인스턴스들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생성 단계는, 바람직하게는 최적의 대체 노드에 있는 기존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에 대한 메트릭을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단

계; 수집된 메트릭 및 추가적으로 수집된 메트릭 양자에 대하여 상기 최적의 대체 노드에 대한 플랫폼 메트릭과의 최적합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기존의 서비스 인스턴스들 부분과 공존하도록 상기 최적의 대체 노드 내에 상기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셋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최적의 대체 노드 내에서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셋트와 기

존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부분이 최적으로 결합되도록 계산됨 -; 및 상기 기존의 서비스 인스턴스들 중 다른 것들을 다른

대체 노드들로 옮기고, 상기 다른 대체 노드들 내에 상기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 중 나머지 셋트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생성 단계는 최적의 대체 노드에 있는 기존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에 대한 메트릭을 추가적으로 수집

하는 단계; 단위 성능당 비용, 단위 자원 소모당 비용, 단위 성능당 수익 및 단위 자원 소모당 수익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메트릭에 가중치를 부여하면서, 상기 수집된 메트릭 및 추가적으로 수집된 메트릭 양자에 대하

여 상기 최적의 대체 노드에 대한 플랫폼 메트릭과의 최적합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기존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상

기 부분과 공존하도록 상기 최적의 대체 노드 내에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셋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가중치

부여된 적어도 하나의 메트릭에 따라, 상기 최적의 대체 노드 내에서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셋트와 기존의 서

비스 인스턴스들의 부분이 최적으로 결합되도록 계산됨 -; 및 상기 기존의 서비스 인스턴스들 중 다른 것들을 다른 대체

노드들로 옮기고, 상기 다른 대체 노드들 내에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 중 나머지 셋트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또 다른 태양에 따르면, 컴퓨터에서 실행시, 하기의 방법 단계들을 수행하도록 적응적으로 변경된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하

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상기 방법은 노드에 있는 서비스 인스턴스들에 대하여 메트릭을 수집하는 단계; 상기 노드

에서 장애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장애가 검출되는 경우, 대체 노드 셋트의 위치를 찾고, 상기 대체 노드들 각각에 대한 플

랫폼 메트릭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수집된 메트릭 및 상기 플랫폼 메트릭에 기초하여 상기 대체 노드들 중 최적으로 선

택된 노드 내에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자발적인 장애 극복을 위한 장치가 또한 제공되며 상기 장치는, 노드에 있는 서비스 인스턴스들에 대하여

메트릭을 수집하기 위한 수단; 상기 노드에서 장애를 검출하기 위한 수단; 상기 장애가 검출되는 경우, 대체 노드 셋트의

위치를 찾고, 상기 대체 노드들 각각에 대한 플랫폼 메트릭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수집된 메트릭 및 상기 플랫폼

메트릭에 기초하여 상기 대체 노드들 중 최적으로 선택된 노드 내에 새로운 대체 서비스 인스턴스들을 생성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한다.

실시예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웹 서비스 또는 인프라를 호스팅하는 격자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인프라에서, 자발적인 장애

극복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 개시된다. 특히 인프라를 호스팅하는 격자 서비스를 참조하면, 바람직하게는 장애

가 있는 노드를 호스팅하는 격자가 검출되고, 바람직하게는 그 장애 노드에서 호스팅되는 해당 격자 서비스들의 셋트가 결

정된다. 그 해당 셋트에 있는 각 서비스에 대해 컴퓨팅 요구사항, 컴퓨팅 성능 및 비용/수익 특성들이 결정될 수 있다. 또

한, 바람직하게는, 해당 셋트에 있는 격자 서비스들의 새로운 인스턴스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존의 격자 서비스 호스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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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이 식별된다. 호스트 노드 하나가 해당 셋트의 모든 서비스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식별된 경우, 그 셋트의 서비스들은

바람직하게는 식별된 호스트 노드에 인스턴스가 생성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바람직하게는 하나 또는 다수의 결정된 컴퓨

팅 요구사항, 성능 및 비용/수익 특성들에 따라 하나 이상의 호스트 노드들에서 서비스들의 배치가 최적화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람직하게는 각 서비스 인스턴스는 컴퓨팅 요구사항, 성능 메트릭 및 비용/수익 특성들에 대해 감시된

다. 일 예로서, 컴퓨팅 요구사항은 운영체제 요구사항 및 하드웨어 자원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성능 메트

릭은 서비스 인스턴스의 운영 과정에서 소모되는 통신 대역폭, 프로세서, 메모리 또는 디스크 저장소와 같은 자원 소모 메

트릭을 포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용/수익 특성들은, 예컨대 소모되는 자원당 비용 및 소모되는 자원당 수익 양자 모두

를 포함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바람직하게는 메트릭은 각 서비스의 운영 중에 다이내믹하게 기록된다. 따라서,

메트릭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드 장애를 검출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바람직하게는 우선순위가 더 높은(higher priority) 서비스들이 노드에 배치되는

데, 이 노드에서는 우선순위가 더 높은 서비스들이 이전 장애 노드에서의 자원 소모 레벨에 부합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레

벨을 향유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 노드가 장애 노드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의 새로운 인스턴스들을 수용할만큼 자

원이 충분하지 않은 제한된 자원 컨텍스트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은 서비스들은 이전 장애 노드에서 확보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자원을 할당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바람직하게는 서비스들의 새로운 인스턴스들을 수용하는

데 복수의 대체 노드들이 사용되는데, 여기에서 셋트에 있는 서비스들을 분리함으로써 발생되는 성능 영향은 대체 노드에

서 우선순위가 더 낮은 서비스들에 대해 더 낮은 자원 레벨을 할당함으로써 발생되는 성능 영향을 넘어서지 않는다.

어떤 경우든, 본 발명은 웹 서비스의 분산 셋트 컨텍스트에서,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격자 서비스 인프라의 경우에서 구현

될 수 있는데,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격자 서비스 인프라가 본 명세서에서 기술되는 자발적인 장애 극복을 하

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목적에서,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자발적인 장애 극복을 하도록 구성된 서비스

격자의 구성도이다. 당업자에게 있어서, 서비스 격자는 예컨대,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110)를 통해 격자 형

태로 서로 통신 링크되는 하나 이상의 격자 호스트(120A, 120B)로 구성되는 웹 서비스 격자가 될 수 있음이 명백할 것이

다. 요청 중인 개개의 클라이언트(100)는 하나 이상의 격자 호스트(120A, 120B)의 웹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당업계에 주지된 바와 같이, SOAP 인코딩된 메시지들은 요청 중인 클라이언트들(100)과 격자 호스트(120A,

120B)에 각각 상주하는 격자 서비스(130A, 130B) 사이에서 라우팅될 수 있다.

특히, 클라이언트들(100)은 격자 조정기(150)로부터 가능한 양만큼을 요청함으로써 개개의 웹 서비스들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SOAP 인코딩된 메시지들은 메시지 라우터(140)에서 수신되어, 알려진 격자 조정기(150)

셋트 중 하나(하나만 도시되었음)로 선택적으로 라우팅될 수 있다. 수신된 각 메시지에 대해서, 바람직하게는 격자 조정기

(150)는 서비스 등록기관(190)에 알려진 격자 호스트들(120A, 120B) 내에서 호스팅되는 알려진 격자 서비스들(130A,

130B)을 상담함으로써, 요청된 웹 서비스의 원하는 인스턴스의 위치를 서비스 격자 내에서 찾는다. 다음으로, 바람직하게

는 격자 서비스 조정기(150)의 요청 라우팅 로직(160)이 각각의 격자 호스트들(120A, 120B) 중 하나에서 격자 서비스들

(130A, 130B) 중 선택된 하나로 요청을 라우팅한다.

당업자라면 격자 호스트들(120A, 120B)은 중앙집중 형태(centralized fashion)의 서버 컴퓨팅 장치 내에 또는 분산 형태

로서 복수의 서버 컴퓨팅 장치에 걸쳐서 배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격자 호스트들(120A, 120B)은 컴퓨팅 장치

와 같은 물리적인 호스트 또는 물리적인 호스트 내에 있는 가상 머신이나 프로세스와 같은 가상 호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서든, 격자 호스트(120A, 120B) 각각은 일반적으로 웹 서비스의 인스턴스가 생성되어 유지 및 파괴될 수 있는

하나의 호스트 노드로 간주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바람직하게는 격자 서비스 조정기(150)가 OGSA 및 예컨대, Argonne National Laboratory(2002.01.29)에

실린 Globus tutorial의 Globus Project, Gluobus Toolkit Futures: An Open Grid Services Archtecture에 따른 사양으

로 정의된 것과 같은 격자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는 점이다. 당업계에 주지된 바와 같이 OGSA를 따르는 격자 서비

스 인터페이스는 아래의 인터페이스들 및 동작특성을 포함할 수 있다.

1. 웹 서비스 생성(Factory)

2. 전역 명명 (global naming; Grid Service Handle) 및 참조(Grid Service Reference)

3. 수명 관리(life management)

4. 등록 및 탐색(registration and disc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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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authorization)

6. 통지(notification)

7. 병행성(concurrency)

8. 관리가능성(manageability)

이러한 관점에서, 격자 서비스 조정기(150)는, 바람직하게는 선택된 웹 서비스의 인스턴스들을 새로운 또는 원래 있던 애

플리케이션 컨테이너(application container)로 복제할 수 있는 팩토리 인터페이스(factory interface)를 포함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격자 서비스 조정기(150)는 하나 이상의 원격 격자 호스트(120A, 120B)에 걸쳐 있

는 요청된 웹 서비스의 격자 서비스 인스턴스들(130A, 130B)에 대해 그 생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 결과, 지정된 웹 서비

스에서 처리를 위한 서비스 요청을 수신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그 지정된 웹 서비스의 임의의 특정 인스턴스에 관계없이,

바람직하게는 격자 서비스 조정기(150)의 요청 라우팅 로직(160)은 임의의 개수의 라우팅 기준에 따라 서비스 요청을 구

동하기 위해 격자 호스트들(120A, 120B) 내의 서비스 인스턴스들 중 특정 하나를 선택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장애 극복 로직(170) 및 최적화 메트릭 저장소(180) 양자 모두는 각자 별개 또는 결

합형태로 격자 조정기(150) 내에 포함된다. 최적화 메트릭(180)은 개개의 서비스 인스턴스들(130A, 130B)의 운영과 관

련된 다양한 정적 및 동적 파라미터들과 측정치들의 리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적화 메트릭(180)은, 바

람직하게는 격자 호스트(120A, 120B) 내에서 소모되는 자원들, 바람직한 운영체제 플랫폼, 요구되는 최소의 자원들 및 바

람직한 최소의 자원들의 측정치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최적화 메트릭(180)은, 바람직하게는 각 개개의 서비스 인스턴스

(130A, 130B)에 대하여 단위 성능당 비용, 단위 자원 소모당 비용, 단위 성능당 수익 및 단위 자원 소모당 수익을 지정한

다. 주목할 만한 것은, 최적화 메트릭 저장소(180) 내에 포함된 데이터는, 바람직하게는 최적화 메트릭 저장소(180)에 연

결되어 바람직하게는, 개개의 서비스 인스턴스들(130A, 130B)에 대한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는 감시부(도시 생략)의 작동

에 의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남에 따라, 장애 극복 로직(170)은, 바람직하게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이 상주하는 격자 호

스트들(120A, 120B) 중 장애 격자 호스트를 검출할 수 있다. 장애 격자 호스틀 인식하면, 장애 극복 로직(170)은, 바람직

하게는 하나 이상의 대체 격자 호스트의 위치를 찾아낸다. 대체 격자 호스트들은 장애 격자 호스트 내에 있는 모든 서비스

인스턴스를 수용할 수 있는 격자 호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반면, 대체 격자 호스트들은 이미 서비스 인스턴스들을 호스팅

중이어서 장애 격자 호스트에 있는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사용을 위해 현재 할당된 호스트 자원들 모두보다는 적은 자원을

갖는 격자 호스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대체 격자 호스트가 식별되는 경우, 장애 격자 호스트에 상

주하는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새로운 인스턴스들은, 바람직하게는 그 식별된 대체 호스트에 생성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장애 격자 호스트에 상주하는 서비스 인스턴스의 새로운 인스턴스들을 최적으로 배치하기 위하여 장애 극복 최적화 프로

세스가 수행될 수 있다.

도 2는 도 1의 서비스 격자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장애 극복 최적화를 위한 프로세스의 블록도이다. 본 발

명의 배치에 따르면, 격자 조정기(215)는 선택된 노드들(210X, 210Y, 210Z)에서 운영 중인 개개의 서비스 인스턴스들

(260A, 260B, 260C)의 운영을 감시할 수 있다. 개개의 서비스 인스턴스들(260A, 260B, 260C)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서

비스 메트릭(230)은, 바람직하게는 서비스 인스턴스들(260A, 260B, 260C) 각각에 대하여 기록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

비스 인스턴스들(260A, 260B, 260C) 각각은, 바람직하게는 컴퓨팅 요구사항, 성능 메트릭 및 비용/수익 특성들에 대해서

감시된다. 일 예로서, 컴퓨팅 요구사항은 운영체제 요구사항 및 하드웨어 자원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성능 메트릭은 서비스 인스턴스의 운영 과정에서 소모되는 통신 대역폭, 프로세서, 메모리 또는 디스크 저장소와 같은 자

원 소모 메트릭을 포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용/수익 특성들은, 예컨대 소모 자원당 비용 및 소모 자원당 수익 양자 모

두를 포함할 수 있다.

감시되는 특정 노드, 예컨대 서비스 인스턴스(260A, 260C)가 상주하는 노드(210Y)에서 장애가 검출되면, 최적화 로직

(220)은, 바람직하게는 이하의 프로세스에 따라 장애 극복을 시도한다. 먼저, 바람직하게는 하나 이상의 대체 노드(240A,

240B)가 식별된다. 바람직하게는, 각 대체 노드(240A, 240B)에 대해 개별적으로 플랫폼 메트릭(250A, 250B)이 결정된

다. 개별적인 플랫폼 메트릭(250A, 250B)은, 예컨대 프로세서 유형, 운영체제 유형, 메모리 및 저장소 용량 등과 같은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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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팅 구성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개별적인 플랫폼 메트릭(250A, 250B)은, 몇가지 예를 들자면, 소모되는 컴퓨팅 자원,

호스팅되는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개수 및 동일성(identity) 등과 같이, 동적으로 변화하는 대체 노드(250A, 250B)의 지정

상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도 2의 예시적인 경우에서, 최적화 로직(220)은,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먼저 장애 노드(210Y) 내에서 호스팅되는 서비

스들(260A, 260C)이 식별된 대체 노드들(240A, 240B) 중 하나에서 이전에 장애 노드(210Y)에서 확보했던 성능 레벨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체가 다시 인스턴스 생성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의

간단한 경우로서 대체 노드(240A)가 이전에 장애 노드(210Y)에서 확보했던 성능 레벨로 서비스들(260A, 260C)의 새로

운 인스턴스들을 수용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들을 포함한다고 결정되었다면, 바람직하게는 대체 노드(240A) 내에 서비스

들(260A, 260C)의 새로운 인스턴스들이 배치된다.

반면, 대체 노드들(240A, 240B) 중 어느 것도 이전에 장애 노드(210Y)에서 확보했던 성능 레벨로 서비스들(260A, 260C)

의 새로운 인스턴스들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바람직하게는, 서비스들(260A, 260C)은 서비스들(260A, 260C)의 인스턴

스들에 대한 서비스 메트릭(230)에 기초하여 최적의 형태로 하나 이상의 대체 노드들(240A, 240B)에 걸쳐 배치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람직하게는 서비스들(260A, 260C)의 새로운 인스턴스들은 대체 노드들(240A, 240B) 양자에 걸쳐서

배치되어 임의의 대체 노드(240A, 240B) 하나가 서비스들(260A, 260C)의 새로운 인스턴스들을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

게 된다. 이와 달리, 바람직하게는 서비스들(260A, 260C)의 인스턴스들에 대한 서비스 메트릭(230)이 플랫폼 메트릭

(250A, 250B)과 매칭되어 서비스들(260A, 260C)의 인스턴스들 중 임의의 하나에 대해 가장 적절한 플랫폼을 식별한다.

예컨대, 이러한 관점에서 바람직한 운영체제가 결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비용 대 성능(cost-to-performance) 및 수익 대 성능(revenue-to-performance) 비율

들이 서비스들(260A, 260C)의 각 인스턴스에 대해 결정된다. 이리하여 더 높은 수익/성능 및 더 낮은 비용/성능 비율들을

향유하는 서비스들(260A, 260C)의 인스턴스들이 대체 노드 내에서 좀 더 높은 성능을 확보하기 쉬운 반면, 더 낮은 수익/

성능 및 더 높은 비용/성능 비율들을 갖는 서비스들(260A, 260C)의 인스턴스들은 상기한 서비스들(260A, 260B)의 인스

턴스들에게 양보할 확률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들(260A, 260C)의 새로운 인스턴스들이 하나 이상의 대체 노드

(240A, 240B) 내에 배치될 수 있다. 상술한 계산을 돕기 위해 서비스 메트릭(230) 및 플랫폼 메트릭(250A, 250B)에 대해

최적합 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도 1의 서비스 격자에서 자발적인 장애 극복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도시

하는 순서도이다. 블록(310)을 시작하면서, 바람직하게는 노드 장애가 격자 조정기 내에서 검출된다. 블록(320)에서, 바람

직하게는 장애 노드 내에 상주하는 각 서비스 인스턴스가 식별된다. 블록(330)에서, 바람직하게는 하나 이상의 대체 노드

가 더 식별된다. 블록(340)에서, 바람직하게는 장애 노드에 있는 서비스 인스턴스들 각각에 대해 기록된 메트릭이 검색된

다. 이와 달리, 장애 노드에서 호스팅된 서비스의 각 인스턴스별로 해당 서비스에 있어서, 다른 노드들에 걸쳐 있는 복수의

인스턴스에 대해 기록된 메트릭이 검색되어서, 그 서비스에 대한 임의의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발생한 변칙적인 이벤트들

을 완화시킬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식별된 대체 노드 각각에 대한 플랫폼 메트릭이 블록(350)에서 식별된다.

결정 블록(360)에서, 바람직하게는 식별된 대체 노드들 중 장애 노드에서 이전에 겪은 성능에 기초할 때, 성능 열화없이 서

비스들의 새로운 인스턴스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임의의 노드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있는 경우, 바람직하게는, 블록

(380)에서 성능 열화없이 서비스들의 새로운 인스턴스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식별된 대체 노드 내에 서비스들의 새로운

인스턴스들이 배치된다. 없는 경우, 바람직하게는, 블록(370)에서 최적의 서비스 배치 분석이 수행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람직하게는 각 서비스에 대한 메트릭이 검색되어 잠재적인 대체 노드 각각에 대한 메트릭과 비교된다.

바람직하게는, 서비스들의 새로운 인스턴스들이 생성되어야 하는 대체 노드를 결정하기 위하여 최적합 분석이 실시된다.

주목할만 한 것은, 서비스 메트릭의 상이한 요소들은 다른 것들에 대해 소정의 요소들을 강조하기 위해, 예컨대, 자원 소모

퍼센트당 수익은 바람직한 운영체제보다 더 중요한데, 이를 위해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하나 이상의

새로운 서비스 인스턴스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새로운 서비스 인스턴스들 전부가 하나의 대체 노드 내에 생성되거나, 또

는 임의의 새로운 서비스 인스턴스 하나에 대해서도 성능 저하가 없도록 보장하면서 새로운 서비스 인스턴스들 전체가 복

수의 대체 노드에 걸쳐 나뉘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체 노드에 새로운 서비스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인해 원래 있던 서

비스 인스턴스들 중 어떤 하나라도 위치가 바뀔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블록(370)의 분석은 하나 이상의 대체 노드 내에 원

래 있던 서비스 인스턴스들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의 구

현은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중앙집중 형태로 실현되거나, 상이한 요소들이 상호연결된 다수의 컴퓨터 시스템에 걸쳐

퍼져 있는 분산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 임의의 유형의 컴퓨터 시스템 또는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방법들을 수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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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적으로 변경된 다른 장치들이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맞춰진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일반

적인 결합은, 로딩되어 실행될 경우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여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방법들을 수행하게 하는 컴퓨터 프로

그램을 갖는 범용 컴퓨터 시스템이 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방법들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특징들을 포함하고, 컴퓨터 시스템으로 로딩될 경우 이러한 방법들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내에 내장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은 임의 언어, 코드 또는 표기로 된 명령어 집합의 임의의 표현을 의미하는

데, 이 때 명령어는 다음 중 하나를 직접, 또는 다음 중 하나 이후, 또는 다음 둘 다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정보 처리 능력

을 갖는 시스템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의도되는데, (a) 다른 언어, 코드, 또는 표기로 변환; (b) 다른 자재 형태로 재생산이

그것이다. 중요한 것은,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사상 또는 본질적인 속성을 벗어나지 않고 다른 특정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상술한 설명이 아닌 이하의 청구항을 참조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예시로서 기술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자발적인 장애 극복을 하도록 구성된 서비스 격자의 구성도.

도 2는 도 1의 서비스 격자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장애 극복의 최적화를 위한 프로세스의 블록도.

도 3은 도 1의 서비스 격자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에에 따른 자발적인 장애 극복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도시

하는 순서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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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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