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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원격 절차 호출 실행 방법 및 트랜잭션 매니저

요약

트랙잭션 매니저(transaction manager)가 복수의 클라이언트들 중 임의의 클라이언트들로부터의 모든 서
비스 요구들을 인터셉트(intercepting)하고, 작업 요구(task request)들과 독립적으로 접속을 확립하고, 
가용한 서버(available  server)들을 그 작업 요구들에 할당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서버
(client/server) 접속을 통해 서비스 자원들을 공평하게 분배하게 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트랜잭션 매
니저는 어떠한 요구와도 독립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서버를 시동하고, 어떤 서버와도 독립적으로 서버 접
속을  위한  모든  클라이언트  요구를  트랙잭션  매니저에  향하게  하고,  작업  요구들을  큐(queue)에 
배치하고, 큐 길이에 근거하여 추가의 서버들을 시동 및 정지시킨다.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대표적 원격 절차 호출(RPC) 구조(remote procedure call architecture)에 대한 고레벨 개략도.

제2도는 본 발명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대표하는 고레벨 개략도.

제3도는 본 발명의 트랙잭션 매니저의 양호한 형태에 대한 개략 블록도.

제4,5 및 6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형태의 동작을 함께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시스템 구조체             12,20 :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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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0,132 : 서버              16,16′: 포트매퍼

18,18′: 어드레스              30 : 네트워크

110 : 트랙잭션 매니저          300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302,304,306,308 : 레지스터     310 : 요구 큐

312 : 스위치                   316 : 서비스 시동/정지 소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관한 것이며, 특히, 그러한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프로세서들 사이에서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 접속을 전개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네트워크에 접속된 다수의 데이터 프로세서들 사이의 통신을 허용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여러해 동안 
공지되어 왔다. 그러한 초기의 네트워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터미널들 중 임의 것과, 중앙 데이
터 기억 설비를 갖추고 있으면서 그로부터 정보를 검색하는 주프로세서 사이의 통신을 수분하였다. 그러
나, 소형 데이터 프로세서의 기억 능력과 처리력이 증가됨에 따라, 네트워크에 접속된 데이터 프로세서들 
중에서 적어도 몇몇의 데이터 프로세서들 사이에서 데이터 기억 및 처리가 공유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됨으로써, 대용량 중앙데이터 기억 설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데이터 및 관련 데
이터 처리를 위한 문의 또는 요구(inquiries or requests)는 다른 데이터 프로세서들로 향하게 될 수 있
게 되어, 네트워크에 접속된 하나의 데이터 프로세서가 서버로서 알려진 다른 프로세서의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이 개발되게 되었다. 그러한 요구는 데이터에 대한 요구로 한정될 필요가 없
으며, 서버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데이터 처리 또는 서비스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한  프로토콜에  의해  실행된  기본  오퍼레이션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접속을 확립하고

(establishing a connection), 요구를 처리한 후, 접속을 차단(terminate)하는 것이다. 서버에 의해 처리
될  수  있는  요구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로  지침되는  서버  상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softward 
application)에서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원격 절차 호출(RPC)로 지칭되는 요구의 처리는 상당한 양의 시간이 걸리 수도 있으며 또한 
접속을 확립하고 접속을 차단하는데 필요한 부가의 처리 시간 부담(overhead)를 포함하며, 상기 접속의 
확립과 접속의 차단은 모두 클라이언트/서버 관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프로토콜에 의해 복잡해진다. 서
버 구현에 따라서는, 다수의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접속 및 차단 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을 포함하여 필
요한 처리 시간의 양은 요구를 하는 클라이언트를 대기 상태에 놓이게 하여[예를 들면, 서버 또는 어떤 
시스템 매니지먼트 장치(system management arrangement)에 의해 요구가 큐(queue)에 배치됨] 요구 처리
를 지연시킬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요구 처리에 있어서의 모든 그러한 지연은 이론상으로 네트워크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경제성과는 무관하게, 시스템의 실용성을 손상시킨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서버 관계의 실용성은 동일한 프로세서 상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다수의 동일한 서버의 개발에 의해 상당히 향상되어서, 잠재적으로 이용가능한 서버의 수를 증가시켜 왔
다. 이러한 처리는 다수의 애플리케이션(plural appolications)의 동시 실행과 동등하나, 여기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그러한 동시 실행 애플리케이션들은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프로토
콜은 복잡한 상태로 남아있으며, 시스템의 전체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면,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에 의해 개발되어 광범위하게 공지되고 사용된 RPC설비(이후부터 선 RPC
로 지칭됨)는 여러해 동안 많은 운영 시스템과 하드웨어 플랫폼(platform) 상에서 사용되어 왔다. 선 RPC
는 클라이언트/서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프로그래머를 지원하는 한 세트의 프로그래밍 라이브
러리 및 툴(a set of programming libraries and tools)이다. 그러나, 다수의 동시 실행 서버가 단일 프
로세서  상에서  전개된다  할  지라도,  선  RPC는  어느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대해서나  동시 서버들
(concurrent servers)를 지원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한 클라이언트가 처리해야 할 다수의 요구를 가
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고려해 보자. 선 RPC와 같은 공지의 RPC 설비하에서, 클라이어트와 서버 모두
는  서버와의  접속이  확립되는  시간에  서로  구속된다.  다수의  요구가  통신  링크를  차단  및 재확립함
(terminating and re-establishing)이 없이 서버에 의해 처리될 수 있지만, 상기 요구 등은 동일한 서버
에 의해 순차적으로 반복 처리되어야만 한다. 역으로, 단일 클라이언트가 다수의 이용가능한 서버에 의한 
동시 처리의 장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는, 각각의 서버가 시동될 때, 별도로 등록되고 각각의 그러한 서
버에 대해 별도의 통신 링크(separate communication link)가 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요구는 특
정 서버에 대해 별도의 통신 링크를 확리해야 하는 부담(overhead)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각각의 
새로운 서버 처리를 시동하기 위해 추가의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는 순차 처리 또는 실
제 처리 부담 발생의 필연성으로 인해 이용가능한 시스템의 전체 능력을 이용할 수 없다.

기존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구를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처리하는 동안 또다른 잠재 클라이언트가 요
구를 할 가능성을 부가하여, 동일한 예를 더 고려해 보자. 추가의 요구가 동시에 이용가능한 서버에 의해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서버로부터 요구된 이용가능한 서비스의 등록은 그 클라이언트에 대
해 별도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은 선 RPC 설비에서는 서버 상에 상주하는 소위 포트맵퍼(portmapper)
(“포트맵퍼”선 마이크로시스템즈의 상표이다.)에 의해 행해진다. 통신 링크를 확립하기 위한 작동이 개
시될 수 있기 전에 이용가능한 서버의 적어도 하나의 어드레스(예를 들면, 포트 번호)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별도 등록 또한 이용가능한 서버와의 통신 링키의 확립 및 차단에 수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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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에 기여한다.

서버가 즉시 이용가능하지 않는 경우(500 이상의 잠재 클라이언트를 갖는 현재 규모의 네트워크에서 있음
직한), 요구는 한 요구의 완료시에 또 다른 통신 링크의 차단을 유발할 수도 있거나[차단된 링크를 이전
에 이용하고 있던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나머지 요구가 큐(queue)에 배치되게 함] 또는, 새로운 클라이언트
로부터의 요구가 이용가능한 서버를 기다리는 큐에 배치되는 연장된 기간 동안의 대기 상태를 유발할 수
도 있다. 어떤 경우에서나, 다수의 클라이언트로부터의 RPC들이 다수의 서버에 의해 공평하게 또는 적시
에 서비스되고, 어떤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접속 및 차단 요구를 포함한 어떤 순차의 RPC 처리 동안에도 그 
클라이언트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버가 단단히 결합된 상태로 남게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어떠한 공지의 RPC 설비에도 없다. 예를 들면, 선 RPC의 경우, 포트매퍼(portmapper)는 포트매퍼로 등록
되는 어떤 서버를 위한 상태 또는 이용가능성 정보를 운반하지 않으며, 잠재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어
드레스 또는 포트 번호는 실제로 랜덤하고 다른 서버들이 이용가능할 때 다른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구를 
처리하는 서버의 어드레스 또는 포트 번호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선 RPC는 순서대로 처리될 어떤 특
정 서버의 요구에 대해 대비하지 않는다. 요구 처리를 적시(timeliness)에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유일
한 공지의 잠재적 해결책은, 실제 처리 부담을 물론 수반하며 어쩌면 서버 프로세서의 하드웨어 능력이 
쉽게 초과되게 할 수도 있는 각각의 요구에 대해 새로운 서버를 생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서버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현존하는 프로토콜은 실제 처리 부담을 요구하고, 서버를 
클라이언트에게 할당하는 것에 대한 유연성을 제한하며, 클라이언트에게 할당될 수도 있는 서버 능력을 
제한하며, 다수의 클라이언트 로부터의 요구를 공평하게 그리고 적시에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요약하면, 서버들을 쉽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그와 같이 증가된 수효의 서버의 처리 능력은 공지
의 RPC 설비에 의해 완전히 이용되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지 못할 수도 있다. 실행 서버 중의 여러 서
버들로 통신을 향하게 하는 통신 매니저를 부가하는 것과 같은 다른 해결책은 또한 접속과 관련된 부담을 
증가시키며, 접속시에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단단히 결합하고, 추가의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구를 통신하
기 위한 더 이상의 접속을 방해하면서 실행 서버들이 아이들(idle) 상태가 되도록 할 수도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위해 서버들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을 지원하는 시스
템 구조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용가능한 서버의 수를 초과할 수도 있는 다수의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구를 
적시에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공지의 RPC 프로토콜과 호환성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네트워크 접속 프로세
서들 사이에서 단순화된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요구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서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접속을 확립하는 프
로세서로부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버를 분리시켜, 증가된 수의 클라이언트/서버 접속의 유지를 허용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이러한 목적 및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데이터 프로세서 상에서 원격 절차 호출을 실행
하는 방법에 있어서, 원격 절차 호출과 독립적으로 데이터 프로세서 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를 시
동하는 단계, 하나의 추가 데이터 프로세서와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 사이의 접속을 확립하는 단계, 접속
을 통하여 상기 서비스 내에 포함된 작업(task)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 및 접속을 
확립하는 것과 무관하게 수신된 순서대로 가용한 서버를 요구에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프로세
서 상에서 원격 절차 호출을 실행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 따르면, 제1데이터 프로세서 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를 시동하기 위한 
장치, 서버와 무관하게 제2데이터 프로세서와 상기 제1데이터 프로세서 사이의 접속을 확립하기 위한 장
치, 서비스 내에 포함된 작업에 대한 요구를 수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및 접속을 확립하기 위한 상기 
수단과는 무관하게 수신된 순서대로 상기 작업에 가용한 서버를 할당하기 위한 장치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네트워크용 트랜잭션 매니저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트랜잭션 매니저는, 실행 서버를 등록(legistering)하기보다는 포트매퍼 또는 클라이언트
에 의해 트랜잭션 매니저를 등록하여, 접속을 확립하는 프로세스로부터 서버들을 분리시키고, 클라이언트 
접속과 무관하게 서버들에게 요구들을 할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요구의 병렬 처리를 지원하
는 한편, 현존하는 RPC 설비들과의 호환성을 성취하도록 동작한다. 소켓 핸들(socket handle)에 의한 클
라이언트 요구의 표시와 관리 요구(administrative request)의 처리를 위한 대비를 통하여 본 발명이 구
현되는 시스템의 유연성 및 효율이 신장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및 다른 목적, 양상 및 장점은 도면을 참조한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대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
에 의해 잘 이해될 것이다.

도면, 특히 제1도에는, 공지의 RPC 설비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선 RPC 설비에 따른 시스템 구조체
(10)가 도시되어 있다. 선 RPC 설비는 공지되어 있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을 지라도, 선 RPC 설비 및 
다른 유사한 설비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제1도는 본 발명의 이해
를 용이하게 할 정도의 설명 수준으로 한정된 고레벨의 개략 설명도이다. 동일한 이유로, 제1도의 어떤 
부분도 본 발명에 관한 종래의 기술인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제1도에서 네트워크(30)은 클라이언트로 기능하는 다수의 프로세서(20)를 선 RPC 설비와 서비스 애클리케
이션이 상주하면서 실행중인 프로세서(12)와 상호 접속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의의 프로세서(20) 또는 
모든 프로세서(20)는 동일하거나 또는 다른 서비스를 위한 서버로서 기능하는 능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으며, 다른 서버가 존재할 경우 프로세서(12)가 하나의 클라이언트로서 기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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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어떤 프로세서 상에 서버의 기능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상주하는 RPC 설
비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및 그들을 실행할 처리 능력이다.

선 RPC 설비는 프로세서(12) 상에 RPC 서버(14) 및 포트매퍼(16)를 설치한다. 즉, RPC 설비 및 포트매퍼
는 선 RPC 설비와 같은 RPC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설치된다. 이러한 기능 소자들은 다른 RPC 설비의 유사
한 기능 소자들을 표시하며, RPC 설비에 의해 특정된 설정에 따라 로직(logic), 레지스터, 특정 메모리 
어드레스 블록 및 그러한 종류의 것에 의해 구체화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본 발명의 실시에는 중
요하지 않다. 그러한 기능 소자는 특정 목적 데이터 처리 회로 및 전용 하드웨어에 의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포트매퍼(16)는 서버가 시도될 때 서버 요구에 응답하여 각각의 서버에 대해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
비스 내에서 요구될 수도 있는 작업(tasks)의 설명과 그러한 작업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어드레스(18)를 유지하는 프로그램인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포트매퍼(16)는 또한 바람직하게는 조회 
테이블(look-up table)의 형태로 클라이언트를 위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포트매퍼(16)는 또
한 네트워크 접속을 확립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에 의해 사용된 RPC 프로그램 번호 및 버전도 또한 유지
한다.

RPC 서버는 RPC 프로그램 번호 및 버전 번호를 이용하여 고유하게 식별되는 특정 서비스(예를 들면, 작업
의 세트)를 실행하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의해 구성된다. RPC 서버가 시동될 때(따라서, 클라이언트에
게 이용가능하게 됨), 서버는 포트매퍼(14)로 등록한 다음, 클라이언트 프로세서로부터의 접속 요구 및 
후속 작업 요구를 기다린다.

RPC 클라이언트(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1, 클라이언트 2, 클라이언트 3, ..., 클라이언트 N)은 특정 작업
을 수행할 수 있는 서버에게 그들 작업에 대한 RPC의 요구를 전송하는 능력을 갖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자
에 의해 구성된다.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포트매터(16)로부터 접속 정보를 요구하며, 그 정보를 이
용하여  RPC 서버(14)와의 접속을 요구하며; 그 다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구가 서버(14)에 의해 보유
된 접속을 통해 서버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동작시,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접속시에 단단히 결합되며, 접속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구의 완료시에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서버가 사용중에 있으면, 더 이상의 접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 (각각의 서버가 
포트매퍼에 의해 별도로 등록되고 접속 요구가 특정 서버에게 이루어지므로, 단지 하나의 서버만이 고려
될 필요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공지의 RPC 설비하에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구는 서버에서 대기하
는 것을 차단하므로, 결국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구가 실제로 무작위 순서로 처리된다. 몇몇 
큐잉(queueing) 또는 통신 인터럽트 장치가 통신 매니저의 형태로 (서버 정보가 수신된 순서로 요구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도록 접속 요구를 큐잉함으로써) 포트매퍼 레벨에서 제공될 수 있으나, 그러한 매
니지먼트는 포트매퍼의 한 기능이 아니라는 것은 본 발명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어떤 특정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모든 요구는 접속이 이루어진 서버에 의해 반복 처리되어야만 
한다.

이론상으로는 한 클라이언트로부터 다수의 서버 각각으로의 접속이 다양한 요구를 서비스하도록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각각의 요구 또는 순차적인 요구가 동시에 처리되도록 하려면 특정 서버로의 별도 접속이 요
구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위에서 주목된 바와 같이 접속을 확립하는 추가의 처리 부담을 요할 뿐만 
아니라, 단일 장치 상에서 별개의 동일한 처리들로서 충분한 수의 서버를 불러낼 수 있는 훨씬 증가된 프
로세서 능력도 또한 필요로 한다. 더 나아가, 한 클라이언트가 다수의 서버에 대한 다수의 접속을 확립하
는 것이 허용될 경우, 그러한 접속 각각은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특정 세트의 요구를 특정 서버와 단
단히 결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복귀된 정보(returned information)를 특정 요구 또는 한 
세트의 요구와 결합하기 위한 대비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더 나아가, 어느 때나 이용할 수 있거나 또한 
한 순차의 요구를 처리하는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서버 및 프로세서 용량을 한 
클라이언트가 이용함으로써,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될 서비스가 방해되거나 또는 부당하게 대기되게 
하는 결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2도에서, 본 발명의 구조체(100)가 설명될 것이다. 네트워크(30) 및 다수의 클라이언트(20)은 제1도에
서와 같이 제시된다. 포트매퍼(16′)는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제공되지만, 다른 점이라면, 접속을 확
립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버 어드레스(예를 들면, 포트 번호)가 이후 때때로 XMAN으로 지
칭되는 트랜잭션 매니저(110)의 어드레스일 것이라는 점이다.

비록 다수의 서버라 할 지라도 단지 하나의 단일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이것은 각각의 클라이언트에게서 
유익하게 저장될 수 있는 단일 어드레스(예를 들면, 상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클리케이션의 프로그램 번
호)일 것이다. 이는 이하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트매퍼(16′)의 존재 이유는 근본적
으로 현존하는 선 RPC 설비 및 다른 RPC 설비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포트매퍼는 서버가 
시동될 때 서비스의 등록을 수신 및 유지하는 능력을 유지하며, 다른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가능
할 때나 또는 어떤 서비스가 방해될 수도 있을 때 몇가지 호환성 및 편의를 제공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상기 시스템이 추가의 어드레스(18′)(예를 들면, XMAN B)를 구비할 필요가 있는 복제된 발명(예를 들면, 
(132,134)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의 구조체 및 둘 또는 그 이상의 서로 다른 서비스를 채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서버 프로세서의 하드웨어 능력에 따라, 둘 또는 그 이상의 서로 다른 서비스(각
각의 서비스는 잠재적으로 다수의 서버를 이용한다.)가 XMAN(110)을 갖는 동일한 프로세서 상에 제공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서나, 포트매터는 요구된 작업에 적합한 고유 프로그램 번호와 같은 서로 다른 어
드레스를 제공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

제3도에는 트랙잭션 매니저의 기본 소자들이 도시되어 있다. 또다시, 이러한 소자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하드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4
개의 레지스터(302,304,306,308)는 트랙잭션 매니저(110)용의 기본 설정 값을 기억하도록 제공된다. 레지
스터(302)는 요구가 없을 때 실행될 최소수의 서버를 확립하며 임의로 1로 세트된다. 레지스터(304)는 추
가의 서버를 시동하기 전에 허용될 대기 요구의 수를 확립하며 임의로 2로 세트된다. 레지스터(306)는 프
로세서(12′)의 용량과 일치하기면 언제나 실행하도록 허용될 최대 수를 기억한다. 각각의 서버가 한정된 

15-4

1019960065707



양의 처리 부담을 취하여 로딩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임을 상기하면, 레지스터 또는 카운터(308)는 
서버가 얼마나 자주 정지될 것인가를 제어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포함하며, 예를 들어, 컴퓨터 부담 기여
(computer overhead contributions), 사용자의 편의, 평균 요구 실행시간 등의 균형(balancing)에 근거하
여 예를 들면, 30초로 설정된다(30초는 현재의 네트워크 억세스 시간의 견지에서 볼 때 사용자에게 종종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다). 모든 이러한 파라미터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서버의 시동
은 큐(queue) 길이의 함수이지만, 이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어떤 상황들에서는 다수의 서버를 시동할 
때 서버의 시동의 빈도수를 제어하기 위해 유사한 파라미터가 유익하게 사용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양방향 네트워크 통신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300)를 통하여 트랜잭션 매니저(110)를 출입한다. 이에 대
한 설명을 위해, 이러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작업 요구와 접속 요구을 변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일
반적으로, 이것은 포트매퍼에 의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 포트 번호에 근거하여 달성되며, 상기 포트 번
호가 상기 서비스의 프로그램 번호일 것이기 때문에 특히 본 발명에 따르면 용이해 진다. 이러한 변별이 
어떻게 실행되는가 하는 것과 무관하게, 접속 요구가 수신될 때, 신호가 포트매퍼(16′)에 전송되어, 트
랜잭션 매니저(110)의 어드레스(예를 들면, 서버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하는 서비스의 프로그램 번호)가 
클라이언트 및/또는 통신 링크를 확립하도록 실행된 다른 오퍼레이션에 전송될 수 있게 된다. 제1도의 구
조체와 구별하여, 서버(130)는 이러한 처리에 관련되지 않는다.

트랙잭션 매니저가 시동될 때, 레지스터(302)의 제어하에서 서버(1)가 시동된다. 요구가 수신될 때 이것
은 일시적으로 요구 큐(310)로 향하며, 서버(1)가 시동되었고 이용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스위치
(312)는 서버(1)에 요구를 즉시 향하게 하고, 거기서 요구가 처리되고, 그 결과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300)를 통하여 클라이언트로 복귀된다. 실행의 문제로서, 소켓 핸들(socket handle)로서 알려진 요구를 
나타내는 에일리어스(alias)가  큐에 배치되고 서버로 전달되어,  요구 그 자체의 보관 전달(store-and-
forward)을 실행하기 보다는 오히려 처리될 요구를 식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의 프로그램 번호가 이미 제공되었고 트랜잭션 매니저와의 접속이 이
에 의해 확립되었기 때문에, 트랜잭션 매니저는 상기 요구 또는 상기 요구의 다른 특성(specifics)에 포
함된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의 이러한 특성은 이하에 더 설명될 
소위 송신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TCPIP)과 개방 소프트웨어 설치/분산 계산 환경(OSF/DCE) 프로
토콜과 같은 다른 RPC 설비 및 시스템에 본 발명을 적용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다].

서버(1)에서 요구를 처리하는 동안 제2 요구가 동일한 클라이언트 또는 다른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된 것
으로 가정하자. 상기 제2 요구는 다른 서버가 이용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 큐(310)에 배치되어 대기한
다. 그러나, 서버(1)가 상기 제1요구를 계속 처리하는 동안 제3 요구가 동일한 클라이언트 또는 다른 클
라이언트로 부터 수신되면, 큐 길이는 레지스터(304)에 있어서의 서버 시동 값과 동일하며, 한 신호가 서
버(2)를 시동시키는 서비스 시동/정지 소자(service start/stop element)(316)에 전송된다. 따라서 서버
(2)가 이용가능하게 될 때 제2 요구는 스위치(312)를 통하여 서버(2)로 전달된다. 각 서버가 시동된 것으
로 간주할 때 스위치(312)는 각각의 서버의 상태에 응답한다[특정 서비스가 이용가능함을 포트매퍼에게 
알리기 위해 상기 제1 서버의 시동이 아닌, 선 RPC 설비에서처럼, 개별 서버의 상태를 포트매퍼(16′)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일단 서비스가 이용가능하면, 포트매퍼는 접속이 요구될 때 XMAN 어드레스를 공급할 
필요만이 있으며, 요구에 대한 서버 할당은 XMAN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

제3 요구는 양호하게는 선입선출 버퍼 형태인 요구 큐(310)에서 진행될 것이나, 서버 시동값이 큐 길이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서버는 아직 시동되지 않을 것이다. 제1 또는 제2 요구의 처리가 완료되기 전
에 제4 요구가 수신되면 서버(3)가 위에서 논의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동될 것이다. 어떤 요구의 처
리가 완료되고 그 결과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300)를 통하여 복귀될 때 서버는 이용가능하게 되어 요구 
큐로부터 다음 요구(예를 들면, 제3 요구)를 수신할 수 있다.

서버는 요구의 부수 사건(an incident of the request)으로서 그리고 서버가 다른 요구도 처리할 수 있다
는 것을 표시하는 것 이외에 XMAN(110)의 어떠한 개입 없이도 요구 처리의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통신한다. 이것은 또한 접속 및 차단 요구에 대해 참이며, 여기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복귀된 결과는 일
반적으로 접속을 위한 승인 및 인증이고 차단을 위한 승인 및 복귀 코드이다. 요구 큐내에 요구가 없을 
경우, 서버는 아이들 상태로 되지만, 레지스터 또는 카운터(308)내의 값에 의해 확립되는 바와 같은 시간 
주기(예를 들면, 30초)가 경과될 때까지 정지되지 않는다. 

서버들은 시동함에 있어서 대략 동일한 시간 분량의 지연 또는 요구 큐의 길이가 서버를 시동하는데 필요
한 처리 부담의 견지에서 레지스터(302) 내에 지정된 값보다 큰지에 따라서 지연을 제공하는 것도 또한 
편리하다. 동일한 이유로, 레지스터(304) 내의 값을 1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비록 이것이 동시 서버 
이용을 위한 총 용량 이하의 용량이 얻어짐을 의미한다 할 지라도, 편리하다. 예를 들면, 서버를 시동하
는데 30초가 요구될 경우, 서버 정지 값과는 무관하게 서비스 시동 값을 1로 세트하는 하는 것은 처리율
에 있어서 이득이 없을 것이다. 서비스 시동 값을 2(또는 그 이상)로 설정하고 그리고 서비스 정지 값을 
서버로 시동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유사하게 설정함으로써, 요구 큐(310)에서 남아있는 요구가 다른 앞선 
요구의 완료시에 어떠한 이용가능한 서버로 즉시 전달될 것이므로, 처리율에 있어서의 이득은 사실상 달
성된다.

위의 사실로부터, 요구가 수신되는 순차로 요구들이 처리되므로, 클라이언트들과 서버들과의 구속은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버들은 사실상 클라이언트 정체(identity)를 알지 못하며(결과의 목
적지를 제외하고), XMAN은 선 RPC 설비하에서 클라이언트 오퍼레이션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식으로 서버에 
요구를 전송시킨 RPC 클라이언트에게는 완전히 없는 것처럼 보인다(transparent).

마찬가지로, 서버들은 동일한 속도로 어떠한 클라이언트 또는 클라이언트의 집단으로부터의 요구를 동시
에 처리할 수 있으며, RPC 설비로부터 반복 요구 처리의 제약이 제거된다. 이와 유사하게, 접속시키기보
다는 오히려 서버들을 요구와 관련시키는 것이 서버의 수가 처리될 요구의 수를 초과할 경우 요구를 기다
리는 서버의 수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프로세서(12′)의 처리력 중 서버 오퍼레이션에 할당되는 부분이 
최소로 유지된다.

게다가, 어떠한 주어진 시간에 요구를 서버에 전송할 수도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접속이 확립되고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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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단일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일련의  요구(a  sequence  of 
requests)의 동시 처리가 추가 접속을 확립하는데 부담 없이 제공되며, 동시에 (요구된 작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트랜잭션 매니저의 이용가능성만이 포트매퍼에 의해 필수적으로 모니터되기 때문에) 등
록의 복잡성이 감소된 상태로 적시의 방식으로(in a timely fashion) 모든 클라이언트 요구에 대한 요구 
처리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한 메카니즘이 제공되어 서비스는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대해 최적화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 있는 기능은, 직접 인입되는 요구들을 여러 실행 서버로 
보내고 접속시에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단단한 구속에 의해 여전히 제한될 접속 매니저의 추가에 의해 달
성될 수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르고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며 유익하다.

본 발명의 동작에 대한 특정 설명을 위에서 제공하였으나, 본 발명의 양호한 동작은 다음의 의사 코드로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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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의사 코드는 제4,5 및 6의 플로우챠트에서 설명된 처리를 구체화한다. 그러나, 제4,5,6도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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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방법론은 양호한 방법론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본 발명의 양호한 기능이 달성될 수 있는 방법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며, 다음의 논의의 견지에서 그 위에 많은 변형이 본 기술 분야의 기술자에게는 
명백할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설명된 방법론은 본 발명과 그 기능의 이해를 전하기 위하여 
단순화된 것이며, 이 설명에서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프로그램에서 구현되는 바와 같은 이 방
법론을 구현한 프로그램 또는 그의 어떠한 변형의 실행 또는 프로그래밍의 상대적 효율에 대해서는 고려
하지 않았음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처리 효율의 관점에서는 요구 그 자체 대신 요구 큐에 소켓 핸
들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이러한 방식으로의 소켓 핸들의 사용은 본 발명의 완전한 특징이며, 
본 발명의 실시에 필수적이지 않고, 그 동작의 원리에 중요하지도 않다. 이 설명에서는, 설명된 모든 처
리 사이에 어느 정도 지연이 있을 것이며, 요구의 상태가 어떠한 설명된 실행 단계 사이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제4-6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은 또한 상기 의사 코드상에 관한 추가의 주석을 제공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4도에서, 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에러 회복을 위해 유용할 수도 있는 로깅(logging) 오포레이션 개시를 
포함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는 XMAN(110)의 초기화와 함께 시작한다. 초기 최소 수의 서버의 
시동은 “서버 최소치(server min)”의 설정값(302)에 따라 시작될 것이다(제3도). 이러한 오퍼레이션은 
“초기화(initialize)” 단계(405)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처리에 상당한 양의 시간이 걸리
므로, 이용가능한 서버의 수는 0으로 설정되며, 이 값은 각각의 서버 시동 오퍼레이션이 완료될 때 증가
될 것이다. 또한, 큐 크기 또는 길이 변수는 0으로 설정되며, 제5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바와 같이, 포
트매퍼(16′, 18′)로 XMAN(110)의 등록을 실행하는데 편리하며 선 RPC와 같은 현존하는 RPC 설비와의 호
환성을 위한 다른 변수 “초기치(init)”는 마찬가지로 단계(410)에서 0으로 설정된다.

XMAN(110)은 잠재적(XMAN으로의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로부터 올 수도 
있는 요구를 단계(415)에서 기다린다. 짧은 시간내에 수신될 수도 있는 요구의 수에 근거하여 분기 기능
(Branching function)(420)은 접속의 수용에 대해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순서로 요구들을 서비스하기 위
해 다수의 서로 다른 루프를 통해 처리를 제어하고, 유사한 형태의 요구에 대해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
의 우선 순위를 확립하여, 요구의 수용에 대해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요구를 서버에 할당하기 전에 요구 
사이에 순서를 확립하는데 편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처리는 모든 인입 요구가 요구 큐에 배치되
었을 때에만(요구＝0) C2로 분기할 것이다.

요구가 수신될 때 요구 변수는 증가되어, 요구의 수가 0을 초과하게 되고 요구는 이 요구가 (예를 들면, 
접속, 작업 또는 차단을 위한) 클라이언트 요구인가 또는 (예를 들면, 등록을 위한) 서버 요구인가를 결
정하기 위해 검사된다. 요구가 잠재 클라이언트로부터의 것이면, 제1요구는 클라이언트 접속을 위한 것일 
것이며, 단계(425)에서 검출되어 단계(430)에서 실행된다(예를 들면, 수용된다). 따라서, 요구의 수는 단
계(435)에서 감소되고, 프로세스는 단계(420)로 복귀하여, 서버로의 요구의 할당을 위해 및/또는 서버의 
시동 또는 저지(요구＝0일 경우)와 같은 다른 처리를 위해 C2로 분기하거나 또는 단계(420)에서 또 다른 
요구를 수용(요구＞0일 경우)한다.

요구가 클라이언트 접속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본 발명의 프로세스는 그 요구가 서버 시동 오퍼레이션
의 일부로서 발생하는 서버 접속 요구인지를 단계(440)에서 검사하며, 만약 그러하다면, 클라이언트 접속 
요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단계(430)에서 접속이 수용된다. 분기 오퍼레이션(425,430)의 순서는 실제로 임
의적이나, 서버 접속이 내부 처리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클라이언트 접속 요구에 대한 응
답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많고 사용자 편의에 영향을 미치는 동안 추가의 서버 접속이 서버에 요구를 할
당하기 전에 수용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접속의 우선 순위가 다소 앞선다.

서버 시동 과정의 최종 부분으로서, 등록을 위한 서버 요구가 발행될 것이며, 그러한 요구는 아래에 설명
될 제5도의 등록 처리와 C1로의 분기를 유발시키는 단계(445)에서 검출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를 들
면, 작업을 위한 또는 차단을 위한) 클라이언트 요구는 단계(450)에서 검출될 것이며, 요구는 요구 큐에 
배치될 것이며, 큐 크기 또는 길이 변수는 단계(460)에서 증가되고; A1 및 단계(435)로 형성된 루프를 통
하여 부가의 처리를 위한 단계(420)로 복귀한다. 본 발명이 관리 요구의 처리없이 실행될 수 있는 한, 그
러한 능력은 본 발명이 구현되는 시스템의 유연성과 능력을 상당히 신장시킨다. 관리 요구는 클라이언트
로부터나 또는 서버 프로세서 내에서부터(예를 들면, 인터럽트나 또는 서버 프로세서 관리를 위하여) 수
신될 수도 있다. 다른 관리 명령들은 서버 프로세서가 이용되는 운영 시스템이 아닌 운영 시스템과 호환
성 있는 서비스를 시동 또는 정지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접속된 다른 프로세서 상의 서버 또는 서버 상태
를 제공하도록 미러링(mirroring)하기 위해, 또는 문의를 어카운팅/로깅(accounting/logging)하기 위해서
와 같이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추가 형태의 명령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관리 인터페이스로부터 제공
될 수도 있다. 분기 오퍼레이션(425,440,445,450)은 클라이언트/서버 관계와의 어떠한 관련으로 이루어진 
모든 형태의 요구를 각각 검출하며, 단계(450)에서 클라이언트 요구를 검출하지 못하면 단계(470)에서 관
리  요구를  처리하도록  분기가  발생되므로써,  후속  처리를  위한  클라이언트  요구의  수용  및 오더링
(ordering) 보다 앞서지 않으나 클라이언트 요구의 실제 처리보다 앞선 우선 순위가 제공된다.

분기 오퍼레이션(445)으로 돌아가서, 서버 요구가 서버의 시동의 나중 단계 또는 서버의 시동의 완료시에 
발생되는 것으로 위에서 설명되었다. 또한, (개별 서버 보다는 오히려) XMAN(110)이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행될 때 포드매퍼(16′, 18′)에 의해 등록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위에서 
설명되었다. 또한, 변수 “초기치(init)”가 0으로 설정된 것은 XMAN 초기화 절차와 관련하여 위에서 설
명되었다. 이하, XMAN의 등록에 대하여 제5도를 참조하여 설명하겠다.

특히, 서버(예를 들면, 서버 최소치(min)에 의해 상술된 상기 수효의 서버중 하나)가 시동되었고 클라이
언트 요구를 서비스할 수 있을 때 (선 RPC에서 처럼 개별 서버가 아닌) XMAN이 포트매퍼(16′,18′)에 의
해 등록될 필요가 있다. 일단 XMAN이 포트매퍼에 의해 등록되면, 부가의 등록이 불필요하고, 만약 부가의 
등록이 이루어지면, 처리의 불명료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서버가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임을 상기하면, 완료시의 서버 시동 처리는 등록을 위한 요구
를 발행할 것이다. 제5도의 처리는 서버에 의한 등록을 위한 초기 요구시에 단 한 번 XMAN의 등록을 제공
하며, 그 후(예를 들면, 추가의 서버들이 요구 큐 길이에 응답하여 시동될 때 발생된) 부가의 그러한 요
구를 인터럽트하는 작용을 한다. 이것은 특정 순서로 시동되어야만 하고 개별적으로 기억 및 억세스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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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하며 애플리케이션들이 유지되고 갱신될 때 제공되는 서비스에서의 차이를 잠재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는, 분리되고 약간씩 서로 다른 서버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

등록을 위한 서버 요구의 검출은 분기 어퍼레이션(445)에서 검출되며, 제5도의 C1로 분기하게 만든다[예
를 들어, 단계(306)에서 유지된]. 이용가능한 서버의 수를 나타내는 변수가 증가되어 다른 서버가 이미 
시동되어 있어서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서버 요구가 등록을 위한 것이면, 단계(510)에서 검출된 바
와  같이,  “초기치(init)”  변수는  단계(515)에서  평가된다.  초기치(init)가  0이면,  이것은  1로 
설정되고, XMAN은 포트매퍼에 의해 등록된다. 초기치(init)가 이미 1과 동일하면, XMAN은 사전에 등록된 
것이며, 제5도의 처리는 제4도의 A1(435 및 420)으로 진행된다. 작업 또는 에러 회복 인터럽트의 입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과 같이, 시동시 서버 요구가 등록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A1으로의 유사한 분기가 단계
(510)에서 제공된다.

선택적으로, 본 발명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무관하거나 또는 그 실시에 필요하지 않기는 하겠지만, A1로 
복귀하기 전에 동일한 분기 오퍼레이션(510)에 응답하여 단계(525)에서 다른 서버 요구들이 처리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관리 인터페이스에 의해 문의될 수도 있는 바와 같은) 각각
의 서버에 대해 로깅 및 어카운팅 기능을 수행하고 서버_정지(server_stop) 변수와 아이들 시간의 비교를 
위해 서버의 최종 이용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분기 작동(510)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유익한 것으
로 밝혀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용가능성의 표시에 의해 오퍼레이션(505)에서 서버의 아이들 상태가 실행된다
는 것이 주지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서나, 이러한 분기 오퍼레이션(510)은 클라이언트 요구를 처리할 
때 서버가 만족스럽게 동작하며  클라이언트 요구를 서버에서 할당하기 전에 적시의 방식으로 서버 상태
가 갱신되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다른 처리(그러나 접속 처리는 아님) 보다 앞서는 처리 우선 순
위를 제공한다.

제4도의 분기 오퍼레이션(420)으로 돌아가면, 본 발명에 따른 처리는 단계(435)에서 감소되어 요구 변수
가 0과 동일할 때 제6도의 C2로 분기한다. 이용가능한 서버의 수가 0 이상이고 어떠한 요구가 단계(605)
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큐에서 남아있을 경우, 상기 큐에서의 다음 요구는 처리를 위해 이용가능한 서버
로 통과되고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보고하며, 이용가능한 서버의 수와 큐 길이는 단계(610)에서 감소
된다. 처리는 단계(605)로 되돌아가서, 큐가 비게 되거나 또는 모든 서버가 이들 서버로 전송된 작업을 
가질 때까지 반복한다. 이러한 대안은 단계(615,625)에서 간접적으로 구별되어 있다.

XMAN이 현재 구성되어 있어서(그에 따라 큐 크기가 0이 아님) 큐 길이가 서버_시동(server_start) 변수
(제6도에서 N)보다 크고 따라서 이용가능한 서버의 수가 0 또는 서버_시동 변수 이하임을 분기 오퍼레이
션(615)이 결정할 경우, 실행되는 서버의 수가, 서버_최대 변수 이하이면, 다른 서버의 시동이 단계(62
0)에서 개시되고 이때 XMAN이 구성된다. 시간 지연은 희망할 경우 단계(615)에서 이러한 처리에 부과될 
수도 있다[마찬가지로, 서버_최대(server_max) 변수에 대한 서버의 수의 검사는 희망할 경우 설명된 바와 
같이 단계(620)에서 보다는 오히려 단계(615)에서 실행될 수 있다]. 서버가 시동되거나 또는 서버의 수가 
서버_최대치와 동일할 경우, 분기 작동(625)은 제4도의 A0로 분기되어 처리가 계속된다. 부가의 서버의 
시동이 개시되었으며, 이러한 처리는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서버가 성공적으로 시동되었을 때 제5도로 
분기하고, 이용가능한 서버의 수를 증가시키고 또다시 순서적으로, 요구를 새롭게 시동된 서버로 통과시
키기 위하여 제6도의 C2로 분기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다른 한편, 큐 크기 길이가 서버_시동보다 클 경우 서버는 아이들 상태에 있고 또는 더 이상의 클라이언
트 요구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서버는 곧 아이들 상태로 될 것이다. 더 이상의 클라이언트 요구가 사실상 
수신되면, 이들은 접속을 수용하거나, 서버 요구를 처리하거나 또는 큐에 클라이언트 요구를 배치함으로
써 정식으로 처리되며, 이때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가능한 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버가 시동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큐가 비게되고 작업이 완료되어 서버가 아이들 상태로 될 때 각각의 서버는 아이들 시
간 값 동안 폴(poll)될 것이다. 그 값이 서버_정지(server_stop) 변수를 초과할 경우, 서버는 단계(630)
에서 정지되어 서버 프로세서(12′)에서의 이용가능한 처리 용량이 최대로 되고, 제6도에서의 처리는 제4
도에서의 A0으로 나아가서, 추가의 처리를 기다린다.

본 발명의 방법론이 클라이언트/서버 관계를 확립하는 선 RPC와 같은 RPC 설비의 세부 사항들과 완전히 
관계가 없다는 것은 위의 설명으로부터 주지해야 한다. 특히, 이 방법론은 접속이 확립되는 방법과는 완
전히 독립적이며, 접속을 확립하기 위하여 RPC 설비에서 제공되는 모든 배열이 위에서 설명된 것과 동일
한 방식으로 수용될 수 있다. 요구되는 모든 것은 잠재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
여 포트매퍼로부터 특정 서버 어드레스가 아닌 XMAN 어드레스를 복귀시키는 것과 같이 XMAN에 대응하는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요구된 작업과 관련하여 [제5도에 도시되어 있고 상기 의사 코드에 포함된 프로
세스_서버_요구 루틴에 의해 포트매퍼(16′,18′)에 제공된] XMAN 어드레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 나아
가, 특정 서버로부터 접속 해제 처리는 요구가 큐되도록 허용하며 서버로 하여금 요구가 수신되는 순서로 
요구된 작업에 할당되도록 허용하므로써, 결국 훨씬 많은 클라이언트 접속이 유지되도록 추가로 허용되는 
동안 서비스가 적시에 이루어지고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가 매우 공평한 할당이 이루어진다.

또한,  위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접속의  확립은  서버로부터  완전히  결합  해제되고[예를  들면, 단계
(425,440,445,450)에서의 루프에 의해(후자는 A1을 통해)], 모든 통신 프로토콜, 서로 다른 운영 시스템
의 수용, 로깅 서비스, 허가 파일, 관리 인터페이스, 및 클라이언트의 서버 사이의 호환성의 다른 문제들
은 확립된 접속을 통해 네트워크 통신의 사건으로서 공지의 방식으로 수용될 수 있다. 따라서, 서버는 이
러한 문제들 중 어떤 것도 수용할 필요가 없으며, 본 발명은 따라서 어떤 운영시스템 및 통신 배열에 응
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위의 사실로 비추어 볼 때, 본 발명은 통신 부담의 증가 없이 단일 클라
이언트를 위한 동시 서버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 모든 요구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자원을 공평하게 할당하
고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언제나 유지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접속의 수는 훨씬 증
가되고 제공될 수 있는 서버의 수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클라이언트로부터 현재 요구된 모든 작업의 
완료시에 접속을 해제하고 부가의 요구가 있을 때 접속을 재확립하는데 필요한 처리 부담이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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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이 단일의 양호한 실시예를 들어서 설명되었을지라도, 본 기술 분야에서 숙련된 자이면 첨부된 청
구 범위의 진의 및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데이터 프로세서 상의 원격 절차 호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원격 절차 호출(remote procedure call)을 
제2데이터 프로세서 상에서 동작하는 서버에 의하여 실행하는 방법-상기 제2데이터 프로세서는 원격 절차 
호출 트랜잭션 매니저를 포함함-에 있어서, 원격 절차 호출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을 상기 제2데이터 프로세서 상에 로드하고 초기화함으로써 원격 절차 호출과 무관하게 서버를 시동하는 
단계, 상기 원격 절차 호출 클라이언트와 상기 트랜잭션 매니저 내의 접속 핸들(connection handle)간의 
접속을 확립하는 단계, 상기 접속을 통하여 원격 절차 호출의 표현(representation)을 상기 트랜잭션 매
니저에서 수신하는 단계, 상기 원격 절차 호출 및 상기 접속 핸들을 수신 순서대로 그리고 상기 접속을 
확립하는 단계와 무관하게 상기 트랜잭션 매니저로부터 이용 가능한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원격 
절차 호출의 결과를 상기 접속 핸들에 따라서 상기 클라이언트에 통신하고 상기 접속 핸들을 상기 트랜잭
션 매니저에 리턴시키도록 상기 서버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원격 절차 호출 실행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서버의 할당을 기다리는 요구의 수가 설정값(configuration value)을 초과할 때 상기 제
2데이터 프로세서에서 또 다른 서버를 시동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원격 절차 호출 실행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아이들 서버(idle server)에 대응하는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상기 제2데이터 프로세서로
부터 언로드(unloading)함으로써 일정 시간 지연 후에 상기 제2데이터 프로세서에서 상기 아이들 서버를 
정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원격 절차 호출 실행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지연은 서버를 시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의 양에 따라 설정되는 원격 절차 호
출 실행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원격 절차 호출의 표현을 큐(queue)에 배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원격 절차 호출 실
행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절차 호출의 표현은 소켓 핸들(socket handle)인 원격 절차 호출 실행 방법.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원격 절차 호출을 큐에 배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원격 절차 호출 실행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서버 트랜잭션들을 로깅(logging)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원격 절차 호출 실행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서버에 의한 클라이언트 요구의 처리 완료를 시간 스탬핑(time stamping)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원격 절차 호출 실행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관리 명령(administrative command)을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원격 절차 호출 실
행 방법.

청구항 11 

제1데이터 프로세서에서의 원격 절차 호출 클라이언트 및 제2데이터 프로세서에서의 자원을 포함하는 데
이터 처리 네트워크용 트랙잭션 매너저에 있어서, 원격 절차 호출과 무관하게 상기 제2데이터 프로세서 
상에 원격 절차 호출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로드함으로써 상기 제2데이터 프로세
서 상에 상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를 시동하는 수단, 접속 핸들을 포함하고, 상기 서버와 무관하게 상
기 원격 절차 호출 클라이언트와 상기 접속 핸들간의 접속을 확립하는 수단, 상기 접속을 통하여 원격 절
차 호출의 표현을 수신하는 수단, 및 상기 접속 핸들을 포함하는 상기 원격 절차 호출을 수신 순서대로 
그리고 상기 접속을 확립하는 수단과 무관하게 이용 가능한 서버에 전송하는 수단을 포함함으로써, 상기 
서버가 상기 원격 절차 호출의 결과를 상기 접속 핸들에 따라서 상기 원격 절차 호출 클라이언트에 통신
하고 상기 접속 핸들을 상기 트랜잭션 매니저에 리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데이터 처리 네트워크용 트랙
잭션 매니저.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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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서버의 할당을 기다리는 요구의 수가 설정값을 초과할 때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에서 추
가의 서버를 시동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네트워크용 트랙잭션 매니저.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아이들 서버에 대응하는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상기 제2데이터 프로세서로부터 언로드함
으로써 일정 시간 지연 후에 상기 제2데이터 프로세서에서 상기 아이들 서버를 정지시키는 수단을 더 포
함하는 데이터 처리 네트워크용 트랙잭션 매니저.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지연은 설정가능한 파라미터(configurable parameter)를 저장하는 수단을 포
함하는 데이터 처리 네트워크용 트랙잭션 매니저.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가능한 파라미터는 서버를 시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 양에 따라 설정되는 데이
터 처리 네트워크용 트랙잭션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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