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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수의 원격 액세스 서버를 통한 트랜잭션 무결성 유지방법

(57) 요약

후단 서버상의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자원을 포함하는 원격 액세스 솔루션에서 장애 복구 리던던시를 제공하는 시

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상기 시스템은 또한, 다수의 게이트웨이 서버들을 포함한다. 다수의 게이트웨이 서버들 중 하나는

주 게이트웨이 서버로 지정되고, 다른 서버들은 장애 복구 게이트웨이 서버로 지정된다. 다수의 게이트웨이 서버들 중 각

각은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 실행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가진 세션을 호스팅하고, 장애 복구 게이

트웨이 서버들 상의 세션들 각각은 주 게이트웨이 서버상의 세션과 동일 상태로 유지된다. 주 게이트웨이 서버는 애플리케

이션 자원(들)과 통신하도록 허용된 게이트웨이 서버들 중의 유일한 게이트웨이 서버이다. 상기 시스템은 또한 VPN을 통

해 주 게이트웨이 서버와 통신하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는 VPN을 통해 주 게이트웨이

서버에서상의 세션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의 출력을 수신한다.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는 또한 VPN을 통해

입력을 주 게이트웨이 서버에 전송한다. 수신된 출력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 의해 뷰어상에 디스플레이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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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원격 액세스 솔루션에서 장애 복구 리던던시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후단 서버상의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자원과,

복수의 게이트웨이 서버들 -상기 복수의 게이트웨이 서버들 중 하나는 주 게이트웨이 서버로 지정되고, 상기 복수의 게이

트웨이 서버들 중 다른 서버들은 장애 복구 게이트웨이 서버들로 지정되며, 상기 복수의 게이트웨이 서버들 각각은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 실행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가진 세션을 호스팅하고, 상기 장애 복구 게이트웨이

서버들 상의 세션들 각각은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상의 세션과 동일 상태로 유지되고,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자원과 통신하도록 허용된 상기 복수의 게이트웨이 서버들 중 유일한 게이트웨이 서버임-

과,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와 VPN을 통해 통신하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는 상기 VPN을 통해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상의 세션에서 실행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의 출력을 수신하고, 입력을

상기 VPN을 통해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로 전송하며, 상기 수신된 출력은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 의해 뷰어상에

디스플레이됨-

를 포함하는, 장애 복구 리던던시 제공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장애 복구 게이트웨이 서버들상의 필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자원에 주소 지정된 상기 장애 복구 게이트웨이 서버들 상의 각각의 세션에서 상기 실행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에 의해 전송되는 패킷들이 인터셉트되어 폐기되는, 장애 복구 리던던시 제공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VPN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상의 세션에 의해 수신된 상기 입력은 상기 장

애 복구 게이트웨이 서버들 상의 세션들 각각에서 상기 실행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 각각에 릴레이(relay)되는, 장애 복

구 리던던시 제공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상의 세션의 상기 실행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자원에 대한

요청에 대해 응답을 수신하고, 상기 응답은 복제되고 각각의 장애 복구 게이트웨이 서버상의 각각의 세션에 포워드

(forward)되는, 장애 복구 리던던시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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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장애 복구 게이트웨이 서버들상의 세션들이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와 동기화될 때까지,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는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의 데이터의 전송을 지연시키는, 장애 복구 리던던시 제공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와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는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 할당된 IP 주소에 대해 네트워크 주

소 변환(Network Address Translation; NAT)을 수행하는, 장애 복구 리던던시 제공 시스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장애 복구 게이트웨이 서버들 중 선택된 하나의 장애 복구 게이트웨이 서버는 장애 주 게이트웨이 서버를 대체하기

위해 선택되는, 장애 복구 리던던시 제공 시스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장애 주 게이트웨이 서버를 대체하기 위해 선택된, 상기 장애 복구 게이트웨이 서버들 중 선택된 상기 하나의 장애 복

구 게이트웨이 서버는 상기 장애 주 게이트웨이 서버 대신에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IP에 대해 상기 NAT를 수행하는

장애 복구 리던던시 제공 시스템.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게이트웨이 서버들 상의 실행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각각을 위한 연관된 스크린 버퍼를 더 포함하며,

상기 장애 복구 게이트웨이 서버들 상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과 연관된 상기 스크린 버퍼들은 상기 주 게

이트웨이 서버상의 실행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위한 스크린 버퍼와 동일 상태로 유지되는, 장애 복구 리던던시 제공 시

스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상의 상기 스크린 버퍼 내의 내용의 복사본이 디스플레이를 위해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 포

워드되는, 장애 복구 리던던시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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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원격 액세스 솔루션에서 장애 복구 리던던시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후단 서버상의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자원을 제공하는 단계와,

복수의 게이트웨이 서버들 중 하나를 주 게이트웨이 서버로 지정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게이트웨이 서버들 중 다른 서버

들은 장애 복구 게이트웨이 서버들로 지정되며, 상기 복수의 게이트웨이 서버들 각각은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적어

도 하나의 실행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가진 세션을 호스팅하고,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

케이션 자원과 통신하도록 허용된 상기 복수의 게이트웨이 서버들 중 유일한 게이트웨이 서버임- 와,

상기 장애 복구 게이트웨이 서버들 상의 세션들을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상의 세션과 동일 상태로 유지하는 단계와,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와 VPN을 통해 통신하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서,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상의 세션에서 실행

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의 출력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출력은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에 의해 뷰어상에 디스플레이됨-

를 포함하는, 장애 복구 리던던시 제공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VPN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상의 세션의 실행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로

입력을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장애 복구 게이트웨이 서버들의 세션들이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상의 세션과 동일 상태로 유지되도록, 상기 수신된

입력을 복사하고 상기 복사된 입력을 상기 장애 복구 게이트웨이 서버들 상의 세션들에서 실행되는 상기 애플리케이션 인

스턴스들 각각에 포워드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장애 복구 리던던시 제공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상의 세션의 실행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로부터 상기 후단 서버상의 애플리케이션 자원에 요청을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에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자원으로부터 상기 요청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에서 상기 응답을 복사하고, 상기 복사된 응답을 상기 장애 복구 게이트웨이 서버들 상의 실행 인

스턴스들에 포워드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장애 복구 리던던시 제공 방법.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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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장애 복구 게이트웨이 서버들 상의 실행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로부터 상기 후단 서버상의 애플리케이션 자원에

요청을 전송하는 단계와,

각각의 상기 장애 복구 게이트웨이 서버들 상에서 상기 요청을 인터셉트하는 단계와,

상기 요청을 상기 애플리케이션 자원에 포워드하지 않고 상기 요청을 폐기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장애 복구 리던던시 제공 방법.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는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상의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와 연관된 스크린 버퍼내

의 변화를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 전송하기 위해 원격 프레임 버퍼(Remote Frame Buffer; RFB) 프로토콜을 이용하

는, 장애 복구 리던던시 제공 방법.

청구항 16.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는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상의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와 연관된 스크린 버퍼내

의 변화를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 전송하기 위해 원격 디스플레이 프로토콜(Remote Display Protocol; RDP)을 이

용하는, 장애 복구 리던던시 제공 방법.

청구항 17.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는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상의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와 연관된 스크린 버퍼내

의 변화를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 전송하기 위해 ICA 접속을 이용하는, 장애 복구 리던던시 제공 방법.

청구항 18.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에서 장애를 검출하는 단계와,

지정된 장애 복구 서버를 새로운 주 게이트웨이 서버로 선택하는 단계 -상기 새로운 주 게이트웨이 서버는 상기 적어도 하

나의 애플리케이션 자원과 통신하도록 허용됨-

를 더 포함하는, 장애 복구 리던던시 제공 방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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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비트 토큰 프로토콜의 이용을 통해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에서 장애를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장애 복구 리

던던시 제공 방법.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미리 결정된 간격으로 행해지는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의 핑(ping)을 통해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에서 장애를 검출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장애 복구 리던던시 제공 방법.

청구항 21.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 할당된 IP 주소에 대해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에서 네트워크 주소 변환(NAT)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장애 복구 리던던시 제공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새로운 주 게이트웨이 서버에서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 할당된 IP 주소에 대해 네트워크 주소 변환(NAT)을 수행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장애 복구 리던던시 제공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2004년 8월 13일에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원격 액세스 솔루션에서의 리던던시 보장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Assuring Redundancy In Remote Access Solutions)"인 미국 가특허출원 제 60/601,431 호의 이익을

주장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일반적으로 원격 액세스 서버들에 관한 것으로, 특히 장애 동안에 원격 액세스 솔루션에서 트랜잭션

무결성을 유지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원격 액세스 솔루션들은 회사에서 떨어져 있는 직원들이 회사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액세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IPSec VPN 또는 SSL VPN을 사용하여 원격 사용자들은 회사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디바이

스로부터의 액세스는 원격 액세스 세션을 유지할 때 활용되는 하나 이상의 게이트웨이 서버를 통해 라우팅될 수 있다. 종

래의 원격 액세스 솔루션들의 경우, 원격 액세스 세션을 유지하는 게이트웨이 서버에서의 장애로 인해 세션이 종료되고 데

이터가 손실된다.

게이트웨이 서버 장애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시스템 자원들의 리던던

시 및 완전한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시도에 있어서 다수의 상이한 종래 기술들이 적용되어 왔다. 액티브/패시브 서버

배열에서는, 액티브 서버가 다수의 실행 프로세스들 및 애플리케이션들을 호스팅한다. 액티브 서버는 IPSec VPN-기반 세

션 또는 SSL 기반 세션을 호스팅하고 있을 수 있다. 하나 이상의 다른 서버들이 백업 또는 "장애 복구(failover)" 서버로서

지정된다. 장애 복구 서버들은 액티브 서버상에서 실행되는 동일 애플리케이션들 및 프로세스들을 실행하는 능력을 포함

하나, 장애 복구 서버(들)는 액티브 서버의 문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상기 애플리케이션들 및 프로세스들을 실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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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장애 복구 서버들은 이 배열에서는 "패시브" 서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백업 서버가 장애 복구 모드에서 동작하고

있는 동안 장애 복구 서버들은 액티브 서버상에서 실행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 및 프로세스들을 실행하려고 조용히 대

기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액티브 서버의 문제를 통보받으면, 장애 복구 서버들 중 한 장애 복구 서버

가 새로운 액티브 서버로 선택되어, 이전의 "액티브" 서버로부터 마지막으로 저장된 상태/세션 정보를 수신하고 이전 액티

브 서버가 검출된 장애/문제 전에 실행하고 있던 방식으로 실행을 진행한다. 불행히도, 액티브/패시브 배열의 경우, 제 1

액티브 서버로부터 새로 지정된 액티브 서버로의 천이 동안에 데이터가 손실된다.

장애 복구 서버들은 동일한 물리 노드 또는 별도의 물리 노드 상에 위치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동일한 물리 노드 상

에 장애 복구 서버를 포함하는 구현은 장애 복구를 초래하는 장애가 장애 복구 서버에 충격을 줄 물리 노드 요소와 연관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별도의 물리 자원(예컨대, 메모리, 디스크 어레이, 마더보드,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물리 노드 상에

장애 복구 서버를 위치시키면 단일 물리 요소가 액티브 서버 및 장애 복구 서버의 장애를 일으킬 위험을 감소시키나 하드

웨어 획득 및 관리시 전체 시스템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서버들 사이에 리던던시를 제공할 다른 기술은 액티브/액티브 배열에 서버들을 배열하는 것이다. 액티브/액티브 배열에서

는, 액티브 및 패시브 장애 복구 서버들이 동일 세트의 애플리케이션들 및 프로세스들을 실행하고 있다. 제 1 액티브 서버

에 장애가 생기면, 제 2 액티브 서버가 자원을 그 장애 서버에 의해 이전에 처리되고 있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 및 프

로세스들에 할당한다.

불행히도, 액티브/패시브 배열이나 액티브/액티브 장애 복구 서버 배열은 원격 액세스 세션을 위한 세션 상태를 유지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종래의 장애 복구 구현은 장애 복구 서버가 기존의 세션을 종료하지 않으면서 세션 데이터를 잃지 않고

천이될 수 있도록 원격 세션 상태가 장애 복구 서버에 미러 처리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 원격 세션을 호스팅하는

액티브 서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기존의 원격 세션 및 그 세션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실시예는 원격 세션 상태가 주 게이트웨이 서버와 액티브 장애 복구 서버들 사이에서 동기화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부터 원격 세션을 호스팅하는 주 게이트웨이 서버로 전송된 입력 데이터는 미러 세션들을 호

스팅하고 있는 액티브 장애 복구 서버들로 전송된다. 입력 데이터의 수신의 확인 응답은 장애 복구 서버들로의 데이터 분

배가 확인될 때까지는 주 게이트웨이 디바이스로부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 다시 전송되지 않는다. 주 게이트웨이 서버

상의 원격 세션으로부터의 애플리케이션 자원들에 대한 요청은 허용되나, 장애 복구 서버들 상에서 구동되는 미러 세션들

로부터의 요청은 애플리케이션 자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셉트되어 폐기된다. 후단 서버들 상에서 구동되는 애플

리케이션 자원에 대한 주 게이트웨이 서버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수신되는 데이터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 전송되기

전에 장애 복구 서버들로 유사하게 미러 처리된다. 응답은 장애 복구 서버들 상에서 구동되는 미러 세션들로부터 인터셉트

되는 동안 주 게이트웨이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 포워드된다. 주 게이트웨이 서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의 경

우에, 미러 처리된 세션들을 호스팅하는 장애 복구 서버들 중 하나가 주 액티브 서버로 선택되고, 새로 선택된 주 게이트웨

이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및 애플리케이션 자원들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퍼미션이 변경된다.

본 발명의 일 양태에서, 원격 액세스 솔루션에서 장애 복구 리던던시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후단 서버상의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자원을 포함한다. 상기 시스템은 또한 복수의 게이트웨이 서버들을 포함한다. 상기 복수의 게이트웨이 서버

들 중 하나는 주 게이트웨이 서버로 지정되고, 다른 서버들은 장애 복구 게이트웨이 서버로 지정된다. 상기 복수의 게이트

웨이 서버들 중 각각은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 실행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가진 세션을 호스팅하

고, 상기 장애 복구 게이트웨이 서버들 상의 세션들 중 각각은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상의 세션과 동일 상태로 유지된다.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는 애플리케이션 자원(들)과 통신하도록 허용된 상기 복수의 게이트웨이 서버들 중의 유일한 게이

트웨이 서버이다. 상기 시스템은 또한,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와 VPN을 통해 통신하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를 포함한

다.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는 상기 VPN을 통해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상의 세션에서 실행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의 출력을 수신한다.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는 또한, 입력을 상기 VPN을 통해 상기 주 게이트웨

이 서버로 전송한다. 상기 수신된 출력은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 의해 뷰어상에 디스플레이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서, 원격 액세스 솔루션에서 장애 복구 리던던시를 제공하는 방법은 후단 서버상의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자원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또한 복수의 게이트웨이 서버들 중 하나를 주 게이트웨이 서

버로 지정하고, 다른 서버들을 장애 복구 게이트웨이 서버로 지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복수의 게이트웨이 서버들

중 각각은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 실행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가진 세션을 호스팅한다. 상기 주 게

공개특허 10-2007-0083482

- 7 -



이트웨이 서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자원과 통신하도록 허용된 상기 복수의 게이트웨이 서버들 중 유일한

게이트웨이 서버이다. 상기 방법은 또한, 상기 장애 복구 게이트웨이 서버들 상의 세션들을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상의

세션과 동일 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상기 방법은 또한,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와 VPN을 통해 통

신하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서, 상기 주 게이트웨이 서버상의 세션에서 실행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인

스턴스의 출력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수신된 출력은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 의해 뷰어상에 디스플레이

된다.

실시예

본 발명의 실시예는 액티브 주 게이트웨이 서버로부터 액티브 장애 복구 서버로 세션 상태를 미러 처리하는 능력을 제공한

다.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모든 수신 입력 및 애플리케이션 자원들로부터 수신된 모든 응답들을 복사함으로써, 장애 복구 세

션들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와 통신하고 있는 주 게이트웨이 서버상의 세션과 동일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 장애의 경우

에, 기존의 세션은, 두절되지 않고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주 게이트웨이 서버가 되는) 장애 복구 서버로 천이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구현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나타낸다. 에이전트(12)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10)는 네트워크

(20)를 통해 전단 서버(30)와 통신한다. 전단 서버(30)는 분배 프로세스(32)를 포함한다. 분배 프로세스(32)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복사하여 주 게이트웨이 서버(40)상의 액티브 원격 세션(42) 및 장애 복구 서버(50, 60,

70)상의 미러 장애 복구 세션(52, 62, 72)으로 분배한다. 각각의 액티브 및 장애 복구 세션(42, 52, 62, 72)상에서 구동되

는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44, 54, 64, 74)은 후단 서버(80)에 의해 호스팅되는 애플리케이션 자원(82)으로부터의 데이

터를 요청할 수 있다. 실행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의 데이터 요청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자원(82)으로부터의 응답들이 액

티브 세션(42) 및 장애 복구 세션(52, 62, 72)으로의 분배를 위해 전단 서버(30)상의 분배 프로세스(32)로 다시 보내진다.

도 1을 보다 상세히 참조하면, 클라이언트(10)는 주 게이트웨이 서버(40)상에 설정된 원격 세션(액티브 세션(42))에 대해

IPSEC VPN 또는 SSL VPN을 형성함으로써 네트워크(20)를 통해 통신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에이전트(12)가 주 게이

트웨이 서버로부터 확인 응답을 수신할 때까지 주 게이트웨이 서버(40)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복사본을 버퍼링하는데 이용

하는 버퍼(14)를 포함할 수 있다. 네트워크(20)는 인터넷, LAN(local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엑스트

라넷, 인트라넷, 무선 네트워크, 위성 네트워크, 또는 클라이언트(10)가 주 게이트웨이 서버(40)상의 액티브 세션(42)과 통

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다른 타입의 네트워크일 수 있다. 주 게이트웨이 서버(40) 및 장애 복구 서버(50, 60, 70)

는 서버들이 주 VPN 서버에 의한 원격 세션의 설정 동안에 클라이언트(10)에 할당된 IP 주소에 대해 네트워크 주소 변환

(NAT)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주소 변환 (NAT) 테이블들(46, 56, 66, 76)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한 바

와 같이, 액티브 세션(42) 및 장애 복구 세션(52, 62, 72)은 후단 서버(80)상의 애플리케이션 자원으로부터의 데이터(82)

를 요청하는 실행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44, 54, 64, 74)을 포함할 수 있다. 보다 상세히 후술되는 바와 같이, 장애 복

구 서버(50, 60, 70)는 또한, 장애 복구 서버들이 장애 복구 모드로 동작하고 있는 동안에 장애 복구 세션(52, 62, 72)으로

부터의 애플리케이션 자원(82)에 대한 요청들을 필터링 및 폐기하는 필터들(56, 66, 76)을 포함한다. 액티브 세션(42)에서

실행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44)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자원(82)으로부터의 응답은 액티브 세션 및 장애 복

구 세션(52, 62, 72)으로의 분배를 위해 분배 프로세스(32)로 라우팅된다. 당업자는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분배 프로세스

(32)는 전단 서버 이외의 다른 네트워크 액세스가능 위치들에 위치되어 여전히 여기서 설명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배 프로세스(32)의 위치는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도 1을 보다 상세히 참조하면, 많은 실시예들에서, 클라이언트(10), 전단 서버(30), 및 후단 서버(80)는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Palo Alto) 소재의 휴렛팩커드 코포레이션(Hewlett-Packard Corporation) 또는 미국 텍사스 라운드 록

(Round Rock) 소재의 델 코포레이션(Dell Corporation)에서 제조한 종류의 퍼스널 컴퓨터 또는 컴퓨터 서버로서 제공된

다. 도 2A 및 도 2B는 이들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10), 전단 서버(30) 및 후단 서버(80)로서 유용한 일반적인 컴퓨터

(200)의 블록도를 나타낸다. 도 2및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컴퓨터(200)는 중앙 처리 장치(202) 및 메인 메모

리 유닛(204)을 포함한다. 각각의 컴퓨터(200)는 또한 하나 이상의 입력/출력 디바이스들(230a-230n)(전체적으로 참조

부호 230을 사용하여 참조됨)과 같은 다른 선택적 요소들, 및 중앙 처리 장치(202)와 통신하는 캐시 메모리(240)를 포함

할 수 있다.

중앙 처리 장치(202)는 메인 메모리 유닛(204)으로부터 페치된 명령들에 응답하고 그 명령들을 처리하는 논리 회로이다.

많은 실시예에서, 중앙 처리 장치는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Mountain View) 소재의 인텔 코포레이션에서 제조한

8088, 80286, 80386, 80486, 펜티엄(Pentium), 펜티엄 프로(Pentium Pro), 펜티엄 EL, 셀러론(Celeron), 또는 제온

(Xeon); 미국 일리노이 샴버그(Schaumburg) 소재의 모토롤라 코포레이션에서 제조한 68000, 68010, 68020, 68030,

68040, PowerPC601, PowerPC604, PowerPC604e, MPC603e, MPC603ei, MPC603ev, MPC603r, MPC6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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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C740, MPC745, MPC750, MPC755, MPC7400, MPC7410, MPC7441, MPC7445, MPC7447, MPC7450,

MPC7451, MPC7455, MPC7457 프로세서;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Santa Clara) 소재의 트랜스메타 코포레이션

(Transmeta Corporation)에서 제조한 크루소(Crusoe) TM5800, 크루소 TM5600, 크루소 TM5500, 크루소 TM5400,

에피시온(Efficeon) TM8600, 에피시온 TM8300, 또는 에피시온 TM8620 프로세서; 미국 뉴욕 화이트 플레인즈(White

Plains) 소재의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즈(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에서 제조한 RS/6000 프로세서, RS64,

RS64 II, P2SC, POWER3, RS64 III, POWER3-II, RS 64 IV, POWER4, POWER4+, POWER5, 또는 POWER6 프로세

서; 또는 미국 캘리포니아 서니베일 소재의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즈(Advanced Micro Devices)에서 제조한

AMD 옵테론(Opteron), AMD 애슬론(Athalon) 64 FX, AMD 애슬론, 또는 AMD 두론(Duron) 프로세서와 같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에 의해 제공된다.

도 2A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프로세서(202)는 시스템 버스(220)(보다 상세히 후술됨)를 통해 메인 메모리(204)와 통신한

다. 도 2B는 프로세서가 메모리 포트를 통해 메인 메모리(204)와 직접 통신하는 컴퓨터 시스템(200)의 실시예를 나타낸

다. 예컨대, 도 2B에서, 메인 메모리(204)는 DRDRAM일 수 있다.

도 2A 및 도 2B는 메인 프로세서(202)가 "백사이드(backside)" 버스라고도 하는 보조 버스를 통해 캐시 메모리(240)와 직

접 통신하는 실시예들을 나타낸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메인 프로세서(202)는 시스템 버스(220)를 사용하여 캐시 메모리

(240)와 통신한다. 캐시 메모리(240)는 일반적으로 메인 메모리(204)보다 빠른 응답 시간을 갖고 있고, 일반적으로

SRAM, BSRAM, 또는 EDRAM에 의해 제공된다.

도 2A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프로세서(202)는 로컬 시스템 버스(220)를 통해 각종 I/O 디바이스들(230)과 통신한다.

VESA VL 버스, ISA 버스, EISA 버스, MCA(MicroChannel Architecture) 버스, PCI 버스, PCI-X 버스, PCI-Express

버스, 또는 NuBus를 포함한 각종 버스는 중앙 처리 장치(202)를 IO 디바이스들(230)에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I/O 디바이

스가 비디오 디스플레이인 실시예들의 경우, 프로세서(202)는 디스플레이와 통신하기 위해 AGP(Advanced Graphics

Port)를 사용할 수 있다. 도 2B는 메인 프로세서(202)가 하이퍼트랜스포트(HyperTransport), 래피드(Rapid) I/O, 또는

인피니밴드(InfiniBand)를 통해 I/O 디바이스(230b)와 직접 통신하는 컴퓨터 시스템(200)의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2B는

또한 로컬 버스들과 직접 통신이 혼합된 실시예를 나타낸다. 프로세서(202)는 I/O 디바이스(230a)와는 로컬 상호 접속 버

스를 사용하여 통신하나, I/O 디바이스(230b)와는 직접 통신한다.

다양한 I/O 디바이스들(230)이 컴퓨터 시스템(200) 내에 존재할 수 있다. 입력 디바이스들은 키보드, 마우스, 트랙패드, 트

랙볼, 마이크로폰, 및 드로잉 태블릿을 포함한다. 출력 디바이스들은 비디오 디스플레이, 스피커, 잉크젯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및 염료 승화 방식(dye-sublimation) 프린터를 포함한다. I/O 디바이스는 또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3.5-인치,

5.25-인치 디스크 또는 ZIP 디스크와 같은 플로피 디스크를 수납하기 위한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CD-ROM 드라이브,

CD-R/RW 드라이브, DVD-ROM 드라이브, 각종 포맷의 테이프 드라이브, 및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 알라미토스(Los

Alamitos) 소재의 트윈테크 인더스트리 인코포레이티드(Twintech Industry, Inc.)에서 제조한 디바이스들의 USB 플래시

드라이브 라인과 같은 USB 기억 디바이스들과 같은 컴퓨터 시스템(200)용의 대용량 기억 장치를 제공한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I/O 디바이스(230)는 USB 버스, 애플(Apple) 데스크탑 버스, RS-232 직렬 접속, SCSI 버스, 파이어

와이어(Fire Wire) 버스, 파이어 와이어 800 버스, 이더넷 버스, 애플토크(AppleTalk) 버스, 기가비트(Gigabit) 이더넷 버

스, 비동기식 전송 모드 버스, HIPPI 버스, 수퍼 HIPPI 버스, 시리얼플러스(SerialPlus) 버스, SCI/LAMP 버스, 파이버채널

(FibreChannel) 버스, 또는 직렬 부착형(Serial Attached) 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 버스와 같은 외부 통신 버스와,

시스템 버스(220) 간의 브리지(bridge)일 수 있다.

도 2A 및 도 2B에 도시된 종류의 범용 데스크탑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운영 체제들의 제어 하에서 동작하며, 운영 체제들

은 작업들의 스케줄 및 시스템 자원들에의 액세스를 제어한다. 일반적인 운영 체제는, 특히 미국 워싱턴 레드몬드 소재의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Microsoft Corp.)에서 제조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MICROSOFT WINDOWS); 미국 캘

리포니아 쿠페르티노 소재의 애플 컴퓨터(Apple Computer)에서 제조한 MacOS; 미국 뉴욕 마몽크 소재의 인터내셔널 비

즈니스 머신즈(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에서 제조한 OS/2; 및 미국 유타 솔트 레이크 시티 소재의 칼데라 코포

레이션(Caldera Corp.)에서 배포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운영 체제인 리눅스(Linux)를 포함한다.

클라이언트(10)가 모바일 디바이스인 실시예들의 경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는 미국 일리노이 샴버그 소재의 모토롤라 코

포레이션(Motorol Corp.)에서 제조한 i50sx, i55sr, i58sr, i85s, i88s, i90c, i95cl, 또는 iml 1000, 일본 교토 소재의 교세

라(Kyocera)에서 제조한 6035 또는 7135, 또는 대한민국 서울 소재의 삼성 전자에서 제조한 i300 또는 i330와 같은

JAVA-구동 셀룰러 전화기일 수 있다. 클라이언트(10)가 모바일인 다른 실시예들에서, 클라이언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밀

피타스(Milpitas) 소재의 팜원 인코포레이티드(palmOne, Inc.)에서 제조한 텅스텐(Tungsten) W, VII, VIIx, i705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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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mOS 운영 체제의 제어 하에서 동작하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일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20)는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 소재의 휴렛팩커드 코포레이션에서 제조한 iPAQ 4155, iPAQ 5555, iPAQ

1945, iPAQ 2215, 및 iPAQ 4255, 미국 캘리포니아 월넛(Walnut) 소재의 뷰소닉(ViewSonic)에서 제조한 뷰소닉 V36

(ViewSonic V36), 또는 미국 뉴욕 뉴욕 소재의 도시바 아메리카 인코포레이티드(Toshiba America, Inc.)에서 제조한

Toshiba PocketPC e405와 같은 PocketPC 운영 체제의 제어 하에서 동작하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일 수 있

다. 또 다른 실시예들에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밀피타스(Milpitas) 소재의 팜원 인코포레이티드

(palmOne, Inc.)에서 제조한 Treo 180, Treo 270 또는 Treo 600와 같은 PDA/전화기 통합형 디바이스이다. 또 다른 실

시예에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20)는 모토롤라 코포레이션에서 제조한 MPx200과 같은, 포켓 PC(PocketPC) 운영 체제

의 제어 하에서 동작하는 셀룰러 전화기이다.

도 1에 표시된 구조에 나타낸 구성 요소들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들을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은 주 게이트웨이 서

버상의 액티브 세션의 데이터를 장애 복구 서버들 상의 장애 복구 세션들에 미러 처리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계

들의 시퀀스의 흐름도이다. (클라이언트(10)의 인증 후) 주 게이트웨이 서버(40)상의 초기 원격 액티브 세션(42)의 설정

및 장애 복구 서버들(50, 60, 70) 상의 대응 장애 복구 세션(52, 62, 72)의 설정 후, 전단 서버(30)는 액티브 세션을 향한 클

라이언트로부터 입력을 수신한다(단계 300). 전단 서버(30)의 분배 프로세스(32)는 입력 데이터를 복사하여 액티브 세션

(42) 및 장애 복구 세션(52, 62, 72)에 분배한다(단계 302). 다음에, 액티브 세션(42) 및 장애 복구 세션(52, 62, 72)의 애

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은 수신된 데이터를 처리한다(단계 304).

다음에, 분배 프로세스(32)는 세션 상태들이 동기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액티브 및 장애 복구 세션(42, 52, 62, 72)에

질의한다(단계 306). 서버들 사이에서의 처리 속도의 가능한 변동 및 네트워크 내에서의 잠재적인 지연으로 인해 동기화

확인이 필요하다. 대안적인 구현들에서, 주 게이트웨이 서버(40) 및 장애 복구 서버들(40, 50, 60)은 질의를 먼저 받지 않

고도 자신들의 세션 상태를 분배 프로세스(32)에 보고하도록 구성된다. 다른 구현에서, 분배 프로세스 이외의 다른 프로세

스가 세션(42, 52, 62, 72)의 상태들의 동기화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세션 상태들이 동기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면(단계

307), 동기화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분배 프로세스로부터의 다른 질의 동안에 지연이 구현된다(단계 306). 세션 상태들이

동기화된 경우에는(단계 307), 주 게이트웨이 서버(40)상의 액티브 세션(42)에서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44)에 의해 수행

되는 처리의 결과들이 클라이언트에 보고된다(단계 308). 장애 복구 세션(52, 62, 72)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에 의한

시도들은 네트워크 스택상의 각각의 필터들(46, 56, 66)에 의해 필터링되고 패킷들은 폐기된다.

액티브 및 장애 복구 세션 상태들이 애플리케이션 자원을 위한 세션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에 의한 요청 동

안에 동기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유사한 프로세스가 수행된다. 도 4는 애플리케이션 자원으로부터의 데이터를 요청하고

응답을 장애 복구 세션들에 미러 처리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계들의 시퀀스의 흐름도이다. 상기 시퀀스는, 액티

브 세션(42)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44)(및 장애 복구 세션(52, 62, 72)의 대응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54, 64, 74))

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자원을 확인할 때 시작된다(단계 320). 다음에, 모든 세션들로부터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

(44, 54, 64, 74)은 후단 서버(80)로부터의 애플리케이션 자원(82)을 요청한다(단계 322). 장애 복구 세션(52, 62, 72)에

서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54, 64, 74)로부터 발생된 요청들은 각각의 장애 복구 서버(50, 60, 70)의 네트워크 스택 상

의 필터들(58, 68, 78)에 의해 필터링된다. 필터링된 패킷들은 폐기된다(단계 324). 액티브 세션(42)으로부터 요청은 후단

서버(80)상의 애플리케이션 자원(82)에 포워드된다(단계 326). 상기 요청에 대한 응답은 전단 서버의 분배 프로세스(32)

로 라우팅된다(단계 328). 한 가지 구현에서는, 응답이 액티브 세션(42)를 호스팅하고 있는 주 게이트웨이 서버(40)에 먼

저 전송되고 분배 프로세스(32)에 전송된다. 다른 구현에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는데 사용되는 프

로세스와는 다른 별도의 분배 프로세스가 애플리케이션 자원 응답을 분배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도 4를 계속 참조하면, 애플리케이션 자원으로부터의 응답 수신 후, 분배 프로세스는 응답 데이터를 액티브 및 장애 복구

세션(42, 52, 62, 72)에 포워드한다(단계 330). 다음에, 액티브 세션(42) 및 장애 복구 세션(52, 62, 72)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44, 54, 64, 74)은 자원 데이터를 처리한다(단계 332).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의 경우와 같이, 세션

상태들이 동기화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질의가 행해진다(단계 333). 상태들이 동기화되지 않은 경우, 확인 응답이 수

신될 때까지 질의가 반복된다. 일단 세션 상태들이 동기화되면, 액티브 세션(42)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는 데이터 처리

결과를 클라이언트(10)에 전달한다. 장애 복구 서버들 상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54, 64, 74)은 또한 자신들의 결과를

클라이언트(10)에 전달하려는 시도를 하나, 상기 패킷들은 각각의 장애 복구 서버(50, 60, 70)의 네트워크 필터들(58, 68,

78)에 의해 인터셉트되어 폐기된다(단계 334).

상기 실시예의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은 또한 모든 처리가 서버상에서 일어나고 스크린 데이터만이 원격 세션(42)으로부

터 클라이언트(10)로 보내지는 "씬(thin)-클라이언트" 또는 키오스크 아키텍처로 구현될 수 있다. 도 5는 애플리케이션 스

크린 버퍼들이 씬(thin) 클라이언트 또는 키오스크가 요청한 원격 세션을 위해 동기를 유지하는 대안적인 실시예를 나타낸

다. 클라이언트(400)는 PDA 또는 휴대 전화기(cell-phone)와 같이 제한된 처리 능력을 가진 씬(thin) 클라이언트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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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는 디스플레이 및 입력 디바이스를 가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단말일 수도 있다. 클라이언트는 네트워

크(402)를 통해 주 게이트웨이 서버(410)에 대해 원격 세션을 설정한다. 접속은 마이크로 코포레이션의 RDP(Remote

Display Control) 또는 미국 플로리다 포트 론더데일(Fort Lauderdale) 소재의 시트릭스 시스템즈 인코포레이티드(Citrix

Systems, Inc.)의 ICA를 사용할 수 있다. 세션은 클라이언트(400)가 주 게이트웨이 서버에 의해 노출된 안전한 웹 URL을

통해 로그인할 때 설정될 수 있다. 주 게이트웨이 서버는 접속 요청을 수신하고, 원격 액티브 세션(412)을 설정한다. 상기

실시예는 또한 장애 복구 서버들(420, 430) 상에 장애 복구 세션(422, 432)을 설정한다. 액티브 세션(412) 및 장애 복구

세션(422, 432)은 유사하게 제공되고, 실행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414, 424, 434)을 각각 포함한다. 애플리케이션 인

스턴스들은 각각 연관된 스크린 버퍼(416, 426, 436)를 갖고 있다. 주 게이트웨이 서버의 분배 프로세스(418)는 상술한

방식으로 클라이언트(400)로부터 수신된 입력 데이터를 복사하여 세션(412, 422, 432)의 각각에 분배한다. 대안적인 구

현에서, 분배 프로세스(418)는 전단 서버에 위치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414, 424, 434)은 후단 서버(440)

로부터의 애플리케이션 자원(442)을 요청할 수 있고, 주 게이트웨이 서버로부터의 요청은 전송되고 장애 복구 서버들

(420, 430)로부터의 요청은 인터셉트되어 폐기된다. 이전에서와 같이, 실행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414, 424, 434)에

의해 수행되는 처리 후에, 클라이언트(400)에 대한 응답은 모든 스크린 버퍼들(416, 426, 436)이 동일 상태일 때까지 지

연된다. 다음에, 주 게이트웨이 서버상의 스크린 버퍼(416)의 내용(또는 최적화 기술들을 이용할 때의 변화된 내용)은 접

속을 통해 클라이언트(400)에 보내진다. 스크린 버퍼(426, 436)의 내용을 클라이언트(400)에 보내려는 애플리케이션 인

스턴스들(424, 434)에 의한 시도들은 인터셉트되고 패킷들은 폐기된다.

본 발명에 의해 수행되는 세션 상태들의 동기화는 원격 세션을 종료하지 않고도 장애 게이트웨이 서버로부터 대체 게이트

웨이 서버로의 원격 세션 천이를 가능하게 하고, 최소 데이터 손실을 보장한다. 에이전트(12)는 클라이언트(10)로부터 전

송된 데이터의 복사본을 버퍼링한다(TCP와 같은 신뢰성 있는 프로토콜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 본 발명은 모든 세션 상태

들이 동기될 때까지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데이터 수신의 확인 응답을 다시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에이전트(10)는 주 게이

트웨이 서버로부터 확인 응답이 수신될 때까지 전송된 데이터의 사본을 버퍼링하고, 다음에 데이터를 폐기한다. 주 게이트

웨이 서버(40)의 후속 장애의 경우에, 클라이언트에 의해 주 게이트웨이 서버로 전송된 데이터는 장애 복구 세션들 중 하

나에 제공된다.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 자원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가 또한, 액티브 세션 및 장애 복구 세션에 분배되

어 이 세션들이 동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확인 응답이 주 게이트웨이 서버로부터 수신되지 않으면, 버퍼링된 데이터는 새

로 지정된 주 게이트웨이 서버로 다시 전송된다.

부가적으로, 원격 접속이 초기에 설정되면, 클라이언트(10)에 할당된 IP 주소는, 한 가지 구현에서 클라이언트를 위해

NAT를 수행하는 주 게이트웨이 서버(40)뿐만 아니라, 장애 복구 서버(50, 60, 70)에 분배된다. 주 게이트웨이 서버(40)의

장애가 검출되면, 장애 복구 서버(50, 60 또는 70) 중 하나가 주 게이트웨이 서버로 선택되고, 그 속성들은 자신의 역할의

수행을 위해 변화된다. 장애 복구 서버(50, 60, 70)가 클라이언트(10) 및 애플리케이션 자원(82)과 통신하는 것을 방지하

는 네트워크 스택상에 존재하는 필터(58, 68 또는 78)는 새로 지정된 주 게이트웨이 서버를 위해 디스에이블된다. 새로 선

택된 주 게이트웨이 서버는 또한 이전에 전송된 IP 주소 및 새로 선택된 주 게이트웨이상의 NAT 테이블(58, 68 또는 78)

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되거나 클라이언트를 향하는 통신 신호를 인터셉트한다. 따라서, 주 게이트웨이 서버

장애 전에, 장애 복구 서버들에 의한 미러 처리된 세션 상태와 클라이언트 IP 인식의 조합은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원격 세션의 재설정 없이 원활한 천이를 가능하게 한다.

주 게이트웨이 서버(40)의 장애의 검출은 다수의 상이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서버 장애를 검출하는데 이용된 방법은

서버들을 배치하는 방식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예컨대, 주 게이트웨이 서버 및 게이트웨이 서버들은 클러스터

(clustered)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노드로서 배열될 수 있다. 클러스터 컴퓨터 시스템의 노드들은 전용 통신 채널을 통해

서로 "하트비트(heartbeat)" 신호("응답" 또는 "활성화" 신호라고도 함)를 자주 전송한다. 하트비트 신호/토큰은 노드들이

액티브 상태이고 클러스터 컴퓨터 시스템 내의 다른 노드들에 응답하는지를 나타낸다. 하나 이상의 노드들이 지정된 기간

내에 다른 노드로부터 하트비트 신호를 수신하지 않으면, 노드 장애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트비트 신호들은 각각의 노

드에 의해 주기적으로 전송된다.

게이트웨이 서버 장애의 최종 결정은 게이트웨이 서버들을 제어하는 장애 복구 정책에 따를 수 있다. 장애 복구 정책은 주

게이트웨이 서버가 장애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되는 환경을 나타낸다. 예컨대, 위에서 설명된 클러스터 컴퓨팅 시스템에서,

다수의 장애 복구 서버들을 가진 구현들에서, 정책은 적어도 두 장애 복구 서버들이 지정된 기간 내에 주 게이트웨이 서버

로부터 하트비트 토큰을 수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대안으로, 장애 복구 정책은 모든 장애 복구 노드들이 주 게

이트웨이 서버로부터 하트비트 토큰을 수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업자는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태를 결정하

기 위해 주 게이트웨이 서버의 핑잉(pinging)과 같은 게이트웨이 서버 장애를 검출하기 위해 다수의 다른 기술들을 단독으

로 또는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핑잉은 주 게이트웨이 서버의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트비트 토큰의 수신 부족 후에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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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주 게이트웨이 서버의 장애가 검출되면, 장애 복구 서버들로부터 새로운 주 게이트웨이 서버를 선택하는 다수의 상이

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서버는 이름에 기초하여 또는 서버 식별자에 대해 수행되는 수학 연산을 통해 선택될 수 있다.

대안으로, 선택은 서버 처리 속성들(속도, 메모리, 등)에 기초할 수 있고, 또는 다음 주 게이트웨이 서버가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이전에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 당업자에게는 다른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다.

도 6은 주 게이트웨이 장애를 처리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계들의 시퀀스를 나타낸다. 시퀀스가 시작되어 주 게이

트웨이 서버 및 장애 복구 게이트웨이 서버들이 지정된다(단계 500). 장애 복구 서버들의 지정으로, 이들 서버들의 네트워

크 스택상의 필터들이 활성화되고 NAT 테이블들이 디스에이블된다. 원격 세션이 설정되면, 클라이언트에 할당된 IP 주소

가 장애 복구 서버들로 전송된다. 다음에, 주 게이트웨이 서버는 자신의 상태를 결정하라는 질의를 받는다(단계 502). 주

게이트웨이 서버가 정상인 것으로 결정되면(단계 503), 설정된 간격으로 질의가 반복된다. 주 게이트웨이 서버가 정상 상

태가 아니면(단계 503), 새로운 주 게이트웨이 서버가 장애 복구 서버들로부터 선택되고 그 속성이 변화되어, 그 필터가 디

스에이블되고 상기 서버는 클라이언트 IP로의 통신 신호 및 클라이언트 IP로부터의 통신 신호를 처리하며 서버상의 NAT

테이블은 활성화되도록 한다(단계 504).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제조물 상에 또는 그 제조물 내에 구현된 하나 이상의 컴퓨터-판독가능 프로그램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 제조물은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컴팩트 디스크, DVD(digital versatile disc), 플래시 메모리 카드, PROM,

RAM, ROM, 또는 자기 테이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판독가능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될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는 언어들의 일부 예는 C, C++, C#, 또는 JAVA를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하나 이상의 제조물

상에 또는 그 제조물 내에 오브젝트 코드로서 저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일정한 변경이 행해질 수 있으므로, 상기 설명에 포함되거나 첨부 도면에 도시된 모든 사

항은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글자대로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의도된 것이다. 당업자는 여기에 도시되고 설명된 시

스템 구성들은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다수의 가능한 시스템 구성의 예임을 알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시된 흐름도에서

이용된 단계들의 시퀀스는 예이며,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배타적인 단계들의 시퀀스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본 발

명의 범위를 이탈하지 않고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언급된 데이터 구조 이외의 데이터 구조를 이용할 수도 있

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따르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기존의 세션을 유지하고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장애 게이트웨이 서버를 장

애 복구 서버로 천이시킬 수 있다. 즉, 원격 세션을 호스팅하는 액티브 서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기존의

원격 세션 및 그 세션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특히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 정의되어 있다. 위에서 설명된 본 발명의 이점들뿐만 아니라 본 발명의 다른 이점들

은 첨부 도면과 함께 취해진 다음의 설명을 참조함으로써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도 1은 다수의 게이트웨이 서버들 앞에 있는 전단 서버를 활용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구현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A는 본 발명에 유용한 일반적인 컴퓨터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2B는 프로세서가 메모리 포트를 통해 메인 메모리와 직접 통신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일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3은 주 게이트웨이 서버상의 액티브 세션의 데이터를 장애 복구 서버들 상의 장애 복구 세션들에 미러 처리하는 본 발

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계들의 시퀀스의 흐름도이다.

도 4는 애플리케이션 자원으로부터의 데이터를 요청하고 응답을 장애 복구 세션들에 미러 처리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계들의 시퀀스의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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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애플리케이션 스크린 버퍼들이 씬(thin) 클라이언트 또는 키오스크가 요청한 원격 세션을 위해 동기를 유지하는 대

안적인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6은 주 게이트웨이 서버의 장애를 검출하고 장애 복구 서버들로부터 선택된 새로운 주 게이트웨이 서버로 천이시키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계들의 시퀀스의 흐름도이다.

도면

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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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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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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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공개특허 10-2007-0083482

- 16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도면
	도면1
	도면2A
	도면2B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2
명세서 6
 발명의 상세한 설명 7
 도면의 간단한 설명 12
  실시예 12
도면 12
 도면1 13
 도면2A 13
 도면2B 14
 도면3 14
 도면4 15
 도면5 15
 도면6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