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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When (deliver["G_MESSAGE",<#seq, #Co_prt, MSG_Command>] from coordinator) do 

24          wait until((#seq <= #ExpectedSeg) and (MSG_Command is "G_Coordinator"))

25 if(G_CORDI is EMPTY) then

26 G_CORDI := FALSE;

27 else if(G_CORDI is TRUE) then

28 if(My Coordinator priority > #Co_prt)

29 Ignore MSG_Command of "G_Coorinator" delivered from other replica;

30 else 

31 G_CORDI := FALSE;

32 else

33 G_CORDI := G_COR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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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 lic  c la ss  c lie n t im p lem en ts  M essageL is tene r, M em be rsh ipL is tene r{

....

S tring  p rops= "U D P(m cas t_add r= 228 .8 .8 .8 ;b ind_add r= 127 .0 .0 .1 ):"

+ "P IN G :FD :S TA B LE :N AK AC K :U N IC A S T:" +

"FR A G :FLU SH :G M S :V IEW _E N FO R C E R :STATE_TR AN S FE R :Q U EU E ";

M S G m sg_tem p;

O b jec t  recv_m sg ;

pub lic  s ta tic  vo id  m a in (S tring [] a rg s ) th row s  E xcep tion{

C hanne l channe l= new  JC hanne l(p rops );

channe l.connec t("O n lin e R ese rva tion  G roup ");

....

c hanne l.d isconnec t();

channe l.c lo se ();

}

pub lic  vo id  w rite _ reques t()

{    ....

m sg_ tem p =  new  M S G ();

m sg_ tem p .Seq =  seq ;

m sg_ tem p .reques t =  "W R ITE  R E Q U E ST !!";

send_m sg= new  M essage(nu ll, n u ll, m sg_ tem p);

channe l.send (send_m sg);

....

}

pub lic  vo id  re ce ive (M essage m sg )

{

recv_m sg= m sg .ge tO b jec t();

if( re cv_m sg in s tanceo f M S G )

{  S ys tem .ou t.p rin tln ("R ece ived " +  recv_m s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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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u b l i c  c l a s s  M S G  i m p l e m e n t s  S e r i a l i z a b l e {

i n t S e q ;

i n t m o d e ;

i n t C o _ p r t ;

S t r i n g  M S G _ T y p e ;

S t r i n g  M S G _ C o m m a n d ;

S t r i n g  r e q u e s t ;

S t r i n g  r e s u l t ;

I D E N T I F I E R  R e q _ I D ;

V e c t o r  b a c k u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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