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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컴퓨터를관리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시스템 이미지의 초기 상태가 

확인된다. 이벤트(event)에 응답해서, 시스템 이미지의 현재 상태가 초기 상태로부터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행

해진다. 시스템 이미지의 초기 상태와 현재 상태간의 변경 내용에 응답해서, 시스템 이미지의 갱신 내용이 저장을 위

해 전송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네트워크, 서버, 저장 유닛, 네트워크 컴퓨터, 프로세서, 시스템 버스. 메모리 제어기/캐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서버로서 구현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도시하는 블럭도.

도 3은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도시하는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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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예시한 서버 및 클라이언트 상의 이미지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예시한 이미지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예시한 사용자 계정을 설정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플로차트.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예시한 스냅샷(snapshot)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플로차트.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예시한 이미지를 변경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플로차트.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예시한 스냅샷 이미지를 클라이언트로 전송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플로차

트.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예시한 이미지를 프리로딩(pre-loading)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플로챠트.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예시한 이미지를 클라이언트 상에 복원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플로챠트.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예시한 업데이트 내용을 서버로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프로세스의 플로챠

트.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 : 네트워크

104 : 서버

106 : 저장 유닛

108, 110, 112 : 네트워크 컴퓨터

202, 204 : 프로세서

206 : 시스템 버스

208 : 메모리 제어기/캐쉬

209 : 로컬 메모리

210 : I/O 브릿지

212 : I/O 버스

214 , 222, 224 : PCI 브릿지

232 : 하드디스크

216, 226, 228 : PCI 버스

218 : 모뎀

220 : 네트워크 어뎁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서 컴퓨터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컴퓨터 상에 오퍼레이팅 환경(operating environment)을 로딩(loading)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

컴퓨터는 물리적 머신(machine), 즉 하드웨어와 이 물리적 머신을 동작시키는 명령어(instruction), 즉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로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프로그램과 오퍼레이팅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

램이 사용자를 위해 소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태스크(task)를 수행하면, 이 프로그램은 애플리케이션 소프

트웨어로서 지칭된다. 프로그램이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을 제어하면, 이 프로그램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지칭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실제 컴퓨터 혹은 중앙 처리 유닛 (central process

ing unit; CPU) 및 프린터와 터미널과 같은 입출력 장치(I/O)를 제어하는 장치 드라이버(device driver)를 제어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더 포함한다.

범용 컴퓨터는 상당히 복잡하다. 통상적으로, CPU를 사용하기 위해 대기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큐(queue)가

존재한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어떤 프로그램이 다음에 실행될 것인지, 사용할 수 있는 CPU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컴퓨터 자원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특정한 입력 혹은 출력 장치를 필요로 할 것이며,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장치

드라이버를 제어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해야만 한다.

컴퓨터가 부팅(booting)되는 경우, 판독 전용 메모리(ROM:read only memory) 내에 저장된 부팅 프로그램이 오퍼레

이팅 시스템을 컴퓨터의 메모리 상으로 로딩하는 동작을 초기화시키는 데 사용된다. 부팅이라는 용어는 컴퓨터를 시

작 또는 리셋(reset)하는 프로세스를 지칭한다. 처음에 턴 온(turn on)[콜드 부팅(cold boot)]되거나 리셋(reset)[웜 

부팅(warm boot)]되는 경우, 컴퓨터는 컴퓨터의 더 복잡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로딩하고 시작하여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한다. 따라서, 컴퓨터는 자력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부팅 프로

그램은 컴퓨터에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컴퓨터 상에 로딩하는 데 사용되는 부팅 블럭(block) 데이터 프로그램으로

도 지칭되는 대용량 부팅 프로그램을 찾을 장소를 명령한다. 부팅 블럭이라는 용어는 컴퓨터가 시동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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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팅 시스템 로더(loader) 및 다른 기본 정보를 포함하는 디스크의 일부분을 지칭한다. 독립형 컴퓨터(stand-a

lone computer)에서는 부팅 블럭 프로그램 및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로컬(local) 하드 드라이브에 있다.

다수의 컴퓨터를 포함하는 네트워크(network)는 컴퓨터 네트워크인 하나 이상의 통신 링크(link) 집합을 통해 상호 

통신하며, 노드(node) 혹은 네트워크 컴퓨터로도 지칭되는 컴퓨터들을 구비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컴퓨터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들은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 LAN)을 통해 다른 워크스테이션, 파일 

서버(file server), 혹은 다른 자원과 접속되어 있다. 네트워크 상에 있는 각각의 컴퓨터는 네트워크로의 통신 링크를 

설정할 수 있는 어댑터 카드(adapter card) 혹은 다른 유사한 수단을 통해 네트워크에 접속된다.

네트워크 컴퓨터(NC)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이한 NC 사이에 프로그램,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 구성의 동일성을 유

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원격 부팅 동작을 사용하는 기법이 네트워크 환경 내의 NC를

지원하는 데 채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각각의 네트워크 컴퓨터(NC)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서버 혹은 디

스크 어레이(disk array) 시스템과 같이 네트워크 상의 어디에나 위치한 원격 부팅 디스크나 다른 장치로부터 부팅된

다. 이와 같은 부팅 시스템은 시스템 관리자가 각각의 NC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물리적으로 재구성하거나

변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각각의 NC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또한 최소화시킬 수 있다. 또한, 원격 부팅 프

로세스는 디스크가 전혀 없는 NC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더욱이, 원격 부팅 파일이 안전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으

며 복사본(copy)이 네트워크 내의 NC 간에 분산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격 부팅 프로세스가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

크 보안을 강화시킨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 있어서, 사용자는 하나의 NC에서 다른 NC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것은 로밍(roaming)으

로도 지칭된다. 사용자가 새로운 NC로 로밍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환경은 부트 이미지(boot image)가 그 NC를 부팅

시키는데 사용되는 재시작 모드(mode)로 설정된다. 또한, 사용자는 그 새로운 NC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재

시작하고 문서와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열어야 한다. 새로운 NC에서 태스크를 선택하거나 계속 수행하는데 있어서 불

필요한 어려움을 일으키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및 다른 자원을 재시작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험으로부터 줄어들 

수 있다. 사용자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귀찮은 일이다. 또한, NC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부트 이미지가 서버 시스템으로부터 검색되어 클라이언트 NC 상에서 재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버 상의 부하(loa

d)가 증가한다. 이들 동작을 위한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더욱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시작 및 종료가 서

버에서 서버 자원 시스템, 특히 파일 시스템에 상당한 부하를 준다.

따라서, 사용자가 하나의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이동하거나 로밍할 수 있게 하는 개선된 방법 및 장치를 가지는 

것은 이점이 있을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시스템 이미지의 초기 상태가 확

인된다. 이벤트(event)에 응답하여, 시스템 이미지의 현재 상태가 초기 상태로부터 변경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행해진다. 시스템 이미지의 초기 상태와 현재 상태 사이의 변경 내용에 응답하여, 시스템 이미지의 갱신 내용이 저

장을 위해 전송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신규한 특징들이 첨부한 청구항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본 발명 자체뿐만 아니라 

본 발명의 바람직한 사용 모드, 또다른 목적 및 이점들은 첨부한 도면과 함께 예시적인 실시예의 후속하는 상세한 설

명을 참조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도 1에는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도시되어 있다. 분산형 데이터 처

리 시스템(100)은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컴퓨터의 네트워크이다.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은 네트워크(10

2)를 포함하며, 이 네트워크(102)는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 내에서 서로 접속된 여러 가지 장치 및 컴퓨터 

사이의 통신 링크(communication link)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매체이다. 네트워크(102)는 와이어(wire)나 광섬유와

같은 영구적인 접속 혹은 전화 접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접속을 포함할 수 있다.

도시된 예에 있어서, 서버(104)는 저장 유닛(106)과 함께 네트워크(102)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네트워크 컴퓨터(10

8, 110, 112)가 네트워크(102)에 접속되어 있다. 이들 NC(108, 110, 112)는 예컨대 개인용 컴퓨터 혹은 네트워크 컴

퓨터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에 있어서, 네트워크 컴퓨터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임의의 컴퓨터이며, 이 컴퓨터는 네

트워크에 접속된 다른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나 다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검색한다. 도시된 예에 있어서, 서버(

104)는 부팅 파일,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미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과 같은 데이터를 NC(108, 110, 112)에 제공

한다. NC(108, 110, 112)는 서버(104)에 대한 클라이언트이다. 분산형 데이터 시스템(100)은 도시되지 않은 부가적

인 서버, 클라이언트, 다른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도시한 예에 있어서, 분산형 처리 시스템(100)은 네트워크 (102)를

구비한 인터넷(Internet)이며, 이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세계적인 집합체 및 상호간에 통신하기 위해 TCP/IP 프로토

콜(protocol)을 사용하는 게이트웨이 (gateway)를 의미한다. 인터넷의 중심은 주요 노드 혹은 호스트 컴퓨터간의 고

속 데이터 통신 라인의 백본(backbone)이며, 이 백본은 데이터 및 메시지를 라우팅 (routing) 하는 수천 개의 상업용 

컴퓨터, 정부 컴퓨터, 교육용 컴퓨터 및 다른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물론,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은 

예컨대 인트라넷(intranet), 근거리 통신망(LAN), 혹은 광대역 통신망(wide area network; WAN)과 같은 다수의 상

이한 유형의 네트워크로서도 또한 구현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대한 구조적 제한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예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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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를 참조하면, 도 2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도 1의 서버(104)와 같은 서버로서 구현될 수 있는 데

이터 처리 시스템의 블럭도가 도시되어 있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200)은 시스템 버스(206)에 접속된 다수의 프로세

서 (202, 204)를 포함하는 대칭형 다중 프로세서(symmetric multiprocessor; SMP)일 수 있다. 이와 달리, 단일 프로

세서 시스템이 채용될 수도 있다. 또한, 로컬 메모리(local memory)(209)에 대한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제공하는 

메모리 제어기 /캐쉬(cache)(208)가 시스템 버스(206)에 접속된다. I/O 버스 브릿지(bridge) (210)가 시스템 버스(20

6)에 접속되어 I/O 버스(212)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메모리 제어기/캐쉬(208)와 I/O 버스 브릿지(210)는 도

시한 바와 같이 집적될 수도 있다.

I/O 버스(212)에 접속된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 브릿지(214)는 PCI 로컬 버스(216)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다수의 모뎀이 PCI 버스(216)에 접속될 수 있다. 통상적인 PCI 버스 구현은 4 개의 PCI 확장

슬롯 (slot) 혹은 애드인 커넥터(add-in connector)를 지원할 것이다. 도 1에서 네트워크 컴퓨터(108, 110, 112)에 

대한 통신 링크는 애드인 보드(board)를 경유하여 PCI 로컬 버스(216)에 접속된 모뎀(218) 및 네트워크 어댑터(adap

ter)(220)를 통해 마련될 것이다.

부가적인 PCI 버스 브릿지(222, 224)는 부가적인 모뎀 혹은 네트워크 어댑터가 지원될 수 있는 부가적인 PCI 버스(2

26, 228)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서버(200)가 다중 네트워크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 맵핑형(memory-mapped) 그래픽 어댑터(230) 및 하드디스크(232)가 도시된 바와 같이 직접 혹은 간

접적으로 I/O 버스(212)에 접속될 수 있다.

당업자라면 도 2에 도시된 하드웨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광 디스크 등과 같은 다른

주변 장치가 추가적으로 또는 도시된 하드웨어 대신에 또한 사용될 수도 있다. 도시한 예는 본 발명에 대한 구조적 제

한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도 2에 도시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예컨대, AIX(Advanced Interactive Executive)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운용하는

뉴욕주 아몽크시에 소재한 인터내셔날 비지니스 머신즈 코포레이션(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의 제품인 IBM RISC/System 6000 시스템일 수도 있다.

이제 도 3을 참조하면, 도 3에는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블럭도가 도시되어 있다. 데이터 처

리 시스템(300)은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일 예이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300)은 PCI 로컬 버스 구조를 채용한다. 도시

한 예가 PCI 버스를 채용하였지만, 마이크로 채널(Micro Channel) 및 ISA와 같은 다른 버스 구조가 사용될 수도 있

다. 프로세서(302) 및 주 메모리(304)는 PCI 브릿지 (308)를 통해 PCI 로컬 버스(306)에 접속된다. PCI 브릿지(308)

는 집적 메모리 제어기 및 프로세서(302)용 캐쉬 메모리를 또한 포함할 수도 있다. PCI 로컬 버스(306)에 대한 부가

적인 접속은 직접 구성요소 상호접속(direct component interconnection) 혹은 애드인 보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

다. 도시된 예에서, LAN 어댑터(310), SCSI 호스트 버스 어댑터(312), 확장 버스 인터페이스(314)가 직접 구성요소 

상호접속에 의해 PCI 로컬 버스(306)에 접속된다. 이와 반대로, 오디오 어댑터(316), 그래픽 어댑터(318), 오디오/비

디오 어댑터(319)는 확장 슬롯에 삽입된 애드인 보드에 의해 PCI 로컬 버스(306)에 접속된다. 확장 버스 인터페이스(

314)는 키보드 및 마우스 어댑터(320), 모뎀(322), 부가적인 메모리(324)에 대한 접속을 제공한다. SCSI 호스트 버스

어댑터(312)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326), 테이프 드라이브(328), CD-ROM 드라이브(330)에 대한 접속을 제공한다

. 통상적인 PCI 로컬 버스 구현은 3 개나 4 개의 PCI 확장 슬롯 혹은 애드인 접속기를 지원할 것이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프로세서(302) 상에서 동작하며, 도 3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300)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구성요

소를 조정하고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OS/2와 같은 상용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일 수도 있으며, 이

OS/2는 주식회사 IBM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OS/2는 주식회사 IBM의 등록상표이다. 자바(Java)와 같은 객체 지

향형 프로그래밍 시스템이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함께 동작할 수 있으며, 데이터 처리 시스템(300) 상에서 실행중인 

자바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부터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호출(call)을 제공한다. 자바는 선 마이크

로시스템즈 인코포레이션(Sun Microsystems, Inc.)사의 등록상표이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객체 지향형 오퍼레이팅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명령어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326)와 같은 저장 장치 상에 위치하며, 주

메모리(304) 내에 로딩되어 프로세서(302)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당업자라면 도 3의 하드웨어가 구현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플래시 롬(flash ROM)(혹은 

균등한 비휘발성 메모리) 또는 광 디스크 드라이브 등과 같은 상이한 내부 하드웨어 또는 주변 장치가 도 3에 도시된 

하드웨어에 부가되거나 이를 대신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NC로서 구현되는 경우에, 데이터 처리 시스템(300)은

통상적으로 도 2에 도시된 구성요소보다 더 적은 구성요소를 포함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NC는 디스크가 없

거나 도 2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226)와 같은 단일의 저장 장치만을 포함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선택에 따라 네트워크 컴퓨터로서 구성되는 경우, 데이터 처리 시스템(300)은 선택적 포함을 나타내는 도 

3의 점선(332)으로 표시된 바와 같은 SCSI 호스트 버스 어댑터(312), 하드디스크 드라이브(326), 테이프 드라이브(3

28), CD-ROM(330)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 바람직하게는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지칭되어야 하는 컴퓨

터는 LAN 어댑터(310), 혹은 모뎀(322) 등과 같은 소정 유형의 네트워크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해야 한다. 다른 예

로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300)은 소정 유형의 네트워크 통신 인터페이스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네트워크 

통신 인터페이스에 의존하지 않고 부팅 가능하도록 구성된 독립형 시스템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300)은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장치일 수도 있으며, 이 PDA 장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파일 및/또

는 사용자에 의해 발생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를 제공하기 위해 ROM 및/또는 플래시 ROM을 구

비한다.

도 3에 도시된 예 및 전술한 예는 구조적인 제한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본 발명은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하나의 컴퓨터로부터 다른 컴퓨터로 용이하게 로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장치, 및 명령어를 제공한다. 상세하게는 도 4를 참조하면, 서버(400)가 통신 링크(404)를 통해 NC(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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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통신한다. NC(402)는 사용자 오퍼레이팅 환경의 완전한 집합체인 이미지(406)를 포함하며, 이 이미지(406)는 예

컨대 시스템 메모리, 디스크 이미지, 레지스터 이미지, 원격지 장치에 대한 접속, 네트워크 및 프로세서 상태를 포함한

다. 스냅샷 혹은 이미지(406)의 복사본은 NC(402)로부터 만들어져 서버(400) 상에 저장되는 스냅샷 이미지를 형성

한다. 도시된 예에서, 서버(400)가 다수의 스냅샷 이미지(408, 410, 412, 414)를 저장한다. NC(402)의 스냅샷 이미

지는 이미지(406)에 의해 표현되는 바와 같이 NC(402) 상의 사용자 환경의 복사본이다. 이 스냅샷 이미지는 소정 주

기 단위 또는 NC(402) 상에서 사용자의 세션(session) 동안 선택된 이벤트(event)에 응답하여 만들어진다. 주기적인

스냅샷은 타이머(timer)의 종료 및 이벤트에 응답하여 만들어질 수도 있으며, 이러한 이벤트에는 예컨대 사용자가 N

C에 대한 접속을 종료하는 것, 사용자가 스냅샷을 요청하는 것, NC가 절전 모드(low-power mode)나 대기 모드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초기 스냅샷 이미지는 완전한 이미지가 서버 상에 저장될 때까지 점진적인 변화

를 서버로 전송하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각각의 사용자는 계정 파일(416)에 저장된 서버(400) 상의 

계정을 갖는다. 도시된 예에서, 이 계정 파일(416)은 사용자 ID, 사용자 NC에 대한 머신 유형, 스냅샷 이미지에 대한 

할당된 위치 및/또는 공간의 확인을 포함한다.

스냅샷 이미지(408∼414)와 같은 이미지를 갱신하는데 있어서, 갱신 내용은 NC(402)로부터 획득한 대체 이미지(re

placement image)이거나 NC(402) 상의 이미지 (406)에 대한 변경 내용의 형태일 수 있다.

사용자가 NC(402)와 같은 NC에 로그 온하는 경우, 스냅샷 이미지가 특정한 NC 상에서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행해진다. 이미지가 특정한 NC 상에서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이미지는 NC로 전송된다. 스냅샷 이미지가 존재

하지 않으면, 스냅샷 이미지는 사용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사용자에 대해 저장된 스냅샷 이미지와 연관된 머

신 유형이 사용자가 로그 온한 머신 유형과 일치하지 않으면, 스냅샷 이미지는 사용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디폴트 부트 이미지(418)가 NC로 전송된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재시작하고 자원을 다시 열

어 원하는 상태로 복귀시켜야 한다.

도 5를 참조하면, 도 5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미지가 도시되어 있다. 이미지(500)는 도 4에서의 N

C(402) 상의 이미지(406)와 같이 클라이언트 상의 이미지의 예이다. 이미지(500)는 도 4의 서버(400)와 같은 서버 

상에 스냅샷 이미지로서 저장될 수 있다. 이미지(500)는 NC(402)와 같은 컴퓨터를 선택된 상태로 설치하는 데 사용

되는 이미지이다. 이 예에서 이미지(500)는 헤더 (header) 정보(502), 상태 정보(504), 페이징(paging) 파일 정보(50

6)를 포함한다. 헤더 정보(502)는 NC 상의 이미지에 대한 파일 레이아웃(layout) 및 로딩 정보를 나타내는 반면에, 

상태 정보(504)는 NC 내에 있는 물리적 메모리 및 하드웨어 장치의 상태(즉,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장

치, 인터럽트(interrupt), 네트워크 기반 실제 시간 클럭)를 포함한다. 상태 정보(504)는 미국 특허 제 5,882,582 호에

기술된 바와 같은 공지된 하이버네이션(hibernation) 기법을 사용하여 획득될 수도 있다.

이미지(500)는 가상 메모리 관리를 포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만 페이징 파일 정보(506)를 포함할 것이다. 이미지(50

0) 내의 페이징 파일 정보는 페이징 파일 자체일 것이다. 이와 달리, 페이징 파일의 일부분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며, 

이 페이징 파일의 로킹(locking)된 일부분은 NC를 복구, 부팅하는 데 필요하거나 하이버네이션하지 않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도시된 예가 페이징 파일을 포함하고 있지만,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유형에 따라 페이징 공간(p

aging space)이 페이징 파일을 대신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페이징 공간 혹은 페이징 파일은 가상 메모리 관리자를 

구비하는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도 6 내지 도 10은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서버에서 사용되는 

프로세스의 플로차트이다. 이들 처리는 사용자 계정을 설정하는 단계와 이미지를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수신 및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특정한 시간에 사용자가 선택된 클라이언트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벤트에서는 서버에서의 프로세스가 이미지를 프리로딩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이제 도 6을 참조하면, 도 6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 계정을 설정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플로차

트가 도시되어 있다. 사용자 계정은 서버 상의 사용자를 위한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통상적으로 생성된다. 이 방식에

서, 계정을 가진 사용자는 자원을 재개해야하는 것과 연관된 시간 패널티(penalty)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클라이언

트간을 로밍할 수 있다. 프로세스는 사용자 ID를 수신함으로써 시작한다[단계(600)].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머신 유

형이 수신된다[단계(602)]. 머신 유형은 사용자가 위치한 컴퓨터 혹은 NC의 유형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이어서, 

스냅샷 이미지에 대한 공간이 할당되고[단계(604)], 사용자가 위치한 컴퓨터 혹은 NC에 로밍 소프트웨어가 설치[단

계(606)]된 다음에 프로세스가 종료된다.

이제 도 7을 참조하면, 도 7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스냅샷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플로

차트가 도시되어 있다. 프로세스는 시스템 스냅샷 이미지가 수신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시작한다[단계(700

)]. 시스템 스냅샷 이미지가 수신되지 않았으면, 프로세스는 단계(700)로의 복귀를 계속한다. 시스템 스냅샷 이미지가

수신되었으면, 이 스냅샷 이미지에 대한 사용자 계정이 확인된다[단계(702)]. 스냅샷 이미지는 각각의 사용자 ID에 

대해 고유하다. 스냅샷 이미지 내의 헤더가 이미지를 포함하는 서버 상의 파일을 확인한다. 스냅샷 이미지 내의 헤더

는 사용자 ID, 노드 ID, 세션(스냅샷) ID와 같은 확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스냅샷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계

정을 확인한 다음, 사용자 계정이 스냅샷 이미지 데이터와 결합된다[단계(704)]. 다음에, 전체 스냅샷 이미지가 수신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행해진다[단계(706)]. 구현 동안, 프로세스가 전체 이미지를 한번에 수신하거나 클라

이언트로부터 점진적으로 이미지를 수신할 수도 있다. 전체 이미지가 수신되지 않았으면, 프로세스는 단계 (700)로 

복귀하여 부가적인 스냅샷 이미지 데이터가 수신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전체 이미지가 수신되었으면, 타임스

탬프(timestamp)가 스냅샷 이미지와 결합된다[단계(708)]. 타임스탬프는 서버 상의 스냅샷 이미지에 대한 변경 내용

들을 동기화시키는 데 사용된다. 많은 경우에, 스냅샷 이미지에 대한 변경 내용들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어 스냅샷 이

미지에 적용되기 위해서 이들이 서버 내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타임스탬프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타임스탬프

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 대한 갱신이 스냅샷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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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임스탬프보다 오래된 타임스탬프를 갖는 경우, 이러한 갱신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스냅샷 이미지가 저장[단계(710)]된 다음에 프로세스는 단계(700)로 복귀한다. 스냅샷 이미지는 완전한 사용자의 오

퍼레이팅 환경의 집합체이며, 예컨대 메모리의 복사본, 레지스터 상태의 복사본, 원격 장치에 대한 접속, 클라이언트

에 위치한 어떤 저장 장치의 복사본, 어떤 활성 애플리케이션이나 다른 개시 자원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음에 도 8을 

참조하면, 도 8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이미지를 갱신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플로차트가 도시되어 있

다. 이미지를 갱신한 다음에 스냅샷 이미지를 닫는다. 프로세스는 스냅샷 이미지에 대한 갱신 내용을 수신함으로써 

시작한다[단계(800)]. 다음에, 갱신을 위해 사용자 계정이 확인된다[단계(802)]. 사용자 계정과 연관된 스냅샷 이미

지를 열어서 사용자 계정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한다[단계(804)]. 사용자 계정과 연관된 스냅샷 이미지가 갱신[

단계(804)]된 다음에 프로세서가 종료된다. 이러한 갱신은 새로운 스냅샷 이미지의 형태일 수도 있고, 단지 NC 상의 

이미지에 대한 변경 내용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될 바와 같이, 이러한 갱신에 대한 전송 개시는 

NC의 로밍 소프트웨어에 의해 처리된다. 또한, 스냅샷 이미지의 열기 및 닫기는 각각 사용자 로그인 및 사용자 로그

아웃시에 수행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스냅샷 이미지는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로그 오프할 때 닫히므로 스냅샷 이미지

는 사용자가 다음에 네트워크로 로그 온할 때까지 완전한 개체(entity)로서 저장될 것이다.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로그

온할 때, 스냅샷 이미지가 열려 이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게 된다.

도 9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스냅샷 이미지를 클라이언트로 전송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플로차트가 

도시되어 있다. 프로세스는 스냅샷 이미지에 대한 요구를 수신함으로써 시작한다[단계(900)]. 이 요구는 사용자가 클

라이언트로 로그 온할 때 클라이언트에 의해 자동적으로 개시될 수도 있다. 또한, 이 요구는 스냅샷 이미지가 소정의 

어떤 시간에 사용자의 NC로 다운로딩(downloading)되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스케줄링(scheduling)될 수도 

있다. 이러한 예에서, 요구는 클라이언트에서의 사용자 ID를 포함한다. 다음에, 사용자 계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

단이 행해진다[단계(902)]. 사용자 계정이 존재하면, 프로세스는 스냅샷 이미지가 사용가능한지를 판단한다[단계(90

4)]. 이 판단은 스냅샷 이미지가 존재하는지와 그 스냅샷 이미지가 올바른 머신 유형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사용자가 현재 클라이언트와는 상이한 머신 유형을 가진 이전 클라이언트에서 스냅샷 이미지를 생성했

을 수도 있다. 스냅샷 이미지가 사용가능하지 않으면, 디폴트 부팅 이미지가 클라이언트로 전송[단계(906)]된 다음에

프로세스가 종료한다.

단계(904)를 다시 참조하면, 요구된 스냅샷 이미지가 사용가능한 경우, 스냅샷 이미지가 클라이언트로 전송[단계(90

8)]된 다음에 프로세스가 종료한다. 단계 (902)를 다시 참조하면, 사용자 계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프로세스가 단

계(906)로 진행하여 디폴트 이미지를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이제 도 10을 참조하면, 도 10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이미지를 프리로딩(pre-loading)하기 위한 프

로세스의 플로차트가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미리 설정된(pre-set) 시간에 클라이언트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스냅샷 이미지를 프리페치(pre-fetch)하여 이를 클라이언트 상에 로딩하는 데 사용될 수 있

다. 이 프로세스는 또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상에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프로세스는 현재 날짜 및 시간을 획득함으로써 시작한다[단계(1000)]. 다음에, 현재 날짜 및 시간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미지 다운로딩이 스케줄링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단계(1002)]. 다운로딩이 스케줄링 되어 있지

않으면, 프로세스는 단계(1000)로 복귀한다. 다운로딩이 스케줄링 되어 있으면, 스냅샷 이미지가 사용자에 대하여 사

용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단계 (1004)]. 스냅샷 이미지가 사용가능하면, 스냅샷 이미지가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딩된[단계(1006)] 다음에 프로세스는 단계(1000)로 복귀한다. 스냅샷 이미지가 사용가능하지 않으면, 디폴트 

부팅 이미지가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딩[단계(1008)]된 다음에 프로세스는 단계(1000)로 복귀한다.

도 11 및 도 12는 클라이언트에서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 로밍 소프트웨어에 의해 사용되는 프로세스의 플로차트이

다. 이 프로세스는 변경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스냅샷 이미지를 요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들 프로세스는 사용자 오퍼레이팅 환경의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며 갱신 내용(예컨대, 변경 내용 혹은 

전체 이미지)을 서버로 다시 전송하는 데 사용된다.

도 11을 참조하면, 도 11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이미지를 클라이언트 상에 복원하기 위한 프로세스

의 플로차트가 도시되어 있다. 이 프로세스는 서버로부터 스냅샷 이미지를 요구함으로써 시작한다[단계(1100)]. 이 

요구는 예컨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로딩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RIPL(Remote Initi

al Program Load)과 같이 원격 부팅 혹은 컴퓨터의 기동을 위한 다양한 공지된 메커니즘(mechanism)을 사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이 프로세스는 스냅샷 이미지를 로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다음에, 이미지가 서버로부터 수신된다

[단계(1102)]. 스냅샷 이미지가 특정한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가능한지에 따라, 이미지는 스냅샷 이

미지 또는 디폴트 부트 이미지일 수 있다. 사용자 오퍼레이팅 환경이 복원된[단계(1104)] 다음에 프로세스는 종료한

다. 사용자 오퍼레이팅 환경의 복원은 스냅샷 이미지가 사용가능할 때 완전하게 복원될 수 있다. 스냅샷 이미지가 사

용가능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계속하여 소정의 애플리케이션 및 다른 자원을 다시 열 것이기 때문에 복원은 단지 부

분적으로 행해진다.

이제 도 12를 참조하면, 도 12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갱신 내용을 서버로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프

로세스의 플로차트가 도시되어 있다. 하나의 방안이 스냅샷 이미지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변화 내용을 포함하는 데

이터와 같은 갱신 내용의 생성 및 전송을 개시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이 방안은 예컨대, 주기적으로 또는 선택된 이

벤트의 발생에 응답하는 것과 같은 다수의 방식으로 갱신을 개시할 수 있다. 프로세스는 타이머를 개시함으로써 시작

하고, 초기 시스템 상태를 확인한다[단계(1200)]. 타이머를 사용하여 스냅샷 이미지에 대한 주기적인 갱신을 하는 반

면에, 초기 시스템 상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오퍼레이팅 환경에서의 변경 내용을 확인한다. 다음에, 타이머가 시작된

다[단계(1202)]. 이어서, 선택된 활동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행해진다[단계(1204)]. 선택된 활동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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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면, 이 선택된 활동이 중요 이벤트인지에 대한 판단이 행해진다[단계 (1206)]. 중요 이벤트에는 예컨대, 클라이

언트로의 로그 인,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로그 아웃, 애플리케이션 로딩, 애플리케이션의 언로딩(unloading), 혹은 클라

이언트가 절전 모드로 진입하려는 상태를 포함하는 다수의 이벤트가 있다.

그 활동이 중요 이벤트이면, 클라이언트의 스냅샷 이미지가 서버로 전송된다 [단계(1208)]. 다음에, 프로세스가 종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단계(1210)]. 도시한 예에서,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클라이언트로부터 로그

아웃하는 이벤트에서 종료할 것이다. 프로세스가 종료하지 않으면, 타이머가 리셋된[단계(1212)] 다음에 프로세스는

단계(1204)로 복귀한다.

다시 단계(1206)를 참조하면, 선택된 활동이 중요 이벤트가 아닌 경우, 프로세스는 현재 시스템 상태와 초기 시스템 

상태를 비교한다[단계(1214)]. 이 단계는 단계(1200)에서 확인된 초기 상태를 가지는 사용자 오퍼레이팅 환경의 현

재 상태를 조사한다. 예컨대, 레지스터에서의 변경 내용, 메모리에서의 변경 내용, 혹은 열린 자원에서의 변경 내용과 

같은 차이점들이 무제한으로 비교되어 조사된다. 다음에, 사용자 오퍼레이팅 환경에서 상이한 상태간에 변경 내용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행해진다[단계(1216)]. 상이한 상태간에 변경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프로세스는 단계(

1204)로 복귀한다.

상이한 상태간에 변경 내용이 존재하면, 단계(1214)에서의 비교에 의해 확인된 변경 내용이 서버로 전송된다[단계(1

218)]. 초기 시스템 상태가 현재 시스템 상태와 동일하게 설정된[단계(1220)] 다음에 프로세스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단계 (1212)로 진행한다. 다시 단계(1204)를 참조하면, 선택한 활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시간이 종료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단계(1222)]. 타이머가 종료되지 않았으면, 프로세스는 단계(1204)로 복귀한다. 타이머가 종료되

었으면, 프로세스는 단계(1214)로 진행하여 현재 시스템 상태와 초기 시스템 상태를 비교한다.

본 발명이 전체적으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프로세스가 컴퓨터 판

독 가능한 매체의 명령어의 형태 및 다양한 형태로 배포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이 배포를 수행하는 데 실제로 사용되는

매체를 수반하는 특정 유형의 신호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만 한다. 컴퓨

터 판독 가능한 매체의 예로는 플로피 디스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RAM, CD-ROM과 같은 기록가능한 유형의 매체

및 디지털과 아날로그 링크와 같은 전송 유형의 매체가 있다.

본 발명의 설명은 예시와 설명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개시한 형태의 발명으로만 본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

니다. 도시된 예는 직접적으로 NC에 대한 것이지만, 본 발명의 예가 네트워크에 접속된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다른 

유형의 컴퓨터에 적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프로세스가 랩탑(laptop) 컴퓨터와 같은 휴대용 컴퓨터에 

적용될 수도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제1 위치에서 로그 온되어 스냅샷 이미지 및 다른 변경 내용이 저장을 위해 호스

트 또는 서버 컴퓨터로 전송될 수 있다. 다음에, 사용자가 휴대용 컴퓨터를 로그 오프하여, 컴퓨터를 접속 해제시키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휴대용 컴퓨터를 재접속시켜 로그 인할 수 있다. 제2 위치에서의 로그 인으로 인해 스냅샷 이

미지가 제2 위치에 있는 휴대용 컴퓨터로 전송될 것이다. 또한, 도시된 예에서 스냅샷 이미지는 전체 오퍼레이팅 환경

, 즉 휘발성 메모리, 레지스터 상태, 및 영구 저장 장치의 내용에 포함된다. 구현 방식에 따라, 로컬 영구 저장 장치가 

없는 네트워크 컴퓨터일 경우에 스냅샷 이미지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휘발성 메모리와 같은 영구 저장 장치에

만 존재할 수 있다. 당업자에게는 많은 변형 및 변경이 자명할 것이다. 본 발명의 원리를 잘 설명하기 위한 실시예를 

선택하여 설명하였으며, 당업자라면 본 발명이 계획한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시스템

이미지의 초기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이벤트(event)에 응답하여, 시스템 이미지의 현재 상태가 초기 상태로부터 변

경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시스템 이미지의 초기 상태와 현재 상태간의 변경 내용에 응답하여, 

시스템 이미지의 갱신 내용이 저장을 위해 전송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 내에서, 상기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이미지의 초기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와,

이벤트에 응답하여, 상기 시스템 이미지의 현재 상태가 상기 시스템 이미지의 초기 상태로부터 변경되었는지에 대하

여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시스템 이미지의 초기 상태와 상기 시스템 이미지의 현재 상태간의 변경 내용에 응답하여, 상기 시스템 이미지

의 갱신 내용을 저장을 위해 원격지 컴퓨터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시스템 이미지 유지 방법.

청구항 2.
호스트(host) 컴퓨터 내에서,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복수의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의 복수의 사용자에 대

한 시스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컴퓨터 내에서 상기 복수의 사용자에 대한 복수의 시스템 이미지를 유지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시스템 

이미지 내의 각각의 시스템 이미지는 상기 복수의 사용자 내의 하나의 사용자와 연관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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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클라이언트 컴퓨터 내의 하나의 클라이언트 컴퓨터로부터의 시스템 이미지에 대한 갱신 내용의 수신을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단계와,

시스템 이미지에 대한 상기 갱신 내용의 수신을 검출하는 단계에 응답하여, 상기 갱신 내용과 연관된 상기 복수의 시

스템 이미지 내의 하나의 시스템 이미지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갱신 내용과 연관된 상기 시스템 이미지의 확인 단계에 응답하여, 상기 시스템 이미지를 변경하여 상기 갱신 내

용을 반영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시스템 이미지 유지 방법.

청구항 3.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의 컴퓨팅(computing) 방법에 있어서,

방침(policy)에 따라 상기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제1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스냅샷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

와,

상기 스냅샷 이미지를 상기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사용자와 연관된 서버 상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에 의한 상기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제2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의 로그 온에 응답하여, 상기 스

냅샷 이미지가 사용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스냅샷 이미지가 사용가능하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상기 스냅샷 이미지를 상기 제2 클라이언트 컴퓨터 상으로 

로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팅 방법.

청구항 4.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네트워크와,

상기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각각이 시스템 이미지를 포함하며, 선택된 이벤트에 응답하여 상기 시스템 이미지의 갱신

내용을 저장을 위해 전송하는, 복수의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상기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각각의 시스템 이미지의 복사본(copy)을 저장된 시스템 이미지로서 유지하고, 저장된 시

스템 이미지에 대한 갱신 내용을 수신하며, 상기 저장된 시스템 이미지를 변경하여 상기 갱신 내용을 반영하는 서버 

컴퓨터

를 포함하는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갱신 내용이 상기 저장된 시스템 이미지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스템 이미지인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 내용이 상기 저장된 시스템 이미지를 변경시키는 데 사용되는 상기 시스템 이미지에 대한 변경 내용인 분

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7.
시스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이미지의 초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 수단과,

이벤트에 응답하여, 상기 시스템 이미지의 현재 상태가 상기 시스템 이미지의 초기 상태로부터 변경되었는지를 판단

하기 위한 판단 수단과,

상기 시스템 이미지의 초기 상태와 상기 시스템 이미지의 현재 상태 사이의 변경 내용에 응답하여, 상기 시스템 이미

지의 갱신 내용을 저장을 위해 원격지 컴퓨터로 전송하기 위한 전송 수단

을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수단이 저장을 위해 상기 변경 내용을 전송하기 위한 전송 수단을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수단이 저장을 위해 상기 시스템 이미지의 스냅샷 이미지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수단을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지 컴퓨터가 서버 컴퓨터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이벤트가 주기적인 이벤트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이벤트가 상기 이미지를 갱신하는 사용자로부터의 요구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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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이벤트가 상기 컴퓨터의 로그 오프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4.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레지스터를 포함하고, 상기 시스템 이미지가 상기 레지스터의 상태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

리 시스템.

청구항 15.
제7항에 있어서,

활성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 상에 존재하고, 상기 시스템 이미지가 상기 활성 애플리케이션을 포함

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6.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복수의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복수의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

한 컴퓨터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내에서 상기 복수의 사용자에 대한 복수의 시스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 수단 -상기 복수의 시스

템 이미지 내의 각각의 시스템 이미지는 상기 복수의 사용자 내의 하나의 사용자와 연관됨- 과,

상기 복수의 클라이언트 컴퓨터 중 하나의 클라이언트 컴퓨터로부터 시스템 이미지에 대한 갱신 내용의 수신에 대하

여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니터링 수단과,

시스템 이미지에 대한 상기 갱신 내용의 수신을 검출하는 단계에 응답하여, 상기 갱신 내용과 연관된 상기 복수의 시

스템 이미지 중 하나의 시스템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 수단과,

상기 갱신 내용과 연관된 상기 시스템 이미지를 확인하는 단계에 응답하여, 상기 시스템 이미지를 변경하여 상기 갱

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수단

을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갱신 내용이 새로운 시스템 이미지인 컴퓨터.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갱신 내용이 상기 시스템 이미지에 대한 변경 내용인 컴퓨터.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갱신 내용이 클라이언트 컴퓨터 내의 레지스터의 상태를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갱신 내용이 클라이언트 컴퓨터 내의 메모리의 상태를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21.
제16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하나의 사용자에 의한 로그인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니터링 수단과,

상기 사용자에 의한 로그인을 검출하는 단계에 응답하여, 상기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이미지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

기 위한 판단 수단과,

상기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상기 시스템 이미지를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하기 위한 전송 수단

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디폴트 이미지를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

로 전송하기 위한 전송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23.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컴퓨팅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제1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스냅샷 이미지를 주기적으로 생성하기 위한 생성 수

단과,

사용자와 연관된 상기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서버 컴퓨터 상에 상기 스냅샷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과,

상기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제2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로그 온하는 상기 사용자에 응답하여, 상기 스냅샷 

이미지가 사용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판단 수단과,

상기 스냅샷 이미지가 사용가능하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상기 스냅샷 이미지를 상기 제2 클라이언트 컴퓨터 상으로 

로딩하기 위한 로딩 수단

을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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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스냅샷 이미지가 시스템 메모리, 디스크 이미지, 및 네트워크와 프로세서 상태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라이언트 컴퓨터 내의 선택된 이벤트의 발생에 응답하여, 상기 제1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스냅샷 이미지를

생성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하나의 머신 유형(machine type)을 가지고, 상기 제2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하나의 머

신 유형을 가지며, 상기 스냅샷 이미지가 사용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상기 판단 수단은,

스냅샷 이미지가 사용자와 연관된 상기 서버 상에 저장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제1 판단 수단과,

사용자와 연관된 상기 서버 상에 저장되어 있는 스냅샷 이미지에 응답하여, 상기 제1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머신 유형

이 상기 제2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머신 유형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제2 판단 수단

을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27.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스템 이미지 유지 방법 또는 제3항의 컴퓨팅 방법의 각 단계를 구현하는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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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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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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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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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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