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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P2P(Peer-to-Peer) 방식을 이용하여 피어(Peer)들 끼리 각자가 탑재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라이센스

(license)에 저촉됨이 없이 다른 피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상호간의 유휴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P2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공유하는 방법은 제1 피어가 공유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제1단계와, 제2 피어로부터 수신한 어플리케이션 검색 명령에 포함되는 검색 조건을 상기 등록된 어플리케이션

파일이 만족하는지 판단한 결과에 따라 제2 피어에 디스크립션 파일을 송신하는 제2단계와, 검색 조건에 맞는 어플리케이

션에 관한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하여 제2 피어와 소정의 프로토콜로 연결을 하는 제3단계와,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원격

디스플레이 서비스를 제2 피어에 제공하는 세션을 실행하는 제4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에 따르면 서버의 유휴 리소스를 공유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현재 리소스 환경에서 수행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

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P2P(peer-to-peer), 피어(peer), 운영 체계, 어플리케이션, 미들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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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종래의 P2P 파일 공유 시스템 중 Pure 형을 나타낸 구성도.

도 1b는 종래의 P2P 파일 공유 시스템 중 Hybrid 형을 나타낸 구성도.

도 2는 종래의＇Grid computing＇, ＇SETI@home＇의 시스템 구성도.

도 3은 종래의 JXTA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를 나타낸 블록도.

도 4는 종래의 ＇VNC＇의 동작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종래의 ＇Gnutella＇ 프로토콜의 동작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P2P 공유 시스템의 서버 구성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P2P 공유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구성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전체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9는 도 8에서 세션실행 과정 중 서버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를 나타낸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어플리케이션을 공유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P2P(Peer-to-Peer) 방식을 이용하여 피어

(Peer)들 끼리 각자가 탑재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라이센스(license)에 저촉됨이 없이 다른 피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상호간의 유휴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의 일반적인 데이터 모델인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 모델은 데이터의 생산자가 소수의 서버이고 이 소수의

서버에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접근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익명성 보장됨에 따라, 그리고 자유로운 데이터의 교환 및 복제 등에 대한 사용자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P2P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그누텔라(Gnutella), 냅스터(Napster) 등과 같

은 파일 공유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이들 파일 공유 어플리케이션들은 특정 서버 없이 누구나 서버가 되기도 하고 클라이

언트가 되기도 하는 피어(peer)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피어는 P2P 프로토콜로 구현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을 의미하는데, 각 피어는 독립적, 비동기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며 피어 ID(peer indentification)에 의해서 구분

된다. 피어와 또 다른 피어가 상호 서비스를 연동하기 위해서 직접 연결될 필요는 없고, 중간에 다른 피어들을 라우팅

(routing)을 위한 매개체로 삼아 원하는 피어와 통신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그누텔라의 경우는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순수한 형태의 P2P 모델로 구성된다. 이 때 피어들은 데이터를 찾기 위해 실

시간으로 노드(node)를 검색하며, 검색의 결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노드를 발견하면 커넥션을 맺고 데이터를 교환한

다. 한편 냅스터의 경우, 도 1b에서와 같이 데이터를 주고 받는 주체는 여전히 피어이지만, 이들에 대한 검색은 별도의 검

색서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누텔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gnutella.com＂를 참조하여 알 수 있다.

파일공유 외에도 ＇Grid computing＇(＂http://www.ibm.com/grid＂참조), ＇SETI@home＇(＂http://

setiathome.ssl.berkeley.edu＂참조)과 같이 컴퓨터의 리소스를 공유하는 프로젝트(project)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

로젝트들은 도 1a 또는 도 1b에서처럼 피어들 간에 상호 리소스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도 2에서처럼 처리시에 리소스

를 크게 요구하는 수학 연산 등에 필요한 원 데이터(raw data)를 분할하여 피어들에게 할당한 다음 각각의 피어에서 할당

된 데이터를 처리한 후, 마스터가 상기 처리된 데이터(processed data)를 다시 취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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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대표적인 P2P 프로토콜인 JXTA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나타내고 있다. 웹페이지 ＂http://www.jxta.org/＂를

참조하면 JXTA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JXTA는 OS(operating system), 네트워크, 프로그래

밍 언어(programming language)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P2P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범용 플랫폼

(flatform)이다. 이러한 JXTA를 비롯한 일반적인 P2P 파일 공유 시스템은 기존의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계열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코어(core)에 해당하는 P2P 프로토콜 스택

(P2P protocol stack)이 올라간다. P2P 프로토콜 스택을 공통적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피어들 간에 그룹 혹은 커뮤니티

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를 발견하고 모니터링 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부분, 원하는 서비스나 데이터를 찾는 쿼리

(query) 부분, 및 서비스와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피어와 연결(connection)을 형성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이와

같은 P2P 프로토콜 스택 위에 이것을 이용하여 파일 공유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한다.

이러한 P2P 공유 모델은 그 동작 방식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도 5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P2P모델의 어플리케이션인

그누텔라(Gnutella) 파일공유 어플리케이션의 동작방식을 나타낸 것인데, 그누텔라는 도1a에서와 같이 순수한 피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노드 형태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그누텔라의 파일공유 어플리케이션 동작을 살펴보면,

기존에 피어1(10) 및 피어3(30)가 참여해 있는 네트워크에 피어2(20)이 새로이 참여(join)한다. 이때 주변에 어떤 피어들

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드를 발견(node discovery)하기 위한 패킷(packet)인 ＇Ping＇패킷을 브로드캐스트

(broadcast)하면(S510), 주변의 피어들은 이에 응답하는 ＇Pong＇패킷을 피어2(20)에게 보낸다(S520).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피어2(20)는 주변에 피어1(10)과 피어3(30)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후 원하는 파일을 검색하는 ＇

Query＇패킷을 브로드캐스트 하면(S530), 주변 피어들 중에서 검색 조건에 해당하는 파일을 가지고 있는 피어가 ＇

Query hit＇패킷으로 응답을 하게 된다(S540). 이후에 피어2(20)는 Query hit 패킷으로 응답을 한 피어들 중에 하나의 피

어를 선택하여서 이와 연결을 하고(S550) GET 또는 PUSH 방식으로 원하는 파일을 수신한다(S560). 일반적으로 파일을

수신할 때는 GET 명령을 이용하지만, 피어2(20)가 방화벽 내에 존재하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조건에서는 파일을 가지고

있는 피어2(20)가 PUSH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나의 완성된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P2P

프로토콜 스택 외에도 보안(authentication), 세션(session),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와 같은 요소(component)들과 결합

하여야 한다.

상기 P2P 모델 외에, 본 발명과 관련된 기술로서 원격 디스플레이 시스템(Remote display system)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술로는 ＇X 윈도 시스템(X Window System)＇,＇VNC(Virtual Network Computing)＇등이 있다. X 윈도 시스템에 관

한 상세한 정보는 웹페이지 ＂http://www.x.org ＂를, VNC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웹페이지 ＂http://

www.uk.research.att.com/vnc/＂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들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격지 뷰어

(remote viewer)에서 키보드, 마우스 등의 입력 장치를 이용하여 서버에 접속하고 각종 명령을 전달하면, 서버가 상기 명

령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수행된 결과인 디스플레이 정보를 다시 원격지 뷰어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원격지 뷰어 역할을 하는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작 실행은 서버에서

일어나고 단지 서버에서 실행된 결과를 보여주기만 하기 때문에 소위, 씬 클라이언트(thin client)라고 할 수 있다.

VNC의 경우, 대부분의 OS에서 실행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OS간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를 만족한다. 예를 들

어 리눅스 시스템에서 윈도우즈 서버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리눅스 시스템에서 출력화면을 볼 수 있으며, 반

대로 윈도우 시스템에서도 리눅스 서버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출력화면을 볼 수 있다. 또한 PDA와 같은 이동

기기(mobile device)에서도 프로토콜을 만족하는 뷰어(viewer)만 있다면 서버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여 VNC의 동작을 살펴보면, VNC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측 뷰어에 디스플레이 되는 프레임버퍼(frame

buffer)를 갱신하는 원리로 동작한다. 이런 의미에서 VNC를 remote framebuffer(RFB)라고도 부른다. 이 때 디스플레이

되는 픽셀의 정보는 마치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할 때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상황에 적합한(adaptive) 방식으로 전송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클라이언트 즉 VNC 뷰어가 키보드, 마우스 등의 입력장치를 이용하여 명령을 전달하면 VNC 서버

는 상기 명령에 따라 자신에 내장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VNC 뷰어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상기

VNC 뷰어와 VNC 서버 간에 통신은 VNC 프로토콜을 통하여,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퀄리티(quality)로 이루어

진다.

상기 P2P 공유 모델과 원격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이하와 같은 문제점 내지 불편함을 안고 있다. P2P방식은 다수의 피어들

이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서로의 정보와 리소스를 공유하는 방식이지만, 종래의 P2P방식에서의 어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파일 공유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음악, 동영상과 같은 파일에만 국한되어 있어 어플리

케이션 자체를 공유하고자 하는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다. 그리고, 리소스를 공유하는 몇몇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기는 하

지만, 이는 파일공유와 같이 순수한 피어들의 자율적인 공유가 아니라 ＇Grid computing＇이나 ＇SETI@home＇과 같이

병렬 컴퓨팅의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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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격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내지 원격 억세스 시스템(remote access system)은 클라이언트가 잘 알려진 서버에 접

속을 하여 하나의 유저(user)로서 서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단순히 서버에 접속하여 파일을 내려 받는 것과 다르지 않

으며 서버의 프로그램을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이 사용하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피어들 간의 순수한 공유 형태가 아니

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이 갖는 문제점들을 그대로 갖게 된다. 즉 클라이언트는 계정이 존재하는 서버에만 접속할

수 있고, 반드시 서버에 사용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여전히 라이센스가 허락된 어플리케

이션만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클라이언트들의 접속이 몇몇 서버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서버는 더욱 더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요구되는 반면에, 갈수록 늘어나는 클라이언트들의 컴퓨팅 파워는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

다.

이와 같이, 종래의 기술들로는 피어들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커뮤니티의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공유할 수 있도

록 하는 방법이 없으며, 피어들이 자신의 유휴 리소스를 다른 피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창안된 것으로, 오늘날 인터넷 환경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P2P방식을 이용

하여 피어 간의 어플리케이션과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어플리케이션의 공유를 통하여 별도의 설치과정 없이 다른 플랫폼(flatform)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은 PC의 유휴 리소스를 공유함으로써 현재의 리소스나 환경으로 수행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P2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공유하는 방법은, 서버 기능을

가지는 제1 피어가 공유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제1단계; 클라이이언트 기능을 가지는 제2 피어로부터 수

신한 어플리케이션 검색 명령에 포함되는 검색 조건을 상기 등록된 어플리케이션 파일이 만족하는지 판단하여, 상기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제2 피어에 상기 디스크립션 파일을 송신하는 제2단계; 상기 검색 조건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서

비스를 실행하기 위하여 상기 제2 피어와 소정의 프로토콜로 연결을 하는 제3단계; 및 상기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원격 디

스플레이 서비스를 상기 제2 피어에 제공하는 세션을 실행하는 제4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P2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공유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은, 클라이언트 기능을 가지는 피어(a)의

사용자가 서비스 받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검색 조건을 입력하는 제1단계; 상기 검색 조건을 이용하여 검색 메시지를

구성한 뒤 주변 피어에게 검색 명령을 송신하는 제2단계; 상기 주변 피어 중 상기 검색 조건이 만족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있는 피어로부터 상기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디스크립션 파일을 수신하는 제3단계; 상기 디스크립션 파일을 토대

로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있는 피어 중에서 상기 피어(a)의 사용자가 선택하는 피어(b)와 소정의 프로토콜로 연결

을 하는 제4단계; 및 상기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원격 디스플레이 서비스를 상기 피어(b)로부터 제공받는 세션을 실행하는

제5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P2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공유하는 서버는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공유하고자 하

는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전체 어플리케이션 또는 개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 정책을 설정하는 등록 모듈; 서버

의 유휴 리소스를 측정하고 상기 등록된 어플리케이션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리소스의 양을 점검하는 리소스 점검 모듈;

상기 등록 모듈 및 상기 리소스 점검 모듈에 근거하여 현재 서비스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와 상기 어플리케이션

을 서비스하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담은 디스크립션 파일을 생성하는 디스크립션 모듈; 및 클라이언트에게 원격 디스플레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션을 유지하거나 종료하는 세션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P2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공유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어

플리케이션에 대한 검색 조건을 클라이언트의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검색 조건을 만족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찾기 위한 검

색 메시지를 작성하고 이를 주변 피어에 전송하는 검색 모듈; 및 상기 주변 피어 중 상기 검색 조건을 만족하는 어플리케이

션을 등록하고 있는 서버로부터 상기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원격 디스플레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세션을 유지하거나 종료하

는 세션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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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

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여주

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

성 요소를 지칭한다.

본 발명이 제안하는 어플리케이션 공유 시스템(Application Sharing System)에는, 특정 서버나 클라이언트가 따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피어는 클라이언트로서 다른 피어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피어가 자신의 어플리

케이션과 리소스를 다른 피어에게 공급하는 서버의 역할도 한다. 따라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파트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동작한다. 그러나, 모든 피어가 반드시 서버 및 클라이언트 기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

버로만 동작하는 피어와 클라이언트로만 동작하는 피어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기능상의 측면에서 구성

요소를 서버 측과 클라이언트 측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본 발명은 피어들 간의 커뮤니티 형성과 서비스 받고자 하는 어플

리케이션에 대한 검색 프로토콜로는 종래의 P2P 프로토콜 스택을 사용하고, 원격지의 어플리케이션 수행과 제어는 종래

의 원격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서버/뷰어 구조를 이용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공유 시스템의 서버 측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서버는 피어들과 공유할 어플리케이

션을 등록하고 컴퓨터가 P2P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동안 현재 가용한 시스템 리소스를 모니터링 한다. 또 현재 등록된 어플

리케이션과 모니터 된 시스템 리소스를 근거로 서버 자신에 대한 디스크립션(description)을 작성하며, 이 디스크립션에

근거하여 다른 피어로부터 들어오는 검색(search) 메시지에 응답한다. P2P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동안은 서버 파트

는 데몬(daemon) 형태로 수행되면서 다른 피어들로부터 검색이나 어플리케이션 사용 요청이 올 경우를 위하여 대기한다.

만약 다른 피어로부터 어플리케이션 사용 요청이 들어오면 연결(connection)을 하고 적절한 협상(negotiation)을 거친 후

서버인 피어가 클라이언트인 피어에 원격 디스플레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션(session)을 시작한다. 세션이 시작되면 이

때부터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원격지의 다른 피어가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원격 디스플레이 시스템(remote display

system)을 구동한다.

서버 측 피어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하위에 시스템 구동을 위한 운영 체계(OS; 660)가 존재하고 최상위에 사

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610)이 존재한다. 운영체계(660) 및 어플리케이션(610) 사이에는 본

발명에 따라 P2P 방식으로 컴퓨터 리소스를 공유하기 위한 미들웨어(620)이 존재한다. 그리고 상기 미들웨어(620)에는

다수의 피어들을 발견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피어들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P2P 프로토콜 스택(640), 및

원격지 뷰어로부터 전달된 명령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그 실행 결과를 원격지 뷰어에 전달하는 원격 디스플레

이 시스템(650), 그리고 이들의 상위층에 본 발명에서 추가한 어플리케이션 공유 시스템 모듈(630)이 존재한다.

상기 어플리케이션 공유 시스템 모듈(630)은 다수의 하부 모듈을 포함하는데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컴퓨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피어들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

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등록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 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 만일 여기서 설정된 기준에 시스

템의 상태가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정책의 예로는 'CPU사용

량이 최근 10분 동안 평균 50%이상 되었을 때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와 같은 것이 있다. 이와 같

이 등록 모듈(registration module; 632)은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공유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사용자 입력

또는 리소스 점검 모듈(resource monitoring modue; 633)에 의하여 관측된 리소스 통계치에 따라 전체 혹은 개별 어플리

케이션에 대한 서비스 정책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서버 역할을 하는 피어가 클라이언트의 어플리케이션 사용 요청을 받아 들일 수 있는지, 혹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어플

리케이션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현재 서버의 리소스 상태와 등록과정에서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즉 서버의 리소스가 설정된 기준을 넘어서 사용되고 있으면 현재의 상태로는 서비스 할 수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요청

을 거절 또는 중단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피어들의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디스크립션 파일 역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리소스 점검 모듈(resource monitoring module; 633)은 매 순간 컴퓨터의 유휴 리소스를 측정하고 최근의 일정

시간 동안의 리소스에 대한 통계를 관리한다. 그리고,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리소스를 사용하는지,

즉 과거의 통계치도 마찬가지로 관리한다. 리소스 점검 모듈(633)이 점검(monitoring)할 리소스에는 프로그램을 수행시킬

때 필요한 CPU, 메모리, 네트워크 대역폭 등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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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립션 모듈(description module; 634)은 등록 모듈(632)과 리소스 점검 모듈(633)에 근거하여 현재 서비스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담은 디스크립션 파일(description file)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디스크립션 파일에는 서비스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이름, 버전과 기타 정보, 서버의 운영체제, 메모리,

CPU, 가상메모리, 현재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제공 가능한 리소스 정보 등을 담고 있다. 디스크립션 파일은 서비스하

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작성되는데, 주기적 혹은 다른 피어의 검색 요청이 있을 때 변화하는 시스템 정보를 반

영하여 동적으로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디스크립션 파일은 다른 피어들의 검색 요청에 응답하는 메시지를 작성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하부 P2P 스택에 따라 다르지만 이러한 디스크립션 파일이 광고(advertisement)에 사용될 수도 있다.

한편, 연결 모듈(connection module; 637)은 서버의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 제공하기 위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소정

의 프로토콜(예컨대, HTTP 프로토콜)을 통하여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협상 모듈(negotiation module; 636)은 선택적(optional) 구성요소로서, 데이터 전송 퀄리티(예를 들어, QoS;

Quality of Service)나 서비스 정책 등과 같이 서비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클라이언트와 협상하는 역할을 한다.

세션 모듈(session module; 635)은 클라이언트에 원격 디스플레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션(session)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세션은 관련된 프로세스를 일괄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하나의 세션에는 클라이언트 측 정보,

QoS와 같은 퀄리티 정보, 안전한 프로세스 종료, 해당 서비스 정책, 로그 정보(log information) 등이 포함된다. 결국 세션

모듈(635)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별로 이러한 세션을 유지하고 서비스 종료와 함께 세션을 닫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GUI 모듈(graphic user interface module; 631)은 서버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고 상기 서버 사용자로부터 명령을 입력받는다. 즉 GUI 모듈(631)은 등록 과정, 어플리케이션 공유에 대한 환경설정, 시스

템의 리소스에 대한 모니터 결과, 연결설정과 해제에 대한 서버 측 컨트롤 등에 관여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공유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측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검색 조건을 완료하고 검색 조건에 해당하는 피어의 어플리케이션을 찾는다. 또 검색된 피어들 중에서 사용자

가 선택한 피어와 협상을 통해 연결을 맺으며 어플리케이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션을 유지한다. 세션이 시작되면 사용

자는 원격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뷰어를 통해 상대 피어의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클라이언트 측 피어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하위에 시스템 구동을 위한 운영 체계(OS; 750)가 존재하고 그 위

에 본 발명에 따라 P2P 방식으로 컴퓨터 리소스를 공유하기 위한 미들웨어(710)이 존재한다. 그리고 상기 미들웨어(710)

에는 상기 서버 측의 미들웨어(620)과 마찬가지로 P2P 프로토콜 스택(730), 및 원격 디스플레이 시스템(740), 그리고 이

들의 상위층에 본 발명에서 추가한 어플리케이션 공유 시스템 모듈(720)이 존재한다. 상기 어플리케이션 공유 시스템 모

듈(720)은 다수의 하부 모듈을 포함하는데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색 모듈(searching module; 712)은 클라이언트 동작 후 사용자로부터 GUI 모듈(631)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어

플리케이션에 대한 검색 조건을 입력받아 검색 조건을 만족하는 서비스를 찾기 위해 검색 메시지를 작성하고 이를 하부

P2P 스택을 통해 다른 피어들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결 모듈(connection module; 715)은 서버 측의 연결 모듈(637)과 마찬가지로 서버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서버와 클라이

언트 간에 소정의 프로토콜을 통하여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협상 모듈(negotiation module; 714)은 서버 측의 협상 모듈(636)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전송 퀄리티나 서비스 정책 등과

같이 서비스에 관련된 사항을 서버와 협상하는 역할을 한다.

세션 모듈(session module; 713)은 서버로부터 원격 디스플레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세션(session)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

다. 하나의 세션에는 서버 측 정보, QoS와 같은 퀄리티 정보, 안전한 프로세스 종료, 해당 서비스 정책, 로그 등이 포함된

다. 세션 모듈(713)는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별로 이러한 이러한 세션을 유지하고 서비스 종료와 함께 세션을

닫는다.

GUI 모듈(graphic user interface module; 711)은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서버 사용자로부터 명령을 입력받는다. 이와 같이 클라이언트 측 GUI 모듈(711)은 주변 노드에 대한 검색

결과 및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기 위

등록특허 10-0621092

- 6 -



한 옵션을 입력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GUI 모듈(711)은 서버의 상황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을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GUI 모듈(711)은 서버로부터 상기 어플리케이션 수행 결과, 즉 원격 디스플레이 서비스를

원격 디스플레이 시스템(740)을 통하여 전달받고,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동작을 전체적으로 나타낸 흐름도이다.

먼저, 서버 기능을 가진 피어들(10, 20, 30)은 각자 공유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한다(S810, S811, S812). 등록

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명령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 할 때 서비스 기준이 되는 각종 정책들도 함께 등

록한다.

다음으로, 상기 피어들(10, 20, 30) 중 하나인 피어2(20)가 주변에 어떤 피어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Ping 패킷을 브로

드캐스트 하면(S820), 주변의 피어들(10, 30)은 이에 응답하는 Pong 패킷을 피어2(20)에게 보낸다(S820). 이를 통하여

피어2(20)는 주변에 피어1(10) 및 피어3(30)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 측(피어2) 모듈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실행된다(S840). 사용자는 다른 피어의 어플리케이션을 사

용하고자 할 때 서비스 받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검색 조건을 GUI 모듈(711)을 통하여 입력한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의 검색 모듈(712)은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은 검색 조건을 가지고 검색 메시지를 구성한 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주

변 피어들(10, 30)에게 연결 모듈(715)을 통하여 검색 명령을 전송한다(S850). 상기 검색 명령을 전송받은 주변 피어들

(10, 30)은 자신의 디스크립션 파일을 참조하여 상기 검색 조건에 만족되면 응답을 하고 만족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

다. 피어1(10)이 상기 검색 조건을 만족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있다면 피어2(20)에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디스

크립션 파일을 송신하고, 피어2(20)는 이를 수신하게 된다(S860).

이 때부터 피어2(20)와 피어1(10) 간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연결(connection)을 한다(S870). 본 예에

서는 응답으로 디스크립션 파일을 송신한 피어가 하나인 경우를 예를 든 것이지만, 만약 디스크립션 파일을 송신한 피어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피어2(20)는 상기 디스크립션 파일을 토대로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있는 피어 중에서 피어2

(20)의 사용자가 선택하는 피어와 소정의 프로토콜로 연결을 한다.

상기 연결 과정을 거친 후 피어2(20)와 피어1(10) 간에 서비스에 대한 협상(negotiation)을 시작하고(S880), 협상과정이

끝나면 피어1(10)이 피어2(20)에 원격 디스플레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션(session)을 시작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한

다(S890).

상기 세션을 실행하는 과정(S890)은 종래의 원격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먼저 사용자의 입력, 즉 컨트롤

이 클라이언트인 피어2(20)에서 서버인 피어1(10)로 전송되면(S891), 디스플레이 정보를 비롯한 어플리케이션의 출력 값

은 피어1(10)에서 피어2(20)로 전송된다(S892). S891 및 S892과 같은 과정은 클라이언트인 피어2(20)의 요구에 따라 수

차례 반복될 수 있다. 이후 피어2(20)에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이 끝나면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결과로 발생한 파일

및 기타 로그 정보를 로컬에 저장하고(S893) 피어1(10)에게 종료 명령을 보낸다(S894). 이후 상기 종료 명령을 받은 피어

1(10)은 세션을 종료하고 정상적인 수행과정을 마친다(S895).

도 9는 도 8에서 세션 실행 후 서버에 의하여 세션이 종료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만일, 도 8에서와 같이 연결된

피어간의 협상이 끝난 후(S880),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비스 사용을 마치고 종료하는 과정이 아니라 서버 측의 서비스 중단

에 의해 전체과정이 종료된다면 일반적인 경우와는 약간 다른 과정(S990)을 따른다.

즉 사용자의 입력 전송(S991) 및 디스플레이(S992) 과정이 반복되는 중에 서버인 피어1(10)의 사용자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피어1(10)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측 피어, 즉 피어2(20)에게 서비스 중단을 알리는 종료 명

령을 전송한다(S993). 그러면, 메시지를 받은 피어2(20)은 데이터 파일과 로그를 로컬에 저장하고(S994),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안전하게 중단한 후 피어2(20)에 올바르게 종료되었다는 OK 메시지를 전송한다(S995). 피어1(10)은 상기 OK 메

시지의 확인을 통하여 피어2(20)에서의 동작이 안전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세션을 종료한다(S996).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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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공유 방식의 어플리케이션 공유를 이용한 본 발명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라이센스에 저

촉됨이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피어 간의 어플리케이션 공유는 어플리케이션의 무단 복제, 배포와는

다르다. 어플리케이션은 허가된 컴퓨터에서 수행되며 다른 곳으로 복제되지 않는다. 단지 다른 익명의 사용자가 원격에서

접속하는 경우와 같다. 예를 들어 게임 라이센스가 없는 사용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서 게임을 수행하고 원격지

에서 디스플레이를 보고 컨트롤 할 수 있다.

둘째, 본 발명에 따르면 설치과정이 필요없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잘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경우 한두 번

의 사용을 위해 장시간 설치과정을 해야 하고 또 필요 없을 때 삭제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을 통해서 한

두 번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피어의 컴퓨터에서 수행할 수 있다.

셋째, 본 발명에 따르면 다른 운영체제나 다른 종류의 플랫폼을 갖는 클라이언트에서도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윈도우즈에서 리눅스용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으며, PDA를 통해 일반적인 PC용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도 있다.

넷째, 본 발명에 따르면 클라이언트 피어가 서버 피어의 유휴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어 현재의 리소스나 환경에서는 수행

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이언트 피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사양의 컴퓨터 리소스를 원하는 3D시뮬

레이션이나 CAD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이들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PC의 유휴시간에 수행함으로써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PC를 가진 사용자라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버 기능을 가지는 제1 피어가 공유하고자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제1단계;

클라이이언트 기능을 가지는 제2 피어로부터 수신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검색 명령에 따라,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

션이 상기 제1 피어에 존재하는지 및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유휴 리소스가 상기 제1 피어에 존재하는지를 판

단하고, 그 판단 결과를 상기 제2 피어에 송신하는 제2단계;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기 제2 피어와 소정의 프로토콜로 연결하고,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실

행을 명하는 컨트롤 명령을 상기 제2 피어로부터 수신하는 제3단계; 및

상기 수신된 컨트롤 명령에 따라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상기 유휴 리소스를 이용하여 실행하는 제4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2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공유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는

상기 공유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명령 및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 할 때의 기준이 되는 정책을 등록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2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공유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정책은 관측된 리소스의 통계치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2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어플리케

이션을 공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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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행 결과를 제2 피어에 원격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2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어

플리케이션을 공유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는

상기 제2 피어가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사용자의 입력을 상기 제1 피어에 전송하면 상기 제1 피어는 상

기 원격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기 제2 피어에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 실행에 따른 출력을 송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피어의 명령 또는 상기 제2 피어의 명령에 따라 상기 세션을 종료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2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공유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피어의 명령에 따라 상기 세션을 종료하는 경우에, 상기 세션을 종료하는 단계는

상기 제2 피어에 서비스 중단을 알리는 종료 명령을 송신하는 단계;

상기 제2 피어가 올바르게 종료되었다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하고 상기 세션을 종료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2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어

플리케이션을 공유하는 방법.

청구항 7.

클라이언트 기능을 가지는 피어(a)의 사용자가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검색 조건을 입력하는 제1단계;

상기 검색 조건을 이용하여 검색 메시지를 구성한 뒤 주변 피어에게 검색 명령을 송신하는 제2단계;

상기 검색 명령을 수신한 주변 피어 중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 및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유휴 리소스가 존재

하는 피어(b)로부터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디스크립션 파일을 수신하는 제3단계;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기 피어(b)와 소정의 프로토콜로 연결하고,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을 명하는 컨트롤 명령을 상기 피어(b)에 송신하는 제4단계; 및

상기 컨트롤 명령에 따라 상기 피어(b)에서 실행된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결과를 수신 받아 원격 디스플레이하는

제5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2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공유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4단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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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피어(b)와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협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2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공유된P2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공유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4단계는

상기 피어(a)가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사용자의 입력을 상기 피어(b)에 송신하고 상기 원격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기 피어(b)로부터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 실행에 따른 출력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피어(a)의 명령 또는 상기 피어(b)의 명령에 따라 상기 세션을 종료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2P 프

로토콜을 사용하여 공유된P2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공유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피어(a)의 명령에 따라 상기 세션을 종료하는 경우에 상기 세션을 종료하는 단계는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 실행에 따른 출력 결과를 포함하는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피어(b)에 상기 세션을 종료하도록 요청하는 명령을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2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공유된P2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공유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피어(b)의 명령에 따라 상기 세션을 종료하는 경우에 상기 세션을 종료하는 단계는

상기 피어(b)로부터 서비스 중단을 알리는 종료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 실행에 따른 출력 결과를 포함하는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피어(a)가 올바르게 종료되었다는 메시지를 상기 피어(b)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2P 프로

토콜을 사용하여 공유된P2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공유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12.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공유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전체 어플리케이션 또는 개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

스 정책을 설정하는 등록 모듈;

서버의 유휴 리소스를 측정하고 상기 등록된 어플리케이션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리소스의 양을 점검하는 리소스 점검함

으로써, 클라이이언트 기능을 가지는 피어로부터 수신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검색 명령에 따라, 상기 특정 어플리케

이션이 존재하는지 및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유휴 리소스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리소스 점검 모듈;

상기 리소스 점검 모듈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현재 서비스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와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서비

스하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담은 디스크립션 파일을 생성하여 상기 피어에 제공하는 디스크립션 모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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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기 피어와 소정의 프로토콜로 연결하고,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명하

는 컨트롤 명령을 상기 피어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명령에 따라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상기 유휴 리소스를 이

용하여 실행하는 세션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2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공유하는 서버 피

어.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서버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서버 사용자로부터 명령을 입력받는 GUI 모

듈; 및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 제공하기 위해 상기 피어와 소정의 프로토콜을 통하여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연결 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2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공유하는

서버 피어.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데이터 전송 퀄리티, 서비스 정책, 기타 서비스에 관련된 사항을 상기 클라이언트와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협상 모듈

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2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공유하는 서버 피어.

청구항 15.

클라이언트 기능을 가지는 피어(a)의 사용자가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검색 조건을 입력하고, 상기 검색 조건을 이용하

여 검색 메시지를 구성한 뒤 주변 피어에게 검색 명령을 송신하는 검색 모듈;

상기 검색 명령을 수신한 주변 피어 중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 및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유휴 리소스가 존재

하는 피어(b)로부터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디스크립션 파일을 수신하고,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

하여 상기 피어(b)와 소정의 프로토콜로 연결하며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명하는 컨트롤 명령을 상기 피어(b)에

송신하는 연결 모듈; 및

상기 컨트롤 명령에 따라 상기 피어(b)에서 실행된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결과를 수신 받아 원격 디스플레이하는

GUI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2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공유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피어.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GUI 모듈은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2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공유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피어.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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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 퀄리티, 서비스 정책, 기타 서비스에 관련된 사항을 상기 서버와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협상 모듈을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2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공유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피어.

청구항 18.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기록한 기록매체.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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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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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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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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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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