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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방법 및 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은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씬 클라이언트 사이에 전송되는 그래픽 데이터량을 감소함으로서 분산된 시스템의 성능을

증가시킨다. 그래픽 데이터에 이용되는 엔코딩 기술은 특정 클라이언트-서버 작업시간(session)동안 그래픽 데이터의 반

복성에 응답하여 적용된다. 인덱스는 이 반복성의 표시를 유지하고 그래픽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이언트의 캐쉬 메모리

에서 특정 위치를 확인한다. 인덱스가 발견되지 않으면, 퍼지키는 그래픽 객체가 클라이언트에서 찾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클라이언트의 영구 저장부 메모리는 퍼지키에 대응하는 파일명을 찾으며 그 내부에 그래픽 객체를

저장한다. 본 발명은 또한 네트워크 변화 또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의 성능 부적합(mismatch)에 응답하여 처리율

또는 서버의 엔코딩 기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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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버(150)에 의해, 서버(150)측에서 실행되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서버(150)와 연결되는 클라이언트(110)에서 오프-스

크린 표면의 형성을 원격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오프-스크린 표면에 대해 할당하기 위한 제1 메모리 영역 -상기 제1 메모리 영역은 상기 클라이언트(110)에게 연결

되는 메모리(114)에 대응함- 선택하도록 상기 클라이언트(110)에게 지시하는 단계(1102)와,

그래픽 데이터의 표시(indicia)를 상기 클라이언트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메모리 영역내에서의 특정 위치에 상기 표시와 연관된 상기 그래픽 데이터를 복사하도록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지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원격 제어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오프-스크린 표면에 연관된 다수의 특성(attribute)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원격 제어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데이터의 표시는 퍼지키(419)에 대응하며, 상기 퍼지키(419)는 상기 클라이언트(110)와 연결되는 영구 저장

메모리내에서 상기 그래픽 데이터의 위치를 식별하는(1100) 원격 제어 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데이터의 표시는 인덱스에 대응하며, 상기 인덱스(416)는 상기 클라이언트(110)에 연결되는 캐쉬 메모리내에

서의 상기 그래픽 데이터의 위치를 식별하는 원격 제어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오프-스크린 표면에서 상기 복사된 그래픽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와 연관된 온-스크린 표면(on-

screen surface)을 갱신하도록 상기 클라이언트(110)에게 지시하는 단계(1108)를 더 포함하는 원격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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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에 연결되는 메모리내에 상기 오프-스크린 표면 사본(duplicate)을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원격 제어 방

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에러 조건 표시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오프-스크린 표면 사본(duplicate)의 적어도 일부를 상기 클라이언트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클라이언트(110)와 연관된 온-스크린 표면에 상기 오프-스크린 표면 사본의 적어도 일부를 복사하도록 상기 클라이

언트에게 지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원격 제어 방법.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a) 제2 메모리 영역을 선택하도록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지시하는 단계와,

b) 상기 제2 메모리 영역내에서의 특정 위치에 상기 그래픽 데이터를 복사하도록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지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단계 a)는 에러 조건의 지시를 수신하는 것에 응답으로 실행되는 원격 제어 방법.

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데이터는 비트맵에 대응하는 원격 제어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데이터는 그림문자에 대응하는 원격 제어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데이터는 스트립에 대응하는 원격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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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서버(150)에 의해, 통신망(140)을 통해 서버(150)와 연결되는 클라이언트(110)에서의 오프-스크린 표면의 형성을 원격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110) 상에서 실행하는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와,

상기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 연결되는 제1 메모리 영역과,

상기 제1 메모리 영역 내에 저장된 오프-스크린 표면과,

상기 클라이언트(110)와 연결되고 상기 서버(150) 상에서 실행하는 서버 에이전트(160)와,

상기 클라이언트(110)에 의해 저장되며, 연관된 표시를 갖는 그래픽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서버 에이전트(160)는

상기 그래픽 데이터의 표시를 상기 클라이언트 에이전트에 전송하며,

상기 오프-스크린 표면에 할당하기 위한 상기 제1 메모리 영역을 선택하고 상기 제1 메모리 영역내에서 특정 위치에 상기

표시와 연관된 상기 그래픽 데이터를 복사하도록 상기 클라이언트 에이전트에게 지시하도록 구성되는, 원격 제어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데이터의 표시는 퍼지키(419)에 대응하며, 상기 퍼지키(419)는 상기 클라이언트(110)에 연결되는 영구 저장

메모리내에서의 상기 그래픽 데이터의 위치를 식별하는, 원격 제어 시스템.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데이터의 표시는 인덱스(416)에 대응하며, 상기 인덱스(416)는 상기 클라이언트(110)에 연결되는 캐쉬 메모

리내에서의 상기 그래픽 데이터의 위치를 식별하는, 원격 제어 시스템.

청구항 15.

제 12 내지 제 1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에이전트는 동작시, 상기 오프-스크린 표면의 특성을 구체화하도록 구성되는, 원격 제어 시스템.

청구항 16.

제 12 내지 제 1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오프-스크린 표면의 사본은 상기 서버 에이전트(160)에 연결되는 메모리내에 저장되는, 원격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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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에이전트에 연결되는 온-스크린 표면을 더 포함하며,

상기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동작시 상기 오프-스크린 표면 사본을 이용하여 상기 온-스크린표면을 갱신하고 에러

조건의 발생(occurrence)시에 상기 제1 메모리 영역내에 저장된 상기 오프-스크린 표면을 폐기하는(discard), 원격 제어

시스템.

청구항 18.

제 12 항 내지 제 1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데이터는 비트맵에 대응하는, 원격 제어 시스템.

청구항 19.

제 12 항 내지 제 1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데이터는 그림문자에 대응하는, 원격 제어 시스템.

청구항 20.

제 12 항 내지 제 1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데이터는 스트립에 대응하는, 원격 제어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출원은 2000년 5월 26일에 출원된 미국 가출원 번호 60/207,532호 및 2000년 8월 14일에 출원된 미국 가출원번호

60/225,217에 따른 우선권 및 그 이점을 주장하며, 그 전체가 본 명세서에서 참고 자료로 인용된다.

본 발명은 분산시스템내의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씬 클라이언트(thin client) 사이의 통신에 관한 것이며, 특히 저밴드폭 전

송 프로토콜 메커니즘을 통해 전송된 그래픽 디스플레이 데이터의 양의 감소에 관한 것이다.

분산 컴퓨터 시스템은 분산 애플리케이션 실행 기술을 사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지역적으로 애플

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애플리케이션 출력데이터를 자체 지역 컴퓨터에 연결된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에서 결과를

표시하는 클리이언트/네트워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서버에서 애플리케이션 처리 기능을 실행하고 클라이언트에서 애플

리케이션 출력을 디스플레이함으로써, 이 분산시스템은 서버 및 클라이언트 자원을 최대한 이용한다. 즉, 잠재적으로 더

큰 비디오 성능을 구비한 클라이언트가 출력을 표시하는 동안 성능이 가장 좋은 서버는 연산 및 메모리 집약 애플리케이션

처리 기능을 실행한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클라이언트의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출력 데이터를 클

라이언트의 디스플레이상에서 관찰하여 키보드 또는 마우스 입력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과 상호 영향을 준다. 클

라이언트 유저의 입력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동작에 영향을 주는 임의의 동작을 실행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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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요청에 대응한다.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이 요청들을 다른 처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넘겨준다. 또한, 애플리케이

션 서버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화되고,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동작 시스템을 목표로 정해진 애

플리케이션 출력 데이터를 차단하여, 데이터의 모두 또는 일부를 디스플레이를 위한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사용자의 견

지에서 보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정확히 지역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원격 서버상에서 실행되는 것

조차 지역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분산 시스템의 성능은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연결하므로 네트워크의 성능 및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그래픽 데이터량

(애플리케이션 출력 데이터에 대응하는)에 광범위하게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클라이언트 워크스테

이션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지역적으로 실행되었을 때 이용될 수 있는 것보다 단지 저밴드폭을 점유하는 전송 메커

니즘(직렬회선, 전화선, 협대역 전산망 및 광대역 전산망과 같은)에 의해 연결되므로, 분산 시스템의 판단성능이 저해될 것

이다. 따라서, 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의 제조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전송되는 그래픽 데이터량(예, 비트맵된 그래픽 데이터, 엔코딩된 비트맵, 그림 문

자(glyph) 및 라인데이터)을 감소시킴으로써 분산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한다. 본 발명은 몇몇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감소하

여 달성되는데, 예를 들면, 그래픽 데이터를 작은 물체로 엔코딩하고, 그래픽 물체를 상기 물체의 표시(indicia)로 나타내

고, 압축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프로토콜 스트림에서 데이터의 반복성을 증가시키고, 독립적/반복적 그래

픽 물체의 사전 전송을 추적 및 리비징(leveraging)하고, 클라이언트와 서버사이의 미스 매치(mismatch) 성능에 응답하거

나 네트워크 성능에서의 변경에 대응하여 처리 활동의 전송률 또는 엔코딩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달성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애플리케이션 서버 노드로부터 클라이언트 노트까지의 그래픽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효

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서버상에서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되는 다수의 그래픽

디스플레이 정보 명령어를 차단한다. 일단 이 명령어가 차단되거나 반대로 얻어지면, 그들은 원격 클라이언트 노드에 다른

전송을 위해 선택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분석된다. 그 다음 선택된 명령어는 엔코딩되어 원격 클라이언트 노드로

사실상의 전송에 대한 프로토콜 패킷 스트림으로 패키지된다. 또한 사전 전송에서, 패킷 스트림은 압축기술로 엔코딩된 패

킷을 제공함으로써 압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엔코딩 기술은 압축 알고리즘을 반복 데이터에 대한 포인터를 바꾸도록 허용하는 프로토콜 스트림으로 반복성

을 설정함으로써 프로토콜 패킷 스트림의 압축을 최대화한다. 이 기술은 사전 전송 엔코딩을 통해 데이터량을 단독으로 감

소시키는 것보다 압축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엔코딩 설계의 결과는 압축정도가 그래픽

데이터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현저하게 증가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압축기술은 반복되는 그래픽 데이터의 일부가 동일한

방식으로 엔코딩되므로 그래픽 데이터를 엔코딩한다. 그 다음 압축알고리즘은 더 큰 효율성의 정도를 인식하도록 엔코딩

된 데이터를 이러한 반복으로 동작한다.

일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클라이언트에 연결되는(coupled) 원격 디스플레이 장치에 전송되는 반복 그래픽 데이터량을 감

소시킨다. 본 실시예에서, 서버 에이전트는 그래픽 데이터와 연관되고 클라이언트 에이전트에 대해 그래픽 데이터의 사전

전송의 표시인 인덱스를 검색한다. 인덱스 또는 핸들(수단, handle)은 사전에 전송된 그래픽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저장하

는 클라이언트의 캐쉬메모리에서 메모리위치를 나타낸다. 인덱스가 발견되면, 인덱스는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로 전송되며,

그러므로 자체 그래픽 데이터를 전송할 필요성을 제외한다.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는 인덱스에 의해 확인되는 캐쉬 위치에

서 저장되는 그래픽 물체를 획득하며 서버 에이전트에 의해 지시되는 것과 같이 다른 처리 활동을 실행한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사이에서 전송되는 명령어 및 정보는 서버에 큐잉된다. 큐내의 명령어는 클라이

언트와 서버 에이전트 또는 컴퓨터 사이에서 관련 성능의 추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서버 에이전트가 인덱스를 찾을 수 없으며, 서버 에이전트는 그래픽 데이터와 연관된 퍼지키에 대한 퍼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다. 예를 들면, 퍼지키는 그래픽 데이터의 길이에 대응한다. 퍼지키는 그래픽 데이터가 한번 클라이언트에 전송되어

진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래픽 데이터가 클라이언트의 영구 저장메모리내에 저장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 이상의 퍼지키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에이전트 사이에서의 작업시간을 초기화함에 따라 서버 에이전트로 제공된다. 대안적으로, 퍼지키는

선정된 폴링 간격에 따라 서버 에이전트에 전송된다, 퍼지키가 어떻게 수신되는지에 관계없이, 서버 에이전트는 그들을 클

라이언트/서버 작업시간 동안 사용을 순서대로 퍼지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또한 특정 작업시간에 관계하는 퍼지데이터

베이스는 작업시간의 분기하에 유지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특정 작업시간으로부터 그래픽 데이터를 끊임없이 클라이

언트 에이전트 캐쉬를 가지며 추후 작업시간동안 클라이언트의 연속-캐쉬형 그래픽 데이터로부터 서버상에서 퍼지 데이

터베이스를 동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서버 에이전트를 일으키는 나중 작업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빈번하지만 짧

은 작업시간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사용을 제공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7-0086443

- 6 -



퍼지키가 위치되면 서버 에이전트는 명령어를 수반하는 퍼지키를 클라이언트 에이전트에 전송하는데, 예를 들면 자체 영

구 저장메모리에 저장되는 그래픽 데이터를 탐색하고 휘발성 메모리로 그것을 복사한다. 클라이언트 에이전트가 그래픽

데이터를 탐색하는 것을 실패하면, 서버 에이전트는 복원 표시가를 수반하는 그래픽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에인전트에 전

송한다.

서버 에이전트가 퍼지데이터베이스 내에 퍼지키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면, 서버 에이전트는 퍼지키를 형성하고 퍼지데이터

베이스에서 퍼지키를 저장한다. 그 다음 서버 에이전트는 퍼지키, 인덱스 및 그래픽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에이전트에 전송

하는데, 이는 인덱스와 연관된 클라이언트의 휘발성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지시된다. 클라이언트-서버 작업시

간이 지속되고 클라이언트의 휘발성 메모리가 꽉차게 되는 경우, 그래픽 데이터가 클라이언트의 영구 저장부로 전송될 수

있다. 일측면에서는 클라이언트 에이전트가 파일명의 일부와 마찬가지로 퍼지키를 반영하는 영구 저장 메모리에서 존재하

는 파일에 그래픽 데이터를 저장한다.

본 발명의 일측면에서, 서버 에이전트는 서버 에이전트에 의해 확인 및/또는 클라이언트의 휘발성 또는 영구 저장 메모리

에서 저장되는 그래픽 데이터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에이전트에 연결되는 오프-스크린 표면을 업데이트하도록 클라이언

트 에이전트를 지시한다. 이러한 지시는 클라이언트 노드의 오프-스크린 표면 및 온-스크린 표면이 상호 작용을 하는 경

우와 마찬가지로, 오프-스크린표면에서의 변경에 응답하여 트리거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에이전트가 서버 에이전트의 명

령어에 따라 오프-스크린 표면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실패하면, 서버 에이전트는 클라이언트 에이전트에 그래픽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 에이전트가 전송된 그래픽 데이터를 갖는 온-스크린 또는 오프-스크린 표면의 일부를 갱신

하는 것을 지시할 수 있는데, 이는 파괴되어질 수 있다.

또한, 종래 전송 그래픽 데이터를 엔코딩하기 위해 이용되는 엔코딩 기술은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를 서버 에이전트와 연결

하는 네트워크의 너트워크조건의 추정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 이 추정은 특정 엔코딩된 그래픽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하여

연장된 시간의 양에 관계하는 클라이언트 에이전트에 의해 측정되는 시간차에 대응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교환 네트워크 조건에 응답하여 처리율을 적용한다. 본 발명의 일측면에서, 서버에어전트는 제1

전송률에서 클라이언트 에이전트에 번지지정된 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한다. 클라이언트 및 서버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네트

워크의 네트워크 조건을 결정함으로써, 서버 에이전트는 네트워크 조건에서의 변환에 응답하여 제1 전송률부터 제2전송

률까지의 처리 전송률을 적용할 수 있다. 서버 에이전트는 처리된 그래픽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에이전트에 전송하고 전송

과 관련된 시간차 또는 그래픽 데이터의 수신을 측정하기 위해 클라이언트를 지시함으로써 네트워크 조건에 대한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방식에서, 시간차는 네트워크 조건의 표시기를 제공하고 서버 에이전트는 이 시간차에 따라 제2 전송

률을 이론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유사하게, 엔코딩 기술은 제1전송률에서 서버 에이전트에 의해 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하

는 것은 서버 에이전트에 의해 결정되는 네트워크 조건에서의 교환에 응답하여 제2 엔코딩 설계/기술로 수정될 수 있는 동

안 이용된다. 네트워크 조건은 사전에 언급된 시간차에 따라 추정될 수 있다. 제2 엔코딩 기술이 서버 에이전트에 의해 선

택되는 경우, 서버 에이전트는 이 제2 엔코딩 기술을 사용하여 그래픽 데이터를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서버와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와 연결되는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성능 미스매치에 응답하여 서버

의 처리율을 적용한다. 동작단계에서, 서버 에이전트는 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러한 처리와 관련하여 제1 시간 주기

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제1 시간 주기는 서버의 프레임 버퍼를 스크롤링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 에이

전트는 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처리에 관련하여 제2의 시간주기를 결정한다. 그 다음 서버 에이전트는 제1 및 제2시

간주기에서 시간차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처리율을 조정한다.

일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은 통신망을 통해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그래픽라인 데이터의 양을 효율적으로 감

소시킨다. 서버 에이전트는 다수의 스트립으로 라인 또는 영역을 정의하는 경로를 분할하는데, 각 스트립은 좌표계(예를

들면, 카테시안 좌표계(cartesian coordinate)내에서 정의된 시작 및 엔트좌표를 갖는다. 좌표계는 클라이언트와 연관된

디스플레이 표면의 영역에 대응한다. 본 발명의 측면에서, 서버 에이전트는 다수의 양자화된 각도로 좌표계를 양자화하고

다수의 스트립중 하나의 끝점 좌표를 결정한다. 그다음 좌표계가 표준화되므로 그 본래가 끝점 좌표에 동시에 일어난다

(coincide). 경로에서의 인접한 스트립의 시작 좌표는 제1스트립의 끝점 좌표를 갖는 서버 에이전트와 연관된다. 서버 에

이전트는 인접한 스트립의 대략적인 각도에 대응하는 좌표계의 양자화된 선분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 기술은 두 개의 스

트립의 끝점 좌표계와 선택되어 양자화된 각도의 표시사이에서의 차이를 전송할 수 있으므로, 좌표들의 세트 또는 좌표와

각 스트립에 대한 사전 각도 사이에서의 전송을 갖는 것을 피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서버 에이전트는 원격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오프-스크린 표면의 형성을 제어하는데, 이는 통신

망을 통해 서버와 연결된다. 서버 에이전트는 오프-스크린 표면의 특정 크기 또는 형태가 클라이언트 메모리내에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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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는 클라이언트 메모리에서 이용할 수 다수의 메모리 영역으로부터 오프-스크린 표면을 나타내기

에 적합한 포맷을 갖는 제1 메모리 영역을 할당하고 선택함으로써 응답하는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를 지시한다. 그다음 에

이전트는 비트맵이나 비트맵의 표시(예, 인덱스 또는 퍼지키)를 클라이언트 에이전트에 전송하고 제1 메모리 영역내에 특

정위치에 비트맵을 복사하도록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를 지시한다. 비트맵이 오프-스크린표면에 복사되면, 클라이언트의

온-스크린 표면을 업데이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오프-스크린 동작은 또한 라인 또는 텍스트와 같은 논-비트맵

데이터에 대해 실행될 수 있다.

또한, 서버 에이전트는 서버의 로컬 메모리 내에서 클라이언트의 오프-스크린 표면의 중복성을 저장함으로써 에러조건에

응답할 수 있다. 에러조건의 발생에서는, 클라이언트 메모리의 선전된 메모리 영역이 특정-오프 스크린 표면을 저장하기

에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는 비동기적으로 서버 에이전트의 에러를 지시한다. 에러조건에 응답하여,

서버 에이전트는 적어도 하나의 그것의 중복 오프-스크린 표면 또는 비트맵의 사본을 클라이언트 에이전트에 전송하고,

전송되는 이중 오프-스크린 표면 데이터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온-스크린 표면을 업데이트하도록 클라이언트 에이전

트를 지시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전송되는 프로토콜 스트림내에서 반복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표현

(representation)으로 데이터를 엔코딩하므로써,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애플리케이

션 프로그램의 출력 데이터를 지역적으로 디스플레이하는 가입 클라이언트(subscribing client)사이에 전송되는 그래픽

데이터량을 감소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본 발명은 전송되어야만 하는 각 이산 데이터 엘리먼트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프로

토콜 스트림내에서 데이터의 반복성을 증가시키므로, 반복적으로 엔코딩되는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동작시키는 압축 알

고리즘은 압축 효율성의 보다 나은 상태를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 강화된 압축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기술을 이용

하는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처음-생성된(ealier-issued) 명령어를 폐기하는 나중-생성된 명령어에 대한 명령어큐

(command queue)를 스캐닝하고, 클라이언트-서버 작업시간(client-server session) 동안 미리 대응하는 데이터의 압축

을 개선하는 디스크-캐쉬하는(disk-caching) 기술과, 끝점 및/또는 연관된 스트립의 각도 모두에서의 전송을 피하기 위해

양자화된 영역(quantized region)을 이용하는 관계 좌표 전송, 클라이언트-서버 작업시간동안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프

-스크린 표면을 조정하는 것을 이용한다. 또한 본 발명은 고속 서버와 비교적 느린 네트워크 또는 클라이언트 사이에서의

성능 부적합(performance mismatch)이 있는 경우 대응되는(encountered) 오버스크롤 문제(overscroll problem)의 횟

수를 감소시킨다.

도 1을 참조하여,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노드(110′, 110″)(이하 각 클라이언트 노드 또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노드들은

일반적으로 110으로 개재한다)는 통신망(140)을 통해 하나 이상의 서버 노드(150′,150″)(이하 각 서버 노드 또는 다수의

서버 노들들은 일반적으로 150으로 개재한다)와 통신한다. 네트워크(140)는 중대역 통신망(MAN), 광대역 통신망(WAN),

인터넷 또는 월드 와이드 웹과 같은 협대역 통신망(LAN)으로 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110)의 사용자는 표준 전화선, LAN

또는 WAN 링크(예, T1,T3,56kb,X.25), 광대역 연결(ISDN, 프레임 릴레이, ATM) 및 무선 연결을 을 포함하는 다양한 연

결을 통해 통신망(140)에 연결될 수 있다. 연결은 다양한 통신프로토콜(예, TCP/IP, IPX, SPX, NetBIOS, 및 직접 비동기

연결(direct asynchronous connection))을 이용하여 설치될 수 있다. 몇몇의 특정 이점이 있는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프

로토콜은 플로리다주의 포트 라우더데일(Fort Lauderdale, Florida)의 사이트릭스 시스템스, 인크(Cytrix systems, Inc.)

에 의해 제작된 독립 연산 아키텍쳐 프로토콜(Independent Computing Architecture protocol)이나 워싱턴 레드몬드의

마이크로소프트사(Microsoft Corporation)에 의해 제작된 원격 디스플레이 프로토콜(Remote Display protocol)일 수 있

다.

클라이언트 노드(110)는 임의의 개인용 컴퓨터(예, 286,386, 486, 펜티엄, 펜티엄Ⅱ, 매킨토시 컴퓨터), 윈도우즈-기반형

터미널, 네트워크 컴퓨터, 무선 장치, 정보 장치(information appliance), RISC 전력 PC, X-디바이스, 소형 컴퓨터, 윈도

우즈 기반형 데스크 탑 및 작은 것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메모리를 갖는 메인 프레임 컴퓨터 또는 다른 컴퓨팅 디바이스, 디

스플레이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일 수 있다. 디스플레이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은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나타내기 위해 네

트워크 (140)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서버(150)에 의해 그에 전송되는 명령어 및 데이터를 이용한다. 분산 컴퓨터 시스템 모

델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은 주로 애플리케이션 서버(150)상에서 일어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 키스토로크

(keystokes), 및 클라이언트측 입력에 의해 제공되는 마우스 움직임은 클라이언트 노드(110) 전체에서 네트워크(140)를

통해 전송된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노드(110)는 프로세서(112), 휘발성 메모리(114)(예, 램 캐쉬), 운영 체계(operating system :

116),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 영구 저장 메모리(persistent storage memory : 120),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22)(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키보드(124), 마우스(126), 및 디스플레이(128)를 포함한다. 클라이언트 노드(110)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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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윈도우즈-지향 플랫폼(windows-oriented platform)은 제한이 없으며, 윈도우즈 3.x, 윈도우즈 95, 윈도우즈

98, 윈도우즈 NT 3.51, 윈도우즈 NT 4.0, 윈도우즈 2000, 윈도우즈 CE, MAC/OS, Java 및 UNIX를 포함할 수 있다. 클라

이언트 에이전트(118)는 서버 노드(150)와 클라이언트 노드(110)의 사용자(미도시)로부터의 명령어와 데이터를 수신하

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응한다.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클라이언트 노드(110)의 다른 구성요소들과 상호 작용

할 때(예를 들면, 운영 체계(116)에게 디스플레이(128)상에서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지시할 때) 수신된 정보를 이용한다.

또한,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는 클라이언트 노드(110)에서 서버-생성형 명령어 또는 사용자4 행동에 응답하여 요청

(request) 및 데이터를 서버 노드(150)에 전송한다.

유사하게, 서버 노드(150)는 프로세서(152), 휘발성 메모리(154)(예, 램 캐쉬), 운영 체계(156),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158), 서버 에이전트(160), 영구 저장 메모리(162),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64)를 포함한다. 서버 에이전트(160)는 원

격 디스플레이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58)의 실시가능성(operability)을 지원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

및 서버 노드(150)의 다른 구성요소에 인터페이스 접속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응한다.

각 애플리케이션 서버(150)는 클라이언트 노드(110)에 의해 접근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관리한

다(host). 각 애플리케이션의 실시예는 둘 다 워싱톤 레드몬드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의해 만들어진 MICROSOFT WORD

와 같은 처리프로그램 및 MICROSOFT EXCEL과 같은 스프레드쉬트 프로그램, 재정 처리 프로그램(financial reporting

program), 고객 관리 프로그램(customer registration program), 기술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고객 데이터베이

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애플리케이션 세트 관리기를 포함한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58)을 실행하는 동안, 서버(150)는 전송 메커니즘(서버 에이전트(160)의 일부)을 통해 클라이언

트노드(110)와 통신한다. 일실시예에서, 전송 메커니즘은 다수의 가상 채널(multiple virture channel)을 제공하고 서버

노드(150)로부터 클라이언트노드(110)까지 그래픽 스크린 데이터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을 제공한다. 서버(150)는 그래픽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명령어를 차단하는(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58)에 의해 생성되고 서버 운영체제(156)에서 목표

화됨) 프로토콜 드라이버를 실행하여, 전송 메커니즘을 통해 전송에 적절한 프로토콜 패킷(protocol packet)으로 변환한

다.

도 2를 참조하는 일실시예에서, 서버 에이전트(160)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58)에 의해 생성되며 운영 체계(156)로

제어되는(direct) 그래픽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명령어를 차단하고(단계 S202), 명령어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58)

과 연관된 그래픽 데이터를 엔코딩하고(단계 S204), 엔코딩된 그래픽 데이터를 압축하고(단계 S206), 차단되는 명령어 및

압축되며 엔코딩된 데이터 및 엔코딩된 데이터를 통합하는 전송 프로토콜 패킷을 생성하고(단계 S208), 전송 프로토콜 패

킷을 목표 클라이언트 노드(target client node : 110)에 전송한다(단계 S210). 그래픽 데이터는 비트맵(bitmap), 그림문

자(glyph), 좌표, 라인 목록, 스트립 등과 같은 디스플레이(128)로 표시될 수 있는 임의의 데이터 형태를 지칭한다. 이하에

서는, 그래픽 데이터 또는 그래픽 객체의 특정 형태에 적용되는 기술의 설명은 그래픽 데이터의 모든 타입에 적용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버 에이전트(160)의 프로토콜 드라이버는 그래픽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명령어를 차단한다(단계

S202). 일실시예에서 프로토콜 드라이버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58)에 의해 생성되는 하이-레벨 애플리케이션 프로

그래밍 인터페이스 호출을 차단한다. 일실시예에서, 프로토콜 드라이버는 윈도우즈 기반형 운영체제에 의해 제공되는 GDI

명령어를 차단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프로토콜 드라이버는 MAC/OS-기반형 운영체제에 의해 제공되는 QUICKDRAW 명

령어를 차단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프로토콜 드라이버는 서버 노드(150)의 그래픽 디스플레이와 연관된 디바이스 드

라이버에 대한 인터페이스 호출하는 것과 같은, 저-레벨 명령어를 차단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그래픽 디스플레이 인터

페이스 명령어는 차단되기보다는 중복(duplicate)될 것이다. 이들 실시예에서, 서버(150)와 클라이언트(110)상에서의 애

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출력 데이터의 디스플레이는 동일하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될 것이다. 프로토콜 드라이버

는 차단된 그래픽 디스플레이 명령어에 따라 전송 프로토콜 패킷을 생성한다(단계 S208). 프로토콜 드라이버는 각각 차단

가능한 디스플레이 명령어에 대한 유사한 명령어(analogous command)를 포함하는 프로토콜 명령어 세트를 사용할 수 있

다. 대안적으로, 프로토콜 드라이버는 차단된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명령어의 서브세트인 명령어 세트(command set)를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프로토콜 명령어 세트는 차단 가능한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명령어의 슈퍼세트

(superset)로 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디스플레이(128)상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58)의 출력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 에이전

트(118)로 전송되어야만 하는 차단된 GDI명령어와 영향을 받는 그래픽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서버 에이전트(160)는 영

향을 받는 그래픽 데이터와 연관된 고유키(unique key : 412, 도 4)를 수반하는 관련 프로토콜 명령어를 큐잉한다

(queues). 고유키(412)는 설명되어 유일하게 그래픽 데이터를 확인한다. 일실시예에서 고유키는 그래픽 데이터 상에서

64개 비트 주기 반복성 체크(cyclic redundancy check: CRC)를 실행함으로써 생성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64개의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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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는 두 개의 비트 CRC로 생성되어, 반대방향에서 순차적으로 그래픽 데이터에서 실행된다. 또한 당업자에 의해 알려진

바와 같이, 그래픽 데이터와 연관된 고유키를 생성하는 다른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프로토콜 명령어 및 고유키(412)는 서

버(150)에서 큐잉되며, 다른 명령어/균일한 키 세트를 수반한다. 그 다음 큐잉된 명령어는 나중-생성된 명령어(즉, 규의

후방근처에 있는 것들)가 처음-생성된 명령어(즉, 큐의 전방근처에 있는 것들)를 대신하는(supercede)지를 규명하기 위

하여 스캔된다. 만약 처음-생성된 명령어들이 대신하면, 다음 서버 에이전트(160)가 그들을 큐에서 제거하므로, 클라이언

트 에이전트(118)에 대해 불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피한다.

예를 들어, 급속한 연속 조건에서 발생된 데이터의 다음 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어들은 개별적으로 클

라이언트(110)에 디스플레이되지 않는다. 마지막 페이지의 데이터는 전페이지의 모든 데이터를 덮어쓰기(overwrite) 때

문에 디스플레이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마지막 디스플레이 페이지에 발생된다. 불필요한 명령어 및 서버의 큐로부터 초

기 페이지에 대응하는 고유키를 제거함으로써, 서버 에이전트(160)는 처리되어 전송되어야만 하는 데이터량을 실질적으

로 감소시킨다.

하나의 개략적인 실시예에서, 단지 불필요한 명령어 및 불분명한 동작(opaque operation)에 부속하는 관련 데이터는 서버

의 큐에서 제거된다. 예를 들면, 좌표축(10,10,50,50)을 구비한 직사각형 영역의 생성물을 포함하는 사전-큐잉된 명령어

가 좌표축(0,0,100,100)을 구비한 대형/덮여진(covering) 직사각형 영역의 생성물을 포함하는 가장 최근에-큐잉된 명령

어에 의해 잇따라 일어나면, 사전-큐잉된 명령어 및 관련데이터는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큐에서 제거된다.

일 실시예에서, 프로토콜 명령어 및 연관된 그래픽 데이터는 프로토콜 드라이버에 의해 생성된 프로토콜 패킷 스트림에서

의 정보의 반복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서, 그래픽 데이터는 프로토콜 스트림(예를 들면,

Lempel-Ziv압축 프로토콜이 이용될 수 있음)의 반복 특성의 이점을 갖는 압축 알고리즘에 대해 엔코딩된 그래픽 데이터

및/또는 프로토콜 명령어를 제공하기 전에 (S206) 엔코딩된다(S204). 일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서버 작업시간(session)

에서 그래픽 데이터의 처음 실예에 따라, 그래픽 데이터의 표시는 동일한 클라이언트-서버 작업시간중에서 일어나는 그래

픽 데이터의 추후 경우에 대해 네트워크(140)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프로토콜 스트림에서 대응하

는 엔코딩된 데이터를 수반하여 전송된다. 압축된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전송 프로토콜 패킷으로 묶여지고(bundle) 압축풀

기(decompression) 및 해석(inerpretation)을 위해 클라이언트 노드(110)로 전송된다(S208).

테이블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제공된 프로토콜 명령어의 실시예 세트 목록을 나타낸다.

프로토콜 명령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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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1 - 프로토콜 명령어

하나의 개략적인 실시예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58)은 서버의 운영체제(156)에게 비트맵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GDI명령어를 실행한다. 서버 에이전트(160)는 이 GDI명령어를 차단하여(S202) BITBLT명령어를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118)에 생성하는데, 클라이언트 디스플레이(128)상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도록 클라

이언트 에이전트(118)에게 지시한다. BITBLT명령어를 사전에 생성함에 따라, 서버 에이전트(118)는 출력데이터를 엔코

딩하고 (S204)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 전송되는 압축된 프로토콜 패킷 스트림내에서 BITBLT 명령어를 수반하는

엔코딩 데이터를 포함한다. 일실시예에서, 비트맵(410, 도 4)을 설명하는 데이터는 비트맵(410)에서 나타나는 일부의 반

복성 이점을 얻기 위하여 엔코딩되어 가압된다(S204, S206). 예를 들면, 비트맵(410)은 연속 래스터 (raster)회선이 중복

되거나 인접한 픽셀이 중복되는 것처럼 될 수 있다.

엔코딩되는 비트맵이나 그들의 내부 데이터 중복에 기반을 둔 다른 이산 그래픽 데이터 소자와 더불어, 본 발명은 또한 특

정 클라이언트-서버 작업시간동안 미리 대응되는 그래픽 데이터의 엔코딩 및 압축을 개선하는 캐쉬 기술을 통합한다. 예

를 들면, 우선 특정 비트맵이 클라이언트-서버 작업시간동안 대응되는(uncountered)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엔코딩된다.

동일한 클라이언트-서버 작업시간동안 실질적인 비트맵 전송에 대해서, 비트맵의 표시는 엔코딩된 비트맵보다 비교적 더

크게 전송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에에서, 표시는 미리 전송되는 비트맵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휘발성 메모리내의 위치에

대응한다.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더 구체적으로, 서버 에이전트(160)는 전술된 바와 같이 고유키(412)를 생성하고(S330), 고유키

(412)를 그래픽 데이터(예, 비트맵(410))와 결합한다. 본질적으로 이 결합은 서버의 휘발성 메모리(154)(서버의 캐쉬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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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 구조(411)에서, 고유키(412) 및 엔코딩된 데이터(414)를 수반하는 그래픽 객체(계속해서 기록

됨)처럼 비트맵(410)과 그 관련 데이터를 정의한다(S340). 다른 실시예에서, 비트맵-관련 데이터는 서버의 영구 저장부

(162)에 씌여질 수 있다.

프로토콜 명령어와 연관된 그래픽 데이터가 나중-생성된 명령어들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함에 따라, 서버 에이전

트(160)는 큐로부터 BITBLT명령어 및 고유키(412)를 디큐잉하고(S360), 고유키(412)가 거기에 사전에 저장되는지를 결

정하기 위해 서버의 휘발성 메모리(154)에 저장된 테이블을 검색한다. 고유키(412)가 테이블(411)내에서 찾아지면, 서버

에이전트(160)는 엔코딩된 데이터(414)가 서버(150)에 의해 사전에 처리되었는 지를 결정한다. 그 다음 서버 에이전트

(160)는 엔코딩된 비트맵(414)과 연관된 인덱스 또는 핸들(handle:416)을 찾도록 테이블(411)을 검색한다. 인덱스(416)

가 찾아지면, 그 다음 서버 에이전트(160)는 엔코딩된 비트맵(414)이 서버(150)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뿐만아니라 클라이

언트 에이전트(118)에 사전에 전송되어졌는지를 판단한다. 인덱스(416)가 테이블(411)내에서 찾아지지 않으면, 서버 에

이전트(160)는 엔코딩된 비트맵(414)이 미리 전송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한다.

일실시예에서, 인덱스(416)는 사전-전송형 엔코딩된 비트맵(414)을 저장하는클라이언트의 휘발성 메모리(114)내의 특정

위치를 확인한다. 일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클라이언트-서버 작업시간을 초기화함에 따라 서버 에이

전트 (160)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휘발성 메모리(114)의 스냅샷(snapshot)을 서버 에이전트(160)로 제공한다. 일단 작업

시간이 설치되면, 이후에 서버 에이전트(160)는 클라이언트의 이용가능한 휘발성 메모리(114)의 할당을 제어한다. 이런

방식으로, 서버 에이전트(160)는 클라이언트의 휘발성 메모리(114)를 엔코딩된 비트맵(114)으로 할당할 수 있으며 할당

된 메모리에 대한 포인터 또는 참조 및 사전-전송된 엔코딩되는 비트맵(414)의 식별자와 같은 인덱스를 유지할 수 있다.

인덱스(416)가 서버테이블(411)내에서 찾아지면, 서버 에이전트(160)는 인덱스(416)를 얻으며(S370), 관련된 프로토콜

명령어를 수반하는 인덱스를 압축하고(S380), 네트워크(140)를 통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 나타나는 패킷에서 압

축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일 실시예에서, 인덱스(416)는 고유키(412)(64bit)보다 길이가 더 짧으며(16bit), 전송될 때 결과

적으로 적은 밴드폭을 소비한다. 압축된 패킷의 수신 및 압축풀기에 의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적절한 그래픽 데

이터(410)를 얻기 위하여 인덱스(416)에 의해 구체화되는 클라이언트의 휘발성 메모리(114)에서 특정 메모리 위치를 접

근한다.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압축된 패킷내에서 인덱스(416)를 수반하는 명령어에 따라 얻어지는 그래픽 데이터

(410)를 계속해서 조정한다. 이런 방식에서, 본 발명은 비교적 큰 비트맵 또는 특정 클라이언트-서버 작업시간동안 미리

대응되는 다른 그래픽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것을 피한다.

인덱스(416)가 서버 테이블(411)내에서 찾아지지 않으면(그러므로 미리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 전송되지 않음), 서

버 에이전트(160)는 비트맵(410)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휘발성 메모리(114)의 일부를 할당하고, 메모리 위치를 확인하는

인덱스(416)를 형성한다. 다음 서버 에이전트(160)는 엔코딩된 비트맵(414), 새로이-형성된 인덱스(416), 및 서버 테이블

(411)에서 엔코딩된 비트맵(414)과 연관된 고유키(412)를 저장한다. 서버 에이전트(160)는 엔코딩된 비트맵(414), 인덱

스(416), 및 관련 명령어를 잇따라 압축하고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를 나타내는 패킷에서 압축된 데이터를 전송한다.

수신 및 압출풀기에 따라,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엔코딩된 데이터(414)를 디코딩하여, 인덱스(416)에 의해 확인된

메모리 위치에서의 합성 비트맵(410)을 저장하고 수반하는 명령어에 따라 합성 비트맵(resulting map :410)을 조정한다.

대안적으로,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인덱스(416)에 의해 확인되는 메모리위치에서 엔코딩된 데이터(414)를 저장하

고 합성비트맵(416)을 더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만 엔코딩된 데이터(414)를 디코딩한다. 이런 방식에서, 클라이언트 메모

리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본 발명이 클라이언트의 메모리 할당과 인덱스 구조를 조정하는 서버 에이전트(160)로 설명되었지만, 또한 클라

이언트 에이전트(118)가 이러한 기능 을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트맵은 우선 클라이언트-서버 작업시간동안 대응될

때 엔코딩되고 압축되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 전송되며(명령어를 수반하지만, 인덱스(416)는 수반하지 않음), 클

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비트맵(416)을 저장하기 위해 휘발성 메모리(114)내에서 특정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실시

예에서,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엔코딩된 비트맵과 그것에 대응하는 메모리 위치를 고유하게 확인하는 인덱스(미도

시)를 형성하고, 인덱스를 서버테이블(411)내의 바람직한 위치에서 인덱스를 저장하는 서버 에이전트(160)에 전송한다.

서버 에이전트(160)가 클라이언트 휘발성 메모리(114)의 할당을 제어하는 실시예를 진행함에 따라,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118)는 큐 지속성 명령어가 그들로부터 수신됨에 따라 서버 에이전트(160)에 의해 구체화되는 모든 인덱스의 순환큐

(circular queue)를 유지한다. 예를 들면, 서버 에이전트(160)는 클라이언트의 휘발성 메모리가 완전하게 읽혀질

(subscribe) 때 새로이-대응되는 그래픽 객체를 축적하기 위하여 개별 그래픽 데이터로부터 선정된 인덱스 블럭을 분리하

도록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게 지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잇따라 일어나는 새로운 그래픽 객체는 사전-이용된 인

덱스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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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정된 기준(criteria)에 따라, 서버 에이전트(160)는 인덱스들의 재할당에 영향을 받는 각 그래픽 객체를 제거할지

(purge) 또는 저장할지를 결정한다. 서버 에이전트(160)는 이 결정을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게 전달한다. 예를 들

면, 서버 에이전트(160)가 인덱스 0,1,2, 및 3을 재할당하면, 핸들 0 및 2에 연관된 그래픽 객체는 제거될지 또는 클라이언

트의 영구 저장부(120)으로 이동될지를 결정하고, 핸들 1 및 3에 연관된 물체가 저장되므로, 서버 에이전트(160)는 0 및 2

를 삭제(이동)하고, 1 및 3을 저장하도록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게 지시한다. 그 다음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순환큐의 말미로 각 저장된 객체의 인덱스를 이동한다. 적어도 하나의 인덱스는 이동된 객체에 대한 할당을 위해 큐의 끝

부분을 잉이용할 수 있도록 남긴다. 즉, 일례로 큐의 처음과 끝은 순환큐내에서 동일한 인덱스를 지시하지 않는다. 결론적

으로, 이동된 물체는 다른 물리적 메모리 위치내에 저장 및 상이한 인덱스에 연관된다.

클라이언트의 순환큐(421)상에서 실행되는 지속성 활동(maintenance action)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서버 작업시간

이 지속되는 것보다 더 자주 일어날 것이며, 클라이언트(110)의 제한된 휘발성 메모리(114)는 사전-전송형 비트맵(410)

또는 다른 그래픽 객체 모두로 된다. 따라서, 휘발성 메모리(114)로부터 클라이언트의 영구 저장부(120)로 이동되는 사전

-전송형 그래픽 객체(422)의 개수가 증가한다. 또한 본 발명은 그래픽 물체에 대한 인덱스가 서버테이블(411)에서 찾아지

지 않을 때, 클라이언트의 영구 저장부(120)에 저장될 수 있는 사전-전송형 그래픽 객체(422)의 표시를 검색하도록 전술

된 캐쉬(cashing)기술을 향상한다(enhance). 그러한 표시가 찾아지면, 사전-전송형 그래픽 객체(422)는 여전히 지역적으

로 존재하여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 접근할 가능성이 크며, 그래픽 객체(422)가 서버 에이전트(150)로부터 클라이

언트 에이전트(110)까지 재전송될 필요 없다는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표시를 찾는 가능성이 더 커지고 확실하지 않으면,

그래픽 물체가 지역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일한 영구저장부(120)를 공유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클라이언트 에이전트가 영구저장부(120)에서 그래픽 객체(422)를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 새로운 물체를 위

해 영구 저장부내에 방을 만들기 위해).

도 4 및 5를 참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서버 에이전트(160)가 서버 인덱스 테이블(411)에서 특정 비트맵(422)에 대한 인

덱스를 찾을 수 없다면, 서버 에이전트(118)는 비트맵(422)과 연관된 엔트리(419, 이하 ' 퍼지 키')를 찾기위해 제2 테이블

(418, 이하 '퍼지 데이터베이스')을 검색한다. 일실시예에서, 각 퍼지키(419)는 서버 테이블(411)에서 고유키(412) 및 연

관된 비트맵(422)의 길이/크기의 조합이다. 퍼지키는 예를 들면, 서버의 테이블(411)에서 64개의 비트 고유키(412)를 연

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32개의 비트 CRC와 고유키(412)와 연관된 비트맵(422)의 길이 둘다 XOR(exclusive OR)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퍼지 데이터베이스(418)는 본질적으로 클라이언트(110)의 영구 저장부(120)가 본 명세서에서 저장되는

비트맵(422)의 사본을 갖는지 아닌지에 따라 초기 예측을 제공한다. 퍼지 데이터 베이스(418)가 비트맵(422)과 연관된 퍼

지키(419)를 포함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의 영구 저장부(120)는 비트맵(422)의 사본을 저장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서버 에이전트(160)는 전술한 바와 같이, 비트맵(422)의 엔코딩된 버전을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 전송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한편, 퍼지 데이터 베이스(418)가 비트맵(422)에 대한 퍼지키(419)를 포함하면, 비트맵(422)은 클라이언트의 영

구 저장부(120)내에 저장된다는 것이 더 가능하다.

보다 상세하게, 서버 에이전트(160)가 비트맵(422)에 연관된 퍼지 데이터베이스(418)에서 퍼지키(419)를 찾지 못하는 경

우, 서버 에이전트(160)은 엔코딩된 비트맵(비트맵(422)에 대응함)을 휘발성 메모리(114)에서 비트맵(422)(또는 엔코딩

된 비트맵에 대응함)을 저장하도록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 요청하는 명령어를 구비한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

전송한다(S530).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서버 에이전트(160)는 비트맵(422)에 연관된 퍼지키를 퍼지 데이터베이스(418)

에 부가한다(S540). 단계 530 및 단계 540의 요청은 되돌아갈 수 있으며, 그러므로 퍼지 데이터 베이스(418)는 명령어의

전송 및 비트맵(422)의 엔코딩된 버전이 미리 업데이트된다.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서버 에이전트(160)에 의해 구

체화되는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휘발성 메모리내에 특정 위치에 대해 비트맵(422)을 연속해서 복사한다(S560).

일실시예에서, 서버 에이전트(160)는 비트맵(422)과 연관된 엔코딩된 비트맵이 성공적으로 수신되어 처리된다는 클라이

언트 에이전트(118)로부터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는다. 또한, 서버 에이전트(160)는 엔코딩된 비트맵이 적절하게 처리된다

는 것을 추정하고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로부터의 승인메시지의 리턴을 기다리지 않고 스트림 프로토콜 명령어를 진

행한다. 그러나, 서버 에이전트(160)는 마지막 승인을 판독하기 때문에 제기된 프로토콜 명령어의 개수를 추적한다. 또한

서버 에이전트(160)는 개수가 미리 설정된 쓰레스홀드에 도달하면 프로토콜 명령어의 전송을 블럭화한다. 쓰레스홀드는

복원 모드 동작동안 인가되는(incoming) 프로토콜 명령어를 큐잉하기 위해 요구되는 메모리양에 상부 경계를 설치하도록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하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퍼지키(419)가 퍼지데이터베이스(420)에서 찾아지는 경우, 서버 에이전트 (160)는 클라이언트의 영구 저장부(120)으로

부터 클라이언트의 휘발성 메모리(114)로의 퍼지키(419)와 연관된 비트맵(422)을 복사하도록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

에게 지시하는 명령어를 클라이언트(110)에 전송한다. 이 명령어는 유일하게 비트맵(422)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퍼지키

(419)에서 뿐만 아니라, 복사된 비트맵(422)을 수신 및 저장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휘발성 메모리(114)내에 특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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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버 에이전트(160, 전술된)에 의해 생성된 관련 인덱스에 수반된다. 영구저장부(120)에서 그 위치를

유지하는 것보다 휘발성 메모리(114)에 비트맵(422)을 복사함으로서, 본 발명은 우선 요청의 존재로 비트맵(422)을 복사

함으로 캐쉬 활성을 더 조정하지 않거나 빨리 연속적으로 수신되는 비트맵(422)을 나타내기 위한 몇몇 요청에 대해 신속

하게 응답할 수 있다.

비트맵(422)이 퍼지 데이터베이스(418)에서 퍼지키(419)에 대응하는 상태를 제외하고 영구 저장부(120)내에 현재 저장

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비트맵(422)이 없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버 에이전트(160)(사전에 서버 에

이전트(160)에 의해 제기된 명령어 "CACHE_READ_DISK_OBJECT"에 응답하여)로 메시지를 되돌린다. 이 메시지를 수

신함에 따라, 서버 에이전트(118)는 비트맵(422)에 연관된 엔코딩된 비트맵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로 재전송

한다(S530). 서버 에이전트(160)는 서버 에이전트(160)가 특정 비트맵(422)과 수신된 승인을 적절하게 연합할 수 있도록

(전송될 필요있는 엔코딩된 비트맵을 적절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서버 에이전트(160)가 여전히 승인을 수신하지 않는 동

안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로 전송된 이러한 모든 CACHE_READ_DISK_OBJECT명령어의 순차적인 목록을 유지한다.

한편,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가 인커밍 프로토콜 스트림을 판독하도록 진행하는 복원모

드로 진입하지만, 그것을 처리하지는 않는다. 대신,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영구저장부(120)에서 비트맵(422)을 찾

는데 실패하는 명령어에 이어 서버(150)로부터 흐름을 지속하는 명령어의 스트림을 수신하기 위해 큐를 만든다. 엔코딩된

비트맵이 수신되어 비트맵(422)을 제공하기에 충분하게 디코딩될때까지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FIFO방식으로 이

큐내에 이러한 명령어를 저장하는 것을 진행한다. 명령어의 인커밍 스트림에서 제외한 비트맵(422)을 인식하기 위해, 클

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프로토콜 스트림에서 복원 표시키를 수반하는 그래픽 데이터를 찾는다. 일 실시예에서, 복원

표시기는 비트맵(즉, 64비트 CRC 및 32비트 길이)의 유일한 큐로 익스클루시브OR되는 특정 슈도-랜덤 수이다. 서버 에이

전트(160)는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로부터 비승인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복원 표시기를 생성한다. 비트맵(422)이

도달할 때,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비휘발성 메모리(114)내에 그것을 저장하고(S560)(즉, 비트맵(422)은 객체 초기

상태가 영구 저장부(120)내에 저장될 수 있다.) 큐내에서 명령어를 처리하기 시작한다. 큐내에서의 모든 명령어를 처리한

후에,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네트워크(140)를 통해 서버(150)로부터 들어오는 프로토콜 명령어의 인커밍 스트림을

처리하는 것을 재처리한다.

전술된 복원 처리에 대한 이점은 캐쉬 손실 발생에 따라 파이프라인내에서 명령어를 플러쉬하는 이러한 캐쉬시스템에 의

해 야기되는 시간 지연 단점을 피하는 것이다. 또한, 서버(150)는 비트맵(422)가 영구 저장부(120)에 있지 않다는 것을 처

음에 알려진 서버 에이전트(160)를 클라이언트(110)에 보내질 수 있다는 것을 통해 복원 처리가 프로토콜 명령어의 스트

림에 대한 방해나 몇몇 바이트 이상의 채널상의 혼잡이 증가되지 않는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화일 내에 비트맵을 저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영구 저장부(120)내의 비트맵(422)의 위치를

촉진한다. 파일명은 비트맵(422)과 연관된 적어도-최근에-사용된 정보(at least-recently-used information) 및/또는 적

어도-주기적으로-사용된 정보(at least-frequently-used information)에 따라 퍼지키(419)를 엔코딩함에 따라 형성된

다. 이런 방식으로, 파일명 자체는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므로 화일을 열어서 판독하는 것을 피한다. 또한, 비트맵의

파일명의 일부와 같이 퍼지키(419)의 엔코딩은 클라이전트 에이전트(118)에게 파일명으로부터 퍼지키 정보를 급속하게

축출하여, 클라이언트의 초기 부트(boot) 또는 클라이언트/서버의 스타트 동안 서버 에이전트(160)에 그것을 보낼 수 있

다. 추출된 퍼지키는 순서, 예를 들면, 파일명의 일부를 형성하는 가장-최근에 사용된 정보 및/또는 가장-주기적으로-사

용된 정보에 따르는 순서에 따라 서버(150)로 전송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는, 퍼지키(419)는 세개의 방식 중 하나에서 퍼지 데이터베이스 (418)로부터 삭제되고 퍼지데이터베이스

(418)에 추가된다. 우선, 서버 에이전트(160)을 갖는 클라이언트-서버 작업시간을 설치하거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

의 스타트-업(startup)에서,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클라이언트의 영구저장부(120)(퍼지키는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의 명령어를 수반한다)에서 각각의 적절한 비트맵(422)에 대한 퍼지 데이터베이스(418)에 퍼지키(419)를 추가하도록 서

버 에이전트(118)로 명령어를 전송한다.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스타트업에서 퍼지키를 서버(150)에 전송하기 위한

지시(예를 들면, 종전의 클라이언트-서버 작업시간으로부터 결정되는 가장-최근에-사용된 정보 또는 가장-주기적으로-

사용된 정보에 따라)를 구체화하는 전송 리스트를 유지할 수 있다. 전송리스트는 영구저장부(120)의 디렉토리를 판독하고

휘발성 메모리(114)에서의 디렉토리의 리프리젠테이션을 유지함에 따라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 의해 형성될 수 있

다. 본 발명의 일측면에서, 디렉토리의 설명을 준비할 때 비트맵을 포함하며,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파일의 파일명

으로부터 퍼지키 정보를 추출한다. 둘째, 선정된 폴링 간격(polling interval)에서,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영구 저장

부(120)(예를 들면, 퍼지키와 같은 구조를 포함하는 파일명을 검색함으로써)에서 일반적인 비트맵을 결정하기 위해 영구

저장부(120)를 폴링하고(poll), 추가 및/또는 삭제 명령어를 서버 에이전트(160)에 전송하는데, 서버의 퍼지 테이터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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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418)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과 같다. 셋째, 서버 에이전트(160)는 클라이언트의 영구 저장부(120)으로 비트

맵을 기입하도록 명령어를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 전송하고, 서버 에이전트(160)는 퍼지 데이터 베이스(418)에서

대응 퍼지키(419)를 생성하여 저장한다.

특히,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네트워크 연결이 비교적 느려지는 경우, 서버(150)로부터 클라이언트(110)까지의 비트맵

데이터의 전송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린다. 일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은 네트워크(140)의 상대 속도(relative speed)를

결정함으로써 변환 네트워크 조건에 대한 서버의 동작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140)의 밴드폭을 동적으로 접근

함으로써, 서버 에이전트(160)는 느린 네트워크(slow network)를 통해 전송할 때 밴드폭 조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트

맵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엔코딩 및 압축 기술을 변경(modify)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왼쪽부터 오른쪽까

지의 비트맵 데이터 칼럼을 처리하고 클라이언트 캐쉬(114)를 준비한다(prime). 엔코딩된 비트맵(414)이 전송되기 때문

에, 송신시간은 네트워크(140)의 성능을 결정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될 수 있다. 송신시간이 쓰레스홀드 값을 초과하면, 클

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비트맵 데이터가 캐쉬(114)내에 저장되는지를 도시할 수 있으며 캐쉬내에 수신되는 것과 같은

실-시간(real-time) 또는 선정된 간격에서의 비트맵 데이터의 남아있는 부분을 표시한다. 이런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의

사용자는 여전히 비트맵 데이터상에서 동작하는 클라이언트(110)를 인식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110)가 정체(hung),

실패된/에러 조건이 아닌 것을 식별할 수 있다(discern). 따라서 클라이언트(110)에 대해 효율적으로 네트워크 밴드폭에

접근하고 서버(150)의 작용을 적용시킨으로써, 예를 들면 서버 에이전트(160)는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를 특정 비트

맵에 대한 디스플레이의 전체칼럼 모드를 사용에 전체 비트맵을 사용하도록 지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버 에이전트(160)는 엔코딩된 비트맵 데이터(414)에 따르는 Start_StopWatch 명령어와 Stop_

StopWatch명령어를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 전송한다.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현재 시간 표시(tick)를 판독하

고 제1 어레이 엘리멘트에 그것을 기입함으로써 Start_StopWatch 명령어에 응답한다. 엔코딩된 비트맵(414)이 수신된 다

음,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현재 시간 표시를 판독하고 제2의 어레이 엘리먼트에 그것을 기입함으로써 Stop_

StopWatch명령어에 응답한다. Start_StopWatch명령어와 Stop_StopWatch명령어 사이의 시간 표시 차를 비교하여 엔코

딩된 비트맵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소비되는 추정 시간을 제공한다. 그 다음 시간차 결과가 서버 에이전트(160)로 다시

전송된다. 이 프로시저는 엔코딩된 비트맵의 효율적인 처리량의 적절한 추정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평균을 이동하여

평활화(smoothe)를 산출하도록 반복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전체 비트맵 모드(예를 들면, 5초보다 덜 걸리는 편이 좋다) 또

는 전체 진행 칼럼(progressive whole column)(예를 들면 5초 이상인 것이 좋다)을 사용할 지를 결정하기 위해 특정 비트

맵에 대해 엔코딩된 데이터 크기에 관하여 추정 처리량을 이용한다. 비록 이 프로시저가 100% 정확한 추정 처리량에 도달

하지 않을 지라도, 상이한 디스플레이 모드가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급속 또는 저속 네트워크 연결을 검출하기에 충

분한 입도(granuality)를 제공한다. 유사한 기술은 클라이언트 끝에서 대형 스크린-대-스크린 복사 시간과 이들 동작동안

클라이언트의 성능의 유사 이동 평균 추정을 높이(build up)는데 이용될 수 있는데, 그 다음 서버(150)상에서 프레시저 쓰

레드를 늦추고 클라이언트(110)가 그것을 조작할 때보다 서버(150)가 고속 데이터를 생성할 때 소스에서의 오버런

(overrun)을 막는다.

일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은 전체 캐쉬 칼럼의 데이터를 포함하기에 충분한 크기인 객체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최대 객체

크기 및 캐쉬의 크기는 연결 윈도우의 크기 및 자체 칼라 농도의 기능일 클라이언트/서버 작업시간의 스타트업으로 서버

에이전트(160)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데, 대형 크기는 대형 스크린 및 깊이에 대해 할당되어진다. 또한, 컬럼으로 비트맵을

분배하는(break up) 현재 기술은 비트맵의 하나 또는 두개의 단부에서의 표준 폭보다 적은 칼럼을 생성할 수 있다. 비표준

칼럼(nonstandard coulum)이 너무 좁으면, 그들은 클라이언트의 영구저장부에서 보유되기 충분히 크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클라이언트/서버 작업시간 동안 클라이언트(110)에 존재할 수 없다. 본 발명은 좁은 칼럼을 이웃하는 칼럼과 병합함

으로써 이 문제를 피하므로, 넓은 칼럼만이 사용되고 예를 들면, 이에 따라 스플래쉬 스크린(splash screen)의 모든 부분

은 영구 저장부(120)에 포함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전체 칼럼은 두 개의 위상으로 표시된다. 제1 위상은 소정의 손실

데이터를 갖는 캐쉬(114)를 준비하고, 제2 위상은 캐쉬(114)로부터 칼럼을 나타내는데, 하나이상의 캐쉬형 객체를 이용하

여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칼럼은 원자 방식(atomic fashion)에서 디스플레이 스크린(128)상에 표시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연결이 느려지는 경우, 칼럼은 시스템이 계속 동작하는 클라이언트(110)에서 사용자를 재보증하도록 원자

적으로 일대일(one-by-one)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고속 네트워크 연결이 검출되는 경우 전체 비트맵은 유

사한 기술을 이용하여 원자적으로 표시될 수 있다.

또한 전술된 이동 평균 추정 기술은 고속 서버에서 실행되고 상대적으로 느린 클라이언트에서 디스플레이되는 애플리케이

션에서 오랜(longstanding) 오버스크롤 (overscroll) 문제를 완화하기(mitigate)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버스

크롤 문제는 클라이언트(110)의 사용자가 마우스(126) 회수(a number of times)를 갖는 스크롤바(scrollbar)(스크롤 드

래깅)를 클릭하는 것과 같은 다수의 스크롤 명령어를 초기화하는 경우 야기한다. 스크롤 명령어가 고속 서버로 전송되는

경우, 서버(150)는 스크롤링 동작을 실행하고, 저속 클라이언트(110)(또는 저속 네트워크(140))가 디스플레이 스크린

(128)상에 결과를 표시하는 것보다 더 빨리 관련 데이터를 리턴한다. 결론적으로 클라이언트(110)에서 사용자가 결국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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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스크린 위치를 관찰하고 스크롤링을 멈추기를 원하는(마우스 클릭 및/또는 스크롤바 드래깅을 멈춤으로써)경우, 디

스플레이는 원하는 스크린 위치하에서 스크롤을 지속할 수 있다. 이 오버스크롤 조건은 고속 서버(150)가 이미 스크롤 명

령어를 처리하고 클라이언트(110)로 적절한 데이터를 되돌려 전송되기 때문에 발생하지만, 데이터는 저속 클라이언트에

서 큐잉되고 여전히 전체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본 발명은 주파수의 발생을 감소시킴으로서 오버스크롤 문제를 경감시킨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상대 속도의 움직

임 평균 추정을 산출하기 위해 서버(150)(프레임 버퍼를 스크롤링함) 및 클라이언트(110)(전술된 스탑 워치 명령어를 통

해)에서 선택된 스크롤 이벤트 시기를 주기적으로 정한다. 이러한 방식에서, 서버 에이전트(160)는 특정 스크롤 이벤트가

서버(150)에서 처리하기 위해 얼마나 오랬동안 걸리는지, 그리고 클라이언트(110)가 얼마나 오랫동안 걸리는지 추정하여,

클라이언트(110)에서 예측된 처리 시간이 서버(150)에서 예측된 시간보다 더 크면, 서버 처리는 클라이언트(110) 및 서버

(150)를 순서에 맞도록 적절한 시간 차에 의해 중지된다. 이 접근법은 이 접근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오버스크

롤의 개수에 비교됨에 따라 클라이언트(110)와 서버(150)사이의 시간 래그(lag)로 인해 아주 적은 오버스크롤을 생성한

다.

비트맵 데이터를 조정함에 따라, 또한 본 발명은 디스턴트 클라이언트 (distant client :110)의 디스플레이(128)에 서버

(150)에서 생성되는 텍스트 스트링(text string)을 원격 조정할 수 있다. 도 6을 참조하여, 서버(150)는 클라이언트(110)

로 원격 조정될 필요가 있는 텍스크 스트링을 생성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58)을 실행한다. 서버 에이전트(160)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58)부터 서버 운영 체계(156)까지 전송되는 명령어를 차단하는데, 텍스트 스트링에 관계하며, 텍

스트-관련 정보를 처리하고 클라이언트의 디스플레이(128)에서 디스플레이하는 텍스트 스트링(416)에 대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 일련의 프로토콜 명령어를 전송하기 위해 서버 에이전트(160)의 디스플레이 드라이버(612)를 동작시킨

다(cause).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158)은 텍스트 컬러 및 배경 컬러(이하, "Hello!")를 설정하는 프로시저 호출을 실행

한다. 애플리케이션(158)에 의해 TextOut 프로시저(618)의 실행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612)의 DrvTextOut 프로시저

(620)의 실행을 트리거한다(trigger). 도시된 바와 같이, DrvTextOut 프로시저(620)는 대응하는 프로시저의 순서를 실행

함으로서 클립 영역, 경계 사각 및 텍스트 모드(배경 및 텍스트 컬러를 포함함)를 정의한다.

이러한 프로시저의 실행은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 적절한 데이터 및 프로토콜 명령어를 전송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612)를 동작시킨다(cause). 프로토콜 명령어는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 의해 수신되어 처리되는데, 클라이

언트 에이전트는 클립 영역(clip region), 바운더리 직사각형(boundary rectangle), 텍스트 모드 및 디스플레이될 각 텍스

트 문자에 연관된 그림문자(glyph)를 구체화하는 프로시저(614)를 실행시킨다. 그림문자 객체와 연관된 프로토콜은 그림

문자 비트맵 자체를 엔코딩할 뿐 아니라, 관련 위치정보를 엔코딩한다. 또한 서버(150)는 전술된 바와 같이, 휘발성 메모리

(114) 및/또는 영구 저장부(120)에 연관된 그림문자를 저장하도록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게 지시하는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 다른 프로토콜 명령어를 전송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텍스트 스트링을 둘러싸고 바운딩

직사각형내의 적절한 위치에서 각 그림문자의 관련 위치를 설정하는 바운딩 직사각형의 크기에 대응하는 비트맵을 생성한

다. 일단 마지막 그림문자가 수신되어 그 위치가 설정되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클라이언트 운영 체계(116)에게

클라이언트(110)의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에서 비트맵을 드로우/렌더링하도록 지시한다.

또한, 본 발명은 타원(ellise), 바이자르(bezier), 세그먼트(segment), 스트립(strip), 및 형태(style)를 포함하는 경로(라인

드로잉 동작의 설명의 부분으로 사용되는 라인 또는 커브 또는 폐쇄 경로의 경우에, 설명을 묘사하기 위해)의 다수의 다른

설명을 제공한다. 세그먼트가 조합될 때, 경로를 형성하는 라인 세그먼트(line segment)으로 지칭한다. 유사하게 라인 세

그먼트(일량의 연속 픽셀에 대응함)는 동일한 각도 특성을 존재하는 라인 세그먼트의 일부인 스트립으로 분해할 수 있다

(parse). 예를 들면, 스트립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엔코딩 기술은, 관련 위치 정보 및 특정 라인 세그먼트에서 연속적인

스트립을 특성화하기 위해 양자화된 각도를 사용하는데, 특정 라인 세그먼트는 엔코딩될 필요가 있는 그래픽 라인 데이터

량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압축될 수 있는 더 반복적인 데이터 순서를 생성한다. 반복성의 증가는 직사각

또는 원과 같은 형태를 형성하는 스트립을 표현하는 경우 특히 강화된다. 또한 스트립에 대해 사용된 프로토콜은 픽셀의

순서로 경로를 변환하기 위해 서버 에이전트(160)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인식 없이 독립적으로 경로를 정확하게 재생산

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를 가능하게 한다.

도 7a에서 무제한 실시예에 관하여, 경로(700)는 두 개의 선분(710,720)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완전하게 선형으로 나타난

다. 그러나, 당업자들은 완전히 수평(horizontal), 수직(vertical) 또는 45도 대각(degree diagonal)이 아닌 라인 세그먼트

는 경로(700)가 디스플레이 스크린(128, 도 1)에 표시되는 경우, 대응하는 일련의 스트립(strip)에 근접되어야만 한다. 디

스플레이 스크린상에서의 개별픽셀은 완전하게 수평이고, 수직이거나 서로 45도 대각관계, 기껏해야 8개의 다른 픽셀들에

의해 둘러싸기 때문에, 이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상이한 전체 각에 있는 라인 세그먼트(710, 720)는 일련의 스트립

에 근접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도 7b의 실시예 경로(700)를 참조하여, 라인 세그먼트(710)는 개별 픽셀(사각 블럭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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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의 각 스트립(712,714,716,718)이 서로 45도 대각 관계로 구성된 네개의 스트립(712,714,716,718)으로 이루어지

며, 라인 세그먼트(720)는 개별 픽셀의 각 스트립(722,724,726,728)이 서로 수평 관계로 구성된 네개의 스트립

(712,714,716, 718)으로 이루어진다.

도 7b 및 8a를 참조하는 일실시예에서, 서버 에이전트(160)는 경로(700)를 각각 특정 길이 및 각도를 갖는 라인 세그먼트

(710,720)로 분석한다(S810). 그 다음 라인 세그먼트의 배열은 각 라인 세그먼트(710,720)에 대해 양자화된 라인 세그먼

트 정보(이하에서는 양자화된 각도 또는 "QA"라고 함)를 저장하도록 형성된다(S820). 또한 도 8b에 관하여, 특정 라인 세

그먼트(710,720)와 관련된 절대 각도를 계산하는 것대신, 서버 에이전트(160)는 절대 각도에 놓여있는 6개의 양자화된 각

도(880)를 결정한다. 이 양자화 기술은 원(반지름)의 중앙에서 시작하는 선분에 대해 놓여있는 6번째의 원주상 끝점

(emdpoint)에서 결정한다. 이 정보는 이러한 관계에서(mod 16, 1으로 초기화) 구체화된 마지막 라인 세그먼트로부터 표

시되지 않는 델타(delta)로 표시된다. 이 기술은 특히, 세그먼트가 사각 또는 원주와 같은 형태를 형성하는 경우 더 반복적

인 순서(만약 절대 각도가 사용되어진 것 보다)를 생성한다.

그 다음 서버 에이전트(160)는 각 라인 세그먼트(710,72)를 스트립(개별적으로 712,714,716,718; 724,726,728,730)로

구분한다(S830). 특정 라인 세그먼트(710,720)의 각 스트립의 길이는 다른 처리공정을 위해 스트립길이 배열에서 연속 저

장된다(S840). 일실시예에서는, 윈도우즈 NT 알고리즘, bLine은 경로 (700)를 스트립의 배열로 분배하도록 이용된다.

NT알고리즘은 양자화된 각도 영역들 사이에 경계에 놓여있는 세그먼트 또는 스트립과 모호하지 않게 연관되므로, 스트립

및 세그먼트의 양자화된 각을 결정한다. 라인이 항상 아래를 향하고(y값은 증가를 유지한다) 플래그(flag), FL_FLIP_V를

설계하기 때문에 NT알고리즘은 위로 향하는 라인을 수직적으로 움직이게 한다(flip). 유사하게, 좌측으로 향하는 라인은

수평적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으로 향하고(x값은 항상 증가한다) 플래그, FL_FLIP_H를 설계한다. 결과

적으로, 알고리즘에 의한 스트립출력의 배열은 단일 사분면(single qudrant)으로 구분된다. 이 특정 실시예에서는, 서버

에이전트(160)는 NT알고리즘의 플립핑 동작을 원상태로 돌리므로 스트립의 배열은 사전 스트립의 끝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미리/본래 양자화된 각도로 되돌리게 되며, 다음 연속 스트립의 시작점은 다음 연속 스트립의 시작 좌표를

전송하기 위해 구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동시에 일어난다.

그 다음, 서버 에이전트(160)는 프로토콜 스트림을 형성하기 위해 라인 세그먼트에서의 양자화된 각도 데이터 및 스트립

길이 배열에서의 픽셀 길이 데이터와 함께 경로(700)의 시작좌표를 엔코드한다. 다음 엔코드된 데이터는 프로토콜 스트림

에서의 데이터 중복성의 장점을 이용하여 압축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으며, 압축된 그래픽 라인 데이터는 디코딩 및 다른

처리단계를 위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 연속적으로 전송된다(S870). 도 9에서의 바람직한 실시예와 도 10의 양자

화된 각도 정보를 참조하여, 라인 세그먼트(710)는 양자화된 각도 (1)내에 위치된 네개의 스트립(712,714,716,718)으로

구성된다. 압축된 그래픽 라인 데이터의 부분처럼 서버 에이전트(160)로부터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80)까지 전송되는 경

로(700)의 시작좌표는 스트립(712, 880의 원래에 위치된)내의 제1 픽셀에 대응한다. 또한 그래픽 라인 데이터는 라인 세

그먼트(710)에서 각 스트립(712,714,716,718)의 픽셀 길이를 포함한다. 라인 세그먼트(710)가 완전하게 수평, 수직 또는

45도 대각선에 대응하지 않으므로, 라인 세그먼트(710)내의 각 연속적인 스트립(714,716,718)은 도 10에 나타난 것처럼

특정 델타 값에 의해 조정된다. 본 실시예에서, 사전 스트립(712)에서 끝지점으로부터 다음의 연속 스트립(714)에서의 시

작점까지를 얻기 위하여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x값 및 증가하는 y값에서 스트립(714)을 표시한

다. 이 처리는 라인 세그먼트(720)의 스트립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라인 세그먼트(710)에서 각 스트립에 대해 반복되는

데, 이는 QA 15내에 위치된다.

일실시예에 따라서, 프로토콜 스트림은 처리스트립이 경로의 시작위치를 포함하는 경우 본 발명에 의해 생성되고, 클라이

언트-서버 작업시간에서 다소 초기시간에 전송되는 특정 스트립을 저장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휘발성 메모리(114)에

대응하는 인덱스, 경로에서의 세그멘트의 수, 각 세그멘트의 양자화된 각도, 약간의 제어 정보를 수반하는 각 스트립의 길

이, 및 연속적인 세그먼트의 양자화된 각도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 또는 우선 세그먼트의 양자화

된 각도에 추가되는 양자화된 각도 델타 정보를 포함한다. 이런 방식으로, 본 발명은 경로에서 각 스트립에 대한 좌표 및

절대 각도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피한다. 또한, 전술된 스트립 처리 기술은 압축되지 않은 프로토콜 스트림에서 데이터의

반복성을 레버리징함(leveraging)으로써 그래픽 라인 데이터의 효율적인 압축을 촉진한다.

또한 본 발명은 오프-스크린 표면(예를 들면, 비디오 디스플레이 어댑터의 메모리 및/또는 그래픽 대화형 라이브러리에 의

해 동작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휘발성 메모리(114)의 사전-적용되는 작업시간에서 저장됨)에서의 비트맵과 마찬가지

로, 스크린 표면상에서 디스플레이되는 비트맵에 적용될 수 있다. 오프-스크린 표면은, 예를 들면 마이크로 소프트 워드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주로 형성되는데, 표면에 완전할 때까지 오프-스크린 표면에 비트맵을 기입하며, 오프-스크린

표면시간은 온-스크린 표면과 같은 마지막 형성에서 클라이언트(110)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에 표시된다. 그러므로, 오

프-스크린 표면은 종종 온-스크린 표면에 대한 소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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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스크린 표면에 관한 일실시예에서는,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오프-스크린 표면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휘발성

메모리(114)의 량에 관해서 서버 에이전트(160)를 알리기 위해 서버 에이전트(160)가 클라이언트의 이용가능한 메모리보

다 큰 오프-스크린 표면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서버 에이전트(160)는 실질적으로 오프-스크린 표면을 형성하고, 휘발성

메모리(114)에서 표면을 저장하기 위한 지시를 갖는 서버 에이전트(118)에 그것을 전송한다.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

는 표면에 대해 휘발성 메모리의 특정 섹션을 선택 및 할당하고 거기에 표면을 저장한다. 각각의 오프-스크린 표면은 예를

들면 표면, 픽셀 포맷, 크기, 드로잉 형태, 프로토콜 상태 등을 유일하게 확인하는 확인기와 같은 관련 특성 세트를 갖는다.

일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의 휘발성 메모리(114)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버 에이전트(160)는 오프-스크린 표

면이 온-스크린 표면과 상호 영향을 줄때 임의의 동작이 단지 오프-스크린표면(예를 들면, 오프-스크린 표면으로부터 비

트맵 데이터를 구비한 온-스크린 표면을 업데이팅할 때)에 대해 실행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

명령어를 생성할 수 있다. 온-스크린 표면과 오프-스크린 표면 사이에 상호 영향을 주는 것은 스크린에 대한 마지막 복사

만이고, 동작은 온-스크린 표면에 대해 목표로 둘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네크워크(140)를 통해 전송되어야만 하는 비트맵

데이터량을 감소한다. 대안적으로, 온-스크린 표면의 소스는 서버(150)에서 원격 저장되는 오프-스크린 표면 또는 클라이

언트(110)에서 지역적으로 저장되는 오프-스크린 표면 각각에 대응하도록 제한될 수 있다. 서버 에이전트(160)에 의해 요

구되는 오프-스크린 표면에 대한 일반적인 동작은 갱신된 텍스트, 라인, 또는 다른 데이터를 갖는 오프-스크린 표면에서

비트맵을 갱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 11을 참조하는 일실시예에서, 서버 에이전트(160)는 서버 운영 체계(156)로 제공하는 호출을 차단하는데, 오프 스크린

표면의 제작에 관계하며, 서버 에이전트(160)는 표면의 이중 사본(duplicate)을 형성하여 서버의 지역 메모리내에서 그 특

성에 따라 그것을 저장한다. 그 다음 서버 에이전트(160)는 클라이언트의 휘발성 메모리(114)에서 오프-스크린 표면을 형

성하기 위해 명령어를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 공급한다(S1102). 명령어는 이것이 오프-스크린 표면의 제1 실시예

라면 오프-스크린 표면의 엔코딩된 표현이 수반되고, 클라이언트-서버 작업시간동안 미리 전송되는 오프-스크린 표면이

라면 인덱스 또는 퍼지키가 수반된다(S1104). 서버 에이전트(160)는 엔코딩된 표면이나 인덱스/퍼지키 표시에 의해 확인

되거나 또는 클라이언트의 오프-스크린 표면에 엔코딩된 표면에 의해 확인되는 그래픽 데이터를 통합하도록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게 지시한다(S1106).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클라이언트의 오프-스크린 표면에 확인된 표면/비트

맵을 복사함으로써 서버 에이전트의 명령어에 응답한다(S1108). 서버 에이전트(160)에 의해 제공된 BILBLT명령어가 메

모리 할당 에러를 일으킬 때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의 오프-스크린 표면에서 비트맵에서 형성하는데 실패

하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는 실패된 조건을 지시하는 C2S_OSS_Error명령어를 서버 에이전트(160)에 전송한다

(S1110). 에러 조건에 응답하여, 서버 에이전트(160)는 클라이언트의 오프-스크린 표면을 업데이팅하기 위한 소스와 마

찬가지로 오프-스크린표면의 지역적 사본을 사용한다. 클라이언트-에이전트(118)는 클라이언트(110)상에서 오프-스크

린 표면을 갱신하고 또는 오프-스크린 표면의 소정의 오염된(corrupted)/오염 영역을 바르게 하기 위해 서버 지역으로부

터 수신된 정보를 이용한다. 대안적으로, 에러 정보가 언카운터되지 않는 경우, 서버 에이전트(160)는 오프-스크린 표면의

지역/중복 사본을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로 전송하고, 클라이언트의 온-스크린 표면을 갱신하기 위한 소소와 같은 중

복 표면을 사용하고 클라이언트에서 오염된 오프-스크린 표면을 제거하도록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18)에게 지시한다.

본 발명이 상세하게 설명되었지만, 이러한 설명들로 인해 본 발명의 범주가 제한되지는 않으며, 수반하는 청구항에 포함되

는 내용을 벗어남이 없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라, 상기 서버에 의해, 통신망을 통해 서버와 연결되는 클라이언트에서 오프-스크린 표면의 형성을 원격 제어

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통신망을 통해 서버 노드와 연결되는 클라이언트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며, 상기 클라이언트 및 서버 노드는 상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각각 클라이언트 운영 및 서버운영을 갖는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에에 따른 도 1의 서버 에이전트에 의해 실행되는 단계의 하이-레벨 흐름도를 제공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도 2의 블럭도에 대해 더 구체화된 흐름도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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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다라, 도 1의 클라이언트 및 서버 에이전트의 동작에 의해 영향을 받는 클라이언트 및 서버의

휘발성 및 영구메모리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퍼지데이터베이스 및 퍼지 키를 포함하는 캐쉬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전송된 데이터 량을

최소화하는 단계의 블럭도를 제공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디스턴트 클라이언트의 디스턴트

도 7a는 특정 경로를 형성하는 다수의 세그먼트를 도시하는 라인 다이어그램을 제공한다.

도 7b은 경로가 컴퓨터 디스플레이상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근접하게 되는지를 도시하며, 도 7a의 라인 다이어그램의 픽셀

-레벨 표현을 제공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처리되어 세그먼트 및 스트립 데이터를 엔코딩하는 경우의 단계흐름도를 제공한다.

도 8b은 스트립에 관한 양자화 각도 정보에 이용되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압축 효율성을 개선하는 16개 영역의 세트

로 조직된 좌표계를 제공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스트립 처리 기술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 7B의 픽셀-레벨 표현을 도 8b의 좌표계를 덧붙인다

(superimposse).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도 8b의 양자화된 세그먼트 각각에서의 스트립에 대해, 사전 스트립의 끝점으로부터 다

음 스트립을 얻기 위한 방법을 도시하는 테이블을 제공한다.

도 11은 클라이언트의 오프-스크림 표면 구조를 포함하는 에러조건에 응답하여 서버 에이전트에 의해 실행되는 단계의 흐

름도를 제공한다.

*도면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클라이언트 노드1 112 : 프로세서

114 : 휘발성 메모리 116 : 운영 체계

118 :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120 : 영구 저장부

122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24 : 키보드

126 : 마우스 128 : 디스플레이

150 : 서버 노드1 152 : 프로세서

154 : 휘발성 메모리 156 : 운영 체계

158 :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160 : 서버 에이전트

162 : 영구 저장부 164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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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공개특허 10-2007-0086443

- 21 -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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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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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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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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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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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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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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