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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터넷을 통해 월드 와이드 웹 서버 데이타를 액세스하기 위한 서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및 
서비스 에이전트

요약

월드 와이드 웹 브라우저는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의 에이전트로서 요구를 수신하고,실행하는 네트워크상의 
웹 서버에 대한 요구를 작성하여 인터네트에 대해 액세스 가능한 액세스 에이전트 서버를 또한 갖는 상기 
웹 서버를 지원하는 인트라넷 네트워크상의 분산된 통합 솔루션 서버로서 분산된 서브-에이전트를 구성한
다. DIS 서버는 검색을 위해 웹 서버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로부터, 또한 하이퍼 텍스트 문서로부터 작
성된 단일 요구상의 다수의 데이터 베이스 자원에 접속된 데이터 베이스 게이트웨이로부터 수신된 커맨드 
상에서 또한 지리학적으로 분산된 데이터 베이스의 여러 유형에 위치한 다중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요구되
는 정보 상에서 프로그램 가능 기능을 수행하고, 계정 트랙킹을 가지며, 선택된 유형으로 웹 브라우저 혹
은 디스플레이, 팩스, 프린터 및 고객 시스템 혹은 TV 비디오 가입자와 같은 다른 위치로 리포트를 수행
하기 전에 계산, 포맷 및 다른 서비스를 수행하는 선택된 캡슐 객체를 실행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인터넷을 통해 월드 와이드 웹 서버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한 서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및 서비스 
에이전트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개관을 대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으로서, 특히 클라이언트를 월드 와
이드 웹 서버 및 본 발명에 의한 시스템 내의 다른 서버로 접속하는 인터넷을 포함하는 내부 및 외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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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를 갖는 전형적인 분산 컴퓨터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제2도는 웹 브라우저에 의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서버(대개의 경우 인터넷 서버)에 접속된 이후 클라이
언트 상에 디스플레이된 조회 스크린(홈페이지)을 도시한 도면.

제3도는 도시된 입력 스크린에 의해 본 발명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요구(a request)를 작성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스크린을 도시한 도면.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라 DIS 캡슐의 사양에 의해 포맷된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에 의해 요구된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 클라이언트로 복귀된 샘플 결과 스크린을 도시한 도면.

제5도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요구가 이루어지고 본 발명에 따라 메뉴로부터의 선택 및 이미지 매핑을 
사용함으로써 본 발명에 따르는 요구가 이루어지는 다음 스크린을 도시한 도면.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에 의해 요구된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 클라이언트로 복귀
된 그래픽 결과 스크린의 예를 도시한 도면.

제7도는 웹 서버와 IBM사의 데이터 해석 시스템(DIS)과 같은 결정지원 시스템 툴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도시한 흐름도로서, 웹 서버에 대한 웹 클라이언트의 접속, DIS 캡슐을 실행하라는 요구의 접속 및 다중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이질 접속으로 이루어진 ODAS로부터 분산된 DIS LAN으로의 웹 서버내의 접속을 도
시한 도면.

제8도는 웹 서버에 대한 제어 프로그램의 기능을 흐름도로서 도시한 도면.

제9도는 텍스트 리포트 파일을 생성하는 DIS 캡슐의 예를 도시한 도면.

제10도는 그래픽 리포트 파일을 생성하는 DIS 캡슐의 예를 도시한 도면.

제11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액세스 및 방화벽에 의해 홈페이지 또는 데이터 베
이스에 대한 액세스가 제한될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데이터 창고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또 다른 구성을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웹 브라우저                             11 : 웹 서버

12 : ODAS 서버                             14 : DIS 파일 서버

15 : 범용 워크스테이션                    16 : 지역 데이터 베이스 서버

17 : 캡슐 서버                                 18 : 데이터 베이스 게이트웨이 서버

19 : DB2 데이터 베이스                    29 : 조회 스크린(홈 페이지)

30, 31, 32, 33, 34 : 이미지 객체       41 : 데이타 입력 필드

42 : 인스트럭션 키                            50, 60 : 사전 포맷된 텍스트

61 : 서술적 정보                                71 : 웹 클라이언트

72 : 웹 서버                                      73 :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

74 : ODAS                                       75 : DIS LAN

90 : DIS 환경                                    91a....91n : 검색 커맨드 파일

92 : 프로세싱 단계                             93 : 계산 객체 커맨드 파일

94 : 포맷 객체 커맨드 파일                 101 : 검색 객체 커맨드 파일

102 : 플롯 객체 커맨드 파일 작성부

103 : 비트맵 객체 커맨드 파일 작성부

130 : 웹 브라우저                              131a : 액세스

131' : 웹 서버                                    132 : 네트워크

133 : DIS 서버                                  134 : DB 게이트웨이

136 : 웹 브라우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컴퓨터 및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및 다른 정보 
소스의 사용을 위한, 또한 네트워크 및 인터넷(networks and the internet)을 통한 웹 서버 데이터 액세
스(web server data access)를 기존 장치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주요 용어 해설]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WWW))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찾는 사용자들이 하이라이트된 관심 있는 단어 혹은 문구를 클릭함으로써 서버에서 
서버로 또한 데이터 베이스에서 데이터 베이스로 전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의 응용 프로그램 
WWW 서버는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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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ome Page)

인터넷상의 한 조직에 관해 저장된 정보를 웹 사용자에게 가이드하는 내용이 담긴 멀티 미디어 테이블
(multimedia table).

고퍼(Gopher)

미네소타 대학에서 개발되었으며, 일련의 텍스트 메뉴들로부터 아이템을 선택함으로써 사용자가 인터넷상
의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해주는 메뉴 기반 검색 방안(a menu-based search scheme).

액세스 에이전트(Access Agent)

상이한 액세스 프로토콜 및 데이터 스트림(프레임 릴레이, HDLC(하이 데이터 링크 제어), CBO(Continuous 
Bit  Operations;  지속적 비트 동작),  ATM(비동기 전송 모드),  혹은 TCP/IP를  지원하는 논리적 요소(a 
logical component).

응용 프로세싱 에이전트(Application Processing Agent)

분산된 환경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된 요구에 따라 태스크를 수행하는 서버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server data processing system)에서 동작하는 데이터 프로세싱 에이전트((data processing agent). 본 
발명 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데이터 베이스 검색(retrieval)에 대한 응용 프로세싱 에이전트는 본 발명
의 DIS 서버 즉, 데이터 해석 시스템(a data intelpretation system)서버 및 데이터 베이스 게이트웨이 
(database gateway)이며, 데이터 베이스 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를 통해 본 발명의 웹서버 HTTPD와 접속된
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응용 프로세싱 에이전트는 커맨드 파일 객체(command file object
s)로서 실행 가능한 객체 프로그램(executable object programs)을 채용하며,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
에서 상기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은 캡슐 객체(capsule objects)이다.

클라이언트(Client)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의해 서비스되며 서버에 커맨드를 제공하는 컴퓨터이다.

데이터 해석 시스템(Data Interpretation System)(DIS)

IBM의 객체 지향 결정 지원 툴.

캡슐(Capsule)

DIS 캡슐은 DIS 프로그래머에 의해 생성되고 DIS 환경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이다. DIS 캡슐은 캡슐 객체
의 바람직한 예이며, 캡슐 객체는 커맨드 파일의 특정화된 형태(EXEC 혹은 *.BAT 배치파일과 같이 실행되
는 커맨드 리스트) 중 하나이다. 캡슐 객체는 IBM의 DIS에 의해 제공되는 바와 같이 객체 환경 내에서 생
성된다. 다른 객체 환경으로는 IBM의 SOM, DSOM및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OM 환경이 있다.

인터넷(Internet)

웹으로 컴퓨터를 전세계적으로 연결하는 접속 시스템.

서버(server)

하나이상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하며 웹의 일부를 이루는 머신이다. 다른 컴퓨터의 커맨드에 따라 태스크를 
수행하는 컴퓨터는 모두 서버이다.

슬립(Slip) 혹은 PPP 접속

직렬 라인 인터넷 프로토콜(Serial-line Internet Protocol) 및 지점 대 지점 프로토콜(Point-to-Point 
Protocol)을 나타내며, 한 컴퓨터에 대해 인터넷으로의 완전한 액세스 접속을 제공한다.

TCP/IP

전송 제어 프로토콜(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전자우편(e-
mail)에서 비디오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경로변경(chop), 경로배정(route) 및 재구
성(reconstruct)을 위해 사용되는 패킷 스위치 방안.

인터네트워크 경로배정(InterNetwork Routing)(INR)

응용 가능한 프로토콜에 따라 하나의 물리적 장치에서 다른 물리적 장치로 데이터를 경로 배정하는 시스
템 사이의 링크. 프로토콜은 인터넷 위치에 대한 URL 어드레스를 사용할 것이다.

URL

균일 자원 위치 입력자(Universal(or Uniform) resource locator)로서, 전자우편 어드레스의 웹 문서 버
전. URL은 다른 것들과 함께 문서 내에 포함된다면 매우 성가시게 된다. URL은 하이퍼링크로서 액세스될 
수 있다.

웹 브라우저 (web browser)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여행 가이드로서 동작하며, 사용자가 인터넷을 서핑 (surfin
g)하는 경우 사용되는 그림으로 표현된 데스크탑, 디렉토리 및 검색 툴 등을 완비한다. 본 발명의 응용에
서, 웹 브라우저는 월드 와이드 웹과 통신하는 클라이먼트 서비스이다.

HTTPD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ypertext  Markup  Language)  및  공통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Common  Gateway 
Interface)를 갖는 IBM OS/2 웹 서버 혹은 다른 서버.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HTTPD는 본 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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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를 구미하며, TCP/IP와 같이 인트라넷상의 머신에 대한 하드웨어 접속 및 인터넷
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액세스 에이전트에 의해 지원된다.

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 ULR 시작부분의 http:는 파일이 하이퍼링크를 포함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이퍼링크 (Hyper link)

단어, 문구, 아이콘 혹은 그림에 내장된 네트워크 어드레스로서 하이라이트된 항목을 선택할 경우 활성화
된다. 웹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클라이언트는 그 자리에서 해당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yperText Markup Language)(HTML)

웹 서버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로서 웹 클라이언트가 볼 문서를 생성하고 접속하기 위해 사용된다. HTML은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사용한다.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사용하는 다른 언어는 번스테인(Bernstein)  등에 
1993년 4월 20일 특허 허여된 미합중국특허 제5,204,947 호, 번스테인 등에 1994년 3월 22일 특허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5,297,249호  및  레비스(Lewis)등에 1994년  10월  11일  특허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5,355,472호에 개시된다. 이들 특허 모두는 IBM사에 양도되고, 본 발명에서 참조로 인용된다.

인터넷은 단일 네트워크가 아니고, 소유자 혹은 관리자(owner or controller)가 존재하지 않으며, 통제가 
불가능한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로서, 상호간에 접속을 합의한 다수의 상이한 네트, 공중 및 사설(public 
or private), 대용량 및 소용량의 네트워크 연합체이다. 인트라넷(intranet)은 제한된 네트워크로서, 인
터넷 프로토콜을 따르지만, 인트라넷을 둘러싸는 방화벽(fire wall)의 외부로부터는 인터넷에 대한 접속
이 허용되지 않거나 혹은 일부만 접속이 허용된다. 이들 네트워크에 의해 나타나는 복합 네트워크는 단일 
전송 매체(single transmission medium)에 의존하지 않으며, 통신위성 링크(satellite links), 광 섬유 
트렁크 라인(fiber-optic trunk lines), 전화 라인(phone lines), 케이블 TV 와이어(cable TV wire)및 지
역 라디오 링크(local radio link)를 통해 양방향통신이 발생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대학, 회
사의 사무실, 혹은 가정에서 인터넷에 로그 온(log on)하는 경우, 모든 것은 국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터넷에 대한 액세스는 시간이 걸리고 라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최근까지, 인터넷을 순항(cruising)하거나 흑은 서핑(surfing)하는 것은 마치 해도(海圖)없이 항해를 시
도하는 것과 같이 방향성을 상실한, 심지어는 짜증스러운 경험이었다. 인터넷의 서브 네트워크인 월드 와
이드 웹이 약 2년 전에 도입되어, 사용자가 더 많은 정보를 원할 때는 단순히 하이라이트된 단어, 그림 
혹은 아이콘(프로그램 객체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사용자가 하나의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손쉽게 점프하
도록 하여 인터넷 사용을 더욱 쉽게 하였다.--이건은 하이퍼링크(hyper link)로서 알려진 기능이다. 오늘
날 WWW를 탐험하기 위해,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 (Web browser)라 칭해지는 특정한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 상에 로드한다.  다양한 웹 브라우저 버전이 존재하지만,  IBM의  Web  Explorer는,  IBM의 
OS/2 Warp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사용이 편한 그림 아이콘 및 풀다운 메뉴의 데스크탑을 제공한
다. OS/2 Warp와 함께 IBM에 의해 제공되는 IBM Internet Connetion이라 불리는 통합 응용 그룹의 일부는 
사용자가 인터넷상에 로그 온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까지, 인터넷이 제공하는 월드 와이드 웹은 산업분야에서 주로 통신, 광고 및 상품 주문(placement 
of orders)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본 발명의 배경으로서, 다수의 인터넷 브라우저가 존재한다. 일반
적인 예로, Netscape, Mosaic 및 IBM사의 Web Explorer가 있다.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의 사용자가 정보 
탐색을 위해 전세계에 걸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를 액세스하는 것을 가능케 하며, 이 정보는 서버
가 파일 혹은 데이터 팩(data packs)을 서버의 자원으로부터 정보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로 전송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다. 이러한 요구의 예로서, 클라이언트 호출자에 대해 텍스트 형태의 결과를 얻도
록 개발된 NCSA 언어 및 CGI 서버 프로그램인 GSQL(get SQL)을 들 수 있다. 이 문서는 일리노이 대학에서 
제이슨 엔지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SQL 매핑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 호출
자에게 텍스트 형태의 결과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본 발명과는 상이하며,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
으나 이하 개시되는 시스템에 의해 극복된다.

이들 서버는 분산 환경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된 요구에 따라 태스크 또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일종
의 응용 프로세싱 에이전트 혹은 이른바 인텔리전트 에이전트(Intelligent agent)로서 동작한다. 분산 환
경에서 이러한 기능 선적 개념(function  shipping  concept)은 호드그킨슨 등에 의한 미합중국 특허 제
4,274,139호에 개시된 발명의 결과로서 CICS를 통해 먼저 제시되었다. CICS에 의해 설명되고 향상된 이러
한 종류의 기능은 현재 트랜잭션 프로세싱으로 알려진 분야에서 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서버는  많은  기능을  실행하기는  하지만,  이하  개시되는  본  발명에  의해  개발된  기능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현재까지도, WWW에 의한 인터넷 서핑은 여전히 시간 소모적인 작업이고, 수신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제공
된 형태 그대로는 유용하지 않다. 14,400보드(baud)의 속도로 접속하더라도 단지 인터넷에 대한 액세스를 
지속하는 데에만도 많은 시간이 소모되며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어디로 가야할지 알 수 없다. 또한, 회사
의 인트라넷상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 및 인터넷상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결합에 대해서도 깊은 고려가 
없다.  게이트웨이를  감소시키고  기존장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질 네트워크
(homogeneous network)뿐 아니라 인터넷 및 이질 네트워크 시스템(heterogeneous system) 내에 즉, 다수
의 상이한 서버 상의 다수의 상이한 데이터베이스 내에 상주하는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다.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정보를 액세스하면서 여전히 데이터베이스의 내부적인 액세스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은 지대하다. 그러나, 머신, 운영체제 및 상이한 게이트웨이에 걸쳐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
의 필요성은 오늘날 인터넷의 사용자에 의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WWW 브라우저에서 단순한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시간을 소모해본 사용자라면 어디로 진행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흑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단순 작업을 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알려지지 않은 규칙을 통해 항
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필요성이 존재하며, 중요한 일 예로서, 클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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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부터의 단일 사용자 요구에 의해 상이한 유형의 다중 데이터베이스 상의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방법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 및 다른 어려움들은 본 발명을 통해서 해결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불필요한 사용자 개입이 본 발명의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 기능을 장착한 HTTPD를 지
원하는 웹 서버에 의해 제거되거나 혹은 급격히 감소된다. 본 발명의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는 커맨드 
파일 객체 혹은 캡슐을 지원하는 서브-에이전트를 조직화하여, 웹 브라우저의 요구에 따르는 리포트를 위
해 입력으로서 파라미터를 수신하고,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 태스크의 완결된 결과에 의해 제어된 출력
을 요구에 의해 결정된 위치로 제공하며, 이들 요구를 불필요한 사용자 개입 없이 제어하는, 프로그램 가
능한 기능으로서 웹 브라우저의 요구에 따라 태스크를 수행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본 발명에서는 웹 사용자가 정보를 요구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이 정보는 데이터 
해석 시스템(DIS)에 의해 생성되어 웹 서버에 의해 웹의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본 발명의 솔루션은 웹 상
으로 정보를 요구하고 프로세싱하며 프리젠트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는 인트
라넷 경로 및 웹 인터넷을 통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수의 소스로부터 검색(retrieve)되어 본 발명의 
결정 지원 캡슐(decision support capsules)에 의해 프로세스된다. 이제 상이한 데이터베이스 상에 위치
한 데이터를 액세스하기를 원하는 회사 및 대학 및 그 외 사용자들은 그래픽 포맷 등 사용자가 원하는 형
태로 데이터가 프로세스되고 포맷되어 제공되기를 원한다. 본 발명의 해결책은 사용자가 다양한 소스로부
터 정보를 액세스하여 단일 요구(a single request)만으로 원하는 위치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설비 구성 및 본 발명의 커맨드 프로그램 에이전트에 의한 커맨드 파일서브-에이전트 결정 지원 
캡슐 객체(command file sub-agent decision support capsule objects)의 응답에 의해 정보를 획득하도록 
한다. 정보 사용자는 회사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흑은 외부에 있을 수도 있다. 결과는 회사의 내부 혹
은 외부에 위치한 사용자에게 공급될 수 있으며 원하는 형태 및 포맷으로 특정 위치에서 특정화될 수 있
다. 이로 인해 상호 일치하는 인터페이스 수단 없이도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웹 지원서비스에 의해 사용
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형태로 리포트가 운용될 수 있다.

웹 사용자에게 정보 생성을 요구할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데이터 해석 시스템 서버 즉, 
응용 프로세싱 에이전트의 결정 지원 툴에 연결된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를 갖는 웹 서버를 제공하며, 
이 서버가 웹 서버에 의해 웹 상의 사용자에게 제공될 정보를 획득, 프로세스 및 포맷한다. 본 발명의 바
람직한  실시예에서는,  공통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및  개방  데이터  해석  시스템  서버(open  data 
interpretation system server; OHAS)를 사용하여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ypertext Markup Language; 
HTML)문서 간의 링크를 제공한다. 그 결과, 웹 클라이언트는 DIS 리포트의 생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리
포트 생성 시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지정하고, 이후 웹 홈페이지 상에서 리포트 결과를 볼 수 있다. DIS 
캡슐은 정보를 컬러 파이 도표(colored pie charts), 라인 그래프, 바 그래프 또는 다른 형태의 그래픽 
정보로 생성할 수 있다. 웹 서버는 원하는 결과를 원하는 유형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DIS 리포트의 
전체 기능이 활용된다.

본 발명은 클라이언트의 사용자가 자신의 요구에 따라 구조화되어 리포트되는 정보를 액세스하고 모으는 
것을 허용하며, LAN 혹은 WAN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액세스할 수 없거나 혹은 연결되지 않은 인
트라넷 혹은 내부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 내에 위치한 이산의 서버(disparate servers)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는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단일 사용자 요구
를 사용하여 여러 유형의 다중 데이터베이스 상의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일반화되
거나 특정화된 특별요구(adhoc request)를 정형화하는 설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용을 위해 특화된 특
정 요구가 제공되기 위한 설비를 허용한다. 또한, 본 발명은 탐색 및 갱신 기능외에도, 임의의 검색 데이
터에 대한 연산 수행 기능을 제공하여, 해당 정보를 텍스트나 그래픽으로 포맷할 수 있게 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그 결과를 디스플레이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다.

본 발명에서는 정보에 대한 웹 클라이언트 요구를 받아들여서, 인트라넷 혹은 인터넷상에서의 상이한 물
리적 위치를 갖는 다중 플랫폼상의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며, 이 데이터를 의
미있는 정보로 프로세싱하고, 요구에 의해 특정화된 위치로서 웹클라이언트에게 텍스트 흑은 그래픽 디스
플레이로 정보를 프리젠트하는 수단을 제 공한다.

본 발명은 웹 서버에게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기존 자원으로는 WWW상에서 정보를 
요구하는 사용자가 끝없이 개입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전체
에 걸쳐 위치한 응용 프로세싱 에이전트 서버에 의해 실행되는 결정 지원 기능의 구축을 허용하고, 또한 
평범한 사용자가 주어진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향상된 프로그램 가능한 서브-에이전트에 의해 제공되는 
전문적 의견을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필요한 표준 루틴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
는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를 갖는 웹 서버를 제공한다.

이러한 개선은 응용 프로세싱 에이전트로부터의 정보를 이를 요구하는 웹 클라이언트에 제공함으로써 성
취될 수 있으며, 여기서 응용프로세싱 에이전트 서버는 차례로 응용 프로세싱 에이전트 서버에 의해 실행
되는 결정 지원 기능을 야기하는 액세스 에이전트 링크 및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에 의해 지원된 웹 서
버에 의해 분산 환경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된 요구에 따라 태스크를 수행한다. 이러한 동작은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에 접속되고 이것의 제어 하에 있는 접속된 네트워크의 부분을 형성하는 응용 프로세싱 
에이전트 서버에 의해 분산 환경 내에서 수행된다. 본 발명에 따라 결정 지원 기능은 데이터 해석 시스템
에 의해 제공되며, 이 시스템은 응용 프로세싱 에이전트의 일부로서 작용하고, 결정 지원 기능은 프로그
램가능하며, 데이터 해석 시스템, 즉 DIS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결정 지원 소자에 의해 
발생되며, 처음 요구한 웹 상의 사용자에게 프리젠트하기 위해 생성한 출력을 프리젠트하는 본 발명의 제
어 프로그램 에이전트에 액세스 가능한 형태로 제공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IBM의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간의 링크, 공통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CGI) 및 개방 DIS 액세스 서버(ODAS)가 
제공되며, 이 모든 것은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IBM 머신 상에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개발한 
부가적인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 참조로 인용되는 Medaphor Data international System의 문
헌인 Developing Applications with OpenDis Access Service,  Version 2.0, available from IBM, First 
Edition(1994년 9월) Part Number 315-0002-01을 참조하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와 연관된 본 발명의 개선 사항은 보통 IBM OS/2 웹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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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인 IBM HTTPD 흑은 마크업 언어 및 공통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를 갖는 다른 서버 상에 설치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HTTPD는 본 발명의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를 구비하고, TCP/IP 결합과 같
이 인트라넷상의 머신과의 하드웨어 접속 및 인터넷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액세스 에이전트에 의해 
지원된다. 따라서, 웹 서버에 대한 하드웨어는 OS/2를 갖는 IBM의 PS/2 모델 80과 같은 
워크스테이션이다. 그러나, HTTPD는 PC에 장착될 수 있으며, 또한 강력한 퍼스널 컴퓨터로부터 MVS(유닉
스를 포함한 다수의 운영체계가 단일 플랫폼 상에서 공존할 수 있는 IBM사의 운영체계의 일종)를 지원하
는 메인프레임에 이르는 IBM 계열의 컴퓨터 머신 상에 장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웹 클라이언트는 
응용 프로그램 에이전트에 의해 DIS 리포트가 생성될 때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특정하면서 이 리포트가 사
용자의 웹 페이지 상에 시각적 디스플레이 혹은 다른 방법으로 프리젠트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발
명의 구현은 컬러 파이 도표, 라인 그래프, 바 그래프 등과 같은 그래픽 정보를 발생하기 위해 사용자가 
DIS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한다. IBM의 Web Explorer와 같은 웹 브라우저는 이들 포맷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으므로, DIS 캡슐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모든 기능은 본 발명의 사용자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개선된 방법에 따라,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웹 서버에 접속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발명은 웹 서버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로서 HTML을 사용하
여 웹 클라이언트가 보는 문서를 생성하고 접속한다. HTML은 하이퍼텍스트 언어의 한 예로서 하이라이트
된 단어, 단어의 스트림 혹은 이미지 위에서 클릭함으로써 또 다른 HTML문서로 이동하거나 해당 서버의 
프로그램을 기동(invoke)하는 기능을 갖는다. 웹 클라이언트의 일 예로서 IBM의 Web Explorer제품을 사용
하는 개인이 사용하는 머신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문서 내의 하이퍼 텍스트 상에
서 클릭하여 응용 프로세싱 에이전트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기능을 참조할 수 있다. 사용자는 다른 웹 서
버 상에 존재하는 다른 문서로도 접속할 수 있다. HTML 커맨드는 다른 문서를 참조하는데 사용된다. HTML
은 서버 상의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참조하며, 파라메터를 이들 프로그램에 전달하는데 사용된다. 응용 
프로세싱 에이전트 서버는 바람직하게, 웹 서버에 상주하는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를 통해 웹클라이언트
에 의해 참조되는 경우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웹 클라이언트는 HTML에 의해 생성된 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고자 하는 정보를 선택하며, 웹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요구를 C프로그램으로 구현된 본 발명의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로 전
달한다. OS/2에서의 HTTPD와 같이 본 발명의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를 갖는 웹 서버는 공통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Common Gateway Interface; CGI)를 사용함으로써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 액세스를 제공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HTML에 의해 참조되는 경우, 임의의 파라미터가 프로그램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DIS 제품과 인터페이스할 본 발명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호출하기 위해 CGI를 이용한다. CGI는 웹서버로부터 웹 서버가 응용하는 외부 프로그램으로의 
소프트웨어 게이트웨이의 일예이다.

이 실시예에서 웹 서버에 의해 호출되는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는 CGI 인터페이스를 통해 개방 DIS 액세
스 서버(ODAS)를 경유하여 데이터 해석 시스템(DIS)으로 웹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전달한다. ODAS는 프로
그램이 DIS 캡슐 호출과 같은 DIS 기능을 개시하도록 허용하는 데이터 해석 시스템 DIS의 특성이다. 본 
발명의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는 ODAS를 통해 DIS와 인터페이스하여 DIS 캡슐이 실행하도록 한다. DIS 
캡슐은 기본적으로 DIS 응용 프로그래머가 DIS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발명에 
따라,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며 다수의 포맷 중의 
한 포맷으로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서버 상에 DIS 캡슐로서 실행되는 캡슐이 작성되었고, 본 발명에서 
실예를 통해 기술될 것이다. DIS 캡슐의 수행이 완료된 이후,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캡슐의 
실행동안 발생된 결과는 응용 프로세싱 서버상의 파일에 저장된다.

DIS가 포맷된 리포트 결과를 포함하는 파일을 작성한 후, 본 발명의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동적으로 HTML 태그를 생성시켜 포맷된 리포트를 인터넷상의 웹 클라이언트로 다시 프리젠트한다. 본 발
명의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는 CG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HTML 커맨드를 동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러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은 웹 클라이언트에 대해 웹 브라우저 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DIS 캡슐이 리포트 요구에 대한 결과를 포함하는 파일을 작성한 후, 제어 프로그램은 웹 브라우저로 리포
트 결과를 디스플레이할 HTML 문장을 동적으로 작성한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또 다른 수단이 또 다른 경로배정에 의해 도시된다. 리포트를 요구하는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에 리포트 결과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에 부가하여 혹은 이를 대신하여 리포트 결과가 다른 위치로 
전송될 것을 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는 요구 단계(request phase)동안 제공된다. 또 다른 리포트 요
구의 결과로서,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파라미터에 따라, 리포트 결과는 TCP/IP의 Sendmail기능 및 Lotus 
Notes와 같은 전자 우편을 통해 제어 프로그램에 의해 인터넷상의 하나 이상의 위치로 전송될 수 있다. 
리포트 결과는 파일로서 또한 노트(note)로서 전송될 수 있다. 음성 응답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 응답
은 음성 응답 유닛으로 경로 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변환기(translator)에 대한 호출을 통해, 텍스트는 
음성으로 변환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런 방법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 리포트 결과는 또한 팩스 머신으로 
전송되거나 혹은 팩스 데이터 수신 기능을 가진 컴퓨터로 전송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웹 클라이언트 디스플레이 상으로 DIS 캡슐에 의해 작성된 리포트 파일을 제공하기 위해 
이들 리포트 개념(report concepts)을 사용한다.

본 발명의 전술한 특성 및 다른 특성은 이하 개시되는 상세한 설명에서 또한 개시될 것이며, 본 발명의 
장점 및 특성은 본 명세서에 부가된 도면 및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참조하면 더 바람직하게 이해될 것
이다.

[바람직한 실시예]

제1도는 클라이언트 및 서버를 포함하여 여러 자원이 전형적으로 결합된 정보 운송 솔루션(Information 
delivery solution)을 도시한다. 퍼스널 컴퓨터 또는 워크스테이션이 클라이언트로 사용될 수 있으며, 워
크스테이이션 또는 메인프레임이 서버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여러 요소들은 LAN, WAN 및 내부 SNA 네트
워크 혹은 이와 유사한 내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다양한 네트워크에 의해 서로 접속되며, 또한 인터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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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접속하게 된다.

본 발명을 더 상세히 참조하면, 제1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웹 서버(11)에 접속된 웹 브라우저(10)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인터넷 WWW 브라우저는 IBM PS/2 혹은 이외에 IBM 
Thinkpad,  RS/6000  워크스테이션과  같은  인텔리전트  컴퓨터  시스템이며,  또한  IBM  제품인  OS/2  WARP 
Connect를 통해 네트워크로 접속된다.

인텔리전트 컴퓨터 시스템에서 웹 브라우저 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 웹 브라우저는 IBM  Web  Explorer, 
NetScape 혹은 Mosaic을 장착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10)은 라인 상으로 혹은 무선 시스템을 통
해 OS/2 WARP Conncet 기능에 의해 본 발명에서 웹 서버라 칭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컴퓨터 
시스템과 양방향으로 접속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이하 개시되는 본 발명의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73)
를 포함하는 PS/2 혹은 RS/6000 혹은 다른 유사한 시스템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웹 서버
(11)는 유선 흑은 무선 접속을 통해 ODAS 서버(12)의 서버 기능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PS/2, RS/6000 혹은 
다른 서버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과 양방향으로 접속되며, ODAS 서버(12)는 도면에서 LAN(13)으로 나타낸 
것과 같은 분산 DIS 네트워크와 접속된다. ODAS(12)는 웹 서버(11)와 동일한 서버에 위치할 수 있고, IBM 
디지털 서버와 같은 별도의 서비스 머신에 위치할 수도 있다. 웹 서버는 네트워크를 통해 논리적으로 본 
발명의 응용 프로세싱 에이전트 서버에 접속된다. 본 발명에서는 응용 프로세싱 에이전트 서버를 DIS 파
일 서버(14)로 칭한다. 왜냐하면, 이 서버는 OS/2를 지원하는 IBM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현재 가장 저가
의 비용으로 제공되는,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결정 지원 기능(decision support funtions)을 지원하는 데
이터 해석 시스템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인트라넷 네트워크는 LAN이다. 
따라서, DIS LAN(13)의 소자는 DIS 파일서버(14), 캡슐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범용 워크스테이션(15), 
국부 데이터베이스 서버(16),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다수의 DIS 캡슐을 저장하는 캡슐 서버(17), 자신에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이터베이스 게이트웨이 서버(18)
를 포함하며, 이들 데이터베이스는 시카고, 뉴욕, 달라스, 로스앤젤레스와 같이 지리적으로 분산된 데이
터베이스를  포함하며  이들  데이터베이스  각각은  DB2  데이터베이스(19),  ORACLE  데이터베이스(19a), 
Sybase  데이터베이스(19b),  Redbrick  데이터베이스(19c)와  같이  상이하게  지원된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모든 서버는 바람직하게는 IBM 토큰링으로써 통상적인 LAN 혹은 
WAN 접속으로 연결된다. 제11도에 도시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가 또한 참조될 수 일다.

따라서 본 발명이, DIS 네트워크(13)에 의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나타난 내부 혹은 인트라넷 
네트워크 및 클라이언트를 월드 와이드 웹 서버 및 본 발명의 시스템내의 다른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인
터넷을 포함한 외부 네트워크를 갖는 분산 컴퓨터 시스템 환경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은 제1도 및 제11
도에 도시된 개략도로부터 명백하다. 본 발명은 전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 웹 브라우저(10)는 리
포트를 위해 웹 서버(11)에 대한 요구를 작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이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웹 서버(11)는 
본 발명의 DIS 서버(14) 및 이 서버의 지원 통신 서버 즉, 데이터베이스 게이트웨이 서버(10)를 포함하는 
응용 프로세싱 에이전트가 다수의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 이상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에이전트로서 
동작하도록 한다.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는 국부 데이터베이스(16), DB2 데이터베이스(19), ORACLCE 데이터
베이스(19a), Sybase 데이터베이스(19b), Redbrick 데이터베이스(19c)를 포함한다. 다수의 데이터베이스
로부터 정보를 검색하는 본 발명의 사용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은 제7도의 데이터베이스 서버(18)의 응용 
프로세싱 에이전트 기능의 동작으로서 설명된다.

본 발명의 단순화된 바람직한 실시예로 돌아가서, 제2도는 클라이언트가 웹 브라우저(10)에 의해 자신의 
서버(인터넷 웹 서버(11)일 수 있음)에 접속된 이후 클라이언트 상에 디스플레이되는 조회 스크린(홈페이
지)(29)을 도시한다. 전체 스크린은 정보 및 다수의 객체를 포함한다. 일단 홈페이지가 디스플레이되면, 
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절한 서술적인 안내를 통해 사용자는 예를 들면, 이미지 객체
(30,31,32,33,34)를 클릭함으로써 상호 작용할 수 있다. 일 예로서 사용자가 본 발명에 따라 특정 요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이미지(30)를 클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다음 스크
린을 얻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사용자는 이미지(31)를 클릭함으로써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이한 
메뉴 스크린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또한, 특정화된 포맷이 먼저 포맷 선택 이미지를 이중 클릭
함으로써 선택될 수 있다. 포맷 이미지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이 고퍼인 메뉴 스크린(32,33,34)에 대한 액
세스를 나타내는 이미지 객체에 의해 예시된다.

아이콘 이미지 객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HTML에 의해 제공되는 기능이며, 이 언어를 알고 있는 프
로그래머는 본 발명에서 도시한 이미지 및 기능에 대한 변형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
를 사용하여 도면을 통해 구현된 내용은 이들의 확장 및 조합뿐만 아니라 변형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
해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이미지(30)를 클릭하여 이미지(30)를 선택할 경우, 제3도가 나타난다. 제3도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요구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도시하는 다음 스크린으로서, 본 발명에 따라 도시된 입력스크린을 통해 
요구를 생성한다. 제3도의 내용은 데이터 입력 필드(41)로 입력되는 사용자 엔트리를 제외하고는 사전 포
맷된 (40)이다.

이러한 예에서, 입력 필드(41)는 사용자 아이디(10)이다. 사용자가 필드(41)에 적절한 입력을 넣은 후, 
사용자는 인스트럭션키(42)를 클릭할 것이다. 도시된 인스트럭션 키는 요구를 제출(submit)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웹 서버는 제7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정보를 포착한다. 웹 서버는 특
정화된 입력과 같이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정보뿐만 아니라 패스워드 허가(password authorizations), 요
금 계좌 식별(charge account identification)등 요구에 응답하여 시스템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임의의 히든(hidden)디폴트 정보(hidden default information)를 포착할 수 있다. 따라서, 시스
템은 히든 패스워드가 기밀 소스로부터의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혹은 인터넷에 액세
스하는 것에 대한 허가임을 추정할 수 있다. 요금 허가는 또한 유료 사용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기능을 
통해 시스템이 파싱(parsing)하는 대로 시스템에 의해 추적되거나 혹은 누적될 수 있다. 요구가 아이템의 
주문에 대한 것이면, 요구되는 실제적인 아이템은 이 정보에 따라 선적되거나 혹은 요금 청구(billed)될 
수 있다. 이들 기능은 히든이기 때문에, 도면에 도시되지 않지만 요구로서 포함된다. 요구의 응답은 제4
도에 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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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도는 샘플 결과 스크린(sample result screen)으로서 제9도에서 예시한 DIS 캡슐의 사양에 따라 포맷
된 본 발명에 따라 요구된 서비스가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에 의해 제공된 이후 요구 결과에 따르는 샘
플 리포트가 클라이언트에 제공되는 방법을 도시한다. 이러한 예에서, 응답되는 것은 파일이고, 이 파일 
이름은 (43)에서 P81484로 디스플레이된다. 파일에 따르는 정보를 제공하는 텍스트가 예시 정보(44)에 도
시된 바와 같이 포함된다. 스크린은 DIS 서버(17)에 저장된 DIS 캡슐에 의해 발생된 텍스트 리포트의 디
스플레이 형태로 사전 포맷된 텍스트(50)와 같이 요구되는 형태로 파일(43)의 내용을 제공한다. 본 실시
예에서 리포트 결과는 텍스트 형태이지만 본 발명의 리포트 결과는 이미지, 음성 응답 혹은 그 외의 멀티
미디어 프리젠테이션과 같이 다른 제공 형태가 될 수 있다. 번역기에 제공되는 DIS 캡슐 호출에 의해, 리
포트는 요구에 따라 임의의 요구되는 언어로 번역되어 응답될 수 있다. 이들 특성은 결과(50)리포트에 포
함된다.

사용자가 제2도의 이미지(31)를 클릭함으로써 이미지를 선택하면, 제5도가 나타난다. 제5도는 다음 스크
린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요구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도시한 스크린이다. 본 발명에 따라 YTD 
Catalog Revenue에 대한 조직내의 판매 결과를 요구하는 제5도의 예에서 사용자는 텍스트 데이터를 데이
터 선택(40A)의 유형에 대한 정보로서 포맷된 스크린의 데이터 엔트리 영역(41,42)에 입력함으로써 요구
를 발생하며, 선택된 데이터는 DIS 캡슐에 의해 생성되는 특정 리포트 정보로 변환될 것이다.

제6도는,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에 의해 요구된 서비스가 제공된 후 본 발명에 의해 DIS 캡슐의 사양에 
따라 포맷된 요구 결과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방법을 도시한 샘플 결과 스크린이다. 이러한 실예에
서, 객체(31)의 선택은 제5도의 스크린과 연결되고, 다음으로 DIS 캡슐에 의해 제6도에 도시한 출력을 생
성한다. DIS 캡슐은 제9도 및 제10도의 예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 제10도에 도시된 DIS 
캡슐의 출력은 제6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크린에 제공된다. 스크린은 파일 명칭 식별자, 서술적 정보
(61) 및 파일P555119 명칭을 나타내는 사전 포맷된 텍스트(60)를 포함한다. 이것은 $M(million dollar)으
로 주어진 매출액(revenue)으로서, 여러 시스템 상에 위치하며,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DB2, Oracle 
및 Sybase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각각 상이한 여러 데이터베이스 상에 존재할 수 있으며 시카고, 
뉴욕,  달라스  및  로스앤젤레스상의  지점으로부터  선택된  HDW(hardware),  SFW(software),  PMV,  ICC  및 
MNT(maintenance)에 관한 정보로서 기밀 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 1995 YTD의 Catalog Revenue에 관한 정보
를 그래픽 리포트로 디스플레이한 것이다. 이 리포트는 제9도에 도시된 DIS 캡슐에 의해 발생되었다. 제9
도는 검색된 정보에 다중 처리가 취해지는 방법을 도시한다. 이 예에서는 데이터를 계산하여 그래픽 파이 
형태 리포트 형식으로 포맷함으로써 데이터는 이미지 형태로 변환되었다. 선택된 이미지의 프레임으로서 
혹은 동화상 디스플레이 형식의 이미지 시퀀스로서 다른 형태의 이미지 데이터가 또한 디스플레이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제11도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서버로부터 출력될 수 있다.

제7도는 웹 서버와 IBM의 데이터 해석 시스템(DIS)과 같은 결정 지원 시스템 툴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나
타내는 흐름도이다. 제7도는 (제1도의 인터넷 WWW 서버(11)에 상응하는)웹 서버(72)에 대한(제1도의 웹 
브라우저(10)에 상응하는)웹 클라이언트(71)의 결합 및 DIS 캡슐을 실행하는 요구의 결합을 도시한다.

웹 브라우저(71)는 HTML을 사용하여 웹 서버(72)에 리포트를 요구할 수 있다. HTML문서는 본 발명의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73)를 참조하며, 이때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73)를 사용하는 특정 웹 서버에 대한 
실행 코드를 제공할 수 있는 C 언어 혹은 다른 언어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제8도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설명한다. 웹 서버(72)는 본 발명에 따라 CGI를 사용하여 요구 데이
터를 본 발명의 제어 프로그램(73)으로 전달하여 이 프로그램을 호출한다. 제어 프로그램은 제9도 및 제
10도에 도시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ODAS 서버(12)에서 ODAS(74)를 사용하여 DIS 캡슐 파라
미터를 설정하고 본 실시예에서 DIS 캡슐 서버(17)내에 위치한 DIS 캡슐의 실행을 개시한다.

DIS 캡슐이 실행을 완료한 후, DIS 캡슐에 의해 생성된 파일은 사용자의 요구대로 포맷된 리포트 결과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어프로그램(73)은 동적으로 HTML 문장을 생성하여, 그 파일을 웹 브라우저(10) 스
크린에 제공한다. 제7도는 웹 서버 내에서 ODAS(74)로부터 다수의 데이터베이스 DB2, Redbrick, Sybase 
및 Oracle에 대한 이종 접합(heterogeneous connections)을 갖는 분단 DIS LAN(75)으로의 접속을 도시한
다. 다른 데이터 소스가 LAN에 접속될 수 있다.

[서버와 DIS 사이의 바람직한 인터페이스의 실시예]

제1도 및 제11도에 도시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73)는 제8도의 흐름도에 의해 상
세히 설명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프로그램은 C 혹은 다른 적절한 언어로 작성될 수 있
지만, 일반적인 상세한 이해를 위해, 프로그램 단계를 이하 상세히 개시할 것이다. 이들 단계는 이하 개
시되는 단계를 이해한 후 과도한 실험 없이도 당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지는 프로그래머에 의해 구현
될 수 있다.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73)는 웹 서버에 위치하며, 인터페이스 및 실행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제11도에서 요구 커맨드에 따라 (제1도의 웹 브라우저(10)에 상응하는)웹 브라우저(130)의 인스
트럭션에 따른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제1도에 도시된 서버(11)에 상응하는)웹 서버(131)와 (제1도에 위
치한 서버(14)에 상응하는)DIS 서버(133)에 위치한 DIS 사이에 상기 기능이 제공되며, 여기서 디폴트는 
웹 브라우저 홈페이지로 복귀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인터페이스는 웹 서버 CGI 
및 DIS ODAS를 이용한다.

제어 프로그램(73)으로 진행하기 전에, 제11도에서 웹 브라우저(130)는 웹 서버(131)에 링크하여 웹 서버
라 일컬어지는 노드(131)를 액세스하기 위해 URL(uniform resource locater)이라 칭해지는 유일한 ID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이 웹 서버(131)를 액세스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액세스가 발생하는 경우 제2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HTML 문서가 웹 서버(131)에 의해 웹 브라우저(130)로 디스플레이된다. 이제, 사용
자는 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신의 엔트리를 작성한다. 다음 HTML 문서는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
(73)를 참조하며, 웹 서버(131)는 CGI를 사용하여 본 발명의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73)를 호출한다. 웹 
서버(13A)는 사용자에 의해 HTML 문서로 입력된 데이터를 HTML 문서로부터 획득하고, 호출시 본 발명의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73)로 이 데이터를 전달한다.

웹 서버(131)는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를 가지며,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는 이 서버(131)가 자신 상에서 
동작하는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73)를 호출하고, 웹 브라우저의 하이퍼텍스트 문서로부터의 입력파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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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73)로 전달케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단일 웹 서버(131)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지만, 하이퍼텍스트 문서는 히든 디폴트 및 요구되는 이들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체크함
으로써 생성되는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웹 서버에 위치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
한 범용 탐색에 대한 메뉴 요구는 원하는 정보를 갖는 응용 프로세싱 에이전트를 포함하는 특정 서비스 
머신에 위치할 수도 있다. 일단 제어 프로그램(73)(제8도)이 호출되면, 머신에 대해 프로그램된 단계는 
제8도에 도시된 단계(110)부터 시작한다. 바람직한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를 검토할 때, 단계(110  및 
111)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으며, HTML 문서 응답으로부터 환경 변수 데이터(enviroment variable data)
를 획득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단계(110)는 PATH_INFO  환경 변수 데이터를 획득한다. PATH_INFO는 본 발명에서 웹 서버에서 참조되는 
HTML 문서로부터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특히, 이 데이터는 호출할 DIS 캡슐의 명칭, DIS 캡슐 결과를 웹 
브라우저에 디스플레이하는 HTML 문서를 구축할 때 사용할 HTML 선언문을 포함하는 파일의 명칭 및 DIS 
캡슐이 생성할 파일의 타입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는 단계(112)에서 버퍼환경에 저장하는 변수 
데이터이며, 차후의 단계에서 사용된다.

또한 제어 프로그램은 단계(110)와 병렬로서 또는 이 단계 이후 혹은 선행하여 단계(111)까지 진행함으로
써 QUERY_STRING 환경변수 데이터를 획득한다. QUERY_STRING은 HTML 문서로부터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특
히, 데이터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값 및/또는 HTML 문서 설계자에 의해 선택된 디폴트값을 포함한다. 
이들 값은DIS캡슐을 실행하기 전에 본 발명의 제어 프로그램에 의해 DIS 캡슐에 설정된다. 이들 모든 정
보는 단계(112)에서 버퍼 환경에 저장되는 변수데이터이며, 이들 데이터는 차후의 단계에서 사용된다.

제8도에 도시된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에 관한 논의의 범위 내에서 단계(112) 내지 (125)는 API 세트의 
활용을 포함하며, 이때 API세트는 단계(122)에서 본 발명의 서브-에이전트 DIS 파일서버(14)로부터의 객
체 캡슐을 실행하는, 본 발명에서 서브-에이전트로 부르는 서비스 머신 내에 위치한 실행 가능 프로그램
을 호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다중 플랫폼 상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큐 
및 갱신 기능을 제공하며, 연산을 실행하고 포맷팅을 실행하며, 계산서의 청구 및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
트가 액세스할 수 있는 파일의 형태로 결과를 저장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된 데이터에 프로세싱
이 수행되도록 한다. 프로세싱 동안, 본 발명의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73)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API 호출에 대한 셋업을 제공한다. 따라서,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는 단계(113)에서 API세트와 함께 진
행될 것이다.

단계(113)에서 제어 프로그램은 현재 버퍼에 저장된 변수 정보를 통해 사용되는 모든 DIS 캡슐 및 각 DIS 
캡슐과 연관된 변수명을 검색하고, 제어 프로그램과 연관된 메모리 내로 사용 가능한 DIS 캡슐 명칭 및 
각 DIS 캡슐과 연관된 변수명을 로드한다.

단계(114)의 시점에서 제어 프로그램은, 본 발명의 제어 프로그램과 ODAS간의 연결을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실제로 ODAS API를 사용하여 이들간의 연결을 개시한다. 다른 환경에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하는 또 다른 API가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시점에서, 결정 지원 시스템에 의한 제어가 요구되고 또한 DIS가 이것을 요구한다면, 제어 프로그램
은 할당된 사영자에 대한 포트 혹은 데스크탑 상으로 로그 온할 것이다. 따라서, 단계(115)에서 본 발명
의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73)는 본 발명의 DIS 파일서버(14)인 DIS 데스크탑상으로 로그 온한다.

일단 DIS 캡슐 정보가 제어 프로그램 메모리로 로드되면, 제어프로그램은 단계(116)에서 자신의 메모리로
부터 PATH_INFO가 제공되는 단계(110)에서 본 발명의 제어 프로그램으로 전달된 DIS 캡슐과 연관되는 DIS 
캡슐 변수명을 탐색할 수 있다.

다음 단계(117)에서 제어 프로그램은 제어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어레이를 생성하며, 이들은 
DIS 캡슐 변수명 및 QUERY_STRING 단계에서 본 발명의 제어 프로그램으로 전달된 DIS캡슐 변수 값을 포함
한다. 비록 단계(110,111)가 임의의 순서로 수행되지만 이들 두 단계(116,117)는 순서대로 수행되어야 한
다. 단계(117)에서, 사용자는 DIS 캡슐 변수명을 QUERY_STRING 환경 변수에서 제어프로그램으로 전달된 
데이터와 매칭시킨다.

다음으로 리포트를 준비하기 위해 프로그램은 단계(115)에서, 단계(112)를 통해 저장된 HTML 문서에서 변
수로 미리 지정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유일한 파일 명칭을 생성하여 DIS 캡슐에 의해 생성될 리포트
의 명칭에 사용하기 위한 DIS 변수로서 DIS 캡슐로 전달한다. 그 결과, DIS 캡슐은 프로세스동안 유일한 
파일 명칭을 갖는 파일을 생성할 것이다.

DIS캡슐의 실행을 기다리는 동안, DIS 캡슐에 의해 사용된 변수값들은 제어 프로그램 메모리 내의 데이터 
어레이로부터 얻어지며 이 값은 DIS 캡슐 변수명과 QUERY_STRING 단계에서 제어 프로그램으로 전달된 DIS 
캡슐명에 대한 값을 포함한다. 단계(119)에서는 ODAS API를 사용하여 DIS 캡슐 변수값을 설정한다. 이 시
점에서, 네트워크(132)를 통해 웹 서버(131)에 부착된 DIS 서버(133)에 대한 캡슐서버(17)는 DIS 캡슐 서 
비스 큐를 가질 것이다. 이 큐는 DIS 캡슐 서버(17)에서 요구되는 작업(job)의 큐이다. 현재 작업 요구
(유사한 다른 요구들은 여전히 큐 안에 있을 것이다)에 대해, 본 발명에서는 ODAS API를 사용하여 DIS 캡
슐 서비스 큐의 내용을 조회할 것이다. 큐 크기가 임계 레벨보다 더 크다면(t), 큐 크기가 허용 레벨로 
감소될 때까지 프로세스는 대기 상태로 들어간다. 단계(120)의 큐 테스트는 실행을 수행할 수 있는 큐의 
크기인가?에 대한 테스트 질문에 예응답이 발생할 때까지 큐 크기를 테스트하도록 복귀하는 루프 테스트
이다.

큐 테스트의 응답이 예가 될 때마다, 그 지점에서 ODAS API가 사용되어 단계(121)에서의 실행을 위한 DIS 
캡슐을 제공한다.

ODAS API가 실행을 위한 DIS 캡슐을 제공한 후, 제어 프로그램에 의해 실행되는 특정 요구 프로세스는 
DIS 캡슐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 상태로 들어간다. 이러한 프로세스 단계에 대해, 제어 프로그램은 
ODAS API를 사용하여 DIS 캡슐 실행(182)에 의해 수행된 DIS 캡슐 실행의 완료를 대기한다. 대기 단계동
안, 제어 프로그램에 의해 다른 요구가 프로세스될 수 있고, 요구들이 파이프라인(본 실시예에서는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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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PI 단계(123))으로서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되므로, 제어 프로그램은 시스템을 통해 요구를 지
속적으로 진행시킨다.

대기 상태(123)동안, ODAS API는 종료 신호를 찾는다. 종료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제어 프로그램은 단계
(124)에서 제1PATH-INFO단계에서 제어 프로그램에 전달된 명칭에 의해 식별되는 파일로서 DIS 리포트 결
과와 함께 프리젠트될 HTML 문장을 포함하는 파일을 읽어들인다.

단계(124)에서, 제어 프로그램은 식별된 파일을 읽어들이는 동안, 웹 브라우저로 사전 포맷된 텍스트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동적으로 새로운 HTML 문장을 생성한다. 새로운 HTML 문장은 단계(113)에서 파일로
부터 검색된 정보를 포함하며, 파일 명칭(43)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는 리포트를 첨부한 헤더(44)로서 디스
플레이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단계(125)에서 제어 프로그램은 저장된 변수로부터, 리포트가 텍스트 리포트가 되는지 혹은 
그래픽 리포트가 되는지 등의 정보를 획득하고 출력 파라미터를 식별함으로써 작성되는 소정의 리포트를 
테스트한다. 이 시점에서, 제어 프로그램은 생성되는 소정의 리포트에 응용 가능한 시퀀스로 분기한다. 
출력이 웹 서버(10)로 경로 배정되어져야 한다면, 출력은 단계(126)에서 웹 서버로 경로 배정된다.

텍스트 파일 리포트가 DIS캡슐에 의해 생성되면, 텍스트 디스플레이가 리포트되고 제어 프로그램이 DIS캡
슐에 의해 생성된 파일을 읽어들이며 웹 브라우저에 대한 데이터 라인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HTML 문장
을 동적으로 생성할지가 결정된다.

그래픽 파일이 DIS 캡슐에 의해 생성되는 경우, 그래픽 디스플레이가 리포트되고 웹 브라우저에 대한 그
래픽 파일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제어 프로그램이 HTML 문장을 동적으로 생성할지가 결정된다.

한편,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는 또 다른 출력 방향을 히용하며, 브로드캐스트인 경우와 같이 출력이 다
른 유형이거나 혹은 부가적인 출력이면, 출력은 다른 목적지로 경로 배정될 수 있다. 단계(127)에서는, 
IBM 디지털 서버를 사용하여, 출력이 팩스, 프린터, 소매 물품 구입 혹은 뱅킹 장치를 포함하는 가능한 
출력 유닛 그룹으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결과 출력으로 경로 배정될 수 있거나, 혹은 단말 사용자
의 제어 하에 셋 탑 박스 케이블 제어부를 갖는 TV 세트와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로 전송될 수 있는 일련
의 풀 모션 비디오(full motion video) 혹은 스틸 프레임(still frame)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들 기능은 
웹 서버로분터 또 다른 출력 장치(127)로 본 발명의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의 출력을 인가함으로써 제공
되며, 이 경우에는 RS/6000 CPU, 네트워크 I/F 버스, 복수의 디스크, 모뎀 및 X.25 데이터 스위치를 갖는 
IBM 디지털서버가 각기 MPEG 2 및 MPEG 1 프로토콜 이미지를 제공하는 풀 모션 및 스틸 비디오에 대한 디
지털 서버 서비스 머신을 통해 팩스, 프린터, 소매 물품 구입, 뱅킹, TV 혹은 케이블 방송 등의 다양한 
출력 장치로 경로 배정하는 하드웨어를 제공한다.

상기 방법에 의해, 출력은 백 업(back-up), 혹은 요구된 서비스 및 아이템에 대한 시스템 사용료 및 서비
스 요금을 부가하는 계산서 처리와 같은 보조 기능부(auxiliary function)(128)로 결합될 수 있다. 이들 
프로세스는 요금 청구 허가와 같은, 요구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히든 변수를 이용할 것이다. 요구와 연
관될 수 있는 히든 변수중의 하나는 신용 카드 번호(credit card number)이다. 신용 카드 번호는 바람직
하게 DES 혹은 RSA와 같은 암호화 유틸리티를 통해 암호화되며, 이 번호는 액세스 허가 변수와 함께 방화
벽 뒤에 존재하는 민감한 데이터베이스에 대란 액세스를 허용할 것이다. 요구에 따라 선택된 데이터가 인
터넷의 내부 혹은 외부에서 허가된 사용자에게 액세스가 허용된다면, 데이터는 본 시스템에 의해 웹 브라
우저에 대해 리포트된 결과에 포함될 수 있다.

[텍스트 DIS 캡슐의 바람직한 실시예]

본 발명에 따라, 웹 서버에서 동작하는 HTML문서는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를 참조한다. 웹 서버는 이후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를 호출한다.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는 커맨드 파일들을 가지며, 이들은 DIS 캡
슐 객체 흑은 DIS 캡슐로 알려진 형태로서 바람직한 파일 커맨드 객체를 제공한다. 커맨드 파일은 사용 
가능한 DIS 캡슐 리스트를 포함한다. 따라서, 제어 프로그램이 이러한 액세스를 제공할 경우 HTML문서가 
커맨드 파일을 취하는 방법을 알 필요는 없다. 캡슐 객체는 DIS 캡슐 객체로서 비쥬얼 베이직이나 C 등 
잘 알려 진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다른 루틴을 호출할 수 있다. 이들 루틴은 참조에 의해 캡슐 객체
의 일부가 되며, 이들 루틴은 계정 트랙킹(account tracking), 압축(compression), 계산, 비디오, 음성과 
같은 특정 주문 출력의 제어(handling specific custom output), 변환(translation)과 같은 기능을 수행
하며, 캡슐 객체의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한다. 캡슐 객체는 또한 표준 객체 기능을 가지며, 본 발명에
서는 요구된 특정 예로서 이들을 설명할 것이다.

제어 프로그램(73)은 제8도에 상세히 도시된 바와 같이, DIS캡슐 실행과 조화를 이루어 동작한다. DIS 캡
슐은 실행 가능한 부가 부분(executable additions)을 갖는 객체 프로그램으로서 제어 프로그램과 상호 
작용하도록 만들어졌다. DIS 캡슐 객체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된 데이터 상에서 프로그램 가능한 기
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또한  이해해야  한다.  DIS  캡슐은  데이터를  검색뿐만  아니라  검색된  데이터를 
조합, 재포맷 및 갱신할 수도 있다. 이 캡슐은 데이터 상에서 동작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DIS 캡슐의 생성자에 의해 결정된 프로그램가능 파라미터 하에서 사용자에게 최종적인 결과를 
출력하라는 웹 브라우저의 요구 기간 동안 수집되고 생성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전담 프로세서로서 동작하
며 이때는 원한다면 사용자에 의해 요구의 일부로서 선택될 수 있다. 따라서, 제5도의 예로서 나타낸 바
와 같이, 사용자에게 제공된 메뉴에서 변수를 선택하거나 혹은 자유로운 형태로 사용자는 자신의 요구의 
일부로서 입력을 행하였다.

DIS 캡슐 객체는 소정의 다른 객체와 유사하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인 Excel(마이크로소
프트사  상표)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의  예에서,  사용자는  스크린  상에  묘사된  객체를  클릭할  수 
있고, 스프레드시트로부터 데이터를 뒤하고 이 데이터를 텍스트 혹은 그래픽 도해와 같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포맷으로 재포맷하는 등과 같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객체를 연속적으로 링크한다. 취해지
는 동작의 종류는 스크린상의 객체에 의해 도시되며, 루틴의 접속은 객체를 나타내는 아이콘상의 연속적
인 클릭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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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DIS캡슐은 시스템 자원을 호출하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커맨드 리스
트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들 리스트는 DIS 프로세서 그 자체에 의해 제공되거나 혹은 프로그래
머에 의해 비쥬얼 베이직(Visual Basic) 혹은 C로 작성될 수 있다. 그 결과는 OS/2에서의 exec 혹은 커맨
드 파일이나 DOS에서의 *.BAT 파일과 유사한 커맨드 파일이다. 이들 캡슐은 사용자의 초기 세션으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요구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 사용자는 또한 호출시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제공함으로
써 DIS 캡슐의 실행을 더욱 고급화할 수 있다.

이제 DIS 서버(133)는 DIS 및 DIS 기능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혹은 다른 시스템이나 사용자에 의해 제공된 
기능에 의해 DIS 캡슐에 포함된 커맨드를 프로세싱함으로써 DIS캡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프로세서인 DIS
를  지원한다.  사용자에 의해 제공된 기능은 주로 DIS에  의해 제공되고 Developing  Applications  with 
Open DIS Access Service, Version 2.0 of the OPEN Access Service 매뉴얼에 설명된 DIS 함수들을 주로 
포함한다. 커맨드 파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미합중국 특허 상표청(USPTO)에서 이를 참조할 
경우 완전한 매뉴얼을 얻을 수 있다.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의 예는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SQL 조회에 대
한 기술적 지원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DIS 캡슐 프로그램에 의해 호출된다.

제9도 및 제10도에서 도시된 본 발명의 특정 예를 설명함에 있어서, 양쪽의 예는 DIS 환경 내에서 특정 
흐름 시퀀스에 따라 링크된 객체를 도시한다. DIS 환경은 DIS 캡슐이 호출할 수 있는 인터네트워크 경로
배정 기능(internetwork  routing  functional)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DIS 객체는 도시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 상에 위치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기 위해 네트워크
간의 경로배정 기능을 호출한다. DIS환경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응용 프로토콜에 
따라 하나의 물리적 장치에서 다른 물리적 장치로 데이터를 경로 배정하는 시스템사이의 링크에 의해 인
터넷상의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환경 수단을 갖는 유사한 환경이 제공된다. 이 프로토
콜은 인터넷 위치에 대한 URL 어드레스를 사용할 것이다.

제9도는 텍스트 리포트 파일을 생성하는 DIS 캡슐의 예를 도시한다. 제9도를 참조하면, 링크된 일련의 객
체에 의해 도시된 캡슐이 인터네트워크 프로세서 지원 환경 수단(90)에 의해 지원되는 것이 확인될 것이
다. 이러한 환경 내에서, 통합된 캡슐은 객체(95)의 결과로서 텍스트 리포트 파일을 생성하고 텍스트를 
작성한다. 객체 결과 파일은 제3도에 따르는 파일(43)로서 브라우저에서 도시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다중 DIS 캡슐 데이터 검색 커맨드 파일 91(a)..91(n)은 제1단계로서 요구 파라미터에 의해 지정된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중조회를 시작한다. 이러한 예에서, 다중 조회는 데이터베이스 게이트웨이(134)를 
갖는 DIS 캡슐 서버(133)에 의해 실행되는 다중 단계 91(a)..91(n)에서의 SQL 유형 탐색 요구로서 시작되
어 단계 91(a)에서 데이터베이스 게이트웨이(134') 및 이것의 DB26000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네트워크간 
경로 배정에 의해 인트라넷(140) 및 인터넷 내에 위치한DB26000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선택한다. 
데이터는 DIS에 의해 선언된 버퍼에 저장된다. 유사하게, 병렬로 혹은 연속적으로 부가적인 단계 91(b), 
91(c),  91(d)  및 91(n)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Sybase,  Oracle,  Redbrick  및 IBM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Data  Warehouse)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된  데이터를  이들의  객체  버퍼에  저장한다.  따라서,  객체 
91(a)는 DB26000을 조회할 것이며, 데이터를 다시 DIS로 되돌릴 것이다. 객체 91(c)는 Sybase를 조회할 
것이며 데이터를 다시 DIS 등으로 되돌릴 것이다.(제9도에서 도트(dot)로 도시된) 객체 91(d)는 Redbrick
을 조회하고, 데이터를 다시 DIS 등으로 되돌릴 것이며, 이외에도 이러한 동작이 계속될 것이다. n번째 
객체 91(n)은 IBM의 데이터창고를 조회할 것이며 데이터를 다시 DIS로 되돌릴 것이다. 다음의 접속된 프
로세싱 단계(92)에서 제1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조회된 데이터는 결합 객체 커맨드 파일(joining 
object command file)(92)에 의해 결합되어 이 객체와 연관된 버퍼에 저장된다. 객체 (92)는 단계(91)에
서 검색된 n위치에서의 데이터와 결합할 것이다. 이후, 단계(92)의 결합된 데이터베이스 결과 버퍼에서의 
결합된 데이터상의 계산 객체 커맨드 파일(93)에 의해 수행되는 차후의 프로세싱 단계에서, 요구에 의해 
지시된 파라미터에 따라 수행되는 요구된 계산이 결합된 데이터 상에서 수행된다. 이후, 요구 파라미터에 
따라 텍스트는 포맷 객체 커맨드 파일(94)에 의해 스페이스로 구분된 텍스트로 포맷된다. 결과는 포맷 객
체 커맨드 파일(94)과 연관된 버퍼에 저장된다. 이후, 텍스트 작성 커맨드 파일(95)은 포맷된 텍스트가 
WWW 서버(131)에 대한 텍스트 파일로서 생성되어 액세스 가능한 파일에 저장되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
트(73)에 의해 획득되고 디스플레이될 수 있거나 혹은 웹 브라우저(130)에서 제4도에 도시된 유형으로 제
어 프로그램 에이전트(73)에 의해 직접적으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DIS 인터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객체 캡슐로서 나타내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들 객체 캡슐은 커맨드 파일
의 특정화된 유형이며, 객체에 의해 호출되는 부가적인 커맨드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래픽 DIS 캡슐의 바람직한 실시예]

제10도는 그래픽 리포트 파일을 작성하는 DIS 캡슐의 예를 도시한다. 단순화하기 위해, 이 도면에서의 데
이터가 또한 DIS 환경(90)에 나타나 있다. 검색 객체 커맨드 파일(101)은 요구 파라미터에서 지정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탐색하는  단계를  도시하며,  검색  객체  커맨드  파일 
91(a)..91(n)에서 수행되는 바와 같이 이들 검색 단계를 수행한다. 이후, 이들 데이터는 플롯작성 객체 
커맨드 카일(the make plot object command file)(102)로서 플롯되고, 이 결과는 버퍼에 저장된다. 작성
의 최종 단계에서, 이러한 예에서 제공되는 결과 표현파일(a result-to-be-presented file)은 웹 브라우
저(130)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는 비트맵(a bitmap  ready)의 형태로 비트맵 형성 객체 커맨드 파일(the 
make bitmap(BMP) object command file)(103)에 의해 생성된다. 오늘날 인터넷에 적용되는 바람직한 비트
맵 객체 커맨드의 예는 GIF 이미지이다. 다른 예들도 또한 사용될 수 있다. 결과는 웹 서버(131)상의 프
로그램 커맨드 에이전트(73)의 동작에 의해 다시 웹 브라우저(130)에 제공되며, 그 결과는 제6도에 도시
된 그래픽 리포트를 발생하는 요구 파라미터에 따라 제6도의 파이 도표에 의해 도시된다.

[또 다른 실시예]

제11도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 및 데이터 창고에서 방화벽에 의해 제한될 수
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홈페이지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사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또 다른 구성을 도시한다. 제11도에서 웹 브라우저 혹은 균일 자원 위치 입력자
(uniform resource locator(URL))를 통해 웹 브라우저(130)를 하이퍼링크로 선택될 수 있는 웹 서버(13
1)를 접속하거나 혹은 어드레싱 함으로써 관련 웹 서버(131,131',131)를 액세스한다. 이러한 액세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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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Web Explorer, 혹은 Mosaic, NetScape를 지원하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액세스 가능한 인터넷 자
원에 의해 제공되는 본 발명의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73)를 이용하는 인터넷상의 소정의 장소에 위치된 
노드(131)와 같은 공통 액세스 매체에서 위치설정 가능한 노드(a node locatable)를 통함으로써 직접 접
속 혹은 간접 접속이 될 수 있다. 이제 웹 서버로서 기능하는 노드(131)는 (인터넷상에서 전송 매체로서 
이용될 수도 있는)토큰 링 네트워크, SNA 네트워크 혹은 본 발명의 인트라넷 내에 제공된 설비를 갖는 다
른 적절한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다. 상기 설비는 소유자에게 소유되며, 인트라넷 경계(140)에서 방화벽
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이제 본 발명의 제어 프로그램(73)은 웹서버(131)내에 상주하며, 제8도에 도시
한 바와 같이 인트라넷(140)내에 위치한 DIS 서버(133)에 접속하도록 기능하며, 제11도에 도시한 바와 같
이 방화벽 뒤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유의해야 한다. 이 DIS 서버(133)는 다음으로 본 발명의 데이
터베이스 게이트웨이(134)에 접속된다. 이 데이터버스 게이트웨이는 정보에 대한 창고 기능뿐 아니라 제1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자신에 접속된 데이터베이스 혹은 DB2, Oracle, Sybase 및 Redbrick와 같이 서버 
상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도록 구성되어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들 
데이터베이스 장치는 오늘날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IBM 메인 프레임 시스템이지만, AS400s, RISC/6000, 
RISC/S000 SP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는 다른 시스템일 수도 있다. DIS 서버는 DIS 혹은 유사한 결정 
지원 기능 및 제9도 및 제10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DIS 캡슐에 의해 제공된 기능을 지원하는 
서버이다.

이제, 본 발명의 웹 브라우저(130)는 인트라넷내의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인트라넷  외부에도  도달하여  임의의  장소에  위치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하  인터넷상의 요소
(elements)에 접속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두 실시예를 개시할 것이다. 제1예는 인터넷 및 URL를 이용할 
수 있는 현재의 DIS 제품의 일부로서 IBM사의 네트워크간 경로배정 프로토콜(internetwork routing(INT) 
protocol)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게이트웨이(134)로  다른(제2)  데이터베이스  게이트웨이(134')에 

접속한다. 제2데이터베이스 게이트웨이(134')는 자신의 (제2)DIS  서버(133')에 접속된다. 이 시점에서, 
웹 브라우저(130)는  인트라넷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액세스하여 인트라넷 외부에 위치한 
DIS 서버(133')에 의해 지원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액세스가 공공적(public)이
거나 히든 변수 액세스 허용을 처리한 후에 액세스가 가능하다고 가정 할 때 데이터베이스 서버(134')는 
자신에 접속된 임의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웹 브라우저(130)는 또한 (제
8도에서 상세히 개시된 제어 프로그램(73)을 통해) 웹 서버(131) 및 본 발명의 제어프로그램(73)이 구현
된 또 다른 웹 서버(131')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다.

이러한 웹 서버, 가령 웹 서버(131')는 도시된 바와 같이 (제1도 및 제1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
(132)와 동일한 기능을 지원하는)자신의 (제2)네트워크(132')를 통해 연관된 DIS 서버(133')에 접속되어 
웹 서버(131')로부터 제2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요구로부터 개시되는 것과 유사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실시예로서 적절한 API를 갖는 웹 서버(131')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액세스(131a)와 같
이 서버에 대해 사용 가능한 직접 접속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할 수 있다. 따라서, 인트라넷 자원으로부
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소형의 데이터베이스는 자신의 직접적 자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웹 브라우저(110) 혹은 또 다른 웹 브라우저(136)에 의해 될 수 있다. 브라우저들(130)은 
제11도에 점선으로 나타난 인트라넷(140)에 의해 도시된 방화벽 내부의 인트라넷(140)상에 위치한 웹 브
라우저(136)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웹 서버(131')와 통신할 수 있다. 웹 서버(131')의 장소에 웹 
브라우저(136)가  위치할 경우,  이  브라우저(136)는  요구를 작성할 수 있고,  인트라넷을 통해 웹 서버
(131)에 대한 요구가 허용될 경우 웹 서버(13)는 DIS 서버(133)에 의해 제공된 DIS 캡슐을 이용할 수 있
다.

물리적으로, 네트워크(132)는 바람직하게 TCP/IP 서버(135)의 형태로 자신의 액세스 서버(135)를 구비하
여 인터넷을 통한 물리적 접속을 이룰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제11도에 네트워크 상에 위치한 것과 같은 
이러한 다른 논리 층(logical layer)을 도시한다. 이 TCP/IP 서버는 네트워크 상에 지원된 다른 논리적인 
상위 레벨 서비스에 의해 필요로 되는 물리적인 접속을 지원한다. 네트워크간 경로배정 프로토콜(INR)의 
사용은 응용 프로세싱 서버(134)와 외부 인트라넷 응용 프로세싱 서버(134')사이에 나타난 논리적인 접속
을 허용한다. 각 네트워크 상에는 하나 이상의 웹 서버가 존재할 수 있다. 하이퍼링크에 의해 필드가 탐
색되도록 요구하는 하이퍼텍스트 문서 요구는, 예를 들면 웹 서버(134)에 상주하는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
트를 복제하는 자신의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 기능을 갖는 동일한 네트워크상의 제2웹 서버(134)와 같이 
서버에 직접적으로 색인될 수 있다. 따라서, 요구 홈페이지에서, ArtLiterature search 메뉴를 하이퍼링
크 설정으로 선택하면, 웹 서버 환경 내의 특정 웹 서버 또는 특정 문서가 색인될 것이다. 이 웹 서버
(134)는 자신의 응용 프로세싱 서버(133)에 링크되는 것 외에 또한 도시된 환경에서 MVS CICS, 즉 트랜잭
션 프로세싱 제어를 처리하기 위한 트랜잭션 프로세싱 서버를 갖는 자신의 응용 프로세싱 서버(133)에 접
속된다. 이러한 해결책은 CICS 트랜잭션 프로세싱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송 경비를 절감하는 
것 및 데이터 도전성 유지를 위해 여전히 방화벽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웹 서버에 의해 요구
된 목적지로 제공된 출력은 방화벽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으며, 제3도, 제5도 및 제8도에 도시된 예에서
와 같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은 이러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상 및 범주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로 변경 가능함은 물론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에 접속된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a web browser client)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a surb-agent service agent)에 있어서, 상기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에서 개시된 요구
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적 단계(method step)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상기 요구를 충족시키는 
지원 머신 환경(a supporting machine environment)에 의해 실행 가능한 인스트럭션 프로그램 세트를 명
확히 구현하는 커맨드 파일 에이전트(command file agent)를 포함하고, 상기 절차적 단계는, 리포트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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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서 (in preparation for a report) 상기 커맨드 파일 에이전트에서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로부터의 
제출 커맨드(a submit command) 및 리포트와 연관된 연수를 수신하여, 상기 커맨드 파일에 의해 생성될 
리포트의 명칭화에서의 사용을 위해 커맨드 파일변수로서 상기 커맨드 파일에 전송하고, 그 결과로서 상
기 커맨드 파일은 상기 커맨드 파일 에이전트의 실행동안 유일한 파일 명칭(the unique file name)을 갖
는 파일을 생성하게 되는 단계와; 데이터 검색 및 프로세싱을 포함하는 상기 커맨드 파일 에이전트에서 
지정된  실행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상기  커맨드  파일에  의해  지정된  분산  데이터  환경(a 
distributed data environment) 내의 지정된 흐름 시퀀스에 따라 상기 커맨드 파일 에이전트에 의해 일련
의 링크된 객체를 프로세싱하는 단계와; 프로세스에서 상기 커맨드 파일 에이전트를 실행하는 동안 상기 
유일한 리포트 파일 명칭을 갖는 리포트 파일을 생성하고 상기 리포트 파일 내에 상기 프로세싱의 결과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서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에 의해 제출된 요구의 실행동안 허가 데이터가 수신된 이
후 상기 커맨드 파일 서브-에이전트에 의해 네트워크간 경로배정 기능을 호출하는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
는 방법을 가지는 서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에  의해  저장된  HTML  문서의  변수에  의해 설정된
(originated) 상기 유일한 파일 명칭 데이터를 갖는 리포트 파일을 생성하기 전에 수신하는 절차적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을 가지는 서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네트워크간 경로배정 기능을 호출하여 상기 네트워크 상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
하는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가지는 서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네트워크간 경로배정 기능을 호출하여 시스템 사이의 링크에 의해 상기 인터네트상의 목
적지에 도달하고 응용 프로토콜에 따라 하나의 물리적 장치에서 검색된 데이터를 다른 물리적 장치로 경
로 배정함으로써 상기 네트워크 상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가
지는 서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네트워크간 경로배정 기능을 호출하여 시스템사이의 링크에 의해 상기 인터네트상의 목
적지에 도달하고 응용 프로토콜에 따라 하나의 물리적 장치에서 검색된 데이터를 다른 물리적 장치로 경
로 배정함으로써 상기 네트워크 상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고, 인터네트 위치에 대해 URL 어드레
스를 적용하는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가지는 서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프로그램은 커맨드 파일 실행과 결합하여 요구를 충족시키며, 제8도에 상세히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 프로그램(73)은 DIS 캡슐 실행과 결합하여 동작하는 것이 보여질 것이며, 상기 커
맨드 파일은 객체 아이콘이 웹 브라우저의 사용자에 의해 식별될 때 상기 제어프로그램 에이전트와 상호 
작용하여 생성되는 실행 가능한 부가물(executable additions)을 갖는 객체 프로그램인 절차적 단계를 포
함하는 방법을 가지는 서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커맨드 파일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된 데이터 상에서 프로그램 가능한 기능을 
수행하는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가지는 서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커맨드 파일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된 데이터 상에서 프로그램 가능한 기능 
즉, 검색된 데이터를 취득하고, 결합하며, 재포맷하고 갱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가지는 서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커맨드 파일은, 필요에 의해 상기 요구의 일부로서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경우 상기 DIS 캡슐의 작성자(the creator of the DIS capsule)에 의해 결정된 프로그램 가능한 파라미터
하에서 사용자에게 최종 결과를 출력하는 웹 브라우저 요구동안 수집되거나 혹은 작성된 전용 프로세서 
프로세싱 데이터(a dedicated processor processing data)로서 기능하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된 데이
터 상에서 프로그램 가능한 기능을 수행하는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가지는 서브-에이전트 서비
스 에이전트.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는 자신의 요구의 일부로서 자유 형식으로(free form) 혹은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된 메뉴내의 변수 선택에 의해 입력을 기입하는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가지는 서브-에이전
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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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사용자 스크린 상에 나타난 객체 아이콘상의 기록된 클릭에 응답하여, 상기 아이콘에 의
해 나타난 커맨드 파일을 객체의 연속부에 접속하여 지시된 아이콘을 수행하는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가지는 서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다른 언어로 기록된 프로그램에 대한 임의의 호출을 포함하는 커맨드 파일에 리스트된 
커맨드 리스트의 연속적인 실행에 의한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초기 세션(initiation session)에서 
사용자에 의해 요구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가지는 서브-에이전트 서비
스 에이전트.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다른 언어로 기록된 프로그램에 대한 임의의 호출을 포함하는 커맨드 파일에 리스트된 
커맨드 리스트의 연속적인 실행에 의한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초기 세션(initiation session)에서 
사용자에 의해 요구된 특정 기능을 수행하며, 사용자는 커맨드 파일의 호출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제공
함으로써 커맨드 파일의 수행을 적합하게 하는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가지는 서브-에이전트 서
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커맨드 파일에 의해 호출되어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SQL 조회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
한 임의의 호출을 포함하는 커맨드 파일에 리스트된 커맨드 리스트의 연속적인 실행에 의한 기능을 제공
하는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가지는 서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링크된 일련의 객체에 의해 도시된 커맨드 파일은 네트워크간 프로세서 지원 환경에 의
해 지원되는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가지는 서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결정 해석 시스템 환경(a decision interpretation system environment) 내에서 통합 캡
슐은 텍스트 작성 객체(a make text objects)의 결과로서 텍스트 리포트 파일을 생성하는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가지는 서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결정 해석 시스템 환경 내에서 통합 캡슐은 상기 브라우저에 디스플레이되는 객체 결과 
파일(object result file)로서 텍스트 리포트 파일을 생성하는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가지는 서
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다중 데이터 검색 커맨드 파일(91(a)..91(n))은 상기 요구의 파라미터에 의해 지정된 상
이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제1단계 다중 조회로서 개시하는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가지는 서브-
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다중 데이터 검색 커맨드 파일(91(a)..91(n))은 제1단계 다중조회(multiple quries)로서 
상기 요구의 파라미터에 의해 지정된 상이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중 조회를 개시하여 SQL 탐색 요구로
서의 다중조회를 개시하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게이트웨이를 갖는 커맨드 파일서버에 의해 실행된 다중 
단계(91(a)..91(n))는 적어도 하나의 다른 데이터베이스 게이트웨이 및 상기 게이트웨이에 접속된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네트워크간 경로배정에 의해 인트라넷 내부 및 상기 인터네트 상에 위치한 상이한 베이스 
데이터베이스(base database)로부터의 데이터를 선택하며, 상기 검색된 데이터를 상기 커맨드 파일에 의
해 선언된 버퍼에 저장하는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가지는 서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부가적인 단계(91(b),91(c),91(d) 및 91(n))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검색하고 다른 베이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된 데이터를 그들의 커맨드 파일 객체 버퍼(command file object buffer)에 저장
하며, 각각의 복귀 데이터를 다시 커맨드 파일 선언 객체(command file declared buffer)로 되돌리고, 차
후에 접속된 프로세싱 단계(92)에서 이전의 데이터 검색 단계에서의 상기 데이터베이스 조회로부터의 데
이터는 객체 커맨드 파일에 따라 연결(join)되어 이러한 연결 객체 커맨드 파일과 연관된 버퍼에 저장되
는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가지는 서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단계(92)의 상기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결과 버퍼에서의 연결된 데이터 상의 계산 객체 
커맨드 파일(calculation object command file)(93)에 의해 수행되는 차후의 프로세싱 단계에서, 상기 요
구에 의해 지시된 파라미터에 따라 수행되는 필요한 계산은 연결된 데이터 상에서 수행되는 절차적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을 가지는 서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 파라미터에 따라 텍스트는 포맷 객체 커맨드 파일(format  object  commend 
file)(94)에 의해 스페이스로 구분된 텍스트(space delimited text)로 포맷되고, 상기 포맷 객체 커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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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94)과 연관된 버퍼에 상기 결과를 저장하는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가지는 서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텍스트 커맨드 파일 작성은 포맷된 데이터가 WWW 서버(13)에 대한 텍스트 파일로서 생성
되고 액세스 가능한 파일에 저장되어 제어프로그램 에이전트에 대한 웹 브라우저 입력 파라미터에 의해 
결정된 위치에서 요구되는 유형으로 검색되고 디스플레이되는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가지는 서
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그래픽 리포트 파일을 생성하는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가지는 서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2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의 파라미터에서 지정된 경우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검색
하기 위해 검색 객체 커맨드 파일을 이용하여 그래픽 리포트 파일을 생성하는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는 방
법을 가지는 서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27 

제1항에 있어서, 플롯 객체 커맨드 파일(a plot object command file)을 이용하여 검색된 데이터를 플롯
하여 그 결과가 버퍼에 저장되는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가지는 서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28 

제1항에 있어서, 웹 브라우저(130)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결정된 위치에서 디스플레이를 위한 비트맵 유형
으로, 비트맵 객체 커맨드 파일로서 제공될 결과 파일(a result-to-be-presented file)을 생성하는 절차
적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가지는 서브-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29 

웹  브라우저에서  개시된  요구를  수신하고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요구를  이행하는  절차적  단계(method 
step)를 수행하는 지원 머신 환경(a supporting machine environment)에 의해 실행 가능한 인스트럭션 프
로그램을 명확히 구현하는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상기 웹 브라우저 클
라이언트의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 에이전트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HTML 문서를 상기 웹 브라
우저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를 호출하는 단계와; HTML문서로부터 사용자에 의
해 입력된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사용자 입력 데이터를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로 전달하며 호출
시에는 상기 HTML 문서로부터 복귀되는 입력 파라미터로서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로 전달하는 단계
와; API세트를 사용하여 실행 가능한 커맨드 파일 및 연관된 커맨드 파일 객체를 통해 액세스 가능한 프
로그램을 호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파라미터는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와 연관된 상기 HTML 문서로부터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HTML 문서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데이터를 수신하며 상기 사용자 입력 데이
터를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로 전달하는 상기 단계는, 호출시에는 입력 파라미터로서 호출을 위한 
커맨드 파일의 식별자를 포함한 상기 HTML문서로부터 복귀된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로 전달하며, 
상기 파일 명칭은 상기 요구에 의해 요구되는 결과를 리포트하는 HTML 문서, 요구되는 파일 유형 및 상기 
제어프로그램 에이전트와 연관되는 HTML 문서로부터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사용하는 HTML 문장 및 상
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에 연관되는 HTML 문서를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와 연관된 상기 HTML 문서로부터의 데이터 전달 단계는 상
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값 및/또는 실행 이전에 커맨드 파일 프로그램에서 HTML 문서 설계자 세트에 의
해 선택된 디폴트 값(default values)을 포함하는 전송 데이터를 포함하며, 이들 모든 데이터는 버퍼 환
경에 저장되고, 상기 커맨드 파일 프로그램 및/또는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에 의해 액세스 가능하
며, 상기 커맨드 파일 프로그램에 대한 세트 변수로 사용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33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에 의한 프로세싱동안 발생하는 API 
호출에 대한 셋업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34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에 의한 프로세싱동안 상기 요구 커맨
드에 따른 결과를 제공하며, 디폴트는 상기 웹 브라우저 홈페이지고 복귀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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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현재 버퍼에 저장된 변수 정보로서, 커맨드 파일 저장부로부터의 
상기 프로그램 에이전트 및 각 커맨드 파일과 연관된 변수 명칭을 검색하여 상기 제어 프로그램과 연관된 
메모리로 사용 가능한 커맨드 파일 명칭 및 각 커맨드 파일과 연관된 변수 명칭을 로딩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36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와 API 사이의 접속을 상기 제어 프로
그램 에이전트로서 개시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37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상기  커맨드  파일에  대해  결정  지원  시스템  환경(a  decision 
support system environment)에 의한 제어가 요구된다면,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에 의해 할당된 사
용자를 위한 포트 혹은 데스크탑(a port or desktop)으로 로그 온(log on)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비
스 에이전트.

청구항 38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일단 커맨드 파일이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에 대한 메모리로 
로드되면, 살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는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가 호출될 경우 상기 제어 프로그
램으로 전송된 커맨드 파일 명칭과 연관된 상기 커맨드 파일 변수 명칭을 자신의 메모리로부터 검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39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이후,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로서 상기 커맨드 파일 변수 명
칭 및 상기 환경 변수 단계에서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로 전송된 데이터를 갖는 커맨드 파일 변수 
명칭과 부합시키기 위해 초기 데이터 검색 단계동안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로 전송된 이들 변수의 
값을 포함하는 상기 제어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어레이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비
스 에이전트.

청구항 4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이후, 리포트를 위한 준비로서, 상기 프로그램 커맨드 에이전트는 
이전 단계(단계 112)에서 저장된 상기 HTML 문서의 변수에 의해 개시된 데이터를 포함할 수도 있는 유일
한 파일 명칭을 생성하여 상기 커맨드 파일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상기 리포트의 명칭화에 사용되는 커
맨드 파일 변수로서 상기 커맨드 파일로 전송하고 그 결과로서 상기 커맨드 파일은 이들 프로세스동안 유
일한 파일 명칭을 갖는 파일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4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이후 커맨드 파일 실행의 기대로서, 상기 커맨드 파일에 사용된 변
수의 값은 상기 커맨드 파일 변수 및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값 및/또는 실행 전에 커맨드 파일 프로그램
내의 HTML문서 설계자 세트에 의해 선택된 디폴트값을 포함하는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와 연관된 
상기 HTML 문서로부터 조회 데이터에 대한 파라미터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로 
전송된 이들 변수의 값을 포함하는 상기 제어 프로그램 메모리 내의 데이터 어레이로부터 획득되고, 상기 
커맨드 파일 변수 값을 설정하기 위해 API를 사용하여 이러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42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이후, API를 사용하여 요구되는 작업의 큐의 크기를 조회 및 결정
하기 위해 API를 사용하고, 상기 크기가 요구되는 작업의 사전 결정된 임계수를 초과하는 지를 비교하고, 
초과한다면, 대기를 위해 대기 상태루프(a wait state loop)로 들어가며 상기 큐 크기가 상기 임계 레벨
이하로 감소될 때까지 상기 크기가 요구되는 작업의 상기 사전 결정된 임계수를 여전히 초과하는지를 반
복적으로 비교하고, 이 시점에서 상기 API를 사용하여 실행을 위한 커맨드 파일을 제출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43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상기 CPI가 서브-에이전트에 의해 상기 실행을 위한 커맨드 파일을 
제출한 후,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는 상기 에이전트에 의한 상기 커맨드 파일의 실행을 대기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44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상기 커맨드 파일의 실행을 대기하는 상기 상태동안, 상기 제어 프
로그램 에이전트에 의한 다른 요구를 파이프(a pipe)로서 프로세싱하여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가 
상기 시스템을 통해 요구를 지속적으로 진행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45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상기 커맨드 파일의 실행을 대기하는 상기 상태동안, 상기 API를 
사용하여 상기 커맨드 파일의 종료 실행 신호를 기대하며, 상기 완료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제어 프
로그램은 결과 커맨드 파일 리포트가 제공되는 HTML 문장을 포함하며, 이전 단계에서 상기 제어 프로그램
으로 전송된 명칭에 의해 식별된 파일을 판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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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6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상기 제어 프로그램이 상기 식별된 파일을 판독하는 단계에서, 상
기 에이전트는 상기 웹 브라우저의 요구에 따라 결과 리포트에 대한 새로운 HTML 문장을 동적으로 생성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47 

제29항에 있어서,  커맨드 파일 리포트 결과를 구비할 수 있도록 상기 파일로부터 검색된 상기 새로운 
HTML 문장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48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로부터 검색된 상기 새로운 HTML 문장 정보를 검색하여, 상기 정보가 상기 파
일 명칭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는 리포트에 따르는 헤더(a header)로서 디스플레이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49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저장된 변수로부터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생성되는 소정의 리포트에 
대해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를 테스트하고, 출력 파라미터를 식별하며, 생성되는 소정의 리포트를 
응용할 수 있는 시퀀스로 분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5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상기 출력이 상기 웹 서버로 경로 배정되는 경우 상기 출력을 상
기 웹 서버로 경로 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5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텍스트 파일 리포트(a text file report)가 상기 DIS 캡슐에 의해 
생성되는 경우, 텍스트 디스플레이가 리포트되도록 결정하여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가 상기 DIS 캡
슐에 의해 작성된 파일을 판독하고 HTML 문장을 동적으로 생성하여 상기 웹 브라우저에 대한 데이터 라인
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52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그래픽 파일(a graphic file)이 상기 DIS 캡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그래픽 디스플레이가 리포트되도록 결정하여 상기 제어 프로그램이 상기 HTML 문장을 동적으로 생성
하여 상기 웹 브라우저에 대한 그래픽 파일이 디스플레이되도록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
트.

청구항 53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가 또 다른 출력 방향을 허용하고, 
상기 출력 방향 및 커맨드 파일 종료 신호(a command file completion signal)를 수신할 경우, 상기 결과
는 상기 출력목적지로 경로 배정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54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출력이  팩시밀리,  프린터  소매  물품  구입  및  뱅킹  설비(fax, 
printer, retail and banking installations)와 같은 가능한 출력 장치 그룹으로부터 요구자에 의해 선택
된 요구자 선택 결과 출력 목적지로 경로 배정되거나 혹은 셋 탑 박스 제어 케이블(a set-top box cable 
control)을 구비한 사용자의 제어 하에 있는 TV 장치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전송되는 일련의 풀 
모션(full motion)혹은 스틸 프레임(still frame)으로서 제공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55 

제29항에 있어서, 출력이 CPU, 네트워크 I/F 버스, 디스크, 모뎀 및 X.25 데이터스위칭 제공 하드웨어를 
갖는 출력 목적 서버로 경로 배정하며 서버를 통해 출력을 서버를 통해 가입자에 대해 각각 MPEG2  및 
MPEG1 프로토콜 이미지가 제공된 풀 모션 및 스틸 비디오로서 팩시밀리, 프린터, 소매 물품 구입 터미널, 
은행 설비, TV 혹은 케이블 고객과 같은 다양한 출력 장치로 경로 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56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상기 출력을 백업 저장부(back-up storage), 요구된 서비스 및 아
이템에 대한 서비스 요금 및 시스템 이용에 대한 요금을 청구하는 이용 요금, 계산 프로세스와 같은 보조 
기능부에 접속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57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상기 보조 기능이 신용 카드 번호(credit card number) 및 패스워
드를 포함하는 허가 요금 변수(authorization charge variables)를 갖는 요구와 연관된 히든 변수(hidden 
variables)를 사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58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DES 혹은 RSA 암호화 유틸리티(encryption utility)로서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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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암호화된 신용 카드 번호 및 액세스허가 변수로서 방화벽 아래에 상주하는 민감한 데이터베이스를 액
세스할 수 있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59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상기 요구에 따라 선택된 데이터가 상기 인터네트의 내부 혹은 외
부 위치에서 액세스 허가된 사용자에게 허용되는 경우 상기 데이터는 상기 시스템에 의해 상기 웹 브라우
저에 대해 리포트된 결과에 보고될 수 있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60 

웹 브라우저에서 개시된 요구를 수신하고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요구를 이행하는 절차적 단계를 수행하는 
지원 머신 환경에 의해 실행 가능한 인스트럭션 프로그램을 명확히 구현하는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상기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  에이전트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HTML 문서를 상기 웹 브라우저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제어 프로그램 에
이전트를 호출하든 단계와; 상기 HTML 문서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사용자 
입력된 데이터를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로 전달하며 호출시에는 상기 HTML 문서로부터 복귀되는 입
력 파라미터로서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로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입력 파라미터를 버퍼에 저장하
는 단계와, 상기 제어 프로그램으로서 저장 커맨드 파일로부터 각 커맨드 파일과 연관된 변수 명칭을 검
색하여 상기 제어 프로그램과 연관된 메모리로 사용 가능한 상기 커맨드 명칭 및 각 커맨드 파일과 연관
된 가변명칭을 로딩하는 단계와;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로서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와 API 
사이의 접속을 개시하는 단계와; 일단 커맨드 파일이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에 대한 메모리로 로딩
되면,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는 자신의 메모리로부터 커맨드 파일 명칭과 연관된 상기 커맨드 파일 
변수 명칭을 검색하여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가 호출되면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로 전달되는 
단계와; 이후,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로서 상기 커맨드 파일 변수명칭 및 상기 환경 변수 단계에서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로 전송된 데이터를 갖는 커맨드 파일 변수 명칭과 부합시키기 위해 초기 데
이터 검색 단계동안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로 전송된 이들 변수의 값을 포함하는 상기 제어 프로그
램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어레이를 생성하는 단계와; 이후, 리포트를 위한 준비로서, 상기 프로그램 커
맨드 에이전트는 이전 단계(단계 112)에서 저장된 상기 HTML 문서의 변수에 의해 개시된 데이터를 포함할 
수도 있는 유일한 파일 명칭을 생성하여 상기 커맨드 파일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상기 리포트의 명칭화
에 사용되는 커맨드 파일 변수로서 상기 커맨드 파일로 전송하고, 그 결과로서 상기 커맨드 파일은 이들 
프로세스동안 유일한 파일 명칭을 갖는 파일을 생성하는 단계와; 이후 커맨드 파일 실행의 기대로서, 상
기 커맨드 파일에 사용된 변수의 값은 상기 커맨드 파일 변수 및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값 및/또는 실행 
전에 커맨드 파일 프로그램내의 HTML 문서 설계자 세트에 의해 선택된 디폴트 값을 포함하는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와 연관된 상기 HTML 문서로부터 조회 데이터에 대한 파라미터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상
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로 전송된 이들 변수의 값을 포함하는 상기 제어 프로그램 메모리내의 데이터 
어레이로부터 획득되고, 상기 커맨드 파일 변수 값을 설정하기 위해 API를 사용하여 이러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단계와; 이후, API를 사용하여 요구되는 작업의 큐의 크기를 조회 및 결정하여 상기 크기가 요
구되는 작업의 사전 결정된 임계수를 초과하는지를 비교하고, 초과한다면, 대기를 위해 대기 상태 루프(a 
wait state loop)로 들어가며 상기 큐 크기가 상기 임계 레벨 이하로 감소될 때까지 상기 크기가 요구되
는 작업의 상기 사전 결정 된 임계수를 여전히 초과하는 지를 반복적으로 비교하고, 이 지점에서 상기 
API를 사용하여 실행을 위한 커맨드 파일을 제출하는 단계와; 상기 API가 서브-에이전트에 의해 상기 실
행을 위한 커맨드 파일을 제출한 후,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는 상기 에이전트에 의한 상기 커맨드 
파일의 실행을 대기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단계와;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가 상기 식별된 파일을 판
독하는 단계 동안, 상기 에이전트는 상기 웹 브라우저의 요구에 따라 결과 리포트에 대한 새로운 HTML 문
장을 동적으로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커맨드 파일 리포트 결과(the result of a command file report)
를 구비할 수 있도록 상기 파일로부터 검색된 상기 새로운 HTML 문장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서비스 에이전트.

청구항 62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적 단계는, 저장된 변수로부터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생성되는 소정의 리포트
에 대해 상기 제어 프로그램 에이전트를 테스트하고, 출력 파라미터를 식별하며, 생성되는 소정의 리포트
를 응용할 수 있는 시퀀스로 분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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