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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웹 페이지에서 동적 데이터에 대한 질의를 위한 함수 호출을 처리하는 웹 서버 메카니즘

요약

웹 서버 컴퓨터 시스템은 데이터 소스에게 질의함으로써 동적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구성 파일을 판독
하여 입력되는 함수 호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트랜잭션 처리기를 포함한다.  동적 데이
터에 대해 질의하는 가능한 상이한 유형의 함수 호출을 처리하기 위해 다수의 언어 처리기가 제공된다.  
동적 데이터에 대한 질의에 대응하는 웹 페이지내의 함수 호출이 있으면,  트랜잭션 처리기는 구성 데이
터로부터 어떤 언어 처리기가 이 특정한 함수 호출을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함수 호출을 적절한 
언어 처리기로 넘긴다.  언어 처리기는 함수 호출을 처리하고, 적절한 질의를 생성하며, 적절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동적 데이터를 획득하여, 그 데이터를 다시 트랜잭션 처리기로 넘겨준다.  그러면 트랜잭션 
처리기는 요구하는 사용자에게 전송될 웹 페이지로 그 동적 데이터를 삽입한다.   

대표도

도8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웹 서버 컴퓨터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전형적인 인터넷 접속의 블록도.

도 3은 웹 페이지상에서 동적 데이터를 지원하는 웹 서버 메카니즘의 블록도.

도 4는 도 3의 웹 서버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메인 메모리의 내용의 블록도.

도 5는 도 3의 웹 서버 메카니즘을 사용하기 위해 실행되는 단계들의 흐름도.

도 6은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웹 서버 메카니즘의 블록도.

도 7은 도 1 및 도 6의 웹 서버 컴퓨터 시스템의 메인 메모리의 내용의 블록도.

도 8은 도 6의 웹 서버 메카니즘을 사용하기 위해 실행되는 단계들의 흐름도.

도 9는 도 6의 매크로(macro) 파일 및 구성(configuration) 파일의 몇가지 양상을 보여주는 블록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컴퓨터 시스템             110 : CPU

120 : 메인 메모리               122 : 웹 서버 응용 프로그램

124 : 트랜잭션 처리기           126 : 매크로 파일

128 : 구성 파일                 130 : 언어 처리기

134 : 운용 시스템               136 : 응용 프로그램

138 : 프로그램 데이터           140 : 대용량 저장 장치 인터페이스

150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60 : 시스템 버스

170 : 인터넷                    180 :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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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플로피 디스크             200 : 사용자 워크스테이션

210 : 웹 브라우저               220 : 웹 서버

224 : 트랜잭션 처리기           230 : 언어 처리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인터넷(Internet) 상의 웹 서버(web server)와 같은 네트워크 서버에 관련된 것이
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웹 페이지 내의 동적 데이터에 대한 질의를 처리하기 위한 메카니즘에 
관한 것이다. 

1948년의 EDVAC 컴퓨터 시스템의 개발은 종종 컴퓨터 시대의 개막으로 인용되곤 한다.  그때 이후로, 컴
퓨터 시스템은 엄청나게 복잡한 장치로 발전하였으며, 또한 많은 상이한 형태의 컴퓨터 시스템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가 광범위하게 보급됨에 따라 컴퓨터들이 상호간에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
터  네트워크의  개발이  촉진되었다.   개인용  컴퓨터(PC)가  도입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작업
(computing)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 사용자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용 컴퓨터를 
위한 네트워크도 개발되었다. 

최근에 매우 보편화된 한 중요한 컴퓨터 네트워크가 인터넷(Internet)이다.  인터넷은 이러한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급증으로 말미암아 성장하였으며, 복잡하고도 전세계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네트워크로 발전하
였다.  인터넷에 액세스하기를 원하는 개별적인 PC(즉, 워크스테이션)상의 사용자는 보통 웹 브라우저로 
알려진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액세스하게 된다.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을 통해 웹 서버로 
알려진 다른 컴퓨터에 대한 접속을 수행하며, 웹 서버를 통해 사용자의 워크스테이션상에 디스플레이되는 
정보를 수신한다.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되는 정보는 통상적으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ypertext 
Markup Language;HTML)로 불리는 특수한 언어를 사용하여 구축되는 페이지들로 구성된다.  최초 웹 페이
지는 정적(static) 데이터를 포함했는데, 정적이라는 것은 그 페이지상의 데이터는 누가 그 페이지를 액
세스하든, 또는 언제 액세스하든지 간에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좀 더 최근의 웹 페이지는 동적(dynamic) 
데이터를 포함하는데, 동적이라는 것은 페이지의 특정한 부분의 데이터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동적 데이터의 한 예는 주식 시장, 혹은 주기적으로 변하는 다른 데이터를 표시하는 경우이다.  동
적 데이터를 포함하는 페이지를 액세스할 때, 웹 서버는 HTML 페이지로 동적인 삽입을 위해 필요한 정보
를 어떻게 검색(retrieve)하며 또한 어떤 데이터 소스로부터 검색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동적 데이터가 HTML 페이지로 삽입되도록 하는 웹 서버는 통상적으로 HTML 페이지를 처리하기 위한 특수
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 특수한 소프트웨어는 '트랜잭션 처리기(transaction processor)'로 명명
할 수 있는데, 이는 HTML 페이지를 처리하며, 동적 데이터가 페이지로 삽입되도록 요구하는 특수한 함수 
호출이나 질의(즉 트랜잭션)를 처리한다.  이러한 웹 서버는 통상적으로 하드-코드된(hard-coded) 트랜잭
션 처리기를 포함하는데, 이 처리기는 HTML 페이지 데이터내의 동적 데이터에 대한 특수한 유형의 질의를 
검출하며, 동적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전용의 데이터 소스에 대해 필요한 액세스를 수행한다.  이어서 
검색된 데이터가 HTML 페이지로 삽입되며, 그 결과 동적 데이터가 HTML 페이지 내에서 사용자에게 디스플
레이된다.  하나보다 많은 데이터 소스가 존재할 경우, 혹은 하나보다 많은 유형의 데이터 소스가 사용될 
경우에는, 액세스될 데이터 소스의 특정한 수나 유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 재프로그래밍되어야 
한다. 

인터넷 사용자와 제공자, 웹 서버의 수가 계속적으로 급속히 팽창함에 따라, 웹 서버가 효율적인 방식으
로 동적 데이터의 새로운 소스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될 것이다.  HTML 페이지에 대
한 동적 데이터가 처리되는 방식에 개선이 없다면,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수용하도록 웹 서버를 적응시키
는 것은 웹 서버의 효율성 및 성능에 계속적으로 장해가 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 따른 웹 서버는 동적 데이터 소스에 대한 입력 질의(incoming queries)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
정하기 위해 구성 파일(configuration file)을 판독하는 트랜잭션 처리기를 포함한다.  동적 데이터에 대
해 가능한 상이한 유형의 질의를 처리하기 위해 다수의 언어 처리기가 제공된다.  웹 페이지 내에서 질의
를 만나면, 트랜잭션 처리기는 구성 데이터로부터 어떤 언어 처리기가 이 특정한 유형의 질의를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 질의를 적절한 언어 처리기로 넘긴다.  언어 처리기는 해당 질의를 처리하여, 적
절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동적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 데이터를 다시 트랜잭션 처리기로 넘긴다.  이어서 
트랜잭션 처리기는 요구한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로 전송될 웹 페이지에 해당 동적 데이터를 삽입한다.

본 발명의 전술한 목적 및 다른 목적과 양상 및 장점들은 첨부된 도면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이후의 좀 
더 상세히 기술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기술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예시적인 실시예가 첨부된 도면과 결합되어 기술되며, 도면에서 동일한 부호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리킨다.  

본 발명의 장치 및 방법은 인터넷 상의 웹 서버에 특히 적용된다.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 웹 서버 및 
웹 브라우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개념이 여기서 간략히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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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인터넷 접속의 한 예가 도 2에 도시된다.  인터넷(170)상의 정보를 액세스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웹 브라우저(210)로 알려진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컴퓨터 워크스테이션(200)을 가지고 있
다.  웹 브라우저(210)의 제어하에, 워크스테이션(200)은 인터넷을 통해 웹 페이지에 대한 요구를 전송한
다.  웹 페이지 데이터는 텍스트나 그래픽 형태, 그리고 다른 형태의 정보일 수 있다.  인터넷 상의 각각
의 웹 서버는 알려진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는 적절한 웹 서버로 접속하기 위해 웹 브라우저에게 
이 주소를 공급하여야 한다.  웹 서버(220)는 하나보다 많은 웹 페이지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또한 웹 서버(220)상에서 어떤 특정한 웹 페이지를 보기를 원하는지를 주소상에서 명시할 것이다.  웹 서
버 컴퓨터 시스템(220)은 웹 서버 응용 프로그램(122)을 실행하고, 요구들을 감시하며, 자신이 책임져야 
할 요구에 대해 서비스한다.  어떤 요구가 웹 서버(220)를 특정하면, 웹 서버 응용 프로그램(122)이 일반
적으로 그 특정한 요구에 해당하는 웹 페이지를 액세스하고, 그 페이지를 사용자의 워크스테이션(200)으
로 전송한다. 

웹 페이지

웹 페이지는 주로 사용자 워크스테이션(200)의 모니터상에 디스플레이되도록 예정된 시각적 데이터이다.  
웹 페이지는 일반적으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 (HTML)로 기술된다.  웹 서버(220)가 웹 페이지에 대
한 요구를 수신하면, HTML로 웹 페이지를 작성하여, 이를 인터넷(170)을 통해 요구한 웹 브라우저(210)로 
전송한다.  웹 브라우저(210)는 HTML을 이해하며, 이를 해석하여 사용자 워크스테이션(200)의 모니터로 
웹 페이지를 출력한다.  사용자의 화면상에 디스플레이되는 웹 페이지는 텍스트, 그래픽, 그리고 링크(다
른 웹 페이지의 주소)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웹 페이지(즉, 링크에 의해 표현된 것들)는 동일
한 웹 서버 혹은 상이한 웹 서버상에 존재할 수 있다.  사용자는 마우스나 혹은 다른 포인팅 장치를 사용
하여 이 링크상에 클릭함(clicking)으로써 이러한 다른 웹 페이지로 갈 수 있다.  전세계에 걸친 다른 서
버상의 다른 웹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가진 웹  페이지의 전체 시스템은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이라고 알려져 있다.  

웹 페이지에서의 정적 및 동적 데이터

앞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이러한 웹 기술의 시작 단계에는, 웹 페이지는 단지 정적 데이터만을 포함했었
다.  예를 들면, 주어진 사분기 동안의 회사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를 디스플레이하는 웹 페이지는 
정적인데, 이는 이 정보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페이지상에 바로 위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어서 웹 페이지에 동적 데이터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이 개발되었다.  예를 들면, 현재의 주식 시
장의 시황을 디스플레이하는 웹 페이지를 개발하려면, 현재의 시장 지수를 나타내는 동적 데이터가 구비
되어야 한다.  이 동적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어떤 다른 데이터 소스상에서 입수할 
수 있다.  동적 데이터는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요구할 때 데이터 소스로부터 획득되며, 따라서 요구된 
웹 페이지상에 디스플레이되는 동적 데이터가 현재치라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 명세서의 나머지 부분은 웹 서버가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 동적 데이터를 액세스하도록 하는 단순
한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본 발명이 어떻게 웹 서버의 유연성(flexibility) 및 성능을 개선시켰는가를 기
술한다.  이 기술 분야에 숙련된 사람이라면 본 발명이 웹 서버나 혹은 데이터 소스의 특정한 구성에 관
계없이, HTML 페이지를 위해 동적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임의의 형태의 웹 서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는 것을 알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100)은 CPU(110), 메인 메모리(120), 대용량 저장 장치 
인터페이스(140),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50)를 포함하는데, 이들은 모두 시스템 버스(160)로 연결
된다.  당해 기술 분야에서 숙련된 자라면, 이 시스템이 모든 형태의 컴퓨터 시스템, 즉 개인용 컴퓨터, 
중급 컴퓨터, 메인프레임 등을 포함함을 알 것이다.  본 발명의 범주내에서 이 컴퓨터 시스템(100)에는 
많은 부가, 변경, 삭제가 가해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들로는, 컴퓨터 모니터, 입력 키
보드, 캐쉬 메모리, 그리고 프린터와 같은 주변 장치가 있다.  본 발명은 웹 서버로 동작하는데, 일반적
으로 개인용, 혹은 중급 컴퓨터로 구현된다.  

CPU(110)는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및/또는 집적 회로로부터 구성될 수 있다.  CPU(110)는 메인 
메모리(120)에 저장된 프로그램 인스트럭션을 실행한다.  메인 메모리(120)는 컴퓨터가 액세스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한다.  컴퓨터 시스템(100)이 동작을 개시할 때, CPU(110)는 초기에 운영 체제
(134)의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을 실행한다.  운영 체제(134)는 컴퓨터 시스템(100)의 자원을 관리하는 
복잡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자원중 일부가 CPU(110), 메인 메모리(120), 대용량 저장 장치 인터페이스
(140),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50), 그리고 시스템 버스(160)이다.  

도 1 및 도 7을 참조하면, 메인 메모리(120)는 웹 서버 응용 프로그램(122), 트랜잭션 처리기(124), 하나 
이상의 매크로 파일(들)(126), 구성 파일(configuration file)(128), 하나 이상의 언어 처리기(들)(130),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134), 하나 이상의 응용 프로그램(136), 그리고 프로그램 데이터(138)를 포
함한다.  응용 프로그램(136)은 운영 체제(134)의 제어하에 CPU(110)에 의해 실행된다.  응용 프로그램
(136)은 프로그램 데이터(138)를 입력으로 하여 실행될 수 있다.  응용 프로그램(136)은 또한 그 결과를 
메인 메모리 상에 프로그램 데이터(138)로 출력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100)은 웹 
서버로 동작하며, 따라서 CPU(110)는 무엇보다도, 웹 서버 응용 프로그램(122)을 실행한다.  트랜잭션 처
리기(124)는 하나 이상의 매크로 파일(126)에 저장된 HTML 페이지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다.  트랜잭션 
처리기(124)가 초기화되면, 트랜잭션 처리기(124)는 구성 파일(128)을 판독하여 상이한 유형의 질의를 상
이한 언어 처리기(130)로 상관시킨다.  페이지에서 동적 데이터에 대한 질의가 발견되면, 트랜잭션 처리
기(124)는 구성 데이터(구성 파일로부터 판독된)로부터 그 질의를 처리하기 위해 어떤 언어 처리기(130)
를 호출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동적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적절한 언어 처리기(130)가 이후에 메
모리나 혹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데이터 소스에게 질의하게 된다.  언어 처리기(130)는 동적 데이터를 
트랜잭션 처리기(124)로 넘겨주고, 트랜잭션 처리기는 동적 데이터를 선택된 페이지에 대해 HTML 데이터
로 삽입한다. 

대용량 저장 장치 인터페이스(140)는 컴퓨터 시스템(100)이 자기 디스크(하드 디스크, 디스켓), 광 디스
크(CD-ROM)와 같은 보조 기억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도록 한다.  이러한 대용량 저장 장

20-3

1019970021231



치는 직접 액세스 저장 장치(Direct Access Storage Devices;DASD)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구적
인 정보 저장 장치로 기능한다.  DASD의 한 적절한 유형은 플로피 디스켓(186)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이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180)이다. DASD로부터의 정보는 많은 유형이 가능하
다.  일반적인 유형은 응용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데이터이다.  대용량 저장 장치 인터페이스(140)를 통
해 검색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CPU(110)가 처리할 수 있도록 메인 메모리(120)에 위치된다.  

메인 메모리(120) 및 DASD(180)는 전형적으로는 별도의 저장 장치이지만, 컴퓨터 시스템(100)은 잘 알려
진 가상 어드레싱 메카니즘(virtual addressing mechanisms)을 사용하여 컴퓨터 시스템(100)의 프로그램
들이, 다수의 적은 용량의 저장 장치 개체(예, 메인 메모리(120) 및 DASD 장치(180))에 대한 액세스 대신
에,  마치 대용량의 단일의 저장 장치 개체에 대해 액세스하는 것처럼 동작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구성요소는 메인 메모리(120)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기술되었지만, 당해 분야에 숙련된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동시에 메인 메모리(120)상에 모두 완전하게 포함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메모리'라는 용어는 여기서 포괄적으로 컴퓨터 시스템(100)의 전체 가상 메모리를 지칭하
는 것으로 사용되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50)는 컴퓨터 시스템(100)이 접속될 수 있는 임의의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송신하고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네트워크는 LAN(local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혹은 보다 특정하게는 인터넷(170)이 될 수도 있다.  인터넷으로 접속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미래에  개발될  네트워킹  메카니즘들은  물론,  잘  알려진  아날로그  및/또는  디지탈  기술을 
포함한다.  네트워크를 구현하는데 다수의 상이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토
콜들은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도록 하는 특수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인터넷을 통한 통신
에 사용되는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는 적절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한 예이다. 

시스템 버스(160)는 데이터가 컴퓨터 시스템(100)의 다양한 구성요소간에 전송되도록 한다.  컴퓨터 시스
템(100)이 단일의 메인 CPU 및 단일의 시스템 버스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되었지만, 당해 분야에 숙련
된 자라면 본 발명이 다수의 CPU 및/또는 다수의 버스를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도 있
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부가적으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사용된 인터페이스는 CPU(110)로부터 집중적
인 연산이 필요한 처리를 분담하기(off-load) 위한, 별도의 완전하게 프로그램된 마이크로프로세서나, 혹
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I/O 어댑터를 포함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이제까지(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완전히 기능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맥락에서 기술되
지만, 이 시점에서 당해 분야에 숙련된 자라면 본 발명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제품으로 배포될 수도 
있으며, 또한 본 발명이 이러한 배포를 실제로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신호 운반 매체의 특정한 유형에 상
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호 운반 매체의 예로는 플로피 디스크
(도 1의 (186)과 같은 예)와 같은 기록 가능한 유형의 매체, CD ROM, 디지탈 및 아날로그 통신 링크와 같
은 전송 유형의 매체를 포함한다.

이 명세서의 나머지 부분은 웹 페이지상의 동적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두 개의 상이한 방법 및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을 기술할 것이다.  첫 번째는 DB2WWW 1판이라 불리는 웹 서버상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IBM이 개발한 방법으로서, 도 3-5에 개시된 구성과 관련되며, 본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를 구
성한다.  제 2 방법 및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은 도 6-9에 개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이
다.  이러한 구현예(예를 들면, 트랜잭션 처리기(124, 224) 및 언어 처리기(130, 230))중의 하나를 달성
하는 웹 서버상에서 실행되는 어떤 프로그램도 여기서는 웹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일반적으로 지칭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100)은 웹 서버로 동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웹 서버 응용 프로그램
(122)이 CPU(110)에 의해 실행된다.  운영 체제(134)가 멀티-태스킹 운영 체제라고 가정하면, 다른 응용 
프로그램(136)이 컴퓨터 시스템(100)상에서 동시에 실행될 수 있다.  웹 서버는 일반적으로 인터넷(170)
에 접속된다.  논의된 바와 같이, 인터넷은 수백만의 컴퓨터에 의해 공유되는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잘 알
려진 컴퓨터 네트워크이다.  인터넷상에는 많은 웹 서버들이 있다.  인터넷상에 링크된 각각의 컴퓨터는 
다른 컴퓨터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쌍방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다.  많은 
상이한 유형의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자 메일, 프로그램 데이터, 디지
탈화된 음성 데이터, 컴퓨터 그래픽, 웹 페이지 등이 있다.  본 발명은 사용자에게 전송되기 이전에 동적
으로 변경되거나 갱신되는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는 임의의 유형의 데이터의 전송에까지 
확장되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동적 데이터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의 맥락에서의 예시를 통해 기술된다.  

동적 데이터가 웹 페이지상에 표시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적인 웹 페이지에는 요구되지 않는 특정한 
단계들이 취해져야 한다.  웹 페이지에서 동적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한 특별한 실시예가 도 3 및 도 4
에 도시되는데, 이는 IBM에서 개발된 실시예를 도시한다.  웹 서버(220)는 웹 서버 응용 프로그램(122), 
하나 이상의 매크로 파일(126), 하드-코드된 언어 처리기(230)를 포함하는 트랜잭션 처리기(224)를 포함
한다.  트랜잭션 처리기(224)는 DB2WWW라고 알려진 IBM 웹 서버 프로그램 1판이다.  이 1판은 웹 페이지
상의 동적 데이터에 대한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질의를 처리하기 위해 특
별히 설계되었다.  SQL은 잘 알려진 데이터베이스 포맷이다.  웹 서버(220)의 메인 메모리중 가장 특징적
인 부분들이 도 4에 도시된다.  웹 서버(220)의 동작은 도 5의 흐름도를 참조하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
다.  

워크스테이션(200) 측의 사용자는 인터넷(170)에 액세스하기 위해 웹 브라우저 응용 프로그램(210)을 실
행한다.  사용자는 인터넷(170)을 통해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전송함으로써 웹 페이지를 요구
한다.  URL은 월드 와이드 웹상에서 자원을 어드레싱하기 위해 사용되는 잘 알려진 프로토콜이다.  URL은 
웹 서버의 완전한 인터넷 주소 외에 원하는 웹 페이지를 명시하는 부가적인 파라미터(parameter)를 더 포
함한다.  다음은 도 3 및 4의 시스템의 기능을 예시하기 위해 사용될 URL의 한 예이다.  

http://www.abcxyz.com/cgi-bin/db2www.exe/wbp1.fil/2nd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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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는 웹 브라우저에게 이후의 정보가 웹 페이지 주소임을 알려주는 표준 구문이다.  

www.abcxyz.com은 웹 서버 주소이다.

/cgi-bin/db2www.exe는 웹 서버에게 프로그램 db2www.exe를 실행하고 제어를 전달하며, URL의 나머지 부
분은 파라미터로서 넘겨주라는 것을 알린다.

/cgi-bin은 웹 페이지 요구의 처리를 돕기 위해 웹 서버 응용 프로그램에게 다른 프로그램을 호출하도록 
하는 잘 알려진 웹 서버 인터페이스인 공통 게이터웨이 인터페이스(Common Gateway Interface)를 가리킨
다.  DB2WWW 1판의 예에 있어서, db2www.exe가 웹 서버(220)상에서 실행되는 트랜잭션 처리기 프로그램의 
명칭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wbp1.fil/2ndpage는 트랜잭션 프로그램 db2www.exe에게로 넘겨
지는 파라미터들이다.  트랜잭션 처리기 프로그램은 첫 번째 파라미터 'wbp1.fil'을 매크로 파일 명칭으
로, 두 번째 파라미터 '2ndpage'는 매크로 파일 'wbp1.fil'내의 HTML 섹션 명칭으로 해석할 것이다.  

사용자는 웹 페이지 링크를 마우스로 '클릭' 함으로써 URL을 전송할 수 있으며, 혹은 웹 브라우저상에서 
수동적으로 URL 주소를 입력할 수도 있다.  전송된 URL은 인터넷(170)을 가로질러 이동하여, (URL상에 명
시된 바와 같은) 웹 서버(220)에 접속된다 (단계 (512)).

웹 서버 응용 프로그램(122)이 사용자 워크스테이션(200)으로부터 cgi-bin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URL을 수
신하면, 웹 서버 응용 프로그램(122)은 트랜잭션 처리기(224)를 호출하고 제어를 넘긴다 (단계 (514)).  
이어서 트랜잭션 처리기(224)는 매크로 파일(126)내에서 요구된 웹 페이지에 해당하는 적절한 HTML 섹션
(2ndpage)을 찾기 위해, 자신에게로 넘겨진 파라미터(예를 들면, wbp1.fil 및 2ndpage)를 처리한다(단계 
(516)).  이어서 트랜잭션 처리기(224)는 웹 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하여 매크로 파일(126)내에서 선택된 
HTML 섹션의 처리를 시작한다(단계 (520)).

다음 단계는 선택된 웹 페이지가 동적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DB2WWW 1판에서, 
동적 데이터의 존재는 HTML 섹션을 스캔하여 동적 데이터에 대한 SQL 질의를 찾음으로써 결정된다.  만약 
처리중인 HTML 섹션에 동적 데이터를 요구하는 SQL 질의가 존재하면(단계 (522)=YES), 이 SQL 질의가 발
견되고(단계 (524)), 언어 처리기(230)로 넘겨진다.  이어서 언어 처리기(230)는 데이터 소스(132)에게 
동적 데이터에 대해 질의한다(단계 (528)).   이 질의에 응답하여, 데이터 소스(230)는 동적 데이터에 대
한 값을 리턴한다(단계 (530)). 

이어서  언어  처리기(230)는  동적  데이터를  포맷하고  웹  페이지상의  적절한  필드에  위치시킨다(단계 
(534)).  동적 데이터가 포함된 처리된 HTML 데이터는 이어서 인터넷(170)을 통해 이를 요구한 사용자에
게로 전송된다(단계 (536)).  웹 페이지상의 임의의 동적 데이터 필드는 웹 서버(220)에게 입수가능한 최
근의 값으로 채워질 것이다.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210)는 웹 페이지를 수신하고, 이를 해석하여 사용자 
워크스테이션(200)상의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할 것이다.  HTML 섹션의 종료에 이르면(단계 (540)=YES), 웹 
페이지는 완료된다.  만약 처리될 HTML 섹션이 더 있으면(단계 (540)=NO), HTML 페이지 전체가 사용자에
게 전송될 때까지(단계 (536) 및 단계 (540)=YES)  HTML 섹션의 다음 부분이 처리된다(단계 (520)).  

트랜잭션 처리기(224)는 웹 서버 응용 프로그램(122)이 웹 페이지에 대한 요구를 수신하였을 때,  웹 서
버 응용 프로그램이 호출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이 요구는 트랜잭션 처리기(224)에게 넘겨진다.  
트랜잭션 처리기(224)는 특정한 연산 환경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생성될 수 있다.  어떤 예는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이나 혹은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dynamic link library;DLL)가 될 수도 있다.  트랜잭션 처리기
(224)는 매크로 파일(126)내에서 요구된 웹 페이지 정의를 찾을 것이다.  만약 동적 데이터가 웹 페이지
상에 삽입되도록 요구되었다면,  언어 처리기(230)에 대한 호출이 수행된다.  언어 처리기(230)는 트랜잭
션 처리기(224)의 일부분으로 하드-코드되어(hard-coded) 있다.  

언어 처리기(230)는 데이터 소스(132)에 의해 특정되는 동적 데이터에 대한 질의를 형성한다.  따라서 언
어 처리기(230)는 특정한 유형의 질의를 처리하도록 설계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질의의 포맷(예, 언
어)에 의해 정의된다.  데이터 소스(132)는 SQL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고 데이터가 리턴될 수 있는 어떤 다른 환경(environment)일 수도 있다.  언어 처리기(230)는 질의
를 데이터 소스(132)에게 전송한다.  질의의 결과(즉, 동적 데이터)는 언어 처리기(230)로 되돌려 전송된
다.  언어 처리기(230)는 필요한 동적 데이터를 추출하여, 이 데이터를 트랜잭션 처리기(224)가 처리하고 
있는 웹 페이지상의 동적 데이터 필드에 삽입한다.  웹 페이지가 얼마나 많은 동적 데이터 필드를 포함하
느냐에 따라, 동적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소스(132)에 대한 이러한 조회 처리는 단일의 웹 페이지를 작성
하기 위해 여러 번 발생할 수도 있다.   웹 페이지가 처리되면,  이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의 웹 브라
우저(210)로 재전송되며(단계 (536)), 웹 브라우저는 이것을 해석하고 사용자 워크스테이션(200)의 모니
터상에 디스플레이한다.  

트랜잭션 처리기(224)의 언어 처리기(230) 구성은 특정한 데이터 소스(132)의 특정한 데이터 처리 언어
(예, 질의 형식)를 위한 질의를 서비스하기 위해 특정하게 작성(즉, 하드-코드)되었다.  웹 페이지상에 
삽입될 수 있는 동적 데이터는 데이터 소스(132) 및 하드-코드된 언어 처리기(130)가 이해하도록 프로그
램된 언어로 제한된다.  본 발명은 웹 페이지상의 동적 데이터에 있어서 데이터 소스와 언어의 이러한 제
한된 형태 및 개수에 한정된 문제를 극복한다.  

웹 서버(220)는 데이터 소스로부터 동적 데이터를 액세스하여 이를 HTML 페이지상에 삽입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하고 있는 한편, 트랜잭션 처리기(224)내의 하드-코드된 언어 처리기(230)를 사용하여 동적 데이터를 
검색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성에 따르면,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동적 데이터의 소스로 인식될 경우 트
랜잭션 처리기(224)가 수정될 것이 요구된다.  만약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상이한 데이터베이스 포맷의 
데이터를 포함한다면, 언어 처리기(23)는 새로운 데이터 소스 및 새로운 포맷을 지원하기 위해 수정되어
야 한다.  좀 더 개선된 해결책이라면 트랜잭션 처리기를 변경하지 않고도 새로운 데이터 소스 및 대응하
는 언어 처리기를 부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이하에서 기술될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된다. 

도 6 및 도 7을 참조하면, 컴퓨터 시스템(10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웹 서버로 구성된다.  
웹 서버(100)는 웹 서버 응용 프로그램(122), 하나 이상의 매크로 파일(126), 트랜잭션 처리기(124),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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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파일(128) 및 다수의 데이터 소스(132)에 결합된 다수의 언어 처리기(130)를 포함한다.  웹 서버(10
0)의 동작 양상은 도 8 및 도 9를 참조하여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사용자는 먼저 페이지의 URL을 명시함으로써 웹 페이지에 대한 요구를 전송한다(단계 (510)).  전번과 동
일한 URL, 즉

http://www.abcxyz.com/cgi-bin/db2www.exe/wbp1.fil/2ndpage

을 가정하고, 웹 서버(100)의 주소가 abcxyz.com이라고 가정하면, 웹 서버(100)가 접속된다(단계 (512)).  
상기 예시적인 URL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웹 페이지에 대한 요구가 동적 데이터를 포함하는 페이지에 관
한 것이면, 그 페이지의 URL은 cgi-bin 파라미터와 같은 특정한 파라미터를 포함하여, 웹 서버(100)에게 
URL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린다.  웹 서버(100)가 URL상의 cgi-bin 파라
미터를 발견하면,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제어를 db2www.exe로 넘겨 트랜잭션 처리기(124)를 호출하고(단
계 (514)), 매크로 파일 명칭 'wbp1.fil' 및 HTML 섹션 명칭인 '2ndpage'를 파라미터로서 넘긴다.  이 
URL에서 db2www.exe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프로그램된 트랜잭션 처리기(124)를 나타내며, 
따라서 전술한 DB2WWW 1판과는 동일한 프로그램이 아님에 주목하여야 한다.  

트랜잭션 처리기(124)가 먼저 초기화될 때, 구성 파일(128)을 판독한다(단계 810).  도 9를 참조하면, 구
성 파일(128)내의 구성 정보는 시스템 상에서 이용가능한 언어 처리기(130)의 트랜잭션 처리기(124)에게 
상이한 형태의 함수 호출(function call)을 처리하도록 알리며, 각각의 함수 식별자(ID)를 해당하는 특정
한 형태의 함수를 처리하도록 프로그램된 언어 처리기에 상호관련시킨다.  URL로부터, 웹 서버(100)는 적
절한 매크로 파일(wbp1.fil)을  식별하고 원하는 웹  페이지(2ndpage)를  포함하는 매크로 파일(126)내의 
HTML 섹션을 찾아, 그 HTML 섹션의 처리를 시작한다(단계 (520)).  이어서 트랜잭션 처리기(124)는 선택
된 HTML 섹션이 동적 데이터에 대한 함수 호출을 포함하는지를 결정한다(단계 (522)).  만약 원하는 웹 
페이지가  동적  데이터에  대한  함수  호출을  포함한다면(단계  (522)=YES),  함수  호출(예,  도  9에서의 
function-name)로부터 함수 명칭을 사용하여 매크로 파일(126)의 함수 정의 부분에서 동일한 명칭을 가진 
함수 정의를 찾는다.  트랜잭션 처리기(124)는 이어서 함수 정의로부터 특정한 토큰(token)이나 식별자
(ID)를 획득한다(단계 (814)).  함수 정의로부터 구해진 ID는 어떤 언어 처리기가 그 함수 호출을 처리하
기  위해  호출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  파일(128)로부터  이전에  판독된  데이터와 매칭
(matching)되며, 이 함수 호출은 적절한 언어 처리기로 넘겨진다(단계 (816)).  요약하면(도 9 참조), 트
랜잭션 처리기(124)가 동적 데이터의 검색을 필요로 하는 함수(예, function-name)를 만나면, 매크로 파
일(126)의 함수 정의부를 검색하여 그 function-name에 해당하는 토큰이나 식별자(ID)를 찾는다.  이어서 
트랜잭션 처리기(124)는 어떤 언어 처리기가 그 특정한 ID를 가진 함수를 처리해야 하는지를 구성 파일
(128)로부터 이전에 판독한 데이터로부터 결정한다.  

도 8을 다시 참조하면,  언어 처리기(130)는 함수 호출로부터 해당하는 데이터 소스(132)에 대한 질의를 
생성하며(단계 (818)), 데이터 소스는 요구된 데이터를 언어 처리기(130)로 리턴한다(단계 (530)).  선택
된 언어 처리기는 그 동적 데이터를 트랜잭션 처리기(124)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하고, 그 데이터
를 트랜잭션 처리기(124)로 넘긴다(단계 (820)).  이어서 트랜잭션 처리기(124)는 그 동적 데이터를 HTML 
페이지의 적절한 필드에 위치시킨다(단계 (822)).  이 HTML 페이지의 부분은 사용자에게 재전송되고(단계 
(536)), 사용자 워크스테이션(200)에 부착된 모니터상에서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된다. 

특정한 형태의 함수 호출을 검출함으로써 웹 페이지상의 동적 데이터의 존재를 검출하는 것은 선택된 페
이지가 동적 데이터를 포함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많은 방법중의 하나에 불과함을 주목하여야 한다.  함
수 호출 및 동적 데이터간의 상관관계는 바람직한 실시예의 동작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
기서 사용된 것이며,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동적 데이터가 페이지에서 요구된다는 것을 
표시하는 어떠한 형태의 표시자(indicia)도 본 발명의 범주내에 속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구성에 있어서, 언어 처리기(130)는 이제 트랜잭션 처리기(124)로부터 분리된다.  바
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각각의 언어 처리기(130)는 특정한 데이터 소스(132)와 통신하도록 기술되며, 
대안적인 실시예에 있어서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언어 처리기가 단일한 데이터 소스를 액세스할 수도 있으
며, 하나의 언어 처리기가 다수의 데이터 소스를 액세스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 처리기(130)는 
DLL이나 혹은 어떤 다른 형태의 공유된 라이브러리로 존재할 수 있으며, 정확한 구현형태는 운영 체제 및 
웹 서버 인터페이스에 의존한다.  데이터 소스(132)는 (도 6의 데이터 소스#1과 같이) 웹 서버(100)내에 
존재할 수 있으며, 또는 (데이터 소스 #2 및 #3과 같이) 네트워크를 가로질러 다른 컴퓨터에 위치할 수도 
있다. 

새로운 유형 혹은 소스의 동적 데이터가 하나 이상의 매크로 파일(126)상에 저장된 웹 페이지상에 부가되
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여기서 개시된 메카니즘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 소스(132) 및/또는 언어 처리기
(130)가 시스템에 부가될 수 있다.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부가하려면, 언어 처리기(130)가 그 새로운 데
이터 소스(132)와 통신하도록 프로그램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시나리오에 있어서, 특정한 유형의 각각의 
데이터 소스는 질의를 포함하여 함수 호출을 데이터 소스(132)로 해석해 주도록 프로그램된 전용의 언어 
처리기를 포함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질의를 부가하려면, 새로운 데이터 소스
(132)의 부가와 함께, 그 질의를 인식하기 위한 새로운 언어 처리기(130)의 부가가 필요하다.  물론, 당
해 분야에 숙련된 자라면, 하나의 언어 처리기가 임의의 개수의 다양한 유형의 질의를 임의의 갯수 및 구
성의 데이터 소스로 해석해 주도록 프로그램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할 것이다.  도면에서 각각의 언어 처리
기(130)가 상이한 유형의 질의를 처리한다는 것을 예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서 개시된 언어 처리기
(130)는 분리된 것으로 도시되었다.  

새로운 언어 처리기(130)가 로드되고 나면, 특히 대응하는 새로운 데이터 소스(132)에 비추어, 새로운 언
어 처리기(130)가 처리할 수도 있는 함수들의 식별자(ID)를 리스트하도록 구성 파일(128)이 갱신되어야 
한다.  매크로 파일(126)상의 HTML 섹션은 웹 페이지상의 세로운 동적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 갱신될 것
이다.  새로운 데이터 소스(132)를 액세스하기 위해 새로운 함수가 부가될 수도 있다.  데이터 소스(132) 
및 언어 처리기(130)는, 필요하면 시스템에서 제거될 수도 있다.  언어 처리기(130)를 트랜잭션 처리기
(124)로부터 분리해 냄으로써, 또한 특정한 유형의 동적인 질의와 각각의 유형의 질의를 처리할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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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처리기(130)간의 매핑을 제공하는 구성 파일(128)을 제공함으로써, 웹 서버(100)는 트랜잭션 처리기
(124)를 변경함이 없이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 소스에 대한 새로운 질의를 지원하기 위한 동적 데이터 소
스(132) 및 언어 처리기(130)를 부가하는 쉬운 골격 메카니즘의 한 유형을 제공한다.  

다수의 데이터 소스를 웹 서버로 통합하는 본 발명은 트랜잭션 처리기를 호출하기 위한 공통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CGI)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구현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당해 분야에 숙련된 자라면, 
이 트랜잭션 처리기를 호출하기 위해 다른 메카니즘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이한 
웹 페이지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호출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항상 로드되는 '공유형 라이브러리(shared 
library)'로 작성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특정하게 도시되고 기술되었지만, 당해 분야에 숙련된 자라면 본 
발명의 범주 및 사상으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형태 및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이로부터의 다양한 변경이 
가해 질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여기서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HTML 페이지에 특이한 표현
으로 논의되었지만, 다른 페이지 포맷 및 데이터 포맷들도 동일하게 본 발명에 의해 포괄된다.  여기서 
페이지란 용어는, 데이터 전송이 사용자에게 한 페이지로 디스플레이되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전송이전
에 동적 데이터를 데이터에 삽입하도록 요구하는 임의의 형태의 데이터 처리를 포괄하도록 의도되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웹 서버는 동적 데이터 소스에 대한 입력 질의(incoming queries)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
정하기 위해 구성 파일(configuration file)을 판독하는 트랜잭션 처리기를 포함한다.  동적 데이터에 대
해 가능한 상이한 유형의 질의를 처리하기 위해 다수의 언어 처리기가 제공된다.  웹 페이지 내에서 질의
를 만나면, 트랜잭션 처리기는 구성 데이터로부터 어떤 언어 처리기가 이 특정한 유형의 질의를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 질의를 적절한 언어 처리기로 넘긴다.  언어 처리기는 해당 질의를 처리하여, 적
절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동적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 데이터를 다시 트랜잭션 처리기로 넘긴다.  이어서 
트랜잭션 처리기는 요구한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로 전송될 웹 페이지에 해당 동적 데이터를 삽입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웹 서버 컴퓨터 장치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장치는

① 중앙 처리 장치와,

② 중앙 처리 장치에 연결된 메모리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장치는,

㉠ 다수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검색(retrieve)되어 다수의 페이지중의 최소한 하나로 삽입되는 동적 데이
터의 표시자(indicia)를 포함하는 다수의 페이지와,

㉡ 다수의 데이터 소스로부터의 동적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표시자(indicia)를 처리하는 최소한 하나의 
웹 서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각각이 다수의 데이터 소스의 최소한 하나에 연결되며, 해당하는 데이터 소스로부터 동적 데이터를 검색
하기 위해 표시자(indicia)를 처리하는 다수의 언어 처리기(language processor)와,

표시자 및 다수의 언어 처리기간의 상응관계(correspondence)를 나타내는 구성 데이터를 포함하는 구성 
파일(configuration file)과,

구성 파일을 판독하여 구성 데이터에 따라 다수의 페이지중의 선택된 하나를 처리하고, 상응하는 언어 처
리기로부터 동적 데이터를 검색하여 이를 선택된 페이지의 데이터 내에 위치시키는 최소한 하나의 트랜잭
션 처리기(transaction processor)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선택된 페이지는 URL을 사용하여 선택되는 컴퓨터 장치.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선택된 페이지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 페이지인 컴퓨터 장치.

청구항 5 

웹 서버 컴퓨터 장치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장치는

① 중앙 처리 장치와,

② 중앙 처리 장치에 연결된 메모리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장치는

㉠ 다수의 페이지를 위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매크로 파일(macro file) ― 상기 다수의 페
이지 중의 최소한 하나는 최소한 하나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동적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최소한 하나의 
함수 호출을 포함함 ―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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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하나의 데이터 소스에 연결되고, 최소한 하나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동적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
해 최소한 하나의 함수 호출을 처리하는 최소한 하나의 언어 처리기와,

㉢ 최소한 하나의 함수 호출 및 최소한 하나의 언어 처리기간의 상응관계를 나타내는 구성 데이터를 포함
하는 구성 파일과,

㉣ 구성 파일을 판독하고, 구성 데이터에 따라 다수의 페이지중의 선택된 하나에 해당하는 매크로 파일중
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언어 처리기로부터 동적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를 선택된 페이지상에 대한 데이터 
내에 위치시키는 트랜잭션 처리기를 포함하는 웹 서버 컴퓨터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다수의 언어 처리기와 다수의 데이터 처리기를 더 포함하고, 각각의 언어 처리기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소스에 존재하는 동적 데이터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함수 호출을 처리하는 컴퓨터 장치.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함수 호출이 동적 데이터에 대한 요구(need)를 인지하는 컴퓨터 장치.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선택된 페이지는 URL을 이용하여 선택되는 컴퓨터 장치.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선택된 페이지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 페이지인 컴퓨터 장치.

청구항 10 

프로그램 제품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제품은 

① 웹 서버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상기 웹 서버 프로그램은  

㉠ 다수의 페이지중의 최소한 하나로 삽입되기 위해 다수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검색되는 동적 데이터의 
표시자(indicia)를 포함하는 다수의 페이지와,

㉡ 다수의 데이터 소스로부터의 동적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표시자를 처리하는 웹 서버 프로그램을 포
함하는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신호 운반 매체는 기록가능한 매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신호 운반 매체는 전송 매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제품은,

각각이 다수의 데이터 소스의 최소한 하나로 연결되며, 표시자를 처리하여 그로부터 해당하는 데이터 소
스로부터 동적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최소한 하나의 질의를 형성하는 다수의 언어 처리기와,

표시자 및 다수의 언어 처리기간의 상응관계를 나타내는 구성 데이터를 포함하는 구성 파일과,

구성 파일을 판독하여 구성 데이터에 따라 다수의 페이지중의 선택된 하나를 처리하고, 상응하는 언어 처
리기로부터 동적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를 선택된 페이지의 데이터내에 위치시키는 최소한 하나의 트랜잭
션 처리기를 더 포함하는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선택된 페이지는 URL을 이용하여 선택되는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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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페이지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 페이지인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6 

프로그램 제품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제품은 

① 웹 서버 프로그램과,

② 이 웹 서버 프로그램을 운반하는 신호 운반 매체를 포함하고, 

상기 웹 서버 프로그램은  

㉠ 다수의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 페이지를 위한 데이터를 포함하되, 이 다수의 페이지중의 최
소한 하나는 최소한 하나의 데이터 소스로부터의 동적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최소한 하나의 함수 호출
을 포함하도록 하는 최소한 하나의 매크로 파일과,

㉡ 최소한 하나의 데이터 소스에 연결되고, 최소한 하나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동적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
한 최소한 하나의 함수 호출을 처리하는 최소한 하나의 언어 처리기와,

㉢ 최소한 하나의 함수 호출 및 최소한 하나의 언어 처리기간의 상응관계를 나타내는 구성 데이터를 포함
하는 구성 파일과,

㉣ 구성 파일을 판독하고 구성 데이터에 따라 다수의 페이지중의 선택된 하나에 해당하는 매크로 파일내
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언어 처리기로부터 동적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를 선택된 페이지에 대한 데이터 내
에 위치시키는 최소한 하나의 트랜잭션 처리기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신호 운반 매체는 기록가능한 매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신호 운반 매체는 전송 매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선택된 페이지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 페이지인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20 

최소한 하나의 페이지에 대한 최소한 하나의 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① 다수의 페이지를 제공하는 단계 ― 상기 다수의 페이지들은 다수의 페이지중 최소한 하나에 대한 삽입
을 위하여 다수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검색될 동적 데이터의 표시자를 포함함 ― 와,

② 상기 요구가 처리될 최소한 하나의 페이지를 선택하는 단계와,

③ 웹 서버 컴퓨터 장치의 메모리 내에 웹 서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웹 서버 컴
퓨터 장치는 이 웹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거기에 응답하여 

㉠ 다수의 페이지중의 어느 것이 선택된 페이지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와,

㉡ 선택된 페이지내의 임의의 표시자를 처리하여 다수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동적 데이터를 검색하는 단계
와,

㉢ 이 동적 데이터를 선택된 페이지로 삽입하는 단계를 실행하는 단계를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선택된 페이지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 페이지인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는 URL을 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

청구항 23 

최소한 하나의 페이지에 대한 최소한 하나의 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① 특정한 언어로된 질의를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언어 처리기를 제공하는 단계와,

② 최소한 하나의 언어 처리기에 연결되는 최소한 하나의 데이터 소스를 제공하는 단계 ― 각각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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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는 최소한 하나의 언어 처리기에 대응됨 ― 와,

③ 각각의 언어 처리기에 대응하는 다수의 함수 호출을 결정하는 단계와,

④ 처리될 최소한 하나의 페이지를 상기 요구가 선택하는 단계와,

⑤ 선택된 페이지가 동적 데이터에 대응하는 다수의 함수 호출 중의 최소한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를 결정하는 단계와,

⑥ 만약 선택된 페이지가 동적 데이터에 대응하는 함수 호출을 포함하고 있으면, 

㉠ 그 함수 호출에 대응되는 선택된 언어 처리기가 함수 호출을 처리하여 선택된 언어 처리기에 대응하는 
최소한 하나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동적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질의를 생성하는 단계와,

㉡ 이 동적 데이터를 선택된 페이지상에 삽입하는 단계들을 처리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동적 데이터를 포함하는 선택된 페이지를, URL을 제공함으로써 처리될 최소한 하나의 페이지를 선택하는 
단계를 수행했던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각각의 함수 호출이 최소한 하나의 언어 처리기에 대응되는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

청구항 26 

제 23 항에 있어서,

각각의 언어 처리기에 대한 다수의 함수 호출을 결정하는 단계는 각각의 언어 처리기를 다수의 함수 호출
로 관련시키는 구성 데이터를 포함하는 구성 파일을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

청구항 27 

제 23 항에 있어서,

선택된 페이지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 페이지인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

청구항 28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는 URL을 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

청구항 29 

프로그램 제품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제품은

① 웹 서버 프로그램과,

② 웹 서버 프로그램을 운반하는 신호 운반 매체를 포함하되, 상기 웹 서버 프로그램은  

㉠ 다수의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 페이지를 위한 데이터를 포함하되, 상기 다수의 HTML 페이지
중의 최소한 하나는 다수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동적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최소한 하나의 함수 호출을 
포함하도록 하는 최소한 하나의 매크로 파일과,

㉡ 상기 다수의 데이터 소스에 연결되고, 대응하는 데이터 소스로부터 동적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하여 최
소한 하나의 함수 호출을 처리하는 다수의 언어 처리기와,

㉢ 최소한 하나의 함수 호출 및 최소한 하나의 언어 처리기간의 상응관계를 나타내는 구성 데이터를 포함
하는 구성 파일과,

㉣ 구성 파일을 판독하고, 구성 데이터에 따라 다수의  HTML 페이지중의 선택된 하나에 대응하는 매크로 
파일 내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다수의 언어 처리기중의 최소한 하나로부터 동적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를 
선택된 HTML 페이지에 대한 데이터 내에 위치시키는 최소한 하나의 트랜잭션 처리기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운반 매체는 기록가능한 매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31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운반 매체는 전송 매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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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선택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 페이지를 사용자 워크스테이션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① 웹 브라우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용자 워크스테이션을 제공하는 단계와,

② 웹 서버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웹 서버 컴퓨터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웹 서버 컴퓨터
는,

㉠ 중앙 처리 장치와,

㉡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연결된 메모리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장치는, 

ⓐ 다수의 HTML 페이지를 위한 데이터를 포함하되, 상기 다수의 HTML 페이지중의 최소한 하나는 다수의 
데이터 소스로부터의 동적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최소한 하나의 함수 호출을 포함하도록 하는 최소한 
하나의 매크로 파일과,

ⓑ 최소한 하나의 데이터 소스로 연결되고, 대응하는 데이터 소스로부터 동적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하여 
최소한 하나의 함수 호출을 처리하는 최소한 하나의 언어 처리기와,

ⓒ 최소한 하나의 함수 호출 및 최소한 하나의 언어 처리기간의 상응관계를 나타내는 구성 데이터를 포함
하는 구성 파일과,

ⓓ 구성 파일을 판독하고, 구성 데이터에 따라 다수의  HTML 페이지중의 선택된 하나에 대응하는 매크로 
파일상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언어 처리기로부터 동적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 동적 데이터를 선택된 HTML 
페이지의 데이터 내에 위치시키는 최소한 하나의 트랜잭션 처리기를 포함하며,

③ 상기 트랜잭션 처리기가 구성 파일을 판독하는 단계와, 

④ 각각의 함수 호출과 각각의 언어 처리기간의 상응관계를 결정하는 단계와,

⑤ 선택된 HTML 페이지가 동적 데이터에 대한 최소한 하나의 함수 호출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
계를 수행하고,

⑥ 만약 선택된 HTML 페이지가 동적 데이터에 대응하는 최소한 하나의 함수 호출을 포함하고 있으면, 

㉠ 그 함수 호출에 대응되는 선택된 언어 처리기가 함수 호출을 처리하여 선택된 언어 처리기에 대응되는 
최소한 하나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동적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하여 질의를 생성하는 단계와,

㉡ 선택된 언어 처리기로부터이 동적 데이터를 트랜잭션 처리기로 전송하는 단계와,

㉢ 트랜잭션 처리기가 그 동적 데이터를 선택된 HTML 페이지상에 삽입하는 단계와,

㉣ 웹 서버 컴퓨터가 동적 데이터를 포함하는 선택된 HTML 페이지를 사용자 워크스테이션에 전송하는 단
계를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는 URL을 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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