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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르면,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에서 풍부한 웹 서버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 제공되며, 요

청된 정보 파일들은 다수의 네트워크 장치들에 캐싱되어 있다. 인터넷 상에서 웹 캐싱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기점 웹 서버

는 웹 사이트 콘텐츠에 대한 요청의 대부분에 대해 서비스하지 않는다. 단일 픽셀 투명 GIF(Graphics Image Format) 요

청이 웹 페이지의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소스 파일에 부가된다. 웹 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검색해야만 하는 이미지의 수("히트") 및 웹 페이지로의 접속시에 얻어지는 추천자 식별자를 포함한, 보강된

웹 활동 데이터 정보를 내포하는 공통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CGI) 문자열 데이터가 GIF 요청에 첨부된다. 단일 픽셀 투

명 GIF 요청은 캐싱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HTML 파일을 해석할 때 그 요청은 기점 웹 서버로 전송

된다. 웹 페이지에 대한 정확한 히트 수를 누적하기 위해, 풍부한 데이터가 기점 웹 서버에 있는 로그 파일에 저장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웹 사이트 서버로의 정보 접근 요청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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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모든 웹 페이지는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하이퍼텍스트 생성 언어)로 작성되어 있다. HTML의 근본이 되

는 특징 2가지는 하이퍼텍스트 및 범용성(universality)이다. 하이퍼텍스트란 프로그래머가 방문자를 인터넷 상에 있는 임

의의 다른 웹 페이지 또는 그 밖의 거의 모든 것으로 인도해주는 링크를 웹 페이지 상에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퍼텍스트에 의해 웹 상의 정보는 많은 다른 방향으로부터 접근될 수 있다. 범용성이란 HTML 문서가 ASCII 파일, 즉

텍스트로만 된 파일들로 저장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컴퓨터라도 웹 페이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HTML은 웹 디자이너(web designer)가 텍스트를 포맷하고, 그래픽, 사운드 및 비디오를 추가하며, 또 그 모두를 어떤 컴

퓨터라도 읽을 수 있는 텍스트 파일, 즉 ASCII(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미국 정보 교환

표준 코드) 파일로 저장하게 해준다. HTML의 근간은 태그(tag)에 있으며, 이 태그란 대소 관계 기호인 "<"과 " >" 사이에

들어있는 키워드로서 그 다음에 오는 콘텐츠(content)의 유형(type)을 가리킨다. 실제로 어떤 컴퓨터라도 웹 페이지를 표

시할 수는 있지만, 이들 페이지가 실제 보이는 모습은 컴퓨터 종류, 모니터, 인터넷 접속 속도, 및 그 페이지를 보는 데 사용

된 브라우저 소프트웨어에 따라 다르다.

고급 웹 디자이너는 페이지 상에 동적 콘텐츠를 작성하는 데, HTML과 함께 자바 스크립트(JavaScript)라고 하는 스트립

팅 언어(scripting language)와 DOM(Document Object Model;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하는 웹 페이지 구성 요소 명명 체

계(system of naming parts)를 사용하는 일이 많다. 이들 효과를 때로는 동적 HTML, 즉 DHTML이라고 하기도 한다.

HTML 태그란 각괄호(angle bracket)(< >) 사이에 기입되어 있는 명령을 말하며, 이는 브라우저가 텍스트를 어떻게 표시

해야 하는지를 가리킨다. HTML 태그의 일례로는 BASE, FORM, FRAME, IMG 및 SCRIPT가 있다. 많은 태그들에 있어

서, 열기 태그(opening tag)와 닫기 태그(closing tag)가 있으며, 영향을 받는 텍스트는 이 2개의 태그 사이에 들어 있다.

열기 태그와 닫기 태그는 동일한 명령어(command word)를 사용하며, 닫기 태그에는 첨두 슬래시(/)(initial forward

slash) 기호가 붙어 있다. 많은 태그들은 그 안에 들어 있는 텍스트에 대한 각종의 옵션(option)을 제공하는 특별한 속성들

(attributes)을 갖는다. 속성은 명령어와 마지막 각괄호 사이에 들어 있다. 일련의 속성들이 단 하나의 태그 내에 사용될 수

있는 데, 이 때는 그 속성들을 임의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기입하되 그 각각을 공란(space)으로 분리시키기만 하면 된다.

이어서, 속성은 종종 값을 갖는다. 어떤 경우에는, 선택 항목들로 된 작은 그룹으로부터 값을 선택한다. 다른 속성들은 그

들이 갖게 되는 값의 유형에 관해서 더욱 엄격하다. 속성의 일례로는 HREF, SRC, ACCESSKEY 및 VALUE이 있다.

웹 페이지란 HTML 태그로 작성된 텍스트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임의의 다른 텍스트 문서와 마찬가지로, 웹 페이지는 웹

사이트 디자이너, 웹 사이트 방문자 및 방문자의 웹 브라우저에게 문서들을 식별해주는 파일명을 갖는다. URL(Uniform

Resource Locator)에는 파일이 위치하는 곳과 브라우저가 URL을 가지고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

다. 인터넷 상에 있는 각각의 파일은 고유 URL을 갖는다. URL의 첫번째 부분은 스킴(scheme; 접속 방법)이라고 한다. 이

스킴은 브라우저가 열게 될 파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그 브라우저에게 알려준다. 웹 페이지에 접근하는 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스킴들 중 하나가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이다. URL의 두번

째 부분은 그 파일이 위치하는 서버명(server name)이며, 그 다음에는 그 파일에 이르는 경로와 파일명이 오게 된다. URL

은 때로는 파일명이 주어지지 않고 종단 슬래시(trailing forward slash)로 끝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URL은 그 경로의

최종 디렉토리에 있는 디폴트 파일(default file)(즉, index.html)을 참조하게 되며, 이것이 일반적으로 홈 페이지에 대응한

다. 예를 들어, 웹 주소 "census.rolandgarros.org/rc/images/..."를 살펴보자. 도메인명은 "census.rolandgarros.org" 이

다. 이것은 대응하는 웹 페이지가 존재하는 특정의 호스트 컴퓨터이다. URL의 그 다음 부분은 특정의 웹 사이트가 들어 있

는 있는 호스트 컴퓨터 상의 디렉토리("rc") 및 서브디렉토리("images")이다. 생략 부호로 표시되어 있는 URL의 마지막

부분은 요청 중인 특정 웹 페이지의 파일명이다. URL은 절대 URL(absolute URL)이거나 또는 상대 URL(relative URl)일

수 있다. 절대 URL은 그 파일까지의 전체 경로를 나타내며, 스킴, 서버명, 전체 경로, 및 파일명 자체를 포함한다. 상대

URL은 원하는 파일의 위치를, URL 자신이 들어있는 파일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기술한다. 현재의 파일과 동일한 디렉

토리에 있는 파일의 상대 URL은 단지 파일명과 확장자 뿐이다.

단일 페이지를 보기 위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브라우저는 웹 사이트 서버에 많은 수의 파일들을 요청하여 다

운로드할 수 있다. 웹 사이트 서버의 액세스 로그(access log)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 접근 요청("히트")의 수는 클라이언트

들이 웹 사이트 상의 정보에 접근 중에 있는 개별 클라이언트 세션들의 수를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액세스 로그

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

데이터 네트워킹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웹 사용자의 수는 이후 몇년 사이에 5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결

과 웹 접속 요구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게 되어 대역폭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시도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 상에서의 웹 트래픽량이 엄청나지만, 그 트래픽의 대부분은 중복되는 것이다, 즉 임의의 주어진 사이트에

서 다수의 사용자는 거의 동일한 콘텐츠를 요청한다. 이것은 WAN(wide area network; 광역 통신망) 인프라의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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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일같이 동일한 콘텐츠 및 이에 접속하기 위한 동일한 요청을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웹 캐싱(web caching)은 이

요청들 및 그 결과 얻어지는 콘텐츠를 광역 통신망을 거쳐 전송하지 않고, 이러한 중복되는 사용자 요청들에 보다 신속하

게 서비스하기 위해 웹 콘텐츠의 지역 저장(local storage)을 수행한다.

캐싱이란 빈번하게 접속하는 정보를 그 요청자에 가까운 장소에 보관하는 기술을 말한다. 웹 캐시는 웹 페이지 및 콘텐츠

를 물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사용자에 보다 가까이 있는 저장 장치에 저장한다. 저장된 웹 콘텐츠에 대한 이러한 접근

은 웹 검색보다 더 가까이 있고 또 더 빠르다. 캐싱은 광역 통신망 링크 및 이미 과부하 상태인 웹 서버 상의 트래픽량을 감

소시킴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기업 네트워크들 및 최종 사용자들에 많은 이

점들을 제공한다. 웹 캐싱의 2가지 중요한 이점으로는, WAN 대역폭의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과, 보다 빠른 접속으로 인한

최종 사용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들 수 있다. ISP들은 응답 시간을 개선하고 또 그들의 백본(backbone) 상에서의 대역폭

수요를 줄이기 위해, 그들의 네트워크 상의 전략적 지점들에 캐시 엔진들을 배치할 수 있다. ISP들은 웹 요청에 대해 원격

지에 있거나 과부하 상태인 웹 서버로부터보다는 오히려 지역 스토리지(local storage)로부터 서비스하기 위해, 전략적인

WAN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들에 캐시 엔진들을 설치할 수 있다. 기업 네트워크에서는, 웹 캐싱으로 인한 대역폭 사

용의 극적인 감소에 의해, 더 낮은 대역폭의 WAN 링크가 사용자 기반(user base)에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그 대신에, 그

조직은 기존의 WAN 링크 상의 남는 대역폭(free bandwidth)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또는 더 많은 서비스를 부

가할 수 있다. 최종 사용자에 있어서, 지역 웹 캐시(local web cache)의 응답은 광역 통신망을 통한 동일한 콘텐츠의 다운

로드 시간보다 거의 3배 정도 더 빠르다. 따라서, 사용자는 응답 시간의 극적인 개선을 보게 되고, 또 웹 캐싱의 구현이 사

용자들에게 완전히 투명(transparent)하다.

웹 캐싱은 액세스 제어(access control), 모니터링 및 운영 로깅(operational logging)을 포함한 다른 이점들을 제공한다.

캐시 엔진은 네트워크 관리자들에게 URL(Uniform Resource Locator) 필터링을 통해 사이트 전체의 액세스 정책

(sitewide access policy)을 집행하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관리자들은 관련된 다른 동작 통계와

함께, 어느 URL이 히트를 접수하는지, 캐시가 서비스하고 있는 초당 히트수, 캐시로부터 서비스되는 URL의 비율을 알 수

있다. 웹 캐싱은 인터넷을 통해 웹 페이지에 접속하는 최종 사용자(end user)에 의해 기동한다. 그 페이지가 최종 사용자에

게 전송되고 있는 중에, 캐싱 시스템은 그 페이지 및 그와 연관된 모든 그래픽들을 지역 스토리지에 저장한다. 페이지 콘텐

츠는 이제 캐싱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사용자, 또는 최초 사용자는 나중에 그 웹 페이지에 대한 접속을, 인터넷을 거쳐 그

요청을 웹 서버에 전송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며, 웹 캐시 시스템은 그 웹 페이지를 지역 스토리지로부터 전달한다. 이 프

로세스는 사용자의 다운로드 시간을 단축시켜 주며, WAN 링크 상에서의 대역폭 수요를 감소시킨다. 캐시 데이터의 갱신

은 웹 캐시 시스템의 설계에 따라 여러가지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웹 캐싱은 웹 콘텐츠의 게시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게시자는 방문자들 중 일부가 이미 캐싱 서

버에 있는 웹 콘텐츠에 접속하는 경우 부정확한 히트 수를 수집할 수 있다. 게다가, 캐싱 서버가 콘텐츠를 신속하게 갱신하

지 않는 경우, 만기된 콘텐츠, 즉 스테일 콘텐츠(stale content)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캐시 엔진은 월드 와이드 웹 상에 널리 보급되고 있다. 그 결과, 기점 웹 서버(origin web server)는 웹 사이트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요청의 대부분에 대해 서비스하지 않는다, 즉 그 요청들 대부분을 보지 못한다. 패킷 스니퍼들(packet

sniffer)도 그 요청들을 보지 못하며, 이는 그 요청들이 인터넷 상의 다른 곳에 있는 캐시 엔진들에 의해 충족되기 때문이

다. 몇년 동안 광고를 위해 어떤 레코드가 기점 서버에 의해 기록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단일 픽셀 투명 GIF(single pixel

clear GIF)(캐싱할 수 없음)를 사용하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해결책은 단일 픽셀 GIF 파일 자체의 요청에

관한 정보만을 로깅할 뿐이다.

단일 픽셀 투명(single pixel transparent) GIF(Graphic Interchange Format)는 웹 디자이너의 도구 상자에서 가장 유연

한 도구이다. 투명한 GIF의 사용은 웹 페이지 상에서의 텍스트 및 그래픽의 레이아웃을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한 방법이다.

투명한 GIF는 페이지 상의 어디에 오든지간에 보이지 않은 채 있을 것이며, 모든 배경 그래픽 및 필(fill)은 본래대로 남아

있게 된다. 단일 픽셀 투명 GIF는 이전에도 사용되고 있었지만, 그 데이터는 한 세트의 로그 레코드 전체의 대용물

(surrogate)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하지는 못했다.

본 발명은 캐싱할 수 없는(uncacheable) 단일 픽셀 투명 GIF에 CGI(Common Gateway Interface; 공통 게이트웨이 인터

페이스) 질의 문자열(query string) 파라미터로서 부가의 정보를 첨부시킴으로써, 그 단일 픽셀 투명 GIF에 대한 웹 로그

들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풍부하게 해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일 픽셀 투명 GIF의 요청에 의해 생성된 로그 레코드(log

record)는, 페이지 콘텐츠가 캐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생성되는 한 세트의 로그 레코드 전체에 대한 "대용물"로서 기능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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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첨부 도면과 관련하여 기재된 이하의 상세한 설명을 읽어보면 보다 잘 이해될 것이다.

도 1은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에 걸친 웹 캐시 엔진의 한 구현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2는 웹 로그들에 기록되는 정보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CGI 질의 문자열 파라미터가 부가되어 있는, 캐싱할 수 없는 단

일 픽셀 GIF의 전형적인 한 구현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단일 픽셀 투명 GIF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웹 페이지 요청들을 해결하는 처리

논리를 나타낸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단일 픽셀 투명 GIF의 구현에 기초하여 생성될 수 있는 사이트 레벨 분석 표시(site level analysis

display)를 나타낸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단일 픽셀 투명 GIF의 구현에 기초하여 생성될 수 있는 전형적인 추천 카테고리(referral category) 표

시를 나타낸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단일 픽셀 투명 GIF의 구현에 기초하여 생성될 수 있는, 검색 엔진 및 디렉토리에 대한 전형적인 추천 카

테고리 표시를 나타낸 것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단일 픽셀 투명 GIF의 구현에 기초하여 생성될 수 있는, 특정 검색 엔진에 대한 전형적인 추천 결과

(referral result) 표시를 나타낸 것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단일 픽셀 투명 GIF의 구현에 기초하여 생성될 수 있는, 여러가지 웹 페이지에 대한 전형적인 콘텐츠 카

테고리를 나타낸 것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단일 픽셀 투명 GIF의 구현에 기초하여 생성될 수 있는, 홈 페이지에 대한 전형적인 콘텐츠 카테고리를

나타낸 것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단일 픽셀 투명 GIF의 구현에 기초하여 생성될 수 있는, 이용가능한 저장된 보고서들의 전형적인 표시

를 나타낸 것이다.

도 11A 내지 도 11M은 본 발명의 단일 픽셀 투명 GIF의 구현에 기초하여 생성될 수 있는 여러가지 이용가능한 저장된 보

고서를 나타낸 것이다.

실시예

웹 서버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일시, 발신측 IP(Internet Protocol) 주소, 요청된 객체, 및 그 요청의 완료 상태를 포함

한, 각각의 HTTP 요청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저장한다. 주기적으로 로그들을 분석하여, 각각의 기간에 대해 히트로 나타

낸 서버를 통한 트래픽, 서비스된 페이지의 수, 및 관심 페이지에 대한 수요 정도를 결정한다.

인터넷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들에 의해 개인 사용자는 그의 지역 하드 디스크(local hard disk) 상에 웹 페이지들을 캐싱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캐싱에 전용되는 디스크 공간의 양을 설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어떤 웹 사이트를 처음으로 볼 때, 그

콘텐츠는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 상의 서브디렉토리에 파일들로서 저장된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 웹 사이트를 가리킬

때, 브라우저는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않고 캐시로부터 콘텐츠를 가져온다. 버튼, 아이콘 및 이미지를 포함한 그 페이지의

어떤 요소들은 그 페이지를 처음으로 열었을 때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난다. 인터넷 사용의 통제할 수 없을 정

도의 증가로 인한 대역폭 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지역 캐싱(local caching)을 네트워크 레벨까지

확장시키는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해 왔다. 네트워크 레벨 캐싱 제품으로 현재 이용되는 2가지 유형으로서 프록시 서버

(proxy server)와 네트워크 캐시(network cache)가 있다. 프록시 서버는 범용 하드웨어 및 운영 체제 상에서 실행되는 소

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다. 프록시 서버는 물리적으로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과 웹 서버 사이에 있는 하

드웨어 상에 위치하고 있다. 프록시 서버는 그 웹 서버를 목적지로 하는 모든 패킷들을 수신, 각각의 패킷을 검사하여, 그

프록시 서버가 그 요청 자체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 기능한다. 프록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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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자체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그 요청을 웹 서버로 포워딩(forward)한다. 프록시 서버들은 예를 들면 직원들이 특

정 웹 사이트들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청들을 필터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프록시 서버들을 사용하는 데 있

어서의 문제점은, 프록시 서버들이 캐싱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며 네트워크 부하가 과중한 경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록시 서버들이 각각의 패킷을 검사할 수 있도록 트래픽이 저속으로 되고, 프록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

웨어의 장애로 인해 모든 사용자들은 네트워크 접속을 하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프록시 서버는 각각의 최종 사용자 브라

우저의 설정을 필요로 하며, 이것은 ISP들 및 대기업들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옵션이다. 프록시 서버의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네트워크 캐시를 구축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러한 캐싱 중심의(caching-focused) 소프트

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은 캐싱 소프트웨어의 기능 보강 및 프록시 서버 구현들의 다른 느린 측면들을 제거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프록시 서버는 프로세스당 콘텍스트 오버헤드(per-process context overhead)가 아주 높

은 범용 운영 체제 하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프록시 서버는 많은 수의 동시 프로세스들(simultaneous processes)로의 확

장이 용이하지 않다.

네트워킹 제품 벤더들은 캐싱 알고리즘 및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저장 및 검색하는 특수 목적의 네트워크 기

기로서 캐시 엔진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캐시 엔진들은 콘텐츠 관리 및 전달에만 전용된다. 웹 요청만이 캐시 엔진으로

라우팅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용자 트래픽도 캐싱 프로세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웹 트래픽 이외의 트래픽(non-

web traffic)에 대해, 라우터는 완전히 종래의 방식대로 기능한다. 캐시 엔진과 라우터 간의 통신은 캐시 제어 프로토콜

(cache control protocol)에 의해 정의된다. 이 프로토콜 하에서, 라우터는 의도한 서버가 아닌 캐시 엔진으로 오직 웹 요

청만을 보낸다. 캐시 엔진의 경우, 클라이언트는 통상의 방식으로 웹 콘텐츠를 요청한다. 캐시 제어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라우터는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전송 제어 프로토콜) 80번 포트의 웹 트래픽을 가로채서 이를 캐시 엔진

으로 라우팅한다. 클라이언트는 트랜잭션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클라이언트나 브라우저에 대해서는 어떤 변경도 필요하지

않다. 캐시 엔진은 요청된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통상의 방식대로 그 요청을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으로 전송

한다. 콘텐츠는 캐시 엔진으로 반환되어 그 곳에 저장된다. 캐시 엔진은 그 콘텐츠를 클라이언트로 반환한다. 동일한 콘텐

츠에 대한 추후의 요청이 있을 때, 캐시 엔진은 그 요청을 지역 스토리지로부터 충족시킨다. 도 1은 인터넷과 같은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의 웹 캐시 엔진의 일 구현예를 나타낸 것이다. 클라이언트 컴퓨터(12, 14, 16)는 라우터(18)를 거쳐

웹 콘텐츠를 요청할 수 있다. 라우터(18)는 TCP 80번 포트의 웹 트래픽을 가로채어 이를 지역 캐시 엔진(local cache

engine)(20)으로 라우팅한다. 클라이언트(12, 14, 16)는 이러한 트랜잭션에 관여하지 않으며, 클라이언트 컴퓨터나 브라

우저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경도 필요하지 않다. 캐시 엔진(20)은 요청된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인터넷 콘텐츠

서버(40, 42, 44)에 접속하기 위해 그 요청을 라우터(18)를 거쳐 인터넷으로 보낸다. 콘텐츠는 캐시 엔진(20)으로 반환되

어 그 곳에 저장된다. 그 다음에 캐시 엔진(20)은 요청된 콘텐츠를 라우터(18)를 거쳐 클라이언트 컴퓨터(12, 14, 16)로 반

환한다. 수개의 캐시 엔진들(32, 34, 36)이 캐시 팜(cache farm)을 이루어 계층적으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사이트(30)에 설치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12, 14, 16)로부터 라우터(18) 및 ISP 서버(30)를 통해 온 요청들은 클라이언트

요청을 캐시 팜(32, 34, 36)의 스토리지로부터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해 캐시 팜(32, 34, 36)쪽으로 방향 전환된다. 캐시 엔

진들(32, 34, 36)이 그 요청을 지역 스토리지로부터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요청된 인터넷 콘텐츠를 위해 ISP 서버

(30)를 거쳐 인터넷(50)을 통해 적절한 서버(40, 42, 44)에 대해 정규의 웹 요청이 행해지게 된다. 라우터(18) 이외에, 라

우터(26, 46)도 ISP 서버(30)에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라우터(18, 26, 46)는 종종 POP(Point-of-

Presence)이라고도 한다. POP은 인터넷에 대한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의 위치로서, 고유의 인터넷 IP 주소를 갖는

다. POP에는 보통 라우터, 디지털/아날로그 전화 통합기(digital/analog call aggregator), 서버 등이 포함되며, 종종 프레

임 릴레이 또는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비동기 전송 모드) 스위치 등도 포함된다. 라우터(46)에는 캐시 엔

진(48)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라우터(26)에는 캐시 엔진(28) 및 라우터(24)가 연결되어 있다. 라우터

(24)는 기업 인트라넷(corporate intranet)(22)에 연결되어 있다.

라우터는 웹 서버를 목적지로 하는 패킷들을 캐시 엔진쪽으로 방향 재설정(redirect)하기 때문에, 캐시 엔진은 클라이언트

에 대해 투명하게 동작한다. 클라이언트는 그의 브라우저를 프록시 서버 모드에 있도록 설정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캐시

엔진의 동작은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투명하다. 라우터는 웹 트래픽 이외의 트래픽에 대해 완전히 정규 방식대로 동작한다.

웹 객체(web object)는 캐싱 서버에 있는 브라우저에 대해 그 웹 객체를 어떻게 캐싱할 것인지를 지시하기 위해 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 헤더를 포함할 수 있다. 회사 로고와 같은 정적 이미지의 경우, 캐싱 서버가 그 이미지를

영원히 캐시에 보관할 수 있도록 만료 헤더(expiration header)를 "만료되지 않음"(no expiration)으로 설정할 수 있다. 특

정의 페이지, 예를 들면 광고에 대한 정확한 히트 수를 수집하기 위해, 즉각 만료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작은 이미지 객체가

그 페이지에 부가될 수 있으며, 따라서 캐싱 서버는 그 객체를 캐싱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용자가 그 페이지를 요청할 때

마다, 브라우저 또는 캐싱 서버는 기점 웹 서버로부터 그 객체를 검색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웹 서버는 정확한 요청 횟수

를 카운트할 수 있다.

공통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Common Gateway Interface; CGI)란 외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또는 게이트웨이를 정보

서버 하에서 플랫폼에 독립적인 방식으로 실행시키기 위한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CGI는 간단히 말하면 서버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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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트 사이에서의 정보 전송을 위한 표준화된 방식이다. CGI 스크립트란 표준 방식으로 서버와 통신하는 프로그램을 말

한다. 현재, 지원되는 정보 서버는 HTTP 서버이다. 각각의 CGI 서버 구현은 그 요청에 관한 데이터를 서버에서 스크립트

로 전달하는 메카니즘을 규정해두어야만 한다.

웹 페이지 폼(web page form)에 있는 각각의 요소(element)는 그와 연관된 이름(name)과 값(value)을 가지고 있다. 이름

은 전송되는 데이터를 식별해준다. 값은 그 데이터를 말하며, 웹 페이지 디자이너에 의해 주어지거나 또는 방문자가 어떤

필드에 그 값을 타이핑해 넣음으로써 주어질 수도 있다. 방문자가 전송 버튼(submit button)을 클릭하면, 각각의 폼 요소

의 이름-값 쌍은 서버로 보내진다. CGI 스크립트는 일반적으로 2가지 기능을 갖는다. 첫번째 기능은 모든 이름-값 쌍을

취출하고 이들을 개개의 이해가능한 부분들(individual intelligible pieces)로 분리시키는 것이다. 두번째 기능은 그 데이

터를 가지고서 그를 프린트 출력하는 것, 필드들을 서로 곱하는 것, 이메일 확인을 보내는 것, 또는 그를 서버에 저장하는

것 등의 어떤 일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다. 폼은 3가지 중요한 부분, 즉 그 폼을 처리하게 될 CGI 스크립트의 URL을 포함하

는 폼 태그(form tag), 필드 및 메뉴와 같은 폼 요소(form element), 및 데이터를 서버 상의 CGI 스크립트로 보내는 전송

버튼(submit button)을 가지고 있다. 스크립트란 웹 페이지에 상호 작용성(interactivity)을 부가하는 작은 프로그램을 말

한다. 간단한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경고 상자나 또는 어떤 텍스트를 웹 페이지에 부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보다 복잡한 스

크립트를 작성하여 방문자의 브라우저에 따라 특정한 페이지들을 로드하거나 방문자의 마우스 클릭에 따라 프레임의 배경

색을 변화시키도록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스크립트는 Netscape Communicator(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 및 Microsoft

Internet Explorer(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포함한 대부분의 브라우저에 의해 지원되는 자바 스크립트

(JavaScript)라고 하는 스크립팅 언어로 작성되어 있다.

자바 스크립트는 객체 지향 언어이며, 이는 자바 스크립트가 웹 페이지 상에 있는 윈도우, 이미지 및 문서와 같은 객체들에

조작을 행하는 동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바 스크립트 명령들은 웹 페이지를 생성하는 HTML 파일 내에 직접 들어

있다. 실행되는 스크립트에 따라, 명령들은 그 파일의 몇개의 부분들에 배치될 수 있다. 이 명령들은 그 파일의 상단 근방

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특수 코드들이 이 명령들을 기동시켜, 이들이 자바 스크립트 명령이라는 것을 브라우저에 경고

한다. 그 명령들이 파일의 상단에 있는 HTML <BODY> 태그 이전에 들어 있는 경우, 그 스크립트는 HTML 페이지가 아직

로딩되고 있는 중에 실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자바 스크립트는 인터프리트형 언어(interpreted language)이며, 이는

자바 스크립트의 명령들은 브라우저가 이들을 판독하는 순서로 브라우저에 의해 실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바 스크립

트는 객체들에 대해 여러 조치를 취하는 동작을 한다. 이들 조치를 메쏘드(method)라고 한다. 자바 스크립트의 기본 구문

(basic syntax)에서는, 객체가 먼저 명명되고, 그 다음에 마침표가 오며, 이어서 그 객체에 대해 취해지는 조치, 즉 메쏘드

가 온다. 따라서 자바 스크립트에서 새로운 윈도우의 열기(open)를 행하는 명령은 window.open 이다. 이 경우, window

는 객체이고 open은 메쏘드이다. 이 명령은 새로운 브라우저 윈도우의 열기를 행한다. 다른 파라미터들이 그 명령 이후에

부가될 수 있다. 파라미터들은 모두가 한 세트의 괄호 내에 놓여지며, 각각의 개별 파라미터는 인용 부호 내에 있고 그 파

라미터들은 콤마로 분리되어 있다.

자동 스크립트(automatic script)는 웹 페이지가 로드될 때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 의해 실행된다. 웹 페이지 상에 있을 수

있는 자동 스크립트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HTML 페이지 상에서의 스크립트의 위치는 그 스크립트가 로드되는 때를 결

정한다. 스크립트는 HTML 문서 중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로드된다. 자동 자바 스크립트는 이하의 HTML 코드에 의해

HTML 문서에 부가된다.

<SCRIPT LANGUAGE = "JavaScript">

스크립트의 내용을 타이핑함

</SCRIPT>

구버전의 브라우저들(older browsers) 중 일부는 스크립트를 실행시킬 수 없으며 SCRIPT 태그를 이해하지 못한다.

HTML 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NOSCRIPT 태그를 사용하는 것이 있으며,

그 태그 다음에는 일반 텍스트(regular text)로서 취급되는 정보가 오게 된다. 구버전의 브라우저는 NOSCRIPT 태그를 이

해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이를 무시하게 되지만, 그 다음에 오는 텍스트를 처리한다. 이하의 것이 HTML 문서에 부가된

다.

<NOSCRIPT>

정보를 타이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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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CRIPT>

대용 로그 파일(surrogate log file)을 생성하기 위한 단일 픽셀 GIF의 구현에 있어서, 이하의 태그들 및 속성들이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되며,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설명한다.

IMG는 HTML 태그로서 페이지 상에 이미지를 삽입시키기 위한 것이고,

ALT는 그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표시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기 위한 속성이며,

SRC는 그 이미지의 URL을 지정하기 위한 속성이다.

또한, IMG 태그에 대한 이하의 속성들도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WIDTH, HEIGHT는 HTML 페이지가 보다 빠르게 로드될 수 있도록 그 이미지의 크기를 지정하기 위한 속성들이다.

BORDER는 경계선이 있는 경우 그의 두께를 지정하기 위한 속성이다. BORDER=0로 하면 경계선이 생략되며, 그렇지 않

은 경우에 브라우저는 자동적으로 이미지 둘레에 경계선을 두게 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는, 그 페이지가 게시될 때 CGI 문자열 데이터(string of data)를 단일 픽셀 GIF에 대한 SRC

속성에 다음과 같이 첨부한다.

&pag=xxxxxxx GIF가 나타나는 페이지의 절대 URL,

&num=xx 페이지를 게시할 때에 그 페이지 상에 있는 요소(SRC)들의 개수,

&ref=xxxxxxxx 현재의 페이지를 요청했던 페이지의 URL(이것은 자바 스크립트에 의해 행해짐).

게다가, 사용자 쿠키의 영구적인 쿠키 식별자(persistent cookie identification)가 CGI 문자열 데이터에 다음과 같이 첨부

될 수 있다.

&usr=xxxxxxxx 사용자 쿠키의 영구적인 쿠키 ID(자바 스크립트).

도 2는 질의 문자열 파라미터가 부가되어 있는 단일 픽셀 GIF의 구현의 일례를 나타낸 것으로서, 이는 페이지 콘텐츠가 캐

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생성되어지는 한 세트의 로그 레코드 전체에 대한 대용물(surrogate)로서 기능한다. 도 2에서, 자

바 스크립트문(Java Script statement)은 HTML 페이지에 직접 내장되어 있다. 자바 스크립트문은 write 메쏘드를 갖는

document 객체("document.write")를 포함한다. document 객체는 현재의 문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HTML 표

현식들을 지정된 윈도우에서 사용자에게 표시하기 위한 메쏘드들을 제공한다. IMG 태그 및 BR 태그는 그 윈도우에 표시

되는 HTML 표현식들이다. BR CLEAR 태그 및 속성은 단순히 줄바꿈(line break)을 생성하고 텍스트 랩(text wrap; 폭

맞추기 자동 줄바꿈)을 중단시킨다. IMG 태그 다음에 오는 SRC 속성은 단일 픽셀 투명 GIF("uc.GIF")를 내포하는 페이지

의 절대 URL를 제공한다. 즉,

SRC="http://census.rolandgarros.org/rc/images/uc.GIF?pag=

' + location.pathname + '&num=14' + r + '".

uc.GIF 다음에 오는 CGI 문자열은 HTML 페이지 상에 SRC 요소가 14개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추천자 페이지(referrer

page)의 URL은 변수 "r"로 주어져 있으며, 이 변수 r은 "if" 문에 대한 조건이 참인 경우(즉, document.referrer 객체가 비

어 있는 경우) '&ref='+top.document.referrer 로서 정의된다. 자바 스크립트 top.document.referrer는 사용자가 현재

의 페이지 이전에 보고 있었던 호출 문서(calling document)[즉, 추천자 페이지(referrer page)]의 URL을 반영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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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스크립팅 언어를 해석할 수 없는 경우, NOSCRIPT 태그는 브라우저에 의해 해석되어야 할 HTML

문들을 구분시켜 준다. 이것은 IMG 태그를 포함하며, 여기서 SRC 속성은 "uc.GIF" 이후에 HTML 페이지(즉,

"index.html")의 디폴트 URL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어 있는 질의 문자열을 갖는다. index.html 파일은 웹 사이트 상의 최상

위 디렉토리의 디폴트 파일(default file)이다.

웹 사이트는 웹 페이지를 서비스하기 위해, 호스트 컴퓨터와 이 호스트에서 실행되는 서버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한다. 호

스트는 통신, 프로토콜을 관리하고, 인터넷 상에 웹사이트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페이지들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 서버 소프트웨어는 호스트 상에 상주하면서 페이지들을 서비스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

소프트웨어가 보내온 요청들을 처리한다. 서버는 HTTP 요청 및 호스트 운영 체제와의 통신을 처리하고, 이 호스트 운영

체제는 이어서 TCP/IP 통신을 처리한다. 여러가지 유형의 클라이언트에 대해 여러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여러가

지 종류의 서버 소프트웨어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웹 서버는 HTTP 서버로서, 그의 기능은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

토콜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브라우저)에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는 서버에 대해

HTML 문서를 반환해줄 것을 요청한다. 서버는 이 요청을 수신하고 응답을 되보낸다. 이 응답의 상단부는 전송 정보를 포

함하고, 응답의 나머지가 HTML 파일이다. 페이지들을 브라우저에 보내는 것 외에도, 웹 서버는 또한 CGI 스크립트를 실

행시키라는 요청을 CGI 애플리케이션에 전달한다. 이들 스크립트는 데이터베이스 검색 또는 대화형 폼 처리(interactive

form processing)와 같은 외부 미니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서버는 스크립트를 CGI를 거쳐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고 그

스크립트를 다시 브라우저로 전달한다. 서버 소프트웨어는 또한 웹 사이트를 여러가지 방식으로 관리 및 보안 유지시키는

유틸리티들과 설정 파일들도 포함하고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처리 논리를 나타낸 것이다. 프로세스는 시작 블록(300)에서 시작한다. 논리 블록(302)에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는 HTML 웹 페이지를 요청한다.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는 요청된 HTML 페이지가 클라이언트에 캐

싱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정 블록(302)에서 판정한다. 페이지가 클라이언트에 캐싱되어 있는 경우, HTML 파일은 논리 블

록(3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브라우저로 전달된다. 브라우저는 HTML 파일을 해석하여 소스 이미지(즉, 기점 웹 서버로부

터의 이미지) 또는 캐싱된 이미지를 가지고서 웹 페이지를 작성한다. 캐싱된 이미지들은 지역적으로(locally) 즉 ISP에서,

또는 그 경로를 따라 있는 라우터나 다른 네트워크 장치에서 이용가능한 것일 수 있다. 판정 블록(304)에서 그 페이지가 클

라이언트에 캐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 판정 블록(306)에서 다른 검사를 수행하여 그 페이지가 ISP에 캐싱되

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ISP 캐시 검사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이다. 클라이언트로부터의 그

다음 홉(next hop)은, TCP/IP 주소를 가지며 직접 인터넷 접속(direct Internet access)을 제공하는 인트라넷 상의 서버

쪽으로 일 수 있다. 논리 블록(3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페이지가 그 경로를 따라 캐싱되어 있는 경우, HTML 파일을 클라

이언트 브라우저로 전달, 그 HTML 코드를 해석하여 캐싱되어 있거나 또는 기점 웹 서버로부터 검색해온 이미지들을 가지

고서 웹 페이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페이지가 웹 서버로의 경로를 따라 캐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페이지에 대한 요청은

호스트로 전송되며, 그곳에서 웹 서버 소프트웨어는 논리 블록(30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 요청을 처리한다. 브라우저가

HTML 파일을 요청한 경우, 웹 서버는 논리 블록(3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 소스 HTML 파일(original source HTML

file)을 검색하고, 그 파일에 헤더를 부착하여 그 파일을 전송한다.

브라우저가 논리 블록(310, 312, 314)에서의 처리로부터 HTML 파일을 수신하면, 판정 블록(318)에서 검사를 수행하여,

HTML 파일이 캐싱할 수 없는 단일 픽셀 GIF(본 발명에서는 uc.GIF로 나타냄)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포함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검색한 캐싱된 이미지를 표시하여 요청된 웹 페이지의 작성을 완료하게 된다. 그 다음에 요청의 처

리는 종료 블록(326)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완료된다. 판정 블록(318)에서 uc.GIF 요청이 HTML 파일에서 발견된 경우,

uc.GIF 및 CGI 질의 문자열들은 기점 웹 서버로 전송되고, 기점 웹 서버에서는 이 문자열들을 분석, 풍부한 웹 서버 활동

데이터(enriched web server activity data)를 수집하게 되며, 본 발명에 의해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 브라우저는 또다시

HTML 코드를 해석하여 소스 이미지 또는 캐싱된 이미지를 가지고서 페이지를 작성한다. 도 2의 일례를 사용할 때, 전송

된 uc.GIF 요청에 대해 한번의 히트, 그리고 HTML 파일에 있는 HTML IMG SRC 태그/속성에 기초하여 검색되는 다른 소

스 이미지에 대해 13번의 히트를 포함하여, 그 웹 페이지에 대해 14번의 히트가 기록된다. 이것은 캐싱할 수 없는 단일 픽

셀 GIF 요청을 사용하는 대용 특성(surrogate nature)을 나타낸다. 14번의 히트에 대한 추천 페이지(referrent page)도

CGI 질의 문자열의 일부분으로서 포함되어 있다. 도 2에서, 이것은 "r='&ref='+top.document.referrer"로 나타내어져 있

다. 이러한 풍부한 웹 서버 활동 데이터의 수집 및 저장은 논리 블록(322)에 나타내어져 있다. 그 다음에, 요청 처리는 종료

블록(32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종료된다.

사용자가 웹 사이트를 방문하면, 브라우저는 URL을 검사하여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쿠키

파일을 조사한다. 브라우저는 그 URL과 관련된 쿠키를 발견하면, 그 쿠키 정보를 서버로 전송한다. URL과 관련된 쿠기가

없는 경우, 서버는 그 쿠키 파일 내에 쿠키를 배치한다. 어떤 사이트들은 먼저 이름 및 패스워드와 같은 일련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그런 다음에 하드 디스크 상에 쿠키를 배치하고 그 정보를 그 쿠키에 넣어 둔다. 이것은 등록을 요구하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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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들에 전형적인 것이다. 통상적으로, 서버 상의 CGI 스크립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취출하여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 상에 쿠키를 작성한다. 사용자가 웹 사이트를 떠나면, 쿠키 정보는 하드 디스크 상에 남게 되고, 따라서 그 사

이트는, 사용자가 그 사이트를 떠날 때 그 쿠키가 만료되도록 특별히 작성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그 다음에 웹 사이트를

방문할 때 그 사용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전술한 단일 픽셀 GIF의 사용을 통해 풍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 웹 사이트 활동에 관한 더욱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다차원 구현을 포함한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둘 수 있다. 게다가, 이렇

게 수집된 데이터는 또한 이하에 간단하게 기술하는 온라인 분석 처리(OLAP, On-line Analytical Processing)와 같은 비

교적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분석될 수 있다.

온라인 분석 처리(OLAP)는 라이브 임시 데이터 접근 및 분석(live ad hoc data access and analysis)을 위해 설계된 한

부류의 기술들을 말한다. 트랜잭션 처리는 일반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고 있지만, OLAP는 비지니스 데이터

의 다차원 뷰(multidimensional view)와 동의어가 되었다. 이들 다차원 뷰는 다차원 데이터베이스 기술에 의해 지원된다.

OLAP 애플리케이션은 제품 종류별, 지역별 등의 총판매액과 같은 데이터의 더욱 고수준의 통합된 일람(aggregated

view)을 원하는 일이 많은 분석가에 의해 사용된다. OLAP 데이터베이스는 종종 다중 소스들로부터 배치 모드로 갱신되는

것이 보통이며, 다중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 분석 백엔드(analytical backend)를 제공한다.

도 4는 전형적인 사이트 레벨 분석 표시를 나타낸 것으로서, 이는 웹 페이지 콘텐츠가 캐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생성되

어지는 한 세트의 로그 레코드 전체에 대한 대용물로서 단일 픽셀 GIF를 사용하여 정확한 히트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부

터 도출될 수 있다. 동 도면은 선택된 기간에 대해 행해질 수 있는 여러가지 측정들을 도시하고 있으며, 히트(hits), 방문 페

이지(pages visited), 초/페이지 뷰(seconds per page view), 방문(visits), 히트/방문(hits per visit), 페이지 뷰/방문

(page views per visit), 및 초/방문(seconds per visit)을 포함하고 있다.

도 5는 전형적인 추천 카테고리(referral category) 표시를 나타낸 것으로서, 이는 웹 페이지 추천 소스(referral source)

에 관한 로그 정보에 단일 픽셀 GIF를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여러가지 추천 카테고리(referral category)

는 그 중에서도 광고, 교육, 정부, 내부 추천, ISP 추천, 그리고 검색 엔진 및 디렉토리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그 데이터

는 선택된 기간(예를 들면, 달력의 주간)에 대해 제시된다. 다양한 추천 카테고리들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며, 이는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브추천 카테고리(sub-referral category)로 "드릴 다운(drill down)"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 6은 통상의 검색 엔진 또는 브라우저로부터 행해진 추천(referral)에 기초하여, 선택된 기간에 대한 검색 엔진 및 디렉

토리 추천 카테고리의 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페이지 추천의 수가 피크에 도달한 6월 10일로 끝나는 주간 동안,

71% 이상이 야후 검색 엔진에 의해 추천되었다. 밑줄이 그어진 서브카테고리로 나타낸 바와 같이 검색 엔진 추천 카테고

리로의 추가의 드릴 다운이 가능하다.

도 7은 알타비스타(AltaVista) 추천 서브카테고리의 추가의 드릴 다운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이 표시에서는 7월 3

일로 끝나는 주간 동안, 알타비스타로부터의 추천의 84%가 알타비스타 홈 페이지 상의 CGI 질의 문자열로부터 비롯된 것

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추천 서브카테고리에서는 추가의 드릴 다운이 불가능하다.

도 8은 콘텐츠 카테고리별 웹 페이지의 전형적인 표시로서, 이는 웹 페이지 콘텐츠가 캐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생성되어지

는 한 세트의 로그 레코드 전체에 대한 대용물로서 단일 픽셀 GIF를 사용하여 정확한 히트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부터 도

출될 수 있다. 콘텐츠 카테고리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림, 홈 페이지, 뉴스와 사진, 경기자, 점수판, 매장(선물 매장)이 포

함된다. 데이터는 선택된 기간에 대해 제시된 것이다. 다양한 콘텐츠 카테고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며, 이는 하위 레벨의

상세로 드릴 다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 9는 홈 페이지 콘텐츠 카테고리의 드릴 다운을 나타낸 것이다. 자원에는 자바 스크립트-지원 브라우저(Java Script-

enabled browser)를 통해 접속가능한 영어판 홈 페이지(/en), 자바 스크립트-지원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가능한 불어판

홈 페이지(/fr), 및 자바 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부터 접속가능한 영어판 홈 페이지(/en/index.html) 등이 포

함된다. 6월 10일로 끝나는 피크 트래픽 주간의 경우, 홈 페이지 트래픽의 58%가 영어판 홈 페이지에 대한 것이었으며 자

바 스크립트-지원 브라우저로부터 개시된 것이다. 42% 보다 약간 적은 트래픽은 불어판 홈 페이지에 대한 것이었으며 자

바 스크립트-지원 브라우저로부터 개시된 것이다.

도 10은 전형적인 저장된 보고서 표시를 나타낸 것으로서, 본 발명의 단일 픽셀 GIF의 사용을 통해 생성된 대용 로그 레코

드(surrogate log record)의 OLAP 처리를 사용하여 생성될 수 있다. 저장된 보고서에는 사이트 레벨 보고서, 방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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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visit distribution report), 트래픽 보고서, 콘텐츠 보고서, 도메인/서브도메인 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열거한 보고

서들 각각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으며, 이는 그 보고서 이름을 단순히 클릭하는 것만으로 자세한 보고서가 입수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 11a 내지 도 11m은 대응하는 전형적인 저장된 보고서의 형식을 나타낸 것이다. 도 11a는 이용가능한 사이트 레벨 보고

서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 이용가능한 사이트 레벨 보고서는 사이트 트래픽 보고서이다. 보고서 이름에는 밑줄이 그어

져 있으며 이는 그 보고서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한 보고서로의 추가의 드릴 다운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

작은 도 4와 같은 표시를 생성하게 된다. 이용가능한 방문 분포 보고서가 도 11b의 표시에 열거되어 있다. 도 11c 내지 도

11k 및 도 11m은 기본적으로 "상위 10개" 리스트인 여러가지 저장된 보고서를 나타낸 것이다. 도 11c는 트래픽 보고서를

나타낸 것으로서 요청된 상위 10개 자원들의 표시가 가능하다. 도 11d는 콘텐츠 보고서를 나타낸 것으로서 가장 많이 요

청된 상위 10개 페이지의 표시가 가능하다. 도 11e는 서브도메인 보고서를 나타낸 것으로서 페이지 뷰별 또는 방문 횟수

별로 상위 10개 서브도메인의 표시가 가능하다. 도 11f는 도메인 보고서를 나타낸 것으로서 페이지 뷰별 또는 방문 횟수별

로 상위 10개 도메인의 표시가 가능하다. 도 11g는 추천 보고서를 나타낸 것으로서 페이지 뷰별 또는 방문 횟수별로 상위

10개 추천의 표시가 가능하다. 도 11h는 종료 페이지 보고서를 나타낸 것으로서, 상위 10개 종료 페이지의 표시가 가능하

다. 도 11i는 최초 접속 페이지 보고서를 나타낸 것으로서 상위 10개 사이트 최초 접속 페이지의 표시가 가능하다. 도 11j

는 브라우저 보고서를 나타낸 것으로서 페이지 뷰별 또는 방문 횟수별로 상위 10개 브라우저의 표시가 가능하다. 도 11k는

플랫폼 보고서를 나타낸 것으로서 페이지 뷰별 또는 방문 횟수별로 상위 10개 플랫폼의 표시가 가능하다. 도 11l은 사용

클러스터 보고서(usage cluster report)를 나타낸 것으로서 사용 클러스터 방문 횟수의 표시가 가능하다. 도 11m은 광고

보고서를 나타낸 것으로서 노출 횟수별로 상위 10개 광고의 표시가 가능하다. 이용가능한 저장된 보고서들 모두는 최근 5

주와 같은 선택된 기간에 대해 제시된 것이다.

이하의 청구항들에 있는 임의의 수단+기능(means plus function) 구성 요소들에 대응하는 구조, 물질, 작용 및 균등물은

구체적으로 청구된 다른 청구 요소들과 결합하여 그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임의의 구조, 물질 또는 작용을 포함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본 발명이 그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도시되고 설명되어 있지만,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형태 및 상세에 있어서 여러가지 변경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 요소에 의해 요청된 정보가 하나 이상의 다른 네트워크 요소들에 캐싱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네트워크

에서 풍부한 활동 데이터(enriched activity data)를 얻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요청을 한 네트워크 요소가 액세스할 수 있는 다수의 정보 파일들을 생성 및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서버 소프트

웨어를 포함하는 서버 네트워크 요소를 포함하며,

상기 정보 파일은 요청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상기 요청을 한 네트워크 요소에 의해 해석(interpret)되는 키워드와 텍스

트 파일을 포함하고,

상기 정보 파일은 캐싱할 수 없는 단일 픽셀 GIF(Graphics Image Format) 요청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정보 파일을 해석할 때, 상기 단일 픽셀 GIF 요청은 상기 요청을 한 네트워크 요소로부터 상기 통신 네트워크를 거쳐,

상기 요청 안에 내포되어 있는 풍부한 데이터를 판독 및 저장하는 상기 서버 네트워크 요소로 전송되며,

상기 풍부한 데이터는 상기 서버 네트워크 요소의 완전한 웹 로그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서버 통신 네트워크에서 풍부한 활동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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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네트워크 요소들 중 적어도 하나에 연결되며, 요구가 있을 시에 상기 요청을 한 네트워크 요소

로 서비스되는, 요청된 정보 파일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캐시 엔진들을 더 포함하는 클라이언트-서

버 통신 네트워크에서 풍부한 활동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일 픽셀 GIF 요청은, 이 요청에 첨부되어 있고 또 상기 풍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공통 게이

트웨이 인터페이스(CGI) 질의 문자열을 포함하는 것인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네트워크에서 풍부한 활동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CGI 질의 문자열은 상기 요청된 정보 파일의 위치 식별자를 포함하는 것인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네트워크에서 풍부한 활동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CGI 질의 문자열은 상기 정보 파일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다수의 이미지 객체들을 포함하는 것인 클라

이언트-서버 통신 네트워크에서 풍부한 활동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CGI 질의 문자열은 상기 요청을 한 네트워크 요소에게 상기 서버 네트워크 요소를 조회하라고 했던

네트워크 요소의 식별자를 포함하는 것인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네트워크에서 풍부한 활동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CGI 질의 문자열은 상기 요청을 한 네트워크 요소의 영구적인 쿠키 식별자를 포함하는 것인 클라이

언트-서버 통신 네트워크에서 풍부한 활동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네트워크는 인터넷과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인 것인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네트워크에서 풍부한 활동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정보 파일들은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태그들로 작성된 하이퍼텍스트 문서

들인 것인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네트워크에서 풍부한 활동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0.

등록특허 10-0612711

- 12 -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하이퍼텍스트 문서는 상기 서버 네트워크 요소에 저장된 대응하는 웹 페이지의 표시를 생성하기 위

해, 상기 요청을 한 네트워크 요소에 의해 해석되는 소스 HTML 코드를 포함하는 것인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네트워크에

서 풍부한 활동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네트워크 요소는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 서버인 것인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네

트워크에서 풍부한 활동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을 한 네트워크 요소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인 것인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네트

워크에서 풍부한 활동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공통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CGI) 질의 문자열이 첨부되어 있는 상기 단일 픽셀 GIF 요청은 상기 HTML

파일 내에 직접 들어 있는 자바 스크립트 명령의 일부분으로서 포함되어 있는 것인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네트워크에서

풍부한 활동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자바 스크립트 명령은 상기 명령 다음에 오는 표현식(expression)을 문서 윈도우(document

window) 내에 위치시키는 "document.write" 명령인 것인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네트워크에서 풍부한 활동 데이터를 얻

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표현식은 상기 하이퍼텍스트 문서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위치를 지정하는 소스

(SRC) 속성을 갖는 HTML 이미지(IMG) 태그를 포함하는 것인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네트워크에서 풍부한 활동 데이터

를 얻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네트워크 요소들은 스위치 장치, 라우터 장치, 게이트웨이, 및 클라이언트 컴퓨터 장치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인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네트워크에서 풍부한 활동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7.

네트워크 요소에 의해 요청된 정보는 하나 이상의 다른 네트워크 요소들에 캐싱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네트워크

에서 풍부한 활동 데이터를 얻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요청을 한 네트워크 요소가 액세스할 수 있는 다수의 정보 파일들-상기 정보 파일은 텍스트 파일 및 키워드와, 캐싱할 수

없는 단일 픽셀 GIF(Graphics Image Format) 요청을 포함함-을 서버 네트워크 요소에서 생성하고 저장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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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요청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상기 요청을 한 네트워크 요소가 상기 텍스트 파일, 키워드 및 캐싱할 수 없는 단일 픽

셀 GIF 요청을 포함하는 상기 정보 파일들을 해석하는 단계와,

상기 요청을 한 네트워크 요소로부터 상기 통신 네트워크를 거쳐 상기 서버 네트워크 요소로 상기 단일 픽셀 GIF 요청을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서버 네트워크 요소에서 상기 전송된 단일 픽셀 GIF 요청 내에 포함된 상기 풍부한 활동 데이터를 판독하고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풍부한 활동 데이터는 상기 서버 네트워크 요소의 완전한 웹 로그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

언트-서버 통신 네트워크에서 풍부한 활동 데이터를 얻기 위한 방법.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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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네트워크 요소에 의해 요청된 정보가 하나 이상의 다른 네트워크 요소들에 캐싱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네트워크

에서 풍부한 활동 데이터를 얻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서버 네트워크 요소에서 다수의 액세스 가능한 정보 파일들-상기 정보 파일은 텍스트 파일 및 키워드와, 캐싱할 수 없는

단일 픽셀 GIF(Graphics Image Format) 요청을 포함함-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프로그램 명령어들과,

상기 요청을 한 네트워크 요소가 상기 정보 파일의 내용을 해석할 때, 상기 요청을 한 네트워크 요소로부터 상기 단일 픽셀

GIF 요청을 수신하는 프로그램 명령어들과,

상기 서버 네트워크 요소에서 상기 전송된 단일 픽셀 GIF 요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 풍부한 활동 데이터를 판독하고

저장하는 프로그램 명령어들을 포함하고,

상기 풍부한 활동 데이터는 상기 서버 네트워크 요소의 완전한 웹 로그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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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2.
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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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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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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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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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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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등록특허 10-0612711

- 21 -



도면10

도면11a

도면11b

도면11c

도면1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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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e

도면11f

도면11g

도면1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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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i

도면11j

도면11k

도면11l

도면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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