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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확장 비즈니스 트랜잭션은 클라이언트에 의해 개시되는 처리가 트랜잭션이 완료되기전에 인터럽트되어 차후에 동일

한 또는 또다른 클라이언트에 의해 인터럽트 시점으로부터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에서 처리된다. 이것은 단말 사용자 식별자와 관련하여 트랜잭션의 진행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를 저장소에 저장함으

로써 이루어진다. 단말 사용자가 두 번째로 클라이언트를 통해 서버로 그의 식별자를 전달할 때, 트랜잭션의 처리는 

저장된 상태를 기반으로 재개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확장 트랜잭션,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단말 사용자 식별자, 클라이언트 중립적 형태의 정보, 단말 사용자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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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응답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확장 트랜잭션(extended transactions)을 처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비즈니스 트랜잭션은 예를 들어 영화 티켓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독립적인 비즈니스 거래이다. 소정의 비즈니스 트랜

잭션은 단순하며 단기성을 띤다. 그러나, 휴가상품 또는 주택의 판매와 같이 장기간 걸쳐 발생되는 다수의 동작과 관

련한 다수의 분야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트랜잭션을 "확장 트랜잭션"으로 지칭할 것이다.

큰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은 잘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

은 단말 사용자(end-users)가 은행 구좌로 불입하거나 혹은 인출하거나 혹은, 단순히 잔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단말

기 네트워크를 통해 예를 들면, 은행과 단기 비즈니스 트랙잭션을 개시 및 완료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트랜잭션은 

주로 비교적 단기성(분단위)을 띠며, 이 시간 기간내에 완료하거나 또는 실패한다. 통신 세션은 트랜잭션의 지속기간

동안 설정되며, 이 기간이 종료되면 통신도 종결된다. 트랜잭션을 무기한으로 중지하고 차후에 재개한다는 개념은 없

으며, 트랜잭션이 활성일 때, 필요한 상태 정보가 유지관리되어 트랜잭션의 진행이 가능해지며 고장시에 복구할 수 

있게 된다.

전형적인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은 지능이 없는 입력/출력 장치로서 동작하는 연결된 단말기의 네트워크를 가진 대형

컴퓨터 데이터 처리기 뿐만 아니라, 제한된 양의 데이터 처리는 로컬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행해질 수 있으며 처리 

동작을 완료하기 위해 서버 컴퓨터의 큰 프로그램을 더 호출하는 클라이언트-서버 (분산) 시스템으로 구현되었다. 클

라이언트는 종종 서버로의 데이터 입력 및 출력을 처리하며, 단말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단말기를 포함한다. 클

라이언트는 단순한 단말기가 처리할 수 없는 인터페이스들간의 데이터 변환 및 번역의 양상을 다룰 수 있다.

최근에 인터넷으로 인해, 정보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관리되는 웹 서버에 소위 웹 브라우저에 의해 연결된 개별 컴퓨

터 사용자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웹 브라우저는 HTML로 알려진 포맷으로 정보를 전

송하기 위해 HTTP와 같은 설정된 프로토콜에 따라 설계된 범용 클라이언트 컴퓨터이다. 각 HTML 전송후에 웹 서

버와의 웹 브라우저의 통신은 종료하고, 서버는 이전 연결의 지식을 보존하지 않으므로, HTTP 프로토콜은 상태를 가

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트랜잭션 처리에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잭션의 현재 진행에 대한 소정의 상태 정보를 유지하거나 또는 다양한 방식의 검색을 구현함

으로써, 인터넷상에서의 트랜잭션 처리가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상태 정보는 HTML 형태로 숨겨질 수 있으며, 서버

가 상태를 저장해 온 트랜잭션과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새로운 입력을 관련시킬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서 왕래될 수 있다. 넷스케이프 통신사에 의해 공급되며,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 브라우저 시스템("넷스케이프"는 넷

스케이프 통신사의 상표)와 연결된 또다른 기지의 시스템은 서버 응답에 "쿠키(cookies)"를 추가하여 소정의 상태 정

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쿠키를 사용한다. 우리의 계류중인 유럽 특허출원 제0812088호에서는 서버에 의해 클라이언

트로 반환되는 상태 정보를 "연속적으로"(하이퍼링크) 내장한다.

그러나, 상태 정보를 도입하는 이러한 기지의 방식은 단순히,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이 정보를 보유하여 트랜잭션

을 재개하기 위해 이를 다시 넘겨줄 수 있도록 하여, 트랜잭션의 처리를 계속할 수 있게 한다. 클라이언트의 완벽한 연

결해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장기간 비즈니스 트랜잭션에서 적절한 상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또다른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중단된 트랜잭션의 재개를 허용하지 않는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은 서버와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서버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단말 사용자를 

위한 몇몇 유형의 확장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공통 목표를 향해 단말 사용자와의 구성요소 트랜잭션의 상

호작용(interaction)으로 구성되는 트랜잭션이며, 상기 처리는 일정치 않은 기간동안 중단되어 차후에 재개될 수 있으

며, 각 클라이언트는 상기 단말 사용자의 트랜잭션의 상호작용을 처리하기 위해 상기 서버와의 통신을 설정할 수 있을

때, 상기 방법은: 먼저, 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단말 사용자 식별자를 수신하는 단계; 선택을 위해 상기 클라이언트에

게 상기 몇몇 유형의 확장 트랜잭션의 메뉴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확장 트랜잭션의 선택을 수신하

는 단계; 상기 선택된 확장 트랜잭션의 처리를 시작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트랜잭션의 진행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트랜잭션에 대한 상기 상태 정보와 상기 단말 사용자 식별자를 관련시키는 단계; 상기 한

클라이언트와의 통신 세션 후에 상기 선택된 트랜잭션의 처리를 중지하는 단계; 상기 트랜잭션의 처리 세션 후에, 또

다른 클라이언트로부터 두 번째로 상기 사용자 식별자를 수신하는 단계; 두 번째로 상기 식별자를 수신하는 것에 응

답하여, 상기 다른 클라이언트로 상기 단말 사용자에 대한 모든 현재의 확장 트랜잭션을 제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확장 트랜잭션중의 하나를 제2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단계; 상기 제2 선택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된 트랜잭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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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기 저장된 상태 정보에 의해 결정되는 지점으로부터 상기 트랜잭션의 처리를 재개하는 단계를 서버에서 포함

한다.

본 발명의 제2 양상에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본 발명에 따르는 전술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

공한다.

본 발명의 제3 양상에 따라서, 본 발명은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서버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단

말 사용자를 위한 몇몇 유형의 확장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한 서버를 제공하는 데, 확장 트랜잭션은 공통 목표를 향

해 단말 사용자와의 구성요소 트랜잭션의 상호작용로 구성되는 트랜잭션이며, 상기 처리는 일정치 않은 기간동안 중

단되어 차후에 재개될 수 있으며, 각 클라이언트는 상기 단말 사용자 트랜잭션의 상호작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기 

서버와의 통신을 설정할 수 있는, 상기 서버는: 트랜잭션 처리 수단; 및, 상기 클라이언트와 상기 트랜잭션 처리 수단 

사이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트랜잭션 처리 수단은 상기 클라이언트중

의 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단말 사용자 식별자의 제1 전달에 응답하여, 선택을 위해 상기 몇몇 유형의 확장 트랜잭션

의 메뉴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고, 상기 클라이언트에 의한 확장 트랜잭션의 선택에 응답하여 선택된 확장 트

랜잭션의 처리를 시작하고, 상기 선택된 확장 트랜잭션의 진행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를 발생하고;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 사용자 식별자와 관련하여 상기 트랜잭션 상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를 더 포함하고; 상기 트랜잭션 처

리 수단은 상기 한 클라이언트와의 통신 세션 후에 선택된 트랜잭션의 처리를 중지하고, 다른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단말 사용자 식별자를 두 번째로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상기 단말 사용자를 위한 모든 

현재 확장 트랜잭션을 제공하므로써 상기 다른 클라이언트가 상기 한 확장 트랜잭션을 제2 선택하게 하고; 상기 제2 

선택에 응답하여, 상기 저장소에서의 상기 선택된 트랜잭션에 대한 상기 저장된 상태 정보에 의해 결정되는 시점으로

부터 상기 트랜잭션의 처리를 재개한다.

따라서, 이름 또는 패스워드와 같은 단말 사용자 식별자를 사용하므로써, 이 단말 사용자가 이전에 개시한 트랜잭션을

식별할 수 있고, 저장소에 저장된 상태 정보에 의해 지시되는 지점으로부터 처리를 재개할 수 있다. 저장된 상태 정보

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시의 상태에 대응하거나 혹은, 클라이언트 입력을 더 요구할 때 까지 비동기적으로 

트랜잭션을 계속 처리하는 트랜잭션 처리 수단의 결과로 인해 도달하는 차후의 상태에 대응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주된 이점은 확장 트랜잭션을 개시한 클라이언트와 상이한 클라이언트가 이 트랜잭션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것은 트랜잭션의 재개를 기다릴 때, 사용자가 상이한 설비를 갖춘 물리적으로 상이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현실에 대응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단말 사용자가 다수의 트랜잭션상에서 작업할 수 있게 한다. 단말 사용자 식별자와 통신하는 클라이

언트에 응답하여, 서버는 단말 사용자를 위한 현재의 모든 트랜잭션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데, 이 클라이언트는

처리를 위해 서버에 대한 단말 사용자가 선택한 트랜잭션을 확인한다. 바람직하게, 단말 사용자와 관련있는 저장된 

상태 정보는 선택된 확장 트랜잭션에 대한 토큰의 발생에 의해, 그리고, 트랜잭션의 처리를 그의 저장된 상태로부터 

재개할 수 있도록 다른 클라이언트의 제2 선택 후에 토큰을 제공하므로써 성취된다.

또한, 확장 트랜잭션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다수의 상호작용와 관련있고 클라이언트가 상태 정보를 저장할 능력

이 없으므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특징에서는 트랜잭션을 고유하게 식별하며 그의 상태 정보로써 또한 식별되는 토큰

을 발생한다. 이 토큰은 서버로부터 단말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응답을 가진 클라이언트로 되전송되고, 

그후, 트랜잭션의 처리가 각 상태 정보에 의해 정의되어지는 바와 같은 그의 현재 상태로부터 재개될 수 있도록 단말 

사용자 응답과 함께 서버로 되전송된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또다른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처리 재개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

가 상이한 유형이여도 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송신하기 위한 클라이언트-중립적 형태(c

lient-neutral form)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은 차후에, 새로운 유형의 클라이언트에 의해 단말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특정적 형태로 변환된다.

클라이언트 중립적 정보는 비즈니스 데이터 및 일반적 디스플레이 포맷명의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본 발

명은 일반적 디스플레이 형식명을 클라이언트 특정적 탬플릿으로 맵핑(mapping)하여 상기 비즈니스 데이터를 디스

플레이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이제, 도면이 첨부된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단지 예로써 본 발명을 기술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서 확장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한 서버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2는 세가지 특정적 유형의 클라이언트에 적합한 도1의 시스템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는 도 1의 시스템의 홈베이스 저장소 부분의 내용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서 확장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실시예

도 1은 단말 사용자가 한 클라이언트를 통해 개시하는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확장 트랜잭션 관리 서

버 시스템(10)과 통신하는 다수의 클라이언트(5)가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을 도시한다.

도 2를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는 통상적인 웹 브라우저, IBM 3270 터미날("IBM"은 I

BM사의 상표), 및 음성 응답장치를 포함하는 각종 상이한 유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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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확장 비즈니스 트랜잭션은 견적을 요청하고,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수납 및 송장을 수신하고, 최종 지

불을 행하므로써 보험금을 얻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트랜잭션의 다양한 단계는 상이한 때 및 장소에서 발생될 수 있

고, 고객이 트랜잭션의 상이한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상이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은 처음에 그의 웹 브라우저로부터 견적을 요청할 수 있지만, 다음으로는 특정한 견적을 취하기 위해 자동

화된 호출 센터에 전화를 걸 수도 있다. 또한, 지불 행위는 또다른 유형의 클라이언트에서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응용 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확장 트랜잭션 관리자가 상이한 유형의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입력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고객이 그가 사용중인 클라이언트에 관계없이 동일한 트랜잭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제공하여야 한다. 도 1의 시스템은 이들 설비를 제공한다.

도 1의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5)로부터 확장 트랜잭션 관리 서버(10)로의 모든 입력은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요

청 또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사용자가 추가의 입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순히 클라이언트로 스태틱

페이지를 전달해 주도록 하는 요청으로서 처리된다.

이들 요청은 먼저 다수의 캐처(catchers)(20)중의 하나로 경로배정되는 데, 각 캐처는 특정 유형의 클라이언트에 대

응한다. 청취자(listener)(26), 맵퍼(mapper)(27) 및 응답자(responder)(28)와 함께 캐처(20)는 서버(10)의 작업 개

시 부분을 형성한다. 청취자, 맵퍼 및 응답자는 클라이언트의 유형을 알 필요없는 일반적 클라이언트-중립적 부분을 

형성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클라이언트의 유형에 관계없이 표준 단계들을 수행한다. 그러나, 캐처(20) 및 관련된 렌더

러(renderers)(50)는 특정 유형의 클라이언트에 대해 고유하게 대응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업 개시 부분을 분할함

으로써, 전체를 재설계할 필요없이 다른 유형의 클라이언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서버 설계가 보다 충분히 유통성있게

만들어진다.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입력을 수신시에 캐처(20)의 기본 기능은 클라이언트 입력으로부터 유형별 요청명 및 임의의 부

가적인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청취자(26)의 큐에 전달하는 데 있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그 중 하나가 매 확장 트랜

잭션과 고유하게 관련있는 애플리케이션 인터랙션 토큰(AIT: Application Interaction Token)을 제공하는 경우, 이 

토큰은 청취자에게로 전달된다.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의 경우에, 클라이언트 입력은 요청명으로서 브라우저 입력에서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인식하는 (도 1의 일반화된 클라이언트(5)에 대해 도시되지 않은) 웹 서버를 통해 전송되고, 데이터를 CG

I(Common Gateway interface)를 통해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에 특정적인 한 캐처(20)로 전 달한다. 캐처는 URL과

같은 웹기반 데이터를 일반 형태의 요청 및 데이터로 변환하고, 이를 청취자(26)에게 전달한다.

청취자(26)는 작업 요청을 적절한 서버 프로세스에 경로배정하기 위해 그의 큐를 처리한다. 이는 일반적 요청명, 관련

된 데이터 및 AIT를 맵퍼(27)로 전달하므로써 행해진다. 맵퍼는 요청명을 조사하고, 비즈니스 서비스 요청(BSR) 또

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기 위한 페이지 전달을 위한 요청인지를 나타내는 "유형"을 청취자에게 반환한다.

AIT가 요청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 맵퍼는 이를 유효화한다. AIT가 제공되지 않고, 요청 이름이 제1 새로운 확장 트

랜잭션으로서 인식된다면, 맵퍼는 AIT를 발생한다.

맵퍼에 의해 반환된 유형에 따라서, 청취자는 BSR을 비즈니스 논리 관리자(Business logic manager: BLM)(29)로 

전달하거나 혹은, 캔버스 ID(canvas)의 형태로 페이지 전달 요청을 응답자(28)의 큐로 전달한다. 캔버스 ID 또는 이

름은 특정한 요청에 응답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되제공하기에 적합한 일반 유형의 캔버스(또는 탬플릿)를 식별

한다.

응답자(28)는 적절한 캐처(20)로 (캔버스 ID의 경우에) 응답을 경로배정한다. 이 캐처는 캔버스 ID를 각 클라이언트-

특정적 렌더러(50)로 전달하는 데, 이 렌더러(50)는 파일 저장소(53)에 저장된 클라이언트-특정적 파일(52)을 있는 

경우에 외부적으로 공급된 데이터와 결합하므로써 실제 캔버스(51)를 발생한다. 캔버스는 적절한 캐처(20)로 반환되

고, 사용자에게 이를 디스플레이하는 특정한 클라이언트에게로 전달된다.

먼저, 사용자가 새로운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개시하기를 원할 때, 사용자는 그의 이름 (ID) 및 선택사양적으로는 패스

워드를 제공하므로써 적절한 클라이언트를 통해 서버에 대해 신분을 증명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버의 작업 개시 

부분은 사용자에게로 가능한 확장 트랜잭션의 메뉴를 제공하는 캔버스를 반환한다. 그후, 사용자는 한 트랜잭션을 선

택하고, 이 선택은 서버의 작업 개시 부분에 의해 일반 요청명으로 변환되고, 그후, BLM(29)에 대한 비즈니스 서비스

요청으로 변환된다.

비즈니스 논리 관리자(29)는 이 유형의 확장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해 사전정의된 규칙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를 결

정한다. 이것은 BSR을 후위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30)에 의해 수행될 것으로 예정된 구성요소 BLT(business logic t

asks)의 집합으로 분리시키는 데, 그후, 작업을 조정하고 규칙에 의해 정의된 표준에 따라 그들의 응답을 처리하는 후

위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30)이 이 BLT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다. 시스템(30)은 작업을 스케줄링하기 위한 미러 기

능(mirror function)(31)이 추가된 IBM의 CICS 시스템("CICS"는 IBM사의 상표)과 같은 통상적인 트랜잭션 처리 시

스템일 수 있다. BLT(32)와 같은 BLT는 CICS 시스템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실행되며, CICS API를 통해 CICS 기

능을 호출할 수 있다.

BLT는 CICS 자원으로부터 정보를 구할 수 있고, 확장 트랜잭션 관리자를 위한 특별한 API를 통해 데이터를 애플리

케이션 스크래치패드(40)에 둘 수 있다. 이 정보는 각종 단계를 통해 진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트랜잭션에 대한 상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확장 트랜잭션의 제1 유효한 새 요청인 경우, 맵퍼에서 애플리케이션 상호작용적 서비스는 특정한 확장 트랜잭션의 

경우에 고유한 AIT를 발생하며, 일반적 요청명 및, 선택사양적으로 사용자 제공 데이터와 함께 이를 홈베이스 저장소

(41)에 저장한다. AIT는 필요한 경우에 스크래치패드에서의 상태 정보를 액세스하기 위한 키로서 사용될 수 있다.

BLT가 종료되면, 제어를 BLM(29)으로 반환한다. BLM은 BLT로부터의 응답을 주목하여, 이를 클라이언트-중립적 

형태로 응답자(28)에게 반환한다. 응답자는 캔버스의 이름을 포함한 일반적 응답을 요청이 시작된 캐처(20)로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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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페이지 전달에 관해 전술한 바와 같이, 캐처는 캔버스 이름을 각 렌더러(50)로 전달하고, 이 렌더러(50)는 파일 저

장소(53)의 파일(52)을 액세스하여 클라이언트-특정적 캔버스를 발생하여 캐처(20)로 반환한다. 웹 브라우저의 경우

에, 파일은 HTML 페이지일 수 있다.

클라이언트 및 단말 사용자에 대한 특정한 응답이 BLT로부터의 데이터를 필요로할 시에, 이것은 스크래치패드(40)

로부터 적절한 렌더러(50)에 의해 얻어지며, 또한, 캐처로 반환되는 파일에 포함된다. 비즈니스 데이터는 단지 데이터

-이름 값 쌍으로 구성되는 클라이언트-중립적이다. 마지막으로, 캐처는 트랜잭션을 개시한 클라이언트(5)로 응답을 

반환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캐처/렌더러, 청취자/응답자 배치는 비즈니스 논리부가 통신중인 클라이언트의 유형을 알 필요가 

없도록 비즈니스 논리부와 제공(클라이언트) 논리부로 분리시키기 위해 설계된다. 이로써, 클라이언트 유형이 상호작

용 기 간동안 변경되는 경우에, 비즈니스 논리부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홈베이스(41)를 구성하는 표는 도 3에 도시되어 있는 데, 식별된 사용자에게 속하는 임의 확장 트랜잭션의 현재 상태

에 대한 저장소를 제공하므로써 확장 트랜잭션의 진행시에 클라이언트를 전환하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도 3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홈베이스의 각 행은 고유한 토큰(AIT)으로 구성된다. 각 AIT는 특정한 사용자와 관련있으며, 

이 사용자의 사용자 ID가 첫 열에 있다. 다른 열은 일반적 요청 ID 및, 선택사양적으로, 단말 사용자에 의해 혹은 이전

의 BLT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디스플레이가능한 확장 트랜잭션 이름을 포함한다. 확장 트랜잭션의 

소정 단계에서, 데이터 필드는 필요하거나 혹은 반환되는 사용자 데이터가 없으므로 비어있을 수 있다. 표의 제3 행에

서의 사용자 ID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는 또한 하나 이상의 현재 트랜잭션을 가질 수 있다. 요청 ID 및 데이터

는 트랜잭션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확장 트랜잭션의 진행동안 변경될 것이다. 보험의 예를 들면, 먼저 보험 견

적을 나타낼 수 있지만, 차후에 트랜잭션의 선택 및 지불 단계로 갱신될 수 있다. 요청 ID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로부터의 추가의 입력에 응답하여 변경될 것이지만, 소정의 경우에 BLM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상태 정보가 보다 복잡한 소정의 확장 트랜잭션의 경우, 스크래치패드(40)에 저장되고 AIT를 키로서 사용하여 액세

스될 수 있다.

도 2의 예에서, 휴일 패키지를 조사하는 고객은 인터넷에 웹 브라우저로서 연결된 홈 컴퓨터로부터 여행사의 확장 트

랜잭션 관리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이 통신은 웹 서버에 의해 CGI를 통해 여행사의 시스템의 (도시되지 않은) CGI

캐처(21)로 경로배정된다. 고객은 여행지, 일짜 및 호텔의 다양한 조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 다. 이

정보는 HTML 렌더러(54)에 의해 변환되어 고객의 웹 브라우저로 제공된다. 이 초기 문의가 완료되면, 고객은 연결

해제하지만, 트랜잭션의 상태는 홈베이스에 또는 홈베이스를 경유해 저장된다.

점심시간인 경우, 고객은 그녀의 문의의 결과를 논의하고 제의받은 것 중의 하나를 임시로 예약하기 위하여 여행사를

방문할 수도 있다. 이것은 시스템에 영구히 온라인되어 있으며 3270 캐처(23)에 연결된 여행사의 IBM 3270 단말기

로부터 행해진다. 시스템으로부터의 피드백은 렌더러(55)에 의해 3270 포맷으로 변환된다. 트랜잭션은 고객의 ID의 

제공 및, 고객의 진행중인 트랜잭션(in-flight transactions)의 제공시에 응답하여 이전 상태로부터 재개된다. 고객이 

트랜잭션을 중단하기 위해 연결을 종료하므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밤인 경우, 고객은 여행사에 있는 자동 응답 서비스와 통화하여, 신분을 증명하고, 음성 캐처(24) 및 렌더러(56)를 통

해 그녀의 예약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경우, 동일한 고객이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개시 및 진행하기 위해 상이한 세 클라이언트를 통해 

여행사의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의 액세스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임의 순서로 수행되거나 혹은 단

일 클라이언트로부터 수행될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한다. 본 발명은 상호작용중에 시스템으로부터의 오랜 기간의 단절 

후에도 클라이언트로부터 트랜잭션이 계속될 수 있게 한다.

이제, 도 4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시스템의 동작을 보다 상세히 기술할 것이다.

단계(99)에서 사용자가 임의 클라이언트를 통해 서버를 액세스할 때, 새로운 사용자인 경우에(단계100) 사용자에게 

등록할 기회가 주어진다(단계 101). 이미 등록된 사용자는 단계(102)에서 이름 및 패스워드, 고객 번호 또는 유사한 

식별을 제공하므로써 신분을 증명한다.

단계(103)에서, 기지의 사용자가 "진행중인" 확장 트랜잭션, 즉, 현재 중단된 존재하지만 불완전한 트랜잭션을 가지는

지를 조사하기 위해 "홈베이스를 검사한다. 가지지 않는 경우, 단계(104)에서, 사용가능한 비즈니스 트랜잭션의 메뉴

가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또한, 동일한 메뉴가 새로이 등록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사용자는 이들 트랜잭션중의 하나

를 선택하고, 필요한 데이터 필드에 기입하고, 대응하는 개시 요청 ID 및 데이터가 적절한 캐처에게로 전송된다. 요청

ID 및 데이터가 일반형태로 변환되어 청취자 및 맵퍼에게 전달된 후에, 맵퍼는 새로이 시작된 트랜잭션에 대한 고유 

AIT를 발생하고 이는 관련된 요청 ID 및 임의 데이터와 함께 홈베이스에 저장된다(단계 105).

사용자가 진행중인 트랜잭션을 가지는 경우, 단계(106)에서, 시스템은 대신에 이들 트랜잭션의 메뉴를 디스플레이하

고, 사용자에게 새로운 트랜잭션의 시작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단계 107), 기존의 트랜잭션을 재개하거나(단계 10

8) 혹은 기존의 트랜잭션을 취소할 수 있게(단계 109) 한다. 새로운 트랜잭션을 시작하는 옵션을 선택하면, 사용자는 

전술한 단계(104, 105)를 거친다.

단계(105)에서의 AIT의 발생 및 홈베이스 엔트리의 발생 후에, 단계(111)에서, 초기 요청은 비즈니스 서비스 요청으

로서 청취자 및 맵퍼를 통해 비즈니스 논리 관리자(29)로 전달되고, 비즈니스 논리 작업(32)이 시작된다. 이들은 일반

적으로 클라이언트를 통해 사용자와 상호작용한다. 클라이언트가 트랜잭션의 현재 상태에 관한 정보 그자체를 보유할

필요없이 트랜잭션의 현재 시점으로부터 상호작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AIT는 서버로부터 응답자 및 캐처를 통해 클

라이언트로 전달된다. AIT는 동일한 상호작용 부분을 형성하는 다음 응답에서 클라이언트에 의해 캐처로 재전송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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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108)에서 사용자가 기존의 트랜잭션의 재개를 선택한 경우, 단계(110)에서, 이 사용자에 대한 홈베이스 엔트리

를 정밀조사하고, 선택된 기존의 트랜잭션에 대한 AIT가 제공된다. 그후, 단계(111)에서 홈베이스(41) 및/또는 스크

래치패드(40)에 저장된 상태로부터 처리가 재개된다.

비즈니스 논리부가 확장 트랜잭션의 처리시에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새로운 요청의 수신시와 같은 중요한 

시점에 도달할 때 마다, 홈베이스를 방문하여 적절한 요청 ID 및 데이터를 가진 트랜잭션에 대한 레코드를 갱신하고, 

필요한 경우에, 부가적인 상태 정보를 스크래치패드에 저장한다(단계112). 저장된 정보는 항상 트랜잭션의 재개에 적

절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 클라이언트를 통해 시스템을 다음 액세스를 할 시에, 단계(110)에서 AIT의 제공

으로 인해 저장된 상태로부터 트랜잭션 처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사용자는 언제라도 특정한 클라이언트로부터 확장 트랜잭션의 처리 를 종료할 수 있고, 원래 클라이언트로부

터 혹은 완전히 다른 클라이언트로부터 차후에 동일 시점으로부터 재개할 수 있다. 이를 행하는 클라이언트의 능력에

관계없이, 새로운 액세스가 이 트랜잭션과 전에는 관련없던 클라이언트로부터 일 수 있으므로, 트랜잭션에 대한 상태

정보는 클라이언트에 저장될 수 없다. 또한, 단일 사용자는 동일한 시스템에서 하나 이상의 진행중인 트랜잭션을 가질

수 있고, 그들중 일부의 트랜잭션을 계속하기를 원할 수 있다.

확장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단계 113) 혹은, 기존의 트랜잭션을 취소한다고 판정될 때(단계 109), 홈베이스로부터 이

트랜잭션의 레코드를 그의 AIT와 함께 삭제한다(단계 114). 트랜잭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클라이언트는 단계(115

)로부터 단계(111)로 복귀하므로써 계속 처리를 진행하거나 혹은, 중간 상태에서 트랜잭션을 인터럽트하기 위해 단계

(116)에서 연결해제하므로써 그의 상호작용을 종료한다. 단계(109)에서 사용자가 기존의 트랜잭션을 취소하지 않는 

다고 결정한 경우, 단계(117)에서 또한 연결해제가 발생된다. 사용자는 임의 클라이언트를 통해 사용자 ID를 제공하

므로써 차후에 단계(100)로부터 처리를 재개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버와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서버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단말 사용자(end-user)를 위한 몇

가지 유형의 확장 트랜잭션(extended transaction)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확장 트랜잭션은 공통 목표를 이루기 위

해 단말 사용자와의 성분별 트랜잭셔널 상호작용(component transactional interactions)으로 구성되는 트랜잭션이

며, 상기 트랜잭션의 처리는 무기한 중단되었다가 차후에 재개될 수 있으며, 각 클라이언트는 상기 단말 사용자와의 

트랜잭셔널 상호작용을 처리하기 위해 상기 서버와의 통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상기 방법은, 상기 서버에서

상기 클라이언트 중 한 클라이언트로부터 단말 사용자 식별자를 초기 수신하는 단계;

선택을 위해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상기 몇가지 유형의 확장 트랜잭션의 메뉴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확장 트랜잭션의 선택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확장 트랜잭션의 처리를 시작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트랜잭션의 진행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트랜잭션에 대한 상기 상태 정보와 상기 단말 사용자 식별자를 연관시키는 단계;

상기 한 클라이언트와의 통신 중단에 뒤이어 상기 선택된 트랜잭션의 처리를 중단하는 단계;

상기 트랜잭션의 처리 중단에 뒤이어, 상기 클라이언트 중 또다른 클라이언트로부터 두 번째로 상기 단말 사용자 식

별자를 수신하는 단계;

두 번째로 상기 식별자를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중 또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상기 단말 사용자에 

대한 현재의 모든 확장 트랜잭션을 제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중 또다른 클라이언트가 상기 확장 트랜잭션 중의 하

나를 제2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단계;

상기 제2 선택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된 트랜잭션에 대한 상기 저장된 상태 정보에 의해 결정되는 지점으로부터 상기

트랜잭션의 처리를 재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확장 트랜잭션의 처리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연관 단계는 상기 트랜잭션을 고유하게 식별하며 그의 상태 정보와 연관되는 상기 선택된 확장 트랜잭션에 대한

토큰을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다른 클라이언트에 의한 상기 제2 선택 후에, 상기 트랜잭션의

처리를 그의 저장된 상태로부터 재개할 수 있도록 상기 선택된 확장 트랜잭션에 대한 상기 토큰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확장 트랜잭션의 처리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단말 사용자 트랜잭션 상호작용동안, 클라이언트에게 단말 사용자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응답과 함께 상기 토큰을 

되전송하고, 상기 단말 사용자 트랜잭션 상호작용이 그의 현재 상태로부터 재개되도록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서버로 상기 토큰과 함께 상기 단말 사용자 상호작용적 응답을 되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확장 트랜잭션의 처리

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은 상이한 유형의 제1 및 제2 클라이언트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클라이언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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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송하기 위한 정보를 클라이언트 중립적 형태(client-neutral form)로 제공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중립적 정보를 

상기 각 클라이언트에 의해 상기 단말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데 적합한 클라이언트 특정적 형태로 변환하는 서버의 단

계를 포함하는 확장 트랜잭션의 처리 방법.

청구항 5.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서버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단말 사용자를 위한 몇몇 유형의 확장 트랜

잭션을 처리하기 위한 서버로서, 확장 트랜잭션은 공통 목표를 향해 단말 사용자와의 구성요소 트랜잭션 상호작용으

로 구성되는 트랜잭션이며, 상기 트랜잭션의 처리는 무기한 중단되어 차후에 재개될 수 있으며, 각 클라이언트는 상기

단말 사용자 트랜잭션 상호작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기 서버와의 통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상기 서버는

트랜잭션 처리 수단; 및,

상기 클라이언트와 상기 트랜잭션 처리 수단 사이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고,

상기 트랜잭션 처리 수단은 상기 클라이언트중의 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단말 사용자 식별자의 제1 전달에 응답하여,

선택을 위해 상기 몇몇 유형의 확장 트랜잭션의 메뉴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고, 상기 클라이언트에 의한 확장

트랜잭션의 선택에 응답하여 선택된 확장 트랜잭션의 처리를 시작하고, 상기 선택된 확장 트랜잭션의 진행을 나타내

는 상태 정보를 발생하고,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 사용자 식별자와 연관하여 상기 트랜잭션 상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를 더 포함하고,

상기 트랜잭션 처리 수단은 상기 한 클라이언트와의 통신 세션 후에 선택된 트랜잭션의 처리를 중지하고, 다른 클라

이언트로부터 상기 단말 사용자 식별자를 두 번째로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상기 단말 

사용자를 위한 현재 모든 확장 트랜잭션을 제공하므로써 상기 다른 클라이언트가 상기 한 확장 트랜잭션을 제2 선택

하게 하고,

상기 제2 선택에 응답하여, 상기 저장소에서의 상기 선택된 트랜잭션에 대한 상기 저장된 상태 정보에 의해 결정되는

시점으로부터 상기 트랜잭션의 처리를 재개하는

서버.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태 정보를 저장할 능력이 없으며,

상기 서버는,

선택된 확장 트랜잭션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토큰을 발생시키고, 상기 트랜잭션 상태 정보와 연관하여 상기 저장소에 

상기 토큰을 저장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트랜잭션 처리 수단에 의해 상기 트랜잭션의 처리를 그의 저장된 상태로부터 재개할 수 있도록, 상기 제2 선택 

후에 상기 선택된 확장 트랜잭션에 대한 토큰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

을 더 포함하는 서버.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단말 사용자 트랜잭션 상호작용동안, 상기 토큰을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에 단말 사용자 상호작용을 필요

로 하는 응답과 함께 되전송하기 위한 수단과, 단말 사용자 트랜잭션의 상호작용의 처리를 그의 현재 상태로부터 재

개하도록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토큰을 포함하는 단말 사용자 상호작용식 응답을 되수신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서버.

청구항 8.
제 5 항 내지 제 7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잭션 처리 수단으로부터 출력을 클라이언트 중립적 형태의 정보로서 클라이언트에 전달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클라이언트 중립적 정보를 상기 각 클라이언트에 의해 상기 단말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클라이언트 

특정적 형태(51)로 변환하기 위한 출력 변환 수단을 더 포함하는 서버.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된 클라이언트 중립적 정보는 비즈니스 및 일반적 디스플레이 형식명을 포함하고, 상기 출력 변환 수단은 

상기 일반적 디스플레이 형식명을 상기 비즈니스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특정적 템플릿으로 맵핑

하는 렌더링 수단을 포함하는 서버.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특정적 형태의 정보를 클라이언트 중립적 형태로 변환하기 위한 입력 변환 수단; 및,

클라이언트 중립적 정보에 응답하여, 이러한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미리 저장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요청 및

상기 트랜잭션 처리 수단에 의한 트랜잭션 처리를 위한 요청으로 맵핑하는 작업 개시 수단

을 더 포함하는 서버.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잭션 처리 수단은 트랜잭션 처리에 대한 요청을 다수의 작업으로 분할하고 처리를 위해 이들 잡업을 스케줄

링하기 위한 비즈니스 논리 관리자와, 개별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작업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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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와 사용하기 위하여, 상기 적어도 한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가 상기 단말 사

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 특정적 형태는 HTML 페이지인 서버.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단순 단말기 클라이언트(dumb terminal client) 및 하나의 음성 응답 클라이언트와 사용하기 위하여, 

상기 출력 변환 수단은 적절한 대로 상기 클라이언트 중립적 정보를 단순 단말기 또는 음성 응답 유닛에 특정적인 출

력으로 변환할 수 있는 서버.

청구항 14.
서버와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서버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단말 사용자를 위한 몇몇 유형의 확

장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로서, 확장 트랜잭션은 공통 목표

를 향해 단말 사용자와의 구성요소 트랜잭션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트랜잭션이며, 상기 트랜잭션의 처리는 무기한

중지되어 차후에 재개될 수 있으며, 각 클라이언트는 상기 단말 사용자 트랜잭션 상호작용을 처리하기 위해 상기 서

버와의 통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상기 방법은, 상기 서버에서

먼저, 한 클라이언트로부터 단말 사용자 식별자를 수신하는 단계;

선택을 위해 상기 몇몇 유형의 확장 트랜잭션의 메뉴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단계;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확장 트랜잭션의 선택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확장 트랜잭션의 처리를 시작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트랜잭션의 진행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한 클라이언트와의 통신 세션 후에 상기 선택된 트랜잭션의 처리를 중지하는 단계;

상기 트랜잭션의 처리 세션후에, 또다른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두 번째로 상기 단말 사용자 식별자를 수신하는 단계;

두 번째로 상기 식별자를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단말 사용자를 위한 모든 현재 확장 트

랜잭션을 제공하므로써, 상기 다른 클라이언트가 상기 확장 트랜잭션중의 하나를 제2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단계;

상기 제2 선택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된 트랜잭션에 대한 상기 저장된 상태 정보에 의해 결졍되는 시점으로부터 상기

트랜잭션의 처리를 재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청구항 15.
제 9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와 사용하기 위하여, 상기 적어도 한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가 상기 단말 사

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 특정적 형태는 HTML 페이지인 서버.

청구항 16.
제 10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와 사용하기 위하여, 상기 적어도 한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가 상기 단말 사

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 특정적 형태는 HTML 페이지인 서버.

청구항 17.
제 11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와 사용하기 위하여, 상기 적어도 한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가 상기 단말 사

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 특정적 형태는 HTML 페이지인 서버.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단순 단말기 클라이언트 및 하나의 음성 응답 클라이언트와 사용하기 위하여, 상기 출력 변환 수단은 

적절한 대로 상기 클라이언트 중립적 정보를 단순 단말기 또는 음성 응답 유닛에 특정적인 출력으로 변환할 수 있는 

서버.

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단순 단말기 클라이언트 및 하나의 음성 응답 클라이언트와 사용하기 위하여, 상기 출력 변환 수단은 

적절한 대로 상기 클라이언트 중립적 정보를 단순 단말기 또는 음성 응답 유닛에 특정적인 출력으로 변환할 수 있는 

서버.

청구항 20.
제 17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단순 단말기 클라이언트 및 하나의 음성 응답 클라이언트와 사용하기 위하여, 상기 출력 변환 수단은 

적절한 대로 상기 클라이언트 중립적 정보를 단순 단말기 또는 음성 응답 유닛에 특정적인 출력으로 변환할 수 있는 

서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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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0420777

- 11 -

도면4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