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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터넷을 통해 레거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액세스하는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의 코드 변경을 할 필요없이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로부터 상호작용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을 동작시킬 수 있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로써, 애플리케이션은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을 인식하지 않으며 그의

원시 환경으로 계속적으로 동작한다.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은 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에 접속될 수 있거

나 이 컴퓨터에 통합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버를 사용하여 임의의 몇몇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부터 액세스될 수 있다. 통

상적으로, 이들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은 비니지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컴퓨터 상에서 자기 보유형 애플리케이션이며,

비지니스 로직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로직을 혼합시키며 출현된 분산형 컴퓨팅의 소프트웨어 재처리 원리 이전에 기록된

다. 웹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쳐들에 있어서 필요한, 상기 비지니스 로직의 상기 사용자 인퍼페이스 로직으로부터의 분리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실용적이 않다. 박형 클라이언트(thin client)와 같은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와 같은

네트워크 사용자 에이전트를 가지며 이 에이전트는 컴퓨터에 접속된 네트워크 서버를 액세스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은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네트워크 사용자 에이전트로부터 발동될 때, 런타임 데이터 리다이렉터(runtime data redirector)가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원시 데이터를 인터셉트하여 이 데이터를 네트워크 서버에 제공하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며, 이로

써 자바서버페이지와 같은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네트워크 페이지를 동적으로 갱신한 후에 상기 네트워크 서버는 네트워크

를 통해 데이터를 네트워크 사용자 에이전트에게 제공하며, 여기서 상기 네트워크 페이지는 상기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의

소유형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변환시킴으로써 생성된 것이다. 네트워크 사용자 에이전트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데이

터는 동일한 런타임 인터셉트를 통해 상기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시 전송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클라이언트 및 네트워크 환

경은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투명해지며, 상기 애플리케이션은 수 많은 인터넷 및 다른 네트워크 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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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것이며, 특히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레거

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legacy application programs)을 액세스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사용도 해마다 변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대형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컴퓨터 산업 분야

에서 주류였지만, 이후에 개인용 독립형 컴퓨터가 주류가 되었다. 요즘 대부분의 기업 및 가정은 PC와 같은 적어도 하나의

개인용 독립형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는데, 그것은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불리

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접속되는 네트워크 중심형 컴퓨팅(network-centric

computing) 또는 네트워크 분산형 컴퓨팅 패러다임이며, 상기 네트워크에서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서버 상에 존재한다. 이로써, 서버는 최종 사용자에 의해 또는 네트워크 상의 다수의 다른 서버 및 클라이

언트에 의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클라이언트 및 서버를 접속시키는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터넷이며 이러한 추세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은 가령 TCP/IP, UDP 등과 같은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상호접속형 컴퓨터 네트워크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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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애플리케이션은 인터넷 상의 수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액세스하며 사용하기 위해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의 운영 체제

와 무관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데이터를 기술하는 언어는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WML(wireless mark-up language) 등과 같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변형 언어들을 포함

한다. WWW(world wide web)은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사용하는 여러 사용자 에이전트(user agents)로 인터넷을 액세스

하는 소프트웨어 관리 체제를 지칭한다.

분산형 컴퓨팅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코드를 기록할 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방법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

경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수천 또는 수 백만의 코드 라인들을 갖는 하나의 대형 자기 보유형 애플리케이션(one

massive self-contained application)을 기록하기 보다는, 각각의 컴포넌트(componet)가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들에

걸쳐 재사용될 수 있는 특정 기능과 관련된 다수의 컴포넌트로 지칭되는, 보다 소형의 코드 부분들을 WWW 상에서 선택하

여 모두 함께 엮는다(weave). 상기 컴포넌트들은 서버로부터 가져올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의해 새로운 애플리

케이션 내부로 내장될 수 있는 표준 소프트웨어이다. 가령, 캘린더 컴포넌트(a calendar component)는 스케쥴링 애플리

케이션, 프리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 및/또는 종업원의 휴가 및 임금 등을 계산하는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여

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및 WWW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현재의 산업용 아키텍쳐들에서는, 비니

지스 로직(business logic)은 오직 비지니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맡고 프리젠테이션 로직(presentation logic)은 오직

프리젠테이션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동하는 것을 맡도록 상기 비지니스 로직이 상기 프리젠테이션 로직과 분리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천 또는 수백만의 코드 라인을 갖는 대형 자기 보유형 애플리케이션은 기업들 및 조직체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몇몇 자기 보유형 프로그램들은 기업의 전체 상품 목록/고객 목록/데이터베이스 또는 이 모든 것들

을 포함할 수 있다. 용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은 동작 시에 기업 또는 조직체와 함께 남게 되지만, 분산형 컴퓨팅 및 구조

화된 프로그래밍 및 자신의 모듈화 기술, 결합 기술, 응집 기술 등이 출현하기 전에 이미 개발된 구형 애플리케이션을 지칭

한다. 하나의 대형 자기 보유형 프로그램으로서 기록되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은 변경을 쉽게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은 종종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상기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의 차후 처

리 문제의 결정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중요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원거리 분산형 액세스를 위한 새

로운 네트워크 및 인터넷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비지니스 로직 및 프리젠테이션 로직을 혼합시킨 상호작용 레

거시 애플리케이션은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인에이블되기 위해서는 재구성 및/또는 재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지니스

로직을 사용자 인터페이스 로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최소의 개입 및 테스팅 정도로 웹 상으로

배치시키는데 있어서 항상 실용적인 것만은 아니다.

인터넷 및 WWW 상에서 상기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다른 해법은 스크린-스크레이핑 기법(screen-scraping

technique)을 사용하는 것이며, 이 기법은 레거시 디스플레이 데이터 스트림을 실행시간에서 HTML과 같은 웹 기반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변환한다. 그 후, HTML형으로 변환된 스크린이 브라우저 상에서 디스플레이된다. 그러나, 실행시간에

서의 레거시 디스플레이 데이터 스트림 변환은, 속도가 느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저하시키며, 새로운 웹 또는 다른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과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이음매가 없게(seamlessly) 통합시키거나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

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상기와 같은 레거시 데이터 변환은, 애플리케이션이 인터넷 상에서 실행될 때,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US 5754830은 상기 스크린-스크레이핑 기술을 기초로 하는, 레거시 호스트 시트템에 대한 지속적인 접속을 위한 서버 및

웹 브라우저 터미널 에뮬레이터와, 그 동작 방법을 개시한다. 상기 스크린-스크레이핑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은 IBM 의

WebSphere Host Publisher이다. IBM 및 WebSphere는 인터내셔날 비지네스 머신즈 코포레이션(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의 상표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및 WWW 또는 다른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재구성할 필요없이 또는 이 레

거시 프로그램의 코드를 변경할 필요 없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들과 이음매가 없게 서로 엮는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의 개요

본 기술의 당업자에게는 자명하게 될 이들 방법 및 다른 방법들은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포함하는, 컴퓨터 상에 설치된 컴

퓨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법에 의해 성취되는데, 상기 단계들은 제 1 네트워크 상의 컴퓨터에 접속된 서버 내에 서

블릿 인스턴스(a servlet instance)를 생성하는 단계와, 동적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컴퓨터 상에서 상기 컴퓨터 애

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는 단계와, 상기 컴퓨터 상에서 상기 동적 데이터를 인터셉트(intercept)하여 네트워크 정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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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network publishing component)로 리다이렉팅(redirecting)하는 단계와, 상기 네트워크 정보 공표 컴포넌트로

부터의 동적 데이터를 상기 서블릿 인스턴스로 전송하는 단계와, 데이터 객체(data objects)를 생성하여 이 데이터 객체

내에 상기 서버 내의 상기 동적 데이터를 충진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제 2 네트워크 상에서 상기 서버에 접속

된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요청하는 단계와,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페이지를 상기 동적 데이터

로 갱신하는 단계와, 상기 갱신된 네트워크 페이지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제 1 네트워크는 인터넷일 수 있다. 상기 제 1 네트워크는 또한 내부 네트워크(internal network), 인트라넷, LAN,

WAN, 내부 버스, 무선 네트워크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기 제 2 네트워크도 인터넷

일 수 있으며, 또는 상기 제 2 네트워크는 또한 내부 네트워크(internal network), 인트라넷, LAN, WAN, 내부 버스, 무선

네트워크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는 네트워크 서버를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디스플레이 파일을 상기 동적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상기 네트워크 페이지로

변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네트워크 페이지는 HTML 및/또는 WML과 같은 XML 언어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상

기 네트워크 페이지는 자바서버페이지(JavaServerPages)일 수 있다. 또한, 상기 네트워크 페이지는 상기 서버 상에 저장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은 또한 상기 컴퓨터 내의 상기 동적 데이터를 위한 I/O 버퍼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또한 상기 서블릿 인스턴스와 상기 네트워크 정보 공표 컴포넌트 간의 제 1 단부 지점 접속부(a first endpoint

connection)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접속부는 소켓(a socket) 또는 데이터 큐 객체(data queue

object) 또는 메시지 큐일 수 있다.

본 발명은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컴퓨터 상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네크워크 내에서 사용되는 컴퓨

터 프로그램 제품을 포함하며,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이 제품 상에서 운반되는 신호 보유 매체와, 클라이언트의 컴

퓨터 상에서 자신의 원시 환경으로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시작 및 동작시키는 애플리케이션 발동기(an application

invoker)와, 상기 클라이언트 상에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입력/출력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다수의 네트워크 사용자 인

터페이스 페이지와,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입력/출력 데이터를 상기 네트워크 사용자 인터페이스 페이지로 리다이렉팅하는

데이터 리다이렉터(data redirector)와,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입력/출력 데이터를 수신하는 상기 네트워크 사용자 인터페

이스 페이지에 대응하는 다수의 데이터 객체와,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입력/출력 데이터로 상기 네트워크 사용자 인터페이

스 페이지를 동적으로 갱신하는 서블릿 인스턴스와, 상기 클라이언트 상에 상기 갱신된 네트워크 사용자 인터페이스 페이

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네트워크 사용자 에이전트를 포함한다. 상기 프로그램 제품은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입력/출력 스크

린 규정을 상기 네트워크 사용자 인터페이스 페이지로 변환시키는 스크린 규정 변환기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것이며, 상기 컴퓨터 시스템은 중앙 처리 장치, 통신 버스

에 의해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접속되는 메인 메모리, 상기 통신 버스에 접속되는 데이터 저장 인터페이스에 접속된 데이

터 저장 장치, 상기 통신 버스에 접속되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외부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적어도 하나의

입력/출력 디바이스와, 상기 메인 메모리 내에 저장되며 상기 중앙 처리 장치 상에서 실행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네크

워크 정보 공표 컴포넌트와,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동적 데이터를 상기 네크워크 정보 공표 컴포넌트로 리다이렉팅하는 데

이터 리다이렉터와, 상기 컴포넌트로 리다이렉팅된 동적 데이터를 저장하는 I/O 버퍼를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본 발명은 컴퓨터 상에 저장되고 상기 컴퓨터 상에서 실행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액세스하는

네트워크 서버에 관한 것이며, 상기 네트워크 서버는 중앙 처리 장치, 네트워크 상에서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에 접속

되는 네크워크 인터페이스와,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액세스하기 위한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요청을

상기 컴퓨터에 전송하는 서블릿 인스턴스와, 상기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상기 컴퓨터로의 실시간 데이터 송신 및

상기 컴퓨터로부터의 실시간 데이터 수신을 위한 서버 단부 지점 접속부(a server endpoint connection)와, 상기 실시간

데이터가 충진될 다수의 데이터 객체━상기 서블릿 인스턴스는 상기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상기 실시간 데이터를 수신하

여 상기 실시간 데이터를 상기 다수의 데이터 객체 내에 충진함━를 포함한다. 상기 네트워크 서버는 다수의 네트워크 디

스플레이 페이지를 더 포함하며, 상기 각각의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페이지는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각각의 입력/출력 스크

린 규정에 대해서 유일하며, 상기 서블릿 인스턴스는 상기 네트워크 상에서 상기 클라이언트로 차후 전송을 위해서 상기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페이지를 갱신한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 상에 설치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상기 방법은 상기 애플리케이션

의 다수의 디스플레이 파일을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동적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다수의 XML 기반 네트워크 페이

지로 변환시키는 단계와, 네트워크 상에서 상기 컴퓨터에 접속된 서버 내에 서블릿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단계와, 인터넷

상에서 서버에 접속된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컴퓨터 상에서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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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원시 환경으로 동작시키는 단계와,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동적 데이터를 위한 I/O 버퍼를 상기 컴퓨터 내에서 생성하

는 단계와, 상기 서블릿 인스턴스와 네트워크 정보 공표 컴포넌트 간의 단부 지점 접속부를 상기 컴퓨터 상에서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동적 데이터를 상기 서블릿 인스턴스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와 상기 애플리케이션 간에서 송신 및 수신을

하는 단계와, 데이터 객체를 생성하여 상기 동적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객체 내에 충진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객체를 사

용하여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페이지를 갱신하는 단계와, 상기 갱신된 네트워크 페이지를 인터넷 상에서 상기 클라이언

트로 전송하는 단계와, 입력 데이터로서 상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후 전송을 위해 응답성 데이터를 갖는 상기 네트워크 페

이지를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은 컴퓨터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상기 방법은 자신의 원시 환경으로

레거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레거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인터넷 상에

서 클라이언트의 상기 레거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I/0 요청 및 상기 레거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응답

을 리다이렉팅(redirecting)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구현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하이 레벨 블록도(high-level block diagram),

도 2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 상에 저장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액세스하는 서버 시스템의 단순화된 블

록도,

도 3은 본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및 서버의 컴퓨터 네트워크의 간단화된 도면,

도 4는 디스플레이될 데이터의 흐름을 도시하는 종래 기술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환경의 단순화된 프로세스 도면 및 블록

도,

도 5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네트워크 및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으로/으로부터 데이터가 리다이렉트되는 방법을 도시하는

간단한 프로세스 도면,

도 6은 인터넷 상에서 WWW 기술을 사용하여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데이터가 리다이렉트될 수 있는 방법을 도시

하는 간단한 프로세스 도면 및 블록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전체에서, 유사한 참조 부호는 유사한 구성 요소를 표시하며,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100)의

하이 레벨 블록도이다. 컴퓨터 시스템(100)은 중앙 처리 장치(CPU)(101), 메인 메모리(102), 터미널 인터페이스(103), 데

이터 저장 장치(104), 가령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05)를 포함한다. 이들 다양한 장치들은 내부 통신 버스

(110)를 통해 서로 통신한다. CPU(101)는 범용 프로그램가능한 처리기이며, 메모리(102) 내에 저장된 인스트럭션을 실행

하며, 단일 CPU가 도 1에 도시되지만, 다중 CPU를 갖는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될 수도 있다. 메모리(102)는 데이터 및 프

로그램을 저장하는 반도체 RAM이며, 메모리는 도 1에서 단일 모놀리식 물체로 개념적으로 도시되지만, 메모리는 종종 캐

시(caches) 및 다른 메모리 장치들의 계층형 구조로 구성될 수도 있다. 운영 체제(120) 및 애플리케이션(122)은 메모리

(102) 내에 존재한다. 운영 체제(102)는 특히 본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은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기능, 메모리 페

이지 관리 기능, 다중 작업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122)은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며, 만일 상기 애

플리케이션이 서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05)는 상기 서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

이션(122)과 상호작용하여 컴퓨터 시스템(100)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서버가 되게 한다.

터미널 인터페이스(103)는 단일 터미널 또는 다중 터미널이 결합되는 것을 지원하며, 단일 또는 다중 전자 회로 카드 또는

다른 장치로서 구현될 수 있다. 데이터 저장 장치(104)는 바람직하게는 하나 이상의 회전 자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

를 포함할 수 있지만, 다른 타입의 저장 장치가 사용될 수도 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05)는 네트워크로부터 그리고 네

트워크로의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물리적 접속부를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네트워크는 인터넷이지만, 네트

워크는 인트라넷, WAN, LAN과 같은 임의의 소형 자기 보유형 네트워크 또는 가령 전화 전송 라인, 위성, 광섬유, T1 라인

등을 사용하는 다른 내부 또는 외부 네트워크일 수 있으며, 임의의 다수의 가용한 기술일 수도 있다. 통신 버스(110)는 상

이한 디바이스들 간의 데이터, 명령, 다른 정보의 전달을 지원하며, 도면에서는 단순하게 단일 버스로 도시되었으며, 통상

적으로 통신 버스는 다중 버스로 구성되며, 계층 형태로 구성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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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도시된 컴퓨터 시스템은 단순하게 도시된 도면이며, 시스템 구성에 있어서 본 명세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변경

이외에 수 많은 변경이 가능하다. 시스템(100)은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으로 고려될 수도 있으며, 시스템은 IBM 기업용 시

스템 또는 IBM AS/400 시스템과 같은 대형 컴퓨터 시스템일 수 있다. 특정 하드웨어 구성이 다양한 다른 구성과 함께 본

명세서에서 기술되며, 기술된 방법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이언트로부터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액세

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임의의 하드웨어 구성을 사용하여 실현될 수 있다. CPU(101)는 상기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및

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액세스하기 위해 다른 접속된 컴퓨터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구비함

으로써 바람직한 실시예를 수행하도록 적합하게 프로그램된다.

컴퓨터 시스템(100) 및 이의 구성 요소가 단일 자기 보유형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도 1에서 도시된다. 이와 달리, 다중 컴퓨

터 시스템, 특히 각각이 특정한 작업을 갖는 단일 대형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다중 시스템들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

다. 가령, 하나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100)은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는 하나 이상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에 전용될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다른 컴퓨터 시스템(100)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된 요청을 서비스하거나 인터넷을 액세스하는데

전용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의 컴퓨터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액세스 및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접속을 가능하

게 하는 네트워크로의 액세스를 제공하는 단일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의 집합을 포함한다.

도 2는 컴퓨터(100) 상에 저장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액세스하는 네트워크 서버(200)의 예시적인 도면이다. 네트워크

서버(200)는 CPU(201), 메인 메모리(202), 다양한 디바이스 어댑터 및 인터페이스(203-208), 통신 버스(210)를 포함하

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CPU(201)는 범용 프로그램가능한 처리기이며, 메모리(202) 내에 저장된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며,

도 2에서는 단일 CPU가 도시되지만, 다중 CPU를 갖는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메모리(202)는 데이터 및 프로그

램을 저장하기 위한 반도체 RAM이며, 이 메모리는 도면에서는 단일 모놀리식 물체로서 개념적으로 도시되지만, 종종 캐

시 및 다른 메모리 디바이스의 계층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통신 버스(210)는 상이한 디바이스들 간의 데이터, 명령, 다른

정보들의 전달을 지원하며, 도면에서는 단순하게 단일 버스로 도시되지만, 다중 버스로 구성될 수 있으며, 계층적 형태로

구성될 수도 있다. 디스플레이 어댑터(203)는 비디오 디스플레이(211)를 지원하며, 상기 디스플레이는 음극선관 디스플레

이,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사용될 수도 있다. 키보드/포인터 어댑터

(204)는 키보드(212) 및 마우스로 도시된 포인팅 디바이스(213)를 지원하며, 다른 형태의 입력 디바이스가 사용될 수도

있다. 저장 장치 어댑터(205)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저장 장치(214)를 지원하며, 상기 저장 장치는 회전 자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CD-ROM 드라이브가 될 수 있으며, 다른 데이터 저장 장치가 사용될 수도 있다. 프린터 어댑터(206)는 프

린터(215)를 지원한다. 어댑터(207)는 오디오 디바이스 등과 같은 임의의 다른 추가 디바이스들을 지원한다.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208)는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 인터페이스는 인터넷 액세스 프로바이더

(Internet access provider) 또는 온 라인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도달되게 하는 전화 라인에 접속된 모뎀을 포함할 수 있지

만, 다른 보다 높은 밴드폭 인터페이스가 점점 구현되고 있다. 가령, 네트워크 서버(200)는 이더넷, 토큰 링(Token Ring),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LAN를 통해 다른 네트워크 서버에 접속될 수 있으며, 이 때 제 2 네트워크 서버는 인터넷에 접

속된다. 이와 달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08)는 케이블 텔레비전, 광섬유, 위성, 무선 접속부, 다른 접속부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도 2의 도면은 하이 엔드 서버(a high-end server)를 예시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며, 다른 네트워크 서버

(200)에 대해 시스템 구성에 있어서 본 명세서에서 언급된 구성 이외에 수 많은 변경이 가능하다. 네트워크 서버(200) 및

컴퓨터(100)는 컴퓨터 시스템(100)이 그의 애플리케이션들(122) 중 하나로서 서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갖는다면

동일한 시스템으로 병합될 수 있으며, 여기서 네트워크 서버(200) 및 컴퓨터(100) 간의 네트워크는 내부 통신 버스가 된

다.

도 3에서, 각각의 클라이언트 시스템(300)은 컴퓨터(100) 상에 존재하며 그 상에서 동작하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액세

스할 수 있는, 컴퓨터(100)와는 개별적인 디바이스이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 또는 서버와 같은 대

형 컴퓨터 시스템 또는 노트북 또는 랩탑 컴퓨터와 같은 소형 컴퓨터 시스템이다. 클라이언트 시스템(300)은 전적으로 컴

퓨터가 될 필요가 없지만, 바람직하게는 네트워크 터미널, 박형 클라이언트(thin client), 터미널식 디바이스, 음성 응답 장

치 등과 같은 보다 소형 메모리를 갖는 보다 단순한 어플라이언스형 클라이언트 디바이스(a simpler appliance-like

client device)이다. 컴퓨팅 장치, 텔레콤 장치, 소비자 전자 장치가 하나로 응집됨으로써, 클라이언트(300)로서 사용되는

보급형 이동 장치의 수 및 종류에서 막대한 성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동 아키텍쳐는 PDA, 부속 디바이스

(companion device)와 같은 휴대용 컴퓨터, 서브노트북, 랩탑 및 스마트폰, 호출기, 심플 메시징 디바이스(simple

messaging device), 착용식 디바이스와 같은 이동 장치를 포함하는 다수의 클라이언트(300)를 인에이블한다. 클라이언트

시스템(300)이 이동 장치일 때, 디스플레이 어댑터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네트워크 사용자 에이전트를 가지며 통상적

인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 소형 텍스트 스크린, 펜, 터치 스크린, 스피치 인식 장치, 착용식 장치와 같은 텍스트 대 스

피치 및 다른 신종 출현 기술을 포함하는 다양한 다중 모드형 인터페이스들을 지원한다. 네트워크 사용자 에이전트는 그의

각각의 클라이언트(300) 상에서 컴퓨터의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바람직하게는, 클라이언트 시스템(300)

은 컴퓨터 시스템(100) 상에 존재하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액세스하기 위해 웹 브라우저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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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네트워크 사용자 에이전트를 통해 네트워크 서버(200)와 상호작용하는 임의의 전자 장치를 포함한다. 애플리케이션을

발동시키고 실행하기 위해 사용자 에이전트를 구현할 수 있는, 휴대용 무선 웹 액세스 장치 또는 텔레비전 장치를 위한 인

터넷 액세스 박스와 같은, WWW을 액세스하기 위한 상기와 같은 특정 용도의 장치들은 클라이언트 시스템(300)의 범위에

포함된다. 네트워크 사용자 에이전트는 처리기 기반 시스템(processor-based system) 대신에 로직 게이트, 프로그램가

능한 로직 장치, 또는 다른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제어 회로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이하에 상세하게 설명될 바처럼, 바람직한 실시예의 여러 측면들은 컴퓨터(100) 또는 네트워크 서버(200) 상에서 구현가

능한 본 발명의 방법의 특정한 단계들과 관련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네트워크 서버(200)와 클라이언트(300) 모

두와 함께 사용되거나 둘 중 어느 하나만과 함께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

의 기능을 규정하는 상기 프로그램은 다양한 신호 보유 매체를 통해 상기 컴퓨터(100) 및/또는 상기 네트워크 서버(200)로

전달될 수 있으며, 상기 신호 보유 매체는 (a) CD-ROM 드라이브(214)에 의해 판독가능한 CD-ROM 디스크와 같은 어느

컴퓨터 내의 ROM 장치와 같은 기록이 불가능한 저장 매체 상에 영구적으로 저장된 정보와, (b) 도 2에서 참조 부호 214로

도시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디스켓 드라이브 내의 플로피 디스크와 같은 기록가능한 저장 매체 상에 저장된 변경가

능한 정보, (c) 무선 통신 장치를 포함하는 전화 또는 케이블 매체 네트워크에 의해 컴퓨터로 운반되는 정보를 포함하지만,

여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신호 보유 매체들이 본 발명의 기능을 규정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인스트럭션을

운반할 경우 상기 매체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게 된다.

도 3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단순화된 도면이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인터넷을 나타내며, 이 인터넷은 상술된 바와 같은 클라

이언트 서버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알려진 컴퓨터 네트워크로서 기술될 것이다. 개념적으로, 인터넷은 개인용 인터넷 액세

스 프로바이더(303) 또는 온 라인 서비스 프로바이더(304)를 통해 클라이언트 시스템(300)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네트워

크 서버(200)의 대형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 클라이언트 시스템(300)은 액세스 프로바이더를 통

해 네트워크 서버(200)를 액세스하기 위해 브라우저와 같은 각각의 네트워크 사용자 에이전트를 운영한다. 각 네트워크

서버(200)는 그들 자신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갖거나 인터넷 또는 다른 접속부를 통해 클라이언트(300)로 액세스될 레

거시 애플리케이션을 갖는 다른 컴퓨터(100)에 접속될 수도 있다. 또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은 오직 하나의 컴퓨터(100)

상에만 저장될 필요는 없으며, 이보다도 단일 애플리케이션의 다양한 작업들이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네트워크

서버가 접속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100) 상에 저장될 수도 있다. 서버(200)로의 인터넷 네트워크 경로는 네트워크 접속

부를 규정하는 알려진 신텍스(syntax)를 갖는 URL(Universal Resource Locator)에 의해 식별된다. 다양한 비교적 직선

형의 경로들이 도시되었지만, 도 3은 오직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는 실제로 보

다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인트라넷 또는 WAN, LAN 등과 같은 다른 내부 컴퓨터 네트워크일 수

도 있다. 본 실시예는 특히 인터넷 상에서 유용하지만, 여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실시예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이 자신의 원시 상태로 계속 동작하게 하면서 이와 동시에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이 웹 브

라우저 또는 다른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여 상기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액세스하게 함으로써 상기 상호작용성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의 코드가 재구조화되거나 재처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 실시예는 또한 요구되는 비니지스

데이터를 생성하고 산업용 표준 WWW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쳐에 의해 요구되는 개별적인 프리젠테이션 아티팩트

(artifacts)를 구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상호작용성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은 "상태 보존(stateful)" 레거시 애플리케이션과 "상태 손실(stateless)" 인터넷 트랜잭션의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성 레

거시 애플리케이션은 자신이 계속 실행되다가 I/O 인스트럭션에 도달하게 되면 이 때 실행이 정지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

의 상태가 I/O 동작이 완료될 때까지 그의 원시 환경으로 보존된다는 점에서 "상태 보존"된다. 한편, 인터넷 트랜잭션은 가

령 HTTP의 "상태 손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 인터넷 상의 트랜잭션이 완료된 후에 인터넷으로의 접속이 끊

어져서 만일 추가적인 프로세싱이 네트워크 상의 상태를 저장하기 위해 발생되지 않는다면 상기 트랜잭션의 상태가 손실

된다. 이 실시예는 메카니즘 및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 메카니즘과 환경에 의해 상기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의 상태가 그의

원시 상태로 자동적으로 보존되며, 상기 애플리케이션은 상태 손실 웹 환경과 통신한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상태의 자

동적인 보존은 상호작용성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연속성을 제공하는 본 발명의 아키텍쳐에서 본질적인 것이다.

도 4에서, 종래 기술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환경의 단순화된 프로세스 도면 및 블록도가 도시된다. 각각의 레거시 애플리케

이션(122)은 컴파일러 런타임(runtime)(420)을 통한 프로그램 I/O 코드(410)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운영 체제

(430)로의 입력 및 상기 운영 체제로부터의 출력이 될 데이터(422)를 갖는다. 출력 데이터(422)는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운영 체제(430)의 일부인 데이터 관리자 코드(432)에 전송된다. 워크스테이션 관리자(434) 또는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운

영 체제(430) 내의 상기와 등가의 기능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규정 파일(440)로부터의 대응하는 디스플레이 기록과 상기

출력 데이터(422)과 결합시켜 소유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211) 상에 디스플레이될 데이터 스트림(442)을 생성한다. 데

이터가 데이터 스트림 내에 구축되고 디스플레이를 위해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전송될 때,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디스

플레이 포맷 사항이 스크린 규정으로 규정되며 포맷 코드는 운영 체제의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컴포넌트(430)에 의해 데이

터에 인가된다.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이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규정 파일(440)은 컴파일되고 런타임 동안 참조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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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디스플레이 객체 내부로 구축된다. 입력 데이터는 역방향 경로를 따르며,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운영 체제(430)는

입력 데이터 스트림으로부터 입력 데이터를 추출하며 사용자 입력 데이터로서 애플리케이션에 제공되는 데이터를 포맷한

다. 어떤 시스템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211)는 입력 데이터 스트림 내부로 가령 입력 필드와 같은 오직 동적 부

분만을 구축시킨다.

도 5는 레거시 애프리케이션이 네트워크, 바람직하게는 WWW 기술을 사용하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방법의 프로세스 도면이며, 여기서 다른 네트워크 및 다른 네트워크 기술들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도 4에서 스크린 규정(440)으로 지칭된, 원시 애플리케이션 스크린의 소유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규정들이 스크린 규정 파일 내에 개별적으로 저장된다고 가정한다. 런타임 이전에 먼저, 상기 소유형 스크린 규정(440)은

단계(510)에서 분석되고 가령 WWW 브라우저와 같은 임의의 보급형 컴퓨터 인터넷 사용자 에이전트(570)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되며, 상기 에이전트에 의해 규정된 포맷은 바람직하게는 네트워크 페이지로 지칭되는 것을 생성하

기 위한 인터넷 사용자 에이전트에 따라 가령 HTML, WML 또는 *ML과 같은 XML를 기반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은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을 지원하는 XML 기반 언어로 기계적으로 맵핑된다

(mapped).

상기 포맷 변환 프로세스를 주문에 따라 수행하는 것은 몇몇 방식으로 성취될 수 있으며, 최종 사용자 기업(end-user

company)이 애플리케이션 프리젠테이션 상에서 잘 규정된 규칙을 갖는다면 바람직하다. 상기 변환 프로세스는 상기 기업

에 의해 사용되는 임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패턴을 식별하며, 이로써 사용자가 템플릿(templates)을 상기 설계 패턴

으로 맵핑하도록 주문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변환 알고리즘은 이들 패턴을 사용하여 실제 애플리케이션 스

크린을 식별하며 이에 따라 변환도 한다. 사용자에 의한 변환 후의 수정은 상기 변환의 스타일이 개별 파일 내에 보유된다

면 가능할 수 있다. 네트워크 페이지를 자바서버페이지로 하는 경우에, 이 네트워크 페이지는 상기 디스플레이 파일 기록

(440)을 DHTML을 포함하는 자바서버 페이지(520)로 변환시킴으로써 생성된다. DHTML은 입력 필드의 국부적 유효화

를 수행하기 위해 상기 클라이언트에 의해 사용되는 캐스캐이딩 스타일 시트(Cascading Style Sheets) 및 자바스크립

(JavaScript)을 갖는 HTML이며, 상기 DHTML은 사용자의 프리젠테이션 스타일에 맞게 만들기 위한 상기 변환 후 수정

을 용이하게 한다. 이와 달리, 상기 기업의 스크린 설계 규칙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의 스크린 규정 또는 스크린에 보여지

는 디스플레이 데이터 스트림의 분석에 의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획득된 지식 기반은 변환 프로세스 이

전에 필요되는 바처럼 수정될 수 있다.

변환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페이지(520)는 단계(530)에서 클라이언트(300) 상의 네트워크 사용자 에이전트(570)에게 상

기 페이지를 전송하기 이전에 상기 네트워크 서버(200) 상에서 기존의 웹 페이지 서비스 기술을 사용하여 동적으로 갱신

된다. 애플리케이션의 원시 출력 데이터는 단계(540)에서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운영 체제(430)의 데이터 관리자(432)에

의해 리다이렉트되며, 이로써 디스플레이를 위한 출력 데이터는 도 4에서 기술된 바처럼 통상적인 소유형 디스플레이 데

이터 스트림으로 변환되지 않으며, 이보다는 "웹으로의 정보 공표 런타임 컴포넌트(Publish-to-Web runtime

component)"로 표시된 새로운 네트워크 정보 공표 컴포넌트(550)로 전송된다. 이 네트워크 정보 공표 컴포넌트(550)는

네트워크로 공보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재포맷하는데, 그 이유는 특히 상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가 네트워크

상에서 디스플레이되기에서 부적합한 포맷으로 상기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되고 코딩되기 때문이다. 상기 네트

워크 사용자 에이전트(570)로부터 획득된 사용자 입력 데이터는 상기 웹으로의 정보 공표 런타임 컴포넌트(550)에 의해

처리되며 상기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운영 체제(430)에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입력 데이터로서 재포맷된다. 네트워크 서

버(200) 및 상기 웹으로의 정보 공표 런타임 컴포넌트(550)의 일부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122) 및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운영 체제(430)가 설치된 컴퓨터 이외의 컴퓨터(100) 상에 설치될 수 있지만, 레거시 애플리케이션(122)을 갖는 컴퓨터

(100)의 일부가 되거나 컴퓨터와 병합될 수 있다. 상기 웹으로의 정보 공표 런타임 컴포넌트(550)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122)이 그의 원시 환경에서의 임의의 변화도 인식하지 못하여 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떠한 코드 변경도 필요

하지 않도록, 재처리된다.

네트워크가 인터넷 및 WWW인 경우에, JAVA는 네트워크 페이지로서의 자바 페이지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상기 네트

워크 페이지가 네트워크 사용자 에이전트에게 제공되기 전에, HTML 또는 XML 페이지 내부로 동적으로 삽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여기서 이 프로세스는 동적으로 생성된 웹 컨텐트(content)로 지칭된다. 자바서버 페이지에 의해 판독될

데이터는 공보되기 위해 수신된 데이터를 갖는 서블릿에 의해 충진되는 데이터 객체, 즉 자바빈(JavaBeans) 내에 저장된

다. 이 실시예의 특징은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일단 네트워크 서버 내의 상기 데이터 객체 내에 저장되었으면, 상

기 애플리케이션은 조작, 전송 등등을 위해 상기 서버에 접속된 다른 컴퓨터로부터의 액세스를 포함하는 임의의 목적을 위

해 사용가능하게 되며, 웹 서버 상에서 상기 레거시 동적 데이터에 대한 사용 사항은 무제한이다. 자바빈의 데이터 필드 규

정은 자바서버에 의해 수용되는 HTML 또는 XML 페이지의 가변 데이터 필드와 함께 1 대 1 맵핑을 가지며 변환 프로세스

동안 자바 클래스 규정으로 생성되는데, 이는 소유형 애플리케이션 스크린의 규정이 상기 스크린의 I/O 필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상기 맵핑은 본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동적 컨텐트를 제공할 수 있는 액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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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페이지(Active Server Pages)와 같은 다른 제품이 존재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서블릿 인스턴스는 상기 데이터 객체

를 지정하며 상기 데이터 객체를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의 리다이렉트된 동적 데이터, 통상적으로는 I/O 데이터로 충진시킨

다. 그러므로, 바람직하게는, 상기 데이터 객체는 디스플레이를 위해 데이터를 포맷하는데 필요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소유

형 코드에서 적당한 언어의 네트워크 코드페이지로 상기 데이터를 변환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포맷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갖는다.

도 6은 자바서버 페이지의 사용을 기초로 하는 웹으로의 정보 공표 런타임 컴포넌트의 아키텍쳐를 오직 예시적으로 도시

한다. 상기 웹으로의 정보 공표 런타임 컨포넌트는 612로의 요청 및 레거시 애플리케이션(122)에 대한 660으로부터의 응

답에 대한 웹 게이트 역할을 하는 서블릿 인스턴스(610)이다. 일반적으로, 서블릿은 클라이언트 요청에 응답하여 서버 상

에서 동작하는 JAVA 프로그램이다. 출력 데이터에 있어서, 서블릿 인스턴스(610)는 소켓으로부터 데이터 버퍼를 수용하

며 데이터의 기록 식별자를 룩업(look up)하며, 관련 데이터 객체, 가령 자바빈을 지정하며 충진하고 상기 관련 자바서버

페이지를 활성화시켜 디스플레이를 위해 데이터를 네트워크 사용자 에이전트에게 제공한다. 입력 데이터에 있어서, 서블

릿 인스턴스(610)는 데이터를 데이터 버퍼 내부로 패키지하며 이 데이터를 소켓 및 웹으로의 정보 공표 런타임 컴포넌트

를 통해 상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한다. 서블릿 인스턴스(610)는 또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셋업하며 상기 애플리

케이션 프로세스와 네트워크 서버 프로세스 간의 통신 경로를 셋업한다. 상기 통신 경로는 통신 단부 지점부로서 소켓

(626)을 포함한다. 입력 데이터를 대기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정지시키는 소켓 및 다른 통신 단부 지점부는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본질적으로 보존하며 본 발명의 문맥에서 기능할 것이다. 애플리케이션 발동기(660)는 Read_

Data 및 Write_Data 방법에 의해 이후에 사용될 소켓 기술자(socket descriptor)를 저장하며 데이터 리다이렉션(data

redirection)을 활성화하며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한다.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운영 체제(430)는 애플리케이션과 인

터넷 간의 데이터 흐름을 리다이렉트하기 위해 Read_Data 및 Write_Data 방법을 호출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자바 페이지

인 네트워크 사용자 페이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환 프로세스 동안 생성된다. 본 경우에는 자바빈인 데이터 객체는 각각

의 자바서버 페이지에 대응되며 상기 자바서버 페이지를 통해 상기 웹으로 공보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르는 프로세스의 제어 흐름은 다음과 같다. 클라이언트(300) 상의 사용자가 바람직하게는 단계(612)

에서 네트워크 서버(200) 상의 서블릿 인스턴스(610)로부터 발동 페이지를 요청함으로써 WWW 브라우저인 네트워크 사

용자 에이전트(570)로부터 레거시 애플리케이션(122)을 개시한다. 단계(614)에서, 다른 컴퓨터 또는 개인용 컴퓨터가 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300)가 발동할 애플리케이션의 이름 및 파라미터에 대한 엔트리 필드의 세트를 완성 및 제공한다. 상

기 발동에 대한 XML 또는 HTTP 요청을 수신하자마자 서블릿 인스턴스(610)는 단계(616)에서 소켓(626a)을 생성하며

부수적인 스레드(a secondary thread)(618)을 산출하여 컴퓨터(100)에 제공하며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발동시키는 애

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개시한다. 이어서, 소켓(626a)은 단계(642a)에서처럼 접속을 대기한다.

상기 부수적인 스레드(618)는 소켓 포트 넘버 및 프로그램 정보를 애플리케이션 발동기(660)로 제공하여, 이 발동기는 단

계(620)에서 소켓(626b)을 생성하며 네트워크 서버 프로세스 내의 상기 소켓으로의 접속부를 형성하다. 두 소켓

(626a,626b) 간의 접속부가 단계(622)에서 확립된 후에, 네트워크 서버 프로세스 내의 소켓(626a)은 레거시 프로그램으

로부터 데이터를 대기한다. 애플리케이션 발동기(660)는 단계(624)에서 도시된 바처럼 애플리케이션측 소켓(626b)의 기

술자를 가변 환경에 기록하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한 데이터 리다이렉션을 활성화시키며 레거시 애

플리케이션(122)을 발동시킨다. 레거시 애플리케이션(122)이 I/O 인스트럭션에 도달할 때, 출력 데이터가 단계(632)에서

처럼 컴퓨터의 운영 체제의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컴포넌트(430)에 전송되며, 상기 컴포넌트는 단계(640a)에서처럼

Write_Data 방법을 호출하여 애플리케이션측 소켓(626b)으로 데이터를 리다이렉트한다. 단계(642b)에서처럼 데이터가

네트워크 서버 프로세스 내의 소켓(626a)에 의해 판독되며 서블릿 인스턴스(610)는 단계(650)에서 상기 데이터를 저장할

데이터 객체를 생성한다. 단계(652)에서, 서블릿 인스턴스(610)는 상기 출력 기록과 관련된 가령 자바서버 페이지와 같은

네트워크 페이지를 호출한다. 네트워크 페이지는 단계(652)에서처럼 상기 데이터 객체로부터의 데이터로 채워지며, 단계

(660)에서 상기 네트워크 페이지는 가령 HTTP 응답으로서 네트워크 사용자 에이전트(570)에게 제공된다.

네트워크 사용자 에이전트(570) 상의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와 애플리케이션(122) 간의 다음의 상호작용은 소켓 접속부

(626a,626b)를 통해 흐른다. 상기 클라이언트가 페이지를 제공할 때, 네트워크 서버 상의 서블릿 인스턴스(610)는 소켓

또는 데이터 큐 객체 또는 메지시 큐 객체에 대한 참조를 갖는 이전에 저장된 세션 객체(session object)로부터의 세션 데

이터를 재저장한다. 입력 데이터는 단계(642c)에서처럼 소켓 또는 큐(626a)에 보내지며 만일 존재한다면 다른 애플리케

이션 소켓 또는 큐(626b) 및 I/O 버퍼에 보내지며, 이어서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컴포넌트(430)로 보내지며, 마지막에

Read_Data 방법(640b)을 대기하고 있었던 레거시 프로그램(122)에게 보내진다. 이어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122)은 다

음 I/O가 교환될 때까지 컴퓨터(100) 상에서 그의 원시 환경으로 계속 실행된다.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종료될 때, 단계

(620)에서처럼 제어는 단부 지점 접속부를 폐쇄하는 애플리케이션 발동기(660)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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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에서, 리포트 프로그램 생성기(RPG) 프로그램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의 실례로서 사용되었지만 다른 아키텍쳐가

COBOL 및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다. 소켓이 분산형 프로세스 간의 통신 메

카니즘으로서 사용되었지만, 신뢰성 및 보안성을 개선하기 위해 서버 및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컴퓨터 또는 메시

지 큐 내에 존재한다면 성능 개선을 위해 데이터 큐 객체와 같은, 서버에 대해 가용한 임의의 통신 단부지점 메카니즘이 사

용될 수도 있다. 사전개시된 잡(prestarted job) 내의 초기 프로그램은 애플리케이션측 소켓의 기술자를 가변 환경에 기록

하고 리다이렉션을 활성화시키고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발동시킨다. 상기 프로그램이 판독 인스트럭션이 따르는 기록 인

스트럭션과 같은 I/O 인스트럭션을 히트(hit)할 때, RPG 내의 EXFMT, 출력 데이터가 데이터 관리자에 전송되며, 이 관리

자는 웹으로의 정보 공표 런타임 인터페이스, Write_Data를 호출하여 소켓으로 기록한다. 데이터는 웹으로의 정보 공표

런 타임 인터페이스 Read_Data를 사용하여 소켓(626b)에 의해 판독될 수 있다.

이로써, 본 발명은 레거시 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하거나 코드를 변경할 필요가 없이 사용자가 모든 기업측에서 중요한 레거

시 애플리케이션들을 최근 기술을 사용는 인터넷으로 전개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은 정상

적으로 실행된다.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는 임의의 목적을 위해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가능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상

기 데이터가 네트워크 서버 상의 데이터 객체 내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가 자바서버 페이지와 같은

네트워크 페이지를 수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써 네트워크 서버 내에서 새로운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의 링크

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와 네트워크 서버 내의 다른 네트워크 애플리

케이션 데이터 간의 병합을 포함하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과 다른 네트워크 기반 애플리케이션 간의 상호 작용이 가능하

게 된다. 프로그램의 원거리 발동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및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웹 서버 및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개

별 컴퓨터 시스템으로 동작시키기 위해 상술된 아키텍쳐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프리

젠테이션을 위한 기업의 규칙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바서버 페이지를 상기 주문에 따라 제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은 또한 I/O 데이터가 브라우저 이외의 디스플레이 타입에 맞는 다른 포맷으로 변환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한 강

력한 애플리케이션은 I/O 데이터 및 디스플레이 기록을 일반적인 XML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변환하는 애플리케이션

이다. XML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이한 타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자에게 공급될 수 있다. 상기 제공자는 자바 스윙

기반(Java-Swing based), 음성 기반, PDA 기반 제공자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다중 타입의 다른 디바이스들로부

터의 기존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액세스를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이 상술되었지만, 이들은 단지 예시적인 것이지 한정적인 것은 아니며, 다양한 변경이 가능하

다. 이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상술된 실시예들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오직 다음의 청구 범위에 따라 규정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터넷을 통해 레거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액세스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유형 스크린 규정(proprietary screen definition)을, 보급형 컴퓨터 인터넷 사용자 에이전트 포맷에서, 변환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페이지로 변환하는 단계―상기 변환 단계는, 상기 레거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되며 상기 레거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과는 분리되어 저장되는 상기 소유형 스크린 규정을 분석하는 단계와, 상기 소유형 스크린 규정의 사용자 인

터페이스 요소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지원하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 언어로 기계적으

로 맵핑하는 단계와, 사용자의 프리젠테이션 스타일을 반영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패턴을 식별하는 주문 수행 템플

릿(customize template)을 이용하여, 상기 변환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페이지를 주문에 따라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변환

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페이지의 입력 필드를 유효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와,

상기 레거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이 상주하는 컴퓨터와는 분리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레거시 컴퓨

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단계―상기 클라이언트와 상기 컴퓨터는 서버에 의해 접속되며, 상기 제공 단

계는, 상기 레거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의 원시(raw) 출력을 네트워크 정보 공표 컴포넌트(network publishing

component)로 리다이렉팅(redirecting)하는 단계와, 정보 공표를 위해 상기 원시 출력을 재포맷하며, 상기 재포맷된 원시

출력은 정보 공표를 위해 데이터를 수신한 서블릿(servlet)에 의해 충진(populating)되는 자바빈(JavaBean) 데이터 객체

에 저장되는 단계와, 상기 재포맷된 원시 출력을 이용하여 상기 변환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페이지를 동적으로 갱신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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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상기 갱신된 변환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페이지를 상기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네트워크 정보 공표 컴

포넌트를 이용하여 상기 클라아언트로부터의 입력 데이터를 상기 레거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의 포맷으로 재포맷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함―와,

상기 자바빈 데이터 객체내의 상기 재포맷된 원시 출력을, 다른 네트워크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액세스, 이용 및 조작

을 위해 사용가능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레거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은 재구성되지 않고, 상기 레거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 변경이

행해지지 않으며,

상기 레거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은 모듈로 되지 않고,

상기 레거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네트워크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이음매가 없게(seamlessly) 서로 엮어지며,

상기 레거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는, 인터넷 상의 트랜잭션이 완료되고 인터넷에 대한 접속이 끊어진 후에, 원시

환경으로 자동적으로 보존되는

인터넷을 통해 레거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액세스하는 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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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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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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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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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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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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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0574156

- 15 -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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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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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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