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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외부 프로그램 테마를 사용하는 웹페이지 렌더링 메커니즘

요약

웹페이지 정의로부터 웹페이지를 생성하는 컴퓨팅 시스템에서의 웹페이지 렌더링 메커니즘에 관한 것이다. 웹페이지

클래스는 웹페이지 정의로부터 컴파일된다. 테마-특정 특성(theme-specific properties)들은 테마 클래스로 컴파일

된 테마-지향(theme-oriented) 텍스트 문서 내의 웹페이지 정의로부터 개별적으로 설명된다. 웹페이지는 테마 클래

스의 인스턴스와 관련하여 웹페이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실행함으로써 렌더링된다. 웹페이지 객체는 렌더링될 각각

의 제어 구성 요소를 위한 객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테마 객체는 각각의 제어 구성 요소 유형을 갖는 제어 구성 요

소들을 위한 객체를 포함할 수 있다. 특정 유형의 제어 구성 요소를 렌더링하는 경우에, 제어 구성 요소에 대응하는 객

체는 웹페이지 객체로부터 실행된다. 또한, 제어 구성 요소 유형에 대응하는 객체는 테마 객체로부터 실행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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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색인어

웹페이지 정의, 웹페이지, 컴퓨팅 시스템, 웹페이지 렌더링 메커니즘, 웹페이지 클래스, 테마 클래스, 테마-지향 텍스

트 문서, 웹페이지 객체, 테마 객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들 및 특징들을 얻기 위한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의 보다 특정한 설명은 첨부

된 도면에서 도시된 특정 실시예를 참조하여 제공될 것이다. 이러한 도면들은 본 발명에 대한 단지 통상적인 실시예를

묘사하는 것으로, 그 범주를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은 첨부 도면을 사용하여 추가 특수성 및 상세를 설

명하고 기술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특징들을 구현할 수 있는 적절한 컴퓨팅 시스템을 도시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원리들에 따라, 테마를 갖는 웹페이지를 렌더링하기 위한 방법의 플로우 차트를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원리들에 따라, 렌더링 프로세스와 관련된 데이터 구조 프로세싱을 도시한다.

도 4A는 적용된 테마가 없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도시한다.

도 4B는 적용된 테마를 갖는 도 4A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도시한다.

도 5는 종래 기술에 따른 렌더링 프로세스와 관련된 데이터 구조 프로세싱 플로우를 도시한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0 : 컴퓨터

121 : 프로세싱 유닛

122 : 시스템 메모리

123 : 시스템 버스

132 :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인터페이스

133 :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인터페이스

134 : 광 드라이브 인터페이스

146 : 직렬 포트 인터페이스

149a, 149b : 원격 컴퓨터

153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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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웹페이지 렌더링 기술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웹페이지 정의에 명기된 테마와 관련된 

특정 속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웹페이지에 테마가 공급될 수 있는 메커니즘에 관한 것이다.

컴퓨팅 기술은 우리가 작업하고 재생하는 방향(way)을 변환한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나 인터넷-기반(Internet-ena

bled) 컴퓨팅 시스템을 갖는 사용자, 또는 브라우저를 갖는 디바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수천 개의 서로 다른 

웹사 이트들로 내비게이트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은 웹사이트를 유지하는 서버에 웹페이지 요청을 전송하고, 그 다음,

서버로부터 웹페이지를 나타내는 마크업 언어를 수신하는 것을 수반한다. 그 때, 브라우저는 웹페이지의 마크업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스크린 상에 웹페이지를 표시한다.

통상적으로, 웹페이지들은 대화식 구성 요소들(interactive elements)을 포함하여, 렌더링될 때 그 결과로서 제어 구

성 요소들을 얻는데, 이 제어 구성 요소들은 사용자가 웹페이지와 임의의 레벨의 상호 작용을 갖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제어 구성 요소는, 사용자가 임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마우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을 포함할 수도 있다(예컨대,

'go' 버튼, 'help' 버튼, 'send' 버튼 및 'submit' 버튼, 'next' 버튼 등). 또한, 제어 구성 요소는, 사용자가 주소, 전화 번

호, 검색 조건(search terms), 제품명 등의 문서 정보(textual information)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일 수도 있

다. 또한, 제어 구성 요소는 라벨일 수도 있다. 보다 복잡한 제어 구성 요소는, 사용자가 다양한 뷰(views)를 선택하여

내비게이트하거나 캘린더 또는 약속 엔트리들을 입력할 수 있는 캘린더일 수도 있다.

웹페이지로의 그러한 제어들의 삽입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기술들이 존재한다. 종래의 하나의 접근법이 도 5와 관련

하여 기술되는데,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501)(특히, ASPX 웹페이지 문서)가 제어 집합(502)으로 변환되고, 그 다음, 

제어 집합(502)은 브라우저에 의해 직접 해석될 수 있는 마크업 언어(예컨대, HyperText Markup Language)의 유

형으로, 웹페이지(503)를 렌더링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예에 있어서,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501)는, 수직 생략 부호(511A ~ 511E)로 표현된 그 외의 정적 마크업 언

어(511)들 사이에 산재될 수 있는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512 ~ 515)을 포함하는 복수의 제어 구성 요소들에 대한 

참조문을 포함한다.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들 각각은 제어 구성 요소들의 동작(behaviors)을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속성들을 포함한다. 제어 구성 참조문들 각각은, 제어 구성 요소가 브라우저에 의해 직접 해석될 수 있는 마크업 언어

로 서버에서 렌더링될 것임을 나타내는 값을 구비하는 속성 'runat'을 갖는다. 또한,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512)은 식

별자 속성 'input'을 갖고 텍스트 속성 'Name:'을 갖는 라벨 제어 구성 요소를 참조문으로 인용한다.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513)은 TextBox 제어 구성 요소를 참조문으로 인용한다.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514)은 캘린더 제어 구성 요

소를 참조문으로 인용한다.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515)은 텍스트 속성 'Go', 및 사용자가 버튼 제어 구성 요소의 대응

시각적 표현 상을 클릭할 때 실행되는 'foo'라 불리는 기능을 그 결과로서 얻는 OnClick 속성을 갖는 버튼 제어 구성 

요소를 참조문으로 인용한다. 기능 'foo'는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501)의 내부 또는 외부에 존재할 수 있다.

화살표(515)에 의해 표현되는 바와 같이,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501)는 제어 집합(502)으로 구문 분석되고(parsed) 

컴파일된다. 제어 집합(502)은, 페이지 객체들을 실증하고, 실행되는 경우에(화살표(525)에 의해 표현되는 바와 같이

) 브라우저에 의해 직접 해석될 수 있는 마크업 언어로 웹페이지(503)를 렌더링하는 오버아칭 페이지 객체 클래스(52

0)를 포함하는 다수의 객체 클래스를 포함한다. 명확 히 하기 위해, 웹페이지(503)는 이러한 스테이지, 즉, 마크업 언

어 문서보다는, 궁극적으로 브라우저에 의해 제시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페이지 객체 클래스(520)는, 리터럴 객체들(literal objects)을 실증하고, 실행되는 경우에 정적 마크업 언어 부분(53

1)(웹페이지(503)에서 531A 및 531B 부분들로 표현되는)을 렌더링하는 리터럴 클래스(521)를 포함하는 여러 개의 

하강 객체 클래스들을 포함한다. 페이지 객체 클래스(520)는 라벨 객체를 실증하고, 실행되는 경우에 라벨 제어 구성 

요소(532)를 렌더링하는 하강 라벨 클래스(522)를 포함한다. 페이지 객체 클래스(520)는 TextBox 객체를 실증하고,

실행되는 경우에 TextBox 제어 구성 요소(533)를 렌더링하는 하강 TextBox 클래스(523)를 포함한다. 페이지 객체 

클래스(520)는 캘린더 객체를 실증하고, 실행되는 경우에 캘린더 제어 구성 요소(534)를 렌더링하는 하강 캘린더 객

체 클래스(524)를 포함한다. 또한, 페이지 객체 클래스(520)는 버튼 객체를 실증하고, 실행되는 경우에 캘린더 제어 

구성 요소(535)를 렌더링하는 하강 버튼 객체 클래스(525)를 포함한다.

지금 막 설명한 렌더링 기술은 제어 구성 요소의 기능성에 있어 유연성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또한, 그 이상

의 제어 구성 요소들이 특정 웹페이지에 대해 필요한 것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 제어 구성 요소들은 제어 구성 요소의

전체 외관(overall look)에 영향을 미치는 그 이상의 속성들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제어 구성 요소들은 백그라운드 

컬러, 포그라운드 컬러, 폰트 사이즈, 폰트 타입, 텍스트 컨텐트, 이미지, 템플릿, 복잡한 특성 등에 대한 속성을 가질 

수도 있다. 다양한 제어 구성 요소들에 특정한 속성들을 적용함으로써, 웹페이지의 외관 및 느낌이 개별화(customize

)될 수 있고, 심지어, 특정한 조직이나 제품과 관련되어 브랜드 인식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관련 웹페이지에 유사한 외관 또는 테마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 웹페이지는 유사한 속성 설정들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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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어 구성 요소들을 구비할 것이다. 이러한 관련 웹페이지들에 대한 전체 테마의 변경이 희망된다면, 통상적으로, 

각각의 웹페이지는 각 문서 내의 제어 구성 요소들에 대한 속성들을 꼼꼼하게 변경함으로써 개조될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상당한 소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테마가 다수의 관련 문서에 걸쳐서 시종 일관 보다 쉽게 적용될 수 있고, 테마에 대한 변경이 모든 관련 웹페

이지 텍스트 문서에 걸쳐서 보다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웹페이지 문서에 테마를 적용하는 메커니즘이 유익할

것이다. 하나 이상의 하강 제어 구성 요소 클래스를 갖는 페이지 객체 클래스의 컨텍스트에 테마가 적용됨으로써, 제

어 구성 요소들을 렌더링하기 위한 메커니즘 및 유형에 있어서 유연성의 이득과, 제어 구성 요소에 의해 가능해지는 

대응하는 유연한 기능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 유익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종래 기술이 갖는 앞선 문제점들은, 웹페이지 정의 내에 요구되는 테마와 관련된 특성들이 없는 웹페이지에 테마가 

적용되는 것으로, 컴퓨팅 시스템이 웹페이지 정의로부터 웹페이지를 생성하는 웹페이지 렌더링 메커니즘에 관한 본 

발명의 원리에 의해 극복된다.

웹페이지 정의는 라벨, 버튼, 텍스트 박스, 캘린더 등과 같은 제어 구성 요 소들을 참조문으로 인용한다. 렌더링 프로

세스 동안, 웹페이지 정의에 대응하는 웹페이지에 테마가 적용되어 있는지가 판정된다. 이는 디폴트(예컨대, 배열 설

정을 사용하여)에 의해, 또는 테마가 적용될 것임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검출함으로써 판정된다. 이에 응하여, 보다 많

은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들 중 하나가 액세스된다. 테마-지향 문서들은 제어 구성 요소들과 관련되고, 테마에 대한 

소정 외관 및 느낌을 창출하는 특성들 또는 속성들을 총괄적으로 설명한다. 그러한 속성들은 백그라운드 컬러, 포그

라운드 컬러, 폰트 사이즈, 폰트 타입, 이미지, 템플릿, 복잡한 특성 등을 포함할 수 있고, 제어 구성 요소의 각 유형에 

대해 지정될 수 있다. 또한, 속성들은, 날짜에 대한 상세를 갖는 일간(daily) 모드에서 캘린더 표시가 초기화되는지 여

부, 또는 주간(weekly)이나 월간(monthly) 모드에서 캘린더 표시가 초기화되는지 여부 등, 보다 복잡한 동작들을 포

함할 수 있다.

그 때, 테마 클래스는 하나 이상의 테마-지향 문서들에 기초하여 생성되고 컴파일된다. 테마 객체는 테마 클래스로부

터 실증된다. 테마 객체는, 실행되는 경우에 그 결과로서 제어 구성 요소에 대한 특정 테마-지향 특성들의 애플리케이

션을 얻는 부분들을 포함한다. 그 후, 적절한 테마 특성 세트를 갖는 제어 구성 요소는 제어 구성 요소를 렌더링하는 

객체 인스턴스에 의해 호출될 때 실행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테마 객체는 특정 제어 구성 요소 유형에 대응

하는 하강 객체들을 포함한다.

또한, 렌더링 메커니즘은 웹페이지 정의에 기초하여 웹페이지 객체를 생성한다. 웹페이지 객체는 제어 구성 요소를 

렌더링하고, 제어 구성 요소에 테마-지향 특성들을 적용하는 테마 객체에 대한 호출 기능을 포함하는 객체를 포함한

다. 그 때, 웹페이지는 웹페이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실행함으로써 렌더링된다.

본 발명의 추가 특징들 및 장점들은 다음 기재를 통해 설명될 것이고 일부는 그러한 기재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며, 또

한, 이는 발명의 실시에 의해 습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징들 및 장점들은 기기들 및 특히 첨부된 청구 범위에서 지

적된 조합들에 의해 실시될 수 있고 얻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이러한 여러 특징들은 다음 기재 및 첨부된 청구 범위

로부터 보다 전체적으로 명확해 지게 될 것이고, 또한, 이후 설명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실시에 의해 습득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원리는 컴퓨팅 시스템이 웹페이지 정의로부터 웹페이지를 생성하는 웹페이지 렌더링 메커니즘에 관한 것

이다. 렌더링 프로세스는 제어 구성 요소의 테마-특정 특성들이 웹페이지 정의 내에 포함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특정

테마를 갖는 제어 구성 요소들을 렌더링한다. 대신, 테마-특정 특성들은 하나 이상의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들에서 

설명된다.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들은 테마 클래스로 컴파일되고, 웹페이지 정의는 웹페이지 클래스로 컴파일된다. 

웹페이지는 테마 클래스의 인스턴스와 관련하여 웹페이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실행함으로써 렌더링된다.

본 발명의 범주 내의 실시예들은 컴퓨터-실행가능 명령어 또는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 구조를 전하거나 구비하기 위

한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그러한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는 일반적인 목적 또는 특수 목적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 될 수 있는 임의의 이용가능한 매체일 수 있다. 예로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컴퓨터-판독 가

능한 매체는 RAM, ROM, EEPROM, CD-ROM 또는 그 외 광학적 디스크 저장 장치, 자기 디스크 저장 장치 또는 그 

외 자기 저장 장치와 같은 물리적 컴퓨터-판독 가능 매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또한, 컴퓨터-실행 가능 명령어 또는 

데이터 구조의 유형으로 소정의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전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일반 목적 또는 특수 

목적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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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네트워크 또는 다른 통신 접속부(하드 와이어드, 무선, 또는 하드와이어드 혹은 무선의 조합)를 통해 컴퓨터로

전송되거나 제공되는 경우에, 컴퓨터는 접속부를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로 본다. 따라서, 임의의 그러한 접속부는 컴

퓨터-판독가능 매체로 칭해진다. 또한, 상기 조합들은 컴퓨터-판독가능 매체의 범주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들은 예를 들어, 일반 목적 컴퓨터, 특수 목적 컴퓨터, 또는 특수 목적 프로세싱 디바이스가 임의의 기

능 또는 기능 집합을 수행하도록 하는 임의의 명령어들 및 데이터를 포함한다. 컴퓨터-실행가능 명령어는 예를 들어, 

2진, 어셈블리 언어와 같은 중간 포맷 명령어, 또는 소스 코드일 수도 있다. 요구되지 않더라도, 본 발명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과 같은 컴퓨터-실행가능 명령어의 일반 컨텍스트에서 설명될 것이

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은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거나 특정 요약 데이터 유형을 구현하는 루틴, 프로그램, 객체,

컴포넌트, 데이터 구조 등을 포함한다.

당업자라면, 본 발명이 퍼스널 컴퓨터, 휴대용 디바이스, 멀티-프로세서 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기반 또는 프로그

램가능 소비자 가전, 네트워크 PC, 미니컴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 등을 포함하는 많은 유형의 컴퓨터 시스템 배열을 

갖는 네트워크 컴퓨팅 환경에서 실시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하드와이어

드 링크, 무선 링크, 또는 하드와이어드 혹은 무선 링크의 조합 중 어느 하나에 의해) 링크되는 국부 및 원격 프로세싱

디바이스에 의해 태스크가 수행되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실시될 수도 있다.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프로그램 모듈은

국부 및 원격 메모리 기억 장치 모두에 위치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원리가 컴퓨터(120) 유형에서 이용될 수 있는 적절한 컴퓨팅 환경을 도시한다. 컴퓨터(120)는 프로

세싱 유닛(121), 시스템 메모리(122), 및 시스템 메모리(122)를 포함하는 다양한 시스템 컴포넌트를 프로세싱 유닛(1

21)에 결합하는 시스템 버스(123)를 포함한다.

시스템 버스(123)는 메모리 버스나 메모리 제어기, 주변 버스, 및 임의의 다양한 버스 아키텍쳐를 사용하는 로컬 버스

를 포함하는 임의의 여러 가지 유형의 버스 구조일 수 있다. 시스템 메모리는 ROM(read only memory; 124) 및 RA

M(random access memory; 125)을 포함한다. 시동 동안과 같이, 컴퓨터(120) 내에 있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정보 

전송을 돕는 기본 루틴을 포함하는 BIOS(basic input/output system; 126)는 ROM(124)에 저장될 수 있다.

컴퓨터(120)는 또한 자기 하드 디스크(139)로부터 판독하고 기입하기 위한 자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27), 분리 

가능 자기 디스크(129)로부터 판독하고 기 입하기 위한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28), 및 분리 가능 광 디스크(131)로

부터 판독하고 기입하기 위한 CD-ROM 또는 그 외의 광 매체와 같은 광 디스크 드라이브(130)를 포함할 수 있다. 자

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27),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28), 및 광 디스크 드라이브(130)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인

터페이스(132),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인터페이스(133), 및 광 드라이브 인터페이스(134)에 의해 각각 시스템 버스(

123)에 접속된다. 드라이브 및 그들의 관련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120)에 대해 컴퓨터-실행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및 그 외의 데이터의 불휘발성 저장을 제공한다. 비록 여기 기술된 전형적인 환경에서는 

자기 하드 디스크(139), 분리 가능 자기 디스크(129) 및 분리 가능 광 디스크(131)를 사용하지만,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기 카세트, 플래시 메모리 카드,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베르누이 카트리지, RAM, ROM 등을 포함

하는 그 외의 유형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가 사용될 수도 있다.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모듈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코드 수단은 운영 체제(135),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

36), 그 외의 프로그램 모듈(137), 및 프로그램 데이터(138)를 포함하는 하드 디스크(139), 자기 디스크(129), 광 디

스크(131), ROM(124) 또는 RAM(125)에 저장될 수 있다. 사용자는 키보드(140), 포인팅 디바이스(142), 또는 조이 

스틱, 게임 패드, 위성 접시, 스캐너 등과 같은 그 외의 입력 디바이스(도시되지 않음)를 통해 컴퓨터(120)에 명령 및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입력 디바이스들은 종종 시스템 버스(123)에 결합된 직렬 포트 인터페이스(146)

를 통해 프로세싱 유닛(121)에 접속 된다. 대안적으로, 입력 디바이스는 병렬 포트, 게임 포트 또는 USB(universal s

erial bus)와 같은 그 외의 인터페이스에 의해 접속될 수 있다. 모니터(147)나 다른 표시 디바이스 역시 비디오 어댑

터(148)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경유하여 시스템 버스(123)에 접속된다. 모니터뿐만 아니라, 퍼스널 컴퓨터는 통상적

으로 스피커 및 프린터와 같은 그 외의 주변 출력 장치(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한다.

컴퓨터(120)는 원격 컴퓨터(149a, 149b)와 같은 하나 이상의 원격 컴퓨터로의 논리적 접속을 이용한 네트워크 환경

에서 동작할 수 있다. 원격 컴퓨터(149a, 149b)는 각각 또 다른 퍼스널 컴퓨터, 서버, 라우터, 네트워크 PC, 피어(pee

r) 디바이스, 또는 기타 공통 네트워크 노드일 수 있으며, 비록 도 1 에는 메모리 저장 장치(150a, 150b) 및 그들의 관

련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36a, 136b)만이 도시되어 있지만, 컴퓨터(120)에 관하여 상술한 구성 요소 중 다수 또는 

모든 구성 요소를 일반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논리적 접속은 실시예를 통해 여기 제시된 근거리 통신

망(LAN; 151) 및 원거리 통신망(WAN; 152)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은 사

무실 광역 또는 기업 광역 컴퓨터 네트워크(office-wide or enterprise-wide computer network), 인트라넷, 및 인

터넷에서 일반적인 것이다.

LAN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 컴퓨터(120)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어댑터(153)를 통해 LAN(151)에

접속된다. WAN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 컴퓨터(120)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등의 WAN(152)을 경유하여 

통신을 구축하기 위한 모뎀(154), 무선 링크, 또는 기타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내장형 또는 외장형일 수 있는 모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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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은 직렬 포트 인터페이스(146)를 경유하여 시스템 버스(123)에 접속된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컴퓨터(120)에 관

하여 도시된 프로그램 모듈 또는 그 일부분은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도시된 네트워크 접속은 예시

적인 것이며, WAN(152)를 경유하여 통신을 구축하는 그 외의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대한 적절한 운영 환경을 나타내는 한편, 본 발명의 원리는 네트워크 사이트로 브라우징할 수 있는 

임의의 컴퓨팅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컴퓨팅 시스템은 단지 예시적인 것으로서, 본 발명의 원리

가 구현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환경 중 아주 작은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설명 및 청구 범위에 있어서, '컴퓨팅 시스

템'은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임의의 하드웨어 컴포넌트 또는 컴포넌트들로

서 폭넓게 정의된다. 컴퓨팅 시스템의 예는 데스크탑 컴퓨터, 랩탑 컴퓨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전화, 

또는 프로세싱 능력을 갖는 또 다른 시스템이나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도 2는 웹페이지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테마와 관련된 특성들이 없는 테마가 웹페이지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웹페이

지 정의로부터 웹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200)에 대한 플로우 차트를 도시한다. 도 3은 데이터 구조 프로세스 

플로우(300)를 도시한다. 도 3의 데이터 구조 프로세서 플로우(300)는 도 2의 방법(200)을 자주 참조하여 설명될 것

이다.

데이터 구조 프로세스 플로우(300)는 웹페이지 정의의 일례로서 역할을 하는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301)를 포함한다

. 일 실시예에 있어서,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는 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ASPX 웹페이지 문서이다. 또한, 웹페이

지 정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웹 서비스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 그러나, 설명된 실시예에 있어서, 웹페이지 정의는 웹

페이지 텍스트 문서의 유형을 취하고, 따라서 본 발명의 원리는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와 관련하여 설명될 것이다. 그

러나, 당업자라면, 이 설명을 검토한 이후에, 본 발명의 범주 내에 있는 또 다른 웹페이지 정의로부터의 웹페이지에 대

해서도 인지할 것이다.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301)는 테마명이 'Contemporary'인 테마가 적용될 것임을 나타내는 지

시어(directive; 310)를 포함한다. 컴퓨팅 시스템은 이러한 테마에 대응하는 다수의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341)로 

액세스한다. 하나 이상의 그 외의 테마와 관련된 그 외의 테마-지향 문서들 역시 존재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모든 테마-지향 문서들은 공통 디렉토리에 위치한다. 디렉토리는 각각의 가능 테마(possible theme)에 대해 하나씩, 

다수의 서브디렉토리를 가질 수 있다. 비록, 다수의 테마-지향 문서들(보다 구체적으로, 생략 부호(341E)로 표기된 

것과 같은 잠재적인 것들 중에서 문서(341A ~ 341D))이 있지만, 단지 하나 혹은 또 다른 수의 테마-지향 문서가 있

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방법(200)은 클라이언트 컴퓨팅 시스템으로부터 웹페이지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단계 201). 이 웹페이지는 도 3의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301)와 같은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로부터 동적으로 생성

된다. 커런트 요청/응답-지향 프로토콜(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웹페이지를 검색하는 HTTP(HyperText Transport Pr

otocol) 공통과 같은)에 있어, 웹페이지는 종종 요청에 응답하여 검색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원리는 요청/응답 지향 

환경 내의 애플리케이션에 제한되지 않는다. 웹페이지는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수신된 임의의 요청의 이행(fulfillment

)에 관련되지 않는 임의의 다른 이유(reason)에 대해 동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컴퓨팅 시스템이,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에 대응하는 웹페이지가 구성될 것임을 판정할 때(요청 또는 그 반대 중 하나

에 응답하여), 컴퓨팅 시스템은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에 대응하는 웹페이지에 테마가 적용되어 있는지를 판정한다(단

계 202). 이는, 대응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 내의 지시어를 판독하는 컴퓨팅 시스템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301)에 대해, 지시어(310)가 판독되고 평가된다. 대안적으로, (예컨대, 배열 설정에 의해 표시

되는 바와 같은) 디폴트 룰은 테마가 적용되어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컴퓨팅 시스템이 디폴트 룰을

위반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면, 이에 대응하여 컴퓨팅 시스템은 테마가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

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렌더링에 이용가능한 다수의 테마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시어 또는 디폴트 룰은 

테마가 적용되어 있음을 상술할 수 있다.

컴퓨팅 시스템은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 내의 상세한 테마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에 테마를 적용

하는 기능적, 결과-지향 단계를 수행한다(단계 210). 이는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는 임의의 대응 액트들(acts)을 포함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된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 210은 대응 액트 211 ~ 214 및 221 ~ 223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컴퓨팅 시스템은, 테마에 대응하고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의 제어 구성 요소에 적용될 적어도 하나의 특

성을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보다 많은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 중 하나를 액세스한다(액트 211). 도 3에 있어서, 테마-

지향 텍스트 문서는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341)에 의해 표현된다.

제1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341A)의 컨텐트가 설명된다. 테마-지향 문서(341A) 내의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의 포맷

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공통 유형의 제어 구성 요소에 대한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301) 내의 제어 참조문의 포맷

과 어떻게 유사한지를 주목한다. 실제로, 테마-지향 문서(341A) 내의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의 스키마는 임의의 소정

유형에 대한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301)의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의 스키마와 동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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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의 스키마는 각 문서에 대해 접두사 'asp:'를 갖는 서버측 제어 구성 요소를 포함한

다.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은 제로 또는 더 많은 속성들, 즉, 대응 제어 구성 요소가 브라우저에 의해 직접 해석가능한 

마크업 언어로 렌더링될 위치를 나타내는 값을 갖는 'runat' 속성을 포함한다. 상술한 실시예에 있어서, 모든 제어 구

성 요소 참조문에 대한 'runat' 속성은, 모든 제어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렌더링 프로세스가 임의의 원격 브라우저보

다는, 웹페이지를 호스트하는 컴퓨팅 시스템에 의해 처리(handle)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server'의 값을 갖는다.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의 스키마는 유사하거나 심지어 동일하기 때문에, 테마-지향 문서들은 테마-지향 특성들을 지정하

기 위한 경(minor) 편집들, 즉, 단순한 잘라내기 및 붙이기, 또는 복사하기 동작에 의해 매우 쉽게 구성될 수 있다.

그 다음, 컴퓨팅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에 기초한 테마 클래스를 생성한다(액트 212). 테마 클

래스는 소스 코드 또는 기타 컴파일가능 명령어들로 표현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테마 클래스는 C#에서 생성

된다. 그 때, 테마 클래스는 테마 객체를 실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테마 클래스로 컴파일된다(액트 213). 그 다음

, 테마 객체는 컴파일된 테마 클래스를 사용하여 실증된다(액트 214). 이러한 클래스 생성, 컴파일링, 및 실증 동작은 

도 3에서 화살표 355로 표현되고, 그 결과 테마 제어 집합(342)이 생성된다.

테마 제어 집합(342)은 그것의 루트에 테마 객체(360)를 포함한다. 테마 객체(360)는 여러 개의 하강 제어 구성 요소

객체(361 ~ 367)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라벨 제어 구성 요소(361)는 스킨 식별자 'Sticker'를 갖는 특정한 스킨에 대응한다. 라벨 제어 구성 요소(

361)는 원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341A) 내의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351)에 액트 212 ~ 214인 클래스 생성, 컴파

일링, 및 실증 프로세스(instantiation process)를 실시하여 생성된다. 라벨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351)에 표시된 바

와 같이, 라벨 제어 구성 요소는, 실행되는 경우에, 'Sticker' 스킨을 야기하는 임의의 라벨 제어 구성 요소에 어떠한 

포그라운드 컬러를 적용할 것이다.

라벨 제어 구성 요소(362)는 임의의 특정 스킨에 대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라벨 제어 구성 요소(362)는 스킨 식별자

를 지정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non- existent) 스킨 식별자를 지정하는 임의의 라벨 제어 구성 요소에 디폴트에

의해 적용된다. 라벨 제어 구성 요소(362)는 원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341A) 내의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352)에 

클래스 생성, 컴파일링, 및 실증 프로세스를 실시함으로써 생성된다. 라벨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352)에 표시된 바와

같이, 라벨 제어 구성 요소는, 실행되는 경우에, 또 다른 어떠한(certain) 포그라운드 컬러를 라벨에 적용할 것이다.

TextBox 제어 구성 요소(363)은 임의의 특정 스킨에 대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TextBox 제어 구성 요소(363)는 스

킨 식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스킨 식별자를 지정하는 임의의 TextBox 제어 구성 요소에 디폴트에 

의해 적용된다. TextBox 제어 구성 요소(363)는 원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341A) 내의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353)

에 클래스 생성, 컴파일링, 및 실증 프로세스를 실시함으로써 생성된다. TextBox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353)에 표

시된 바와 같이, TextBox 제어 구성 요소는, 실행되는 경우에, 또 다른 어떠한 백그라운드 컬러를 라벨에 적용할 것

이다.

TextBox 제어 구성 요소(364)는 스킨 식별자 'Modern'를 갖는 특정 스킨에 대응한다. TextBox 제어 구성 요소(364

)는 원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 내의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354)에 클래스 생성, 컴파일링, 및 실증 프로세스를 실시

함으로써 생성된다. TextBox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354)에 표시된 바와 같이, TextBox 제어 구성 요소는, 실행되

는 경우에, 'Modern' 스킨을 야기하는 임의의 TextBox 제어 구성 요소에 어떠한 백그라운드 컬러를 적용할 것이다.

또한, 캘린더 객체(365)는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341) 중 하나의 대응 캘린더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도시되지 않음

)에 액트 212 ~ 214인 클래스 생성, 컴파일링, 및 실증 프로세스를 실시함으로써 생성된다. 캘린더 객체(365)는 특정

스킨에 대응하지 않으므로, 디폴트에 의해 적용된다.

버튼 객체(366)는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341) 중 하나의 대응 버튼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도시되지 않음)에 클래스

생성, 컴파일링, 및 실증 프로세스를 실시함으로써 생성되고, 식별자 'CommandButton'를 갖는 스킨에 대응한다.

기타 객체(367)는 하나 이상의 그 외의 제어 구성 요소 객체들 역시, 하나 이상의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341)에 대

응하는 하나 이상의 그 외의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도시되지 않음)에 클래스 생성, 컴파일링, 및 실증 프로세스를 실

시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도 2에 있어서, 테마 객체는 테마-지향 문서들을 액세스하고(액트 211), 테마 클래스를 생성하고(액트 212), 테마 클

래스를 컴파일링한(액트 213) 이후에 실증된다. 그러나, 이전의 액트 211 ~ 213 실행으로 인해 테마 클래스가 이미 

존재한다면, 액트 211 ~ 213인 액세스, 생성, 컴파일링 동작은 반복될 필요가 없다.

또한, 컴퓨팅 시스템은 웹페이지 객체의 인스턴스가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에 기초하여 생성될 수 있을 때, 웹페이지 

클래스를 생성한다(액트 211). 웹페이지 클래스는 웹페이지 문서로부터 직접 컴파일링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웹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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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클래스는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에 기초하여 컴파일되지 않은 웹페이지 클래스(예컨대, 소스 코드 또는 그 외의 

컴파일가능 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음)를 우선 생성함 으로써 생성될 수 있고, 그 다음 컴파일되지 않은 웹페이지 클래

스를 웹페이지 클래스로 컴파일할 수 있다.

그 때, 컴퓨팅 시스템은 웹페이지 클래스를 사용하여 웹페이지 객체를 실증한다(액트 222). 웹페이지는 웹페이지 객

체를 실행함으로써 (즉, 브라우저에 의해 직접 해석될 수 있는 마크업 언어로) 렌더링될 수 있다(액트 223). 웹페이지 

렌더링이 액트 201에서와 같이 클라이언트 요청에 응답한다면, 그 때 렌더링된 웹페이지는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될

수 있다(액트 231).

예를 들어, 도 3을 참조하면,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301)에 화살표 315로 표시되는 바와 같이, 액트 221 및 222인 클

래스 생성 및 실증 프로세스가 실시되어, 페이지 객체(320)를 그것의 루트 노드로서 포함하는 페이지 제어 집합(302)

을 생성할 수 있다.

페이지 객체(320)는 실행되는 경우에, 렌더링된 페이지(303)의 정적 마크업 언어 부분을 렌더링하는 리터럴 객체(32

1)를 포함하는 여러 개의 하강 객체들을 포함한다. 그 리터럴 객체는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301)의 정적 부분들(311

A ~ 311F)에 액트 211 및 22인 클래스 생성 및 실증 프로세스를 실시함으로써 생성된다.

하강 라벨 제어 구성 요소 객체(322)는 실행되는 경우에, 렌더링된 페이지(303)의 라벨 제어 구성 요소를 렌더링한다

. 라벨 제어 구성 요소 객체(322)는 라벨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312)에 클래스 생성 및 실증 프로세스를 실시함으로

써 생성된다. 라벨 제어 구성 요소는 텍스트 'Name:'를 라벨에 적용할 것이고, 라벨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312)의 속

성들에 의해 표현되는 바와 같은 식별자 'input'에 의해 식별될 것이다. 라벨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312)은 대응 스킨

식별자 속성 'Sticker'를 갖는다는 것도 주목한다. 따라서, 렌더링된 웹페이지(303) 내의 라벨 제어 구성 요소를 생성

하기 위해 라벨 제어 구성 요소 객체(322)를 실행하는 경우에, 테마 객체(360)의 라벨 제어 구성 요소 객체(361) 또한

실행될 것이고, 이로써, 스티커 스킨을 라벨 객체에 적용할 것이다.

하강 TextBox 제어 구성 요소 객체(323)는, 실행되는 경우에, 렌더링된 페이지(303)의 TextBox 제어 구성 요소를 

렌더링한다. TextBox 제어 구성 요소 객체(323)는 TextBox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313)에 클래스 발생 및 실증 프

로세스를 실시함으로써 생성된다. TextBox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313)은 대응 스킨 식별자 속성을 갖지 않는다. 따

라서, 렌더링된 웹페이지(303) 내의 TextBox 제어 구성 요소를 생성하기 위해 TextBox 제어 구성 요소 객체(323)

를 실행하는 경우에, 테마 객체(360)의 디폴트 TextBox 제어 구성 요소 객체(363) 역시 실행될 것이고, 이로써, 테마

를 라벨 객체에 적용할 것이다.

캘린더 제어 구성 요소 객체(324)는, 실행되는 경우에, 렌더링된 페이지(303)의 캘린더 제어 구성 요소를 렌더링한다

. 캘린더 제어 구성 요소 객체(324)는 캘린더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314)에 클래스 발생 및 실증 프로세스를 실시함

으로써 생성된다. 캘린더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314)은 대응 스킨 식별자 속성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렌더링된 웹

페이지(303) 내의 캘린더 제어 구성 요소를 생성하기 위해 캘린더 제어 구성 요소 객체(324)를 실행하는 경우에, 테

마 객체(360)의 디폴트 캘린더 제어 구성 요소 객체(365) 역시 실행될 것이고, 이로써, 테마를 캘린더 라벨 객체에 적

용할 것이다.

버튼 제어 구성 요소 객체(325)는, 실행되는 경우에, 렌더링된 페이지(303)의 버튼 제어 구성 요소를 렌더링한다. 버

튼 제어 구성 요소 객체(325)는 버튼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315)에 클래스 발생 및 실증 프로세스를 실시함으로써 

생성된다. 버튼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315)은 대응 스킨 식별자 속성, 'CommandButton'을 갖는다. 따라서, 렌더링

된 웹페이지(303) 내의 버튼 제어 구성 요소를 생성하기 위해 버튼 제어 구성 요소 객체(324)를 실행하는 경우에, 테

마 객체(360)의 버튼 제어 구성 요소 객체(366) 역시 실행될 것이고, 이로써, 테마를 버튼 제어 구성 요소 객체에 적

용할 것이다.

기타 제어 구성 요소 객체(326)는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301) 내의 그 외의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에 기초하여 생성

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그 외의 제어 구성 요소 객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이미지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316)은 

웹페이지 내의 어떠한 위치에서의 이미지 사용을 나타낸다. 이미지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316)은 스킨 'LogoImage'

를 식별한다. 따라서, 테마-지향 문서(341) 중 하나에 대응 테마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이 존재할 것이다. 대응 테마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은 이미지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일 것이고, 이미지 제어 구성 요소에 대해 렌더링하기 위해 특

정 이미지 파일을 식별할 것이다. 이미지는, 예를 들어, 로고일 수 있다.

웹페이지 객체(320)가 액트 223으로 실행되는 경우에, 제어 구성 요소 각각 은 페이지 객체의 대응 제어 구성 요소 

뿐만 아니라 테마-지향 문서들의 대응 테마 제어 구성 요소 객체를 실행함으로써 렌더링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있

어, 다수의 웹페이지의 공통 테마는 테마 지향 문서의 단일 세트를 단순히 변경함으로써 쉽게 바뀔 수 있다. 게다가,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 내의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이 특정 제어 구성 요소 유형에 대한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 내의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과 동일한 스키마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테마-지향 문서는 매우 쉽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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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능하게 생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원리들은 특정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는 특정 실시예의 사용을 통해 보다 명백해 질 수 있다.

도 4A는 적용된 테마가 없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도시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와 관련하여

상술된 프로세스를 수행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 특정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비록, 스킨 식별자가 다수의 제어 구성 요소 내에 포함되지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용가능한 테마-지향 문서들은

존재하지 않고, 도 4A의 사용자 인터페 이스는 공정하게 비-테마적 톤(non-thematic tone)을 반영한다.

이제, 다음과 같은 테마-지향 문서가 이용가능하고, 이는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에 의해 적용된 테마에 대응하는 것으

로 가정한다(라인 넘버링은 명백함을 위해 추가된다).

도 4B는 이 테마-지향 문서가 이용가능한 경우에 도 4A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명한 것이다. 웹페이지 텍스트 문

서 내의 이미지 제어 구성 요소는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 내의 라인 1의 이미지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의 견지에서 렌

더링되므로, 로고가 지금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주목한다. 또한, TextBox 및 Button 제어 구성 요소의 외관 및 느낌은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의 대응 제어 구성 요소 참조문의 견지에서 렌더링되므로, 마찬가지로 변화들이 존재하게 된

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그 진의 또는 본질적 특성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는 한 그 외의 특정 폼으로 구현될 수 있다. 상술한 실시예

들은 단지 실례가 되는 것으로 제한적인 것은 아님을 고려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주는 앞선 설명보다는 첨부된 청

구 범위에 의해 지시된다. 청구범위와 등가인 의미 및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변경들은 그들의 범주 내에 포함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웹페이지 정의에 포함되는 테마와 관련된 특성들이 없는 웹페이지에 테마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컴퓨팅 시스템이 웹

페이지 정의로부터 웹페이지를 생성하는 방법 - 상기 웹페이지 정의는 대응 웹페이지에 포함될 적어도 하나의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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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를 참조문으로 인용함 - 으로서,

상기 웹페이지 정의에 대응하는 상기 웹페이지에 테마가 적용되어 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테마에 대응하고, 상기 웹페이지 정의의 제어 구성 요소에 적용될 적어도 하나의 특성을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많은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들 중 하나를 액세스하는 단계;

상기 하나 이상의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들에 기초하여 테마 클래스를 생성하는 단계;

테마 객체들을 실증(instantiate)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테마 클래스로 상기 테마 클래스를 컴파일링하는 단계;

상기 컴파일된 테마 클래스를 사용하여 테마 객체를 실증하는 단계 - 상기 테마 객체는, 실행되는 경우에, 상기 웹페

이지 정의에 대응하는 웹페이지 인스턴스에 의해 호출될 때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특성이 상기 제어 구성 요소에 적용

되도록 하는 적어도 일부를 포함함 - ;

웹페이지 객체의 인스턴스가 상기 웹페이지 정의에 기초하여 생성될 수 있을 때, 웹페이지 클래스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웹페이지 클래스를 사용하여 웹페이지 객체를 실증하는 단계 - 상기 웹페이지 객체는, 실행되는 경우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특성이 상기 제어 구성 요소에 적용되도록 하는 상기 테마 객체의 일부에 대한 호출 기능을 포함함 - ;

및

상기 웹페이지 객체를 실행함으로써 상기 제어 구성 요소로 상기 웹페이지를 렌더링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테마 객체는 제1 테마 객체이고, 상기 웹페이지 객체는 제1 웹페이지 객체인 경우에,

상기 웹페이지에 대한 후속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컴파일된 테마 클래스를 사용하여 제2 테마 객체를 실증하는 단계 - 상기 제2 테마 객체 역시, 실행되는 경우에,

상기 웹페이지 정의에 대응하는 웹페이지 문서에 의해 호출될 때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특성이 상기 제어 구성 요소에 

적용되도록 하는 적어도 일부를 포함함 - ;

상기 웹페이지 클래스를 사용하여 제2 웹페이지 객체를 실증하는 단계 - 상기 제2 웹페이지 객체는, 실행되는 경우에

,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특성이 상기 제어 구성 요소에 적용되도록 하는 상기 테마 객체의 일부에 대한 호출 기능을 포

함함 - ; 및

상기 웹페이지 객체를 실행함으로써 상기 제어 구성 요소로 상기 웹페이지를 렌더링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웹페이지 객체의 인스턴스가 상기 웹페이지 정의에 기초하여 생성될 수 있을 때 웹페이지 클래스를 

생성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웹페이지 정의에 기초하여 컴파일되지 않은 웹페이지 클래스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웹페이지 클래스로 상기 컴파일되지 않은 웹페이지 클래스를 컴파일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컴파일되지 않은 웹페이지 클래스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컴파일되지 않은 웹페이지 클래스를 정

의하는 소스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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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웹페이지 객체의 인스턴스가 상기 웹페이지 정의에 기초하여 생성될 수 있을 때 웹페이지 클래스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컴파일된 웹페이지 클래스로 상기 웹페이지 텍스트 문서를 직접 컴파일링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테마 객체의 일부는 상기 하나 이상의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 내의 특정 유형의 제어 구성 요소

들에 대한 참조문으로부터 생성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 내의 특정 유형의 제어 구성 요소에 대한 참조문은 상기 웹

페이지 정의 내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어 구성 요소에 대한 참조문과 동일한 스키마를 따르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어 구성 요소는 특정한 유형인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컴퓨팅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웹페이지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

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팅 시스템에 상기 렌더링된 웹페이지를 다운로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

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컴퓨팅 시스템에 상기 렌더링된 웹페이지를 다운로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웹페이지 정의에 대응하는 상기 웹페이지에 테마가 적용되어 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는, 상기 

웹페이지 정의로부터 지시어를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디폴트 룰은 테마가 적용된 것이고, 상기 웹페이지 정의에 대응하는 상기 웹페이지에 테마가 적용되

어 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는, 상기 디폴트 룰을 위반하는 것이 없음을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디폴트 룰은 배열 설정(configuration setting)에 기초하는 것으로, 상기 웹페이지 정의에 대

응하는 상기 웹페이지에 테마가 적용되어 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는, 상기 배열 설정을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

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테마 객체는, 실행되는 경우에, 적어도 제1 제어 구성 요소 유형의 하나 이상의 제어 구성 요소

에 적용될 적어도 제1 특성을 야기하는 제1 테마 제어 구성 요소 객체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구성 요소는 상기 제1 제어 구성 요소 유형의 제1 제어 구성 요소이고, 상기 웹페이지 객

체는, 실행되는 경우에, 렌더링되는 상기 제1 제어 구성 요소를 그 결과로서 얻는 제1 제어 구성 요소 객체를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웹페이지 객체를 실행함으로써 상기 제어 구성 요소 로 상기 웹페이지를 렌더링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제어 구성 요소 객체 및 상기 제1 테마 제어 구성 요소 객체를 실행함으로써 상기 제1 제어 구성 요소를 렌

더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테마 객체는, 실행되는 경우에, 적어도 제2 제어 구성 요소 유형의 하나 이상의 제어 구성 요

소에 적용될 적어도 제1 특성을 야기하는 제2 테마 제어 구성 요소 객체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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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웹페이지 객체는, 실행되는 경우에, 렌더링되는 상기 제2 제어 구성 요소를 그 결과로서 얻는 

제2 제어 구성 요소 객체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웹페이지 객체를 실행함으로써 상기 제어 구성 요소로 상기 웹페이지를 렌더링하는 단계는, 

상기 제2 제어 구성 요소 객체 및 상기 제2 테마 제어 구성 요소 객체를 실행함으로써 상기 제2 제어 구성 요소를 렌

더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웹페이지 정의에 포함되는 테마와 관련된 특성들이 없는 웹페이지에 테마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컴퓨팅 시스템이 웹

페이지 정의로부터 웹페이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구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 상기 웹페이지 정의는 대응 웹페

이지에 포 함될 적어도 하나의 제어 구성 요소를 참조문으로 인용하고,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컴퓨팅 시스템

에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경우에 컴퓨팅 시스템이 아래의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실행가

능 명령어들을 갖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함 - 으로서,

상기 웹페이지 정의에 대응하는 상기 웹페이지에 테마가 적용되어 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테마에 대응하고, 상기 웹페이지 정의의 제어 구성 요소에 적용될 적어도 하나의 특성을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보다 많은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들 중 하나를 액세스하는 단계;

상기 하나 이상의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들에 기초하여 테마 클래스를 생성하는 단계;

테마 객체들을 실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테마 클래스로 상기 테마 클래스를 컴파일링하는 단계;

상기 컴파일된 테마 클래스를 사용하여 테마 객체를 실증하는 단계 - 상기 테마 객체는, 실행되는 경우에, 상기 웹페

이지 정의에 대응하는 웹페이지 인스턴스에 의해 호출될 때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특성이 상기 제어 구성 요소에 적용

되도록 하는 적어도 일부를 포함함 - ;

웹페이지 객체의 인스턴스가 상기 웹페이지 정의에 기초하여 생성될 수 있을 때, 웹페이지 클래스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웹페이지 클래스를 사용하여 웹페이지 객체를 실증하는 단계 - 상기 웹 페이지 객체는, 실행되는 경우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특성이 상기 제어 구성 요소에 적용되도록 하는 상기 테마 객체의 일부에 대한 호출 기능을 포함함 - ;

및

상기 웹페이지 객체를 실행함으로써 상기 제어 구성 요소로 상기 웹페이지를 렌더링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테마 객체는 제1 테마 객체이고, 상기 웹페이지 객체는 제1 웹페이지 객체이고, 상기 하나 이

상의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는,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경우에, 상기 컴퓨팅 시스템이 다음 단계

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실행가능 명령어를 구비하는 것으로,

상기 웹페이지에 대한 후속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컴파일된 테마 클래스를 사용하여 제2 테마 객체를 실증하는 단계 - 상기 제2 테마 객체 역시, 실행되는 경우에,

상기 웹페이지 정의에 대응하는 웹페이지 문서에 의해 호출될 때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특성이 상기 제어 구성 요소에 

적용되도록 하는 적어도 일부를 포함함 - ;

상기 웹페이지 클래스를 사용하여 제2 웹페이지 객체를 실증하는 단계 - 상기 제2 웹페이지 객체는, 실행되는 경우에

,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특성이 상기 제어 구성 요소에 적용되도록 하는 상기 테마 객체의 일부에 대한 호출 기능을 포

함함 - ; 및

상기 웹페이지 객체를 실행함으로써 상기 제어 구성 요소로 상기 웹페이지를 렌더링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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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테마 객체의 일부는 상기 하나 이상의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 내의 특정 유형의 제어 구성 요

소들에 대한 참조문으로부터 생성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 내의 특정 유형의 제어 구성 요소에 대한 참조문은 상기 

웹페이지 정의 내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어 구성 요소에 대한 참조문과 동일한 스키마를 따르고, 상기 적어도 하나

의 제어 구성 요소는 특정한 유형인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24.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는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에, 상

기 컴퓨팅 시스템이 클라이언트 컴퓨팅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웹페이지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실행가능 명령어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는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에, 상

기 컴퓨팅 시스템이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팅 시스템에 상기 렌더링된 웹페이지를 다운로드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 터-실행가능 명령어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26.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는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에, 상

기 컴퓨팅 시스템이 클라이언트 컴퓨팅 시스템에 상기 렌더링된 웹페이지를 다운로드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실행가능 명령어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27.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웹페이지 정의에 대응하는 상기 웹페이지에 테마가 적용되어 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는, 상기

웹페이지 정의로부터 지시어를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28.
제20항에 있어서, 디폴트 룰은 테마가 적용되는 것이고, 상기 웹페이지 정의에 대응하는 웹페이지에 테마가 적용되어

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는 상기 디폴트 룰을 위반하는 것이 없음을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디폴트 룰은 배열 설정에 기초하고, 상기 웹페이지 정의에 대응하는 웹페이지에 테마가 적용

되어 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는 상기 배열 설정을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30.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테마 객체는, 수행되는 경우에, 적어도 제1 제어 구 성 요소 유형의 하나 이상의 제어 구성 요

소에 적용될 적어도 제1 특성을 야기하는 제1 테마 제어 구성 요소 객체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구성 요소는 상기 제1 제어 구성 요소 유형의 제1 제어 구성 요소이고, 상기 웹페이지 객

체는, 실행되는 경우에, 렌더링되는 상기 제1 제어 구성 요소를 그 결과로서 얻는 제1 제어 구성 요소 객체를 포함하

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웹페이지 객체를 실행함으로써 상기 제어 구성 요소로 상기 웹페이지를 렌더링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제어 구성 요소 객체 및 상기 제1 테마 제어 구성 요소 객체를 실행함으로써 상기 제1 제어 구성 요소를 렌

더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테마 객체는, 실행되는 경우에, 적어도 제2 제어 구성 요소 유형의 하나 이상의 제어 구성 요

소에 적용될 적어도 제1 특성을 야기하는 제2 테마 제어 구성 요소 객체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웹페이지 객체는, 실행되는 경우에, 렌더링되는 상기 제2 제어 구성 요소를 그 결과로서 얻는 

제2 제어 구성 요소 객체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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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웹페이지 객체를 실행함으로써 상기 제어 구성 요소로 상기 웹페이지를 렌더링하는 단계는, 

상기 제2 제어 구성 요소 객체 및 상기 제2 테마 제어 구성 요소 객체를 실행함으로써 상기 제2 제어 구성 요소를 렌

더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36.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는 물리적 메모리 매체인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 메모리 매체는 시스템 메모리인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 메모리 매체는 지속 메모리인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39.
웹페이지 정의에 포함되는 테마와 관련된 특성들이 없는 웹페이지에 테마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컴퓨팅 시스템이 웹

페이지 정의로부터 웹페이지를 생성하는 방법 - 상기 웹페이지 정의는 대응 웹페이지에 포함될 적어도 하나의 제어 

구성 요소를 참조문으로 인용함 - 에 있어서,

상기 웹페이지 정의에 대응하는 상기 웹페이지에 테마가 적용되어 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 및

상기 웹페이지 정의 내의 상세한 테마 정보를 요청하지 않고 상기 웹페이지 정의에 상기 테마를 적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웹페이지 정의 내의 상세한 테마 정보를 요청하지 않고 상기 웹페이지 정의에 상기 테마를 적

용하는 단계는,

상기 테마에 대응하고, 상기 웹페이지 정의의 제어 구성 요소에 적용될 적어도 하나의 특성을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보다 많은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 중 하나를 액세스하는 단계;

상기 하나 이상의 테마-지향 텍스트 문서에 기초하여 테마 클래스를 생성하는 단계;

테마 객체들을 실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테마 클래스에 상기 테마 클래스를 컴파일링하는 단계;

상기 컴파일된 테마 클래스를 사용하여 테마 객체를 실증하는 단계 - 상기 테마 객체는, 실행되는 경우에, 상기 웹페

이지 정의에 대응하는 웹페이지 인스턴스에 의해 호출될 때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특성이 상기 제어 구성 요소에 적용

되도록 하는 적어도 일부를 포함함 - ;

웹페이지 객체의 인스턴스가 상기 웹페이지 정의에 기초하여 생성될 수 있을 때 웹페이지 클래스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웹페이지 클래스를 사용하여 웹페이지 객체를 실증하는 단계 - 상기 웹페이지 객체는, 실행되는 경우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특성이 상기 제어 구성 요소에 적용되도록 하는 상기 테마 객체의 일부에 대한 호출 기능을 포함함 - ;

및

상기 웹페이지 객체를 실행함으로써 상기 제어 구성 요소로 상기 웹페이지를 렌더링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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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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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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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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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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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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