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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ango 1.4.1 for Python 2.6 or 2.7

파이썬3 기반 웹 프레임워크 부재

• Grok 1.4 for Python 2.5 or 2.6

• TurboGears 2.1.5 for Python 2.4 to 2.7

• web2py 2.0.9 for Python 2.4 to 2.7



새로운 구현 방식 추구

기존 파이썬 프레임워크 방식의 구현 탈피

PHP, JSP와 같은 방식의 개발 스타일 추구

XML을 활용한 손쉬운 설정

국산 웹 프레임워크의 세계화

CSS-TRICKS, MAY 26, 2010 참고
http://css-tricks.com/poll-results-server-side-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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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Pylatte - PYL</h1>
<h2>Translation Engine</h2>
<$
var = [“pylatte",“Open",“Source"]
$>
<p> 파이썬 코드와 HTML 코드의 분리 </p>
<$
for each in var:

print(each)
$>
<p><$=var[0]$>는 파이썬3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 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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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코드에 파이썬3 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의 Pylatte 프레임워크 활용



http://www.pylatte.org, Pylatte Official Webpage



http://wiki.python.org/moin/WebFrameworks







https://plus.google.com/115212051037621986145/posts/NJy5YUBEcnG

파이썬 창시자 귀도 반 로썸의 Pylatte 언급



www.pylatte.org 방문자 분포









http://comments.gmane.org/gmane.comp.python.bottle.general/1580





http://www.reddit.com/r/Python/comments/mp0ou/help_learning_python_web_development/



http://w3schools.invisionzone.com/index.php?showtopic=45141



Google Groups mongodb-user















• Pylatte 개발자 추가 영입

• Pylatte를 활용한 공식 홈페이지 운영

• 더 쉽고 자세한 문서화 제공

• Translation Engine 일반화
-> 타 프레임워크에 적용

(MVC 패턴에서 View를 담당)

• WSGI 표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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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뻗어나가는 국산 웹 프레임워크, Pylatte

쉽고 빠른

웹 개발

웹 프레임워크

다양성 기여

웹 개발자들의

손쉬운 접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