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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모든 형태의 데이터가 공동 작업 공간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공유될 수 있는 원격 사이트들을 통한 효과적인 실시간 공
동 작업이, 둘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한 작업 공간을 공유하는 공동 작업 세션 동안 동작의 다수의 개별 모드를 포함한 
주해층에 의해 가능해진다. 한 모드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가 공유 데이터의 공동 뷰(view)를 단순히 공유하고 공유 데
이터에 독립적으로 상기 뷰를 조작하는 토론 모드이다. 토론 모드 동안 모든 사용자 입력은 주해층에 의해 처리되는데 
이 주해층은 사용자의 입력을 해석하여 공동 커서를 이동시키고 주해층이 투명하므로 애플리케이션 상에 나타나는 텍
스트와 마킹들을 생성, 이동 또는 삭제한다. 또 다른 모드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들이 실제로 공유 데이터를 편집하는 편
집 모드이다. 애플리케이션들과 데이터는 동일한 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모든 클라이언트들 간에 동기화된다. 뷰를 
조작하는 것은 공동 커서 이동 및 텍스트 및/또는 도면 도구(drawing tools)를 사용하는 공동 뷰 상에 마킹들을 배치
하는 것을 포함한다.
    

 - 1 -



등록특허 10-0375808

 
대표도

도 2

색인어
원격 사이트, 실시간 공동 작업, 공유 데이터, 공동 커서, 클라이언트, 주해층.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의 경우 두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공유 작업 공간에서 동기화되는 실시간 공동 작업 
예를 도시하는 두 화면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투명한 화이트보드형 층이 공유 작업 공간을 덮고 주해, 공유 커서 이동, 다른 마킹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본 발
명에 따른 주해층을 도시한 도면.

도 3a 및 3b는 각각 본 발명에 따른 공동 작업 세션 동안 토론 모드 및 편집 모드에서 주해층의 동작들을 도시하는 도
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주해층의 구현에서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논리 순서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주해층의 구현에서 연속적인 변형 및 갱신을 처리하는 논리 순서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6a 및 6b는 각각 본 발명에 따른 입력층의 구현에서 사용자 입력에 따라 모드의 변화를 처리하고 연속적인 제어 변
형에 따른 모드의 변화를 처리하는 논리순서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7a 및 7b는 각각 본 발명에 따른 입력층의 구현에서 사용자 입력 세그먼트들을 수취자에게 발송하고 사용자 입력에 
대응하는 변형들을 처리하는 논리 순서를 도시하는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1: 마우스

32: 키보드

33: 주해층

34: 작업 공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접속된 컴퓨터들을 사용하는 복수의 참여자들에 의한 공동 작업에 관한 것으로, 구체
적으로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가 공동 작업 공간에서 참여자들에 의해 공유될 수 있는 실시간 공동 작업 환경에 관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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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및 인트라넷의 보급으로 인해 원격 사이트에 걸쳐 있는 사람들과 팀들 사이의 공동 작업이 증가하고 있다. 공동 
작업 도구는 비동기 및 동기 도구로 나누어질 수 있다. 로터스 노트(Lotus Notes) 및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M
icrosoft Exchange)와 같은 그룹웨어 및 데이터가 일괄적으로 변경되는 네트워크 상의 토론 그룹은 비동기 도구이다. 
이는 작업 환경에 동시에 많은 사용자가 있을 필요가 없고 또한 많은 사용자가 있는 것이 유익하지도 않다. 한편, 채트
(chat), 화이트보드(whiteboard), 세임타임(SameTime)과 같은 보다 복잡한 환경과 같은 새로운 도구 집합은 그룹이 
동시에 상호 작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도구들은 사용자 및 그룹이 공동 작업 공간에서 동시에 동기적 실시간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한다. 공유 작업 공간의 변경은 모든 참여자에게 즉시 가시화된다.
    

    
현재 동기적 도구는 공동 작업 공간에서 공유될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다. 채트 프로그램을 위한 
작업 공간은 대화 로그(conversation log) 역할을 하는 공동 텍스트 파일이다. 화이트보드를 위한 작업 공간은 공유 
비트맵 이미지이다. 한 그룹이 이를 테면 화이트보드를 통해 스프레드시트 내에 토론에 포함하기 원한다면, 화이트보드 
내의 공동 작업 토론에서 스프레드시트 사본들과 스프레드시트 이미지들 사이의 동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프레드시
트의 비트맵 이미지를 공유하여 스프레드시트의 로컬 사본들을 수동으로 변형해야 한다. 작업 공간의 동기성이 자동적
으로 유지되는 실시간 공동 작업에서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작업 공간들을 직접 변형하는 것이 최근에 가능해졌다. 그러
나, 이러한 매카니증들은 작업 공간을 특정하는 경향이 있고 실시간 공동 작업에서 모든 종류의 작업 공간을 토론하기 
위한 일반적 방법을 제공하지 못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모든 형태의 데이터가 일관된 방식으로 공동 작업 공간에서 공유될 수 있는 원격 사이트에 
걸쳐 효과적인 실시간 공동 작업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실시간 공동 작업 세션에서 모든 종류의 작업 공간들에 대한 표준화된 숙련된 변형, 보기, 토론 및 마
킹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방법은 모든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 내에 설치될 수 있는 투명한 주해층(annotation layer)
에 기초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결과적인 공동 작업 시스템은 이전에 작업할 수 있었던 모든 작업 공간들에
서 작업을 계속한다. 차이점은 주해층 -이를 통해 참여자가 작업 공간을 봄-이라 지칭되는 투명한 커버(transparent 
wrapper)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투명한 커버를 통해 작업 공간을 봄으로써 참여자들은 투명한 커버를 통해 작업 공간에 마크 또는 주해를 달 수 있다. 
이는 참여자들 측의 작업 공간 특정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작업 공간 자체의 변형은 행하지 않는다. 커버에 허용된 마킹
은 커버를 통해 보여진 작업 공간 내에서 가능한 것보다 훨씬 더 확장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커버는 스프레드시트 
내의 표의 일부에 동그라미를 치고, 표의 맨 위에 기입을 행하고, 일반 텍스트 문서의 다중 영역들에 어둡게 할 수 있게 
허용할 수 있다. 모든 특정 작업 공간에서 전문 지식이 없는 참여자들도 주해층에서만 작업하여 다른 참여자들이 작업 
공간 자체의 변형의 숙련된 상세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공동 작업 세션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의 선택으로 주해층은 그 밑의 작업 공간과 동기화되거나 비동기화된 채로 남을 수 있다. 주해층이 동기화되어 
있을 때, 주해층을 스크롤하면 작업 공간도 스크롤되고 그 역도 성립한다. 작업 공간에 데이터를 부가하여 작업 공간을 
확장하면 주해층도 그에 대응하는 영역에서 확장된다. 작업 공간에서 데이터를 삭제하여 작업 공간을 축소하면 그에 대
응하는 영역 등에서 주해층도 축소된다. 주해층이 비동기화된 채 남으면, 작업 공간의 스크롤은 주해층을 스크롤시키지 
않고, 그에 따라서 작업 공간의 변형은 주해층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주해층과 그 밑의 작업 공간 사이의 비동기화는 주
해층이 스태틱 필터의 역할을 하게 하여 이것을 통해 작업 공간의 전체 또는 작업 공간의 일부가 보일 수 있게 한다. 예
를 들면, 참여자들은 주해층을 고정된 크기의 이동하지 않는 슬라이드로서 취급하여 이를 통해 주해층이 작업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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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하는 것처럼 주해층이 작업 공간을 보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할 수 있다.
    

각 참여자는 스스로 동작 모드를 지정하여 주해층에서 작업하거나 그 밑의 작업 공간에서 작업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토론 모드에서 참여자는 주해층을 마크하고 공유 커서를 이동시키고 주해층의 다른 부분으로 스크롤하거나 이동하여 
뷰를 변경할 수 있다. 참여자의 선택으로 이 모드에서 작업 공간은 투명층을 통해 보일 수도 있고 안보일 수도 있다.

    
참여자는 토론 모드 동안에는 공유 작업 공간을 변형시킬 수 없다. 편집 모드는 참여자가 작업 공간 변형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편집 모드는 참여자에게 작업 공간 특정 전문 지식을 요구한다. 즉, 참여자는 개개의 작업 
공간을 조작 및/또는 변형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참여자의 선택으로, 작업 공간을 덮고 있는 주해층은 편집 모드에서 
볼 수 있기도 하고 볼 수 없기도 하다. 편집 및 토론 모드 모두에서 투명한 층 및 그 밑의 작업 공간은 동기화되거나 비
동기화될 수 있다. 모든 참여자의 모드는 참여자 혼자 및/또는 다른 참여자에 의해 판단 및/또는 변경될 수 있다. 다른 
참여자들의 모드들을 제어/제한/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참여자들은 공동 작업 세션에서의 참여자들의 부분 집합일 
수 있다. 이 부분 집합은 공동 작업 세션 동안 변경될 수 있다. 참여자의 모드에 대한 제어는 또한 참여자가 공유 작업 
공간을 독취/기입할 수 있는 능력을 제어하기도 한다. 편집 모드가 허용된 모든 참여자는 공유 작업 공간에 기입을 할 
수 있고 토론 모드에 제한된 모든 참여자는 공유 작업 공간을 단지 독취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면, 구체적으로 도 1을 참조하면, 동기화된 애플리케이션들이 공유 작업 공간(work space)으로부터 데이터를 디스
플레이하는 다른 클라이언트(client) 상의 디스플레이의 두 화면을 도시한다. 도시된 예에서 작업 공간은 스프레드시트
(spreadsheet)이다. 애플리케이션들이 동기화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디스플레이가 각 클라이언트에 제시되고 있다. 즉, 
한 클라이언트 상의 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편집되면, 공동 작업 중인 참여자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그 데이터는 다른 클라인언트 상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갱신될 것이다.
    

    
본 발명은 모든 형태의 데이터가 공동 작업 공간에서 공유될 수 있는 일관된 실시간 공동 작업(real-time collaborat
ion) 환경을 위한 매카니즘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서, 시스템에 연결되어 공동 작업 세션에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 각 사용자의 컴퓨터를 통해 제시되는 공동 작업 공간을 공유한다. 공유 작업 공간의 데이터는 
어떤 것이어도 좋은데, 예를 들면 스프레드시트, 이미지(image), 간단한 텍스트 파일, 텍스트 문서, 도면, 프로젝트 스
케줄, 3차원 영상, 또는 다른 어떤 고객 데이터일 수 있다. 각 참여자에 대한 작업 공간은 모두와 동기화가 유지된다. 
이는 클라이언트 사이의 피어 대 피어 메시지(peer to peer messaging) 또는 하나 이상의 서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동기화된 애플리케이션들은 도 1에서처럼 각 클라이언트에게 동일한 디스플레이를 제시할 것이
다. 그러나, 밑에 놓인 데이터가 동일하더라도 다른 클라이언트들에서의 디스플레이가 구문적으로 다를 수 있는 애플리
케이션들을 동기화할 수 있다. 이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하드웨어가 동일하지 않거나, 일부 정보가 상이한 클라이언트들 
상에서 상이한 포맷으로 의도적으로 억제되거나 부가되거나 도시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다.

    
공동 작업 세션의 참여자는 언제나 공유 작업 공간에 관련된 활성의 다중 모드 중의 하나에 참여할 것이다. 한 모드에서, 
사용자는 공유 작업 공간 데이터를 다른 사용자와 토론하는데 참여할 것이다. 이는 작업 공간의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작업 공간의 일부를 지적하고 펜 또는 다른 그림 도구를 사용하여 일부를 마킹하거나 작업 공간의 일부에 대해 어떤 주
해 텍스트(annotation text)를 기입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다른 모드에서, 사용자는 실제로 공유 작업 공간 내에서 
데이터를 편집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작업 공간이 스프레드시트이면, 사용자는 셀 엔트리(cell entry)를 변경하기 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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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작업 공간이 방의 3차원 영상이면, 사용자는 다른 위치로 의자를 이동시키기를 원할 수 있다. 작업 공간을 편
집하는 모드는 데이터 특정적이다. 즉, 이는 적절한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의해 처리된다. 작업 공간을 토론하는 모드는 
밑에 놓인 데이터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독립적인 공동 방식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모든 동기화된 작업 공간의 최상위에서 토론 모드를 처리하기 위해 주해층을 사용
한다. 주해층은 동기화된 애플리케이션 및 공유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공유 윈도우를 덮는 투명한 그래픽 객체로서 
나타난다. 토론 모드 동안, 이는 애플리케이션이 이 투명층에 의해 덮여 있고 모든 마우스, 키보드, 또는 다른 입력이 이 
층에 의해 잡히는 것처럼 사용자에게 나타난다. 주해층은 커서 이동, 도면 도구 선택, 영역의 마킹 또는 주해 텍스트의 
배치와 같은 적절한 동작을 발생시키기 위해 마우스 및 키보드 이벤트들과 같은 각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기 위해 나타
난다. 모든 주해 효과는 하부의 애플리케이션과 독립적으로 주해층 자체에 나타난다.
    

    
하부의 공유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편집 모드에 있어야 한다. 편집 모드는 적절한 아이콘, 버튼, 또는 
그래픽 객체를 누르거나 키 누름(keystroks)의 조합과 같은 어떤 미리 정의된 입력을 주어서 들어갈 수 있다. 편집 모
드에 들어간 후에, 사용자의 입력은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의해 직접 처리된다. 예를 들면, 공유 데이터가 스프레드시트
이면 사용자는 편집 모드에 들어간 후 주해층 하부의 스프레드시트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시작할 것이다. 물론, 애플리
케이션은 사용자 입력의 복사를 통하거나 또는 한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편집할 때 모든 클라이언트가 변
경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식의 다른 수단을 통해 모든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동기화될 것이다. 주해층은 아직 존재하
여 여러 사용자에 의해 남겨진 마킹들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지만, 편집 모드에 있는 사용자에게는 휴면중인 것으로 나
타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모드 스위칭 동작은 도 3a 및 3b에 도시되어 있다. 도 3a는 이를테면, 마우스(31) 및 키보드(32)로부터
의 사용자 입력이 투명 주해층(33)에 의해 포착되어 디스플레이되는 토론 모드를 도시한다. 하부의 애플리케이션(34)
은 몇몇 사용자들에 의한 커서 이동 및 주해 입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해층(33) 자체는 마킹들이 애플리케이
션 디스플레이가 이동, 크기 조정될 때 또는 디스플레이 내측이 스크롤될 때 적절하게 변하도록 하부의 작업 공간과 동
기화되어 있다. 도 3b는 데이터를 편집하기 위해 마우스(31) 및 키보드(32)로부터의 사용자 입력들이 직접 하부의 작
업 공간으로 보내질 때의 편집 모드를 도시한다.
    

    
상기된 주해층 및 그 동작은 단순히 실시간 공동 작업 환경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특징이다. 실제 구현
은 다양한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다. 주해층은 클라이언트에 의해 사용되는 윈도우 시스템의 실제 그래픽 객체일 수 있
다. 예를 들면,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이 자바 애플릿(Java Applets)이면, 주해층은 애플릿을 덮는 경량의 구성 요소일 
수 있다. 또는, 주해층은 각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통합될 수 있는데, 각 애플리케이션은 토론 및 편집 모드를 적절히 처
리하고 그 자체 윈도우 내측에 필요한 마킹들을 발생시킨다. 또 다른 구현은 운영 체계 자체를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여
러 구현이 조합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개시된 완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임의의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에 구현될 수 있다. 임의의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은 다음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시스템이 지원하는 실시간 공동 작업의 임의의 세션에 대해 전단 프로세스(front end process)(클라이언트)의 집
합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 이러한 임의의 세션에서 세션의 클라이언트는 세션의 참여자에게 세션의 공유 작업 공간으
로의 동기적 액세스를 제공한다.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는 원래는 시퀀스적, 고립적, 비공동 작업적 방식으로 작업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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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액세스하는데 사용되는 단일 사용자, 비공동작업적,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의존할 수 있다. 각 클라이언트는 
한 종류 이상의 다양한 작업 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은 한 종류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 작업 시스템이 지원하는 작업 공간 종류의 집합은 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모든 종류의 클라이언
트들이 지원하는 작업 공간 종류들의 집합의 합집합이다.
    

    
2. 시스템이 지원하는 임의의 실시간 공동 작업 세션에 대한 연속화 매카니즘(serializing mechanism)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 이러한 임의의 공동 작업 세션의 각 클라이언트로부터, 세션의 연속화 매카니즘은 클라이언트에 의해 발생
된 작업 공간 변형들의 시퀀스를 입력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공동 작업 세션 내의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연속화 매카
니즘은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수신된 입력 변형 시퀀스들에 기초하여 연속 작업 공간 변형들의 한 스트림을 이용가능하
게 한다. 연속적 변형 스트림은 클라이언트에 의해 송신된 변형 시퀀스의 인터리빙을 포함한다. 연속화 매카니즘은 중
앙 서버와 같은 서버 기반일 수 있거나 피어 대 피어 메시지에 기반할 수 있다.
    

3. 시스템이 지원하는 임의의 실시간 공동 작업 세션에 대한 통신 매카니즘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 이러한 임의의 세
션에 대해 세션의 각 클라이언트에게 세션의 연속화 매카니즘에 변형의 시퀀스를 통신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된다. 클라
이언트에게는 또한 연속화 매카니즘으로부터 연속적 변형들을 수신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된다.

    
구성요소 1에서 상기된 임의의 클라이언트는 상기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모든 참여자에 의한 변형의 형성을 지원할 
수 있다. 변형의 형성은 변형이 형성되는 동안 변할 수 있는 작업 공간 상태의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는 연속적 변형의 
도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가 수신한 연속적 변형에 기초하여 참여자에게 작업 공간의 적
절한 최신 뷰를 제시한다. 변형의 형성에서 클라이언트는 참여자가 변형이 형성되는 동안 작업 공간 상의 변형의 잠재
적인 효과를 보게 할 수 있다. 그 효과는 보이지 않은 연속적 변형들이 연속된 변형 스트림 내의 변형에 앞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변형에 의해 최종적으로 발생된 효과가 아닐 수 있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투명한 주해층에 기초하고 있다. 주해층은 다른 작업 공간이 그 밑에 
놓일 수 있는 비트맵형 또는 화이트보드형 작업 공간이다. 주해층은 투명해서 화이트보드형층 아래의 작업 공간도 보일 
수 있다. 비트 대 비트 또는 화소 대 화소 마킹들과 같이 보일 수 있는 매우 큰 집합의 마킹들을 지원하므로 주해층은 
화이트보드형 층이다. 이 주해층은 효율면에서 개개의 비트 또는 화소 세팅의 비용을 초래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한 
화이트보드는 아니다. 본 명세서에는 토론의 목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화이트보드의 한 종류로서 주해층
을 취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보다 간단하다. 따라서, 주해층에 대해 화이트보드 작업 공간에 특정된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의 기술이 용이하게 사용가능하다. 이 기술은 앞서 상기된 대로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의 속성들을 갖는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기반한 주해층은 개별적인 표제부(heading) 아래에 다음에 기술되는 구성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 
구성 요소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기반한 주해층에 의해 논의되어진 임의의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각 클라이언트에서 예시된다.

활성 주해층(live annotation layer)

    
화이트보드형 작업 공간, 즉, 주해층 작업 공간들에 특정된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을 고려하자.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부분만이 유지되고 연속화 매카니즘 및 통신 매카니즘은 제거된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의 간소한 형태를 고려하자. 
이러한 간소화된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클라이언트 기능, 즉, 활성 주해층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기반한 주해층을 사
용하는 클라이언트에 유용하다. 활성 주해층은 두 입력 스트림(input stream) (a) 사용자 입력 세그먼트들의 스트림 
(b) 연속적 변형 및 갱신의 스트림을 동시에 얻는다. 두 스트림에 대해 주해층은 한번에 한 엔터티(entity) 입력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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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다. 스트림들이 동시에 발생함으로, 주해층은 한 스트림으로부터의 여러 엔터티 처리를 종결하면서, 동시에 다른 
스트림으로부터의 한 엔터티를 처리할 수 있다. 사용자 입력 스트림은 세그먼트화된다. 스림으로부터의 한 엔터티는 사
용자 입력의 한 세그먼트를 포함한다. 사용자의 입력의 하나의 세그먼트는 참여자에 의해 주해층으로 전송된 입력의 한 
연속적인 스트레치(stretch), 예를 들면, 마우스 이벤트들에 산재된 키보드 입력이다. 사용자 입력의 세그먼트에 대해 
주해층은 그 입력을 표현하는 주해층 변형들의 시퀀스를 복원할 책임이 있다. 이 변형들을 형성하는 처리에서 주해층은 
투명 주해층에 대해 디스플레이 상에서 변형의 잠재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에서 대개 그렇듯이, 주해층은 연속적 변형과 주해층용으로 수신된 갱신을 통합함으로써 주해
층인 작업 공간의 적절한 최신 상태를 제시해야 한다. 연속적 변형 및 갱신은 한번에 하나의 연속적 변형 또는 하나의 
연속적 갱신을 주해층으로 제공한다. 연속적 변형은 주해층에서 실시간 공동 작업의 참여자에 의해 인가된 연속적 입력
을 표현한다. 연속적 갱신은 실시간 공동 작업 세션의 작업 공간, 즉, 투명한 주해층 하부에 제시된 작업 공간에서 인가
된 연속적 입력의 주해층 상의 효과를 표현한다. 모든 시점에서, 아래 중의 하나가 처리 중이거나 아무 것도 처리되지 
않는다. (a) 주해층에 인가된 연속적 변형 (b) 실시간 공동 작업 세션의 작업 공간에 인가된 연속적 변형. 한 층(주해
층 또는 작업 공간층)에 대한 변형의 처리는, 예를 들면, 층에 대해 연속적 변형 및 갱신의 스트림의 앞에 배치되는 다
른 층에 즉시 제시되는, 다른 층에 대한 갱신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에 의해 발생된 변형 및 임의의 갱신이 완전히 처
리될 때에만 다음 연속적 변형의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처리를 위해 주행층이 연속적으로 변형될 때, 작업 공
간층에 대한 연속적 갱신을 생성하는 것을 종결할 수 있다. 연속적 변형의 처리 완료를 대기하고 연속적 변형의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갱신의 처리 완료의 통지를 얻기위해 대기한다.
    

    
주해층에서 연속적 변형은 작업 공간층에 대한 스크롤 및 크기 조정과 같은 디스플레이 변경 갱신만을 발생시킬 수 있
다. 따라서, 주해층의 일부 삭제는 작업 공간의 대응하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은 주해층 내의 공동 작
업을, 작업 공간이 관련된 한 바람직한 독취 전용성으로 제한한다. 이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은 용이하지만 바람직하지
는 않다. 작업 공간층에 대한 갱신은 연속적 변형 이전 및 이후에 비트맵(bitmap) 또는 비트맵으로 된 작업 공간 디스
플레이의 다른 이미지 또는 주해층의 다른 이미지를 비교하여 달성될 수 있다. 이 비교에 의해서 작업 공간 및 주해층을 
재정렬하는 갱신을 포함하는 커맨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도 4는 주해층에 대한 사용자 입력의 처리의 논리 순서를 도시한다. 처리는 작업 공간층에 대한 것과 유사하다. 처리는 
새로운 세그먼트가 시작하기를 대기하는 기능 블록(401)에서 시작한다. 새로운 세그먼트가 시작할 때, 세그먼트의 어
떤 입력은 기능 블록(402)에서 발생하는 순서로 얻어진다. 그리고나서 판단 블록(403)에서 세그먼트가 끝나는지의 여
부가 판단된다. 만일 그렇다면, 입력은 처리되고 기능 블록(404)에서 주해층의 디스플레이 상에 그 잠재 효과를 보여
준다. 처리 루프가 다시 새로운 세그먼트가 시작하기를 대기하는 기능 블록(401)으로 돌아가기 전에 변형들이 형성되
어 입력층으로 발송된다. 판단 블록(403)에서 세그먼트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기능 블록(405)에서 잠재 효과
가 주해층의 디스플레이 내에 도시된다. 입력에 대해 순서화된 변형들이 형성된 다음, 기능 블록(406)에서 이 변형들
이 입력층으로 발송된다. 그리고나서 처리 루프는 세그먼트의 입력을 더 얻기 위해 기능 블록(402)으로 돌아간다.
    

    
도 4에 도시된 처리는 주해층의 연속적 변형들 및 갱신들의 처리를 도시하는 도 5의 처리와 병행해서 발생한다. 처리는 
작업 공간층에 대해서와 유사하다. 처리는 유용한 연속적 변형 또는 갱신을 대기하는 기능 블록(501)에서 시작한다. 
유용하다면, 무엇(갱신 또는 변형)이든지 엔터티가 얻어진다. 다음에 이 엔터티는 기능 블록(502)에서 처리된다. 이 
처리는 클라이언트에서 주해층의 디스플레이의 갱신을 포함한다. 엔터티가 변형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판단 블록
(503)에서 테스트가 행해진다. 엔터티가 변형이 아니라면, 기능 블록(504)에서 갱신을 위해 통지가 리턴되고 유용한 
연속적 변형 또는 갱신을 다시 대기하기 위해 처리가 기능 블록(501)으로 돌아간다. 판단 블록(503)에서 엔터티가 변
형이면, 판단 블록(505)에서 갱신 생성이 필요한 지의 여부에 대한 테스트가 행해진다. 만일 필요하지 않다면, 기능 블

 - 7 -



등록특허 10-0375808

 
록(506)에서 변형에 대해 통지가 리턴되고 처리는 유용한 연속적 변형 또는 갱신을 다시 대기하기 위해 기능 블록(50
1)으로 돌아간다. 판단 블록(505)에서 갱신 생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형 이전 및 이후에 주해층과 공유 작업 공
간층의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비교에 기초하여 기능 블록(507)에서 갱신이 생성된다. 기능 블록(508)에서 작업 공간층
에 갱신이 제공되고, 그 다음 처리는 기능 블록(509)에서 작업 공간층으로부터 갱신의 완전 처리에 대한 통지를 얻기 
위해 대기한다. 통지가 수신될 때, 통지는 기능 블록(506)에서 변형을 위해 리턴되고 처리는 유용한 연속적 변형 또는 
갱신을 다시 대기하기 위해 기능 블록(501)으로 돌아간다.
    

활성 작업 공간층(live work space)

작업 공간층은 주해층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해층과 동시에 존재한다. 다시 도 4 및 5를 보자. 작업 공간층은 주해층과 
유사한 방식으로 입력을 얻고 유사하게 응답한다. 작업 공간층과 주해층에서의 주요한 차이점은 작업 공간층이 주해층
의 디스플레이를 간단히 변경하는 것 외에도 주해층의 일부를 삭제 또는 복사하는, 주해층에 대한 갱신을 생성한다는 
점이다. 주해층의 투시도로부터 작업 공간 공동 작업에 실시되는 독취 전용 제한은 없다.

입력층

    
입력층은 다른 층들과 동시에 존재하고 모든 사용자 입력을 포착하여 세그먼트화한다. 모든 클라이언트로의 모든 입력
(키보드, 마우스, 펜과 같은 다른 입력 장치)는 먼저 이 층에 의해 획득된다. 각 클라이언트는 모든 시간에 이와 연관된 
모드를 구비한다. 클라이언트의 모드는 사용자 입력의 수취자, 즉, 주해층, 작업 공간층, 입력층 자체를 설명한다. 클라
이언트의 모드는 사용자 입력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데, 각 경우 입력은 변경된 모드로써 식별된다. 모드는 클라이언트
가 수신한 연속적 변형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리고 병렬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사용자 입력은 모드가 변경되지 않는 동
안 각 세그먼트가 연속적인 사용자 입력의 최장 스트레치를 포함하도록 입력층에 의해 세그먼트화된다. 세그먼트가 형
성되는 동안 각 입력 세그먼트는 적절한 수취자에 사용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주해층으로 향하는 입력은 주해층에 즉
시 사용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한 모드는 토론 모드이다.
    

    
편집 모드에서, 입력은 작업 공간층으로 발송된다. 입력층은 개개 클라이언트의 모드를 포함하는 공동 작업 세션의 상
태를 도시하는 디스플레이 바(bar)를 구비한다. 디스플레이 바는 또한 모드에 대한 제어(아이콘, 버튼 등) 및 메뉴 및 
공동 작업 제어를 도시한다. 제어 선택 사항을 클릭하면 클라이언트 자신의 모드의 제어를 허용하는 것 외에도 다른 클
라이언트의 모드 제어를 허용할 수 있는 제어 모드로 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 모드 변경은 또한 키보드 입력과 같은 사
용자 입력의 다른 조합에 의해 발효될 수 있다. 다른 참여자의 판단(참여자의 클라이언트와 연속 제어 변형을 통해 통
신되는) 때문에 모든 제어 및 모드 선택 사항이 참여자에게 동시에 다 사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사용자 입력에 기초한 모드의 변경에 대한 처리는 도 6a에 도시되어 있다. 처리는 사용자 입력이 얻어지는 기능 블록(
601)에서 시작한다. 판단 블록(602)에서 이 입력이 모드를 변경하기 위한 것인지가 판단된다. 그렇지 않다면, 처리는 
다음 사용자 입력을 대기하기 위해 기능 블록(601)으로 돌아간다. 판단 블록(602)에서 사용자 입력이 모드를 변경하
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모드는 기능 블록(603)에서 실현 가능하면 변경되고 처리는 다음 사용자 입력을 대기하기 
위해 기능 블록(601)으로 돌아간다.
    

    
입력층은 또한 입력으로서 모드에 대한 연속적 변형 및 공동 작업 제어를 수신한다. 입력층은 사용자 입력의 처리와 병
행하여 이 제어 변경을 수신하여 처리한다(도 6a를 참조). 이 처리는 도 6b에 도시된다. 처리는 연속 제어 변형이 수신
되는 기능 블록(604)에서 시작한다. 그리고나서 판단 블록(605)에서 변형이 모드를 변경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테스트가 행해진다. 그렇지 않다면, 처리는 다음 연속 제어 변형을 대기하기 위해 기능 블록(604)으로 돌아간다.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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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판단 블록(605)에서 변형이 모드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모드는 실현 가능하
면 기능 블록(606)에서 변경되고, 처리는 다음 연속 제어 변형을 대기하기 위해 기능 블록(604)으로 돌아간다. 도 6a 
및 6b의 처리에서 모드 변경의 실형가능성은 모드 변경이 이전에 제어 변형에 의해 디스에이블되었는지에 달려있다.
    

    
제어 변형은 입력층의 디스플레이 바 상에서 사용가능한 선택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어 변형은 모든 클라이언트에 
사용가능한 모드를 변경 및/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제어 변형을 형성하고 전송하기 위한 권한은 공동 작업 참여자
의 부분 집합에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제어 변형은 이러한 권한을 가진 참여자의 집합을 변경하는 변형을 포함한다. 사
용자 입력의 모든 세그먼트에 대해 입력층은 입력의 수취층으로부터 변형의 시퀀스를 수신한다. 입력층은 그 모드에 의
해 변형(예를 들면, 토론에 의한 주해층 변형, 제어에 의한 변형과 관련된 입력층)에 태그(tag)를 붙여 시퀀스 순서로 
변형을 통신 수단을 통해 공동 작업 세션에 대한 연속화 매카니즘으로 전송한다. 통신 수단 및 연속화 매카니즘은 증대
된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의 비증대 부분(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기초한 주해층에 의한)으로부터 발생된 순응된 것이
거나 증대된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사용자 입력 세그먼트를 수취자에게 발송하기 위한 입력층 처리는 도 7a에 도시되어 있고 사용자 입력에 해당하는 입력
층 처리 변형은 도 7b에 도시되어 있다. 도 7a 및 7b의 두 처리는 서로 병렬적으로 존재하고 도 6a 및 6b의 병렬적 처
리와도 병렬적으로 존재한다.

    
도 7a를 참조하면, 처리는 기능 블록(701)에서 사용자 입력을 수신함으로써 시작한다. 새로운 세그먼트가 시작되었는
지를 판단 블록(702)에서 판단하는 테스트가 행해진다.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 입력은 기능 블록(703)에서 입력에 대
한 모드에 의존하여 그 수취자에게 발송되고 처리는 다음 사용자 입력을 대기하기 위해서 기능 블록(701)으로 돌아간
다. 판단 블록(702)에서 테스트에 의해 새로운 세그먼트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면, 처리는 기능 블록(703)에서 입력
을 그 수취자에게 발송하기 전에 기능 블록(704)에서 최종 세그먼트에 대해 모든 변형의 수신을 대기한다.
    

    
도 7b에 도시된 처리는 사용자 입력의 모든 수취자에 의해 발생된 변형이 수신되는 기능 블록(705)에서 시작된다. 기
능 블록(706)에서 변형에 그 연관된 모드가 태그되어 연속화 매카니즘으로 전송된다. 모든 변형이 현재의 세그먼트에 
대해 수신되었는지를 판단 블록(707)에서 판단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리는 현재 세그먼트의 처리를 계속하기 위해 기
능 블록(705)으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처리가 기능 블록(705)으로 돌아가기 전에 모든 세그먼트의 변형의 수신에 대
한 통지가 기능 블록(708)에서 수행된다.
    

후단(back-end)

후단은 태그 붙은 연속 모드 변형을 연속화 매카니즘으로부터 수신하여 이를 수신 순서로 클라이언트의 적절한 층으로
(태그 모드 당으로) 발송된다. 후단은 이 변형에 앞선 연속적 변형이 완전히 처리되었음에 대한 통지를 얻는 것에만 의
존하여 연속 변형을 층으로 발송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기반한 주해층은 다음과 같이 임의의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다. 주해층은 상기
한 투명성 및 처리에 대해 조절된 통상의 화이트보드 기술에 기초할 수 있다. 작업 공간층은 비증대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매카니즘으로의 연결에 직접 의존할 수 있다. 입력층 및 후단은 비증대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
에서 제공된 통신 수단 및 연속화 장치에 대한 지원에 직접 의존할 수 있다. 한편, 입력층 및 후단은 이러한 지원에 대
해 사용가능한 통상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한 주해층, 작업 공간층, 입력층, 후단에 특정적인 처리는 실시간 공
동 작업 시스템의 특정적 증대에 대해 개별적으로 구현될 수도 있고 많은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을 증대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로서 사용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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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기반한 주해층은 실시간 공동 작업에서 모든 종류의 작업 공간에 대해 
표준화된 보기, 토론, 마킹, 숙련된 변형을 제공한다. 인터페이스는 시스템이 지원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의 집합에 영향
을 주지 않으면서 모든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다. 인터페이스는 그것을 통해 참여자가 그 작업 공간을 
볼 수 있는 투명한 커버, 주해층을 제공한다. 참여자는 작업 공간 자체에 변형을 주지 않으면서 커버에 마킹함으로써 작
업 공간을 표시할 수 있다. 작업 공간의 변형은 참여자의 입장에서 작업 공간 특정 전문 지식을 요구할 수 있어서, 참여
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의해 금지될 수 있다. 커버에 허용된 마킹들은 작업 공간 자체에서 가능한 것보다 광범위할 수 
있다. 주해층은 밑의 작업 공간과 동기 또는 비동기화될 수 있다. 동기화된 작업 공간을 스크롤시키면 주해층도 스크롤
되고 그 역도 성립되는 등이다. 각 참여자는 그의 모드를 선택하여 주해층 또는 작업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다. 모드 선
택은 참여자 자신만의 것일 수 있고 다른 참여자를 따를 수도 있다. 참여자의 모드 제어는 또한 작업 공간에 대한 참여
자의 독취/기입 허용에 대한 제어이다. 다른 참여자의 모드 제어에 대한 권한은 공동 작업 세션 동안 변경될 수 있다.
    

본 발명이 특정한 예로 기술되고 예시되었지만, 본 개시는 예시로서만 제시된 것이고, 본 기술의 숙련자는, 부분의 결합 
및 배열에서의 많은 변화가 청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모든 형태의 데이터가 일관된 방식으로 공동 작업 공간에서 공유될 수 있는 원격 사이트에 걸쳐 있는 효과적
인 실시간 공동 작업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에 접속된 컴퓨터들 상에 구현된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real-time collaboration system)을 위한 작업 
공간 독립형 사용자 인터페이스(work space independent user interface)에 있어서,

상기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각 참여자가 상기 작업 공간을 자신을 통해 볼 수 있도록 각 참
여자와 공유 작업 공간 사이에 배치되는 공유 투명 주해층(shared transparent annotation layer)과,

    
공동 작업 세션(collaborative session) 도중에, 상기 공유 투명 주해층만을 직접 조작 및/또는 변형하는 모드로서 상
기 작업 공간 자체를 실제로 변형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기 작업 공간 자체가 지원하는 마킹들에 한정되지 않고 
상기 공유 투명 주해층을 마킹(marking)하며 상기 공동 작업 세션의 참여자에 의한 상기 작업 공간의 다양한 보기(vi
ewing) 및 토론의 편의를 상기 공동 작업 세션에 제공하는 토론 모드(discussion mode)와, 상기 작업 공간만을 직접 
조작 및/또는 변형하는 편집 모드(edit mode) 사이에서, 작업 모드를 선택하고 변경하기 위한 수단과,
    

    
임의의 작업 공간과 상기 작업 공간을 덮는 투명 주해층 사이의 동기화(synchrony)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기 작업 공간을 스크롤(scroll)하면 상기 투명 주해층도 스크롤되고 그 역도 성립하며, 상기 작업 공간에 데이터를 
부가하여 상기 작업 공간을 확장시키면 대응하는 영역들(corresponding regions)에서의 상기 투명 주해층이 또한 확
장되고, 상기 작업 공간으로부터 데이터를 삭제하여 상기 작업 공간을 축소시키면 대응하는 영역들을 절단하여 상기 투
명 주해층이 수축되게 하도록 임의의 작업 공간에 대해 상기 작업 공간과 이에 대응하는 투명 주해층을 동기화시키는 
동기화 실시 지원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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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고,

상기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이 이전에 지원할 수 있었던 모든 작업 공간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참여자가 세션 특정 공유 작업 공간의 조작 및/또는 변형 방법에 관한 숙련
된 지식을 가지지 않고서도 임의의 실시간 공동 작업 세션에 용이하게 지시 및/또는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숙련
된 지식을 가진 참여자가 상기 세션 특정 공유 작업 공간을 계속 조작 및/또는 변형할 수 있도록, 실시간 공동 작업에서 
임의의 작업 공간의 숙련된 변형, 보기, 토론 및 마킹의 표준화된 방식을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3.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 작업 시스템 내의 제1 컴퓨터에 접속된 제2 컴퓨터 상에 구현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
어서,

작업 공간 위에 놓인 주해층 -상기 주해층은 적어도 일부분이 투명하여 상기 작업 공간의 적어도 일부분이 보일 수 있
게 함-;

토론 모드와 편집 모드 간을 스위칭하기 위한 제어 수단 -상기 토론 모드에서는 상기 주해층만이 입력 데이터에 의해 
변형되고 상기 편집 모드에서는 상기 작업 공간만이 입력 데이터에 의해 변형됨-;

상기 주해층을 상기 작업 공간에 동기화하기 위한 수단; 및

적어도 상기 토론 모드에서 상기 제2 컴퓨터에서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는 상기 입력 데이터를 상기 제1 컴퓨터로 송신
하고, 적어도 상기 토론 모드에서 상기 제1 컴퓨터에서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는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 -상
기 송/수신 수단은 적어도 상기 주해층이 상기 제1 및 제2 컴퓨터들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게 함-

을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임의의 작업 공간과 그를 덮는 투명 주해층 사이의 동기화는 상기 작업 공간 및 상기 투명 주해층의 이
미지들(images)의 비교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5.

네트워크에 접속된 컴퓨터들 상에 구현된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을 위한 작업 공간 독립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증대된 상기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은 이전에 지원할 수 있었던 모든 작업 공간을 계
속 지원함- 에 있어서,

상기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 내에 설치된 공유 투명 주해층 -상기 공유 투명 주해층은 각 참여자와 공유 작업 공간 
사이에 배치되고, 각 참여자가 상기 작업 공간을 상기 공유 투명 주해층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상기 공유 투명 주해층은 
상기 작업 공간 위에 놓임-;

    
공동 작업 세션 도중에 동작 모드를 토론 모드와 편집 모드 사이에서 선택하고 변경하기 위한 수단 -상기 토론 모드에
서는 주해층만이 직접 조작 및/또는 변형되고 상기 편집 모드에서는 상기 작업 공간만이 직접 조작 및/또는 변형되며, 
상기 토론 모드에서 상기 공유 투명 주해층은 실제로 상기 작업 공간 자체를 실제로 변형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
기 공유 투명 주해층을 마킹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기 공동 작업 세션의 참여자들에 의한 상기 작업 공간의 다양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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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토론의 편의를 상기 공동 작업 세션에 제공하고, 상기 공유 투명 주해층의 상기 마킹은 상기 작업 공간 자체가 지원
하는 마킹들에 한정되지 않음-; 및
    

임의의 작업 공간과 상기 작업 공간을 덮는 투명 주해층 사이의 비동기화(asynchrony)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 -
임의의 작업 공간에 대해 상기 작업 공간과 그를 덮는 투명 주해층이 비동기화된 채 있을 때, 상기 작업 공간을 스크롤
시켜도 상기 주해층은 스크롤되지 않고, 상기 주해층을 스크롤시켜도 상기 작업 공간은 스크롤되지 않으며, 상기 작업 
공간을 변형시켜도 그에 따라 상기 주해층이 변형되지 않음-

을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작업 공간과 그를 덮는 투명 주해층 사이의 비동기화는 상기 투명 주해층이 스태틱 필터(static filte
r)의 역할을 하게 하여 이것을 통해 상기 작업 공간 전체 또는 상기 작업 공간의 일부가 보일 수 있게 하는 사용자 인터
페이스.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토론 모드에서, 상기 투명 주해층 밑의 상기 작업 공간은 선택적으로 가시적으로 유지되고, 상기 
편집 모드에서, 상기 작업 공간 위의 상기 투명 주해층은 선택적으로 가시적으로 유지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를 선택하고 변경하기 위한 수단은 임의의 참여자에 의한 모드의 선택 및 변경의 명세(spe
cification)를 지원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를 선택하고 변경하기 위한 수단은 일부 참여자들의 모드를 다른 참여자들이 제어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를 선택하고 변경하기 위한 수단은 일부 참여자들의 모드를 다른 참여자들이 제어하는 것을 
지원하며, 참여자들이 상기 모드를 변경하게 하고 다른 참여자들에게 유효한 모드들의 집합을 제한하게 하는 사용자 인
터페이스.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를 선택하고 변경하기 위한 수단은 다른 참여자들의 모드를 제어하기 위한 권한을 가진 참여
자들의 집합을 변경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참여자의 모드의 제어는 상기 참여자의 독취/기입 허용을 제어하되, 상기 토론 모드에 제한되어진 임
의의 참여자는 상기 작업 공간을 독취만 할 수 있는 반면 편집 모드가 허용된 임의의 참여자는 상기 작업 공간에 기입을 
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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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주해층은 화이트보드형(whiteboard-like) 작업 공간에 대해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부분에 기반을 둔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14.

네트워크에 접속된 컴퓨터들 상에 구현된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을 증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 상기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 내에 설치된 공유 투명 주해층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공유 투
명 주해층은 각 참여자와 공유 작업 공간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공유 투명 주해층은 각 참여자가 상기 공유 투명 주해
층을 통해 상기 작업 공간을 볼 수 있도록 상기 작업 공간 위에 놓이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증대된 상
기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은 이전에 지원할 수 있었던 모든 작업 공간을 계속 지원하고, 상기 공유 투명 주해층은 상
기 작업 공간 자체를 실제로 변형시키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기 공유 투명 주해층을 마킹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기 
공동 작업 세션의 참여자들에 의한 상기 작업 공간의 다양한 보기 및 토론의 편의를 상기 공동 작업 세션에 제공함-; 
및
    

    
임의의 작업 공간과 상기 작업 공간을 덮는 투명 주해층 사이의 동기화 실시를 지원하는 단계 -임의의 작업 공간에 대
해 상기 작업 공간과 그를 덮는 투명 주해층이 동기화되어 있을 때, 상기 작업 공간을 스크롤하면 상기 주해층도 스크롤
되고 그 역도 성립하며, 상기 작업 공간에 데이터를 부가하여 상기 작업 공간을 확장하면 대응하는 영역에서의 상기 투
명 주해층이 또한 확장되고, 상기 작업 공간으로부터 데이터를 삭제하여 상기 작업 공간을 축소하면 대응하는 영역을 
절단하여 상기 투명 주해층도 축소됨-
    

을 포함하는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 증대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참여자가 세션 특정 공유 작업 공간의 조작 및/또는 변형 방법에 관한 숙
련된 지식을 가지지 않고서도 모든 실시간 공동 작업 세션에 용이하게 지시 및/또는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숙련
된 지식을 가진 참여자가 상기 세션 특정 공유 작업 공간을 계속 조작 및/또는 변형할 수 있도록, 실시간 공동 작업에서 
임의의 작업 공간의 숙련된 변형, 보기, 토론 및 마킹의 표준화된 방식을 제공하는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 증대 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공동 작업 세션 도중에 토론 모드와 편집 모드 사이에서 동작 모드를 선택 및 변경하는 선택사항을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토론 모드에서는 상기 주해층만이 직접 조작 및/또는 변형되고 상기 편
집 모드에서는 상기 작업 공간만이 직접 조작 및/또는 변형되는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 증대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선택사항을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단계는, 임의의 참여자에 의한 모
드의 선택 및 변경의 명세(specification)를 지원하는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 증대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선택사항을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단계는, 일부 참여자들의 모드를 
다른 참여자들이 제어하는 것을 지원하는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 증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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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선택사항을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단계는, 일부 참여자들의 모드를 
다른 참여자들이 제어하는 것을 지원하며, 참여자들이 모드를 변경하게 하고 다른 참여자들에게 유효한 모드들의 집합
을 제한하게 하는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 증대 방법.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선택사항을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단계는, 다른 참여자들의 모드의 
제어하기 위한 권한을 가진 참여자들의 집합을 변경하는 것을 지원하는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 증대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참여자의 모드의 제어는 상기 참여자의 독취/기입 허용을 제어하되, 상기 토론 모드에 제한된 임의의 
참여자는 상기 작업 공간을 단지 독취만 할 수 있는 반면, 편집 모드가 허용된 임의의 참여자는 상기 작업 공간에 기입
을 할 수 있는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 증대 방법.

청구항 22.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토론 모드에서 상기 투명 주해층 밑의 상기 작업 공간은 선택적으로 가시적으로 유지되고, 상기 
편집 모드에서 상기 작업 공간 위의 상기 투명 주해층은 선택적으로 가시적으로 유지되는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 증
대 방법.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제14항에 있어서, 임의의 작업 공간과 그를 덮는 투명 주해층 사이의 동기화는 상기 작업 공간과 상기 투명 주해층의 
이미지들의 비교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 증대 방법.

청구항 25.

네트워크에 접속된 컴퓨터들 상에 구현된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을 증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 상기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 내에 설치된 공유 투명 주해층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공유 투
명 주해층은 각 참여자와 공유 작업 공간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공유 투명 주해층은 각 참여자가 상기 공유 투명 주해
층을 통해 상기 작업 공간을 볼 수 있도록 상기 작업 공간 위에 놓이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증대된 상
기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은 이전에 지원할 수 있었던 모든 작업 공간을 계속 지원하고, 상기 공유 투명 주해층은 상
기 작업 공간 자체를 실제로 변형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기 공유 투명 주해층을 마킹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기 공
동 작업 세션의 참여자들에 의한 상기 작업 공간의 다양한 보기 및 토론의 편의를 상기 공동 작업 세션에 제공함-; 및
    

임의의 작업 공간과 상기 작업 공간을 덮는 투명 주해층 사이의 비동기화 실시를 지원하는 단계 -임의의 작업 공간에 
대해 상기 작업 공간과 그를 덮는 투명 주해층이 비동기화된 채 있을 때, 상기 작업 공간을 스크롤시켜도 상기 주해층은 
스크롤되지 않고, 상기 주해층을 스크롤시켜도 상기 작업 공간이 스크롤되지 않으며, 상기 작업 공간을 변형시키도 그
에 따라 상기 주해층이 변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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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 증대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작업 공간과 그를 덮는 투명 주해층 사이의 비동기화는 상기 투명 주해층이 스태틱 필터의 역할을 하
게 하여 이것을 통해 상기 작업 공간 전체 또는 상기 작업 공간의 일부가 보일 수 있게 하는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 
증대 방법.

청구항 2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주해층은 화이트보드형 작업 공간에 대해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부분에 
기반을 둔 실시간 공동 작업 시스템 증대 방법.

청구항 2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화 수단은, 상기 주해층과 함께 상기 작업 공간을 스크롤하도록 하는 것, 상기 주해층의 확장
에 의해 데이터의 부가를 수신하여 상기 작업 공간을 확장하도록 하는 것, 및 상기 투명 주해층의 축소에 의해 데이터를 
삭제하여 상기 작업 공간을 축소하도록 하는 것 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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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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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b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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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도면 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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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b

도면 7a

도면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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