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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시스템

요약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시스템은 특정 형태의 주변기기에 의해 사용자들을 선택하도록 편집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프리젠테

이션 파일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를 허용하는 인터넷 접근 가능한 서버를 포함한다. 주변기기, 또는 프로젝터는 서버

에 의해 사용되는 하드웨어 ID를 포함하여, 사용자를 인증하고 주변기기에 대한 드라이버 정보를 갱신한다. 또한 서버는

선택 관리자들이 특정 그룹의 프리젠테이션 파일들에 선택 사용자들을 그룹화하고 제한할 수 있는 관리 모드를 유지한다.

또한 관리자들은 요구되는 템플레이트 파일들 및 색상 계획 파일들을 생성하고 편집하지만, 선택 사용자들에 의해서는 편

집할 수 없다. 또한 서버는 선택 사용자들과 이들의 활동의 통계를 유지한다. 관리자들은 이 통계를 사용하여 삭제 및 편집

을 위한 템플레이트와 색상 계획 파일들을 목표로 삼는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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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프리젠테이션 시스템,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프로젝터내의 중요 특징들의 상호작용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프로젝터 13 : 프로젝터

15 : 프로젝터 17 : 서버

19 : 데이터베이스 21 : 인터넷

22 : 인터넷 액세스 장치 23 : 데스크탑 컴퓨터

25 : 무선 액세스 장치 27 : 랩탑 컴퓨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기반 프리젠테이션 파일들을

준비하고, 변경하며 보여주는 것이 가능한 상호작용 웹 기반 유틸리티에 관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특히 다른 위치에 프리

젠테이션이 준비되어 주어질 때 컴퓨터 프리젠테이션이 전개되는 현재의 방식에 대해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최근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그들의 프리젠테이션을 독립형(stand-alone)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컴퓨터

에 생성한다. 데스크탑 컴퓨터가 프리젠테이션 생성에 사용되고, 랩탑 등의 다른 컴퓨터가 프리젠테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젝터에 관련하여 사용되면, 프리젠테이션을 생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양 컴퓨터에 설치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양 컴퓨터는 동일한 버전의 소프트웨이를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 컴퓨터가 다른 데이터 파일을 올바르게 판독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프리젠테이션 파일이 충분히 작으면, ZipTM 드라이브 또는 플로피 디스크 등의 전송 가능한 기

억장치를 사용하여, 또는 근거리 통신망(local network)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데스크탑에서 랩탑으로 프리젠

테이션 파일을 전송해야 한다. 랩탑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로딩하고 파일들을 전송한 후에도, 랩탑을 프로젝터와

작동시킬 때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사용자는 프리젠테이션 사이트에 있거나 또는 프리젠테이션 사이트로 가고, 공동 작업자가 홈 오피스로 돌아간 상황에서

프리젠테이션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에 따라, 이 변경을 프리젠테이션 파일로 전송하여 통합하는 것이 곤

란할 수 있다. 이메일로 전송도중 파일이 손상되어, 신뢰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데스크탑 컴퓨터의 프리젠테이션이 노트북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 불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링크된 데이터 객체를 사용하면, 프리젠테이션 파일이 랩탑 컴퓨터로 전

송되더라도, 랩탑 컴퓨터는 링크된 데이터 객체를 기억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 할 수 없으므로 프리젠테이션을 재생

할 수 없다는 문제들이 열거된다.

이들 제한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미국특허 제5,781,190호에 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리젠테이션 저장 유틸리티가 프

리젠테이션의 많은 속성을 재설치 가능한 패키지된 프리젠테이션에 저장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원래의 프리

젠테이션 파일이 데이터베이스에 링크된 데이터 객체를 가지면, 저장 유틸리티는 링크들을 현재의 데이터 값의 복사본들

로 대체할 것이다. 또한, 프리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기능 복사가 프리젠테이션 패키지에 부가된다. 프리젠테이션

이 랩탑 컴퓨터 등의 다른 컴퓨터로 전송될 때, 프리젠테이션 패키지는 랩탑 컴퓨터에 재설치된다. 그러나, 프리젠테이션

파일, 이미지 객체 및 데이터 객체와 함께, 기능 프리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므로, 재설치 가능한 프리젠테이션

패키지는 매우 크게 될 수 있으며 플로피 디스크가 여러장 필요하다. 이것은 전송하기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플로피 디

스크 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전체의 프리젠테이션 패키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프리젠테이션의 관리를 복잡하게 한

등록특허 10-0597644

- 2 -



다. 또한, 이 방식은, 홈 오피스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곳의 다른 개인이 사용할 프리젠테이션을 편집할 필요가 있을 때와 같

이, 복수의 사용자에 의한 한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액세스 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또한, 이 방식은, 양 기계가 동일

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야 하므로 서로 호환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복수의 원격 컴퓨팅 기계에 복수의 사용자들에 의한 공통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프리젠테이션을 용이하

게 하는 프리젠테이션 시스템 및 방법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하나의 기계에서 다른 기계로의 애플리케이션의 전송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프리젠트 파일을 구동하는 모든 기계에, 공통 버전의, 공통 응용 소프트웨이를 가질 필요를 없애

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복수의 사용자에 의해 편집된 애플리케이션 파일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원격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지역 사용자에 의한 마지막 순간의 편집을 용이하

게 하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목적들은, 프리젠테이션이 웹 기반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생성되고, 편집되며 보여질 수 있는 편리한 방식을 제공함으

로써 충족된다. 본 발명은, 표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서버에 액세스함으로써 사용자가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자바 기반 시스템에서 구현된다. 웹 사이트에 접속 후, 사용자는 프리젠테이션을 생성하고 편집하기 위해 지정된 영

역으로 항해하여 시스템에 로그 인한다. 일단 이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모든 자신의 프리젠테이션을 액세스 할 수 있다. 편

집 또는 삭제된 것이 존재하는 새로운 프리젠테이션들이 생성될 수 있다. 변경은 즉시 갱신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선택 인원에만 액세스 가능한 관리 모드(administration mode)를 포함한다. 관리 모드에서는, 각 사용자

에 대해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최대 수 및 크기 등의 각종 시스템 파라미터들이 설정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해 준비되는 프리젠테이션은 표준 웹 브라우저를 가진 컴퓨터를 프로젝터에 부착함으로써 주어질 수 있다. 웹

사이트에 로그 인 한 후, 사용자는 먼저 보고자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선택한다. 하이퍼링크를 클릭 온하면, 풀 스크린 모드

로, 프리젠테이션 파일, 즉, 슬라이드 쇼를 표시하는 자바로 기입된 플레이어를 자동적으로 시작한다.

본 시스템은 플레이어를 프로젝터의 펌웨어(firmware)에 결합할 수도 있다. 펌웨어는 낮은 버전의 자바 버츄얼 머신을 구

동할 것이다. 프로젝터들에는 사용자가 웹 사이트에 로그 인하여 보고자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선택하게 하는 LCD 패널이

설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네트워크 기반이므로, 중개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웹 사이트가 특정 형태의 프로젝터들 또는 특정 주변 프로젝터들을 가진 컴퓨터들에 액세스를 또

한 제한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복수의 사용자가 한번에 하나만 프리젠테이션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버전 제어를 포함한다. 어느 사용자가

현존하는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변경하기 전에, 그 사용자는 먼저 프리젠테이션을 먼저 "체크 아웃" 하고, 변경한 다음에,

파일을 "체크 인" 해야 한다. 변경은 즉시 반영되어 데이터베이스는 "새로운" 버전의 프리젠테이션을 포함할 것이다. 또한,

시스템은, 언제 만들어졌는지와, 누가 만들었는지의, 모든 변경의 로그(log)를 포함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원하면 이

전 버전의 프리젠테이션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스템은 이미지와 오디오 컴포넌트들이 프리젠테이션에 첨부되는 것을 허용한다. 웹 사이트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음성을 녹음하여 나레이션을 개별 슬라이드들에 첨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한 위

치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보여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사용자의 컴퓨터로부터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거나, 또는 웹 사이트에 지시하여 사용자가 이미지의 갤러리를 유

지하는 다른 웹 사이트에 액세스하여, 특정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은 사용자가 웹 사이트로부터 직접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인쇄하게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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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모드와 관리 모드의 2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컴포넌트는 개별적으로 논의된

다. 유연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으며, 이식성이 있는, 사용에 편리한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본 발명은

자바, JDBC, JSP, 및 X.509 인증서 보안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바는 플랫폼에 독립적인 강력한 객체 지향의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이므로 바람직하다. 자바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플

랫폼에서 구동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현대의 인터넷 브라우저들은 자바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프리

젠테이션 소프트웨어는 자바 애플릿(applet)과 자바 서블릿(servlet) 모두를 사용한다. 애플릿은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

저에서 구동하는 자바 프로그램이다. 서블릿은 서버에서 구동하는 자바 프로그램이다. 애플릿과 서블릿은 HTTP 프로토

콜을 사용하여 서로 통신할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록의 변경이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변경한다는 것을 의미하

는 데이터 위주(data-driven)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재설계하고, 컴파일하며, 테스트하는 것보다 데이

터베이스의 기록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쉽기 때문에, 프리젠테이션 유틸리티를 매우 강력하고 유연성 있게 만든다. 바람직

하게, 본 발명은 현존하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로 용이하게 구현하기 위해 자바 데이터베이스 연결(JBDC) 기능들을

이용하고 프리젠테이션 유틸리티를 데이터 위주 제품으로 만든다. JDBC:ODBC 브리지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는 자바 프

로그램이 ODBC 데이터 소스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한다. ODBC는, MS 윈도우 TM과 일부 UNIX 플랫폼 등의 운영체계

플렛폼의 선택 그룹의 상이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포괄적인 액세스를 허용하는 기술이다.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

베이스에 순조롭고, 끊김없이 액세스할 수 있게 한다. 이 브리지는 서버가 SQL 스테이트먼트를 형성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게 한다. SQL은, 장치 전문가가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데이터의 복잡한 질의들을 만들어 새로운 데이터로 데이터베

이스를 갱신하게 하는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언어이다. JDBC에 의해, 프리젠테이션 유틸리티는 개인용 컴퓨터 크기의 데

이터베이스에서 기업 규모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SQL 데이터베이스이든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는 자바 서버 페이지, 또는 JSP도 사용하고 있다. JSP는 자바 코드가 서버상의

HTML 페이지의 일부로서 포함되게 한다. 이것은 HTML 콘텐트가 동적으로 발생되고 즉시 갱신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에 능력과 유연성을 더한다. HTML 페이지에서의 자바 코드는 시간에 앞서 컴파일 될 필요는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는, 공개키 암호문을 사용하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개발된 보안 프

로토콜인 X.509 인증서 보안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보안 프로토콜은 고객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상

에서 이것을 구동하기 전에 인터넷 소프트웨어의 소스를 확신하게 한다. 인증 기관은 회사의 보증서를 주의깊게 검토한 후

에 특정 회사로 X.509 인증서를 발행한다. X.509 인증서는 소프트웨어 코드의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고객의 브라우저는 자동적으로 이 서명을 검증하는 메커니즘을 갖는다. 소프트웨어가 특정 회사로부터인 것을 고객이 일

단 확신하면, 그 특정 회사로부터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신뢰한다고 생각한 것이므로, 고객은 소프트웨어 요구에 특권을 부

여할 것이다.

사용자 모드

도 1을 참조하면, 인터넷(21)에 액세스하는 여러개의 장치가 도시되어 있다. 인터넷 액세스 장치(22)에 의해 인터넷(21)에

연결된 서버(17)가 도시되어 있다. 서버(17)는 데이터베이스(19)에 직접 액세스 할 수 있다. 여러개의 컴퓨팅 장치는 인터

넷(21)을 통해 서버(17)에 액세스 할 기회를 얻는다. 컴퓨터(23)는 모뎀 또는 그 밖의 인터넷 액세스 장치에 의해 인터넷에

액세스 할 수 있다. 랩탑 컴퓨터(27)는 무선 액세스 장치(25)에 의해 인터넷(21)에 무선으로 액세스 할 수 있다. 컴퓨터

(23)와 랩탑 컴퓨터(27)는 도시되지 않은 각각의 통신 포트에 각각의 프로젝터(15와 13)를 갖는다. 그러나, 프로젝터(11)

는 네트워크 액세스 회로들을 탑재하고 있어 연결되는 외부 컴퓨터의 필요 없이 인터넷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

되어 있다.

바람직하게, 컴퓨팅 장치(11, 23 및 27)는 각기 인터넷(21)을 항해하고 서버(17)에 접속하기 위한 인터넷 브라우저 유틸리

티를 포함한다. 사용자, 또는 클라이언트는 컴퓨팅 장치(11, 23 및 27)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서버(17)에 로그 온하고

데이터베이스(19)에 액세스 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서버(17)에 로그 온하기 위해서, 몇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바람직하게, 서버(17)는 모든 인가된 사용자의 첫번

째 기록과, 대응 사용자 패스워드를 유지한다. 로그 온 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올바른 사용자ID와 패스워드를 제공해야 한

다. 또한, 서버(17)는, 특정 프로젝터 모델 등의 미리 정해진 주변기기의 두번째 기록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스크

탑 컴퓨터(23)와 랩탑 컴퓨터(27) 등의 개인용 컴퓨터가 서버(17)에 로그 온을 시도할 때, 서버(17)는 컴퓨터들(23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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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결된 모든 주변기기의 정보를 요구할 것이다. 데스크탑 컴퓨터(23)는 프로젝터(15)를 식별하는 식별 시퀀스를 전송

함으로써 이 요구에 응답하고, 랩탑 컴퓨터는 프로젝터(13)를 식별하는 식별 시퀀스를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각각의 식

별 시퀀스는 각각의 프로젝터(15와 13)에 의해 제공된다. 수신된 식별 시퀀스가 두번째 기록에 기억되어 있는 미리 정해진

주변기기 중 어느 하나와 일치하지 않으면, 서버(17)는 적절한 사용자ID와 패스워드가 공급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컴

퓨팅 장치에 액세스를 거절할 것이다.

프로젝터(11)의 경우, 자바로 기입된 프리젠테이션 플레이어는 그 펌웨어에 결합된다. 본 시스템은 네트워크 기반이므로,

필요한 것은 프로젝터(11)가 전부이다. 그 펌웨어에 결합된 낮은 버전의 자바 버츄얼 머신은 서버(17)로부터의 프리젠테

이션 파일의 액세스를 지원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시스템에 의한 프로젝터의 관련 컴포넌트들이 도시된다. 이들 컴포넌트의 일부가 프로젝터(11-15)에

결합될 수 있지만, 도 2는 독립형 프로젝터(11)와 서버(17)와의 상관관계를 도시하고 있다. 이 전형적인 설명에서, 서버

(17)는 도 1의 장치(22)에 의해 미리 제공된 네트워크 액세스 기능성을 결합하여 도시된다.

도 2에서, 프로젝터(11) 등의 독립형 프로젝터는 인터넷(21)에 액세스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컴포넌트(37)를 탑

재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37)는, CPU, FPGA, 또는 그 밖의 데이터 처리 메커니즘으로 구현될 수

있는 처리 유닛(31)에 연결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독립형 프로젝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LCD 패널(35)

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CD 패널(35)은 사용자가 프로젝터와 직접, 그리고 프로젝터를 통해 서버(17)에 간접적으

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액세스 수단을 제공한다.

처리 유닛(31)은 4개의 기능부(41-47)로 분리되어 있는 메모리(33)에 연결된다. 기능부(41-47)는 플래시 메모리 등의 단

일 재프로그램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에 일체화될 수 있다. 대안으로, 기능부(41-47)는 복수의 메모리 모듈로 분리될 수

있고, 이 경우 적어도 기능부(41과 45)는 재프로그램 가능하며, 비휘발성 메모리인 것이 바람직하다. 기능부(41)는, 프로

젝터의 기본 입/출력 기능을 제어하는 드라이버를 보유한다. 바람직하게, 이 기능부는 처리 유닛(31)에 의해 사용되는 자

바 엔진도 보유하여 슬라이드 플레이어 소프트웨어를 구동한다. 기능부(43)는 슬라이드 플레이어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처리 유닛(31)은 이 기능부를 사용하여, 서버(17)로부터 얻어진 프리젠테이션을 편집 또는 구동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

능부(41)는, 드라이버 정보가 갱신되어 프로젝터에 추가되거나 또는 순조로운 기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재

프로그램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이다. 따라서, 기능부(41)의 각 드라이버는 기능부(45)에 기억된 해당 드라이버 ID와 연

관되어 있다. 또한, 프로젝터는 서버(17)에 의해 사용된 전술한 두번째 기록 목록과 비교를 위해 식별하는 하드웨어 ID를

유지하여 주변기기를 인증한다. 모든 프로젝터(11-15)는 유사한 하드웨어 ID 메모리부를 구비할 것이다.

실제로, 사용자는 LCD 패널(35)을 통해 서버(17)에 자신의 사용자ID와 패스워드를 제출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액

세스를 허용하기 전에, 서버(17)는, 기능부(47)로부터 하드웨어 ID를 전송함으로써 응답하는 프로젝터의 하드웨어 ID를

요구할 것이다. 서버(17)가 사용자에 의해 제출된 사용자ID와 패스워드 뿐만 아니라 수신된 하드웨어 ID를 일치시키면, 프

로젝터를 따라서, 사용자는 액세스가 인정된다.

대안의 실시예에서, 서버(17)는 승인된 주변기기의 그 두번째 기록 목록에 기억되어 있는 적어도 일부의 주변기기의 드라

이버 정보도 유지한다. 이 경우, 서버(17)는 주변기기의 현재 드라이버의 드라이버 ID를 요구할 수도 있다. 주변기기는 기

능부(45)로부터 드라이버 ID를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수신된 하드웨어 ID와 드라이버 ID를 사용하여, 서버(17)는 주변

기기가 가장 최신의 드라이버를 가지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드라이버가 갱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서버(17)가 결정하면,

새로운 드라이버 및 해당 새로운 드라이버 ID가 각각의 기능부(41과 47)에 기억되도록 전송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 2에 도시된 프로젝터 컴포넌트들은 프로젝터(11)와 같이 독립형 프로젝터인 특징이 있으나, 이들 컴

포넌트 중 일부는 주변 프로젝터(13과 15)에 공통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주변 프로젝터(13과 15)는, 이들의 각각의 외

부 컴퓨터(27과 23)를 통해 제공된다면 인터넷 액세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므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37) 또는 LCD 패

널(35)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변 프로젝터(13과 15)는 적어도 서버(17)에 의한 식별을 위해 하드웨어 ID

부(47)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드라이버부(41), 슬라이드 플레이어부(43), 및 드라이버 ID부(45)는 하드 드라이브

등의 외부 컴퓨터(23과 27)의 적절한 기억장치에 기억되어 유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즉, 드라이버(41)는 외부 컴퓨

터 및 그 연결된 주변 프로젝터, 또는 그 밖의 주변기기와의 입/출력 통신 상호작용을 제어하고, 드라이버 ID(45)는 외부

컴퓨터에 기억되어 있는 드라이버 버전을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외부 컴퓨터에 의해 제공된 드라이버 ID를 주변기기, 즉,

프로젝터에 의해 제공된 하드웨어 ID와 비교함으로써 드라이버는 서버(17)에 의해 갱신될 수 있다.

도 1로 복귀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양 주변 프로젝터(13과 15), 및 독립형 프로젝터(11)에 대해 유사하다. 다음은 소

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설명하고, "메뉴", "메뉴 항목", "대화 상자", "툴", "아이콘", "편집" 옵션 버튼, "클릭 온", "OK"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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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다음"링크, "이전"링크, 등과 같은 최신의 메뉴 구동 애플리케이션에 공통인 용어를 사용하여, 당분야의 숙련된 자의

이해내에서 검토된다. 사용자의 처음 과업은 적절한 웹 사이트, 즉, 서버(17)에 자신의 브라우저를 지정하는 것이다. 여기

서부터, 사용자는 프리젠테이션 유틸리티 영역으로 항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가 보게 될 첫 페이지는 로그 인

페이지이다. 로그 인 후, 사용자는 모든 그의 프리젠테이션 목록을 볼 것이다. 여기서부터, 사용자는 새로운 프리젠테이션

을 생성하고, 존재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편집하거나, 또는 프리젠테이션을 삭제할 수 있다. 사용자는 서버에 남은 그가 가

진 공간을 볼 수도 있다.

새로운 프리젠테이션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먼저 "새로운 프리젠테이션 추가"라는 링크를 클릭 온, 즉, 선택한다.

사용자는 적절한 텍스트 영역에 프리젠테이션의 이름을 입력하고 OK를 클릭해야 한다. 새롭게 생성된 프리젠테이션은 프

리젠테이션 목록에 나타나야 한다.

이제 사용자는 새롭게 생성된 프리젠테이션을 편집할 준비를 한다. 사용자는 소망의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편집" 링크를

클릭 온 하여야 한다. 이것은 프리젠테이션 에디터(editor)를 보여줄 것이다. 새로운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선택 슬라이드

템플레이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 사용자가 첫번째 슬라이드를 위한 템플레이트를 선택할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 편집 모드에서는, 툴바가 나타난다. 툴바의 아래는 클라이언트 영역이다. 클라이언트 영역은 현재의 슬라이

드의 미리보기를 포함한다. 초기에, 새로운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비어있는 프리젠테이션의 첫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준다.

사용자는 미리보기 영역 아래에 위치된 화살표로 표시된 버튼을 클릭 온 함으로써 다음 슬라이드로 진행하거나 또는 이전

슬라이드로 복귀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영역의 좌측에는 메뉴 애플릿이 바람직하다. 이 애플릿은, 색상 계획의 선택, 슬라이드 템플레이트의 선택, 이

미지 컴포넌트에 이미지를 첨부, 이미지 편집, 프리젠테이션 인쇄, 및 도움 받기 등의 프리젠테이션을 생성시 포함되는 단

계들을 보여준다. 이 단계들은 그룹으로 조직된다. 다음 그룹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다음" 링크를 클릭 온 할 수

있다. 이전 그룹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이전" 링크를 클릭 온 할 수 있다.

"템플레이트 선택" 메뉴 항목은 "슬라이드 템플레이트 선택" 대화상자를 보여줄 것이다. 이 대화상자는 사용자가 카테고리

로 조직된 슬라이드 템플레이트를 미리보게 한다. 템플레이트들 중 하나가 공란(컴포넌트 없음)이 될 것이다. 이용 가능한

템플레이트들은 관리 모드에서 제어된다. 사용자가 그의 선택을 하였을 때, OK 옵션을 클릭하여야 한다.

"색상 계획 선택" 메뉴 항목은 "색상 계획 선택" 대화상자를 보여줄 것이다. 이 대화상자는 사용자가 여러개의 색상 계획을

미리보게 한다. 사용자는 색상 계획을 현재의 슬라이드 또는 프리젠테이션의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그의 선택을 하였을 때, OK를 클릭하여야 한다.

이용 가능한 색상 계획들은 관리 모드에서 제어된다. 컴포넌트들의 텍스트 및 테두리는 배경색에 대비하여 나타내어야 한

다. 예를 들면, 청색 배경에 검은 텍스트는 읽기 매우 곤란하다. 흰색 배경에 노란 텍스트도 또한 읽기 곤란하다. 슬라이드

가 인쇄될 때, 컴포넌트들의 텍스트 및 경계는 검게 나타내야 하고, 배경은 희게 나타내어야 한다. "배경색 선택" 메뉴 항목

은 "배경색 선택" 대화상자를 보여줄 것이다. 이 대화상자는 사용자가 "색상 피커(color picker)"를 사용하여 슬라이드의

배경색을 선택하게 한다. 사용자는 배경색을 현재의 슬라이드 또는 프리젠테이션의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하는 옵션을 가

질 것이다. 사용자가 그의 선택을 하였을 때, OK를 클릭하여야 한다.

"~에 대해서(about)" 메뉴 항목은 슬라이드 미리보기 클라이언트 영역의 프리젠테이션 유틸리티에 대한 정보를 보여줄 것

이다.

"이미지 첨부" 메뉴 항목은 사용자가 이미지를 슬라이드의 하나 이상의 이미지 컴포넌트에 첨부하게 한다. 하나 이상의 이

미지 컴포넌트가 슬라이드에 존재하면, "이미지 선택" 대화상자는 "이미지 받기" 대화상자가 나타나기 전에 나타날 것이

다.

이미지 컴포넌트는 사용자가 그림을 첨부할 때까지 그림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림이 첨부되기 전에, 이미지 컴포넌트 영역

은, 이 컴포넌트 영역의 중앙에 연회색의 테두리와 연회색의 텍스트 "PHOTO"를 가진 흰색이다. 그림이 첨부된 후, 이미지

컴포넌트 클라이언트 영역은 그림을 포함한다.

이미지를 슬라이드에 첨부하기 위해서, 이미 슬라이드에 이미지 컴포넌트가 존재하여야 한다.

등록특허 10-0597644

- 6 -



"이미지 받기" 대화상자에서, 이미지들은 인터넷 또는 로컬 파일로부터 가져올 수 있다. 로컬 파일로부터 이미지를 가져오

기 위해서, "파일로부터"툴(폴더 아이콘으로)을 클릭 온 한다. 이것은 파일 대화상자를 내놓을 것이다. 인터넷으로부터 이

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URL로부터"툴(컴퓨터 아이콘으로)을 클릭 온 하여야 한다. 이것은 "URL로부터 이미지 받기" 대

화상자를 내놓을 것이다. 이 후에 이미지에 대한 인터넷 어드레스를 기입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야 한다.

이미지가 로딩되는 동안에, "이미지 받기" 대화상자의 오른쪽 코너 아래에 진행 미터(progress meter)는 이미지의 로딩의

진행을 표시할 것이다. "이미지 받기" 대화상자의 왼쪽 코너 아래에는 상태 메세지들이 표시된다. 이미지가 로딩된 후, "이

미지 받기" 대화상자에 표시될 것이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의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무 직사각형을 사용하

여야 한다. 소망 영역을 선택한 후, 사용자는 "OK"툴을 클릭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적절한 "줌" 툴(렌즈 아이콘을 확대함으

로써 식별되는 툴)을 클릭 온 함으로써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다. 사용자가 OK를 클릭한 후, 슬라이드 미리보기의 이미지

컴포넌트는 선택된 영역의 이미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미지 접촉" 메뉴 항목은 사용자가 슬라이드의 이미지를 조정하게 한다. 하나 이상의 이미지 컴포넌트가 슬라이드에 존

재하면, "이미지 선택" 대화상자가 "이미지 조정" 대화상자가 나타나기 전에 나타날 것이다. "이미지 조정" 대화상자는 이

미지를 포함할 것이다. 사용자는 "줌"툴을 클릭 온 함으로써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미지 변경을 종료하게

될 때, "끝내기"툴을 클릭 온 하여야 한다. 이 툴은 노란 문 도식의 가장 좌측의 툴이다. 프로그램이 이미지를 처리하는 동

안에, "이미지 조정" 대화상자의 오른쪽 코너 아래의 진행 미터는 이미지 처리의 진행을 표시할 것이다. 사용자는 이미지를

수평 및 수직으로 뒤집을 수 있다. 사용자는 시계방향으로 90°, 반시계방향으로 90°, 및 180°회전시킬 수도 있다. 사용자

는 이미지의 채도, 밝기, 대비, 및 RGB 균형을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미지를 선명하게 할 수도 있다.

"인쇄" 메뉴 항목은 "인쇄 미리보기" 대화상자를 보여줄 것이다. 사용자는 "줌 인"과 "줌 아웃"이라는 버튼을 클릭 온 함으

로써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다. 줌 비율은 오른쪽 코너 아래에 표시된다. 사용자는 풀다운 메뉴(pull down menu)로부터

용지 크기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인쇄할 준비가 될 때,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야 한다. 이것은 인쇄 대화상자를 내놓

을 것이다. 사용자는 인쇄가 다 끝났을 때, "끝내기" 버튼을 클릭하여야 한다.

"도움말" 메뉴 항목은 프리젠테이션 유틸리티의 온라인 도움말을 보여줄 것이다. 다음 표는 프리젠테이션 에디터에 현재

고려되는 몇개의 추가 툴을 설명하고 있다.

명칭 설명

프리젠테이션 로딩 서버로부터 다른 프리젠테이션을

로딩한다.

프리젠테이션 저장 현재의 프리젠테이션을 서버에

저장한다.

슬라이드 뷰(Slide View) 개별 슬라이드를 편집한다.

썸네일(thumbnail) 뷰 모든 슬라이드의 썸네일을 미리본다.

슬라이드 쇼 슬라이드 쇼를 본다.

새로운 슬라이드 현재의 슬라이드 다음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삽입한다.

슬라이드 삭제 현재의 슬라이드를 삭제한다.

슬라이드 숨김 슬라이드 쇼에서 현재의 슬라이드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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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객체(object)를 선택한다.

속성 선택된 객체의 속성 대화상자를 보여준다.

객체 삭제 선택된 객체를 삭제한다.

선 새로운 선 객체를 생성시킨다.

직사각형 새로운 직사각형 객체를 생성시킨다.

둥근 직사각형 새로운 둥근 직사각형 객체를

생성시킨다.

원형 새로운 원형 객체를 생성시킨다.

다각형 새로운 다각형 객체를 생성시킨다.

텍스트 새로운 텍스트 객체를 생성시킨다.

이미지 새로운 이미지 객체를 생성시킨다.

클립 아트 새로운 클립 아트 객체를 생성시킨다.

그라디언트(Gradient) 새로운 그라디언트 객체를 생성시킨다.

오디오 새로운 오디오 컴포넌트를 생성시킨다.

위로 이동 선택된 객체를 위로 이동시킨다.

아래로 이동 선택된 객체를 아래로

이동시킨다.

수평으로 뒤집기 선택된 객체를 수평으로 뒤집는다.

수직으로 뒤집기 선택된 객체를 수직으로 뒤집는다.

180 °회전 선택된 객체를 180°회전시킨다.

반시계방향으로 90°회전 선택된 객체를 반시계방향으로

90°회전시킨다.

시계방향으로 90°회전 선택된 객체를 시계방향으로

90°회전시킨다.

그룹화 선택된 객체를 함께 그룹화한다.

그룹해제(ungroup) 선택된 객체의 그룹을 해제시킨다.

왼쪽 정렬 선택된 객체를 왼쪽으로 정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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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렬 선택된 객체를 중앙에 정렬시킨다.

오른쪽 정렬 선택된 객체를 오른쪽으로 정렬시킨다.

위로 정렬 선택된 객체를 위로 정렬시킨다.

중간 정렬 선택된 객체를 중간에 정렬시킨다.

아래로 정렬 선택된 객체를 아래로 정렬시킨다.

수평으로 배분 선택된 객체를 수평으로 배분시킨다.

수직으로 배분 선택된 객체를 수직으로 배분시킨다.

그리드 토글(Toggle Grid) 그리드 제한을 온 오프한다.

그리드 보기 나타나는 그리드와 숨은 그리드 사이를

토글한다.

그리드 속성 그리드 속성의 대화상자를 가져온다

프로젝트

사용자는 "저장"툴을 클릭 온 함으로써 그의 작업을 저장시킬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프리젠테이션을 서버(17)에 저장하

고, 그럼으로써 데이터베이스(19)에 저장할 것이다. 사용자는 "로딩"툴을 클릭 온 함으로써 다른 프로젝트를 로딩할 수 있

다.

바람직하게 3개의 뷰가 사용 가능하다. "슬라이드 뷰"는 사용자가 개별 슬라이드를 보고 편집하게 한다. "썸네일 뷰"는 사

용자가 모든 슬라이드의 썸네일을 미리보게 한다. "썸네일 뷰"에서,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그 썸네일에

상응하는 슬라이드에 대해 " 슬라이드 뷰"로 변경하게 한다. "슬라이드 쇼 뷰"는 자바 프리젠테이션 플레이어를 시작한다.

키스트로크 또는 마우스 클릭은 한 틱(tick)씩 쇼를 진행시킨다. 각 틱의 슬라이드 쇼는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가 그 시퀀스

번호에 기초하여 표시되게 한다. 슬라이드의 모든 컴포넌트가 표시된 후에, 스크린은 다음 슬라이드의 첫번째 컴포넌트가

표시되기 전에 삭제된다.

"슬라이드 삽입"툴은 현재의 슬라이드 다음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삽입한다. "슬라이드 템플레이트 선택" 대화상자는 사용

자가 새로운 슬라이드의 템플레이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타날 것이다. "슬라이드 삭제"툴은 현재의 슬라이드를 삭제한

다. "슬라이드 숨김"툴은 슬라이드 쇼에서 현재의 슬라이드를 생략한다.

각 슬라이드에 대해, 각 컴포넌트는 시퀀스 순서를 가질 것이다. 객체의 시퀀스 번호는 객체가 슬라이드에 추가되었던 순

서에 기초할 것이다. 시퀀스 순서는 컴포넌트가 슬라이드 쇼 동안에 표시될 순서를 결정한다. 사용자는 어느 특정 컴포넌

트의 순서를 컴포넌트의 속성 대화상자의 풀다운 메뉴를 사용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컴포넌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툴바의 "선택"툴을 클릭 온 한다. 다음에, 사용자가 선택하기를 원하는 컴포넌트를 클릭한다.

컴포넌트의 경계를 표시하는 9개의 작은 정사각형이 나타날 때 컴포넌트는 선택된다. 복수의 객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선

택" 툴을 사용하여, 원하는 그룹의 객체 주위의 직사각형을 둘러싸도록 클릭하여 드래그한 다음, 마우스를 해제한다.

컴포넌트가 선택된 상태일 때, 사용자는 이를 드레그함으로써 이동시킬 수 있다. 사용자는 이것을 크기조정(resize) 할 수

도 있다. 코너의 정사각형 중 하나에 커서가 놓일 때, 컴포넌트를 수평 및 수직으로 크기조정 할 수 있다. 커서가 중앙의 4

개의 정사각형 중 하나에 놓일 때, 수직 또는 수평으로 컴포넌트를 크기조정 할 수 있다.

등록특허 10-0597644

- 9 -



컴포넌트를 더블클릭하는 것은 그 컴포넌트의 속성 대화를 가져온다. 사용자는 컴포넌트의 속성을 컴포넌트 대화상자를

사용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더블 클릭의 대안은 "선택"툴을 사용하여 컴포넌트를 선택한 다음 "속성"툴을 클릭 온 하는

것이다. 모든 컴포넌트는 이름을 가지며, 사용자는 컴포넌트의 속성 대화상자의 이름을 볼 수 있다.

사용자는 컴포넌트를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상의 "삭제"키를 누름으로써 컴포넌트를 삭제할 수 있다. "삭제"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삭제"툴을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삽입하고자 하는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툴을 클릭 온 함으로써 컴포넌트를 삽입할 수 있다. 그 다음, 사용자는 컴

포넌트의 경계를 정의하기 위해 슬라이드 미리보기 영역을 클릭하여 드래그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을 해제한

후, 새로운 컴포넌트의 속성 대화가 나타날 것이고, 사용자는 새로운 컴포넌트의 속성을 편집할 수 있을 것이다.

다각형 객체를 삽입하는 것은 다른 객체와 다소 상이하다. 사용자는 먼저 "다각형"툴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 다음, 사용자

는 다각형의 꼭지점들을 정의하기 위해 1회 이상 마우스를 클릭한다. 사용자는 더블 클릭함으로써 다각형의 마지막 꼭지

점을 정의한다.

"텍스트 영역 속성" 대화상자는 사용자가 텍스트 컴포넌트에 블릿(bullet)을 추가하게 하는 버튼을 가질 것이다.

사용자들은 "클립 아트"툴을 클릭 온 함으로써 그들의 프리젠테이션들에 화살표 및 플로 차트 기호 등의 형상을 추가할 수

있다. "클립 아트 브라우저"는 사용자가 카테고리로 조직된 많은 형상으로부터 선택하게 한다.

사용자는 "오디오"툴을 사용하여 클릭함으로써 현재의 슬라이드에 오디오를 추가할 수 있다. 슬라이드에 오디오 컴포넌트

를 추가하도록 클릭하여 드래그한다. 이것은, 연주, 녹음, 정지, 및 일시정지용 버튼을 가지는 "오디오" 대화상자를 보여줄

것이다. "녹음" 버튼은 오디오 입력 장치로부터 사운드를 녹음할 것이다. 대안으로서, "파일로부터" 버튼은 사용자가 오디

오 파일을 선택하게 한다. 이것은 파일 대화상자를 보여줄 것이다. 사운드 파일이 로딩된 후, "연주"버튼은 사운드를 연주

할 것이다.

오디오 컴포넌트는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오디오 기호로서 슬라이드 미리보기에 나타난다. 자바 프리젠테이션 플레이어

는 그 밖의 다른 컴포넌트와 같이 오디오 컴포넌트를 다룰 것이다. 슬라이드 쇼 동안에 보고자 하는 오디오 컴포넌트의 차

례일 때, 사운드가 연주될 것이다.

각 슬라이드에 대해, 각 컴포넌트는 컴포넌트의 계층을 설명하는 z-오더를 갖는다. 사용자는 컴포넌트를 선택한 다음 "위

로 이동" 툴을 클릭 온 함으로써 이를 위로 이동시킬 수 있다. 사용자는 컴포넌트를 선택한 다음 "아래로 이동"을 클릭 온

함으로서 아래로 컴포넌트를 이동시킬 수 있다.

사용자는 뒤집기 툴에 의해 선택된 컴포넌트를 수평 및 수직으로 뒤집을 수 있다. 회전 툴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선택된 컴

포넌트를 시계방향으로 90°, 반시계방향으로 90°, 및 180°회전시킬 수 있다.

객체 또는 객체의 그룹의 정렬, 그룹화, 배분을 변경하기 위한 여러개의 툴이 있다. "그룹화"툴은 복수로 선택된 객체들을

그룹화한다. "그룹해제"툴은 이전에 그룹화된 객체를 그룹해제한다. "왼쪽 정렬", "중앙 정렬", "오른쪽 정렬", "위로 정렬",

"중간 정렬", 및 "아래로 정렬"은 복수의 선택된 객체를 정렬시킨다. "수평으로 배분" 및 "수직으로 배분"툴은 복수의 선택

된 객체를 균등하게 간격을 띄운다.

그리드 속성은 보다 정확한 마우스 입력을 가능하게 한다. 사용자는 "그리드 토글"툴을 클릭 온 함으로써 그리드를 온 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그리드 보기"툴을 클릭함으로써 그리드를 볼 수 있다. 사용자는 "그리드 속성"툴을 클릭함으로써 그리

드 간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그리드 옵션" 대화상자를 보여줄 것이다. 사용자는 목록 상자로부터 그리드 간격을 선

택하여 OK를 클릭하여야 한다.

관리 모드

프리젠테이션 시스템의 관리 모드는, 관리자 역할을 하는 개인들을 선택하여 표준 웹 브라우저와 인터넷에 접속에 의해 전

세계의 컴퓨터로부터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즉시 갱신하게 한다. 사용자id 및 패스워드에 의해 한명 이상의 관리자는 서

버(17)의 관리 모드에 액세스 할 수 있다. 이들 관리자는 서버(17)에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유지하는 기관의 피고용

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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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모드용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id 및 패스워드를 가진 인증된 관리자만이 관리 모드에 액세스 할 수

있다. 관리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로그 인 페이지에 액세스하여 자신의 사용자id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것이다.

모든 사용자는 사용자 등급이 배정된다. 다른 등급의 사용자는 그들의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서버상에 다른 용량 제한을 갖

는다. 특정의 사용자에 배정된 등급은 사용자가 특정 주변기기, 또는 프로젝터를 구입하였는지, 또는 그 밖의 하드웨어 등

에 의존한다.

로그 인 한 후, 관리자는 사용자 등급 목록을 얻기 위해 적절한 링크를 클릭온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새로운 사용자 등급

추가"의 사용자 등급 목록하의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새로운 사용자 등급을 추가할 수 있다. 관리자는 적절한 텍스트 영역

에 등급의 이름을 기입하고 풀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그 등급에 대한 용량 제한을 입력하여야 한다. 종료하였을 때, 관리자

는 OK를 클릭하여야 한다.

로그 인 한 후, 관리자는 사용자 목록을 얻기 위해 적절한 링크를 클릭 온 하여야 한다. 사용자 목록은 등급으로 분류된 다

음, 성의 알파벳 순으로, 모든 사용자의 성명과 사용자id를 보여준다. 사용하는 현재의 용량과 용량 제한도 표시된다. 사용

자 목록하에서, 관리자는 "새로운 사용자 추가"라는 링크를 클릭할 수 있다. 관리자는 사용자의 성명을 입력하고 사용자에

게 적절한 텍스트 영역에 사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배정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사용자 등급 풀다운 메뉴로부터 사용자 등

급을 선택해야 한다. 사용자 목록의 각 입력에 대해, 편집과 삭제의 2 동작이 있다. 관리자는 그 사용자에 대한 편집 링크를

클릭 온 함으로써 개별 사용자의 설정을 편집할 수 있다. 관리자는 그 사용자에 대한 삭제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사용자를

삭제할 수 있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19)로부터 슬라이드 템플레이트들을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이들 슬라이드 템플레이트는 통상적

인 방식으로 배치된 컴포넌트들을 포함한다. 이 때문에 사용자가 프리젠테이션을 생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사용자가 템플

레이트 중 어느 하나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 하나의 템플레이트가 블랭크가 되어야 한다. 텍스트 컴포넌트들은 디폴트 텍

스트를 포함하거나 또는 텍스트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관리자는 새로운 슬라이드 템플레이트들을 생성할 수 있다. 새로운 슬라이드 템플레이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관리자는 먼

저 템플레이트 크기 목록하의 "새로운 템플레이트 크기 생성"옵션을 클릭 온 함으로써 슬라이드 템플레이트 크기를 생성하

여야 한다. 그 다음, 관리자는 적절한 필드에 이름, 설명, 폭, 및 높이를 입력하고, "추가"옵션을 클릭한다.

새롭게 생성된 템플레이트 크기에 대해 새로운 페이지 레이아웃을 생성하기 위해서, 관리자는 템플레이트 크기 목록의 "페

이지 레이아웃 목록"링크를 클릭하고, 페이지 레이아웃 목록하의 "새로운 페이지 레이아웃 생성"을 선택한다. 또한 관리자

는 용지 크기를 선택하여 "추가"를 클릭하여야 한다.

페이지 레이아웃 목록으로부터, 관리자는 방금 선택된 용지 크기에 대해 "편집 레이아웃"을 클릭함으로써 페이지 레이아웃

을 편집할 수 있다. 이것은 페이지 레이아웃 에디터를 보여줄 것이다. 그 다음, 고정된 비율의 직사각형 툴을 사용하여 이

템플레이트가 인쇄될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고정된 비율의 직사각형 속성 대화 상자는 관리자가 정밀한 x, y, 폭, 및 높이

를 지정하게 한다.

또한 관리자는 템플레이트 카테고리를 생성하여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자는 템플레이트 카테고리 목록하의 "새

로운 카테고리 추가"를 선택하여, 카테고리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한다.

새로운 템플레이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관리자는 관리자가 새로운 템플레이트를 추가하기를 원하는 카테고리에 대해 카테

고리 목록에서 "템플레이트 목록"을 선택한다. 템플레이트 목록하에서, 관리자는 "새로운 템플레이트 생성"을 클릭하고,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고, 레이아웃을 풀다운 메뉴로부터 선택하여 "추가"를 클릭한다.

"편집 콘텐츠"옵션을 클릭함으로써, 새롭게 생성된 템플레이트를 편집할 수 있다. 이것은 템플레이터 에디터를 보여줄 것

이다. 템플레이트를 편집하고 템플레이트 에디터를 사용하여, 다 끝났을 때 "저장"을 클릭한다.

관리자는 템플레이트들이 사용자에게 가용하게 되도록 내보내기 기능(Export function)을 사용하여 템플레이트들을 내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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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색상 계획 관리 영역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가용한 이용가능한 색상 계획을 제어할 수 있다. 새로운 색상

계획을 생성하기 위해서, 관리자는 색상 계획 목록으로부터 "새로운 색상 계획 추가"를 클릭하고, 적절한 텍스트 영역에 이

름과 설명을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한다.

생성된 색상 계획을 편집하기 위해서, 편집을 원하는 색상 계획에 해당하는 편집 링크를 클릭 온 한다. 이것은 특정의 슬라

이드 컴포넌트에 색상 옵션을 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색상 계획 에디터를 보여줄 것이다. 관리자는 색상 계획들이 사용자

에게 가용하도록 이것들을 내보내야 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추가 비용 없이 서버(17)가, 그 클라이언트 온라인, 즉,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유용한 실시간 통계를 수집

하게 한다. 이들 통계를 보기 위해서, 관리자는 로그 인 후 사용자 통계 링크를 클릭 온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프리젠테이션을 생성하고 편집하는 동안에, 프리젠테이션 유틸리티 서버(17)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버는 고객의 사용자명, IP 어드레스, 호스트명, 및 언어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정보는 데이터

베이스(19)에 기억되어 관리 모드에서 추후 액세스 될 수 있다. 데이터는 테이블 포맷으로 표시될 수 있다. 시스템은 끊임

없이 프리젠테이션 유틸리티에 각 사용자가 액세스한 횟수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사용자가 프리젠테이션 유틸리티를

액세스할 때마다, 그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 카운터가 하나씩 증가된다. 가장 활동적인 사용자에서 가장 비활동적인 사용자

까지의 분류 순서로 목록이 표시될 수 있다.

또한 서버(17)는 가장 인기있는 슬라이드 템플레이트들과 색상 계획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각 템플레이트 또는

색상 계획이 액세스되는 횟수는 분류 순서로 표시될 수 있다. 각 템플레이트가 인쇄된 횟수도 분류 순서로 표시될 수 있다.

가장 인기있는 템플레이트들과 색상 계획들은 확장될 것이고, 가장 인기없는 템플레이트들과 색상 계획들은 삭제될 것이

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복수의 원격 컴퓨팅 기계에 복수의 사용자에 의한 공통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프리젠테이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기계에서 다른 기계로의 애플리케이션의 전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시스템에 있어서,

프리젠테이션 파일들을 생성하고 편집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

인터넷을 통해 액세스 가능하고 사용자 모드의 동작 및 관리 모드의 동작하에서 액세스를 허용하며, 상기 프리젠테이션 애

플리케이션 및 상기 프리젠테이션 파일들을 기억하기 위한 제1 원격 기억장치;

상기 사용자 모드의 동작하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기 프리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 하기 위한 웹 기반 유틸리티가

설치된 사용자 액세스 장치로서,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는 상기 사용자 모드의 동작하에서 상기 프리젠테이션 파일들의

구동, 생성 및 편집을 허용하고, 상기 프리젠테이션 파일들의 생성은 컴포넌트 배열 정보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미리

정의된 그룹의 슬라이드 템플레이트 파일들의 이용을 필요로 하며, 상기 템플레이트 파일들은 상기 사용자 모드의 동작하

에서는 편집할 수 없는, 사용자 액세스 장치; 및

상기 관리 모드의 동작하에서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에 액세스하기 위한 관리 액세스 장치로서,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

는 상기 관리 모드의 동작하에서 상기 슬라이드 템플레이트 파일들의 삭제, 추가, 및 편집을 허용하는 것인, 관리 액세스

장치를 포함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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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액세스 장치는 웹 기반 유틸리티가 설치되어 인터넷을 통해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에 액세스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테이션 파일들의 생성은, 슬라이드내의 특정 컴포넌트의 색상 선택을 제한하는 적어도 하나

의 미리 정해진 그룹의 색상 계획 파일들의 사용을 필요로 하고, 상기 색상 계획 파일들은 상기 사용자 모드의 동작하에서

편집할 수 없으며;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는 상기 관리 모드의 동작하에서 상기 색상 계획 파일들의 삭제, 추가, 및 편집을 허용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는 상기 사용자 모드의 동작하에서 이것에 액세스하는 모든 사용자 액세스 장치

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된 정보는, 상기 사용자 모드의 동작하에서 이것에 액세스하는 사용자 액세스 장치의 사용자명,

IP 어드레스, 호스트명, 및 언어를 포함하고, 상기 정보가 상기 관리 모드의 동작하에서 상기 관리 액세스 장치에 의해 추

후 액세스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기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된 정보는, 상기 사용자 액세스 장치들의 각각이 상기 프리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

는 횟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된 정보는 프리젠테이션 파일들의 생성시 상기 슬라이드 템플레이트 파일들의 각각이 액세스되

는 횟수를 포함하고, 상기 정보가 상기 관리 액세스 장치에 의해 추후 액세스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기억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슬라이드 템플레이트 파일들의 편집과 삭제는 상기 수집된 정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

터넷 프리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은 자바 기반 유틸리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시스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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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액세스 장치는 상기 사용자 모드의 동작시 인터넷을 통해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에 액세스

하는 복수의 컴퓨팅 장치 중 하나인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컴퓨팅 장치는, 개인 휴대 단말기, 프로젝터 장치, 및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젝터 장치는 펌웨어에 결합된 프리젠테이션 플레이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젝터 장치는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에 로그 온 하게 하는 LCD 패널

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은 주변 컴퓨팅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주변 컴퓨팅 장치가 상기 주변 컴퓨팅

장치를 식별하는 ID 시퀀스를 기억하기 위한 기억 로케이션을 갖고;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는 소정 목록의 주변 컴퓨팅 장치들을 식별하는 하드웨어 식별 코드들의 기록을 더 유지하고;

상기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은 상기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된 주변기기들의 정보를 요구하는 상기 제1 원격 기억장

치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로 상기 ID 시퀀스를 전송하며;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는 상기 하드웨어 식별 코드들 중 하나와 일치하지 않는 상기 ID 시퀀스에 응답하여 상기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에 액세스를 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컴퓨팅 장치의 각각은, 디폴트에 의한 보기 전용 옵션으로 상기 프리젠테이션 파일들에 액

세스하며, 프리젠테이션 파일이 편집되기 전에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에 승인 요구를 필요로 하고, 상기 제1 원격 기억장

치가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모든 컴퓨팅 장치의 보는 것이 가능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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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편집 승인을 받은 사용자 액세스 장치는 다른 사용자 액세스 장치

가 동일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편집 승인을 받기 전에 그 편집 승인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테이션 파일들의 수정은 상기 원격 기억장치내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변경으로서 기록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편집 승인을 받은 사용자 액세스 장치는 제2 원격 기억장치에 액세

스될 수도 있고, 상기 제2 원격 기억장치가 인터넷을 통해 액세스 가능하며 적어도 하나의 이미지 파일을 기억하고 있으

며, 상기 사용자 액세스 장치가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에 상기 제2 원격 기억장치로부터 상기 이미지를 검색하도록 요구

함으로써 상기 이미지를 상기 프리젠테이션 파일에 첨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액세스 장치는, 추가적으로, 상기 제1 원격 서버상에 상이한 용량 제한에 의해 복수의 사용자

등급을 생성하며;

상기 사용자 액세스 장치는 상기 사용자 모드의 동작하에서 상기 원격 기억장치에 액세스하는 복수의 사용자 액세스 장치

중 하나이며, 상기 복수의 사용자 액세스 장치가 상기 관리 액세스 장치에 의해 결정된 대로 상기 사용자 등급들로 분리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20.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액세스 장치는, 추가적으로, 각 사용자 등급내의 사용자 액세스 장치들의 각각의 멤버에 특정

량의 기억 공간을 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액세스 장치는, 추가적으로, 상기 사용자 등급들을 명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

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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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등록특허 10-0597644

- 16 -



삭제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방법에 있어서,

프리젠테이션 파일들을 생성하고 편집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프리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과 상기 프리젠테이션 파일들을 기억하기 위한 제1 원격 기억장치를 제공하는 단계;

인터넷을 통해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를 액세스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 모드의 동작 및 관리자 모드의 동작하에서 상기 제

1 원격 기억장치에 액세스를 허용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모드의 동작하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기 프리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기 위한 웹 기반 유틸리티를

설치하는 사용자 액세스 장치를 제공하고,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가 상기 사용자 모드의 동작하에서 상기 프리젠테이션

파일들의 구동, 생성 및 편집을 허용하고, 상기 프리젠테이션 파일들의 생성이 컴포넌트 배열 정보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

나의 미리 정해진 그룹의 슬라이드 템플레이트 파일들을 필요로 하고, 상기 템플레이트 파일들이 상기 사용자 모드의 동작

하에서 편집 불가능한 단계; 및

상기 관리 모드의 동작하에서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에 액세스 하기 위한 관리 액세스 장치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는 상기 관리 모드의 동작하에서 상기 슬라이드 템플레이트 파일들의 삭제, 추가, 및 편집을 허용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방법.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액세스 장치는 웹 기반 유틸리티를 설치하며 인터넷을 통해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에 액세스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방법.

청구항 46.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테이션 파일들의 생성은 슬라이드내의 특정 컴포넌트의 색상 선택을 제한하는 적어도 하나

의 미리 정해진 그룹의 색상 계획 파일들의 사용을 필요로 하고, 상기 색상 계획 파일들이 상기 사용자 모드의 동작하에서

편집될 수 없으며;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는 상기 관리 모드의 동작하에서 상기 색상 계획 파일들의 삭제, 추가, 및 편집을 허용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방법.

청구항 47.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는 상기 사용자 모드의 동작하에서 이것에 액세스하는 모든 사용자 액세스 장치

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방법.

청구항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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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된 정보는, 상기 사용자 모드의 동작하에서 이것에 액세스하는 사용자 액세스 장치들의 사용자

명, IP 어드레스, 호스트명, 및 언어를 포함하고, 상기 정보가 상기 관리 모드의 동작하에서 상기 관리 액세스 장치에 의해

추후 액세스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기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방법.

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된 정보는 상기 사용자 액세스 장치들의 각각이 상기 프리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

는 횟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방법.

청구항 50.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된 정보는 프리센테이션 파일들의 생성시 상기 슬라이드 템플레이트 파일의 각각이 액세스되

는 횟수를 포함하고, 상기 정보가 상기 관리 액세스 장치에 의해 추후 액세스 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기억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방법.

청구항 51.

제50항에 있어서, 슬라이드 템플레이트 파일들의 편집과 삭제는 상기 수집된 정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

터넷 프리젠테이션 방법.

청구항 52.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은 자바 기반 유틸리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방

법.

청구항 53.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액세스 장치는 상기 사용자 모드의 동작시 인터넷을 통해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에 액세스

하는 복수의 컴퓨팅 장치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방법.

청구항 54.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컴퓨팅 장치는, 개인 휴대 단말기, 프로젝터 장치, 및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방법.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젝터 장치는 펌웨이의 프리젠테이션 플레이어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

테이션 방법.

청구항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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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젝터 장치는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에 로그 온 하게 하는 LCD 패널

을 더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방법.

청구항 57.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내에 주변 컴퓨팅 장치를 더 제공하고, 상기 주변 컴퓨팅 장치가 상기 주변 컴

퓨팅 장치를 식별하는 ID 시퀀스를 기억하고 있고;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는 소정 목록의 주변 컴퓨터 장치들을 식별하는 하드웨어 식별 코드들의 기록을 더 유지하며;

상기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은 상기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된 주변기기들의 정보를 요구하는 상기 제1 원격 기억장

치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로 상기 ID 시퀀스를 전송하며;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는 상기 하드웨어 식별 코드들 중 하나와 일치하지 않는 상기 ID 시퀀스에 응답하여 상기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에 액세스를 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방법.

청구항 58.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컴퓨팅 장치의 각각은, 디폴트에 의한 보기 전용 옵션으로 상기 프리젠테이션 파일들에 액

세스하며, 프리젠테이션 파일이 편집되기 전에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에 승인 요구를 필요로 하고, 상기 제1 원격 기억장

치가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모든 컴퓨팅 장치의 보는 것이 가능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방법.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편집 승인을 받은 사용자 액세스 장치는 다른 사용자 액세스 장치

가 동일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편집 승인을 받기 전에 그 편집 승인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방법.

청구항 60.

제59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테이션 파일들의 수정은 상기 원격 기억장치내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변경으로서 기록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방법.

청구항 61.

제59항에 있어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편집 승인을 받은 사용자 액세스 장치는 제2 원격 기억장치에 액세

스될 수도 있고, 상기 제2 원격 기억 장치가 인터넷을 통해 액세스 가능하고 적어도 하나의 이미지 파일을 기억하고 있으

며, 상기 사용자 액세스 장치가 상기 제1 원격 기억장치에 상기 제2 원격 기억장치로부터 상기 이미지를 검색하도록 요구

함으로써 상기 이미지를 상기 프리젠테이션 파일에 첨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방법.

청구항 62.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액세스 장치는 상기 제1 원격 서버상의 상이한 용량 제한에 의해 복수의 사용자 등급을 생성

하는데 사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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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용자 액세스 장치는 상기 사용자 모드의 동작하에서 상기 원격 기억 장치에 액세스하는 복수의 사용자 액세스 장치

중 하나이며, 상기 복수의 사용자 액세스 장치가 상기 관리 액세스 장치에 의해 결정된 대로 상기 사용자 등급들로 분리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방법.

청구항 63.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액세스 장치는 각 사용자 등급내의 사용자 액세스 장치들의 각각의 멤버에 특정량의 기억 공

간을 배정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방법.

청구항 64.

제63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액세스 장치는 상기 사용자 등급들의 명명에 더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리젠

테이션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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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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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0597644

- 22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명세서 1
 도면의 간단한 설명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발명의 목적 2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3
  발명의 구성 및 작용 3
  발명의 효과 12
청구의 범위 12
도면 20
 도면1 21
 도면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