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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사용자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최소의 문서 끼워 넣기(minimal document intrusiveness)를 보유하

며 집단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초기에, 문서는 컴퓨터 네트워크 내

의 컴퓨터의 그래픽 인터페이스에 표시되며, 문서는 컴퓨터 네트워크 내의 다수의 컴퓨터 중의 다른 컴퓨터에서도 표

시될 수 있다. 다음에, 문서중 사용자에 의해 코멘트될 수 있는 부분이 지정된다. 이러한 문서의 부분은 사용자가 문서

에 관한 코멘트를 입력할 수 있는 표시 가능한 인터페이스에 자동으로 연관된다. 다음에 표시 가능한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입력에 응답하여 그래픽 인터페이스 내에 표시된다. 다음에 사용자는 표시 가능한 인터페이스에 문서에 관

한 코멘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며, 코멘트는 개별적으로 저장되고, 다음에 검색되어 혼란 없이 문서의 작성에 사용

된다. 다음에 표시 가능한 인터페이스는 표시 가능한 인터페이스 내 로의 문서에 관한 코멘트 입력이 완료되면 자동

으로 닫힌다.

대표도

도 9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을 실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 구조를 예시하는 블

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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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을 실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를 예시하는 상세한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따라 실행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예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을 실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

윈도우 내에 포함된 하이퍼텍스트(hypertext) 문서를 예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따라 그래픽 인터페이스의 웹 브라우저 내에 표시된 문서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따라 그래픽 인터페이스의 웹 브라우저 내에 표시된 관련 리뷰 버튼(review butt

on)이 있는 문서를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따라 리뷰 버튼에 관련된 메일 팝-업 인터페이스(mail pop-up interface)를 나타

낸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따라 리뷰 버튼에 관련된 코멘트(comment) 팝-업 인터페이스를 예시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웹-기반 문서 리뷰 툴(web-based document review to

ol)을 예시하는 블록도.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웹-기반 문서 리뷰 툴용 방법을 예시하는 동작의 플로우챠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개선된 정보-검색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

ical user interface)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개선된 정보-검색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

명은 네트워크-기반 문서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고 수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원격 네트워크와 같은 컴퓨터화된 정보 자원의 개발은 데이터-처리 시스템의 사용자가 다른 서버 및 네트워크와 연

결할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전자 매체에서 지금까지 이용할 수 없었던 막대한 양의 전자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한

다. 이러한 전자 정보는 신문, 잡지, 및 텔레비전과 같은 보다 전통적인 정보 전송 수단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통신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집합은 필요한 경우 패킷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송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메시지를 수신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프로토콜로 변환하는 '게이트웨이(gateway)'에 의해 서로 연

결된다. 게이트웨이는 전자 정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부터 다른 네트워크로 전송될 수 있도록 유사하지 않은 네트워

크(즉, 다른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접속시키는데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게이트웨이는 전자 정보를 

전송하며, 전송 및 배달용 제2 네트워크에 의해 사용되는 프로토콜과 호환 가능한 형태로 이러한 정보를 변환시킨다.

최근 수년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격 네트워크의 한 형태는 인터넷이다. '인터넷'이라는 용어는 '인터네트워크(Inte

rnetwork)'의 약어이며, 통상 TCP/IP 스위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및 게이트웨이의 집단(collection)으로 

불리는데, 이러한 TCP/IP 스위트 프로토콜은 컴퓨터 네트워킹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다. TCP/IP는 '전송 제어 프로

토콜/인터페이스 프로그램(Transport Control Protocol/Internet Program)'의 두문자어이며, 컴퓨터 간의 통신을 

위해 미국 국방성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이다. 인터넷은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주고 받으

며(interact)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킹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컴퓨터에 의해 서로 연결되며 지역적으로 분포된 원

격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광범위한 정보 공유로 인하여, 인터넷과 같은 원격 네트워크는 

개발자가 본질상 제한 없이 특정 동작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응용을 설계할 수 있는 '개방형(open)' 시

스템으로 발전되어 왔다.

데이터-처리 네트워크 간에 전송되는 전자 정보는 통상 하이퍼텍스트로 제공되는데, 하이퍼텍스트는 사용자가 주제(

topics)의 제공 순서에 관계없이 관련된 주제를 통하여 '검색하거나(browse)' 또는 '항해(navigate)'할 수 있도록 하는

복잡 한 비-순차 웹 연관 방식(complex non-sequential web association)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향, 및 동작을 서

로 링크시키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메타포(metaphor)이다. 흔히 하이퍼텍스트 문서의 내용에 따라, 하이

퍼텍스트 문서의 작성자 및 사용자가 이러한 링크(link)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처리 시스템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에 표시되는 기사(article) 중의 단어 '철(iron)'에 대한 링크들 사이를 이동(traveling)하는 것은 사용자

를 화학 원소의 주기율표(즉, 단어 '철'에 링크됨)로 안내하거나, 또는 암흑 시대의 유럽에서 무기로 사용된 철에 대한 

참고 자료로 안내할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라는 용어는 컴퓨터에 의해 제공되는 문서를 기술하기 위해 196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책, 필름 및 연설의 선형 포맷에 대비되는 아이디어의 비선형 구조를 나타낸다.

한편, 보다 최근에 소개된 '하이퍼미디어'라는 용어는 '하이퍼텍스트'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 애니메이션, 기록

된 음향, 및 비디오와 같이 하이퍼텍스트의 비문자적(nontextual) 요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이퍼미디어는 그래

픽, 음향, 비디오, 또는 이들의 임의 조합을 정보 저장 및 검색에 관한 주된 연관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특히 사

용자에 의해 선택이 제어되는 대화형 포맷에서, 하이퍼텍스트뿐만 아니라 하이퍼미디어는 인간의 사고와 유사한 작업

및 학습 환경 즉, 사용자가 알파벳순서와 같이 하나로부터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들 사이를

연관시킬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하이퍼텍스트 주제뿐만 아니라

하이퍼미디어는 사용자가 정보를 검색하는 동안 하나의 주제로부터 다른 관련 주제로 건너 뛸 수 있게 하 는 방식으

로 링크되어 있다. 하이퍼-링크 정보는 하이퍼미디어 및 하이퍼텍스트 문서 내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하이퍼-링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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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사용자가 하이퍼-링크된 주제를 단순히 (마우스 또는 다른 포인팅 장치를 사용하여) '클릭'함으로써 '오리지널' 

또는 참조 네트워크 사이트로 복귀할 수 있게 한다.

하이퍼텍스트 및 하이퍼미디어 규약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를 따른다. '클라

이언트'는 자신이 관련되지 않은 다른 클래스 또는 그룹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클래스 또는 그룹의 구성원(member)이

다. 따라서, 연산 중에, 클라이언트는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프로세스(즉, 대략적으로는 

프로그램 또는 작업임)이다.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자체에 대한 동작의 세부 사항(worki

ng details)을 알 필요 없이 요구했던 서비스(requested service)를 사용한다. 클라이언트/서버 구조, 특히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는 통상적으로 다른 컴퓨터(즉, 서버)가 제공하는 공유 네트워크 자원을 액세스하는 컴퓨터이

다.

사용자에 의한 뉴스 요구는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서버로 송신될 수 있다. 서버는 통상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원격 네트워크를 통하여 액세스 가능한 원격 컴퓨터 시스템이다. 서버는 가공하지 않은(예를 들어, 처리되지 않

은) 정보원(예를 들어, 뉴스와이어 피드 또는 뉴스그룹)을 스캔하고 검색한다. 사용자의 요구를 기초로 하여, 서버는 

서버 응답으로서의 여과된 전자 정보를 클라이언트 프로세스에 제공한다.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는 제1 컴퓨터 시스템

에서 활성화(active)될 수 있으며, 서버 프로세스는 제2 컴퓨터 시스템에서 활성화될 수 있어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서

로 통신하고, 따라서 기능을 분배시키며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정보 수집 능력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클라이언트 및 서버는 하이퍼텍스트-전송-프로토콜(Hypertext-Transfer Protocol: HTTP)에 의해 제공되는 기능

을 사용하여 서로 통신한다. 월드 와이드 웹(WWW), 또는 단순히 '웹'은 유니버설 자원 로케이터(Universal Resourc

e Locator: URL)와 같은 컴퓨터 또는 데이터-처리 시스템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에 액세스 가능한

표준(즉, HTTP)을 준수하는 서버들을 포함한다. 네트워크 어드레스는 유니버설 자원 로케이터 어드레스로 불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신 매체를 통하여 통신할 수 있다. 특히, 클라이언트 및 서버는 직렬 라인 인터넷 프로토콜(Serial 

Line Internet Protocol: SLIP) 또는 고-용량 통신용 TCP/IP 접속을 통하여 서로 연결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 내에서

활성화되는 것은 서버와의 접속을 구축하고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1 프로세스이며, 이는 '브라우저'라고 알

려져 있다. 서버 자신은 HTTP 응답의 형태로 클라이언트에 정보를 제공하는 해당 서버 소프트웨어를 실행한다. HT

TP 응답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ypertext Markup Language: HTML)로부터 개설된 '웹 페이지', 또는 기타 

서버-생성 데이터(server-generated data)에 해당한다. 또한 각 웹 페이지는 단순히 '페이지'로 불릴 수 있다.

클라이언트 및 서버는 통상적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브라우저 및 다른 원격 네트워크 

데이터를 표시한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화면상의 그림 표시(아이콘) 및 메뉴 아이템 목록을 포인

팅함으로 써 명령을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파일 및 기타 선택 사항(option)의 목록을 볼 수 있게 하는 표시(

display) 포맷의 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사용하여 선택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고유 네트워크 어드레스(즉, 유니버설 자원 로케이터)를 특정함으로써 액세스된다. 유니버설 자원 로케이

터 어드레스는 2개의 기본 요소, 즉 사용되는 프로토콜 및 목적지 경로명(object pathname)을 갖는다. 예를 들어, 유

니버설 자원 로케이터 어드레스 'http://www.uspto.gov'(즉, 미국 특허상표청의 홈페이지)는 하이퍼텍스트-전송 프

로토콜('http') 및 서버의 경로명('www.uspto.gov')을 특정한다. 서버 이름은 고유 수치(TCP/IP 어드레스)와 관련된

다.

지난 10년에 걸친 개인용 컴퓨터의 발전은 웹 및 인터넷이 일상적인 응용에 사용되는 것을 촉진시켰다. 최근 몇 년간 

판매된 거의 모든 컴퓨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온-라인' 연결되었거나, 연결될 것이다. 지구

상의 2 내지 3천만명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한다. 월드 와이드 웹 자체의 그래

픽 부분은 통상 2천2백만이 넘는 내용의 '페이지'가 축적되어 있으며, 매월마다 1백만이 넘는 새로운 페이지가 더해진

다.

인터넷 '검색 엔진'과 같은 무료 또는 비교적 저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응용은 개인이 흥미 있는 주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간편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개인은 주제 또는 키워드를 타이프하여 네트워크 사이트(

즉, 웹 사이트) 목록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수많은 회사, 대학, 정부 기관, 박물관, 및 지방자치체에 의해 개설된 '홈 

페이지'로 인하여, 인터넷은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사용자도 약간의 실행으로, 일반적인 관심 주제에 대해

서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데이터까지 액세스하도록 수백만의 웹 페이지 또는 수천의 뉴스그룹을 읽어볼 수 있다. 인터

넷 액세스 및 관련 응용에 관한 시장은 폭발적이며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매 3개월마다 거의 두배로 커

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인터넷' 및 소위 '월드 와이드 웹'의 성장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사용자들이 이러한 기

술을 이용하여 협력하거나 팀을 이뤄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툴(tool)로는 웹 및 인터넷을 통

하여 문서를 분산 리뷰할 수 없다. 팀을 이뤄 작성(team writing)하는 현재의 방법은 통상적으로 시간을 많이 소비하

고 번거로우며 문서 방해적(document intrusive)이다. 리뷰가능한 문서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 다양한 팀 구성원이 코

멘트하는 것은 현재 조건 하에서 종종 문서 자체와 구별할 수 없는 코멘트로 인하여 문서가 혼란스러워진다. 부분적인

해결책이 시도되었으나, 이는 보다 방해적인 리뷰 인터페이스를 나타내거나 또는 비-HTML 포맷을 사용하여 일반성

이 부족하였다. 상기한 바에 기초하여 월드 와이드 웹 또는 기타 유사한 분산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른 지역에 

위치한 다른 검토자(reviewer)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비-방해적이고 사용하기 용이한 문서 리뷰 인터페이스가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개선된 정보-검색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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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개선된 그래픽 네트워크 네비게이션 지원(graphical network navigation aid)을 제공하는 것

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네트워크-기반 문서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고 수정하는 개선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 및 기타 목적은 다음과 같이 달성된다.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사용자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최소의 

문서 끼워넣기를 보유하며 집단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방법 및 시스템이 제공된다. 먼저, 문서는 컴퓨터

네트워크 내의 컴퓨터의 그래픽 인터페이스에 표시되며, 또한 문서는 컴퓨터 네트워크 내의 다수의 컴퓨터 중의 다른

컴퓨터에서도 표시될 수 있다. 다음으로, 문서 중 사용자에 의해 코멘트될 수 있는 부분이 지정된다. 문서의 이러한 

부분은 사용자가 문서에 관한 코멘트를 입력할 수 있는 표시 가능한(displayable) 인터페이스에 자동으로 연관된다. 

다음에 표시 가능한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여 그래픽 인터페이스에 표시된다. 다음에 사용자는 표시 가

능한 인터페이스 내에서 문서에 관한 코멘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며, 코멘트는 별도로 저장될 수 있고, 이후에 검색

되며, 문서 작성 시에 혼란 없이 사용된다. 다음에 표시 가능한 인터페이스는 표시 가능한 인터페이스 내의 문서에 관

한 코멘트 입력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닫힌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특징이 첨부된 청구범위에서 정해진다. 그러나, 본 발명 자체 뿐만 아니라 본

발명의 바람직한 사용 모드, 다른 목적,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함께 다음의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여 가장

잘 이해될 것이다.

도면중,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실행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의 블록

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1, 도 2, 및 도 3에서 동일한 부분은 동일한 번호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도

1에서, 뉴스용 사용자 요구(91)는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92)에 의해 서버(88)로 송신된다. 서버(88)는 인터넷과 

같은 원격 네트워크를 통하여 액세스 가능한 원격 컴퓨터 시스템일 수 있다. 서버(88)는 가공하지 않은(예를 들어, 처

리되지 않은) 정보 소스(예를 들어, 뉴스와이어 피드 또는 뉴스그룹)를 이러한 사용자 요구에 기초하여 스캐닝하고 검

색하여, 서버 응답(93)으로서의 여과된 전자 정보를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로 제공한다.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는 제1 컴

퓨터 시스템에서 활성화될 수 있고, 서버 프로세스는 제2 컴퓨터 시스템에서 활성화되어 통신 매체를 통하여 제1 컴

퓨터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으므로, 분산형 기능을 제공하고 복수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정보-수집 능력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의 상세한 블록도이다. 클라이언트 및 

서버는 2개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프로세스이지만, 이러한 프로세스는 하이-레벨 프로그래밍 언어(예를 들

어, PERL)로부터 생성되는데, 이러한 하이-레벨 프로그래밍 언어는 동작중(run-time)인 컴퓨터 시스템(예를 들어, 

워크스테이션)에서 번역되고 실행되며,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상기 프로세스가 프로그램되거나 또는 전용의 다

양한 하드웨어 시스템에서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클라이언트(92) 및 서버(88)는 HTTP에 의해 제공되는 기능을 사용하여 통신 한다. 클라이언트(92)에서 제1 프로세

스로 활성화되는 것은 브라우저(72)인데, 이러한 브라우저는 서버(88)와의 접속을 구축하고,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

한다. 이러한 브라우저는 컴퓨터 네트워킹 분야에서 흔히 '웹 브라우저'라고 불리운다. Netscape TM 와 같은 몇몇의 

상업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브라우저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웹 

브라우저는 사용자가 월드 와이드 웹, 다른 네트워크, 또는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HTML 문서를 볼 수 있게 한다.

서버(88)는 HTTP 응답(90)의 형태로 클라이언트에 정보를 제공하는 대응 서버 소프트웨어를 실행한다. HTTP 응답

(90)은 웹 '페이지'에 대응하는데, 이러한 웹 페이지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ypertext Markup Language: HT

ML), 또는 서버(88)에 의해 생성되는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여 표시된다. 예를 들어, 서버(88)에 의해 제공되는 HTM

L 기능(94)에 더하여 모자익-브랜드 브라우저 하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서버(88)를 제어하여 서버(88)에 포함

된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하는 공통 게이트웨이 인터레이스(Common Gateway Interlace: CGI)(96)가 제공

된다. 이것은 클라이언트를 제어하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버에서 수신된 정보를 스캔하는 검색 엔진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 및 HTTP 응답(90)을 사용하여,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완료된 실행의 결과를 통지한다. 공통 게

이트웨이 인터레이스(CGI)(96)는 비유사한 네트워크(즉, 다른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접속하는데 사

용되는 시 스템인 '게이트웨이'의 한 형태이며, 전자 정보는 하나의 네트워크로부터 다른 네트워크로 전송될 수 있다. 

게이트웨이는 전자 정보를 전송하며, 이러한 정보를 전송 및 배달용 제2 네트워크에 의해 사용되는 프로토콜과 호환 

가능한 형태로 변환한다.

이러한 서버-상주 프로세스의 실행 파라미터를 제어하기 위해,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로부터의 일정 '형태(forms)'를

채우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것은 '필-인-폼(fill-in-forms)' 기능(즉, 형태(98))에 의해 제공되는데, 이러한 필-인-폼

기능은 상기한 모자익 브랜드 브라우저와 같은 어떤 브라우저에 의해 제공된다. 이러한 기능은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버가 응용 프로그램이 기능하도록 하는 용어(예를 들어,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스토리/

기사의 형태에 포함된 용어 또는 키워드)를 특정할 수 있게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따라 실행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80)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컴퓨터 네트워크

(80)는 상기한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 기초하는 알려진 컴퓨터 네트워크인 원격 네트워크, 특히 인터넷을 나타낸다.

개념적으로, 인터넷은 통상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자인 클라이언트(92)에 의해 어떤 사설 인터넷-액세스 공급

자(84)(예를 들어, 인터넷 아메리카) 또는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86)(예를 들어, 아메리카 온-라인, 프로디지(Pro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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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 컴퓨서브(Compuserve) 등)를 통하여 액세스 가능한 서버(88)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각 클라이언트(9

2)는 액세스 공급자(84)를 통하여 서버(88)를 액세스하는데 사용되는 공지의 소프트웨어 툴인 브라우저를 실행시킬 

수 있다. 각 서버(88)는 문서 및 페이지의 형태로 파일을 공급하는 웹 사이트를 작동시킨다. 서버(88)로 향하는 네트

워크 경로는 네트워크 선택을 정의하는 공지의 신택스를 갖는 유니버설 자원 로케이터에 의해 식별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윈도우(104) 내에 포함된 하이퍼

텍스트 문서(123)의 일 예를 나타낸다. 윈도우(104)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와 같은 마크-업 언어로부

터 구성된 하이퍼텍스트 문서(123)의 일부분을 표시한다. 스크롤 바(116) 내의 엘리베이터(120)의 크기 및 위치는 하

이퍼텍스트 문서(123)에 관련하여 현재 볼 수 있는 페이지의 크기 및 위치에 대응한다. 하이퍼텍스트 문서(123)는 인

터넷과 같은 원격 네트워크 내에 포함된 데이터-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액세스될 수 있다.

도 4의 예에 있어서, 하이퍼텍스트 문서(123)가 동시에 보여지는 너무 많은 페이지를 포함한다는 사실로부터, 사용자

는 적절하게 마우스 커서를 스크롤 바(116)의 상승-화살표 부분(up-arrow section)(106) 또는 하강-화살표 부분(d

own-arrow section)(108)에 위치시킬 수 있고 포인팅 장치(예를 들어, 마우스)를 클릭하여 하이퍼텍스트 문서(123)

를 위로 또는 아래로 스크롤할 수 있다. 수직 스크롤 바(118)는 하이퍼텍스트 문서(123)를 각각 좌우로 스크롤하는 

화살표 부분(112) 및 화살표 부분(110)을 포함한다. 또한, 선택 화살표 부분(optional arrow section)(114)은 사용자

가 문서를 오른쪽으로 스크롤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윈도우(104) 및 하이퍼텍스트 문서(123)를 포함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화면상의 그림 표시(즉, 아이콘) 및 메뉴 아이템 목록을 포인팅함으로써 명 령을 선택

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파일 및 다른 선택 사항의 목록을 볼 수 있게 하는 컴퓨터 표시 포맷의 한 형태이다. 선택 

사항은 통상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사용하여 활성화된다.

하이퍼텍스트 문서(123)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해 화면상에 표시되며 주변 텍스트로부터 두드러진 특정 

스트링 텍스트(124)를 포함한다. 스트링 텍스트(124)는 다른 포맷으로 표시된다. 도 4의 예에서, 스트링 텍스트(124)

는  IBM 으로 표시된다. 스트링 텍스트(124)의 다른 폰트 포맷은 이 텍스트가 다른 문서로 '뛰어 넘을' 수 있도록 하

이퍼-링크되었다는 것을 표시한다. 사용자가 마우스 또는 다른 포인팅 장치로 스트링 텍스트(124) 상에 '클릭'하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현재 보여지는 하이퍼텍스트 문서(123)를 다른 하이퍼-링크된 문서로 변경(shift)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따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윈도우의 웹 브라우저(130) 내에 표시되는 문서(

134)를 도시한다. 문서(134)는 다수의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기록(즉, 팀 기록)하기를 바랄 수 있는 문서이다. 그러나,

표준 리뷰 실행에 있어서, 팀 기록은 기록 팀의 구성원들이 다른 지역적 위치에 위치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방해받

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조건 하에서 리뷰한다는 것이 어렵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브라우저(134)가 도 4의 윈

도우(104)와 같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윈도우 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도 5에 도시된 예에 

있어서, 문서(134)는 Netscape TM 브라우저 내에 표시된다. 문서(134)에 연결된 것은 사용자가 특정 링크를 클릭하

여 문서(134)를 그 링크에 관련된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는 목록(132)의 테이블이다. 예를 들어, 본 기술 분야의 당업

자라면 마우스 또는 다른 포인팅 기구를 사용하여 목록(132)의 테이블과 함께 표시되는 '오식 및 키입력 규약(typogr

aphic and keying conventions)'으로 명명된 링크를 '클릭'하는 것이 문서(134)를 상기 특정 링크에 관련된 부분(sec

tion)에 재위치시킬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도 5 내지 도 8에 있어서 동일한 부분은 동일한 참조 번호로 표

시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따른 그래픽 인터페이스의 웹 브라우저(130) 내에 표시되는 리뷰 버튼과 관련된 

문서(134)를 나타낸다. 문서(134)는 리뷰 버튼(136, 138 및 140)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다. 개발 조직(development

organization) 내에 웹 브라우저가 도처에 편재하는 것을 이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방법 및 시스템은 기존 문서 소스

(source) 포맷을 웹-호환가능 리뷰 포맷으로 변환할 수 있게 한다. 액세스를 제어했던 사용자는 문서, 기타 일반적인 

사항(general feature)에 대한 코멘트, 및 다른 검토자(reviewer)에 의한 리뷰 코멘트를 사용하여 기록자-지정 위치(

writer-designated locations) 상에 코멘트할 수 있다. 상기한 방법 및 시스템은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문서에는 방해적인 리뷰 마크업(markup) 및 심볼들이 거의 없도록 '팝-업(pop-up)'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작동된다. 

코드 기반 서버는 기록(logging) 및 재표시 또는 리뷰 코멘트를 관리한다.

리뷰 버튼(136, 138)은 비필수 리뷰 버튼(unsolicited review button)인데, 이러한 리뷰 버튼이 사용자에 의해 마우

스 '클릭'을 통하여 활성화되면, 사용자가 코멘트하거나 또는 하지 않을 수 있는 팝-업 윈도우의 표시를 프롬프트(pro

mpt)한다. 리뷰 버튼(136, 138)은 문서(130) 내의 비필수 코멘트 포인트에서 작성자 또는 다른 적절한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다. 이러한 비필수 코멘트 포인트는 비필수 리뷰 코멘트가 첨부될 수 있는 정해지지 않은 포인트이다. 이것은 

소스 요소에 기반하며, 스타일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스타일-기반 실시예는 단락, 정의 리스트 

부분(definition list parts), 보기, 긴 인용문, 리스트 아이템 등에 비필수 코멘트용 코멘트 포인트를 첨부할 수 있다. 

이러한 포인트는 응답 형태가 개방되도록 하는데, 이러한 응답 형태로부터 독자 또는 검토자가 코멘트 또는 수정 사

항을 수신 어드레스로 전송(mail)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의 다른 실시예는 문장 레벨(sentence level) 또는 주제

나 중요한 구(phrases)에서와 같이 개시 내용중 알고리즘으로 정해지는(algorithmically-determined) 특성 상에 이

러한 정해지지 않은 포인트를 위치시킬 수 있다.

리뷰 버튼(140)은 필수 리뷰 버튼(solicited review button)인데, 이러한 리뷰 버튼은 검토자가 문서(130) 내의 지정

된 리뷰 포인트에서 리뷰 및 코멘트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정된 리뷰 포인트는 검토자가 특정한 대화를 하기 위해 필

요한 특정 포인트이다. 이러한 특정 포인트는 기록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스 요소에 기반한다. 예를 들어, 이전

의 편집에 이어 변경되는 SGML 요소는 개정 속성(revision attribute)을 갖는 것으로 표지(flag)될 수 있다. HTML로

변환 시에, 변경된 부분은 다른 색으로 강조되고 적절한 리뷰 버튼은 이러한 부분의 시작 또는 끝에 첨가된다. 이러한

리뷰 버튼은 리뷰 서버 및 리뷰 서버 데이터 베이스와 대화하게 한다. 리뷰 버튼(140)은 이러한 리뷰 버튼의 일 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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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두 경우 모두에서, 리뷰 코멘트에 의한 소스 문서의 혼란은 최소화되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리뷰 코멘트 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러한 리뷰 버튼의 각각은 문서(130) 내에서 어디든지 위치될 수 있으며, 문서(130) 

내의 특정 요소(즉, 단어, 구, 텍스트, 심볼 등)에 관련될 수 있다. 문서(130) 내의 이러한 리뷰 버튼의 위치는 문서(13

0)의 작성자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선택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코멘트는 문서의 작성자에 의해 완전히 

제어된다. 문서 작성자가 다른 사람이 코멘트 해주길 바라는 문서(130)의 부분은 특정한 필수 리뷰 버튼 근처 또는 주

위에 위치되는 텍스트, 구, 단락 또는 심볼의 색깔 또는 형태를 변경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알게 할 수 있다. 문서(130)

용 목록 테이블이 표시되는 스크롤 가능한 부분(scrollable section)(144)이 문서(130)와 연결되어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따른 리뷰 버튼에 관련된 '팝-업' 메일 인터페이스(150)이다. 리뷰 버튼(136, 138

및 140)과 같은 리뷰 버튼이 마우스 또는 다른 포인팅 장치를 사용하여 '클릭'되는 경우, '팝-업' 메일 인터페이스(150

)와 같은 팝-업 윈도우가 사용자에게 표시된다. 이러한 특정 예에 있어서, '팝-업' 메일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문서(

130)의 특정 텍스트 또는 일부에 코멘트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에 이러한 코멘트는 '메일' 기능을 통하여 작성자 또는

다른 지정된 검토자에게 송신된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이러한 '메일' 기능이 공지된 것이며 본 발명의 바람직

한 실시예에 따라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팝-업' 메일 인터페이스(150)는 사용자가 코멘트

를 기록할 수 있는 영역(152)을 포함한다. '팝-업' 메일 인터페이스(150)는 팝-업 메일 인터페이스가 종속되는 기본 

윈도우(즉, 브라우저(130)가 표시되는 윈도우)에서 대화하는데 사용되는 윈도우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따른 리뷰 버튼에 관련되는 코멘트 '팝-업' 인터페이스(160)를 나타낸다. 리뷰 버

튼(136, 138 및 140)과 같은 리뷰 버튼이 마우스 또는 다른 포인팅 장치를 사용하여 '클릭'되는 경우, 코멘트 '팝-업' 

인터페이스(160)와 같은 팝-업 윈도우가 사용자에게 표시된다. 코멘트 '팝-업' 인터페이스(160)는 사용자가 작성자

에 의해 지정된 문서의 부분에 코멘트할 수 있게 한다. 도 8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코멘트는 문서의 작성자에 의해 문

서를 완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기록되고 이후에 검색될 수 있다. 사용자가 코멘트 '팝-업' 인터페이스(160)에서 코

멘트 입력을 완료한 경우, 코멘트 '팝-업' 인터페이스(160)는 닫힌다. 따라서 코멘트는 문서(130)를 변경하지 않고 사

용자에 의해 입력된다. 이러한 코멘트는 사용자에 의해 영역(162) 내로 입력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방법 및 시

스템에 따라 최소의 문서 리뷰 인터페이스가 제공된다. 코멘트가 리뷰된 문서 자체의 일부는 아니지만, 대신에 적절한

식별 링크에 의해 문서와 연결된다.

도 9는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웹-기반 문서 리뷰 툴을 설명하는 블록도(200)를 도시한

다. 도 9에서, 표시어로 식별되는(tagged) 문서 소스(210)는 구문 해석계(parser)(212)로 공급된다. 표시어로 식별되

는 문서 소스는 임의의 표시어로 식별되는 문서를 기초로 할 수 있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이렇게 표시어로 식

별되는 문서가 SGML, BookMaster TM , IPF, HTML, 또는 XML 표시어로 식별되는 문서를 포함하지만, 이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구문 해석계(212)는 표시어로 식별되는 문서 소스(210)를 보다 작

은 덩어리로 나누어, 이후에 프로그램이 구문 해석계(212)로 입력되었던 정보(즉, 표시어로 식별되는 문서 소스(210)

)에 작용할 수 있다. 표시어로 식별되는 문서 소스가 리뷰 가능한 문서로 변환되는 실제 변환 영역(actual transforma

tion area)을 점선(214)이 둘러싸고 있다. 구문 해석계(212)로부터의 데이터는 문서가 '-r' 리뷰 선택 사항(review o

ption)을 갖게 하는 HTML 변환 함수(216)로 입력된다. HTML 변환 함수(216)로부터의 출력은 상기한 팝-업 인터페

이스에 액세스를 제공하는 리뷰 가능한 HTML 문서(218)이다.

사용자/검토자(220)는 서버-측 리뷰 응용에 2개의 데이터 플로우를 제공하는 웹 브라우저(222)로 액세스할 수 있다.

서버-측 리뷰 응용(224)은 사용자가 리뷰 가능한 문서의 특정 부분에 코멘트할 수 있게 하는 상기한 실제 팝-업 인터

페이스를 제공한다. 필수적인 코멘트(solicited comment)의 코멘트 데이터베이스(226)는 서버-측 리뷰 응용(224)에

제공된다. 또한 '전송(mail to)' 기능(228)도 서버-측 리뷰 응용(224)에 제공된다. 따라서 코멘트 데이터베이스(226)

는 도 8의 코멘트 '팝-업' 인터페이스(160)에서 대화할 수 있게 하고, '전송' 기능(228)은 도 7의 '팝-업' 메일 인터페

이스(150)와 대화할 수 있다.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웹-기반 리뷰 툴용 방법을 설명 하는 동작(240)의 하이-레벨 플로우챠트

를 도시한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도 10이 바람직한 결과로 유도하는 단계들의 자기-일치(self-consistent) 

시퀀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계들은 물리량을 물리적으로 처리할 것을 필요로 한다. 필수

적인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이러한 물리량은 저장, 전송, 결합, 비교, 및 기타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기적 또는 자

기적 신호의 형태를 취한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 의해 이러한 신호를 때때로 비트, 값, 요소, 심볼, 캐릭터, 용어, 

번호 등으로 부르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 및 유사한 용어들이 적절한 물리량과 관

련되고 이러한 물리량에 적용하기 위한 단순히 편리한 라벨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실행되는 처리는 흔히 가산 또는 비교와 같은 용어로 불려지는데, 이러한 용어는 통상 인간 조작자에 의해 수행

되는 암산에 관련된다. 본 발명의 일부인 상기한 동작중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인간 조작자의 암산 능력은 필요하지 

않으며; 상기 연산은 기계 연산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연산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기계는 범용 디지털 

컴퓨터 또는 기타 유사한 시스템과 같은 데이터-처리 시스템을 포함한다. 모든 경우에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연산 방

법과 계산 방법 자체 사이의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 발명은 전기적 또는 기타(예를 들어, 기계적, 화학적) 물

리적 신호를 처리하여 다른 필수적인 물리적 신호를 생성하는 컴퓨터를 조작하는 단계들로 이루어진 방법에 관한 것

이다.

따라서, 블록(24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사용중인 특정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최소의 문서 

방해를 받으며 집단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도 록 지원하는 소위 '월드 와이드 웹'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 내에서 초기

화된다. 블록(24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문서는 웹 브라우저 응용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에 표시된다. 블록(2

4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문서의 작성자가 다른 검토자들이 코멘트하기를 바라는 문서의 부분이 지정될 수 있다. 문서

의 이러한 부분은 상기 비필수 리뷰 버튼의 경우에서와 같이 무작위적으로 지정될 수 있거나, 또는 상기 필수 리뷰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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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의 경우에서와 같이 계획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 두 경우에 모두, 표시 가능한 인터페이스는 블록(248)에 기술된 바

와 같이 이러한 리뷰 버튼과 관련된다. 이러한 표시 가능한 인터페이스의 실시예는 도 8의 코멘트 '팝-업' 인터페이스

(160), 및 도 7의 '팝-업' 메일 인터페이스(150)를 포함한다. 블록(250)에 표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여,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이후의 사용자 대화용으로 표시된다. 블록(252)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일단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표시된 경우 사용자는 문서 자체에 관련된 리뷰 가능한 인터페이스 내로 코멘트를 입력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 입

력은, 예를 들어, 마우스 또는 다른 포인팅 장치를 통하여 특정 리뷰 버튼을 '클릭'하는 것일 수 있다. 코멘트의 입력이

완료되면, 표시 가능한 인터페이스는 블록(254)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닫힌다. 따라서 표시 가능한 인터페이스 내로 입

력되는 코멘트는 문서 자체의 실질적인 부분이 아니지만 나중에 작성자가 문서를 컴파일(compiling)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검색될 수 있다. 따라서 코멘트는 문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작성자에 의해 용이하게 액세스될 수 있다.

본 발명이 완전한 기능의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하여 기술되었지만(계속 기술 될 것이지만),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

면 본 발명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제품(program product)으로서 유통될 수 있고 본 발명이 실제로 유통시에 사

용되는 신호-운반 매체(signal-bearing media)의 특정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신호-

운반 매체의 예는 플로피 디스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오디오 CD 및 CD 롬과 같은 기록가능-형태의 매체, 및 디

지털 및 아날로그 통신 링크와 같은 전송-형태의 매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개시되었지만,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 및 범위를 벗어나

지 않고 형태와 세부 사항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방법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본 발명의 필수적인 특징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인터넷 이외의 소위 '인트

라넷'(즉, 특정 조직 내부의 네트워크)을 포함하는 다른 통신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다. 상기 인터넷 및 소위 '월드 

와이드 웹'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원격 네트워크의 일 예에 불과하다. 따라서 첨부된 청

구범위로 정해지는 본 발명의 본질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예상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사용자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최소의 문서 끼워 넣기를 보유하며 집단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공동(collaborative)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사용자 코멘트들(comments)을 공유(shared) 문서의 특정 부분들과 연관

시키기(associating)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서버(server)로부터 문서 - 상기 문서는 리뷰(review)를 위해 지정된 제1 부분, 미지정된 제2 부분, 및 상기 제1 

부분과만 연관된 선택가능 오브젝트(object)를 포함함 -를 클라이언트(client)에서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제1 부분, 상기 제2 부분, 및 상기 선택가능 오브젝트를 상기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동시에 표

시하는 단계;

c) 상기 선택가능 오브젝트의 선택에 응답하여, 사용자 코멘트를 수용하기 위한 입력 필드를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코멘트의 분류(class)를 지정하기 위한 2 또는 그 이상의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팝-업 윈도우(pop-up window)를 상

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하는 단계; 및

d) 사용자가 상기 입력 필드에 상기 사용자 코멘트를 입력하는 것을 완료했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상기 사용자 인터

페이스로부터 상기 입력 필드를 제거하고, 상기 사용자 코멘트를 상기 제1 부분과만 연관시키는 식별 링크를 갖고서 

상기 문서와는 별도로 상기 사용자 코멘트를 자동적으로 보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사용자 코멘트 연관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코멘트 자동 보존 단계는 상기 문서와 연관된 데이터베이스가 상기 코멘트를 상기 제1 부분과 연관시키

도록 상기 사용자 코멘트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사용자 코멘트 연관 방법.

청구항 3.
공동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사용자 코멘트들을 공유 문서의 특정 부분들과 연관시키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서버로부터 문서 - 상기 문서를 리뷰를 위해 지정된 제1 부분, 미지정된 제2 부분, 및 상기 제1 부분과만 연관된 

선택가능 오브젝트를 포함함 -를 클라이언트에서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제1 부분, 상기 제2 부분, 및 상기 선택가능 오브젝트를 상기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동시에 표

시하는 단계;

c) 상기 선택가능 오브젝트의 선택에 응답하여, 사용자 코멘트를 수용하기 위한 입력 필드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에 표시하는 단계; 및

d) 사용자가 상기 입력 필드에 상기 사용자 코멘트를 입력하는 것을 완료했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상기 사용자 인터

페이스로부터 상기 입력 필드를 제거하고, 상기 사용자 코멘트가 상기 제1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표시와 함께 상기 

사용자 코멘트를 지정된 사용자에게 자동적으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사용자 코멘트 연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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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부분, 상기 제2 부분, 및 상기 선택가능 오브젝트의 동시 표시 단계는, 상기 문서가 상기 클라이언트에 표시

되고 그리고 상기 사용자 코멘트가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얻어지고 있는 동안에, 상기 문서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추가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도 표시될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사용자 코멘트들이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추

가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지도록 웹 브라우저(web browser)에 상기 제1 부분, 상기 제2 부분, 및 상

기 선택가능 오브젝트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사용자 코멘트 연관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부분, 상기 제2 부분, 및 상기 선택가능 오브젝트의 동시 표시 단계는, 상기 문서가 상기 클라이언트에 표시

되고 그리고 상기 사용자 코멘트가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얻어지고 있는 동안에, 상기 문서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추가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도 표시될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사용자 코멘트들이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추

가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지도록 웹 브라우저에 상기 제1 부분, 상기 제2 부분, 및 상기 선택가능 오브

젝트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사용자 코멘트 연관 방법.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부분은 필수(solicited) 리뷰를 위해 지정되고, 상기 선택가능 오브젝트는 제1 선택가능 오브젝트이고, 상기

입력 필드는 제1 입력 필드이고, 상기 사용자 코멘트는 제1 사용자 코멘트이고;

상기 문서는 비필수(unsolicited) 리뷰를 위해 지정된 제3 부분과 상기 제3 부분과만 연관된 제2 선택가능 오브젝트

를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방법은

상기 제2 선택가능 오브젝트의 선택에 응답하여, 제2 사용자 코멘트를 수용하기 위한 제2 입력 필드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하는 단계; 및

상기 문서와 연관된 데이터베이스가 상기 제2 사용자 코멘트를 상기 제3 부분과 연관시키도록 상기 제2 사용자 코멘

트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적으로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사용자 코멘트 연관 방법.

청구항 7.
사용자 코멘트들을 공유 문서의 특정 부분들과 연관시키기 위한 설비들(facilities)을 구비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있

어서,

a) 서버로부터 문서 - 상기 문서는 리뷰를 위해 지정된 제1 부분, 미지정된 제2 부분, 및 상기 제1 부분과만 연관된 

선택가능 오브젝트를 포함함 -를 수신하는 입력 설비:

b) 상기 제1 부분, 상기 제2 부분, 및 상기 선택가능 오브젝트를 동시에 표시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c) 상기 선택가능 오브젝트의 선택에 응답하여, 사용자 코멘트를 수용하기 위한 입력 필드를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코멘트의 부류를 지정하기 위한 2 또는 그 이상의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팝-업 윈도우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

시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상기 입력 필드에 상기 사용자 코멘트를 입력하는 것을 완료했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

스로부터 상기 입력 필드를 제거하고, 상기 사용자 코멘트를 상기 제1 부분과만 연관시키는 식별 링크를 갖고서 상기 

문서와는 별도로 상기 사용자 코멘트를 자동적으로 보존하는 코멘트 획득(acquisiton) 설비

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코멘트 획득 설비는 상기 문서와 연관된 데이터베이스가 상기 코멘트를 상기 제1 부분과 연관시키도록 상기 사

용자 코멘트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상기 사용자 코멘트를 자동적으로 보존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9.
사용자 코멘트들을 공유 문서의 특정 부분들과 연관시키기 위한 설비들을 구비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a) 서버로부터 문서 - 상기 문서는 리뷰를 위해 지정된 제1 부분, 미지정된 제2 부분, 및 상기 제1 부분과만 연관된 

선택가능 오브젝트를 포함함 -를 수신하는 입력 설비;

b) 상기 제1 부분, 상기 제2 부분, 및 상기 선택가능 오브젝트를 동시에 표시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c) 상기 선택가능 오브젝트의 선택에 응답하여, 사용자 코멘트를 수용하기 위한 입력 필드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에 표시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상기 입력 필드에 상기 사용자 코멘트를 입력하는 것을 완료했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

스로부터 상기 입력 필드를 제거하고, 상기 사용자 코멘트가 상기 제1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표시와 함께 상기 사용

자 코멘트를 지정된 사용자에게 자동적으로 전송하는 코멘트 획득 설비

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웹 브라우저를 포함하는 제1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문서가 상기 제1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표시되고 그리고 상기 사용자 코멘트가 상기

제1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지고 있는 동안에, 상기 문서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추가적인 데이터 처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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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도 표시될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사용자 코멘트들이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추가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

템으로부터 얻어지도록 상기 웹 브라우저에 상기 제1 부분, 상기 제2 부분, 및 상기 선택가능 오브젝트를 표시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웹 브라우저를 포함하는 제1 데이터 처리 시스템 을 포함하고;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문서가 상기 제1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표시되고 그리고 상기 사용자 코멘트가 상기 제1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지고 있는 동안에, 상기 문서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추가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

에도 표시될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사용자 코멘트들이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추가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

로부터 얻어지도록 상기 웹 브라우저에 상기 제1 부분, 상기 제2 부분, 및 상기 선택가능 오브젝트를 표시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부분은 필수 리뷰를 위해 지정되고, 상기 선택가능 오브젝트는 제1 선택가능 오브젝트이고, 상기 입력 필드

는 제1 입력 필드이고, 상기 사용자 코멘트는 제1 사용자 코멘트이고;

상기 문서는 비필수 리뷰를 위해 지정된 제3 부분과 상기 제3 부분과만 연관된 제2 선택가능 오브젝트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2 선택가능 오브젝트의 선택에 응답하여, 제2 사용자 코멘트를 수용하기 위한 제2

입력 필드를 표시하고; 그리고

상기 코멘트 획득 설비는 상기 문서와 연관된 데이터베이스가 상기 제2 사용자 코멘트를 상기 제3 부분과 연관시키도

록 상기 제2 사용자 코멘트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적으로 저장함으로써 사용자가 상기 제2 사용자 코멘트를 상

기 제2 입력 필드에 입력하는 것을 완료했다는 판단에 응답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3.
사용자 코멘트들을 공유 문서의 특정 부분들과 연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제품(program product)에 있어서,

a) 서버로부터 문서 - 상기 문서는 리뷰를 위해 지정된 제1 부분, 미지정된 제2 부분, 및 상기 제1 부분과만 연관된 

선택가능 오브젝트를 포함함 -를 수신하는 입력 설비;

b) 상기 제1 부분, 상기 제2 부분, 및 상기 선택가능 오브젝트를 동시에 표시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c) 상기 선택가능 오브젝트의 선택에 응답하여, 사용자 코멘트를 수용하기 위한 입력 필드를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코멘트의 부류를 지정하기 위한 2 또는 그 이상의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팝-업 윈도우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

시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상기 입력 필드에 상기 사용자 코멘트를 입력하는 것을 완료했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

스로부터 상기 입력 필드를 제거하고, 상기 사용자 코멘트를 상기 제1 부분과만 연관시키는 식별 링크를 갖고서 상기 

문서와는 별도로 상기 사용자 코멘트를 자동적으로 보존하는

코멘트 획득 설비; 및

d) 상기 입력 설비,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상기 코멘트 획득 설비를 인코딩하는 컴퓨터 사용가능 매체

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코멘트 획득 설비는 상기 문서와 연관된 데이터베이스가 상기 코멘트를 상기 제1 부분과 연관시키도록 상기 사

용자 코멘트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상기 사용자 코멘트를 자동적으로 보존하는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5.
사용자 코멘트들을 공유 문서의 특정 부분들과 연관시키기 위한 설비들을 구비한 프로그램 제품에 있어서,

a) 서버로부터 문서 - 상기 문서는 리뷰를 위해 지정된 제1 부분, 미지정된 제2 부분, 및 상기 제1 부분과만 연관된 

선택가능 오브젝트를 포함함 -를 수신하는 입력 설비;

b) 상기 제1 부분, 상기 제2 부분, 및 상기 선택가능 오브젝트를 동시에 표시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c) 상기 선택가능 오브젝트의 선택에 응답하여, 사용자 코멘트를 수용하기 위한 입력 필드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에 표시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상기 입력 필드에 상기 사용자 코멘트를 입력하는 것을 완료했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

스로부터 상기 입력 필드를 제거하고, 상기 사용자 코멘트가 상기 제1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표시와 함께 상기 사용

자 코멘 트를 지정된 사용자에게 자동적으로 전송하는

코멘트 획득 설비

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제품은 제1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웹 브라우저를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문서가 상기 제1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표시되고 그리고 상기 사용자 코멘트가 상기

제1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지고 있는 동안에, 상기 문서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추가적인 데이터 처리 시

스템에도 표시될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사용자 코멘트들이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추가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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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으로부터 얻어지도록 상기 웹 브라우저에 상기 제1 부분, 상기 제2 부분, 및 상기 선택가능 오브젝트를 표시하는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제품은 제1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웹 브라우저를 포함하고;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문서가 상기 제1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표시되고 그리고 상기 사용자 코멘트가 상기 제1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지고 있는 동안에, 상기 문서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추가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

에도 표시될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사용자 코멘트들이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추가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

로부터 얻어지도록 상기 웹 브라우저에 상기 제1 부분, 상기 제2 부분, 및 상기 선택가능 오브젝트를 표시하는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부분은 필수 리뷰를 위해 지정되고, 상기 선택가능 오브젝트는 제1 선택가능 오브젝트이고, 상기 입력 필드

는 제1 입력 필드이고, 상기 사용자 코멘트는 제1 사용자 코멘트이고;

상기 문서는 비필수 리뷰를 위해 지정된 제3 부분과 상기 제3 부분과만 연관된 제2 선택가능 오브젝트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2 선택가능 오브젝트의 선택에 응답하여, 제2 사용자 코멘트를 수용하기 위한 제2

입력 필드를 표시하고; 그리고

상기 코멘트 획득 설비는 상기 문서와 연관된 데이터베이스가 상기 제2 사용자 코멘트를 상기 제3 부분과 연관시키도

록 상기 제2 사용자 코멘트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적으로 저장함으로써 사용자가 상기 제2 사용자 코멘트를 상

기 제2 입력 필드에 입력하는 것을 완료했다는 판단에 응답하는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코멘트 획득 설비는 상기 제1 입력 필드를 이-메일 형태의 메시지 부분으로서 표시하고 그리고 상기 제1 사용자

코멘트가 상기 제1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표시를 상기 이-메일 형태의 주제 부분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상기 코멘트 획득 설비는 상기 제2 입력 필드를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제2 사용자 코멘트의 부류를 지정하기 위한 2 

또는 그 이상의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팝-업 윈도우에 상기 제2 입력 필드를 표시하는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2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입력 필드 입력 단계는 상기 제1 입력 필드를 이-메일(e-mail) 형태의 메시지 부분으로서 표시하고 그리고 

상기 제1 사용자 코멘트가 상기 제1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표시를 상기 이-메일 형태의 주제(subject) 부분에 포함

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제2 입력 필드 표시 단계는 상기 제2 입력 필드를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제2 사용자 코멘트의 부류를 지정하기 

위한 2 또는 그 이상의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팝-업 윈도우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사용자 코멘트 연관 방법.

청구항 21.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코멘트 획득 설비는 상기 제1 입력 필드를 이-메일 형태의 메시지 부분으로서 표시하고 그리고 상기 제1 사용자

코멘트가 상기 제1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표시를 상기 이-메일 형태의 주제 부분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상기 코멘트 획득 설비는 상기 제2 입력 필드를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제2 사용자 코멘트의 부류를 지정하기 위한 2 

또는 그 이상의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팝-업 윈도우에 상기 제2 입력 필드를 표시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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