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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컴퓨터의 자료관리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의 블록도.

제 2 도는 링이 닫힌 상태의 링바인더를 화면에 표시하는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

제  3  도는  링바인더로부터  페이지를  이동하거나  삭제하기  위하여  링이  열린  상태에의  바인더를 화면
에 표시하는 실시예를 보인 도.

제  4  도는  선택된  페이지를  링바인더의  임의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페이지를  이동시키거나 링바인
더에서 삭제하는 상태를 화면에 표시하는 실시예를 보인 도.

제  5  도는  페이퍼  그룹도구인  페이퍼  클립을  이용하여  서류를  만들기  위해  여러개의  페이지들을 묶
는 초기 상태의 링바인더를 화면에 표시하는 실시예를 나타낸 도.

제  6  도는 서류를 만들기 위해 페이퍼 클립을 이용하여 다수의 페이지를 묶는 마지막 상태의 링바인
더를 화면에 표시하는 실시예를 도시한 도.

제 7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의 자료관리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 LCD형 디스플레이                 3 : 투명패드

12 : CPU(중앙처리장치)             4 : 철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컴퓨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사용자가  시스템과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다수  페이지의 자료
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컴퓨터의 자료관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를  가진  노트북  컴퓨터  및  개인용  컴퓨터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장비와 
운영환경을  설계하는자가  직면하는  문제중의  하나는  어떻게  사용자가  텍스트  또는  그래픽  서류등의 
자료에  대하여  다수의  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다수의  페이지  관리기능의 예
로는  페이지를  삭제하고,  기억장소로부터  페이지를  검색하며,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페이지를 이
동시키는 기능, 후에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 페이지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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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다수의  관련  페이지를  한데  묶어  하나의  서류로  만들어  상기  기능들이  서류단위로  수행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기능들은  대부분의  사용자가  초기에  익혀야  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이기 때
문에  쉽게  이러한  기능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은  가능한 
사용자에게  쉽고  친숙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사용자에게  친숙한  자료관리방법의  종래  페이지  관리 
기술로서는  개인용  컴퓨터의  애플  인터페이스가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서류를  만든 다음
에  키보드로  타이핑하여  그  서류에  명칭을  정해준다.  더  이상  서류가  사용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풀 
다운(pull  down)  메뉴로부터  클로즈(close)옵션을  선택하여  서류를  닫는다.  이어서,  서류를 표시하
는 그래픽 아이콘이 화면에 나타난다.

이  서류  아이콘은  사용자에게  쉽게  인식되고  화면의  미소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저장정
보의 위치를 알리는데 편리한 방법이다.

서류  아이콘이  폴더(folder)  아이콘  안으로  들어가면  폴더  아이콘은  실제  폴더처럼  많은  서류를 폴
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방법은 다수의 서류를 폴더에 보관할 수 있다.  또한,  각종 폴더를 만들
어  그  각각의  폴더에  개개의  명칭을  정해주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상대적으로  사용자에게  쉬운 방법
으로  페이지  보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  클로즈된  폴더내에  있는  서류를  검색하기  위해서 사
용자는  서류  폴더에  마우스를  이용하여  커서를  해달폴더에  위치시킨  후  마우스의  버튼을  누르면 해
당폴더가  오픈되어  폴더내에  있는  아이콘들이  나타난다.  이때,  사용자는  커서를  원하는  서류 아이콘
으로  이동하고  마우스  버튼을  눌러  그  서류  아이콘을  선택한다.  사용자는  풀다운  메뉴로부터 오픈옵
션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마우스를  이용하여  커서를  풀다운  메뉴  헤더(이  경우  파일로 표시
됨)로  옮기고  관련  옵션이  있는  헤더를  선택하고  커서를  오픈옵션으로  옮긴  후  마우스  버튼을 누르
면 원하는 서류가 화면에 나타난다.

한  폴더의  서류를  다른  폴더로  옮기려면  사용자는  옮기고저  하는  서류  아이콘에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이동지점으로 옮긴 다음에 마우스 버튼을 놓는다.

상술한  방법으로  서류를  선택한  후  그  서류를  삭제할때는  쓰레기통모양의  아이콘으로  커서를 이동시
켜  마우스  버튼을  놓는다.  하나의  서류를  만들기  위해  다수의  개별페이지를  묶는  것은  클립모드상에 
두  번째  페이지를  복사(일시  저장)하고  나서  클립보드상의  두  번째  페이지를  첫  번째  페이지에 붙임
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하나의 서류가 만들어질때까지 각 다음 페이지에 대해 반복된다.

또  다른  종래의  페이지  관리  기술로서는  애플  하이퍼카드가  있다.  이  기술에서는  사용자가  회전 카
드 스택에서 카드를 모방하는 서류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서류관리 방법
에서는  사용자가  그  스택내에서  카드  위치를  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다음의  네  단계가 필요하였
다.

1) "전진"버턴을 선택하여 카드를 이동시키는 단계,

2)  특정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하고  그  드롭다운  메뉴에  나타난  "컷(CUT)  카드"옵션을  선택하는 
단계,

3) 이동되는 카드의 새로운 위치에 선행하는 카드가 나올때까지의 카드들을 이동시키는 단계,

4)  드롭다운  메뉴를  다시  선택하고서  그  드롭다운  메뉴로부터  "페스트  카드(Paste  Card)"옵션을 선
택하는 단계.

애플  인터페이스  및  하이퍼  카드  제품에서  예를보인  그래픽  아이콘방식은  컴퓨터  초보자가 텍스트방
식의  MS-DOS  시스템보다  사용하기  상당히  편리하다는  것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면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자가  이해하는  어떤  기술이  있어야,  예를  들면  드롭다운  메뉴, 마우
스  제어의  아이디어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어떤  잠재적인  사용자에게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 
디스플레이장치가  있는  제품에서  어떤  장애요소가  있다는  것은  상당한  결점이  된다.  왜냐하면 컴퓨
터에 익숙하지 못한 사용자들에게 장벽을 주기 때문이다.

본  발명은  종래기술보다  사용자가  더  익숙하게  페이지  관리기능들을  할  수  있는  컴퓨터의 자료관리
방법을 제공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자료관리방법은 링바인더를 화면에 표시하는 제  1  과정,  상기 제  1  과정이후 링바인
더의  링이  터치되면  링을  오픈시키는  제  2  과정,  상기  제  2  과정이후  상기  링바인더의  페이지를 선
택하여 삭제하는 제 3  과정,  상기 제 2  과정이후 상기 링바인더에 페이지를 삽입하는 제 4  과정, 상
기 제 2 과정이후 상기 링바인더의 페이지를 묶는 제 5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의  링바인더는  널리  인식할  수  있는  페이지  저자형태이고  바인더의  링은  오픈  또는 클로
즈되는데  이는  실제의  링바인더를  모방한  것으로  이를  선택할  때  사용자에게  명료한  메시지를  준다. 
따라서  이는  사용자가  장치와  대화를  친밀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첫번째  단계이며  짧은  지식으로 
사용자가 발명의 실시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링"은  그의 
가장자리에  편치된  호올과  페이지를  묶어주는  수단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반드시  원상곡선일 필
요는  없다.  여기에서  사용한  "선택"이란  이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용어이고  선택은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진다.  예를들면,  장치가  마우스  또는  임의의  포인팅장치라면  마우스를  이용하여  커서를  링으로 
이동시키고  마우스  버턴을  눌러  선택한다.  장치에  터치  스크린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예를들면 디스
플레이  화면  근처/전면에  디지타이징  네트워크가  있는  장치)  사용하는  철필로  링을  눌러주면  된다. 
이러한 터치스크린 기술은 사용자에게 쉽고 친근감을 주어야 하는 제품들에 있어서 아주 적합하다.

바인더에  파일된  페이지들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의하여  제어되는  디스플레이가  동작될 
때,  사용자가  링들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  맨앞  페이지가  선택되면  그  선택된  페이지는  선택되지 
않은  페이지보다  작은  크기로  화면에  표시된다.  이것은  확실히  사용자에게  선택된  페이지에  대하여 
페이지  관리기능이  수행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또한  선택된  페이지  뒤에  있는  페이지는 
선택된 페이지 앞에 있는 페이지들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  이는 선택된 페이지 뒤에 있는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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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들이  스크롤(scroll)되어서  선택된  페이지를  파일할  새로운  위치를  찾을  때  특히  유용하다. 사
용자가  링을  선택했을  경우에  디스플레이는  컴퓨터  제어를  받아  팝업(pop  up)  메뉴상에  적어도 하나
의  선택  버턴을  표시하며,  팝업  메뉴는  페이지  관리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단계가  화면에 자
동적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선택하고자  하는  임의의  풀다운  메뉴를  기억할  필요가  없고 메
뉴의 오른쪽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본  발명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옵션  버턴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선택이  쉽다.  사용된  하드웨어, 예
를들면 마우스 또는 터치 스크린에 따라서, 표시된 버턴을 누르거나 터치하여 선택동작을 행한다.

마우스  또는  트랙볼과  같은  다른  포인팅  장치를  요구하는  본  발명은  정해진  하나의  버턴을 눌러주기
만 하면 되므로 종래의 기술에 비하여 본 발명의 커서 이동이 더욱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두  옵션  버턴이  화면에  표시되며,  각  옵션  버턴은  다음의  페이지  관리  동작들중  한 동
작을 행한다.

a) 페이지 링바인더에 삽입하는 동작

b) 페이지를 링바인더로부터 삭제하는 동작

이들은  가장  유용한  페이지  관리를  제공한다.  이들  버턴은  이하  간단히  삽입버턴,  삭제버턴으로 언
급한다.  이를  확실하기  위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사용한  실제단어는  옵션  버턴들의  상기  정의에 
속하도록 한다.

화면상에  링바인더의  표현방식은  맨위  페이지와  그  밑에  놓여있는  적어도  하나의  밑  페이지를 포함
하며,  밑  페이지의  중앙에  맨  윗  페이지가  축소된  크기로  놓이게  된다.  또한,  링바인더의 표현방식
은  맨위  페이지에  놓여져  있는  적어도  하나의  탭된  인덱스  페이지를  포함하며,  그  탭(tab)된  인덱스 
페이지 탭은 맨위 페이지의 가장자리 근처에서 보인다.

사용자가  본  발명에  따른  링바인더를  한번  이해했다면  일관성  있고  친밀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이 장
치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링바인더에  파일된  페이지를  페이지 관리동작
으로  삭게하는  경우에  컴퓨터를  제어하여  디스플레이를  동작시키고  삭제할  페이지를  선택하면 링바
인더의  링에  더  이상  결속되지  않은  위치에서  축소된  크기로  페이지가  화면에  표시된다.  팝업 메뉴
상에  삭제버턴이  표시되고  만약  이를  선택하면  컴퓨터  제어를  받아  선택된  페이지를 디스플레이로부
터 삭제하여 링바인더의 링이 클로즈된 상태를 화면에 표시한다.

또한,  페이지  관리동작으로  페이지를  이동시킬  경우  컴퓨터를  제어하여  디스플레이를  동작시켜 이동
시킬  페이지를  선택하면  링바인더의  링에  더  이상  결속되지  않은  위치에서  축소된  크기로  페이지가 
화면에  표시된다.  팝업  메뉴상에  버턴이  사용자가  스크롤하는  각  페이지에  디스플레이되고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했을 경우 삽입버턴을 누른다.

선택된 페이지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되어 링으로 결속된 링바인더를 화면에 표시한다.

또한,  페이지관리동작이  페이지  한  셋트로부터  다수의  페이지를  하나의  서류로  묶는  경우에, 사용자
가  페이지  그룹  도구를  선택하면  사용자  선택  옵션버턴  또는  아이콘이  한  셋트내의  모든  페이지에 
표시된다.

사용자가  페이지  한  셋트를  스크롤하여  하나의  서류로  만들기는  각  페이지마다  옵션버턴  또는 아이
콘을  선택한다.  이는  페이지를  묶는  문제를  직감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다.  페이지  그룹  도구는 페
이퍼  클립으로  표현된다.  페이퍼  클립을  이용하여  함께  묶어준  서류의  모든  페이지들이  한  코너에서 
페이퍼 클립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상기  서술된  페이지  관리기능은  하나의  서류를  형성하기  위해  묶고자  하는  각  페이지마다  행해진다. 
예를들면,  사용자가  페이지를  이용시키거나  삭제하기를  원한다면,  사용자는  링들을  선택하거나 페이
지 그룹도구(즉 페이퍼 클립)을 선택하거나 그 페이지에서 바인더를 오픈시킨다.

사용자가 이렇게 하면 바인더의 링들이 오픈되고 페이지는 축소된다.

이때 "서류로부터 이 페이지를 삭제할까요?"라는 팝업 메뉴와 함께 삽입버턴과 삭제버턴이 
나타난다.  나머지  과정은  상술한  바와같다.  따라서,  사용자가  페이지를  이동하기를  원한다면 사용자
는  그  서류로부터  페이지를  클립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사용자가  서류의  맨  앞  페이지를  선택하는 
경우  이  응답으로  "바로  앞  페이지  또는  전체  서류를  이동시킬까요?"라는  팝업  메뉴가  나타난다. 이
것은  사용자가  앞  페이지를  터치함으로써  선택가능한  두가지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
게 해준다.

더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는  시각  디스플레이  수단과  일체로  되거나  상기 디스
플레이  수단의  위  또는  밑에  놓여져  있고  수동이동  가능한  철필수단과  결합되어  사용자가  철필을 사
용하여서 그래픽 데이타를 입력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본 발명의 장점 및 동작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는 제 1 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구성된다.

제  1  도에서  디스플레이  수단은  LCD형  디스플레이(2)이며  이는  전자  디스플레이장치(1)의  일부를 형
성한다.  전자  디스플레이  장지(1)의  입력수단은  디스플레이(2)위에  놓여  있는  투명한  패드(3)와 철
필(4)로  구성된다.  패드(3)는  디지타이징  평판(tablet)  및  키보드없는  컴퓨터의  분야에서  잘  알려진 
인듐  틴  옥사이드(ITO)  장치이다.  이는  철필(4)로  패드(3)를  터치하면  그  위치로  나타내는  신호가 
전달되므로  사용자가  쉽고  자연스럽게  그래픽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해주며,  저장과  뒤이어  거의 
동시에  디스플레이(2)에  표시된다.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를  동작시키기  위하여서는  공급전원과  같은 
여러부품들이  필요하지만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해  본  발명에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투명한  ITO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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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는  실제로  LCD형  디스플레이(2)에  끼워져  있지만  제  1  도에서는  이를  LCD형  디스플레이(2)상에 
놓여진  것처럼  도시하였다.  패드(3)의  대용품으로서는  웨이콤(Wacom)사가  개발한  유도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서,  LCD형  디스플레이는  연속에너지를  내는  유도루프의  어레이를  중첩시킨다.  철필에는 
주어진  루프에  해당하는  특정  주파수에  공진하는  동조회로가  있으며  그  동조회로에  의하여 디스플레
이에 대한 철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US-484849에 게재되어 있다.

제  1  도를  보면,  철필(4)로  패드(3)를  터치하면  철필(4)이  패드(3)와  접촉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위
치신호(X,  Y좌표)가  A/D  변환기(11)를  통해  데이타  통로  또는  시스템  버스(15)로  공급된다. CPU(1
2)는  양방향으로  데이타를  공급하기  위해  버스(15)에  접속된다.  램(RAM)(17)  역시  버스(15)에 접속
되어  있다.  롬(ROM)(18)도  버스(15)에  연결되고  장치에  대한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  통신절차들, 워
드프로세서  및  그래픽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리하여  사용자는  텍스트  또는  그래픽 정
보를 철필을 이용하여 화면에 입력,  수정 및  편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들면,  철필을 전자펜
으로  사용하여  필적  그래픽을  입력시키고,  삭제모드에서는  펜을  움직여  디스플레이에서  텍스트를 삭
제할 수 있다.

CPU(12)는  버스(5)를  통해  모든  제어신호를  제공하며,  또한  입력이  들어왔을때를  지시를  타임신호로 
플래그되는  장치에다  모든  입력을  받아  들이는  내부클록도  있다.  램(17)은  사용자가  입력을 저장하
며,  사용자 입력은 장치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원래 입력에 주석 또는 수정한 정보를 원래 입력에 더
해놓은  것이다.  디스플레이  구동장치(14)는  버스(15)에  접속되어  디스플레이(2)를  구동시킨다. 통신
포트(19) 역시 버스(15)에 접속되어 본 장치가 다른 전자장치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게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는 제 7 도에 도시된 순서로 자료를 관리한다.

제  2  도는  전자  디스플레이장치(1)를  도시한  것으로,  디스플레이(3)는  음영이  져있고,  철필(4)은 케
이블링(21)을  통해  제어회로에  접속되어  있다.  먼저,  디스플레이(3)는  CPU(12)의  제어에  따라 클로
즈된  링(22)상태의  링바인더를  표시한다(스텝  71).  오른쪽  상단에서  1페이지로  라벨되는 페이지(2
3)은  링바인더에  파일된  페이지중  맨앞  페이지이다.  사용자는  마치  철필(4)이  펜이고  페이지(23)가 
종이인  것처럼  페이지(23)위에  놓여  있는  디스플레이(3)에  철필(4)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사용자가 
철필로 스크린(3)을 터치하면 스크린(3)밑에 있는 픽셀(화소의 단위)이 검게 된다.

그후,  철필(4)로  링(22)을  터치하면(스텝  72),  제  3  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링은  오픈  링(31)처럼 된
다.  이것은  장치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단계이다.  링이  터치되면 링
(22)이  오픈되므로  처음에  디스플레이되었던(제  2  도)에  실제  링바인더와  비유된다.  우리가 사용하
는  바인더로부터  페이지를  삽입하거나  꺼낼  경우,  첫  번째  단계는  링을  오픈하는  것이다. 실제적으
로  일어나는  것을  모방함으로써  현  장치는  특히  사용자에게  친밀하게  된다.  즉,  링을  오픈하면 바인
더의  맨앞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1로  라벨된  페이지(30)를  화면  중심에  축소된  크기로 디스플레이
하고,  부가적으로  삽입  프롬프트를  표시하는  옵션버턴(32)과,  삭제  프롬프트를  표시하는 옵션버턴
(33)을  디스플레이한다(스텝  73).  그후,  스크롤  전진버턴(35)  또는  스크롤  후진버턴(34)을 터지하여
(스텝  74)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스텝  75),  사용자가  선택된  페이지(30)를  삭제하려고  하는 경
우  사용자가  철필로  삭제버턴이  표시된  화면영역을  터치하면(스텝  76).  일정한  신호가  CPU(12)로 보
내져  화면이  업데이트되어  선택  페이지(30)가  삭제된  링바인더를  표시한다(스텝  77).  그러면,  맨앞 
페이지는  오른쪽  상단구석에  번호  2라고  매겨지며,  링바인더는  제  1  도와  같이  클로즈된  상태로 된
다(스텝 71).

만약,  사용자가  페이지(30)를  링바인더의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를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스크롤 
전진버턴(35)  또는  스크롤  후진버턴(34)을  터치한다(스텝  78).  이들  버턴들은  소프트  버턴으로 만들
어졌다.  사용자가  이들  버턴을  터치하면  CPU(12)는  화면을  제어하여  임의의  방향으로  스크롤되는 페
이지를  표시한다(스텝  79).  페이지가  원하는  위치에  위치하게  되면  사용자는  스크롤  전진버턴(35) 
또는 스크롤 후진버턴(34)를 터치하던 것을 중단한다(스텝 80).

이때,  제  4  도와  같이  페이지(30)를  2페이지  전진  스크롤한  상태의  링바인더를  화면에 표시한다(스
텝  81).  그후,  사용자가  삽입버턴(32)을  터치하면(스텝  82).  선택된  페이지(30)가  오른쪽  상단측에 
4라고  라벨한  페이지보다  앞선  위치에서  링바인더에  삽입되고  페이지들은  자동적으로  다시  매겨진 
후(스텝 83). 링바인더는 제 1 도와 같이 링이 클로즈된 상태로 된다(스텝 71).

제  5  도는  사용자가  다수의  페이지를  하나의  서류로  묶으기를  원하는  경우에  페이퍼  클립기능을 사
용하는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하나의  서류로  묶는  것은  이들을  하나의  서류(entity)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편리하다.  이것은,  만약  사용자가  통신포트(19)를  통해  전자  디스플레이장치에 표
시된  서류를  다른  장치로  전송하기를  원할  때  그  다수의  페이지를  개별적으로  전송할  필요없이 묶여
진  하나의  서류를  전송하면  되기  때문에  유용하다.  페이지를  묶는  경우,  먼저  사용자가  이  기능을 
선택하기  위해  페이퍼  클립  소프트  키이(51)를  터치한다(스텝  84).  이는  페이퍼  클립 아이콘(도시하
지 않음)으로 표시되어 있어 편리하다. 페이퍼 클립 아이콘의 버턴이 디스플레이된 맨앞에 
나타난다.  그후,  스크롤  전진버턴(35)  또는  스크롤  후진버턴(34)을  터치하면(스텝  85),  페이지를 스
크롤시키는데  이때  스크롤되는  각  페이지에는  페이퍼  클립버턴(52)이  표시된다(스텝  86).  이와같이 
하여  묶고자  하는  한  페이지에  도달했을때  스크롤  전진버턴(35)  또는  스크롤  후진버턴(34)의  터치를 
중단한후  페이퍼  클립버턴(52)을  터치한다(스텝  87).  그후,  다시  스크롤  전진버턴(35)  또는  스크롤 
후진버턴(34)을  터치하면(스텝  88).  페이지를  스크롤  시키면서  스크롤되는  각  페이지에  페이퍼 클립
버턴(52)이  표시된다(스텝  89).  이와같이  하여  묶고자  하는  또다른  페이지에  도달했을때  스크롤 전
진버턴(35)  또는  스크롤  후진버턴(34)의  터치를  중단하고(스텝  90),  페이퍼  클립버턴(52)을  터치한 
후  페이퍼  클립키이(51)를  터치하면(스텝  91).  스텝  89에서  스크롤시켜  선택했던  페이지와  스텝 89
에서 스크롤시켜 선택했던 페이지를 묶은 상태가 화면에 표시된다(스텝 92).

예를들어,  제  5  도에서  사용자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묶기를  원하는  경우  먼저  페이퍼 클립키이
(51)를  터치한  후,  스크롤  전진버턴(35)을  터치하여  5페이지까지  전진  스크롤한다.  [이때 스크롤되
는  각  페이지마다  페이퍼  클립버턴(52)이  표시된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5페이지에 이르렀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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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스크롤  전진버턴(35)의  터지를  중단하고  철필(4)로  페이퍼  클립버턴(52)를  터치한다.  그리고 스
크롤  전진버턴(35)을  터지하여,  다음  페이지로  전진  스크롤하고,  스크롤  전진버턴(35)의  터지를 중
단한다.  다시  철필(4)로  페이퍼  클립버턴(52)를  터치한  후  페이퍼  클립키이(51)를  터치하면, 페이퍼
클립기능이  끝나며,  이때  화면에는  제  6  도와  같이  묶인  페이지가  표시된다.  제  6  도에서  2개의 페
이지를  갖는  서류중  최종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는  "6"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고,  왼쪽  상단에는 페
이퍼  클립(60)의  한  루프와  함께  "2의  2페이지"가  나타난다.  2의  2페이지는  2개의  페이지를  갖는 서
류의  두  번째  페이지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5페이지의  왼쪽상단에는  페이퍼  클립의  다른  루프가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스텝  92까지의  동작을  수행한  후,  화면에  OK버턴(61)과  취소버턴(62)이  표시되고(스텝 
93).  사용자가  페이지를  묶기를  원하는  경우  철필(4)로  OK버턴을  터치하면(스텝  94)  페이지  묶는 동
작을  종료하며(스텝  95),  취소버턴(62)을  터치하면  페이지에서  페이퍼  클립을  제거하여 페이지묶음
을 취소한다(스텝 96).

상술한  페이지  관리기능은  서류형태로  묶인  페이지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예를들면,  만약 사용
자가  서류(도시하지  않음)로  부터  페이지를  이동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링을  선택하거나 페이
지  그룹도구,  즉  페이퍼  클립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바인더의  링이  오픈되고 페
이지는  축소된  크기로  된다.  "서류로부터  이  페이지를  삭제할까요?"  라는  팝업(pop  up)메뉴와 삽입
버턴  및  삭제버턴이  나타나면  나머지  동작은  상술한  바와같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용자는 페이지
를  이동시키고  싶을때  서류에서  해당페이지를  선택한다.  만약  사용자가  서류의  맨앞  페이지를 선택
하면,  "서류전체와  서류  맨앞  앞페이지중  어느  것을  이동시킬까요?"  를  묻는  팝업메뉴가  나오고 사
용자는 두가지 선택중 하나를 택일하면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의  자료관리방법에  있어서,  링바인더를  화면에  표시하는  제  1  과정,  상기  제  1  과정이후 링바
인더의  링이  터치되면  링을  오픈시키는  제  2  과정,  상기  제  2  과정이후  상기  링바인더의  페이지를 
선택하여  삭제하는  제  3  과정,  상기  제  2  과정이후  상기  링바인더에  페이지를  삽입하는  제  4  과정, 
상기 제 2  과정이후 상기 링바인더의 페이지를 묶는 제 5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
터의 자료관리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과정에서  링바인더의  링을  터치하여  링을  오픈시키는  경우  페이지 삽
입을  지시하기  위한  삽입버턴과,  페이지  삭제를  지시하기  위한  삭제버턴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의 자료관리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과정에서  링바인더의  링을  오픈시키는  경우,  맨앞  페이지가  선택되고 
선택된  페이지는  선택되지  않은  페이지들보다  축소된  크기로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의 
자료관리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과정은  스크롤  전진버턴  또는  스크롤  후진버턴이  터치되면  상기 링바
인더의  페이지를  스크롤시켜  페이지를  선택하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단계이후  삭제버턴이 터치되
면 선택된 상기 페이지를 삭제하고 상기 제 1  과정으로 귀환하는 제 2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컴퓨터의 자료관리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과정은  스크롤  전진버턴  또는  스크롤  후진버턴이  터치되면  상기 링바
인더의 페이지를 스크롤시키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단계이후 스크롤 전진버턴 또는 스크롤 후진버
턴의 터치가 중단되면 스크롤한 상태의 링바인더를 표시하는 제  2  단계,  상기 제  2  단계이후 삽입버
턴이  터치되면  선택된  페이지를  링바인더에  삽입하고  페이지  번호를  다시  기록한후  상기  제  1 과정
으로 귀환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의 자료관리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5  과정은 페이퍼 클립키이가 터치된 후 스크롤 전진버턴 또는 스크롤 후
진버턴이  터치되면  상기  링바인더의  페이지를  스크롤시키면서  스크롤되는  각  페이지마다  페이퍼 클
립버턴을 표시하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단계이후 스크롤 전진버턴 또는 스크롤 후진버턴의 터치가 
중단되고  페이퍼  클립버턴이  터치된  후  스크롤  전진버턴  또는  스크롤  후진버턴이  터치되면  상기 링
바인더의  페이지를  스크롤시키면서  스크롤되는  각  페이지마다  페이퍼  클립버턴을  표시하는  제  2 단
계,  상기  제  2  단계이후  스크롤  전진버턴  또는  스크롤  후진버턴의  터치가  중단되고  페이퍼 클립버턴
이  터치된  후  페이퍼  클립키이가  터치되면  클립으로  묶인  페이지를  표시하는  제  3  단계,  상기  제  3 
단계이후  OK버턴과  취소버턴을  표시하는  제  4  단계,  상기  제  4  단계이후  OK버턴이  터치되면  페이지 
묶음 동작을 완료하는 제  5  단계,  상기 제  4  단계이후 취소버턴이 터치되면 페이지 묶음을 취소하는 
제 6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의 자료관리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링바인더의  맨위  페이지  밑에  적어도  하나의  다음  페이지를  표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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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의 자료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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