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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과 컴퓨터 시스템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 등에서 정보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그러한 정보를 액세스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인간의 통신 프로세스는 수천년에 걸쳐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현재는 주로 구두에 의한 통신과 문서에 의한 통신을 

포함하기에 이르렀다. 그밖에, 오랜 기간에 걸쳐 세계의 수많은 지식 베이스가 문서 형태(예를 들어, 서적)로 기록되어

왔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그러한 정보를 액세스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 기술의 출현에 따라, 더욱 많은 정보가 전자 형태로 저장되고, 정보가 기록된 문서보다는 컴퓨터를 통해 그러

한 정보를 액세스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통신이 발전되는 동안 내내 정보는 항상 일차원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즉 일련의 문장 또는 페이지가 함께 묶인 일련의 아이디어로 간주되어 왔 던 것이다. 책의 페이지와 컴퓨

터의 표시장치는 사실상 이차원적이며, 삼차원 객체를 이차원 형태로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경우에 제공되는

정보의 집합체의 기본적인 구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의 형태로 정보를 처리하는 한, 그 대부분은 여전히 일차



등록특허  10-0388401

- 2 -

원적인 것이다.

정보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경우에, 몇몇 사람에게는 정보가 일차원 형태로 제공되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

나, 정보가 여러 가지 소오스에 포함되어 있고 및/또는 정보가 여러 가지 추출(abstraction) 레벨과 연관되어 있는 경

우에는 특정 토픽에 대한 정보의 집합체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추출 레벨은 전형적으로 다수의 정보의 이루어진 정보의 집합체를 참조하는 특정 방식과 관련이 되어 있다. 다른 기

준 가운데에서도, 각기 다른 추출 레벨은 각기 다른 이해 레벨, 예를 들어 기초 또는 요약 레벨 대 고급 레벨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일례로서 뱀과 같은 주제를 취하게 될 경우에, 초등학교 레벨에서는 뱀은 왜 다리가 없는지 또는 뱀은 무엇

을 먹는지에 대해 토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사 급의 파충류 학자의 레벨에서는, 뱀의 진화 과정 또는 뱀이 먹이

를 감지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관하여 토론을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예컨대 익숙한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원리 또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탐구할 때, 또는 그

다지 많은 방문을 받지 않는 영역으로 복귀할 때, 정보의 집합체를 액세스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동시에

다수의 추출 레벨을 관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문제를 풀고자 할 경우에, 다수의 추출 

레벨, 예를 들어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개념, 주 요 용어 및 정의, 특정 문제의 상세한 내용,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의 

상세한 내용을 관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책이나 컴퓨터에 의해서는 한번에 한가지 소오스 및/또는 한가

지 추출 레벨로부터 정보를 액세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좀더 넓은 범위의 지식의 집합체 내에서 정보의 관계를 시

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선의 형태로 된 정보를 통해 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하나 이상의 소오스 또는 하나 이상의 추출 레벨로부터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에, 정보는 흔히 상호 

연결되지 않은 형태로 제공됨으로써 각기 다른 레벨 및/또는 소오스로부터 정보의 상호작용을 시각화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지 못한다. 책을 액세스할 때, 주어진 토픽과 관련된 다른 책을 참조할 수도 있고, 동일한 책 속의 다른 절이

나 장을 참조할 수도 있다. 두 권의 책을 동시에 펼칠 수는 있지만, 책 사이를 오가며 내용을 참조하여야만 하며, 이들 

책 속의 다른 페이지를 오가면서 내용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그 결과, 정보를 의식적으로 인지하여야 하며 정보 내의 

연관 관계를 의식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특정 지식의 집합체에 대한 정보를 액세스하는 것이 독자에게는 어렵고 당황스럽게 하는 반면에, 작가는 종종

지식의 집합체로부터의 정보를 잠재적인 독자에게 제공하는 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 이유는 독

자가 잠재적인 독자층에 속하는 독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몇몇 경우에 독자는 공통의 이해 레벨 또는 경험 레벨을 

갖는 한 명 이상의 개인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각기 다른 관점 및 능력을 갖춘 다수의 개인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

다. 따라서, 작가는 종종 어느 한 독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이것은 다른 독자에게는 그다지 쓸모 가 없는 프리젠테

이션을 제공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책은 초보자에게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 수도 

있고, 전문가가 유용하게 참조하기에는 너무 쉬울 수도 있다. 그 결과, 지식의 집합체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레벨의 

별개의 책이 저술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단지 독자로 하여금 특정 지식의 집합체를 액세스하고 이해하는 것을 더

욱 어렵게 만든다.

책의 형태로 된 정보를 액세스하고 저작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점들 중 대부분은 전자 형태로 된 정보와도 또한 관련

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컴퓨터 시스템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인터페이스

를 통해 사용자는 그래픽 표시 요소 상에서 "가리키기 및 클릭하기" 등의 직관적인 동작을 통해 컴퓨터 시스템과 대화

할 수 있다. 정보는 종종 윈도우로서 알려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GUI 환경에서 사용자에

게 제공된다. GUI 환경에서 실행되는 각각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은 전형적으로 하나 이상의 윈도우에 

할당되어 사용자에게 정보를 보여주고 및/또는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을 받아들인다. 더욱이, 다수의 컴퓨터 시스템은 

멀티태스크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하나 이상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윈도우가 컴퓨터 표시장치 상에 동시에 표시될 수 있다.

지식의 집합체에 대한 하나 이상의 소오스 또는 추출 레벨로부터의 정보가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각기 다른 윈도우 

내에 동시에 표시되지만, 각기 다른 윈도우 내에 표시되는 정보의 상호 관계와, 보다 넓은 범위의 지식의 집합체 내의 

정보 의 상호 관계는 종종 사용자가 쉽게 분간하기 어렵다. 그 결과, 사용자는 조리 있게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게

될 수 있다. 각기 다른 포맷과 뷰 사이를 스위칭 하는 것은 학습 프로세스의 방향 감각을 혼란시키고 빗가게 하며, 종

종 학습 프로세스를 현저히 저해하게 될 수가 있다.

특정 기술 영역의 한가지인 온라인 컴퓨터 도움말 시스템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컴퓨터 토픽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 

특정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많은 그러한 시스템 내에 이들 컴퓨터 토

픽을 제공하는 것에는 컴퓨터 토픽의 다수의 추출 레벨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다른 윈도우 내에서 하

나 이상의 도움말 토픽이 제공될 때 그와 동시에 도움말 시스템은 하나의 윈도우 내에 도움말 목차를 표시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이들 윈도우의 실제적인 계층 관계는 사용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목차 및 하나 이상

의 도움말 토픽 사이를 오갈 때 방향 감각을 잃을 수도 있다. 특히 한번에 하나 이상의 도움말 토픽이 표시될 때, 그리

고 관련된 예제 및/또는 교육 자료가 또한 표시될 때, 사용자는 특정 컴퓨터 토픽의 여러 가지 양상의 전부를 흡수하

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쉽게 지식의 집합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 내에 지식의 집합체를 나타내는 새

로운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넓은 범위의 지식의 집합체 내에서 정보의 문맥 관계는 물론 지식의 집합체로

부터의 정보를 나타내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다수의 독특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커니즘을 구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링크 함

으로써 그러한 정보의 문맥 관계의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여 종래기술과 관련된 상

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한다. 정보의 전후관계 및 정보 그 자체 모두 사용자에게 제공됨으로써 사용자는 정보를 더욱 잘



등록특허  10-0388401

- 3 -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첫째, 정보는 컴퓨터 표시장치 상에 표시되는 제 1 및 제 2 윈도우 사이에서 연장되는 커넥터 요소를 표시함으로써 시

각적으로 링크 될 수도 있다. 이로부터, 간단히 커넥터 요소와 요소에 연관된 윈도우를 관찰함으로써 사용자는 윈도우

사이의 문맥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정보는 하나 이상의 필터 기준을 정보 요소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표시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링크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 1 및 제 2 필터 기준이 다수의 정보 요소에 적용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세트

로 된 필터링 된 정보 요소의 적어도 일부가 동시에 표시된다. 또 다른 예로서, 필터 기준이 정보 요소에 적용될 수 있

으며, 이 경우에는 정보 요소의 필터링 된 형태 및 필터링 되지 않은 형태가 동시에 표시된다. 어느 경우에나, 정보 사

이의 유사성 및/또는 차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다수의 정보 형태가 동시에 제공되며, 따라서 사용자는 정보를 전체로

서 간파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정보는 제 1 및 제 2 세트의 필터링 된 정보 요소의 일부가 별개의 윈도우에 동시에 표시되는 조정된 스크롤 관

계를 통해 시각적으로 링크 될 수도 있 다. 이 경우, 각각의 윈도우 내에 표시된 부분은 상호 추적이 되어 지식의 집합

체 내의 특정 위치를 표시하게 된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스크롤 동작을 통해) 표시된 특정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각각

의 윈도우 내에 표시된 부분은 갱신되고, 따라서 필터링 된 정보 요소의 세트들 사이의 링크가 강화되고 세트가 동일

한 정보의 각기 다른 형태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넷째, 정보는 한 쌍의 정보 요소 형태 중 어느 하나를 그러한 정보 요소 형태가 공통 개념과 연관될 때 나머지 다른 하

나의 정보 요소 형태의 선택에 응답하여 강조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링크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보 요소 형태의 선

택은 사용자가 (다른 환경 중에서도) 다른 정보 요소 형태 위에 포인터를 위치시키는 것에 응답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 정보 요소 형태의 강조에는 전형적으로 정보 요소 형태에 공통 개념과 연관되지 않은 다른 정보 요소 형태로부터 정

보 요소 형태를 시각적으로 구별하는 효과를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 결과, 사용자는 단순히 여러 가지 사용자 행

위에 응답하여 컴퓨터 표시장치 상에서 정보 요소 형태에 강조가 적용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공통 개념과 연관된 다

수의 정보 요소 형태 사이의 관계를 신속히 그리고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징을 이루는 상기한 장점 및 그 밖의 다른 장점과 특징은 본 명세서에 첨부되어 있고 본 명세서의 일부를

형성하는 청구범위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을 참조하고 본 발명

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에 근거한 상세한 설명에 기초하여 본 발명의 사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블록선도.

도 2는 도 1의 컴퓨터 시스템의 전형적인 소프트웨어 환경의 블록선도.

도 3은 도 2의 지식의 집합체 내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블록선도.

도 4는 도 2의 추출 스택 내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블록선도.

도 5는 도2의 이벤트 관리자를 위한 주요 루틴의 프로그램 흐름을 보인 순서도.

도 6은 도 5의 스택 초기화 루틴의 프로그램 흐름을 보인 순서도.

도 7은 도 6의 스택 렌더링 루틴의 프로그램 흐름을 보인 순서도.

도 8은 도 5의 스택 초기화 루틴의 실행 이후에 추출 스택이 표시되는 컴퓨터 표시장치를 예시한 블록선도.

도 9는 도 5의 렌즈 생성 루틴의 프로그램 흐름을 보인 순서도.

도 10은 도 9의 필터 구성 입수 루틴의 프로그램 흐름을 보인 순서도.

도 11은 필터 세팅을 입력하기 위하여 도 10의 필터 구성 입수 루틴에 의해 활용되는 다이얼로그 박스를 보인 블록선

도.

도 12는 도 9의 렌즈 개방 루틴의 프로그램 흐름을 보인 순서도.

도 13은 도 4의 렌즈의 렌즈 충전 루틴의 프로그램 흐름을 보인 순서도.

도 14는 도 13의 스크롤 다운 루틴의 프로그램 흐름을 보인 순서도.

도 15는 도 14의 다음 세그먼트 검색 루틴의 프로그램 흐름을 보인 순서도.

도 16은 깊이 벡터 렌즈의 생성 이후의 도 8의 컴퓨터 표시장치의 블록선도.

도 17은 이차 깊이 벡터 렌즈의 생성 이후의 도 16의 컴퓨터 표시장치의 블록선도.

도 18은 보충 렌즈의 생성 이후의 도 17의 컴퓨터 표시장치의 블록선도.

도 19는 도 5의 스크롤 처리 루틴의 프로그램 흐름을 보인 순서도.

도 20은 도 4의 렌즈의 내용 갱신 루틴의 프로그램 흐름을 보인 순서도.

도 21은 도 20의 스크롤 업 루틴의 프로그램 흐름을 보인 순서도.

도 22는 도 21의 이전 세그먼트 검색 루틴의 프로그램 흐름을 보인 순서도.

도 23은 전형적인 지식의 집합체의 일부를 표시하는 일차 및 이차 렌즈를 보인 블록선도.

도 24는 스크롤 다운 동작을 행한 이후의 도 23의 일차 및 이차 렌즈를 보인 블록선도.

도 25는 이차 렌즈에 적용된 초점 효과를 예시한, 도 23의 일차 및 이차 렌즈를 보인 블록선도.

도 26은 도 5의 크로스-오버 처리 루틴의 프로그램 흐름을 보인 순서도.

도 27은 본 발명에 따른 크로스-오버 대기열의 이벤트 엔트리의 처리 루틴의 프로그램 흐름을 보인 순서도.

도 28은 도 4의 렌즈의 이벤트 하이라이트 루틴의 프로그램 흐름을 보인 순서도.

도 29는 명명된 개념에 적용된 링크 포인터 하이라이트를 예시한, 도 23의 일차 및 이차 렌즈를 보인 블록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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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은 렌즈를 최소화한 이후의 도 17의 컴퓨터 표시장치의 블록선도.

도 31은 렌즈를 최대화한 이후의 프라임 렌즈 관찰 모드에 있을 때의 도 30의 컴퓨터 표시장치의 블록선도.

도 32는 충돌 포인터가 충돌 조정 동작에 앞서 위치하는 것을 보인 도 17의 컴퓨터 표시장치의 블록선도.

도 33은 충돌 조정 동작이 행해지는 동안의 포인터 이동에 응답하여 렌즈가 이동한 이후의 도 32의 컴퓨터 표시장치

의 블록선도.

도 34는 근접 포인터가 근접 조정 동작에 앞서 한 쌍의 렌즈 부근에 위치하는 것을 보인 도 17의 컴퓨터 표시장치의 

블록선도.

도 35는 근접 조정 동작이 행해지는 동안의 포인터 이동에 응답하여 한 쌍의 렌즈가 이동한 이후의 도 34의 컴퓨터 

표시장치의 블록선도.

도 36은 본 발명에 따른 추출 스택 저작 프로세스의 프로그램 흐름을 보인 순서도.

도 37은 본 발명에 다른 추출 스택 저작 시스템 내의 비어 있는 추출 스택을 초기화하는 것을 보인 컴퓨터 표시장치의

블록선도.

도 38은 새로운 편집 렌즈의 생성을 보인, 도 37의 컴퓨터 표시장치의 블록선도.

도 39는 도 38의 편집 렌즈의 블록선도.

도 40은 또 다른 두 개의 편집 렌즈의 생성을 보인, 도 38의 컴퓨터 표시장 치의 블록선도.

도 41은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요소 추가 루틴의 프로그램 흐름을 보인 순서도.

실시예

이하에 설명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추출 스택을 활용하여 다수의 추출 레벨로 계층화된 지식의 집합체(BOK)로

부터 정보를 표시한다. 추출 스택은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레벨의 추출과 연관된 다수의 정보 요소를 컴퓨터 표시장

치 상에서 표시하고, 추출 레벨의 계층 배열을 표시하기 위하여 삼차원 작업공간 내에서 컴퓨터 표시장치 상의 정보 

요소를 시각적으로 링크 한다.

지식의 집합체는 전형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정 주제와 관련된 다수의 정보를 나타낸다. 실제적으로 다양한 교

육적인 토픽, 문학적인 토픽, 참조 토픽 및 컴퓨터 토픽을 포함하여 어떠한 주제라도 지식의 집합체로서 나타내어질 

수 있다. 추출의 레벨은 전형적으로 주어진 지식의 집합체를 고찰하고, 정보를 지식의 집합체 내에서 각기 다른 여러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필터링 아웃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분류 또는 그룹으로 분리하는 특

정의 방식을 나타낸다.

특정 레벨의 추출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이터의 세그먼트를 나타내는 정보 요소의 형태로 표시

된다. 본 명세서에서는 문자와 숫자가 조합된 데이터 또는 문자 그대로의 데이터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지지만, 그

래픽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 실행 가능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여하한 다 른 형태의 데이터도 정보 

요소 내에 저장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정보 요소는 동일한 지식의 집합체 또는 그와는 다른 

지식의 집합체 내에서 다른 포인트에 연결된 링크를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정보 요소를 선택함으로서 

하나 이상의 지식의 집합체내에서 항해를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전형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하드웨어 환경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10)이 도 1에 예시되어 있다. 컴퓨터 시스템(10)은 네트워크(18)를 통해 서버 시스템(

16)에 연결된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12)(14)(20)(예를 들어, 데스크탑 또는 개인용 컴퓨터, 워크스

테이션, 기타)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방식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예시되어 있다. 네트워크(18)는 지역, 광역, 무선, 및 

공중 네트워크(예를 들어, 인터넷)를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네트워크 방식 인터커넥션을 가리킨다. 그러나 위에서 열

거한 형태의 네트워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다수의 컴퓨터 및 기타 장치, 예를 들어 다중 서버가 네트워

크(18)를 통해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원리는 본 발명에 따른 독립형 컴퓨터 및 그와 관련된 장치에 의해

서 또한 활용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12)(14)과 유사한 컴퓨터 시스템(20)은 마이크로프로세서(21) 따위의 프로세서와, 컴퓨터 표시장치(2

2) 따위의 다수의 주변 장치와, 하드 드라이 브, 플로피 드라이브, 및/또는 CD-ROM 디스크 드라이브 따위의 기억 장

치(23)와, 프린터(24)와, 여러 가지 입력 장치(예를 들어, 마우스 26 및 키보드 27)를 포함한다. 컴퓨터 시스템(20)은 

운영 시스템의 제어 하에서 동작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객체, 모듈 등을 

실행한다. 더욱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객체, 모듈 등은 예를 들어 분산 컴퓨터 환경에서 서버(16) 및 

그 밖의 다른 컴퓨터 시스템(12)14) 내의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를 또한 실행할 수도 있다.

컴퓨터 표시장치(22)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모든 공지된 방식을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컴

퓨터 표시장치(22)는 비디오 모니터, 예를 들어 음극선관(CRT)과, 액정 표시장치(LCD), 또는 프로젝션 표시장치일 

수도 있다. 그밖에, 다른 형태의 컴퓨터 표시장치, 예를 들어 홀로그래픽 탱크 따위의 삼차원 표시장치는 물론 삼차원

을 시뮬레이션 하는 이차원 표시장치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의 입력은 공지된 가른 사용자 입력 장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표시장치 상에서의 포인터의 

제어는 트랙볼, 조이스틱, 라이트 펜, 접촉식 패드 또는 표시장치, 디지타이징 태블릿, 및 키보드에 의해 수행될 수 있

다. 그밖에, 그러한 장치 가운데 대부분은 버튼, 엄지손가락용 휠, 슬라이더 등의 사용자 제어 수단을 포함한다. 게다

가, 사용자가 음성 명령 및/또는 몸짓을 제공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사용자 입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음성 및/또는 영

상 인식이 이용될 수도 있다. 기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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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운영 시스템의 일부로 구현되든 특정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객체, 모듈 또는 일련의 명령어의 일부로 

구현되든 간에, 본 발명의 실시예를 구현하기 위해 실행되는 루틴을 본 명세서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 칭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전형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10)의 장치 또는 시스템 내의 하나 이상의 프로세

서에 의해 판독되거나 실행될 때 이들 장치 또는 시스템이 본 발명의 다양한 양상을 구현하는 단계 또는 요소를 실행

하는데 필요한 단계를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어로 이루어진다. 더욱이, 본 명세서에서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에 기초하여 설명이 이루어지지만, 본 발명의 여러 가지 실시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제품으로서 배포될 

수 있으며, 실제로 배포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호 수록 매체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

용된다. 신호 수록 매체의 예로는 휘발성 및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플로피 디스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CD-ROM, 

DVD 등의 기록이 가능한 형태의 매체와 디지털 및 아날로그 통신 링크 따위의 전송 형태의 매체가 있다. 그러나 신호

수록 매체가 상기한 특정 매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도 1에 예시된 전형적인 환경에 의해 본 발명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 또 다른 하드

웨어 환경을 사용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환경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에 적절한 소프트웨어 환경을 보인 것이다. 프로세서(21)는 메모리(30) 및 여러 

가지 입력 및 출력 장치에 연결된 상태로 도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입력은 프로세서(21)에 의해, 예를 들어 

마 우스(26) 및 키보드(27)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추가적인 정보가 컴퓨터 시스템(20) 및 네트워크(18)를 통하여 연

결된 컴퓨터 시스템(10) 내의 다른 컴퓨터 시스템 사이에서 전달될 수도 있다. 추가적인 정보는 대용량 기억장치(23)

에 저장되고 및/또는 그로부터 수신될 수도 있다. 프로세서(21)는 표시 데이터를 표시장치(22)에 또한 출력한다. 컴퓨

터 시스템(20)은 프로세서(21)와 각각의 컴포넌트(18,22,23,26,27,28) 사이의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며, 이러

한 인터페이스는 이 기술분야에서 널리 공지되어 있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코드(32), 장치 및 그래픽 드라이버(34), 운영 시스템 커널(36), 및 여러 가지 어플리

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38), 예를 들어 윈도우 API, 그래픽 API, 태스킹 API 및 입/출력 API 등을 포함

하여, 다수의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이 메모리(30) 내에 저장된다. 이들 시스템 프로그램 각각의 구성 및 동작은 전

형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에 따라 좌우되며, 이는 이 기술분야에서 널리 공지되어 있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다수의 운영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는데, AS/400 미드레인지(midrange) 컴퓨터에는 OS/400이 사용되고, PC 

시스템에는 윈도우 95 또는 윈도우 NT가 사용되고, 매킨토시 컴퓨터에는 MacOS가 사용되고,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UNIX가 또한 사용되고 있다.

운영 시스템(36)의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이벤트 관리자(37)에 의해 처리되는 이벤트 관리의 기능이 있다. 이벤트 관

리자(32)는 전용 실행 스레드(thread) 내에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표시하고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벤트 구동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제공한다.

다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은 그 안에 제공된 시스템 프로그램 코드를 활용하여 컴퓨터 시스템(10) 상

에서 실행될 수 있다. 더욱이, 메모리(30)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또는 시스템 프로그램 코드에 의해 활용되는 데이터

를 또한 저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 2는 지식의 집합체(40), 추출 스택(50), 저작 도구(90)를 예시하고 있다. 이

들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면부호 32-38로 표시된 시스템 프로그램 코드, 지식의 집합체(40), 추출 스택(50) 및 저작 도구(90)는 개시에 앞서

네트워크(18) 또는 대용량 기억장치(23)에 저장된다. 그밖에, 이들 각각은 메모리(30), 대용량 기억장치(23), 네트워

크(18) 또는 레지스터 및/또는 프로세서(21)의 캐시 내에 (예를 들어, 그 실행 중에) 각기 다른 시간에 상주하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소프트웨어 환경 또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보 추출

추출 스택에 의해 액세스되는 정보는 지식의 집합체의 형태로 먼저 추출되어야만 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

식의 집합체는 전형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정 주제와 관련된 다수의 정보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지식의 집

합체는 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하나 이상의 서류 또는 파일의 형태로 표시되고 유지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 3은 순서에 따라 기재된 정보 요소(42)를 활용하는 지식의 집합체(40)를 유지하는 한가지 방식으로 보

여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 요소는 지식의 집합체 내의 하나 이상의 추출 레벨과 관련된 정보를 나르

는 데이터 세그먼트를 나타낸다. 각각의 정보 요소는 레벨 식별자(44), 개념 요소 식별자(46) 및 정보(48)를 포함하고

있다.

레벨 식별자(44)는 일반적으로 추출 레벨이 정보 요소 내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의 작가의 지시를 나타내고, 

따라서 정보 요소가 특정의 추출 레벨의 표시와 관련된 프리젠테이션에 적절한 것인지 아닌 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레벨 식별자(44)는 영의 값, 단일 레벨 값, 레벨 값 리스트, 레벨 값 범위, 레벨 값 범위의 리스트, 상부 레벨 경계, 하

부 레벨 경계, 또는 그 조합을 포함하여, 가능한 다수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도 34 내지 도 41과 관련하여 설명되는 저

작 프로세스를 참조하여 이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레벨 식별자는 레벨의 많은 문맥상 이해 가능한 식별을 제공

하는 특징 부여 또는 설명은 물론, 레벨의 계층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수치 또는 다른 분류 가능한 값을 갖는 

레벨 파라미터를 포함할 수 도 있다. 따라서, 그렇게 제한되지 않는 한, 추출 스택(50)의 레벨 식별자는 이하에서는 이

해가 쉽도록 특성 부여 또는 설명의 용어로서 설명된다.

추출의 레벨은 전형적으로 주어진 지식의 집합체를 주목하는 특정한 방법을 나타낸다. 추출 스택은 종종 여러 가지 

레벨의 능력과 관심을 가진 독자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 독자는 복수의 개개인

들로 이루어진다. 다른 경우에서는, 한 사람의 개인이 다수의 독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과 관심

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 결과, 추출 레벨이 지식의 집합체에 대해 설정되는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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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테이션이 특정 독자에 맞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지가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지식의 집합체에 할당된 추출 레벨은 다수의 기준에 기초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추출 레벨은 각기 

다른 레벨의 이해(예를 들어,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박사, 무경험자, 전문가 등등)에 맞게 한정될 수도 있다. 추

출 레벨은 또한 상세한 정도의 레벨(예를 들어, 요약, 개관, 상세한 설명, 등등)에 맞게 한정될 수도 있다. 추출 레벨은 

또한 주어진 토픽(예를 들어, 정의, 요약, 개관, 빈번하게 문의되는 질문(FAQ), 용어 해설, 관련 토픽, 상세한 설명, 공

식, 예시, 예제, 개별 지도, 등등)을 설명하기 위한 각기 다른 통신 도구 또는 기술에 맞게 한정될 수도 있다. 추출 레벨

은 또한 문서(예를 들어, 행정 개관, 서문, 서론, 차례, 표제, 본문, 각주, 요약, 부록, 색인, 용서 해설, 등등)의 각기 다

른 섹션 또는 컴포넌트에 기초하여 분할될 수도 있다. 추출 레벨은 또한 데이터의 형태(예를 들어, 텍스트 데이터, 이

미지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실행 가능한 데이터, 등등)에 기초하여 구분될 수도 있다. 추출 레벨은 또

한 각기 다른 시각, 예를 들어 "무엇을", "왜", "어떻게", "언제", 등등의 시각으로부터 지식의 집합체를 주목할 수도 있

다.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의 경우, 각기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및/또는 레이어, 예를 들어 소오스 코드, 객체 코드,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 객체 또는 클래스 정의, 주석 등등이 한정될 수도 있다. 작가의 수집 작업을 문

학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코멘트와 작업(예를 들어, 분석 및 비 평)을 구분하기 위하여 그 밖의 다른 추출 레벨이 

한정될 수도 있다. 다른 것과 구별되는 추출 레벨의 다른 방식이 또한 사용될 수도 있다.

개념 식별자(46)는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지명된 개념으로서 정보 요소의 작가의 식별을 나타낸다. 동일한 개념에 

관련되지만 다른 레벨로부터 나온 정보 요소가 동일한 개념 식별자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개념 식별자는 하나의 추출

레벨에서의 개념의 프리젠테이션을 다른 레벨에서의 개념의 프리젠테이션과 통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개념 식

별자는 특정의 지명된 개념의 독특한 식별을 제공하는 적절한 값, 예를 들어, 문자형 문자와 숫자형 문자의 조합을 구

비할 수 있다. 그밖에, 개념 식별자는 특정의 지명된 개념과의 연관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null이 될 수 있다.

정보(48)는 지식의 집합체와 관련된 정보 요소 내의 실제적인 데이터를 나타낸다. 정보는 비트(예를 들어, 플래그)의 

크기 정도로 작을 수도 있고,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데이터 따위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 실행 가능한 프로세스로부터의 실행 가능한 데이터 등등을 포함하는 제한되지 않은 양의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도 있다. 정보(48)는 다른 정보 요소를 또한 포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중첩된 정보 요소가 지원된다.

지식의 집합체(40)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성 및/또는 유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식의 집합체는 변형된 하이퍼텍

스트 표시 언어(HTML) 포맷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태그 구분 텍스트 문서 내에 저장될 수도 있다.

일례로서, 본 발명의 여러 가지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하에서 사용되는 지식의 집합체 문서의 한가지 적절한 포

맷이 표 I에 예시되어 있다.

표 I: 지식의 집합체 문서의 예

1 <html>
2 <head>
3 <title>Static Electricity</title>
4 </head>
5 <body>
6 <hl>Static Electricity Puts the Spark in Sparking</hl>
7 <p>Static electricity is a natural phenomenon familar to many Minnesotans. We notice it during our cold dr
y winters when the sudden snap of an electrostatic discharge nips our noses as we kiss our spouses.
8 <infoel lvl=1>The discharge occurs just before our noses touch, when the distance between them is so sm
all that the electricity leaps through the cold air like lightening to settle the difference in our noses' electros
tatic potential.</infoel></p>
9 <p><infoel lvl=2 cid=coul>The force of the spark is determined by <B>Coulomb's law</B>, which relates t
he charges on the noses and the distance between them to yield coulombs.</infoel>
10 <infoel lvl=3 cid=coul>Our understanding of <B>Coulomb's law</B> lets us quantify the electromagnetic f
orce between two charges. The force is calculated as:
11 <pre>
12 F=kqu/rr
13 </pre>
14 where F is coulombs. k is the proportionality constant, q and u are the charges and r is the distance bet
ween the charges.</infoel></p>
15 <p><infoel lvl=2 cid=ohm>The air's resistance to the spark is determined by <B>Ohm's law</B>, which r
elates the length and thickness of the path it takes through the air to the air's suitability as an insulator to yi
eld ohms.</infoel>
16 <infoel lvl=3 cid=ohm><B>Ohm's law</B> gives us the resistance of a conductor between two charges. T
he resistance is calculated as:
17 <pre>
18 R=lp/A
19 </pre>
20 where R is ohms, l is length, p is resistivity and A is the cross-sectional area of the conductor.</infoe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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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infoel lvl=2 cid=rstv>The spark's path tends to be short and thick or long and this. Warm moist air i
s a better insulator, i.e., has higher resistivity, than cold dry air.</infoel>
22 <infoel lvl=3 cid=rstv>The cross-sectional area of the column of air between the noses varies inversely 
with the distance between the noses. The resistivity of the air itself varies with the temperature and relativ
e humidity. The resistivity of air at different temperature and humidity combinations is shown in the followi
ng table.</p>
23 <table>
24 [EMBEDDED TABLE]
25 </table></infoel>
26 <p>Move the Minnesotans together and apart to see the sparks fly when they kiss,</p>
27 <script language= "JavaScript">
28 [EMBEDDED SCRIPT #1]
29 </script>
30 <infoel lvl=3><p>Vary the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of the Minnesotan's environment to see how
 this affects the resistivity of the air between them and the distance at which the coulombs overcome the oh
ms.</p>
31 <script language="JavaScript">
32 [EMBEDDED SCRIPT #2]
33 </script></infoel>
34 </body>
35 </html>
예로 보인 문서는 문서 내의 정보를 포맷하기 위하여 표준 HTML-포맷 태그를 활용한다. 게다가, 별도의 태그인 p<i
nfoel>p 는 문서 내의 정보를 다수의 정보 요소로 구분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태그는 레벨 식별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lvl" 필드와, 개념 식별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cid" 필드를 포함하고 있다. "<infoel>" 및 "</infoel>" 태그 사이의 텍스

트 데이터는 정보 요소의 정보로서의 기능을 한다.

위에서 예로 보인 문서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문서 내의 정보의 일부가 p<infoel>p 태그에 의하여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에 있어서는, 문서 내의 모든 정보가 정보 요소와 연관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보를 null

의 값의 레벨과 개념 식별자를 갖는 디폴트 정보 요소로 포맷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또한, 성능과 관련하여서는, 추출 스택에 의해 정보를 억세스하고 조작하기 위하여 텍스트로 된 지식의 집합체 문서 

내에 저장된 정보를 특정 데이터 구조 내에 로드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것으로서, 적절한 데이터 구조

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문서가 파서(parser)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파서(예를 들어, HTML 파

서)의 이용 및 구성은 이 기술분야에서 널리 공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텍

스트로 된 지식의 집합체 문서를 대체 데이터 구조로 파서할 수 있다. 더욱이, 이하에서 더욱 상세히 논의되겠지만, 지

식의 집합체가 생성되는 동안 새로운 또는 기존의 정보가 여기에서 설명되는 포맷의 지식의 집합체로 직접 입력될 수

도 있다.

지식의 집합체는 여러 가지 대체 방식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식의 집합체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 이상

의 파일 또는 문서가 사용될 수 있다. HTML 문서와 유사하게도, 지식의 집합체 문서는 하나의 문서가 다른 문서 내의

정보의 용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문서를 또한 상호 참조할 수도 있다. 지식의 집합체는 또한 데이터

베이스 내에 저장될 수도 있으며, 각각의 정보 요소는 데이터베이스 내부의 레코드에 할당된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식의 집합체는, 다양한 교육 토픽, 문학 토픽, 기술적인 토픽, 참조 토픽, 그리고 컴퓨터 

토픽을 포함하여, 무수한 형태의 주제에 관련된 정보의 집합체를 나타낼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적절한 어플리케이션의 또 다른 여러 가지 클래스는 계층적이고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방식

, 예를 들어 소설, 시나리오, 문학 해석, 사전 검열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요리서적, 백과사전, 사전, 교과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로 정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명령, 기술, 참조, 교육 및 문학 어플리케

이션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적절한 어플리케이션의 또 다른 클래스는 정보가 다른 계층 또는 레벨의 추출로, 예를 들

어 도움말 시스템, 프로젝트 관리자, 개인 정보 관리자 및 조직자, 데이터베이스 도구, 메일/뉴스 리더, 그룹웨어, 분류

뷰어/편집기, 웹 문서 빌더, 웹사이트 빌더, 구성 차트 어플리케이션, 아웃라이너, 및 문서 편집 및 저작 시스템(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법정 토픽, 법정 의견, 공개, 등등)으로 계층화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클래

스이다. 예를 들어, 메일/뉴스 리더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하나의 추출 레벨은 뉴스 그룹 또는 메일 폴더의 리스트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추출 레벨은 특정 뉴스 그룹 또는 폴더 내의 메시지 리스트에 세팅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추출 

레벨은 메시지 리스트 내의 특정 메시지의 텍스트에 세팅될 수도 있다.

적절한 어플리케이션의 또 다른 클래스는 지식의 집합체에 대한 각기 다른 관점을 나타내는 것에 기초한다. 예를 들

어, 재판 준비 도구는 각기 다른 증인, 피해자 및/또는 가해자의 사건 또는 죄에 관한 기사를 제공하기 위해 한정된 추

출 레벨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이야기 또는 특정 사건이 이야기의 각기 다른 인물의 눈을 통해 독자에

게 동시적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독특한 스타일의 허구적인 작품이 저작되어 독자에게 제공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다른 어플리케이션 또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명백히 이

해될 것이다.

추출 스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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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추출 스택은 지식의 집합체, 예를 들어 지식의 집합체(40) 내에 저장된 정보를 액세스 및/

또는 조작하는데 활용된다. 추출 스택의 한가지 적절한 실시예가 도 4에 도면부호 50으로 도시되어 있다. 추출 스택

은 두 개의 프라이머리 컴포넌트인 깊이 관리자(6)와 흐름 관리자(80)를 포함하고 있다. 깊이 관리자(60)는 일반적으

로 추출 스택의 데이터 구조를 유지하고, 컴퓨터 표시 장치 상에서의 추출 스택의 렌더링을 처리한다. 한편, 흐름 관리

자(80)는 사용자의 데이터 구조와의 상호 작용을 처리하여 데이터 구조가 깊이 관리자에 의해 표시되는 방식을 변경

한다.

추출 스택은 다수의 추출 레벨을 구성하는 시각적인 방식을 제공한다. 지식의 집합체 내의 각각의 추출 레벨은 전형

적으로 공통 깊이 벡터를 따라 구성되는 초점 평면 또는 그에 수직으로 연장되는 추출 축선에 의해 추출 스택 내에 표

시된다. 초점 평면은 추출 레벨을 구분하는 방식에 기초하여 깊이 벡터를 따라 구성된다. 예를 들어, 추출 레벨이 각기

다른 상세 레벨과 관련이 되면, 초점 평면은 통합된 추출 레벨의 관련 상세 레벨에 기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추출 스택은 초점 평면의 상대적인 배열이 그로부터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초점 평면이 삼차원 작업 공간 

내에 구성되는 방식으로 하나 이상의 초점 표면으로부터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초점 평면은 이차원 가상 구

성으로서 처리되며, 초점 평면이 구성되는 깊이 벡터는 스택의 세 번째 차원을 나타낸다. 그 결과, 비디오 모니터 등의

이차원 표시 장치에 추출 스택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삼차원 모델링 기술이 활용되어 추출 스택의 삼차원 렌더링을 제

공하여야 한다.

깊이 관리자(60)는 컴퓨터 표시장치 상에 추출 스택을 렌더링 하는 것은 물론 추출 스택의 데이터 구조를 처리한다. 

추출 스택의 데이터 구조는 각기 다른 추출 스택 컴포넌트를 나타내는 다수의 객체를 포함한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깊이 벡터(62)는 데이터 구조가 지식의 집합체의 각각의 초점 평면 또는 추출 레벨 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다. 깊이 벡터(62)는 기본적으로 유기적인 구조이며, 컴퓨터 표시장치 상에 표시될 수도 있고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

다. 초점 평면은 깊이 벡터를 따라 사전 설정된 위치에서, 예를 들어 그 길이를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열된다.

추출 스택의 데이터 구조를 형성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객체는 렌즈(64)이다. 이 렌즈는 전형적으로 스택 조작 및 내용

의 추출 스택을 따라 부착점 및 초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렌즈 객체(64)는 하위 분류된 다수의 렌즈 타입을 포

함한다. 예를 들어, 현수 렌즈는 하나 이상의 추출 레벨로부터 정보를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그밖에, 현수 렌즈는 렌즈

내에 표시되는 외관 및 내용을 변형하는데 사용되는 크기 변경 핸들, 최소화 핸들, 스크롤 바 등등의 제어 수단을 갖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윈도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내어진다. 이하에서 논의되겠지만, 여러 가지 필터링 및 링

크 기술이 현수 렌즈에 대해 사용되어 그 안에 표시되는 정보를 변형할 수 있다. 더욱이, 현수 렌즈는 보충 렌즈는 물

론 일차 및 이차 렌즈로서 더욱 세분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렌즈 객체의 또 다른 서브클래스는 마이너 렌즈이며, 이 렌즈는 현수 렌즈를 최소한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전형적

으로, 마이너 렌즈는 최소한의 형태가 사용자에게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임의로 작게 형성된다. 렌즈의 또 다른 서

브클래스는 프라임 렌즈(이하에서 논의됨)이다. 이 렌즈는 현수 렌즈의 최대한의 형태이다. 붕괴된 추출 스택은 전형

적으로 프라임 렌즈와 동시에 표시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추출 스택 내의 프라임 렌즈의 시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또 다른 추출 스택 객체 데이터 구조는 컴퍼스 핸들(65)이다. 이 핸들은 추출 스택의 깊이 벡터의 일단에 위치한다. 컴

퍼스 핸들은 전형적으로 추출 스택의 종료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조작을 위한 초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도 있고, 최소 또는 최대 추출 스택(이하에서 논의됨)을 액세스할 수도 있다. 그밖에, 컴퍼스 핸들은 특정 지식의 집합

체의 다른 관련 추출 스택의 부착점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추출 스택 데이터 구조 내의 또 다른 객체는 바인더 밴드(66)이다. 이 밴드는 추출 스택의 깊이 벡터를 따라 표시되는

다른 객체들을 시각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추출 레벨의 계층적 배열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한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바인더 밴드의 하나의 서브클래스는 샤프트 밴드이다. 이 밴드는 지식의 집합체 내의 각기 다른 추출 레벨과 연합된 

객체를 함께 링크 시킨다. 바인더 밴드의 또 다른 서브클래스는 계층 밴드이다. 이 밴드는 지식의 집합체 내의 동일한 

추출 레벨과 연합된 객체들을 함께 링크 시킨다. 바인더 밴드는 전형적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표시 객체 사이에서 연

장되는 하나 이상의 연결 요소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일실시예에 있어서 바인더 밴드는 두 개의 객체의 대응하는 모

서리 사이에서 연장되는 네 개의 라인으로 표시될 수 있다. 다른 수의 라인 및 다른 형태의 연결 요소가 바인더 밴드를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추출 스택 객체는 교차점(68)이다. 이 교차점은 렌즈가 깊이 벡터를 따라 어느 위치에서도 표시되지 

않을 때 깊이 벡터의 길이를 따라 배치된 단일 초점 평면을 식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교차점은 전형적으로 교차점의

초점 평면과 연합하는 렌즈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의해 조작될 수도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흐름 관리자(80)는 추출 스택용으로 표시되는 다양한 렌즈로의 정보의 흐름을 처리하는 것

을 포함하여, 추출 스택이 깊이 관리자에 의해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변형하기 위하여 추출 스택 데이터 구조를 갖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처리한다. 흐름 관리자(80)는 도면부호 52로 나타낸 다수의 클라이언트/서버 쌍을 통해 깊이 관

리자(60)에 결합된다. 클라이언트/서버 쌍(52)은 렌즈와 필터를 함께 결합하며, 일반적으로 지식의 집합체에서 렌즈

로 흐르는 정보의 흐름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흐름 관리자(80)는 사용자의 추출 스택과의 상호작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다수의 객체를 포함한다. 예를 들

어, 흐름 관리자(80)는 정보가 현수 렌즈 내에서 표시되는 방식을 한정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필터 객체(82)를 활용

한다. 각각의 필터(82)는 렌즈에 의해 사용되는 사전 설정된 필터링 기준을 한정한다. 사용자는 필터링 기준을 액세스

하고 그를 조작하는 것이 허용되어 추출 스택에 의해 정보가 표시되는 방식을 변형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명명된 개념의 리스트(184)는 각기 다른 추출 레벨로부터의 정보가 동시에 표시될 때 특정 개념에 관계

된 정보를 함께 시각적으로 링크 하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흐름 관리자(80)에 의해 또한 유지될 수 있다. 이하에

서 상세히 설명되지만, 명명된 개념 정보는 예를 들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링크 포인터 모드에 있을 때 흐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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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활용된다. 그밖에, 일부 필터 실시예는 하나 이상의 현수 렌즈로부터의 정보를 필터링 할 때 명명된 개념 정보

에 또한 의존할 수도 있다.

사용자의 추출 스택과의 상호작용은 주로 마우스, 트랙 볼, 키보드, 터치 패드, 등의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에 의해 조작되는 포인터(도 4에는 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처리된다. 포인터는 여러 가지 모드 중 어느 한가지 모

드에 놓일 수 있고, 렌즈 사이의 초점을 전환하고, 자르기 및 붙이기 작업을 위한 정보를 강조하는 등의 동작에 또한 

사용될 수도 있다. 포인터의 다른 용도에는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여러 가지 포인터에 기반한 동작이 포함되는데, 크

기 재조정, 이동, 닫기 및 그와 유사한 윈도우 동작과, 메뉴 엔트리의 선택 및 버튼의 선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추출 스택의 구성이 객체 지향적인 한, 다른 프로그래밍 방법, 예를 들어 절차가 사용될 수도

있다. 추출 스택 및 그와 관련된 컴포넌트에 대하여 여기서 설명되는 여러 가지 기능은 본 발명에 따른 각기 다른 소

프트웨어 루틴 및/또는 구조에 할당될 수도 있다.

추출 스택 동작

본 발명에 따른 추출 스택의 동작 및 용도에 대해 설명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벤트 구동 시스템은 사용자의

추출 스택과의 상호작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도 있다. 그러한 것으로서, 운영 시스템(36)(도 2)의 이벤트 관

리자(37)의 메인 루틴이 도 5에 도면부호 100으로 예시되어 있다. 비 이벤트 구동(non-event-driven) 시스템이 또

한 사용될 수도 있다.

루틴(100)은 무한 루프 상태로, 전형적으로는 운영 시스템(36)의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는 전용 프로세스로서 동작

하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 기술분야에서 널리 공지된 바와 같이, 루틴(100)은 블록(102)에서 이벤트를 기다리

며, 그러한 이벤트를 적절한 처리 루틴으로 보낸다. 본 발명에 따른 그러한 이벤트가 블록(106-114)에 여러 개 검출

된다. 도 5에는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발생되는 다수의 다른 형태의 이벤트를 처리하지만 본 발명의 이해와는 관련이 

없는 블록(104)이 또한 도시되어 있다.

스택 초기화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스택 이벤트의 초기화는 블록(106)에서 검출되고 깊이 관리자(60)에 의해 실행되는 스택 

초기화 루틴(150)에 의해 처리된다. 이것은 도 6에 더욱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루틴(150)은 지식의 집합체 문서를 

검색하고 그 문서를 도 4에 일반적으로 예시한 데이터 구조에 파싱(parsing)함으로써 블록(151)에서 시작된다. 위에

서 논의한 바와 같이, 텍스트 문서를 더욱 효과적인 데이터 구조 내로 파싱 하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는 널리 공지되

어 있다. 파싱 동작이 완료하게 되면, 11개의 정보 요소를 포함하는 지식의 집합체 데이터 구조가 생성된다. 이들 각

각의 요소는 아래의 표 II에 기재한 바와 같은 데이터를 포함한다 (내장 포맷 정보는 표에 표시되지 않음).

다음에 블록(52)에서, 표시될 객체가 추출 축(abstraction axis)을 따라 위치하는 깊이 범위를 발생시키기 위해 깊이 

벡터 객체가 생성된다. 깊이 벡터 객체는 예를 들어 깊이 벡터를 따라 한정되는 객체의 링크 된 리스트를 포함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데이터 구조가 사용될 수도 있다.

이어서 한 쌍의 컴퍼스 핸들 객체가 생성되고, 깊이 벡터의 최소 및 최대 깊이 값으로 그 깊이 값을 설정함으로써 블

록(154) 내의 깊이 벡터의 각각의 단부에 링크 된다. 그 다음으로, 어떤 추출 레벨이 한정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식의 집합체 데이터 구조는 블록(156)에서 스캔된다. 이 정보로부터, 교차점 객체는 각각의 추출 레벨에 대해 생성

되고, 깊이 벡터에 링크 된다. 전형적으로 교차점은 깊이 벡터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다. 따라서, 표 II의 지식

의 집합체에서는 세 개의 추출 레벨이 발견되고, 세 개의 교차점이 일정한 간격으로 깊이 벡터에 링 크 됨으로써, 깊이

벡터가 4개의 동일한 길이의 세그먼트로 분할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 교차점의 깊이 값을 깊이 벡터의 길이의 25%, 5

0%, 75%로 설정함으로써 수행된다.

다음으로, 블록(158)에서, 샤프트 밴드 객체가 생성되어 각각의 컴퍼스 핸들 및 교차점 사이에서 연장된다. 각각의 샤

프트 밴드 객체는, 예를 들어 인접한 표시 요소의 모서리 사이에서 연장될 수 있도록 4개의 라인 세그먼트의 쌍으로 

된 단부점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 블록(159)에서 깊이 관리자가 컴퓨터 표시장치 상에서 추출 스택의 렌더

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스택 렌더링 이벤트가 발생된다. 이렇게 해서 루틴(150)이 완료된다.



등록특허  10-0388401

- 10 -

도 5로 돌아와서, 스택 렌더링 이벤트는 블록(108)에서 검출되며, 스택 렌더링 루틴(160)에 의해 처리된다. 이하에서

논의되는 루틴(160)은 비디오 모니터 따위의 이차원 컴퓨터 표시장치 상에서 삼차원 형태로 추출 스택을 렌더링 하

거나, 가상 현실 헤드셋 등의 시뮬레이션 된 삼차원 표시장치 상에서 삼차원 형태로 추출 스택을 렌더링 한다. 루틴(1

60)은 (전형적으로 깊이 벡터의 방위에 비례하여) 추출 스택을 보기 위한 삼차원 공간 내에 위치인 뷰포인트 파라미

터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적절한 뷰포인트는 표시장치의 좌측 하단의 시작 위치에서 표시장치의 우측 상단의

종료 위치까지 연장됨으로써 깊이 벡터를 렌더링 한다.

뷰포인트는 고정되거나 임의의 선택 또는 우선적인 선택을 통해 사용자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다. 그밖에, 뷰포인트는

사용자가 가상 현실 모델링 언어(VRML) 브라우저 내의 가상 시계를 둘러 볼 수 있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자

에 의 해 동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대신에 루틴(160)은 홀로그래픽 탱크(an holographic tank) 등의 삼차원 표시

장치 내에서 추출 스택을 렌더링 할 수도 있다.

루틴(160)은 추출 스택을 렌더링 하는데 사용되는 스케일을 결정하는 줌 인자(a zoom factor) 또한 활용할 수도 있다

. 줌 인자는 고정될 수도 있고, 사용자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다. 줌 인자는 사용자가 온-더-플라이(on-the-fly)를 줌

인 및 줌 아웃 할 수 있도록 또한 동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그밖에, 전체 스택의 최대화된 뷰가 컴퓨터 표시장치 상

에서 렌더링 될 수 있도록 객체가 추출 스택 내에 놓인 후에 줌 인자가 계산될 수도 있다.

도 7에 상세히 예시한 바와 같이, 루틴(160)은 깊이 벡터에 대하여 뷰포인트 및/또는 줌 인자를 계산함으로써, 예를 

들어 현재 저장된 파라미터를 검색함으로써 블록(162) 내에서 시작된다. 다음에, 블록(164)에서 바인더 밴드를 제외

한 추출 스택 내의 각각의 객체(예를 들어, 렌즈 교차점, 등등)를 처리하기 위한 루프가 시작된다. 렌더링 되어야 할 

별도의 객체가 남아 있는 동안, 블록(165)은 이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전통적인 삼차원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적절

한 방위에서 깊이 벡터를 따라 다음의 객체를 렌더링 할 수 있도록 블록(165)이 실행된다. 더욱이, 지식의 집합체로부

터 정보를 표시하는 렌즈 등의 경우, 적절한 정보가 지식의 집합체 내의 정보 요소의 특정 포맷에 적절한 방식으로 렌

더링 된다. 예를 들어, HTML 포맷으로 된 지식의 집합체의 경우, 렌즈의 표시 내용을 렌더링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HTML 호환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수행되는 것과 유사한 HTML 파싱 및 렌더링 동작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블록(166)은 별도의 객체가 동일한 깊이에서 존재하는지를 결정한다. 그러한 각각의 객체에 있어서, 블록(

167)은 깊이 벡터로부터 오프셋 된 적절한 방위로 그러나 그로부터 동일한 상대 깊이에서 이들 별도의 객체를 렌더링

한다. 전형적으로, 그러한 객체는 보충 렌즈이다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된다).

일단 각각의 객체가 렌더링 되면, 블록(168)은 전형적으로 각각의 인접한 쌍의 객체의 네 모서리 사이에서 연장되는 

네 개의 라인 세그먼트를 렌더링 함으로써 각각의 표시된 객체 사이에서 바인더 밴드를 렌더링 하기 위하여 실행된다.

깊이 벡터를 따라 배열된 인접한 객체의 경우, 바인더 밴드는 샤프트 밴드로 지칭되고, 깊이 벡터 상에서 동일한 깊이

로 방위를 갖는 인접한 객체의 경우, 바인더 밴드는 계층 밴드로 지칭된다. 그 다음, 렌더링 된 추출 스택이 컴퓨터 표

시장치 상에서 표시될 수 있도록, 표시장치가 블록(168)에서 리프레시 된다. 이렇게 하여 루틴(160)이 종료된다.

루틴(150) 및 루틴(160)의 동작의 일례로서, 도 8은 컴퓨터 표시장치(22) 상에서 시작된 추출 스택(400)의 삼차원 렌

더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한 쌍의 컴퍼스 핸들(410,412)이 깊이 벡터(402)의 양쪽에서 생성된다. 또한, 앞서 설명

한 예인 BOK 문서를 사용하여 세 개의 추출 레벨이 제공되며, 따라서 세 개의 교차점(414a,414b,414c)이 깊이 벡터(

402)의 길이를 따라 균등하게 배치된다. 그런 다음, 바인더 밴드는 렌더링 되어 각각의 객체(410,412,414a,414b,41

4c)를 연결한다. 예를 들어, 라인 세그먼트(405a,405b,405c,405d)를 포함하여 바인더 밴드(405) 는 컴퍼스 핸들(41

0)을 교차점(414a)에 연결한다.

렌즈 생성

렌즈는 지식의 집합체 내에서 윈도우가 정보의 일부에 제공되는 한 공통의 GUI 환경에서의 윈도우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다수의 렌즈가 사전 설정된 관계를 통해 상호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윈도우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렌즈는 조정된 스크롤링 관계를 통해 관련이 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다중 렌즈는 지식의 집합체 내에서 

필수적으로 동일한 개념의 각기 다른 뷰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조정된 스크롤은 렌즈가 지식의 집합체 내에서

다른 개념을 표시하기 위하여 스크롤 될 때 렌즈가 상호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된다. 이 정도까지 추출 스

택 내의 렌즈는 전형적으로 하나 이상의 렌즈 세트로 분류된다. 각각의 렌즈 세트는 전형적으로 렌즈 세트 내의 각각

의 렌즈에 걸쳐 일관된 지식의 집합체 내의 현재의 위치를 통합한다. 그러나, 각각의 렌즈는 특정 렌즈 내에 표시되는 

지식의 집합체로부터 정보의 윈도우 또는 세그먼트의 범위로 한정하는 시작 및 종료 경계선을 또한 구비한다. 이 시작

및 종료 경계선은 여기에서는 얕은 경계선과 깊은 경계선으로 지칭된다. 렌즈 세트 내의 각각의 렌즈의 얕은 경계선

과 깊은 경계선 사이에 설정된 렌즈의 현재 위치를 유지함으로써, 스크롤 동작이 행해지는 동안 렌즈는 상호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조정된 스크롤링 렌즈 세트 내의 렌즈는 전형적으로 깊이 벡터를 따라 배치되고 샤프트 밴드에 의해 연결되지만, 반

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깊이 벡터를 따 라 배치된 렌즈는 깊이 벡터 렌즈로서 고려될 수도 있고, 전형적으로 일차 

또는 이차 렌즈로서 고려될 수도 있다. 일차 및 이차 렌즈는 공통의 렌즈 세트에 통합된다. 그들 사이의 차이는 일차 

렌즈는 지식의 집합체의 항해 시에 사용자의 추출 스택과의 상호작용의 초점인 반면에 이차 렌즈는 일차 렌즈에 대한

사용자의 동작에 응답하여 자동적으로 변형된다는 점이다. 이차 렌즈는 비록 지식의 집합체 내에서 동일한 정보의 또

다른 뷰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필터 구성을 취하기는 하나, 전형적으로 일차 렌즈와 동일한 개념을 표시한다. 그밖에, 

이차 렌즈는 일차 렌즈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도 있고, 따라서 이전의 일차 렌즈는 이차 렌즈가 된다.

렌즈는 상속된 필터 관계를 통해 또한 관련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보충 렌즈(a supplementary lens)로 지정된 하나

의 렌즈는 보충된 렌즈(a supplemented lens)로 지정된 또 다른 렌즈의 필터 특성을 상속한다. 보충 렌즈는 그에 의

해 보충된 렌즈까지 지식의 집합체 내의 교대된 포인트에서 정보의 뷰를 제공한다. 필터 구성이 전형적으로 보충된 

렌즈의 필터 구성과 동일하지만, 보충 렌즈를 이용한 항해는 보충된 렌즈와는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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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렌즈는 전형적으로 관련된 보충된 렌즈와 깊이 벡터를 따라 동일한 깊이에서, 그러나 동일한 평면 내에서 보충

된 렌즈로부터 간격을 두고 배치된다. 보충 렌즈는 조정된 스크롤 관계가 그 사이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른 보충 렌즈

의 렌즈 세트에 속하는 렌즈일 수도 있다.

따라서, 주어진 렌즈는 렌즈가 사용자 입력의 초점이냐 아니냐에 따라 일차 렌즈 또는 이차 렌즈로서 식별될 수 있고,

보충된 (깊이 벡터) 렌즈 또는 보충 (깊 이 벡터에서 오프셋 된) 렌즈일 수도 있다.

각각의 렌즈는 지식의 집합체로부터 렌즈가 정보를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한정하는 필터를 상호 통합된다. 특히, 렌즈

의 필터는 렌즈가 각각의 추출 레벨로부터의 정보 요소를 통과시키는지 또는 차단시키는지를 한정한다. 그밖에, 필터

에 의해 통과되는 각각의 추출 레벨의 경우, 필터는 렌즈 내에서 표시될 때 그로부터 정보 요소가 변환되는 방법을 한

정한다.

추출 스택에서 이용 가능한 필터의 타입은, 추출 구조로 일컬어지는, 지식의 집합체가 추출 레벨로 분류되는 방식에 

따라 다르다. 지식의 집합체는 하나의 추출 구조 또는 다중 추출 구조에 의해 나타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하나 이상

의 추출 구조는 작가 또는 개발자에 의해 및/또는 상속에 의해 한정된 하나 이상의 그러한 구조에 의해, 예를 들어 표

준 문서 컴포넌트 또는 데이터 타입에 기초하여 특별히 한정된다.

예를 들어, 이해의 레벨로 한정된 추출 레벨의 경우, 초급자용, 중급자용 및 전문가용 수준의 지식의 집합체를 제공하

기 위한 필터가 설정될 수도 있다. 상세의 레벨로 한정된 추출 레벨의 경우, 지식의 집합체의 개요, 요점, 또는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필터가 설정될 수도 있다. 데이터 타입의 레벨로 한정된 추출 레벨의 경우, 지식의 집합체 내의 

텍스트, 일러스트레이션, 비디오 클립 등의 별개의 뷰를 제공하기 위한 필터가 설정될 수도 있다. 문서 컴포넌트로 한

정된 추출 레벨의 경우, 지식의 집합체를 차례, 본문, 용어 해설, 색인 등으로 나타내기 위한 필터가 설정될 수도 있다.

통신 기술로 한정된 추출 레벨의 경우, 지식의 집합체를 예의 리스트, 질문에 대한 답, 교육 등으로 나타내기 위한 필

터가 설정될 수도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및/또는 레이어로 한정된 추출 레벨의 경우, 소오스 코드, 객체 

코드, 주석, 주석이 달린 소오스 코드, API, 클래스 정의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뷰를 제공하기 위한 필터가 설정될 

수도 있다. 또한, 작업의 본문과 주석, 비평 및 그 분석을 구분하는 추출 레벨의 경우, 작업, 주석, 작업의 측정 부분에 

통합된 주석 등의 뷰를 제공하기 위한 각기 다른 필터가 한정될 수도 있다. 추출 레벨은 관점, 즉시성, 및/또는 개인적

인 검색 능력에 기초하여 또한 분류될 수도 있다. 각기 다른 지식의 집합체를 나타내기에 적절한 다른 필터 구성을 제

공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도 5로 되돌아가서, 이벤트 관리자에 의해 처리되는 또 다른 이벤트는 추출 스택 상에서 새로운 렌즈를 생성하기 위한

요청이다. 이 요청은 블록(110)에서 검출되고, 렌즈 생성 루틴(180)에 의해 처리된다. 이벤트는 풀다운 또는 팝업 메

뉴, 툴바 버튼, 키스트로크(keystroke) 조합 또는 추출 스택 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 수단의 선택을 포함하여 다

수의 사용자 입력 작용에 응답하여 시작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깊이 벡터 렌즈의 경우, 렌즈는 (인접하든 인접하지 

않든 간에) 스택 내의 사용자에 의한 하나 이상의 교차점의 선택에 응답하여 생성될 수도 있다. 선택된 교차점 또는 

교차점들은 렌즈 내에서 초기에 표시되는 추출 레벨이 어느 레벨인지를 한정한다. 보충 렌즈의 경우, 렌즈는 사용자에

의한 보충되어질 렌즈의 선택에 응답하여 (예를 들어, 타이틀 바를 더블 클릭 함으로써) 생성될 수도 있다.

루틴(180)은 도 9에 상세히 도시되어 있으며, 렌즈의 초기 필터 구성을 결정 하기 위한 필터 구성 획득 루틴(280)을 

호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일단 필터 구성이 획득되면, 블록(182)이 실행되어 렌즈가 깊이 벡터 렌즈인지를 결정한다. 

만일 그렇다면, 제어는 블록(184)으로 진행하여 교차점 및 다른 깊이 벡터 렌즈에 대한 렌즈의 깊이 값, 즉 깊이 벡터

에 따른 렌즈의 상대 위치를 계산한다. 만일 단지 하나의 추출 레벨만이 렌즈 안에 표시되면, 깊이는 전형적으로 그 추

출 층의 초점 평면에서의 교차점에 있게 된다. 다수의 추출 레벨이 렌즈 내에 표시되면. 깊이는 예를 들어 필터 구성에

포함되는 매우 많은 수의 인접하는 교차점에 기초하여, 예를 들어 인접하는 교차점의 중심점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많은 수가 아닌 경우에는 렌즈의 위치가 그것과 가장 가까운 컴퍼스 핸들 사이의 가장 적은 선택되지 않은 교차점과

의 교차점의 위치와 일치할 수도 있다. 또한, 그러한 교차점이 없는 경우, 렌즈는 추출 스택의 중심점의 한쪽에 임의로

그리고 예측할 수 없게 위치할 수도 있다. 다른 방식으로 깊이 벡터를 따라 렌즈를 배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

다.

다음으로, 블록(186)은 현재의 렌즈 깊이에서 샤프트 밴드 (또는 다른)객체를 삭제하며, 그런 다음 블록(187)은 계산

된 깊이에 새로운 렌즈를 삽입한다. 새로운 렌즈는 예를 들어 공지된 방식으로 추출 스택을 나타내는 링크 된 리스트 

내에 삽입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블록(188)은 예를 들어 인접한 객체를 추출 스택이 링크 된 리스트에 삽입함으로써, 깊이 벡터를 따라 새로

운 렌즈와 인접한 객체 사이에 새로운 샤프트 밴드를 삽입한다. 블록(186-188)의 기능은 예를 들어 위에서 계산된 바

와 같은 렌즈의 깊이 값이 제공되는 렌즈 객체의 구성기 루틴의 일부로서 객체 지향 시스템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블록(189)은 (다수의 렌즈 세트가 허용되는 경우) 현재의 렌즈 세트 내의 다른 렌즈가 추출 스택 내에 개방

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행된다. 만일 그렇다면, 블록(190)이 실행되어 새로운 렌즈를 렌즈 세트에 추가

한다. 그렇지 않다면, 블록(191)이 실행되어 단독 부재로서 새로운 렌즈를 갖는 새로운 렌즈 세트를 생성한다.

블록(190) 및 블록(191)은 모두 제어를 블록(192)으로 보내어 렌즈 개방 이벤트를 블록(192) 내의 새로운 렌즈에 발

행하여 추출 스택 내에서 최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렌즈를 개방한다. 이렇게 하여 루틴(180)이 완료된다. 또 다른 형태

로, 사용자로부터의 특정 입력을 필요로 하는 두 가지 독립적인 작용으로서 렌즈의 생성 및 개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데, 이 경우 렌즈 개방 이벤트는 특정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여 시작된다. 렌즈는 필요하다면 처음에 최소화된 상태로 

표시될 수도 있다.

블록(182)으로 돌아와서, 만일 새로운 렌즈가 깊이 벡터 렌즈가 아니고 보충 렌즈라면, 제어는 블록(193)으로 보내어

져서 새로운 렌즈에 의해 보충되는 렌즈의 깊이 값으로 새로운 렌즈의 깊이 값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블록(194)은 보

충된 렌즈의 평면에서 깊이 벡터로부터 새로운 렌즈의 변위를 계산한다. 변위는 보충된 렌즈에 대한 보충 렌즈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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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결정하기 위한 거리 값 및 방향 값을 가질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렌즈의 변위 값의 분석에 의해 보충 렌즈는 깊이

벡터 렌즈와 구별될 수 있고, 따라서 깊이 벡터 렌즈는 깊이 벡터로부터의 null의 변위를 갖는 렌즈 로서 한정될 수도 

있다.

보충 렌즈의 변위는 예를 들어 사전 설정된 변위 증분으로 곱해진 보충된 렌즈 및 새로운 렌즈 사이의 중간 보충 렌즈

의 수에 1을 더한 함수로서 계산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성에 있어서, 보충된 렌즈는 깊이 벡터에 직교하는 축을 따라 

위치하게 된다. 또 다른 형태에 있어서는, 보충 렌즈가 보충되는 렌즈에 대해 다른 방향을 따라 위치할 수도 있다. 더

욱이, 렌즈의 배치는 컴퓨터 표시장치 위의 이용 가능한 공간에 좌우된다. 게다가, 배치 정보는 보충 렌즈와 함께 저장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배치는 추출 스택을 렌더링 하는 동안에 동적으로 결정된다. 또 다른 방식으로 보충된 렌즈에

대해 보충 렌즈를 배치할 수도 있다.

일단 새로운 렌즈의 위치가 결정되면, 블록(196)이 실행되어 상속된 깊이에 렌즈를 삽입하고, 블록(198)이 실행되어 

새로운 렌즈와 보충된 렌즈 (다른 보충 렌즈가 존재하는 않는 경우) 또는 가장 가까운 인접 보충 렌즈 (그러한 렌즈가 

존재하는 경우) 사이에 계층 밴드를 삽입한다. 블록(196) 및 블록(918)은 예를 들어 보충된 깊이 벡터 렌즈로부터 연

장되는 이차의 링크 된 리스트를 사용하여 실현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실현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제어가 블록(1

92)으로 이동하여 렌즈 개방 이벤트를 새로운 렌즈에 발행하며, 그런 다음 루틴(180)이 종료한다.

도 10은 필터 구성 획득 루틴(get filter configuration routine)(280)을 더욱 상세히 보인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

와 같이, 필터 구성은 전형적으로 각각의 가능한 추출 레벨이 렌즈 내에 표시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한

정한다. 따라서, 각각의 추출 레벨에 있어서, 필터 구성은 전형적으로 레벨이 차단되는지 통과되는지의 여부를 한정한

다. 더욱이, 통과된 각각의 레벨의 경우, 필터 구성은 그 레벨로부터의 정보의 표시가 특정 초점 효과를 사용하여 변형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한정한다.

루틴(280)은 블록(282)에서 렌즈가 깊이 벡터 렌즈이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으로서 시작된다. 만일 그렇다면, 

제어는 블록(284)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렌즈의 필터 구성을 디폴트 구성으로 초기화한다. 전형적으로, 이것은 렌즈 

생성 이벤트 내에서 식별되는 교차점에 응답하여 수행된다. 예를 들어,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깊이 벡터 렌즈는 하

나 이상의 교차점을 선택함으로써 생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폴트 필터 구성은 식별된 교차점에 의해 나

타내어지는 추출 레벨을 통과시키기 위해 설정된다. 모든 다른 추출 레벨은 필터에 의해 차단된다. 더욱이, 통과된 레

벨은 전형적으로 정상적인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정되며, 특정 초점 효과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른 렌즈 생성 작용에 있어서, 각기 다른 디폴트 필터 구성이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자 또는 지식의 집합체의 작가 또는 지식의 집합체와의 조기 세션에 참여한 사용자에 의해 사용자에게 최초에 이

용 가능한 사전 한정된 전문 렌즈의 리스트에서 선택되는 렌즈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 디폴트 필

터 구성은 사정 한정된 렌즈의 파라미터 세트에 기초한다.

일단 디폴트 필터 구성이 설정되며, 제어는 블록(286)으로 넘어가서 필터 구성 다이얼로그 박스가 사용 가능한 상태

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예를 들 어 사용자가 추출 스택을 보고 있는 동안 오직 사전 한정된 렌즈를 사용하는

것만이 허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러한 동작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이러한 지식의 집

합체에 대한 사전 저장된 세트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이얼로그 박스를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다

이얼로그 박스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면, 루틴(280)은 종료하고, 새로운 렌즈의 필터 구성으로서 디폴트 필터 구성

이 회복된다.

그러나 다이얼로그 박스가 사용 가능한 상태이면, 블록(287)이 실행되어 다이얼로그 박스가 초기화되며, 블록(288)

이 실행되어 디폴트 필터 구성의 사용자 확인 또는 변형을 확보한다. 예를 들어, 블록(287) 및 블록(288)은 사용자가 

다이얼로그 박스 내의 적절한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사용자 입력을 수용하고 블록(288)에서 루틴(280)으로 복귀되는 

다이얼로그 박스 객체를 초기화함으로써 수행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블록(288)으로 복귀하게 되면, 루틴(28

0)은 종료하며, 새로운 렌즈의 필터 구성으로서 선택적으로 변형된 필터 구성이 사용된다.

렌즈 필터의 구성을 위한 한가지 적절한 다이얼로그 박스(300)가 예를 들어 도 11에 예시되어 있다. 다이얼로그 박스

(300)는 두개의 이차 제어 그룹(302)(308)을 포함하고 있다. 제어 그룹(302)은 이용 가능한 추출 레벨 중에서 선택하

기 위한 드롭다운(drop-down) 메뉴 따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수단(304)을 포함하고 있다. 제어수단(304)을 사

용하여 추출 레벨을 선택하게 되면, 그 레벨의 현재의 통과/차단 상태가 통과 및 차단 라디오 버튼의 그룹 따위의 사

용자 인터페이스 제어수단(306) 내에 반영된다. 사용자는 다른 버튼의 선택이 해제되는 효과를 갖는 적절한 라디오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현재 선택된 레벨의 통과/차단 상태를 변형할 수 있다.

제어 그룹(308)은 한 세트의 라디오 버튼 따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수단(310)을 사용하여 현재 선택된 추출 레

벨의 초점 효과를 설정한다. 초점 효과는 차단된 추출 레벨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추출 레벨이 차

단되는 것으로 설정될 때마다 제어 그룹(308) 내의 제어수단을 사용 불가능하게 (회색으로 표시되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수단(310)은 추출 레벨에 대하여 정상(normal), 강조(highlight), 및 흐린(obscure) 초점 효

과를 반영하는 그룹으로 이루어진 라디오 버튼을 포함한다. 그밖에, 편집 버튼(312)은 하나 이상의 초점 효과 선택을 

위한 세팅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편집 버튼은 전형적으로 각각의 세팅의 표시 특성이 사용자에 의해

사용자에 맞도록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별도의 다이얼로그 박스를 열게 된다. 편집 버튼은 추출 스택 내의 모

든 렌즈의 표시 특성을 설정할 수도 있고, 필터의 관련 렌즈의 개개의 표시 특성을 설정할 수도 있다. 더욱이, 후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여전히 별도의 사용자 입력을 통하여 각각의 세팅에 대한 디폴트 표시 특성을 설정할 수도 있다.

정상적인 세팅은 레벨로부터의 정보가 특별한 효과 없이 표시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전형적으로, 정상적인 세팅 내에

표시되는 정보는 특별하게 설정된 속성을 갖지 않은 디폴트 폰트(텍스트인 경우)이거나, 정상적인 표시(이미지 또는 

다른 멀리미디어 정보인 경우)를 갖는다. 그러나, 모든 텍스트가 볼드체로 또는 이탤릭체 로 표시되기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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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사용자가 특정 표시 특성을 설정할 수도 있다.

강조 설정은 정보를 다른 레벨의 정보와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레벨로부터의 정보가 강조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강조는 볼드체 또는 밑줄 따위의 특수한 텍스트 속성을 통하여 또는 증가된 텍스트 크기를 통하여 실현될 수도 있다. 

또한, 강조는 반전 표시를 사용하여 (즉, 텍스트와 배경 색상을 반전시킴으로써) 실현될 수도 있다. 이미지 따위의 멀

티미디어 정보의 경우, 강조는 예를 들어 그 경계를 강조하거나 색상을 반전시킴으로써 실현될 수도 있다.

흐린 설정은 레벨로부터의 정보의 상대 위치 및 크기가 렌즈 내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실제의 정보 내용은 사용자에게

강조되지 않거나 숨겨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흐린 효과의 기본적인 목적은 정보가 지식의 집합체의 사전 설정된

위치에 존재하지만 정보의 내용은 특정 필터 구성에 관련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흐린 초점 효과는 의사 폰

트를 사용함으로써 실현되며, 따라서 각각의 문자 또는 각각의 단어가 박스 또는 라인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상태로 

또는 단일 문자 또는 아이콘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상태로 텍스트 정보가 표시된다. 또한, 흐린 효과는 공지된 바와 같

이 텍스트 및/또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회색으로 흐리게 함으로써 실현될 수도 있다. 표시 경계가 수반되든 되지 않든 

간에 여백이 또한 사용될 수도 있다. 실제의 내용을 흐르게 하면서 정보를 표시하는 다른 방법을 또한 사용할 수도 있

다.

다이얼로그 박스(300) 위에 제공되는 또 다른 제어 수단은 필터 스타일 버튼(314)이다. 이 버튼은 전형적으로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다수의 사전 한정된 필터 구성으로부터 사용자가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하는 또 다른 다이얼로그 박

스를 연다. 이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사용자는 다이얼로그 박스(300)와 유사한 또 다른 별도의 다이얼로그 박스를 사

용하여 특정 스타일을 추가, 삭제 및/또는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키 개념을 어드레스 하는 요소에 내장되고 링크 된 그래픽 및 애니메이션 예제와 개념의 일러스트레이션

과, 개념을 채용하는 작업 방법과, 관련되거나 거의 관련이 없는 추출 스택으로의 링크를 끼워 넣음으로써 익숙하고 

편안한 소개를 새로운 정보에 제공하기 위한 내장 끼워 넣기 필터가 제공될 수도 있다. 특정 요소를 강조하거나 및/또

는 지식의 집합체 내의 다른 정보를 흐리게 함으로써 특정 요소의 상대 위치 및 관계를 지식의 집합체의 다른 정보에 

보여주기 위한 핫 포인트-배경 필터가 제공될 수도 있다.

그밖에, 초보자, 기초, 일반 지식 및 전문가 필터 등의 특정 추출 레벨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독자에 의도된

정보를 특별하게 허락하는 지식 레벨 필터가 제공될 수도 있다. 높은 추출 레벨로부터의 정보만을 허락하는 개요 필

터가 제공될 수도 있다. 지식의 집합체로부터 방법 및 절차를 허락하는 작업 필터가 제공될 수도 있으며, 단지 예제만

을 허락하는 예제 필터가 제공될 수도 있다. 그밖에, 표제, 용어, 색인, 각주, 본문 등의 특정 타입의 정보 요소에 대해 

추출 레벨을 한정하는 경우에, 차례 필터, 표제 필터, 본문 필터, 각주 필터, 용어필터, 색인 필터 등의 여러 가지 필터

가 개발될 수도 있다.

사전 한정된 필터 구성은 특정 정보를 강조하거나 흐리게 하기 위해 개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필터는 색인 또는 

용어, 각주, 표제 등을 강조하기 위해 한정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필터 구성과는 다른 필터 구성을 취

할 수도 있다.

다이얼로그 박스(300)는 사용자가 다이얼로그 박스를 종료하고 제어를 루틴(280)으로 돌리게 할 수 있는 복귀 버튼(

316)(318)을 또한 포함하고 있다. 버튼(316)은 사용자가 현재의 필터 구성에 만족할 때 사용자가 선택하는 "OK" 버

튼이다. 버튼(318)은 사용자가 변경을 원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이전의 필터 구성으로 복귀하기를 원할 때 선택하는 "취

소" 버튼이다.

본 발명에 따른 필터를 구성하기 위하여 그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커니즘 및 구성을 사용할 수

도 있으며, 다이얼로그 박스(300)의 구성은 사용자에 의한 필터 세팅의 변경을 허용하는 수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다중 추출 구조를 활용하는 실시예의 경우, 다중 제어 그룹(302)(308)은 각각의 추출 구조를 표

시하기 위해 제공될 수도 있고, 특정 추출 구조의 정보와 함께 제어 그룹(302)(308)을 선택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별개의 제어 그룹이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별개의 다이얼로그 박스는 사용자가 추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이얼로그 박스(300)가 열리기 전에 열

린다. 몇몇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다중 추출 구조의 사용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특정 지식의 집합체의 작가에 의해 생

성될 수도 있다. 다른 변형 실시예에 있어서는, 몇몇 지식의 집합체에 있어서 상속된 추출 구조, 예를 들어 문서 컴포

넌트 또는 데이터 타입을 통한 추출 구조가 여기서 논의하 는 바와 같이 사용되고 선택될 수도 있다. 다이얼로그 박스

(300)는 전형적으로 사용자가 늦은 시점에 렌즈의 세팅을 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렌즈의 생성 후 사용자에 의해 

또한 열리고 활용될 수도 있다. 필터 구성의 변경은 다수의 방식으로, 예를 들어 특정 렌즈와 결합된 버튼 또는 메뉴를

통해 또는 공지된 방식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

렌즈의 렌즈 개방 이벤트를 처리하는 렌즈 개방 루틴(330)이 도 12에 예시되어 있다. 개방 렌즈는 일반적으로 (마이

너 렌즈와 같은) 최소화되지 않은 렌즈이며, 지식의 집합체의 일부를 표시한다. 이하에서 더욱 명확하게 밝혀지지만, 

각각의 렌즈는 지식의 집합체 내의 시작 및 종료 위치로서 렌즈의 경계를 나타내는 얕고 깊은 경계선을 포함할 수 있

도록 한정된다. 각각의 렌즈는 다수의 정보 라인을 포함한다. 각각의 라인은 그 라인에서 표시되는 지식의 집합체의 

일부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식의 집합체의 카운트를 통합한다. 지식의 집합체의 일부는 각각의 렌즈의 필터를 통해 필

터링 아웃되기 때문에, 렌즈 내에 표시되는 각각의 라인은 지식의 집합체 내의 각기 다른 정보의 양을 나타낼 수도 있

다. 따라서, 지식의 집합체 내의 위치에서, 따라서 렌즈 내에 표시되는 특정 정보와는 상관없이, 얕고 깊은 경계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논의되는 실시예는 주로 본 발명의 기본적인 개념이 좀더 잘 이해되도록 포맷과 레이아웃을 제한적으로 고려

하여 텍스트 정보로 형성된 지식의 집합체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그와 같은 입장에서, 렌즈 내의 정보의 

라인은 전형적으로 지식의 집합체로부터의 텍스트의 하나 이상의 단어를 포함한다. 각각의 지식의 집합체 세그먼트는

세그먼트를 조립하는 동안 렌즈 필터에 의해 차단되는 정보 요소와 함께 세그먼트 내의 텍스트 데이터에 의해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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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지식의 집합체의 일부의 카운트는 물론 텍스트 데이터를 소유한다. 그러나, 포맷된 텍스트, 텍스트 프레임, 그

래픽 프레임, 페이지 레이아웃, 그래픽 이미지, 비디오, 애니메이션 및 오디오 클립,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수단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웹 브라우저와 스크린에 나타난 화상이 출력이 되는 (WISIWYG) 편집 레이아웃 및 정보 표

시 개념을 통합함으로써 그래픽 및 다른 멀티미디어 데이터와 실행 가능한 데이터 등의 다른 형태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설계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여기에 개시된 텍스트 기반 실시예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루틴(330)은 블록(332)에서 현재의 치수에 기초하여 렌즈의 라인의 수를 계산함으로써 시작된다. 표시되는 라인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치수는 그 안에 표시되는 정보의 크기를 결정하는 렌즈의 선택적인 줌 인자는 물론 렌즈의 높이

와 폭을 포함한다. 그밖에, 렌즈의 라인의 수는 주어진 초점 효과 (예를 들어, 정상, 강조, 또는 흐림) 내에서 표시되는 

텍스트 정보의 폰트 크기에 좌우된다. 그러나, 윈도우 내에 표시되는 라인의 수의 계산은 이 기술분야에서는 널리 공

지된 루틴이다.

다음으로, 블록(333)이 실행되어 렌즈가 깊이 벡터 렌즈인지를 결정한다. 깊이 벡터 렌즈인 경우에는 블록(334)이 실

행되어 현재의 렌즈 세트 내의 렌즈가 이미 개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그렇다면, 블록(336)이 실행되

어 초기에 현재의 렌즈 세트 내의 일차 렌즈의 얕은 경계선과 같아지도록 렌즈의 깊은 경계선을 설정한다. 그렇지 않

다면, 블록(337)이 실행되어 초기에 지식의 집합체의 상부와 동일하게 되도록 렌즈의 깊은 경계선을 설정한다. 블록(

333)으로 되돌아와서, 렌즈가 보충 렌즈인 경우, 블록(338)이 실행되어 초기에 보충된 렌즈의 얕은 경계선과 같아지

도록 렌즈의 깊은 경계선을 설정한다.

블록(336)(337)(338)중 어느 블록이라도 실행된 후에는, 렌즈가 정보로 충전될 수도 있도록 렌즈 충전 루틴(340)이 

호출되며, 스택 렌더링 이벤트가 블록(339) 내에서 발생되어 도 7의 스택 렌더링 루틴(160)을 실행한다. 그런 다음, 

루틴(330)은 종료한다.

도 13에 상세히 도시된 렌즈 충전 루틴(340)은 일반적으로 렌즈가 정보로 채워질 때까지 지식의 집합체로부터의 정

보의 라인을 렌즈의 바닥에 입력하는 기능을 한다. 루틴(340)은 초기에 지식의 집합체 내의 렌즈의 시작 위치를 가리

키는 깊은 경계선을 수용한다. 루틴(340)은 종료되기 전에 이 값을 갱신하기 때문에, 얕은 경계선에 저장된 초기 값은

중요하지 않다. 이하에서 명백히 밝혀지지만, 루틴(340)이 종료하면 깊은 경계선이 지식의 집합체 내의 렌즈의 종료 

위치를 가리키도록 정보가 렌즈의 바닥에 입력됨에 따라 깊은 경계선은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루틴(340)은 블록(342)에서 렌즈 내의 각각의 라인의 지식의 집합체의 카운트를 0으로 초기화함으로써 시작된다. 다

음에, 라인의 지식의 집합체의 카운트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깊은 경계선을 갱신하는 동안, 스크롤 다운 루틴(200)이 

호출되어 정보의 라인을 렌즈의 바닥에 입력한다. 다음에, 블록(344)에서 렌즈의 상부 라인의 지식의 집합체의 카운

트가 더 이상 널(null)이 아닌지를 결정한다. 이것은 렌즈가 정보로 채워진 것을 나타낸다. 그렇지 않다면, 렌즈가 채

워질 때까지 루틴(220)이 다시 호출된다. 일단 렌즈가 채워지면, 블록(346)이 실행되어 렌즈의 얕은 경계선을 렌즈의

깊은 경계선에서 렌즈 내의 모든 라인의 지식의 집합체의 카운트의 합을 뺀 값과 동일한 값으로 갱신한다. 그라면 루

틴(340)이 종료된다. 이에 대한 변형예로서, 렌즈 충전 루틴이 스트롤 업 동작을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정보를 렌즈의 

상부에 입력할 수도 있다.

도 14는 스크롤 다운 루틴(220)을 더욱 상세히 예시한 것이다. 루틴(220)은 블록(222)에서 루틴에 의해 순차적으로 

구축되고 렌즈의 바닥으로 입력되는 새로운 라인 버퍼를 소거함으로써 시작된다. 그 다음에, 블록(223)에서 새로운 

라인이 채워졌는지를 결정한다. 새로운 라인이 최근에 소거되었기 때문에 루틴(230)이 호출되어 지식의 집합체로부

터 새로운 (계속되는) 세그먼트를 검색한다. 지식의 집합체로부터 검색된 다음 세그먼트는 관련된 렌즈의 필터에 의

해 필터링 되지 않은 지식의 집합체로부터의 사전 설정된 양의 정보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밖에, 다음 세그먼트를 검

색하려고 하다가 지식의 집합체의 끝을 만나게 되면, 이 표시기는 루틴(230)으로 복귀한다. 따라서, 블록(224)에서 

루틴(230)이 종료된 후에 지식의 집합체 지시기의 끝이 복귀하였는지를 결정한다. 복귀하지 않았다면, 복귀된 세그먼

트는 블록(226) 내의 새로운 라인에 추가되고, 제어가 블록(223)으로 되돌아가서 새로운 라인이 정보로 채워져 있는

지를 결정한다.

지식의 집합체의 끝을 만날 때까지 (블록 224) 또는 완전히 채워진 정보의 라인이 새로운 라인 버퍼에 추가될 때까지

(블록 223) 지식의 집합체로부터의 세그 먼트의 검색이 이루어진다. 어떤 경우에도, 제어가 블록(228)으로 넘어가고 

렌즈 내에 표시되는 현재의 상부 라인의 지식의 집합체 카운트만큼 렌즈의 얕은 경계선을 증분 시키고, 그 결과 렌즈

로부터 기존의 상부 라인이 제거된다.

렌즈의 얕은 경계선이 증분 된 후에, 제어는 블록(229)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라인을 렌즈의 바닥에 입력한다. 이러한 

동작은 이 기술분야에서는 널리 공지되어 있다. 따라서, 렌즈 위에서의 다음의 리프레시 동작에 있어서, 지식의 집합

체로부터 검색된 새로운 라인은 렌즈의 바닥에서 표시되며, 렌즈의 이전의 상부 라인은 렌즈의 얕은 경계선의 증분에

의해 폐기된다. 그런 다음 루틴(220)은 종료된다.

다음 세그먼트 검색 루틴(230)이 도 15에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루틴(230)은 블록(232)에서 렌즈의 깊은 경계선이 

지식의 집합체의 바닥 또는 끝에 위치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시작된다. 만일 그렇다면, 지식의 집합체 지시기의 끝은

블록(234)으로 복귀하고, 루틴(230)은 종료된다. 그러나 렌즈의 깊은 경계선이 지식의 집합체의 끝에 있지 않은 경우

에는, 제어가 블록(236)으로 넘어가서 지식의 집합체 내의 다음 (계속되는) 세그먼트를 받아들인다. 다음 세그먼트는 

지식의 집합체 내의 고정되고 사전 설정된 양의 정보로 이루어지며, 렌즈에 의해 필터링 되지 않은 이 지점에 놓인다. 

세그먼트의 크기는 단일 비트만큼 작을 수도 있고, 더욱 특정하게는 하나 이상의 바이트로 이루어진 정보일 수도 있

다. 그밖에, 정보 요소 내의 모든 정보는 동일한 추출 레벨 및 명명된 개념과 관련되는 것을 추정되기 때문에, 세그먼

트는 특정 실시예에 있어서는 완전한 정보 요소를 나타낼 수도 있고, 따라서 렌즈 필터에 의해 처리된다. 그러나 후자

의 경우에 있어서, 기껏해야 하나의 정보 라인을 갖는 세그먼트로 정보 요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버퍼가 필요할 수도 



등록특허  10-0388401

- 15 -

있다.

세그먼트가 검색된 후에, 제어는 블록(238)(240)으로 넘어가서 각각 세그먼트 크기만큼 렌즈의 깊은 경계선을 증분 

시키고, 세그먼트 크기만큼 새로운 라인의 지식의 집합체 카운트를 증분 시킨다. 그 다음에, 블록(242)에서 세그먼트

가 렌즈에 통합된 필터에 의해 필터링 되는지를 결정한다. 만일 그렇다면, 렌즈 내에 이 세그먼트를 표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제어는 블록(232)으로 넘어가서 가능하다면 지식의 집합체로부터 또 다른 세그먼트를 검색

한다. 따라서, 블록(232-242)에 의해 시작되는 루프는 필터링 되지 않은 세그먼트가 검색될 때까지 지식의 집합체를 

통해 아래로 스캐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스캔이 행해지는 동안, 새로운 라인의 지식의 집합체 카운트 및 지식의 집합

체 내의 깊은 경계선의 위치는, 필터링 된 정보가 표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집합체 내에서 고려될 수 있도

록, 유지된다.

일단 필터링 되지 않은 세그먼트가 검색되면, 블록(242)에서 블록(244)으로 제어가 넘어가고, 여기서 렌즈에 통합된 

현재의 필터 구성에 기초하여 세그먼트에 특수 (초점) 효과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만일 그렇다면, 제어

가 블록(245)으로 분기하여 세그먼트에 효과를 적용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각기 다른 추출 레벨이 렌즈 내에

서 구별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각기 다른 효과가 렌즈 내의 여러 가지 레벨과 관련된 정보에 적용될 수도 있다.

특수 효과가 세그먼트에 적용되었는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어는 블록(246)으로 넘어가서 링크 포인터 강조가 세

그먼트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며, 만일 그렇다면 블록(247)으로 분기하여 강조를 세그먼트에 적용한다. 이하

에서 상세히 논의되겠지만, 세그먼트가 첫째 필터링 되지 않았을 때, 둘째 포인터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정보 요소와 

통합된 명명된 개념과 연관된 경우에 링크 포인터 강조는 전형적으로 세그먼트에 적용된다. 그 다음에, 강조가 세그

먼트에 적용되었는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세그먼트는 블록(248)으로 복귀하고, 루틴(230)은 종료된다.

렌즈의 생성 및 개방의 일례로서, 도 16은 렌즈 생성 루틴(180) 및 렌즈 개방 루틴(330)이 완료되면 개방 렌즈(42)를 

추출 스택(400)에 추가하는 것을 예시한 것이다. 도시한 바와 같은 렌즈(420)는 지식의 집합체의 레벨(1-3)이 렌즈 

필터에 의해 통과되도록 모든 교차점(414a-414c)을 선택함으로써 생성되었다. 렌즈는 초기에 교차점(414c)(도 16

에는 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대표되는 초점 평면에 놓인다. 더욱이, 샤프트 밴드(405)의 방위는 렌즈(420)의 모서리

로 연장되도록 조정되었고, 렌즈(420)는 깊이 벡터(402)의 중심에 놓인다. 게다가, 이것이 첫 번째 개방 렌즈이기 때

문에, 렌즈는 렌즈 세트의 단독 요소가 되며, 따라서 사용자 입력을 받아들이는 일차 렌즈가 된다.

다수의 변형 및 변경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모든 교차점은 관련된 렌즈가 생성되었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표시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교차점(414c)은 도 16에 표시될 수 있다. 그밖에, 포함된 레벨을 나타내기 위하여 각각의 렌즈(4

20)에서 몇몇 문자와 숫자가 조합된 식별자 또는 아이콘 형태의 식별자가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렌즈(420)의 

경우에는 타이틀 바 안에 세 개의 아이콘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세 개의 추출 레벨이 통과되었음을 나타낸다.)

도 17은 렌즈(420)의 생성에 후속하여 이차 렌즈(422)를 생성하고 개방하는 것을 예시한 것이다. 이 예에서는, 렌즈

의 필터 구성이 레벨 1과 레벨 2는 통과하지만 레벨 3은 차단할 수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교차점(414a)(414b)의 선

택에 응답하여 이차 렌즈(422)가 생성된다. 렌즈는 교차점(414b)(도 17에는 삭제되어 있음)에 의해 대표되는 초점 평

면에 놓여 있다. 더욱이, 샤프트 밴드(405)의 방위는 렌즈(422)의 모서리로 연장되도록 설정되었다. 렌즈가 렌즈 세

트에 추가되는 한, 렌즈(420)를 사용자 입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일차 렌즈로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실

시예에 있어서는, 렌즈 세트 내의 새로운 렌즈의 생성에 의해 새로운 렌즈가 일차 렌즈로 설정될 수도 있다.

도 18은 렌즈(422)를 보충하는 보충 렌즈(424)의 생성 및 개방을 보인 것이다. 보충 렌즈(424)는 렌즈(422)의 필터 

구성을 상속하지만, 렌즈(423)와 동일한 표시 형태로 지식의 집합체의 다른 부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스크

롤 될 수 있다. (렌즈(422)(424)의 모서리의 일부만을 연결하는) 계층 밴드(426)는, 비록 동일한 평면 내에서 그로부

터 변위하기는 하지만, 렌즈 사이에서 연장되고, 렌즈(424)는 렌즈와 동일한 깊이에서 배치된다. 오직 하나의 보충 렌

즈(424)만이 도 18에 도시되어 있지만, 특정 렌즈 세트에서 렌즈를 보충하기 위한 보충 렌즈의 생성은 보충된 렌즈 

세트 내의 모든 다른 렌즈의 보충 렌즈의 생성을 또한 유도할 수도 있다.

조정 스크롤링

추출 스택(50)과 함께 활용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한가지 중요한 양상은 렌즈 세트의 다중 렌즈 내의 정보의 표시

를 조정하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렌즈 세트 내의 일차 렌즈는 GUI 환경에서의 활성화된 윈도우와 유사

하게 사용자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된 렌즈이다. 렌즈 내에서 표시되는 지식의 집합체로부터 정보를 변경하

는 일차 렌즈 상에서 수행되는 스크롤 동작은 전형적으로 지식의 집합체로부터의 정보의 표시가 여러 가지 렌즈에 걸

쳐 조정될 수 있도록 렌즈 세트 내의 각각의 이차 렌즈에서 유사한 스크롤 동작을 유도한다.

도 5로 되돌아와서, 이벤트 관리자에 의해 처리되는 별도의 또 다른 이벤트는 스크롤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이다. 

블록(112)에서 검출되고 스크롤 처리 루틴(200)에 의해 처리되는 그러한 이벤트는 공지된 다양한 형태로 시작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일차 렌즈는 유니트 및/또는 블록의 증분 및 감분 동작을 허용하는 전통적인 스크롤 바 객체를 포

함할 수도 있다. 더욱이, 스크롤 이벤트는 키보드 입력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문서 내의 특정 위치로 가라는 요청 

따위의 특정 메뉴 또는 툴 바 버튼 동작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밖에, 일차 렌즈에 검색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에, 

지식의 집합체 내의 특정 위치가 렌즈 세트 내에서 표시되어질 것을 요청하는 유사 스크롤 이벤트가 발생될 수도 있

다.

스크롤 처리 루틴(200)이 도 19에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루틴(200)은 블록(202)에서 스크롤 이벤트 내

에 공급되는 크기 및 방향에 기초하여 렌즈 세트의 지식의 집합체 내의 타깃을 계산함으로써 시작된다. 위에서 논의한

바 와 같이, 각각의 렌즈 세트는 지식의 집합체 내의 현재의 위치와 관련되어 있다. 스크롤 이벤트의 크기 및 방향에 

기초하여, 지식의 집합체 내의 새로운 타깃 위치가 계산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차 렌즈의 얕은 경계선 그리고 깊

은 경계선은 물론 일차 렌즈의 스크롤 증분은 공지되어 있다. 따라서, 스크롤 이벤트 내의 정보에 기초하여, 지식의 집

합체 내의 새로운 위치가 계산될 수도 있다. 스크롤 이벤트가 유니트 증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블록 증분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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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따라, 또는 스크롤 이벤트가 지식의 집합체 내의 특정 위치로의 이동을 요청하는 것인지에 따라, 지식의 집합

체 내의 타깃 위치가 통상적인 방식으로 계산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타깃 위치는 일차 렌즈의 일시적인 (표시되지 않은) 복사물 위에 예비 스크롤을 수행하고, 예비 스크롤 내

에 구축된 마지막 라인에 추가되거나 프리펜드된 마지막 새로운 세그먼트를 가리키도록 타깃을 설정함으로써 설정될

수도 있다. 렌즈를 채우기 위하여 라인의 높이, 폰트의 크기 등은 물론 렌즈 내로 얼마나 많은 라인이 입력되어야 하

는지를 알고 필터링 된 지식의 집합체를 얼마나 많이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타깃 위치를 결정할 수 있

다.

일단 지식의 집합체 내의 타깃 위치가 계산되면, 제어가 블록(204)으로 넘어가서 지식의 집합체 내의 타깃 위치를 표

시하기 위하여 렌즈 세트 내의 각각의 렌즈의 내용을 갱신한다. 전형적으로, 이 동작은 각각의 렌즈가 갱신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내용 갱신 이벤트를 렌즈 세트 내의 각각의 렌즈로 보냄으로써 수행된다. 이 이벤트에서, 지식의 집

합체 내의 새로운 타깃 위치가 각각의 렌즈에 공급된다. 그런 다음, 이벤트가 각각의 렌즈에 대해 시작된 후에 루틴(2

00)이 종료된 다.

각각의 렌즈는 내용 갱신 이벤트를 받아들이고, 도 20에 예시된 내용 갱신 루틴(210)을 사용하여 그러한 이벤트를 처

리한다. 루틴(210)은 블록(212)에서 (이벤트 내에 공급된) 지식의 집합체 내의 타깃 위치가 렌즈의 얕은 경계선 및 깊

은 경계선 사이에 있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시작된다. 만일 그렇다면, 렌즈의 스크롤은 요구되지 않으며, 루틴(210)은 

종료된다. 그러나, 타깃이 렌즈의 얕은 경계선 및 깊은 경계선 사이에 있는 않은 경우에는, 제어가 블록(214)으로 넘

어가서 타깃 위치가 렌즈의 깊은 경계선을 넘어서 있는지를 결정한다.

만일 그렇다면, (지식의 집합체를 통해 깊은 경계선을 아래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또한 갖는) 사전 설정된 증분, 여기

서는 라인을 지식의 집합체 내로 스크롤 다운 시키기 위하여, 도 14의 스크롤 다운 루틴(250)을 호출한다. 위에서 논

의한 바와 같이, 루틴(250)은 일반적으로 렌즈의 깊은 경계선에 인접한 지식의 집합체로부터의 새로운 정보 라인을 

검색함으로써 동작하며, 새로운 정보 라인을 렌즈의 바닥으로 입력한다. 새로운 정보 라인의 검색과 동시에, 렌즈의 

얕은 경계선 및 깊은 경계선이 조정되고 새로운 라인에 대하여 지식의 집합체 카운트가 계산된다.

도 20으로 되돌아와서, 새로운 라인이 렌즈 내에 입력된 후에, 블록(216)이 실행되어 타깃이 여전히 렌즈의 깊은 경

계선을 넘어서 있는지를 결정한다. 만일 그렇다면, 지식의 집합체 내에서 추가로 스크롤 다운을 수행하기 위하여 루

틴(250)이 다시 호출된다. 따라서 지식의 집합체 내의 타깃 위치가 더 이상 렌즈의 깊은 경계선을 넘어서 있지 않을 

때까지 루틴(250)이 호출된다. 타깃이 렌즈의 깊은 경계선 을 넘어서 있지 않게 된 후에는, 루틴(210)이 종료된다.

블록(214)으로 되돌아와서, 타깃이 깊은 경계선을 넘어서 있지 않으면, 타깃이 렌즈의 얕은 경계선 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타깃을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의 집합체 내에서 렌즈가 스크롤 업 되어야 하며, 따라서 (지식의

집합체를 통해 얕은 경계선을 위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또한 갖는) 사전 설정된 양, 여기서는 라인을 지식의 집합체 내

로 스크롤 업 시키기 위하여, 스크롤 업 루틴(220)이 호출된다. 다음에, 블록(218)이 실행되어 타깃이 여전히 렌즈의 

얕은 경계선 위에 있는지를 결정한다. 만일 그렇다면, 타깃이 더 이상 렌즈의 얕은 경계선 위에 있지 않을 때까지 블록

(218)은 순환하여 루틴(22)을 다시 호출한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면, 루틴(210)은 종료한다.

도 21은 스크롤 업 루틴(250)을 더욱 상세히 보인 것이다. 루틴(250)은 일반적으로 도 14의 루틴(220)과 동일한 방

식으로 동작한다. 특히, 루틴(250)은 블록(252)에서 새로운 라인 버퍼를 소거함으로써 시작된다. 그 다음에, 블록(25

3)에서 루프가 초기화되어, 이전의 세그먼트 검색 루틴(260)을 호출하고 검색된 세그먼트를 블록(256) 내의 새로운 

라인 버퍼 내로 프리펜드 한다. 새로운 라인 버퍼가 채워졌음을 블록(253)이 결정할 때까지 또는 지식의 집합체 지시

기의 상부가 루틴(260)으로부터 복귀되었음을 블록(254)이 결정할 때까지 루프는 계속된다. 어느 이벤트에 있어서도

, 제어는 블록(258)으로 넘어가서 렌즈 내의 현재의 바닥 라인의 지식의 집합체 카운트만큼 렌즈의 깊은 경계선을 감

분 시키고, 블록(259)으로 제어가 넘어가서 렌즈의 상부에 새로운 라인을 입력한다. 그런 다음 루틴(250)은 종료된다.

도 22에 더욱 상세히 예시된 이전 세그먼트 검색 루틴(260)은 도 15의 다음 세그먼트 검색 루틴(230)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루틴(260)은 블록(262)에서 필터링 되지 않은 세그먼트가 복귀할 때까지 또는 지식의 집합체의 

상부를 만날 때까지 지식의 집합체의 이전의 세그먼트를 검색하는 루프를 시작한다. 지식의 집합체의 상부를 만나게 

되면 (즉 얕은 경계선이 지식의 집합체의 상부를 가리키게 되면), 블록(262)은 지시기를 그 효과로 복귀시키고, 블록(

264) 내에서 루틴을 종료한다. 그러나 지식의 집합체의 상부를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블록(266)이 실행되어 지식의 

집합체 내의 이전 세그먼트를 검색한다. 그런 다음, 블록(268)(270)이 실행되어 사전 설정된 세그먼트 크기만큼 렌즈

의 얕은 경계선을 감분 시키고, 세그먼트 크기만큼 새로운 라인의 지식의 집합체 카운트를 증분 시킨다. 그런 다음 블

록(272)에서 검색된 세그먼트가 필터링 되는지를 결정하고, 만일 그렇다면 제어가 블록(262)으로 넘어가서 별도의 

세그먼트를 검색한다. 그러나, 세그먼트가 필터링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어가 블록(274)으로 넘어가서 특수 효과가 

세그먼트에 적용되어야만 하는지를 결정한다. 만일 그렇다면, 제어는 블록(275)으로 분기한다. 특수 효과가 세그먼트

에 적용되었는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어는 블록(276)으로 넘어가서 링크 포인터 강조가 세그먼트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이하에서 논의됨). 만일 그렇다면, 제어는 블록(277)으로 분기한다. 강조가 세그먼트에 적용되었

는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어는 블록(278)으로 넘어서 세그먼트를 복귀시키고 루틴을 종료한다.

도 23 및 도 24는 표 I 및 표 II의 지식의 집합체의 예에 대한 스크롤 다운 동작을 예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필터링 

되지 않거나 적어도 레벨(1-3)로부터의 정보 요소를 통과시키는 필터를 갖춘 일차 렌즈(420)가 도 23에 도시되어 있

다. 그러나 이차 렌즈(422)는 레벨(3)로부터의 정보 요소를 배제하는 필터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도 23에 예시한 

지식의 집합체의 위치에서는 일차 렌즈(420)가 정보 요소(E)의 시작은 물론 정보 요소(C)(D)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차 렌즈(422)는 정보 요소(E)를 필터링 하여 오직 정보 요소(C)(D)만을 보여준다. 정보 요소(D) 

아래에 배치된 빈 라인은 요소(D)(E)의 단락의 끝과 단락(F)의 시작 사이의 분리를 나타낸다. 요소(D) 내의 마지막 라

인의 끝에 있는 빈 문자는 정보 요소(E)의 필터링 된 내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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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일차 렌즈(420) 내에서 정보 요소(E)의 내용을 통해 스크롤 다운 동작을 수행할 

때, 이차 렌즈는 변경됨이 없이 도 23에서 이전에 표시된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표시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차 렌

즈에서 (레벨 2의 정보 요소인) 정보 요소(F)의 첫 번째 라인으로 스크롤 다운 동작을 수행할 때, 이차 렌즈(422) 또한

한 라인 아래로 스크롤 되어 렌즈(420) 및 렌즈(422) 사이의 좌표를 유지한다. 정보 요소(F)를 통해 계속해서 스크롤 

다운 동작을 행하면, 정보 요소(G)의 첫 번째 라인이 위치할 때까지 렌즈(420)(422) 상에서 스크롤 동작이 수행되며, 

따라서 이 정보 요소는 이차 렌즈(422)로부터 또한 필터링 된다.

도 25는 도 24의 이차 렌즈(422)와 동일한 내용을 표시하는 변형된 이차 렌즈(422')를 보인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정보 요소(E)가 이차 렌즈 내에 표시될 수 있도록 특수 효과가 적용되며, 정보 요소의 실제적인 내용을 표시함이 없이

렌즈에 표시된 다른 정보 요소에 대한 요소의 관계를 나타내기 이하여 정보 요소의 내용이 흐리게 표시되는 초점 효

과 특수 효과가 사용된다. 이 필터는 일반적으로 도 11과 관련하여 위에서 설명한 핫포인트 배경 필터의 한가지 실시

예이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다른 효과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또한 적용될 수도 있다.

링크 포인터

추출 스택(50)과 함께 활용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또 다른 중요한 양상은 명명된 개념에 관한 정보 요소를 함께 

링크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마우스 또는 기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포인터의 특정 

링크 포인터 모드를 사용하여 실현되는 링크 포인터의 사용을 통해 수행된다. 특히, 특정의 명명된 개념에 대한 정보 

요소에 대한 링크 포인터의 이동에 의해 명명된 개념과 부합하는 다른 표시된 정보 요소를 강조하게 된다. 전형적으

로, 링크 포인터 동작은 렌즈 세트의 일차 렌즈 내의 정보 요소에 대한 포인터의 이동에 제한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크로스-오버 이벤트는 일차 렌즈 내의 특정 정보 요소에 대한 사용자의

포인터 이동에 응답하여 발생된다. 크로스-오버 이벤트는 깊이 관리자에 의해 처리되며, 사정 설정된 환경에서 대기 

행렬 내에 놓인다. 대기 행렬 내의 이벤트 관리자는 명명된 개념과 통합된 정보 요소를 표시함으로써 이들 정보를 강

조할 수 있는 강조 이벤트를 렌즈 세트 내의 각각 의 렌즈에 발행한다. 그에 응답하여, 각각의 렌즈는 강조 이벤트를 

처리하고, 그에 따라 그 표시를 갱신한다.

예를 들어, 크로스-오버 이벤트를 처리하는 크로스-오버 처리 루틴(350)이 도 26에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루틴(350

)은 블록(352)에서 크로스-오버 이벤트가 (정보 요소의 바깥쪽 위치에서 정보 요소 위의 위치까지 포인터가 이동하

는) 엔트리 이벤트인지 아니면(포인터가 정보 요소 밖으로 이동하는) 종료 이벤트인지를 결정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벤트가 엔트리 이벤트인 경우, 제어는 블록(354)으로 넘어가서 크로스 오버 엔트리 이벤트가 현재 처리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만일 그렇다면, 루틴(350)은 종료된다. 그러나 이벤트가 처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어가 블록(356)

으로 넘어가서 단일 엔트리 크로스-오버 대기 행렬이 채워졌는지, 즉 계류중인 이벤트가 대기 행렬에 저장되어 있는

지를 결정한다. 만일 그렇다면, 루틴(350)은 종료된다. 그런지 않다면, 이벤트는 루틴(350)을 종료하기에 앞서 블록(3

58) 내에서 크로스-오버 대기 행렬에 추가된다.

블록(352)으로 되돌아와서, 이벤트가 종료 이벤트인 경우, 블록(355)이 실행되어 종료 이벤트가 현재 처리되고 있는

지를 결정한다. 만일 그렇다면, 루틴(350)은 종료되고, 그렇지 않다면 제어는 블록(356)으로 넘어가서 대기 행렬이 

비어 있는 경우에 대기 행렬에 이벤트를 추가한다.

크로스-오버 대기 행렬 위에 이벤트를 두게 되면 도 27에 예시한 이벤트 엔트리 처리 루틴(360)에 의해 처리되는 이

벤트 엔트리 이벤트가 발생된다. 루틴(360)은 블록(361)에서 대리 행렬로부터 이벤트 엔트리를 제거함으로써 시작된

다. 다음에, 블록(362)에서 이벤트가 크로스-오버 엔트리 이벤트인지를 결정한다. 만일 그렇다면, 블록(363)이 실행

되어 처리중인 엔트리 플래그를 설정한다. 이 플래그는 엔트리 이벤트가 현재 처리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이 플래그는 도 26의 블록(354)에서 테스트된다.

다음에, 블록(364)이 실행되어 이벤트 내에서 특정된 명명된 개념 (일차 렌즈 내의 크로스-오버 정보 요소의 명명된 

개념)과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필터링 되지 않은 정보 요소를 갖는 이차 렌즈의 리스트를 생성한다. 그 다음에, 블록(

366)은 일차 렌즈에서 명명된 개념에 대해 지식의 집합체 내에서 타깃 오프셋을 발생시킨다. 그 다음에, 명명된 개념

의 링크 포인터 강조가 블록(368) 내에서 즉, 명명된 개념과 관련된 플래그를 설정함으로써 허용된다. 다음에, 블록(3

70)이 실행되어 각각의 렌즈가 그 표시를 갱신하여 명명된 개념에 대응하는 정보 요소를 강조할 수 있도록 일차 렌즈 

및 이차 렌즈의 리스트에 강조 이벤트를 전송한다. 다음으로, 블록(372)은 처리중인 엔트리 및 처리중인 종료 플래그

를 소거하고, 루틴(360)을 종료한다.

블록(362)으로 되돌아와서, 대기 행렬 내의 엔트리가 종료 이벤트용인 경우, 제어는 블록(373)으로 넘어가서 처리중

인 종료 플래그를 설정한다. 이 플래그는 종료 이벤트가 현재 처리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 다음 블록(374)이 실행

되어 명명된 개념과 연관된 모든 플래그를 소거함으로써 모든 링크 포인터 강조를 금지한다. 그 다음에, 제어는 블록(

370)으로 넘어가서 블록(372) 내에서 처리 중 플래그를 소거하고 루틴을 종료하기 전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

조 이벤트를 발행한 다.

이벤트 핸들링 강조 루틴(375)은 도 28에 상세히 예시되어 있다. 루틴(375)은 블록(376)에서 이벤트 내에 지정된 지

식의 집합체 내의 타깃의 위치가 렌즈의 얕은 경계선 및 깊은 경계선 사이에 있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시작된다. 만일 

그렇다면, 렌즈의 스크롤은 불필요하고, 따라서 렌즈의 깊은 경계선은 블록(378) 내에서 얕은 경계선의 값으로 설정

되고, 렌즈 충전 루틴(340)이 호출되어 렌즈의 내용을 리프레시 한다. 그 후에 루틴(375)은 종료된다. 깊은 경계선을 

얕은 경계선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벤트 전에 그랬던 것처럼 강조 이벤트가 처리된 후에 렌즈의 깊은 경계선 및 얕은 

경계선은 동일하게 된다. 그러나, 충전 루틴이 수행된 후에, 명명된 개념의 강조 상태는 도 27과 관련하여 위에서 설

명한 루틴(360)에서 설정된 플래그에 기초하여 설정되거나 소거된다 (도 15의 루틴(230)의 블록(246-247) 및 도 22

의 루틴(260)의 블록(276-2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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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376)으로 되돌아와서, 타깃이 렌즈의 얕은 경계선 및 깊은 경계선 사이에 존재하지 않으면, 도 20의 내용 갱신 

루틴(210)이 호출되어 지식의 집합체 내의 타깃 위치를 표시하는 필요한 렌즈를 스크롤 한다. 이러한 스크롤과 동시

에, 렌즈의 내용은 리프레시 되어,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강조된 상태를 반영하게 된다. 그런 다음 루틴(375)이 종

료된다. 이와는 다른 형태로, 크로스-오버 이벤트에 응답하여 어떠한 조정된 스크롤도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따

라서 명명된 개념에 관련되어 있지만 렌즈에 현재 표시되지 않는 정보 요소를 표시하기 이하여 렌즈를 갱신하는 내용

갱신 루틴을 별도로 호출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명명된 개념은 요직 하나의 정보 요소와 관련될 수 있어서, 오직 하나의 요소만이 주어진 렌즈 내에서 강조될 수 있다.

다른 형태로서, 다중 정보 요소가 명명된 개념과 연관되어서, 다중 정보 요소가 렌즈 내에 주어진 시간에 강조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타깃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이벤트를 시작한 정보 요소에 대해 특별히 타깃 위치를 두는 것이다.

도 29는 도 23과 관련하여 위에서 설명된 일차 및 이차 렌즈(420)(422)를 일례로서 보인 것이다. 이 경우에, 링크 포

인터 모드 내에 놓인 포인터(430)는 명명된 개념 "coul"과 연관된 크로스-오버 정보 요소(D)를 갖는다 (표 II 참조). 

그에 응답하여, 정보 요소(D)는 렌즈(420)(422)에서 강조된다. 더욱이, "coul"로 명명된 개념과 또한 연관된 정보 요

소(E)는 렌즈(420)에서 또한 강조된다. 포인터가 정보 요소(D)를 벗어남으로써 크로스-오버 종료 이벤트가 발생된 

후에, 렌즈(420)(422) 내의 정보 요소(D)(E)의 시각적인 표시는 도 23에 예시한 표시로 복귀한다.

별도의 제어 수단 및 조작 동작

별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 수단 및 동작이 본 발명에 따른 추출 스택 내에서 실현될 수도 있다. 이들 다수의 제

어 수단 및 동작에 대해서는 도 30 및 도 31을 참조하여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된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

에서의 이들 제어 수단 및 특징의 실현은 여러 측면에서 종래의 GUI 제어 수단 및 입력 순서와 유사하다. 그 결과, 이

들 제어 수단 및 특징의 실현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본 발명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렌즈는 다수의 종래의 GUI 제어 수단을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렌즈는 닫기 버튼, 최소화 버튼, 최대화 버튼, 

타이틀 바, 크기 조정 핸들, 스크롤 바, 드롭다운 메뉴, 툴바 버튼 등의 종래의 다양한 GUI 윈도우 제어 수단을 포함할

수도 있다.

도 30은 전형적으로 바인더 밴드에 부착하기에 적절한 작은 사각형 형태의 임의의 작은 객체인 마이너 렌즈 형태(43

5)로 윈도우 내에서 최소화되는 윈도우(422) 상의 최소화 동작을 예시한 것이다. 전형적으로, 깊이 벡터 렌즈는 최소

화되거나 닫힐 때 마이너 렌즈로 변환된다. 다른 형태로서, 깊이 벡터 렌즈를 닫아서 렌즈를 추출 스택으로부터 제거

할 수도 있다. 보충 렌즈 또한 최소화될 수 있지만, 더욱 전형적으로는 보충 렌즈는 최소화 또는 폐쇄될 때 제거된다.

렌즈는 다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입력을 통해, 예를 들어 렌즈 상에서 최소화 또는 닫기 버튼을 클릭 함으로써 마이

너 렌즈를 최소화될 수도 있다. (마이너 렌즈 사에서 한번 클릭 또는 더블 클릭 함으로써) 마이너 렌즈를 선택하게 되

면, 렌즈가 일차 또는 이차 렌즈 형태로 개방된다. 마이너 렌즈를 선택하게 되면, 렌즈 세트 내의 다른 일차 및/또는 이

차 렌즈가 폐쇄된다.

예를 들어, 마이너 렌즈는 지식의 집합체의 작가에 의해 작가가 추출 스택의 사용자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믿는 다수

의 사전 한정된 렌즈 및 필터 구성을 설정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그 결과, 사용자는 그러한 형태를 설정하는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도 지식의 집합체의 각기 다른 형태를 볼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사전 한정 된 렌즈를 열 수 있게 된다.

사용자는 (바인더 밴드 상에서 한번의 클릭 또는 더블 클릭을 통해서) 바인더 밴드를 선택함으로써 렌즈 세트 내의 다

른 렌즈를 선택적으로 닫는 것은 물론 인접한 마이너 렌즈를 여는 것이 허용된다. 하나의 마이너 렌즈가 열리면, 그 렌

즈는 일차 렌즈가 된다. 하나 이상의 렌즈가 열리면, 이전의 일차 렌즈에 가장 가까운 렌즈가 일차 렌즈가 된다. 그밖

에, 선택된 바인더 밴드에 인접한 마이너 렌즈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교차점이 선택되며, 만일 선택된 바인더 밴드

에 인접한 교차점이 없는 경우에는 도움말 토픽이 열려서 사용자에게 바인더 밴드의 적절한 사용법을 알려주게 된다.

사실상, 추출 스택 내에서 사용하고 항해하는 방법에 관한 별개의 추출 스택이 열릴 수도 있으며, 바인더 밴드에 관한

정보가 열리고 강조된다.

렌즈는 (타이틀 바 위에서 최대화 버튼을 선택하거나 더블 클릭을 함으로써) 최대화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표시가 

도 31에 예시된 바와 같은 프라임 렌즈 뷰에 스위칭 된다. 프라임 렌즈 뷰에서, 특정 렌즈 내에 표시되는 정보의 전후 

관계는 렌즈를 최대화 (프라임 렌즈) 형태로 표시하고 추출 스택의 나머지 부분은 찌그러진 형태로 둠으로써 사용자

에게 일시적으로 안보이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 31은 렌즈(420)의 최대화 형태를 나타내는 프라임 렌즈(452)

를 예시한 것으로, 추출 스택(400)은 찌그러진 형태(450)로 배치되어 있다.

찌그러진 스택 형태는 전형적으로 깊이 벡터의 각각의 단부에서의 컴퍼스 핸들과 스택에 링크 된 다른 컴퍼스 핸들은

물론 깊이 벡터에 따른 각각의 초점 평면의 형태를 보여주는 임의의 작은 형태를 포함한다. 프레임 렌즈 뷰 내에서의 

프라 임 렌즈를 제외하고, 생성된 모든 렌즈는 임의의 작은 마이너 렌즈로 표시된다. 프라임 렌즈 뷰 내에서, 프라임 

렌즈는 정상적인 뷰에서의 관련된 렌즈와 거의 동일한 깊이 벡터에 대한 상대 위치에서 표시된다. 전형적으로, 사용

자의 찌그러진 추출 스택과의 상호작용은 선택 및/또는 끌기 동작을 통한 컴퍼스 핸들을 사용하는 조작으로 제한된다

. 다른 형태에 있어서, 찌그러진 전체 형태는 단일 객체로서 동작할 수도 있고, 개개의 컴포넌트가 개별적으로 조작될 

수도 있다.

추출 스택 어플리케이션은 하나 이상의 깊이 벡터를 활용하며, 따라서 실행 시에 다중 추출 스택이 동일한 표시장치 

내에서 동시에 표시되고 액세스될 수도 있다. 다중 추출 스택은 또한 추출 스택 내에서의 항해를 위한 메커니즘으로써

작용하는 별개의 추출 스택을 통해 상호 연결될 수도 있다.

다중 추출 스택은 별개의 지식의 집합체에 관련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여기서 논의하는 

바와 같은 추출 스택 뷰어 또는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의 도움말 시스템은 추출 스택으로서 실현될 수도 있다. 따라

서, 지식의 집합체는 추출 스택을 통한 사용 및 항해와 관련된 것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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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추출 스택은 동일한 지식의 집합체에 또한 관련될 수도 있으나, 그 안에 포함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별개의 방

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각기 다른 추출 구조가 각기 다른 클래스의 추출 레벨로 지식의 집합체를 구분할 수도 있다

, 하나의 추출 구조는 지식의 집합체를 이해의 레벨 (예를 들어, 초보자, 전문가, 등등)에 기초하는 추출 레벨로 구분

하고, 또 다른 추출 구조는 지식의 집합체를 문서 성분(예를 들어, 본문, 각주, 표제, 색인, 용어, 예제, 그림, 오디오 클

립, 비디오 클립, 등등)에 기초한 추출 레벨로 구분한다. 다중 추출 레벨 분류는 예를 들어 지식의 집합체 내의 각각의 

정보 요소의 다중 레벨 식별 필드를 허용함으로써 실현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infoel>" 태그 내에서 별개의 "lvla" 

및 "lvlb" 필드를 사용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하나의 추출 스택은 오직 "lvla" 필드만을 판독하고, 다른 스

택은 오직 "lvlb" 필드만을 판독하게 된다). 각기 다른 구조가 별개의 스택을 가질 수도 있으며, 다중 구조의 양상을 반

영할 수 있도록 단일 필터를 구성할 수도 있다. 별도의 태그가 사용되어, 예를 들어 각기 다른 클래스의 추출 레벨로부

터의 레벨을 함께 링크 하는 태그를 사용함으로써, 다중 추출 스택이 어떻게 상호 링크 되어야 할지를 나타내는데 또

한 사용될 수도 있다. 다른 형태에 있어서는, 몇몇 특정 방식으로 추출 스택이 관련되어 있음을 반영하기 위하여 단순

히 추출 스택 사이에 임의의 커플링이 제공될 수도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 수단은 동일한 컴퓨터 표시장치 상에서 보여져야 할 다중 추출 스택을 표시하고 함께 링크 

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도 30은 추출 스택(400)을 별도의 추출 스택과 함께 링크하기 위하여 깊이 벡터를 따라 

특정 초점 평면으로부터 연장될 수 있는 별도의 컴퍼스 핸들, 예컨대 컴퍼스 핸들(440)(442)을 사용하는 것을 보인 

것이다. 계층 밴드, 예를 들어 밴드(441)(443)는, 비록 링크 되지 않은 추출 스택이 단순히 다른 객체에 연결되지 않은

단일 컴퍼스 핸들에 의해 표시되더라도, 추출 스택(400)에 컴퍼스 핸들을 커플링 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활용되는 컴퍼스 핸들은 완전히 최소화된 추출 스택을 나타내는데 사 용될 수도 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한

번의 클릭 또는 더블 클릭을 통하여) 그러한 컴퍼스 핸들을 선택하면 최소화된 스택이 (도 31에 예시된 형태(450)와 

유사한) 찌그러진 스택 형태로 확장될 수도 있다.

전형적으로, 상호 링크 된 추출 스택은 깊이 벡터와 나란하게 그 방위가 정해진다. 다중 추출 스택이 표시는 되지만 

함께 링크는 되지 않은 경우에는 나란한 상태로 모든 스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최소화된 추출 

스택이 찌그러진 형태로 확장되면, 깊이 벡터는 현재 개방된 스택의 방위의 모드 또는 평균치에 따라 그 방위가 정해

질 수도 있다.

찌그러진 스택 형태 위에서 컴퍼스 핸들을 선택하면 추출 스택이 도 30에 예시한 형태(400)와 같이 확장된 형태로 확

장된다. 스택이 확장되면, 디폴트 렌즈가 열리게 된다. 일례로서, 선택된 컴퍼스 핸들에 가장 가까운 두 개의 깊이 벡

터 렌즈를 열고 컴퍼스 핸들에 가장 가까운 렌즈를 일차 렌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출 스택용 렌즈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에, 디폴트 필터 구성을 갖는 두 개의 렌즈(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교차점

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추출 레벨을 각각 통과하는 렌즈)가 생성되고 개방된다.

(한번의 클릭 또는 더블 클릭을 통하여) 확장된 추출 스택 위에서의 컴퍼스 핸들의 선택은 전체 추출 스택을 컴퍼스 

핸들로 최소화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다른 형태로서, 유사한 형태로 또는 다른 형태로 컴퍼스 핸들을 선택하면 추

출 스택을 찌그러진 형태로 찌그러뜨릴 수 있다.

컴퍼스 핸들은 여러 가지 끌기 동작을 통해 (예를 들어, 핸들 위에서 포인터 를 특정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버튼을 누

르고, 버튼을 누른 상태로 포인터를 이동시킴으로써) 조작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확장된 스택의 경우, 한가지 모드에서 (예를 들어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컴퍼스 핸들을 끌면 

그 방위 또는 크기가 변경됨이 없이 표시장치 둘레로 전체 추출 스택을 이동시킬 수 있다. 또 다른 모드에서 (예를 들

어, 하나의 컨트롤 키 또는 조합된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컴퍼스 핸들을 끌면 깊이 벡터의 방위 및 길이가 변형될 수 있

도록 다른 컴퍼스 핸들은 고정된 상태로 컴퍼스 핸들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모드에서 (예를 들어, 또 다른 

컨트롤 키 또는 조합된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컴퍼스 핸들을 끌면 컴퍼스 핸들이 깊이 벡터를 따라서만 이동하여 그 방

위를 변경함이 없이 추출 스택의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모드를 사용하면 크기를 변경함이 없이 방위만이 

변경될 수 있도록 깊이 벡터가 다른 컴퍼스 핸들을 중심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찌그러지거나 최소화된 스택 위에서 

컴퍼스 핸들을 끌게 되면 단순히 표시장치 내에서 찌그러지거나 최소화된 스택 전체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VRML 내의 뷰 개념의 필드와 유사한 추출 스택의 뷰포인트를 변경하기 위하여 비슷한 효과가 사용될 수도 

있다.

프라임 렌즈 뷰 내에서 컴퍼스 핸들을 끌면 프라임 렌즈에 대해 찌그러진 추출 스택 둘레를 이동할 수도 있다. 더욱이,

스택이 프라임 렌즈에서 끌어내어지면 표시는 정상적인 뷰 상태로 복귀하고, 스택은 확장되며, 이전의 일차 렌즈는 

일차 렌즈로 설정되고, 높은 또는 낮은 추출 레벨에서의 별도의 렌즈가 이차 렌즈로서 개방된다.

확장된 추출 스택 내의 개개의 렌즈는 필요에 따라 사용자에 의해 또한 조작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렌즈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일차 렌즈로서 어떤 렌즈가 지정되는지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선택될 수도 있다. 그밖에, 렌즈

의 이동 및/또는 크기 조정을 수행할 수도 있다. 렌즈 세트 내의 렌즈의 이동 및 크기 조정은, 비록 렌즈 세트에 대해 

그룹 이동 및 크기 조정 동작이 지원될 수도 있지만, 전형적으로 그 렌즈만을 변경한다. 그러나, 렌즈의 크기가 조정되

고 이동하는 경우에도, 다른 렌즈에 대한 깊이 벡터를 따라 위치하는 렌즈의 위치가 유지됨으로써, 그들 사이의 문맥 

관계가 또한 유지된다. 렌즈의 깊이 벡터에 따른 위치는 변경될 수도 있지만, 렌즈가 스택 위의 또 다른 렌즈와의 상대

위치를 스위칭 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변경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렌즈의 이동 및 크기 조정은 본 발명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종래의 GUI 윈도우와 

유사하게, 렌즈는 그 타이틀 바를 끌어서 또는 바람직한 모드 내에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이동시킬 수 있다. 렌즈의 

크기 조정은 전형적으로 종래의 크기 조정 핸들을 사용하여 (예를 들어, 렌즈의 경계선을 그어서) 수행할 수도 있다.

전형적으로, 렌즈의 이동은 렌즈의 평면, 즉 추출 축선을 따라 고정된 깊이에서 배치되거나 그에 수직하는 평면 내에

서의 이동으로 제한된다. 렌즈의 깊이를 변경하기 위한 별도의 이동 동작이 본 발명에 따라 또한 제공될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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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동은 깊이 벡터를 따라 배치된 인접한 객체의 깊이에 의해 제한된다. 일부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인접한 객체

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한 완전한 삼차원 이 동이 본 발명에 따라 또한 허용될 수도 있다. 인접한 객체의 깊이 

이상으로 이동하기 위한 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객체 사이의 상대 깊이가

유지되는 한 깊이 벡터에 따른 인접 객체의 이동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밖에, 일부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최초로 

렌즈가 위치한 이후에 그 필터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 깊이 벡터를 따라 렌즈의 상대 깊이를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양한 이동 메커니즘이 종래의 메커니즘에 더하여 및/또는 그 대신에 또한 사용될 수도 있다. 렌즈를 이동시키고 그 

크기를 조정하는 한가지 적절한 방법은 포인터가 충돌 크기 조정 또는 이동 조작 모드에 있을 때 렌즈의 경계선과 포

인터를 충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에 의해, 제 1 벡터가 그 경계선 세그먼트와 교차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제 1 

벡터에 따른 포인터의 이동은 제 2 벡터를 따라 렌즈의 경계선 세그먼트를 이동시킨다. 이동 모드에서는, 경계선 세그

먼트가 다른 모든 경계선 세그먼트와 함께 이동함으로써 렌즈를 효과적으로 이동시킨다. 크기 조정 모드에서는, 다른

경계선 세그먼트는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어 렌즈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조정한다. 포인터는 제 1 벡터가 확장되는 단

일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한정될 수도 있으며, 다른 형태로서 근접 범위가 그 포인터 둘레에서 한정될 수도 있다. 그 

경계선은 렌즈의 경계선 세그먼트와의 충돌을 시험하는데 사용된다.

"범퍼-점퍼" 동작으로 불리는 이러한 타입의 포인터 조작에 의해 포인터가 렌즈와 충돌할 때 포인터가 렌즈와 부딪히

거나 렌즈를 밀어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모드는 필요에 따라 소정의 경계선에 걸쳐 사용자가 신속히 그리고 선택

적으로 부딪히거나 점프하는 것이 (예를 들어, 포인터를 이동시키는 동안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유지함으로써) 허용

되는 일시적인 허가 또는 금지 동작을 포함하여, 선택적으로 허가 또는 금지될 수 있다. 그밖에, 충돌은 렌즈 밖으로부

터의 경계선 세그먼트와 접촉할 때 및/또는 렌즈의 경계선 내에 있는 동안 경계선 세그먼트와 접촉할 때에만 선택적

으로 검출될 수도 있다.

일례로서, 도 32는 충돌 조작 모드 내에 있을 때의 추출 스택(400) 위에서 수행되는 이동 동작을 보인 것이다. 렌즈(4

62)의 일부가 렌즈(460) 뒤에 숨어 있도록 한 쌍의 렌즈(460)(462)가 부분적으로 중복된 상태로 도시되어 있다. 사용

자가 렌즈 (462)내의 숨겨진 정보를 보길 원하는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충돌 이동 조작 모드에 놓

인 동안에 렌즈(460)의 경계선에 대해 포인터(464)를 충돌시키거나 부딪히게 하는 것이다. 도 33에 도시한 바와 같이

, 포인터(464)가 벡터(466)를 따라 464'로 표시한 위치까지 이동하면, 렌즈(460)는 460'으로 표시한 위치로 점프하

고, 따라서 사용자는 숨겨진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밖에, 도 33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깊이 벡터에 수직한 평면 내에서 렌즈가 삼차원 공간 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위에 배치된 각각의 객체의 중심 사이에서 연장되고, 다수의 포인트 (예를 들어 깊이 벡터(40

2) 위의 포인트(404) 및 포인트(406))에서 함께 연결되는 세그먼트로 깊이 벡터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 따라서, 깊이 벡터는 순수하게 선형일 필요는 없지만, 주된 방향으로 함께 연장되는 다수의 세그먼트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것으로서, 깊이 벡터에 따른 각각의 깊이 벡터 렌즈는 여전히 깊이 벡터 위의 중심 에 놓여 있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깊이 벡터는 필요에 따라 변경되어 그 위에 배치된 렌즈의 병진 이동이 허용된다. 다른 형태로서, 

렌즈 및 기타 객체가 추출 스택을 따라 적절한 위치에서 각각의 렌즈를 렌더링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그 평면을

따라 깊이 벡터로부터 객체의 분리를 한정하는 특정 오프셋 또는 분리 벡터를 저장할 수도 있다. 더욱이, 위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깊이 벡터를 표시하는 것조차 필요하지 않다.

충돌 조작 대신에 또는 그와 함께 사용되는 렌즈를 이동시키거나 크기를 조정하는 또 다른 적절한 방법은 근접 조작

의 방법이다. 근접 조작 모드에 있어서, 근접 포인터 둘레에 배치된 사전 설정된 근접 범위 내의 렌즈는 포인터의 사용

자 조작에 응답하여 그룹으로서 그 크기가 조정되거나 이동하며, 따라서 한번에 다중 객체의 신속한 조작이 가능하다.

근접 범위는 깊이 벡터에 수직하는 평면으로 제한되거나, 깊이 벡터에 따른 상대 위치에 관련된 깊이 인자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일례로서, 도 34는 근접 포인터 모드에 있을 때 추출 스택(400) 위에서 수행되는 이동 동작을 보인 것이다. 렌즈(472)

(474)의 일부가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 개의 렌즈(470)(472)(474)가 부분적으로 상호 중첩된 상

태로 도시되어 있다. 사용자가 예를 들어 렌즈(474) 내의 숨겨진 정보를 보기를 원하는 경우, 그렇게 하는 한가지 방

법은 근접 모드 내에 포인터(476)를 위치시키고 각각의 윈도우(470)(472)의 적어도 일부가 포인터 둘레에 한정된 근

접 범위(477) 내에 배치되도록 포인터의 방위를 정하는 방법이다. 도 35에 도시한 바와 같이, 포인터(476)가 벡터(47

8)를 따라 476'로 표시한 위치까지 이동하면, 렌즈(470)(472)는 470' 및 472'로 표시한 위치로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 따라서 사용자는 렌즈(474) 내의 숨겨진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위에서 설명한 이들 어플리케이션에 개시된 여러 가지 변형예는 본 발명에 따라 또한 실현될 수 있다. 그밖에, 렌즈를

조작하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식의 집합체가 HTML 따위의 태그로 구분된 포맷으로 표시

되는 경우에, 하이퍼텍스트 링크 등이 지식의 집합체 내에 내장됨으로써 사용자가 간단히 이들 링크를 선택하여 내장

된 링크 내에 지정된 동일한 또는 각기 다른 렌즈 내의 사전 설정된 위치로 항해를 할 수가 있게 된다. 링크는 지식의 

집합체 내의 특정 위치와 또한 관련될 수 있어서, 렌즈 세트 내의 각각의 렌즈는 좌표 형태로 스크롤 되어 지식의 집

합체 내의 그 위치를 나타내는 특별한 형태를 표시하게 된다. 그러한 렌즈가 현재 추출 스택 내에 존재하는 않는 경우

에는 특정 렌즈를 생성하고 개방하기 위하여 링크가 또한 사용될 수도 있다. 기타의 사용자 조정 동작이 본 발명에 따

른 추출 스택에 대해 또한 수행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다수의 인터페이스 제어 수단, 객체, 메커니즘, 및 기술은 추출 스택과는 별도로 다른 컴퓨터 소프

트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에서 단독으로 또는 조합되어 사용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필터링, 

바인더 밴드, 근접 포인터, 범퍼-점퍼 포인터, 링크 포인터 등의 객체 및 기술은 운영 시스템을 위한 기본적인 인터페

이스 또는 모든 형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다른 용도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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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집합체의 다중 레벨 저작

지식의 집합체로부터 정보를 관측하는 독특하고 유용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 말고도, 본 발명의 실시예는 본 발명에 

따른 지식의 집합체 저작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지식의 집합체를 저작하는 독특한 방식을 또한 제공할 수도 있다. 이

러한 프로세스는 부분적으로는 추출 스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독특한 저작 도구에 의존하지만, 유사한 형태

의 다중 레벨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지식의 집합체 내에 정보를 생성하고 변경하는 별도의 능력을 갖는다.

본 발명에 따른 적절한 한가지의 저작 프로세스가 도 36에 추출 스택 저작 프로세스(500)에 의해 예시되어 있다. 일

반적으로, 이 저작 프로세스는 세 가지 주된 개념적인 동작을 포함한다. 처음에, 지식의 집합체에 의해 어드레스 될 특

정 독자가 결정된다 (블록 502). 그 다음에, 각기 다른 독자에 적절한 각기 다른 포맷으로 지식의 집합체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정된 추출 레벨을 갖춘 적절한 추출 스택의 기반 구조가 구축된다 (블록 504). 그리고, 지식의 집합체로부터

의 재료가 추출 스택에 의해 한정된 기반 구조 내에 정보를 선택적으로 입력함으로써 저작된다 (블록 506).

블록(502)에서 독자에게 어드레스 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지식의 집합체가 어떻게 독자에게 나타내어져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추출 스택은 여러 가지 레벨의 능력과 관심을 가진 독자를 어드레스 하

는 것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 일부의 경우에 독자는 별개의 개개인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경우에는 오직 한 개인이 다

수의 독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오직 한 개인의 능 력 및 관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의 

집합체를 생성하기를 원하는 작가는 먼저 적절한 스택을 구축하기 위하여 어떤 독자를 어드레스 할 지를 먼저 결정한

다. 그런 다음, 스택의 문맥 내에서, 작가는 선택된 독자에 적절한 재료를 저작할 수 있다.

블록(504)(506)에서, 작가는 전형적으로 (예를 들어 도 2의 블록(90)으로 나타낸 바와 같은) 저작 도구를 활용하여 

추출 스택의 기반 구조를 생성하고 그 기반 주고 내로 정보를 받아들인다. 저작 도구(90)는 추출 스택 어플리케이션(5

0)과 매우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며, 추출 스택 렌즈 내에 표시되는 정보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및/또는 변경하는 등

의 여러 가지 별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및 

프로세스를 거의 모두 활용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추출 스택 어플리케이션(50)이 브라우저형 또는 뷰어형 어플리

케이션이고, 저작 도구(50)가 에디터형 또는 저작형 어플리케이션인 경우, 이들 두 가지 타입의 어플리케이션이 동일

한 기초적인 특징, 구조, 루틴 및 프로세스의 대부분을 (예를 들어, 깊이 관리자(60) 및 흐름 관리자(80) 내에 제공되

는 동작의 많은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저작 도구(90)를 사용하여 지식의 집합체를 저작하는 동안 사용자가 추출 

스택을 통해 관측하고 항해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추출 스택 어플리케이션(50)의 특징의 많은 부분

이 저작 도구(90)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독자는 저작 도구(90)의 기본적인 동작을 이해하기 위하여 

추출 스택 어플리케이션(50)의 논의로 향하게 된다.

저작 도구(90)를 이용하여 새로운 스택을 생성하기 위하여, 도 6의 스택 초 기화 루틴(150)이, 예를 들어 메뉴 또는 

툴바 버튼 선택을 통한 "새로운 스택" 요청에 응답하여, 또는 다른 공지된 방식으로 실행될 수도 있다. 새로운 스택이 

생성되면, 저작 도구의 깊이 관리자는 초기에 지정된 추출 레벨을 갖지 않은 널의 지식 몸체로 스택을 초기화한다. 따

라서, 저작 도구(90)의 경우, 기존의 지식의 집합체의 검색을 건너뛰고 대신에 비어 있는 데이터 구조를 초기화하기 

위하여 루틴(250)의 블록(151)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밖에, 추출 레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교

차점이 생성되지 않도록 추출 레벨의 존재 여부를 먼저 검사하기 위하여 블록(156)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다른 형태로는, 블록(156)에서 추출 레벨을 지식의 집합체에 어드레스 할 것을 작가에게 요청하는 다이얼로그 

박스를 열고, 작가에 의해 생성된 추출 레벨에 대해 교차점을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새로운 스택의 생성은 기존 정보의 검색 및/또는 기존의 추출 레벨의 검색을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추

출 레벨을 생성하기에 앞서 기존의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의해 모든 정보는 필연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이 경우, 기존 정보의 문서 또는 파일을 검색하고, 그 정보를 특정의 추출 레벨과의 연관성이 없는 (즉, 널의 

레벨 식별자를 갖는) 정보 요소로 파싱(parsing) 하기 위하여 루틴(150)의 블록(151)이 변경될 수 있다. 그런 다음, 

스택이 생성되면, 디폴트 편집 렌즈가 널의 레벨 식별자를 가지고 개방됨으로써 렌즈는 지식의 집합체 내의 아직 관

련이 되지 정보의 전부를 표시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서, 기존의 정보를 검색하거나 검색함이 없이 기존의 추출 레벨 을 검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것은 특히 특정 추출 레벨이 특정 형태의 지식의 집합체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지될 때 템플릿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한 것으로서, 루틴의 블록(156)은 템플릿 또는 다른 소오스로부터 추출 레벨을 검색할 수 있도록 변경될 수도 있

다.

더욱이, 다른 형태의 에디터와 유사하게, 변경을 위하여 기존의 지식의 집합체를 저작 도구 내로 로드 하거나 및/또는

새로운 정보를 지식의 집합체 내에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기존의 정보 또는 추출 레벨을 검색하지 않고 새로운 추출 스택이 생성되었다고 가정하면, 추출 스택은 도 37의 추출 

스택(600)으로 표시된 방식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추출 스택(600)은, 교차점을 가지지 않은 점을 제외하면, 전형

적으로 도 8의 추출 스택(400)과 유사하다. 대신에, 단지 한 쌍의 컴퍼스 핸들(610)(612)이 (개개의 밴드(605a-d)를 

포함하여) 바인더 밴드(605)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

일단 비어 있는 추출 스택이 생성되면, 작가에게는 본 발명에 따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출 레벨을 생성하는 것이 허

용된다. 예를 들어,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추출 스택이 생성되는 도안 단일의 편집 렌즈가 선택적으로 개방될 수도

있고, 초기에 널의 추출 레벨과 연합될 수도 있다. 그런 다음, 렌즈 내에 제공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추출 레벨이 생

성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이얼로그 박스가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여 (예를 들어, 전체적인 저작 도구의 메뉴를

통하여) 열림으로써 추출 레벨의 편집이 허용된다.

그밖에, 교차점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작가는 예를 들어 삽입 모드에 놓여 있는 도안에 바인더 밴드를 클릭 하여

새로운 편집 렌즈 (또는 사용자 입력 요소)를 여는 것이 허용된다. 그런 다음 저작 도구는 모든 독자에 적합한 널의 추

출 레벨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초기화되는 렌즈를 개방함으로써 클릭에 응답한다. 예를 들어, 도 38은 컴퍼스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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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및 컴퍼스 렌즈(612)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비어 있는 렌즈(620)를 생성하는 것을 예시한 것이다. 렌즈(620)의 

상대 깊이는 디폴트 깊이 (예를 들어 중간 지점에서) 한정되거나, 클릭 동작에 행해지는 동안 포인터에 의해 지정되는

상대 위치에서 한정될 수도 있다.

도 39는 편집 렌즈(620)를 더욱 상세히 예시한 것이다. 렌즈(620)는 추출 스택(50)에서 활용된 렌즈와 유사하게, 다

수의 종래의 GUI 윈도우 제어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메뉴 바(630), 툴바(640) 및 상태 바(642)가 제공될 

수도 있다. 또한 추출 스택(50)에서 사용된 렌즈와 유사하게, 편집 렌즈(620)는 (선택적인 스크롤 바(646)(648)를 포

함하여) 지식의 집합체로부터의 정보가 독자에게 보여지는 패널(645)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렌즈(620) 위의 패널

(645)은 별도로 패널 내에 표시되는 정보가 변경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것으로서, 편집 커서(625)가 사용자 입

력을 렌즈 내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패널(645) 내에 예시되어 있다.

메뉴 바(630)는 (예를 들어, 많은 종래의 워드프로세서 및 에디터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은) 종래의 메뉴 동작, 예를 

들어 파일 동작, 문서 저작 동작, 및 도움말 동작을 포함한다. 그러나, 메뉴 바(630)는 렌즈 내에 입력된 정보가 어떻

게 지식의 집합체 내에 저장되는지를 한정하는 "레벨" 및 "개념" 메뉴를 또한 포함하고 있다. "레벨" 메뉴의 드롭다운은

632로 예시되어 있고, "렌즈 레벨 설정" 선택은 634로, "레벨 편집" 선택은 635로, "현재의 레벨 선택" 선택은 636으

로, 렌즈의 현재의 레벨을 변경하기 이하여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 선택될 수 있는 한정된 레벨의 리스트는 638로 표

시되어 있다.

선택(634)은 전형적으로 렌즈(620)가 하나 이상의 추출 레벨과 관련되는 것을 허용하는 다이얼로그 박스를 개방한다

. 잠재적인 항목의 리스트로부터 다수의 항목을 선택하는 공지된 여러 가지 방식이 본 발명에 따른 레벨을 선택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종래의 리스트 박스 또는 체크 박스의 그룹이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될 수도 있다. 그밖에,

선택(634)을 통해 렌즈(620)와 연합된 추출 레벨의 리스트의 변경에 의해 전형적으로 638에 표시된 리스트가 변경

된다.

이러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추출 레벨은 널로 설정되거나 사전 설정된 범위 내의 하나 이상의 실수 (예를 들어

, -10.00 . . . 10.00)로 설정될 수도 있는 레벨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1 보다는 적고 -1 보다는 큰 0은 널과 동일하지 

않으며, 이는 다른 어떠한 수와는 비교될 수 없다. 레벨 파라미터의 사용을 통해, 지식의 집합체 내에서 한정된 여러 

가지 레벨의 계층 관계가 설정될 수도 있다. 소트된 리스트, 문자와 숫자로 조합된 정보, 키, 정소 등등을 통하여 계층 

관계를 설정하는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추출 레벨을 구분하고 구별할 수도 있다.

각각의 추출 레벨은 기본적으로 작가 및 독자에게 편리한 특징 부여 또는 설 명을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프로 

농구에 대한 지식 집합체의 작가는 레벨 -5를 "일반적인 관심을 가진 독자용"으로 레벨 0을 "조직된 스포츠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용"으로, 레벨 2를 "프로 농구의 팬용"으로, 그리고 레벨 5를 "프로 농구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용"으로 그 

특징을 부여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서, 표 I의 지식의 집합체에 있어서, 레벨 1은 "일반적인 관심 - 기초" 레벨로 

한정될 수도 있고, 레벨 2는 "일반적인 관심 - 고급" 레벨로, 레벨 3은 "과학자" 레벨로 한정될 수도 있다. 도 11의 필

터 구성 다이얼로그 박스(300)의 설명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출 레벨의 특징 부여 또는 설명은 필터

를 구성할 때 사용자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레벨 식별자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선택(635)은 지식의 집합체의 추출 레벨을 작가가 생성 및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다이얼로그 박스를 개방한다. 전형적

으로, 추출 레벨을 추가, 편집 및 삭제하는 능력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편집 동작은 레벨 파라미터 및/또는 그와 관련

된 특성 부여 또는 설명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선택(636)은 전형적으로 지식의 집합체 내에 정보를 입력하는 현재의 레벨을 작가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이얼로그 박스를 개방한다. 이와 유사한 동작이 선택적인 리스트(638)를 통해 더욱 신속히 수행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나, 새로운 현재의 레벨의 선택은 정보 요소가 어떻게 특정 추출 레벨과 연관되는지를 제어한다. 예를 들어, 새

로운 레벨이 선택되었을 때 정보가 선택되지 않았으면, 렌즈 내에 생성된 새로운 정보 요소는 새로이 선택된 레벨에 

할당될 수도 있다. 기존의 정보가 선택된 경우, 그 정보는 선택된 레벨에 할당될 수도 있다. 레벨 과 정보를 연관시키

는 기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커니즘을 또한 사용할 수도 있다. 더욱이, 렌즈는 단지 한가지 추출 레벨로부터의 입

력을 받아들이는 것에 제한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선택(636) 및 리스트(638)가 생략될 수 있다.

각각의 편집 렌즈는 추출 스택(50) 내의 렌즈와 유사한 필터 구성을 또한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편집 

렌즈의 필터 구성은 항상 렌즈와 연관된 레벨의 정보를 통과시킨다. 작가의 자유 재량으로, 다른 레벨에서 정보를 또

한 통과시킬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어떠한 레벨에도 초점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다. 도 11의 다이얼로그 박스(300)와

유사한 다이얼로그 박스는 편집 렌즈의 필터 구성을 설정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전형적으로, 새로운 렌즈는 렌즈와

연관된 레벨만을 (초점 효과 없이) 통과시키는 필터 구성으로 한정된다.

전형적으로, 첫 번째의 새로운 렌즈가 추출 스택 내에서 개방될 때마다, 작가는 먼저 선택(635)을 통해 액세스되는 다

이얼로그 박스를 사용하여 지식의 집합체의 하나 이상의 추출 레벨을 생성하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

니다. 다른 형태에서는, 사전 설정된 모드에 있을 때 바인더 밴드를 클릭 하여 추출 레벨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한 사

용자의 선택에 응답하여, 깊이 벡터를 따라 포인터의 상태 위치로 설정되거나 클릭 위치에 대해 깊이 벡터를 따라 존

재하는 대향하는 인접 객체 (교차점, 렌즈, 및/또는 컴퍼스 렌즈) 사이의 중간 지점으로 설정되는 레벨 파라미터를 갖

는 레벨이 생성될 수도 있다. 더욱이, 사용자가 레벨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어 그 특성 부여 또는 설명을 입

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이얼로그 박스를 여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추출 레벨의 생성과 관련하여, 저작 도구(90)는 새로운 추출 레벨에 대응하는 교차점을 생성하고, 이들 교차점을 표시

하기 위하여 추출 스택을 리프레시 한다. 교차점은 깊이 벡터의 깊이를 따라 분산되거나, 지식의 집합체에서 한정되는

허용 가능한 레벨 범위 내에서 그 레벨 파라미터의 상대 위치에 따라 위치할 수도 있다. 널 추출 레벨에 대한 교차점

은 중간 지점에 위치하거나, 깊이 벡터를 따라 배열된 임의의 지점에 위치하거나, 생략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

에 있어서, 널 추출 레벨의 교차점은 다른 추출 레벨의 교차점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그래픽 형태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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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식의 집합체의 추출 레벨의 적어도 일부가 한정되면, 지식의 집합체 내의 정보 요소의 전반적인 계층 관계를 

관측하는 동안 지식의 집합체가 발생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추출 레벨과 연관된 다수의 렌즈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예를 들어, 도 3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전 설정된 모드 내에서 바인더 밴드를 클릭 함으로써 (예를 들어, 바

인더 밴드(605)위에 포인터(615)를 위치시키고 마우스 버튼을 누름으로써) 별도의 렌즈의 생성이 수행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 40은 편집 렌즈(620)의 양쪽에서 바인더 밴드를 선택함으로써 생성된 두 개의 별도의 편집 렌즈(622)(

624)를 보인 것이다.

전형적으로, 추출 스택 내의 인접한 교차점과 연관된 레벨은 새로운 편집 렌즈의 초기화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오직 하나의 인접한 교차점만이 존재하는 경우, 새로운 렌즈의 초기 레벨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인접한 교차점의 

레벨이 널인 경우, 새로운 렌즈 레벨 또한 초기에 널이 된다. 인접한 교차점의 레벨이 널이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렌즈

레벨은 널이 아닌 레벨과 클릭 포인트를 통해 널이 아닌 교차점으로부터 연장되는 라인 세그먼트의 단부에서 컴퍼스 

핸들과 연관된 레벨 범위 경계 사이의 중간 정도로 설정된다. 인접한 교차점이 두 개 존재하는 경우, 새로운 렌즈의 레

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두 레벨 모두 널이 아닌 경우, 새로운 렌즈의 레벨은 인접한 레벨 사이의 중간 정도로 설

정된다. 중간 지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작가는 인접한 레벨 사이에서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인접

한 교차점의 하나는 널이 아닌 레벨을 가지고, 다른 하나는 널 레벨을 갖는 경우에, 널 레벨은 무시되고, 새로운 렌즈

의 초기 레벨은 오직 하나의 인접한 교차점이 있었던 경우처럼 설정이 된다.

일단 렌즈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방되고 선택적으로 구성되면, 작가는 렌즈 내에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하거나

렌즈를 닫을 수 있다. 렌즈가 닫히면,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은 삽입 점으로서 스택 위에 표시된다.

일단 추출 레벨이 한정되고 교차점이 설정되면, 작가는 하나 이상의 렌즈를 열고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렌즈를 통한 정보의 입력은 렌즈의 현재의 추출 레벨과 연관되거나 (다중 레벨이 렌즈에 할당되는 경우), 렌즈의 단독

의 추출 레벨과 연관된다 (하나의 레벨이 렌즈에 할당되는 경우). 특정 렌즈로의 정보의 입력은 추출 레벨의 독자에 

적절하게 지정된다. 더욱이, 이하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명명된 개념을 정보 요소와 연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정보는 도 41에 예시된 정보 요소 추가 루틴(510)을 사용하여 지식의 집합체에 추가될 수도 있다. 루틴(510)은 다수

의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응답하여 호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정보 요소는 사용자에 의해 특별히 개방될 수

도 있다. 다른 형태에서는, 새로운 정보 요소가 특정 활동에 응답하여 자동적으로 추가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정보 요소는 하드 복귀를 통해 분할될 수도 있으며, 이에 의해 편집 모드에서 사용자에 의해 입력 키

가 눌려질 때마다 루틴(510)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밖에, 지식의 집합체 내에 정보를 삽입 또는 붙이기 하기 위한 시

도를 통해 루틴(510)이 호출되어 삽입되거나 붙여질 정보의 정보 요소를 구축한다. 다른 방식을 또한 이용할 수도 있

다.

루틴(510)이 지식의 집합체 내로 입력될 필요가 있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편집 렌즈에 의해 실행된다고 가정

한다. 루틴(510)은 블록(512)에서 위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식의 집합체 데이터 구조 내에 새로운 정보

요소를 삽입함으로써 시작된다.

그 다음에, 레벨 식별자는 블록(514)내에서 렌즈에 대해 설정되는 현재의 레벨로, 즉 단일 레벨 또는 렌즈에 대해 설

정되는 레벨 세트 내의 다수의 레벨 중 하나의 레벨로 설정된다. 다수의 레벨 중 하나의 선택은 예를 들어 메뉴 선택(

636) 리스트(638)를 통해 수행될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는, 현재의 레벨을 스위칭 하기 위하여 특정의 컨

트롤 키 조합이 사용될 수도 있고, 특정 레벨의 정보를 (예를 들어, 하나의 레벨은 밑줄로 또 다른 레벨은 볼드체로) 

지정하기 위하여 정보를 입력하는 동안에 특정의 포맷이 사용될 수도 있다.

자르기, 복사하기 및 붙이기 동작은 저작 도구(90)에 의해 지원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러나, 자르기 및 복사하기는 

지식의 집합체에 대해 또 다른 기본적인 동작을 수행한다. 특히, 렌즈 위에서의 자르기 동작은 정보 요소로부터 정보

를 제거하며, 지식의 집합체의 데이터 구조로부터 기본적인 정보 요소를 제거하기까지 한다. 어느 경우에도, 자르기 

정보의 레벨 지정은 폐기된다. 그러나, 복사하기 동작은 전형적으로 정보 요소로부터 정보를 복사하지만 정보 요소 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적인 정보 요소의 레벨 지정은 변경되지 않는다.

일차 붙이기 동작은 클립보드 정보를 새로운 정보 요소 내에 붙이고, 편집 렌즈의 현재의 추출 레벨에 적절한 정보를 

지정함으로써, 전형적으로 타깃 편집 렌즈 내에 새로운 정보 요소를 생성한다. 따라서, 루틴(510)의 블록(514)이 붙

이기 동작의 레벨 지정을 개별적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 그밖에,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정보 요소 내로 붙이기 할 수

있게 하는 이차 붙이기 동작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오직 기존의 정보 요소에 대한 변경만

이 필요하며, 따라서 루틴(510)은 필요하지 않다.

저작 도구는 렌즈 사이에서 복사될 때 정보 요소를 개념 식별자와 자동적으로 연관시킬 수도 있다. 명명된 개념의 다

중 추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억장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버전 형성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 있다.

복사하기 및 붙이기의 다른 실시예로서, 작가는 정보를 선택하고, 그것을 명명된 개념으로서 지정할 수 있다. 선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를 들어 키스트로크 조합, 특정 포맷 또는 (메뉴 바(630) 상의 "개념" 메뉴를 통한) 메뉴 선택을

사용하여 달성된다. 명명된 개념이 현재 상태로 유지되는 동안 다른 렌즈에 입력되는 정보는 동일한 개념 식별자와 

통합된다. 명명된 개념이 현재 상태로 유지되는 한 정보는 또한 선택 렌즈 내에서 선택 강조될 수도 있다. 다른 렌즈에

입력되는 정보는 입력에 됨에 따라 링크 포인터 강조될 수도 있다. 명명된 개념이 현재 상태로 유지되는 한 링크 포인

터 강조된 채로 유지된다. 명명된 개념은 작가가 종래의 방식으로 정보의 선택을 해제할 때까지 현재 상태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도 41로 되돌아와서, 블록(516)에서 새로운 정보 요소 내로 붙이기 위하여 또 다른 편집 렌즈로부터 정보가 통과되었

는지를 결정한다. 만일 그렇다면, 블록(518)이 호출되어 새로운 정보 요소 내에 붙여질 정보를 저장한다. 그 다음에, 

블록(520)에서 정보가 특정 개념과 연관되었는지를, 즉 붙여질 정보가 명명된 개념과 연관된 정보 요소에서 나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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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한다. 만일 그렇다면, 개념 식별자는 블록(522)에서 붙여질 정보의 개념으로 설정되고, 루틴(510)은 종료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어가 블록(523)으로 넘어가서 정보가 잘라내어지고 복사되는 렌즈 내의 정보 요소의 일부분

만을 붙여질 정보가 형성하는지를 결정한다. 만일 그렇다면, 새로운 정보 요소가 블록(524) 내에서 정보를 검색하였

던 정보 요소 내로 내장된다. 그런 다음, 블록(525)은 현재의 렌즈 내의 새로운 정보 요소의 개념 식별자를 설정한다. 

잘라내어지고 복사된 정보 요소의 개념은 블록(525) 내의 새로운 개념으로 설정되고, 루틴은 종료한다. 블록(523)으

로 되돌아와서, 붙여질 정보가 다른 렌즈 내의 모든 정보 요소를 형성하면, 제어는 곧바로 블록(525)으로 넘어간다.

새로이 명명된 개념은 디폴트 또는 발생된 값으로 설정되거나, 널 상태로 설정될 수도 있다. 더욱이, 일부 어플리케이

션의 경우, 다이얼로그 박스가 열려서 사 용자로 하여금 새로이 명명된 개념을 입력하거나 이용 가능한 명명된 개념

으로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적절한 정보가 여기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링크 되는 한, 사용자가 개념의 

실제 이름, 설명 또는 식별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명명된 개념을 사용자가 선택할 필요는 없다.

블록(516)으로 되돌아와서, (만일 존재한다면) 삽입될 정보가 또 다른 렌즈로부터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제어가 블

록(526)으로 넘어가서 특정의 명명된 개념이 현재의 편집 렌즈에 대해 설정되는지를 결정한다. 만일 그렇다면, 블록(

528)은 개념 식별자를 렌즈의 개념 식별자로 설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블록(527)은 개념 식별자는 널로 설정한다. 그

러나 제어는 블록(527)(528)으로부터 넘어와서 붙여질 정보를 현재의 렌즈와 결합하게 된다. 그와 같이, 동일한 정보

에 대한 후속 하는 붙이기 시도는 블록(518)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명령의 순서를 통하여 또 다른 렌즈와 결합됨으

로써 처리된다. 그 다음에, 루틴(510)은 종료되며, 레벨 및 개념 식별자는 시스템 내의 모든 공지된 정보에 기초하여 

크게 설정된다. 개념은 렌즈에 대해 이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다수의 사용자 동작으로, 예를 들어 (메뉴 바(630) 상의 "

개념" 메뉴를 통한) 메뉴 또는 리스트 선택을 통해, 정보의 포인터 선택을 통해, 또는 지식의 집합체의 레벨 및 레벨 

식별자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편집 렌즈 내로 입력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저작 도구(90)는 그 필터 구성에 기초하여 다른 개방 렌즈의 내용을 

자동적으로 갱신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위에서 일반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렌즈를 충전하거나 각각의 개방 편집 

렌즈의 내용 루틴을 갱신하기 위하여 정보 요소를 생성 또는 변경한 후에 각각의 개방 편집 렌즈에 대해 갱신 이벤트

를 발행함으로써 수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은 저작 도구를 사용할 때,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편집 렌즈에 동시적으로 정보를 입력함으로

써 지식의 집합체 데이터 구조를 비교적 쉽게 구축할 수 있다. 더욱이, 적절한 필터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작가가 주어

진 편집 렌즈에 대해 편집 가능하지 않은 요소로서 지식의 집합체로부터 표시되는 정보를 편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

는 경우에도, 새로운 그리고 기존의 정보의 문맥 관계가 지식의 집합체의 생성 중에 그리고 생성 후에 시각적으로 확

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렌즈는 (별도의 포맷이든 유사한 포맷이든 간에) 제 1 및 제 2 레벨로부터 정보 요소를 표시

할 수도 있지만, 제 1 레벨과 연관된 정보 요소에 대해서만 편집이 허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레벨로부

터의 정보의 문맥 관계가 동시에 표시되기 때문에 저작 행위는 촉진된다.

본 발명에 따른 지식의 집합체를 생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종래의 편집 기능, 예를 들어 정보 요소를 삭제하거나 변

경하고, 요소 내의 정보를 포맷하고, 객체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또는 실행 가능한 객체), 파일 또는 문서 등등을 삽

입하는 등의 기능이 활용될 수도 있다. 더욱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저작 도구는 지식의 집합체는 도 3에 예시한 

바와 같은 데이터 구조에 직접 구축하지만, 저작 도구는 본 발명에 따라 태그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을 구축 및 조작하

고 및/또는 각각의 포맷 사이의 변환을 수행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설명된 실시예는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가지로 변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

명은 이하에 기재하는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그 범위가 제한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 시스템 상에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가) 컴퓨터 표시장치 상에 제 1 윈도우를 표시하는 단계와,

(나) 상기 컴퓨터 표시장치 상에 제 2 윈도우를 표시하는 단계와,

(다) 상기 제 1 및 제 2 윈도우 사이에서 연장되는 커넥터 요소를 표시함으로써 상기 제 1 및 제 2 윈도우를 시각적으

로 링크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및 제 2 윈도우는 네 개의 모서리를 가진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상기 커넥터 요소는 상기 제 1 및 제 

2 윈도우의 모서리들 사이에서 연장되는 적어도 두개의 라인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정보 표시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선택된 윈도우의 위치 및 크기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변경하기 위한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여 커넥터 요소를 다시 그

림으로써 상기 선택된 윈도우에 대해 상기 커넥터 요소의 상대적인 방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정

보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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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커넥터 요소를 다시 그리는 단계에서는 선택된 윈도우 상의 동일한 상대 위치에 대한 커넥터 요소의 고정 상태를 유

지하는 정보 표시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제 1 및 제 2 윈도우는 지식의 집합체로부터의 정보 요소를 표시하는 렌즈를 각각 포함하며, 상기 지식의 집합체는 다

수의 추출 레벨로 구분되고, 각각의 정보 요소는 상기 지식의 집합체 내의 추출 레벨과 연관되며, 상기 방법은 삼차원 

작업 공간 내에 추출 축선을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정보 표시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각각의 윈도우는 적어도 하나의 추출 레벨과 연관되며, 각각의 윈도우를 표시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삼차원 작업 공간

내에서 상기 추출 축선에 수직하게 그리고 연관된 상기 추출 레벨에 기초하여 상기 추출 축선을 따라 배열된 위치에 

상기 윈도우의 방위가 설정되는 정보 표시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윈도우는 각각 서로 다른 추출 레벨과 연관되고, 상기 제 1 및 제 2 윈도우를 표시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추출 축선을 따라 상기 제 1 및 제 2 윈도우가 상호 간격을 두고 떨어져 배치되는 정보 표시 방법.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윈도우는 공통의 추출 레벨과 연관되고, 상기 제 1 및 제 2 윈도우를 표시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삼

차원 작업 공간 내에서 사전 설정된 평면 내에 상기 제 1 및 제 2 윈도우가 상호 간격을 두고 떨어져 배치되며, 상기 

사전 설정된 평면은 상기 공통의 추출 레벨에 기초하여 상기 추출 축선을 따라 사전 설정된 위치에서 상기 추출 축선

과 교차하는 정보 표시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사용자의 커넥터 요소의 선택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윈도우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최소화하거나 원상태로 복

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정보 표시 방법.

청구항 11.
(가) 컴퓨터 표시장치와,

(나) 상기 컴퓨터 표시장치에 결합되어, 상기 컴퓨터 표시장치 상에서 제 1 및 제 2 윈도우를 표시하고, 상기 제 1 및 

제 2 윈도우 사이에서 연장되는 커넥터 요소를 표시함으로써 상기 제 1 및 제 2 윈도우를 시각적으로 링크하는 프로

세서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및 제 2 윈도우는 네 개의 모서리를 가진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상기 커넥터 요소는 상기 제 1 및 제 

2 윈도우의 모서리들 사이에서 연장되는 적어도 두개의 라인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2.
제 1 항, 제 4 항 내지 제 10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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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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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삭제

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삭제

청구항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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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51.
삭제

청구항 52.
삭제

청구항 53.
삭제

청구항 54.
삭제

청구항 55.
삭제

청구항 56.
삭제

청구항 57.
삭제

청구항 58.
삭제

청구항 59.
삭제

청구항 60.
삭제

청구항 61.
삭제

청구항 62.
삭제

청구항 63.
삭제

청구항 64.
삭제

청구항 65.
삭제

청구항 66.
삭제

청구항 67.
삭제

청구항 68.
(가) 메모리와,

(나) 상기 메모리에 상주하며, 상기 컴퓨터 표시장치 상에서 제 1 및 제 2 윈도우를 표시하고, 상기 제 1 및 제 2 윈도

우 사이에서 연장되는 커넥터 요소를 표시함으로써 상기 제 1 및 제 2 윈도우를 시각적으로 링크하도록 구성되는 프

로그램을 포함하며,

상기 제 1 및 제 2 윈도우는 네 개의 모서리를 가진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상기 커넥터 요소는 상기 제 1 및 제 

2 윈도우의 모서리들 사이에서 연장되는 적어도 두개의 라인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장치.

요약

컴퓨터 시스템(20)과 방법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링크 함으로써 사용자가 그러한 정보의 문맥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수의 독특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커니즘을 구비한다. 정보는 컴퓨터 표

시장치 상에 표시되는 제 1 및 제 2 윈도우 사이에서 연장되는 커넥터 요소를 표시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링크 될 수도 

있다. 그밖에, 정보 요소(42)에 하나 이상의 필터 기준(280)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표시함으로써 정보가 시각적으로 

링크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 1 및 제 2 필터 기준(82)은 다수의 정보 요소(42)에 적용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세트의 필터링 된 정보 요소(42)의 적어도 일부분은 동시에 표시된다. 또 다른 예로서, 필터 기준은 정보 요

소(42)에 적용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보 요소(42)의 필터링 된 형태 및 필터링 되지 않은 형태가 동시에 표시

된다. 정보는 조정된 스크롤 관계를 통해 시각적으로 또한 링크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 1 및 제 2 세트의 필

터링 된 정보 요소(42)의 일부가 별개의 윈도우에 동시에 표시되며, 각각의 윈도우 내에 표시된 부분은 지식의 집합체

(40) 내의 특정 위치를 표시할 수도 있도록 상호 추적이 이루어진다. 또한, 정보 요소 형태가 공통 개념과 연관되었을 

때 다른 정보 요소 형태의 선택에 응답하여 한 쌍의 정보 요소 형태 중 어느 하나를 강조함으로써 정보가 시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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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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