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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마우스 커서 모양을 변경하는 방법 및 인쇄제어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마우스 커서 모양을 변경하는 방법 및 인쇄제어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마우스 커서 모양 변경 방법

은, 인쇄옵션설정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의 소정의 인쇄옵션항목에 마우스 커서가 위치하는 단계 및,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마우스 커서 모양을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에 의해, 사용자는 인

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변경된 마우스 커서를 통해 해당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

게 된다.

대표도

도 6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쇄옵션설정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의 소정의 인쇄옵션항목에 마우스 커서가 위치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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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상기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상기 마우스 커서 모양을 변경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우스 커서 모양 변경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는, 상기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이미지, 동영상 이미지 및 정지 이미지 중 어느 하

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우스 커서 모양 변경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마우스 커서 모양을 변경하는 단계는,

상기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상기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상기 마우스 커서 모양을 변경하도록 요청하

는 단계; 및,

상기 변경 요청된 이미지로 상기 마우스 커서 모양을 변경하여 표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우스 커

서 모양 변경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마우스 커서 크기에 대한 변경 명령이 입력된 경우 상기 입력된 명령에 따라 상기 마우스 커서 크기를 변경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우스 커서 모양 변경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마우스 커서가 상기 인쇄옵션항목에서 벗어난 경우 상기 마우스 커서를 상기 이미지로 변경되기 이전의 모양으로 재

변경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우스 커서 모양 변경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에 대한 제거 명령이 입력된 경우 상기 마우스 커서를 상기 이미지로 변경되기 이전의 모양으로 재변경하는 단

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우스 커서 모양 변경 방법.

청구항 7.

표시부 및 상기 표시부에 표시되는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는 마우스를 포함하는 인쇄제어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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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옵션 설정을 위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사용자인터페이스 상의 소정 인쇄옵션항목에 상기 마우스 커서

가 위치한 경우 상기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상기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되는 이미지로 변경하는 프린터 드라이버부;

및,

상기 마우스 커서의 위치정보를 상기 프린터 드라이버부에 제공하고, 상기 마우스 커서를 상기 프린터 드라이버부에서 변

경한 이미지로 상기 표시부에 표시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쇄제어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는, 상기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이미지, 동영상 이미지 및 정지 이미지 중 어느 하

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우스 커서 모양 변경 방법.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프린터 드라이버부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사용자인터페이스부;

적어도 하나의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이미지를 저장하는 이미지 저장부; 및,

상기 마우스 커서가 상기 사용자인터페이스 상의 소정 인쇄옵션 항목에 위치하는 경우 상기 이미지 저장부에 저장된 이미

지 중 상기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상기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변경 요청하는 커서모양 변경요청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쇄제어장치.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마우스 커서 크기에 대한 변경 명령이 입력된 경우 상기 입력된 명령에 따라 상기 마우스 커서의 크기를 변경하여 상

기 표시부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쇄제어장치.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마우스 커서가 상기 인쇄옵션항목에서 벗어난 경우 상기 마우스 커서를 상기 이미지로 변경되기 이전의 모양으로 재

변경하여 상기 표시부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쇄제어장치.

청구항 12.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이미지에 대한 제거 명령이 입력된 경우 상기 마우스 커서를 상기 이미지로 변경되기 이전의 모양으로 재변경하여 상

기 표시부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쇄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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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소정의 응용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의 소정 항목에 마우스 커서가 위치하는 단계; 및,

상기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상기 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상기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변경하는 단계; 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우스 커서 모양 변경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는, 상기 항목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이미지, 동영상 이미지 및 정지 이미지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우스 커서 모양 변경 방법.

청구항 15.

표시부 및 상기 표시부에 표시되는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는 마우스를 포함하는 컴퓨터에 있어서,

소정의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사용자인터페이스 상의 소정 항목에 상기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경우 상기 마

우스 커서의 모양을 상기 항목의 기능에 대응되는 이미지로 변경하는 응용프로그램부; 및,

상기 마우스 커서의 위치정보를 상기 응용프로그램부에 제공하고, 상기 마우스 커서를 상기 응용프로그램부에서 변경한

이미지로 상기 표시부에 표시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는, 상기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항목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이미지, 동영상 이미지 및 정지 이미

지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청구항 17.

마우스 커서 크기에 대한 변경 명령이 입력된 경우 상기 입력된 명령에 따라 상기 마우스 커서의 크기를 변경하는 단계;

상기 크기가 변경된 마우스 커서가 인쇄옵션설정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의 소정의 인쇄옵션항목에 위치하는 단계;

및,

상기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상기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며 상기 마우스 커서의 변경된 크기를 가지는 이미지로 상

기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변경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우스 커서 모양 변경 방법.

청구항 18.

마우스 커서 크기에 대한 변경 명령이 입력된 경우 상기 입력된 명령에 따라 상기 마우스 커서의 크기를 변경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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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크기가 변경된 마우스 커서가 소정의 응용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의 소정 항목에 위치하는 단

계; 및,

상기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상기 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며 상기 마우스 커서의 변경된 크기를 가지는 이미지로 상기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변경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우스 커서 모양 변경 방법.

청구항 19.

마우스 커서 크기에 대한 변경 명령이 입력되는 단계; 및,

상기 입력된 명령에 따라 상기 마우스 커서 크기를 변경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우스 커서 모양 변경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마우스 커서 모양을 변경하는 방법 및 인쇄제어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같은 인쇄제어장치의 응용프로그램 상에서 작성된 문서를 프린터, 복합기 등과 같은 인쇄장치를 통

해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인쇄제어장치는 인쇄장치의 인쇄기능을 제어하기 위해 인쇄장치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프린터

드라이버(Printer Driv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프린터 드라이버는 인쇄대상 문서에 적용할 인쇄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UI)를 제공한

다. 사용자는 프린터 드라이버에서 제공하는 UI에서 인쇄대상 문서에 적용할 다양한 인쇄옵션항목(예컨대, 인쇄범위, 용지

종류, 인쇄방향, 해상도, 오버레이, 워터마크, 모아찍기, 양면인쇄 등)에 대해 인쇄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쇄장치의 기능이 점점 고급화 및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인쇄옵션 장치에서 제공하는 인쇄옵션 기능을 사용자가

일일이 숙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프린터 드라이버는 사용자가 선택한 인쇄옵션을 적용시 인쇄대상 문서가 어

떻게 인쇄될지 미리 보여주는 미리보기 이미지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소정 영역에 표시해줌으로써 사용자가 해당 인쇄옵

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도 1은 종래의 프린터 드라이버에서 제공하는 인쇄옵션 설정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10)에서 긴면(long edge)기준 양면인쇄기능에 대응하는 인쇄옵션항목(11)이 선택되

면 종래의 프린터 드라이버는 도시된 바와 같이 인쇄대상 문서가 긴면(long edge)을 기준으로 인쇄용지의 전면과 후면에

연속적으로 인쇄됨을 나타내기 위한 미리보기 이미지를 사용자 인터페이스(10)의 미리보기 영역(12)에 나타낸다.

그러나, 종래의 프린터 드라이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미리보기 이미지는 정적 이미지였다. 따라서, 사용자

가 해당 이미지가 나타내는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다. 도 1에 도시된 미리보기 이미지도 양면인쇄시

긴면을 기준으로 인쇄한다는 것을 사용자가 한눈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정 영역을 미리보기 이미지를 위해 할당하여야 하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배치할 수 있는

인쇄옵션항목의 수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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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마우스 커서가 사용자인터페이스 상의 소정 항목 위에 있는 경우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해당 항

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변경하는 방법 및 인쇄제어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마우스 커서 모양 변경방법은, 인쇄옵션설정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의

소정의 인쇄옵션항목에 마우스 커서가 위치하는 단계 및, 상기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상기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

는 이미지로 상기 마우스 커서 모양을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마우스 커서 모양을 변경하는 단계는, 상기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상기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이미

지로 상기 마우스 커서 모양을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변경 요청된 이미지로 상기 마우스 커서 모양을 변경하

여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이미지는, 상기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이미지, 동영상 이미지 및 정지 이미지 중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마우스 커서 크기에 대한 변경 명령이 입력된 경우 상기 입력된 명령에 따라 상기 마우스 커서 크기를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마우스 커서가 상기 인쇄옵션항목에서 벗어난 경우 상기 마우스 커서를 상기 이미지로 변경되기 이전의 모양으

로 재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이미지에 대한 제거 명령이 입력된 경우 상기 마우스 커서를 상기 이미지로 변경되기 이전의 모양으로 재변경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인쇄제어장치는, 인쇄옵션 설정을 위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사

용자 인터페이스 상의 소정 인쇄옵션항목에 상기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경우 상기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상기 인쇄옵션항

목의 기능에 대응되는 이미지로 변경하는 프린터 드라이버부 및, 상기 마우스 커서의 위치정보를 상기 프린터 드라이버부

에 제공하고, 상기 마우스 커서를 상기 프린터 드라이버부에서 변경한 이미지로 상기 표시부에 표시하는 제어부를 포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프린터 드라이버부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사용자인터페이스부와, 적어도 하나의 인쇄옵션항

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이미지를 저장하는 이미지 저장부 및, 상기 마우스 커서가 상기 사용자인터페이스 상

의 소정 인쇄옵션 항목에 위치하는 경우 상기 이미지 저장부에 저장된 이미지 중 상기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이

미지로 상기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변경 요청하는 커서모양 변경요청부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마우스 커서 크기에 대한 변경 명령이 입력된 경우 상기 입력된 명령에 따라 상기 마우스 커

서의 크기를 변경하여 상기 표시부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마우스 커서가 상기 인쇄옵션항목에서 벗어난 경우 상기 마우스 커서를 상기 이미지로 변경되

기 이전의 모양으로 재변경하여 상기 표시부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이미지에 대한 제거 명령이 입력된 경우 상기 마우스 커서를 상기 이미지로 변경되기 이전의 모

양으로 재변경하여 상기 표시부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마우스 커서 변경 방법은, 소정의 응용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의 소정 항목에 마우스 커서가 위치하는 단계 및, 상기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상기 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상기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는, 소정의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사용자인터페이스 상의

소정 항목에 상기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경우 상기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상기 항목의 기능에 대응되는 이미지로 변경하는

응용프로그램부 및, 상기 마우스 커서의 위치정보를 상기 응용프로그램부에 제공하고, 상기 마우스 커서를 상기 응용프로

그램부에서 변경한 이미지로 소정의 표시부에 표시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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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마우스 커서 모양 변경 방법은, 마우스 커서 크기에 대한 변경 명령이

입력된 경우 상기 입력된 명령에 따라 상기 마우스 커서의 크기를 변경하는 단계와, 상기 크기가 변경된 마우스 커서가 인

쇄옵션설정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의 소정의 인쇄옵션항목에 위치하는 단계 및, 상기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상기 인

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며 상기 마우스 커서의 변경된 크기를 가지는 이미지로 상기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마우스 커서 모양 변경 방법은, 마우스 커서 크기에 대한 변경 명령이

입력된 경우 상기 입력된 명령에 따라 상기 마우스 커서의 크기를 변경하는 단계와, 상기 크기가 변경된 마우스 커서가 소

정의 응용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의 소정 항목에 위치하는 단계 및, 상기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상기

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며 상기 마우스 커서의 변경된 크기를 가지는 이미지로 상기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마우스 커서 모양 변경 방법은, 마우스 커서 크기에 대한 변경 명령이

입력되는 단계 및, 상기 입력된 명령에 따라 상기 마우스 커서 크기를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예시된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대해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쇄제어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인쇄제어장치는 표시부(210), 입력부(220), 마우스(230), 저장부(240), 응용프로그램부

(245), 제어부(250), 프린터 드라이버부(260) 및 통신인터페이스부(270)를 포함한다. 프린터 드라이버부(260)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이하, 'UI부'라 함)(261), 이미지 저장부(263), 커서모양 변경요청부(265) 및 인쇄데이터 변환부(267)를 포

함한다.

표시부(210)는 인쇄제어장치(200)에서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제어부(250)의 제어에 따라 표시하며, CRT(Cathode Ray

Tube), LCD(Liquid Crystal Display)등으로 구현되는 모니터를 예로 들 수 있다.

입력부(220)는 인쇄제어장치(200)에서 지원하는 각종 기능을 사용자가 설정 또는 선택할 수 있는 다수의 키들을 구비한

키보드와 같은 입력장치를 예로 들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입력부(220)는 마우스(230)를 제외한 입력장치를 의미하는 것

으로 한다.

마우스(230)는 사용자 조작에 의해 X, Y 방향으로 특정 거리 이상 자신이 움직일 때마다 또는 마우스 버튼(미도시)이 사용

자에 의해 눌려지거나 떨어질 때마다 이에 대응하는 신호를 제어부(250)에 전달한다.

저장부(240)는 인쇄제어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데이터와, 응용프로그램부(245)에 의해 작성

된 인쇄대상 문서들이 저장된다.

응용프로그램부(245)는 인쇄대상 문서의 작성을 수행하고, 작성된 인쇄대상 문서에 대한 인쇄명령을 입력받는다. 응용프

로그램부(245)의 구현 예로,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이미지편집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통신인터페이스부(270)는 인쇄제어장치가 외부기기와 연결될 수 있도록 마련되며 병렬 포트, USB 포트, 무선 모듈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통신인터페이스부(270)는 인쇄장치와 연결되어 프린터 드라이버부(260)에서 변환된 인쇄데이터를 인쇄

장치로 전달하여 인쇄되도록 한다.

프린터 드라이버부(260)는 응용프로그램부(250)에서 인쇄명령이 입력된 인쇄대상 문서를 인쇄장치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인쇄데이터로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프린터 드라이버부(260)는 사용자인터페이스에 포함된 인쇄옵션항목들

중 어느 하나에 마우스 커서가 위치하면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해당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마우스 커

서가 변경되도록 제어부(250)에 요청한다.

프린터 드라이버부(260)는 인쇄옵션항목 상에 마우스 커서가 놓인 후 마우스(230)의 버튼(미도시)이 클릭 되면 해당 인쇄

옵션항목에 대응하는 인쇄옵션기능을 인쇄대상 문서에 적용하여 인쇄데이터로 변환한다. 일반적으로, 인쇄옵션항목은 버

튼 또는 체크박스(check box)와 같은 컨트롤(control)로써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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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프린터 드라이버부(260)는 UI부(261), 이미지 저장부(263), 커서모양 변경요청부(265)

및 인쇄데이터 변환부(267)를 포함한다.

인쇄옵션 설정 명령이 입력된 경우, UI부(261)는 복수의 인쇄옵션항목들을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부(210)에

표시하여 사용자로부터 인쇄옵션을 설정받는다.

인쇄데이터 변환부(267)는 인쇄대상 문서를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인쇄옵션값 또는 기본값에 따른 인쇄옵션을 적용하여

인쇄장치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인쇄데이터로 변환한다.

이미지 저장부(263)는 사용자인터페이스에 포함된 각 인쇄옵션항목들의 인쇄옵션기능에 대응하는 이미지를 저장한다. 여

기서, 이미지는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인쇄옵션항목의 인쇄옵션기능을 인쇄대상 문서에 적용할 때 생기는 인쇄효과를 사

용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이미지, 동영상 이미지 또는 정지 이미지로 구현할 수 있다.

커서모양 변경요청부(265)는 마우스 커서가 사용자인터페이스 상의 소정 인쇄옵션항목에 위치하는 경우 이미지 저장부

(263)에 저장된 이미지 중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인쇄옵션항목의 인쇄옵션기능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마우스 커서의 모양

을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메시지를 제어부(250)에 전달한다.

제어부(250)는 인쇄제어장치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고, 인쇄제어장치를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 및 프로그램들이 정상

적으로 동작하도록 감시 및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제어부(250)는 Window 98, Window NT, Window XP

등과 같은 Windows 운영체제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수 있다. 제어부(250)는 입력부(220) 또는 마우스(230)를 통해 인쇄

옵션 설정 명령이 입력되는 경우 프린터 드라이버부(260)를 구동하여 인쇄옵션 설정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부

(210)에 표시한다.

또한, 제어부(250)는 마우스(230)에서 전달된 신호를 기초로 산출된 마우스 커서의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표시부(210)의

위치에 마우스 커서를 표시하며, 산출된 마우스 커서의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프린터 드라이버부(260) 및 응용프

로그램부(245)에 제공한다.

제어부(250)는 프린터 드라이버부(260)로부터 마우스 커서 모양에 대한 변경 요청이 전달되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변경

요청된 이미지로 변경하여 표시부(210)에 표시한다.

예를 들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우스 커서(310)가 사용자인터페이스(300)상에서 짧은면 기준 양면인쇄 기능에 대

응하는 인쇄옵션항목 상에 위치하면 마우스 커서(310)를 인쇄용지가 짧은면을 기준으로 한장씩 넘어가는 것을 동적으로

표현한 애니메이션 이미지(310-1, 310-2, 310-3)로 변경시킬 수 있다.

또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우스 커서(310)가 사용자인터페이스(300)상에서 긴면 기준 양면인쇄 기능에 대응하는

인쇄옵션항목에 위치하면 마우스 커서(310)를 인쇄용지가 긴면을 기준으로 한장씩 넘어가는 것을 동적으로 표현한 애니

메이션 이미지(310-4, 310-5, 310-6)로 변경시킬 수 있다. 이에 의해, 사용자는 애니메이션 이미지로 변경된 마우스 커

서를 보고 해당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제어부(250)는 마우스 커서가 애니메이션 이미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마우스(230)버튼이 클릭 되면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마우스 커서의 크기 변경 및 이미지 제거 명령을 입력받기 위한 팝업 메뉴(320)를 표시부(210)에 표시한다. 팝

업 메뉴(320)는 마우스 커서 크기에 대한 변경 명령을 입력받을 수 있는 버튼(321)과 이미지 제거 명령을 입력받을 수 있

는 버튼(322)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팝업 메뉴(320) 상에서 마우스 커서 크기에 대한 변경 명령이 입력된 경우 제어부(250)는 입력된 변경 명령에 따라 마우스

커서 크기를 변경하여 표시부(210)에 표시한다. 이에 의해, 사용자는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변경된

마우스 커서가 작아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마우스 커서의 크기를 크게 변경함으로써 인쇄옵션기능을 보다 용

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마우스 커서가 인쇄옵션항목에서 벗어나거나 팝업 메뉴(320)상에서 이미지 제거 명령이 입력된 경우 제어부(250)

는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변경되기 전의 모양으로 마우스 커서를 재변경하여 표시부(210)에 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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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변경하는 방법의 흐

름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먼저, 프린터 드라이버부(260)는 인쇄옵션 설정 명령이 입력된 경우 인쇄옵션 설정을 위한 사용자인터페

이스(UI)를 표시부(210)에 표시한다.이후, 프린터 드라이버부(260)는 제어부(250)에서 전달되는 마우스 커서의 위치정보

에 기초하여 마우스 커서가 사용자인터페이스 상에 포함된 인쇄옵션항목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S621-Y), 제어부(250)에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S623).

다음으로, 제어부(250)는 프린터 드라이버부(260)에서 변경 요청한 이미지로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변경하여 표시부

(210)에 표시한다(S625). 이에 의해, 사용자는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변경된 마우스 커서 모양을 보

고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변경하는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먼저, 도 6의 실시예에서 마우스 커서 모양이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변경되기까지

의 S621, S623 및 S625 단계는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마우스 커서의 모양인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변경되어 표시부(210)에 표시된

후(S625), 마우스 커서의 크기를 변경하도록 하는 사용자 명령이 입력된 경우(S630-Y), 제어부(250)는 마우스 커서의 크

기를 입력된 명령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시킨다(S635).

마우스 커서 크기에 대한 변경 명령이 입력되지 않은 상태(S630-N) 또는 마우스 커서의 크기가 변경된 상태(S635)에서

이미지를 제거하도록 하는 사용자 명령이 입력되거나(S640-Y), 마우스 커서가 인쇄옵션항목에서 벗어나게 되면(S650-

Y), 제어부(250)는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변경되기 이전의 모양으로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다시 변경

시킨다(S660).

이에 의해, 사용자는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변경된 마우스 커서가 작아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마우스 커서의 크기를 크게 변경함으로써 인쇄옵션기능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인쇄옵션항목의 기능

에 대응한 이미지로 변경된 마우스 커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를 원할 때에는 소정 위치를 포인팅하는 기능에 충실한

화살표 모양과 같이 디폴트로 제공되는 마우스 커서 모양으로 복귀시킬 수 있게 된다.

도 7의 실시예에서는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변경된 후에 마우스 크기를 변경하

는 예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흐름도이다.

이하, 도 8을 참조하여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변경 전에 마우스 커서의 크기를 변경시킬 수 있는 실시

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마우스 커서 크기에 대한 변경 명령이 입력되면(S610-Y), 제어부(250)는 마우스 커서의 크기를 입력된 명령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시킨다(S615).

이후, S615 단계에서 크기가 변경된 마우스 커서가 사용자인터페이스 상에 포함된 인쇄옵션항목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면(S621'-Y), 제어부(250)에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며, 변경된 마우스 커서

의 크기를 가지는 이미지로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S623').

다음으로, 제어부(250)는 프린터 드라이버부(260)에서 변경 요청된 이미지로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변경하여 표시부

(210)에 표시한다(S625').

물론, S625' 단계 이후에 도 7의 실시예에서와 같이 마우스 커서 크기에 대한 변경명령이 입력되거나(S630-Y), 이미지 제

거 명령이 입력되거나(S640-Y), 마우스 커서가 인쇄옵션항목에서 벗어나게 되면(S650-Y) 그에 따라 마우스 커서의 크기

및 모양을 변경하도록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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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마우스 커서가 프린터 드라이버부(260)에서 제공하는 인쇄옵션 설정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의 특정 인쇄

옵션항목 위에 위치한 경우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마우스 커서가 위치하는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변

경하는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프린터 드라이버부(260)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뿐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부(245)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특정 항목에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경우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항목

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로 마우스 커서 모양을 변경하도록 응용프로그램부(245)가 제어부(250)에 마우스 커서

모양 변경을 요청하도록 구현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변경된 마우스 커

서의 모양을 통해 해당 항목의 기능을 사용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해당 항목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정 영역을 미리보기 이미지를 위해 할당할 필요가 없으므

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마우스 커서를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로 조절하여 표시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서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

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변경은 청구범위 기재의 범위 내에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프린터 드라이버에서 제공하는 인쇄옵션 설정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쇄제어장치의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의 소정 인쇄옵션항목에 마우스 커서가 위치할 경우 마우스 커서

가 애니메이션 이미지로 변경되는 예를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의 소정 인쇄옵션항목에 마우스 커서가 위치할 경우 마우스 커서

가 애니메이션 이미지로 변경되는 또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애니메이션 이미지로 변경된 마우스 커서의 크기 변경 및 제거 명령을 입력받기 위한

팝업 메뉴를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인쇄옵션항목의 기능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변경하는 방법의 흐

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변경하는 방법의 흐름도, 그리고,

도 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

210: 표시부 220: 입력부

230: 마우스 240: 저장부

245: 응용프로그램부 250: 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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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프린터 드라이버부 261: UI부

263: 이미지 저장부 265: 커서모양 변경요청부

267: 인쇄데이터 변환부 270: 통신인터페이스부

도면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648927

- 11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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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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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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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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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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