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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개시된 메커니즘은 인터액티브 프로세싱 시스템에 기초한 클라이언트-서버에서 인터액티브 어
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들 어플리케이션은 문서로서 클라이언트에 표시된다.  

본 발명의 메커니즘은 문서 페이지의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클라이언트 시스템 자원에 관계없이 문서를 기
술하고, 페이지 셋업을 위해 실질적인 기능적 특징만을 결정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어플리케이션의 프리
젠테이션을 위해 모든 가능한 시스템 자원에 공평하도록, 대화의 기술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필요 사용자 상호작용 장치와 같은 기능적인 면에만 국한될 필요가 있다.  

실제 프린젠테이션 셋업은 사용자에 의해 상호작용의 가능한 모드가 결정되는 클라이언트측(1)에 위치된 
하드웨어 특정 자원 관리 장치(11)에 의해 생성된다.  서버(2)와 클라이언트(1)간의 대화 관련 정보의 전
송(3)에 앞서, 문서는 클라이언트측의 페이지 셋업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페이지 셋업 정보와 사용자 대화
에 관련된 페이지 정보 내용으로 분리하여 기술된다.  이 페이지 셋업 정보는,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측
의 정보를 프리캐싱함으로써 실제 대화의 시작에 앞서 클라이언트측에 제공될 수 있다.  

제안된 메커니즘 및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는 이동 클라이언트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서버
와 통신하는 이동 컴퓨팅의 분야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것은 서버에 제공된 균일한 어플리케
이션이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각종 상이한 시스템 자원을 포함하는 원격 클라이언트에서 대화를 프리젠테
이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의 교환 혹은 어플리케이션의 수정은 전체 클라이언트(도 1)가 
아닌 서버측에서만 실행되어야 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이동 클라이언트가 고정 어플리케이션 서버(a stationary application server)에 접속되는 본 발
명에 따른 바람직한 구조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2는 확장가능한 박스에 기초한 예시적인 시각(문서) 페이지 셋업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의료 환자 정보 처리의 분야에서 예시적인 대화를 도시하는 도면

도 4a 및 도 4b는 각각의 다이얼로그 마스크의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상이한 시스템 자원을 제공하는 두 
클라이언트에 표시되는 동일한 어플리케이션 다이얼로그의 두 스냅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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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이동 클라이언트 2 : 고정 서버

4, 5 : 캐시 관리 모듈

6 :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9 : 가상 터미널 모듈

11 : 하드웨어 종속 디바이스 드라이버 유닛

12 : 정적 부분(캐시) 23 : 더미 확장가능 박스

47 : 어플리케이션 원도우 53 : 스크롤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액티브  프로세싱  시스템(interactive  processing  system)에  기초한  클라이언트-서버(a 
client-server)에서 인터액티브 어플리케이션(interactive application)을 실행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인터액티브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a  user)와 대화가능한 문서(documents)로서 클라이언트에 표시된다.  
특히, 본 발명은 이동 클라이언트(a mobile client)가 무선 네트워크(a radio network)를 통해 어플리케
이션 서버(a application server)와 통신하는 이동 컴퓨팅(mobile computing)에 관한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동  네트워크  컴퓨팅(mobile  network  computing)  분야에  있어서,  자동차에서와  같이 핸드헬드
(handhelds),  랩탑(laptops)[노트북(notebooks)],  팜탑(palmtops),  혹은  내장형  컴퓨터(on-board 

computers)와  같은  휴대형  컴퓨터(portable  computer)가  사용되고  있다.    통신  링크(communication 
links)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a  wireless  telecommunication  network)를  통해  휴대형  단말  장치(a 
portable end-device)(클라이언트)와 고정 어플리케이션 서버(a stationary application server)간에 유
지된다.   불행히도, 이동 컴퓨팅은 시스템 성능의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예컨대,  통상의  클라이언트  하드웨어(common  client  hardware)의  성능은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a 
Disk  Operating  System  :  DOS)과  종종  비슷하며,  이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application 
software)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서버와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 오버헤드는 이동 컴퓨
팅 시스템의 전체 성능에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사용되는  이동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자원(display  resources)은  일반적으로  데스크탑 컴퓨터
(desktop computers) 혹은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s)에 비해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이들 디스플레이
는 종종, 서로서로 매우 상이한 디스플레이 포맷을 포함한다.

현재 사용되는 이동 컴퓨터는 정보의 사용자 입/출력(user input/output)을 위해 매우 제한되고 다양한 
자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에 사용되는 내장형 컴퓨터는 종종 소수의 간단한 입력 키
(input keys)만을 제공한다.   반면에, 다른 장치들은 키보드 전체를 구비한다.   어떠한 결점도, 클라이
언트측에  설치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driver  software)를  사용하여  완전한  기능  입력  장치(a  full 
function input device)를 에뮬레이션(emulation)함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이는 어플리케이션에게는 
투명하다.  

결국, 이동 컴퓨팅을 위해 이용되는 네트워크는 사용하기에 매우 비쌀 수 있다.   또한, 이들 네트워크는 
낮은 전송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  

IBM사의 System/370과 같은 호스트 메인프레임 컴퓨터(a host mainframe computer)와 주변 퍼스널 컴퓨터
(peripheral Personal Computers)(PC)간의 대화형 통신(conversational communication) 분야에 있어서 일
반적인 해결법이 존재한다.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설치된 특정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는 3270 터미널 에뮬
레이션(terminal emulation)을 가능하게 한다.  이들 시스템에 제공된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가 한
명 이상의 사용자와 상호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또한, 이들 클라이언트의 디
스플레이 자원은 터미널 클래스의 제한된 세트(a limited set of terminal classes)로 분류된다.  최소 
디스플레이 크기는 이들 디스플레이 클래스중 하나에 대하여, 라인당 80 문자, 24개의 라인이다.   어플
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측의 다이얼로그 페이지(dialog pages)를 포맷할 책임이 있다.   어플
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측 상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의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시스템 자원을 알아야 하고, 필
요하다면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3270 에뮬레이터 해결법은 각각의 클라이언트
측에 제공된 별개의 하드웨어 플랫폼(hardware platform)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호스트 통신(uniform host 
communication)(대화)만을 가능하게 한다.  

또 다른 일반적인 통신 방식은, 예를 들어, 인터넷(Internet)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하이퍼텍스트 전
송 프로토콜(Hypertext Transfer Protocol :HTTP)" 통신 프로토콜이다.  이 프로토콜은 이미 클라이언트
측에서 상이한 하드웨어 플랫폼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그에 따라 단지 하나의 고유 프로토콜만을 이용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정보 기반형 시스템(an information based system)이지, 다이얼로그 기반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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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은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은 소위 "웹 브라우저(Web Browser)"에 의해 검색될 수 있는 다량의 정
보만을 제공한다.   게다가, 이들 브라우저의 대화형 기능들은 매우 한정되어 있고 정보의 브라우징 메커
니즘(browsing mechanism) 및 업-앤-다운로딩(up-and-downloading)에만 집중되어 있다.   결국, 이들 브
라우저의 구현을 위한 필요한 시스템 자원은 일반적으로 이동 컴퓨터 시스템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과도하다.  

이동 컴퓨팅에서, 기존의 휴대용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로컬하게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이에 따
라 제한된 성능을 갖게 돤다.   더욱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변경이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 소모적이며 에러에 취약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전술한 기존의 해결법이 갖는 결점을 해결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서버 기반 시
스템(a client-server information handling system)에서 장치 독립성을 허용하면서 최적화된 대화를 전
송할 수 있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변경이 서버
측상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을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본 발명은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초한 일반적인 클라이언트 서버(a generic client-server)에서 대화형 
다이얼로그를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a  mechanism),  각각의 다이얼로그 시스템 구조(a  dialog  system 
architecture),  및  각각의  기본적인  클라이언트의  하드웨어에  관계없이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
(multimedia  presentation)이  가능하도록  클라이언트측에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터미널  장치(a 

particular terminal device)를 제공함으로써 상기 목적을 달성한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터미널 장치는 
특정한 하드웨어를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자동 구성(self-configuration)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기본적인 개념은, 각각의 (문서) 페이지의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클라이언트 시스템 자원에 관
계없이 상호 대화용 문서를 기술하고, 페이지 셋업을 위한 단지 실질적인 기능적 특징만을 결정한다는 것
이다.   어플리케이션의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모든 가능한 시스템 자원을 허용하려면, 대화(다이얼로그 
및 예상 응답)의 기술은, 어플리케이션(a definite application)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필요 최소한의 
사용자 상호작용 장치(minimum necessary user interaction devices)(버튼 등)와 같은 기능적인 면에만 
국한된다.  

실제 프리젠테이션 셋업은, 클라이언트측에 위치한 하드웨어 특정 자원 관리 장치(a hardware specific 
resource management device)에 의해 생성된다.   이 장치는, 예를 들어, 키보드(a keyboard), 터치스크
린(a touchscreen), 혹은 소프트웨어 에뮬레이트형 버튼(software emulated buttons)을 통해 사용자에 의
한 가능한 상호작용 모드를 결정한다.   또한, 이 장치는 클라이언트측상의 추상적인 기능적 멀티미디어 
요소를 프리젠테이션하는 것을 담당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관리 장치는 네트워크와 클라이언트
의 프리젠테이션 장치(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디스플레이)  사이에  제공되는 자원  적응  소프트웨어 층
(resource adaptation software layer)으로서 구현된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은 각각의 현존 클라이언
트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사용자 입력 메카니즘을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대화  관련  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문서는  실제  사용자  대화(an  actual  user 
conversation)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클라이언트측상에서의 페이지의 셋업만을 위해서 사용되
는 페이지 셋업 정보와, 어플리케이션과 사용자간의 대화와 관련되고 차후 대화 단계에서 전송되는 페이
지 정보 내용을 분리하는 것에 의해 기술된다.  이러한 페이지 셋업 정보는,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측상에 
그러한 정보를 (사전)캐싱함으로써, 실제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클라이언트측에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서버 시스템상의 어플리케이션은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각종 상이한 시스템 자
원을 포함하는 원격 클라이언트(remote client)에서 대화를 프리젠테이션할 수 있다.   더욱이, 어플리케
이션의 변경 혹은 어플리케이션의 수정은 모든 클라이언트에서가 아니라 단지 서버측에서만 수행되면 된
다.  

또한, 기반 통신 네트워크의 전술한 결점은, 지능형 캐싱 메커니즘과, 전송된 정보를 줄일 수 있는 효율
적인 프로토콜에 의해 해결되며, 이에 따라 이동 컴퓨팅의 성능이 개선된다.   문서의 일부 구성요소는 
클라이언트측에서 캐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사전로드되고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시간동안 변경되
지 않는 문서 정보를 캐싱하기 위한 정적 캐시(a static cache)와,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시간동안 수집되
는 정보를 캐싱하기 위한 동적 캐시(a dynamic cache)가 제공된다.   이들 두 캐시 메모리는 캐시 관리자
(a cache manager)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실시예에서, 페이지 셋업 정보는 기능적인 객체가 클라이언트 프리젠테이션 하드웨
어  플랫폼(client  presentation  hardware  platform)과  무관하게  정의될  수  있는  기능적인 객체
(functional objects)와, 프리젠테이션 객체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그 제안된 구조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문서를 특정 클라이언트 하드웨어에 맞게 적응시키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사용자에
게 투명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문서의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특수한 객체들, 예를 들어, 음성, 
버튼, 스크린 셋업 등과 관련된 객체들이 제공된다.   추상적 멀티미디어 기능적 요소가 더욱 제공됨으로
써, 클라이언트의 초기 알려지지 않은 멀티미디어 자원에 자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문서(페이지)의 프리젠테이션은 컴퓨터 디스플레이(a computer display)상에서 볼 수 있는 페이지에 국한
될 필요는 없다.   더욱이, 사운드, 동화상(motion pictures)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구성요소의 구현에 
대해 전혀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전송된 정보 스트림은 전송을 위한 대역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압축 및 확장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측의 사용자 질의로 인한 서버 액세스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 서버측에 필요한 특정 정보
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서버와 클라이언트간 정보 흐름은 양방향인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클라이언트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 객체를 표시하기 위한 자신의 시스템 자원에 관해 서버
에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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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클라이언트의  디스플레이  포맷에  무관하고  그  디스플레이  포맷에  자동으로  적응할  수 
있으면서, 서로에 대해 박스의 상대 치수를 유지할 수 있는 확장가능한 박스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각각의 박스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 객체(a multimedia presentation object)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장가능한 박스의 목적은 각각의 서버에 좌우되며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결정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들 박스는 문서의 연속적인 라인들에서 제공된다.  

클라이언트측에 표시된 다이얼로그 마스크(dialog masks)는 입력 어레이를 포함하는데, 이 경우 클라이언
트에서 서버로의 전체 문서의 중간 전송(an intermediate transmission)과 대조적으로 다이얼로그 마스크
의 작은 일부분만이 갱신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3에 도시된 의학용 어플리케이션의 경
우에 있어서, 어레이내의 소정 필드를 클릭하면 건강  회사의 목록이 표시되고 이들 회사중 한 회사가 차
후의 다이얼로그의 단계를 위해 선택될 수 있다.   이것은 사용자에 의한 어떠한 상호작용도 없이 클라이
언트로부터 서버로 전송되는 소위 "자동-전송 필드(auto-send fields)"를 사용함으로써 달성된다.  

본 발명의 이러한 목적 및 기타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 도면을 참조함으로써 보다 잘 이해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클라이언트-서버 구조

도 1은 이동 클라이언트(a mobile client)(1)가 고정 서버(a stationary server)(2)와 통신하는 클라이언
트-서버 시스템(a client-server system)의 바람직한 구조를 도시한다.   이 경우, 상기 고정 서버(2)는 
서버에 적합한 임의의 컴퓨터 시스템일 수  있다.    서버 및  클라이언트는 무선 네트워크(a  wireless 
network)(3)를 통해 상호접속되어 있다.   하지만, 본 발명은 무선 네트워크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터
넷 혹은 사설 인트라넷(private Intranet)으로서 ISDN(Integrated Switching Digital Network) 혹은 기타 
광역 네트워크(wide area network :WAN) 혹은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 :LAN)과 같은 통신 네트
워크가 사용될 수 있다.   상점들내에 제공되는 것과 같은 적외선(IR) 광 제어 통신망도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은 클라이언트측상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의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서버와 클라이언트간
의 정보 교환을 수반한다.  이 정보는 프리젠테이션의 셋업과 관련된 정보와, 문서의 정보 내용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사용자 상호작용에 의해 교환되는 정보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정보 스트림은 서버(2)와 클
라이언트측(1)에 각기 제공된 캐시 관리 모듈(cache management module)(4, 5)을 통과한다.  임의의 캐싱
된 정보에 대해서는, 참조 정보(a reference information)만이 전송될 뿐이다.  캐시 관리 모듈(4,5)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예외적인  정보는  서버(2)와  클라이언트(1)간에  교환되는  기본적인  제어  및 

명령(질의) 정보이다.  

모든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이 서버에서 실행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또한 제공된
다.  이 경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PI)(6)을 직접 이용
하거나, 혹은 예를 들어, 호스트-PC 통신에 이용될 수 있는 적응층(adaption layer)(7)을 삽입하는 것에 
의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다.

전송된 정보 스트림은 클라이언트측(1) 상의 이미 캐싱된 정보의 측면에서 볼 때, 축소되는 것이 유리하
다.  정보 스트림은 무선 전송 라인(a wireless radio transmission line)(3)을 통해 이동 클라이언트
(1)로 전송된다.  클라이언트측(1)의 캐시 관리 모듈(5)은 스트림을 원래의 형태로 다시 확장시킨다.  문
서 내용 정보의 경우, 확장된 스트림은 페이지 생성 모듈(a page generation module)(8)에 의해 해석되어 
가상 터미널 모듈(a virtual terminal module)(9)로 보내진다.  가상 터미널 모듈은 페이지의 추상적 기
능적인 기술에 근거하여 실제(문서) 페이지를 구축하고, 이 페이지는 하드웨어 종속형 디바이스 드라이버 
유닛(a  hardware  dependent  device  driver  unit)(11)에  의해  기존의  클라이언트  하드웨어(10)에 

표시된다.  

본 실시예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유닛(11)은 또한 소정 수의 프리젠테이션 프리미티브를 제공한다.  이
들 프리미티브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통지가 클라이언트의 터미널에 의해 표시될 수 있다.  이는 가상 터
미널  모듈(9)에  관계없이  표시된다.   예컨대,  경고  신호,  원격측정  데이터  등이  표시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 의해 제공된 로컬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자동차의 엔진 데이터, 혹은 위치 측정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데이터와 같은 원격측정 데이터의 질의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처리될 수 있다.  이들 데이터는 또한 장치 종속형 드라이버 유닛(11)의 프리젠테이션 프리미티브를 이용
하여 표시될 수 있다.

문서 기술(Document Description)

본 발명에 따르면, 문서, 즉 셋업 및 정보 내용의 기술은, 클라이언트의 개별 프리젠테이션 자원들의 측
면에서 볼 때, 추상적이고 장치 독립적인 방식으로 수행된다.  문서의 구체적인 물리적 의미는 예를 들어 
페이지 단위로 문서가 클라이언트의 터미널 장치(10)에 표시될 때 최초로 제공된다.  프리젠테이션의 외
양(appearance)은 개별 클라이언트의 프리젠테이션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문서의 기본적인 
요소 및 그에 따른 기능성은 추상적인 기술로 인해 유지된다.  

본 발명에 따라 문서를 생성하기 위한 실시예가 다수 존재한다.  제 1 실시예에서, 문서의 생성은 형식 
기술 언어(a formal description language)를 이용하여, 순전히 텍스트 형식(a pure textual form)으로 
달성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문서의 생성은 개별 API 기능을 이용하여, 페이지 요소를 구성함으로
써 실현된다.  따라서, 문서의 내부 표현을 위한 각각의 데이터 구조는 어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 코드내
에 명시적으로 생성되며, 이와 함께 그 기술은 파서(a parser)를 이용한 형식 언어에 의해 내부 페이지 
프리젠테이션으로 변환된다.  

전술한 실시예에서, 문서는 정적 부분과 제 2 동적 부분으로 세분된다.  정적 부분은, 어플리케이션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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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간의 대화형 다이얼로그에 대응하는 문자 패턴 의 일부의 보유(retention) 및 제거(elimiation)를 제
어하는데 사용되는 다이얼로그 마스크(a dialog mask)에 대응하며, 제 2 동적 부분은 문서의 입력 및 출
력 필드의 내용 혹은 사용자에 의한 필드의 실제 선택에 대응한다.  전송전에, 두 부분은 하나의 문서로 
생성되나, 전송 단계에서는 별개로 취급된다.  문서의 정적 부분(즉, 캐시(12))이 클라이언트측(1)에 이
미 제공되어(즉, 캐싱되어) 있기 때문에,  동적 정보만이 기존의 마스크내에 삽입되도록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될 필요가 있을 뿐이다.

본 실시예에서, 문서는 다수의 중첩 라인으로 기술된다.  각각의 라인은 적어도 하나의 나란하게 배치된 
박스를  포함한다.   그  박스는  제공된  프리젠테이션  포맷으로  자동  확장되고  출력  정보(예를  들면, 
텍스트) 혹은 입력 필드와 같은 적어도 하나의 형상 요소에 대응한다.  라인의 높이는 가장 큰 박스에 의
해 결정된다.  라인내의 박스는 최대 라인 높이에 대하여 중심에 위치될 수 있거나, 혹은 라인의 상부 혹
은 하부에 표시될 수 있다.  라인(20)내에 표시된 박스(20)는 나란히 정렬되지만, 또한 가장 넓은 라인의 
최대 폭, 적어도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프리젠테이션 장치의 최대 물리적인 폭 포맷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것은 도 2에 참조로서 예시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폭은 제 2 라인(22)의 폭에 의해 결정된다.  제 1 라
인내에  표시된  박스(20)는  그  폭까지  확장되어  있다.   더미(빈)  확장가능한  박스(dummy  expansible 
boxes)(23)는 중앙에 혹은 오른쪽 정렬된 위치에 표시된 기능적 박스들의 전면에 위치하거나 그 기능적 
박스에 부착되어 있다.  각각의 AUTO_FILL(확장가능한) 박스는 동일한 라인(행(row))내 기존의 AUTO_FILL 
박스의 총 수에 대하여 좌측 빈 공간의 동일한 비율을 차지할 수 있으며, 이로써 박스를 임의의 위치에 
장치 독립적으로 위치시킬 수 있다.

또한, 박스는 기능적인 요소뿐 아니라, 다수의 라인 혹은 기타 논리적인 페이지를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귀적 순환(recursive nesting)이 가능하다.  따라서, 문서는 의도된 시스템 자원 독립성에 영향
을 끼치지 않고 자유로이 설계될 수 있다.

상기 기술 언어 개념에 의해 생성된 한 (문서) 페이지의 실제적인 물리적 크기는 클라이언트측의 표시 장
치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의 관점에서 볼 때, 절대적인 프리젠테이션 크기는 
명시되지 않는다.  입력 및 출력 필드를 위해 사용되는 문자 폭 혹은 라인의 수만이 명시적 한도내에서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크기는 클라이언트에서의 문자 세트에 좌우된다.  

각각의 확장가능한 박스는 기술된 문서의 하나 이상의 개별적인 기능 요소에 대한 프레임을 나타낸다.  
대화는 이들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설계될 수 있다.  전술한 실시예의 요소는 표 1에 도시되어 있다.  이
는 예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개별 클라이언트 하드웨어에 의해 지원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멀티미디
어 구성요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AUTO_FILL"의 필드 폭을 명시함으로써, 각각의 확장가능한 박
스는 그 전체 라인 폭이 가장 넓은 라인의 폭까지, 적어도 표시된 디스플레이의 물리적인 폭까지 연장될 
수 있다.  2 이상의 필드가 이러한 파라미터를 포함하면, 이들 박스 모두는 비례적으로 확장된다.  입력 
필드에 대한 '자동 활성(auto-activation)' 속성과, 1/n 선택 필드는, 임의의 선택 혹은 입력 확인이 버
튼의 활성화로서 취급된다, 즉, 대응하는 메시지가 서버에 전송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기능의 구현
을 위한 형식 기술 언어가 이하 본 명세서에 제시된다.  

각각의 필드 요소는 다수의 속성을 포함한다.   이들 속성의 일부는 모든 필드 타입에 대하여 유사하고, 
나머지는 각각의 필드 혹은 소정 수의 필드에 대하여 특정되어 있다.  폭 및/혹은 높이가 결정되지 않은 
필드에 대해 각각의 박스 크기는 표시된 필드 내용으로부터 계산된다.  필드의 사전결정된 폭 및/혹은 높
이가 예를 들어, 선택된 문자 세트의 표준 문자 라인(a standard character line)의 배수인 경우, 넓은
(spacious) 프리젠테이션은 그 필드 타입에 따라, 절단되거나, 분해되거나, 혹은 수동으로 프리젠테이션 
공간의 가시(visible) 부분내로 스크롤된다.  

도 4a 및 도 4b에는 2개의 상이한 클라이언트 터미널 장치(40, 41)상에서의 어플리케이션 다이얼로그 마
스크의 디스플레이 프리젠테이션이 도시되어 있다.  이들 클라이언트는 문서의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서로 
상이한 시스템 자원을 갖는다.  도 4a의 장치는 디스플레이 영역(display area)(42)과, "OK", "Cancel" 
및 "Func" 실행을 위한 3개의 기능키(43, 44, 45)와,  디스플레이 네비게이션(display navigation)을 위
한  화살표키(46)를  포함한다.   디스플레이상에는  어플리케이션  다이얼로그  원도우(application  dialog 
window)의 현재 스냅샷(snapshot)이 도시되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도 4b에 도시된 터미널 장치는 상이한 형상 및 크기의 디스플레이(a display)(47)와, 
기능키(43, 44, 45) 및 화살표 키(46)를 대신하는 8개의 기능키("F1-F8")(48)와, 디스플레이 네비게이션
을 위한 트랙볼(a trackball)(49)을 포함한다.

도 4b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원도우(47)는 모니터 타입(a monitor type), 머더보드 타
입(a  motherboard  type)  혹은  사운드카드 타입과 같이  다수의  컴퓨터  부품을  디스플레이하는 상부(an 
upper portion)(50)를 포함한다.  또다른 원도우 부분(51)에는, 상부 원도우(50)내의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이용가능한 배경 정보가 디스플레이되어 있다.  항목은 "F1" 버튼을 누르면 선택되고, "F2" 버튼을 누르
면 취소되는데, 이는 디스플레이의 하부(52)에서 사용자에게 표시되어 있다.  사용자는 트랙볼(49)을 이
용해 상부 디스플레이 원도우를 처음부터 끝까지 스크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아이템은 스크롤바
(슬라이더)(a scroll bar)(53)에 접속된 커서 바(a cursor bar)에 의해 밝게 표시된다.  도 4b의 터미널 
장치(41)의 경우, 필요한 상호작용 수단("OK" 및 "Cancel" 기능)은 기존 물력적 기능키(48)로 매핑되고, 
이러한 맵핑은 또한 디스플레이(47) 하부의 추가적인 정보 라인(52)에서 스크린(47)에 디스플레이된다.  

특히, 도 4a에 도시된 장치(40)의 디스플레이 영역(42)은 도 4b에 도시된 디스플레이(47)에 비해 크기가 
작다.  결과적으로, 추가의 슬라이더(a slider)(54)가 디스플레이(42)의 우측에 디스플레이되는데, 이는 
현재의 페이지가 클라이언트 터미널(40)에 의해 물리적으로 제공된 공간 보다 더 수직인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페이지 설명 언어

이어서, 전술한 기능성이 구현될 수 있는 형식 기술 언어가 기술된다.  이 형식 언어에 의해, 대화형 다
이얼로그 및 상호작용 특징(interactive features)이 기술된다.  도 3에 도시된 예시적인 다이얼로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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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의사 코드(pseudo code)에 따라서 기술될 수 있다.  

예시적인 문서는 사용자의 표준 응답 "OK", "Cancel" 및 "F0"의 리턴에 대해 구성된 것이다.  클라이언트 
터미널상의 이들 응답의 프리젠테이션은 각각의 하드웨어 자원에 좌우된다.  클라이언트의 하드웨어가 이
들 기능에 대해 적절한 기능 요소, 예를 들어, 키보드의 기능키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적인 요소가 클라
이언트의 디스플레이상에 표시될 필요가 없다.  반면에,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키를 제공하지 않으면, 각
각의 기능들이 클라이언트의 디스플레이상에 표시될 수 있다.  

문서를 기술하기 위한 형식 언어가 다음과 같이 도시된다.  간결하게 하기 위해, 단지 기본 데이터 타입
만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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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소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문서의 생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API는 모든 필요한 구조를 생성하기에 충분한 몇개의 기본 기능만을 
포함하면 된다.

문서의 내부 표현은 사용자가 볼 수 없게 할 수 있다.  문서는 동적 출력 필드의 정의를 위해 혹은 선택 
필드에서의 사용자의 선택을 위해, 사전결정된 텍스트로서 혹은 입력 필드에 대한 코멘트로서 사용되는 
동적으로 변하는 정보 뿐만 아니라, 전송된 정보 스트림의 정적 부분(다이얼로그 마스크)을 저장한다.  
이들  동적  데이터는  전송  예정인  정보  스트림의  생성  단계에서만  존재하며,  그후에는  폐기된다.   이 
결과, 기타 동적 정보의 첨부 후 이전 데이터가 다시 전송되는 것이 방지된다.  API를 사용함으로써 문서
의 동적 부분은 어느 때나 수정될 수 있으며 각각의 정적 부분(다이얼로그 마스크)에 관계없이 클라이언
트에 전송될 수 있다.  

전송된 정보 스트림은 제어 명령(control command) 및 질의 명령(query command), 혹은 추가의 동적 데이
터에 의해 확대될 수 있으며, 그 완전한 정보 패킷은 하나의 블럭으로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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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C-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코드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도 3에 도시된 예시적인 대화(다이얼로
그)의 생성을 나타낸다.  각각의 속성명은 접두사 "TT_"에 의해 확장되는 허용된 기술 언어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도 3에 도시된 의학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레이 내의 하부 필드(30)를 클릭하면, 건강 보험 
회사의 리스트가 표시되며, 이들 회사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이알로그의 이후의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이어, API에 의한 함수가 열거된다.  가능한 리턴 코드는 "tt_api.h"로 지정된 API 헤더 파일의 각 코멘
트로부터 축적될 수 있다.  

TTDocHandle ttNewDocument(void)

이 함수는 새로운 빈 문서의 생성을 위해 사용된다.  리턴된 핸들은 이러한 문서에 대한 모든 연산에 대
하여 명명되어야 한다.  ("포인터(pointer)"와 대조적으로, "핸들(handle)"은 객체에 대한 추상적 참조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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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ttFreeDocument(TTDocHandle handle)

각각의 문서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수의 자원이 할당될 것이다.  이 경우, 그 문서가 더 이상 필요없으며, 
이들 자원은 이 함수에 의해 완전히 다시 해제될 수 있다.  

int ttFreeDynamic(TTDocHandle handle)

이 함수는 문서의 모든 동적 데이터를 해제시킬 것이며 문서의 동적 부분이 함수 "ttAddDyn2DataStream"
에 의해 정보 스트림내에 삽입될 때 자동적으로 실행될 것이다.  

TTDocHandle ttParseDocument(char *string)

TTDL 문서가 널-종료 버퍼(a null-terminal buffer)(C-스트링)에 제공될 때, TTDL 문서는 이 함수에 의해 
문서 핸들(a document handle)로 변환될 수 있다.  성공적인 변환 후, 이 함수는 문서 핸들을 전달한다.  

char *ttLastParseError(void)

이 함수는 문서를 스캐닝 혹은 파싱(parsing)하는 동안 각각의 마지막 에러를 지정하는 스트링(a strin
g)에 대한 포인터(a pointer)를 운반한다.  

TTDocHandle ttReadDocument(char *filename)

TTDL 포맷이 텍스트 파일(a text file)로 제공될 때, TTDL 포맷은 이 함수에 의해 내부 포맷으로 변환될 
수 있다.  성공적인 판독 및 변환 후 문서 핸들이 리턴된다.  

int ttWriteDocument(TTDocHandle handle, char *filename)

이 함수에 의해, 문서 핸들에 의해 제공된 문서는 TTDL 텍스트 문서로서 파일에 기록될 수 있다.  

int ttAddReply(TTDocHandle handle, int button, char *modifier)

여기서, 표준 응답 버튼(a standard response button)이 문서에 대해 결정될 수 있다.  무수정 타이틀(no 
modified title)이 필요하면, 각각의 '널' 포인터가 명명되어야 한다.  

int ttAddRow(TTDocHandle handle)

이 함수는 새로운 빈 라인을 문서에 첨부한다.  

int ttAddBox(TTDocHandle handle, int fieldType, int v_align)

이 함수는 우측에 정렬된 새로운 박스를 문서의 실제 라인내에 삽입한다.  박스의 구체적인 수직 조정이 
필요없다면, 디폴트값으로서 "TT_DEFAULT"가 명명되어야 한다.  더욱이, 포함된 기능적 요소의 유형, 즉 
"TT_STATIC", "TT_DYNAMIC", "TT_INPUT", "TT_RADIO", "TT_MULTI", 혹은 "TT BUTTON"이 선언되어야 한다.  

int ttSetAttribute(TTDocHandle handle, int attrib_type, AttribValue Value)

이 함수에 의해, 실제의, 막 생성되거나 혹은 "ttSetCurrentBox"가 세트된 박스의 소정 기능 요소의 모든 
속성들이 결정될 수 있다.  

int ttSetCurrentBox(TTDocHandle handle, char *id)

이  함수에  의해,  식별자(an  identification)  "id"를  갖는  박스가  실제로  세트될  수  있으며,  따라서 
"ttSetAttribute"와 같은 또다른 연산이 그 박스에 관련된다.  이 기능은, 각각의 식별자 속성이 박스의 
구성 단계에서 정의된 박스들에만 적용될 수 있다.

TTDataStreamHandle ttOpenDataStream(void)

이 함수에 의해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스트림이 확립될 수 있다.  그후, 이 정보 스트림은 임의의 문서, 
혹은 동적 제어 및 질의 데이터로 채워진 후 전송될 수 있다.

void ttCloseDataStream(TTDataStreamHandle ttds)

19-9

1019970029752



더 이상 필요없는 데이터 스트림은, 그 핸들과 연관된 자원을 이 함수에 전달함으로써, 해제될 수 있다.  

int ttAddDoc2DataStream(TTDataStreamHandle ttds, TTDocHandle doc)

전달된 문서의 정적 및 동적 부분은 주어진 데이터 스트림내에 삽입될 수 있다.  그 후, 문서의 동적 정
보가 폐기된다.  

int ttAddDyn2DataStream(TTDataStreamHandle ttds, TTDocHandle doc)

전달된 문서의 동적 부분은 이 함수에 의해 주어진 데이터 스트림내에 삽입될 수 있다.  삽입 후, 전술한 
바와 같이 동적 정보는 폐기된다.  동적 데이터를 실제 문서내에 삽입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 개별적으로 
전송될 문서내의 동적 데이터의 변경의 경우, 이들 동적 데이터는 데이터 스트림에 포함된 단지 그 부분
일 것이다.  

표 2에는 함수 "ttSetAttribute"에 대한 가능한 파라미터가 보다 상세히 서술된다.  

데이터 스트림의 코딩

정보 스트림의 생성에 의해, 데이터는 전송 패킷을 가능한 한 압축하기 위해 데이터가 코딩된다.  1바이
트보다 큰 워드 길이(a word length)를 갖는 모든 데이터는 "네트워크 바이트 순서(Network Byte Orde
r)"로 버퍼링된다.  즉 워드의 최상위 바이트(MSB)가 하위 어드레스에서 제공된다.  양의 정수에 대해, 
"Packed Unsigned Integer: PUINT(밀집 무부호형 정수)" 데이터 타입이 사용되고, 즉 1바이트중 7개의 비
트들이 수의 값에 대해 사용되며, 최상위 바이트가 세트된 경우는 또다른 바이트가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어서, 이러한 데이터 스트림의 구조는 앞서 도시한 코드 예와 유사한 표기법에 의해 예시된다.  모든 
코멘트는 괄호내에 세트되고 라인의 각 끝에 흘림글씨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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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싱 메커니즘

문서의 설계 단계에서 이미, 정보 스트림은 정적 부분과 동적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이들 별개의 데이터 
타입은 서로 독립적으로 캐싱되는 두 개의 분리된 블록내에서 처리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다이얼로그 
마스크는 전적으로 정적(사전로드된) 캐시 메모리(a static cache memory)(13)내에서 클라이언트측(1)상
에 전부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마스크의 정보 내용만이 각각 전송된다.  

사용자가 데이터 스트림(a data stream)의 발생 단계동안 개별적인 데이터 블록을 선택함으로써 캐시 성
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전송된 정보의 캐싱은 제 1 정보 스트림의 전송 동안 전송된 정보의 
캐싱은 사용자에게 투명하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은 전술한 기존의 해결법이 갖는 결점을 해결하여 클라이언트-서버 정보 처리 시스템(a 
client-server information handling system)에서 장치에 무관하고 최적화된 대화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
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더욱이, 본 발명은 어플리케이션의 변경 혹은 수정이 모든 클라이언트에
서가 아니라 서버측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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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초한 일반적인 클라이언트 서버(a generic client-server)에서 대화형 
다이얼로그를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a  mechanism),  각각의 다이얼로그 시스템 구조(a  dialog  system 
architecture),  및  각각의  기본적인  클라이언트의  하드웨어에  관계없이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
(multimedia  presentation)이  가능하도록  클라이언트측에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터미널  장치(a 

particular terminal device)를 제공함으로써 상기 목적을 달성한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터미널 장치는 
특정한 하드웨어를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자동-구성(self-configuration)이 가능하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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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로 통신하는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서버 기반 다이알로그 시스템에서 인터액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서버에서,  페이지  셋업(a  page  setup)과,  상기  페이지  셋업과는  별개인  페이지  정보  내용(page 
information contents)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인터액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나타내는 서버 문서들을 생성하
는 단계 ― 상기 페이지 셋업과 상기 페이지 정보 내용은 모두 클라이언트 시스템 자원들과 독립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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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기 생성된 페이지 셋업과 상기 생성된 페이지 정보 내용을 독립적으로 상기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상기 독립적으로 전송된 페이지 셋업 및 페이지 정보 내용을 결합하는 것에 의해, 
상기 독립적으로 전송된 페이지 셋업 및 페이지 정보 내용으로부터 클라이언트 문서(a client document)
를 생성하는 단계 ― 상기 클라이언트 문서는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 자원들과 독립적임 ― 와,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상기 클라이언트 문서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 자원들에 종속적인 문서 페
이지(a document page)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여, 상기 문서 페이지를 상기 클라이언트상에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클라이언트에서의 사용자 입력에 기초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제 2 페이지 정보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와,

인터액티브 다이알로그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상기 제 2 페이지 정보 내용을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터액티브 어플리케이션 실행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 자원에 종속하는 문서 페이지를 상기 클라이언트 문서로부터 생성하는 상기 단계
는, 상기 인터액티브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적 요건(functional  requirements)을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 
자원으로 매핑하기 위해, 상기 페이지 셋업을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 자원으로 매핑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인터액티브 어플리케이션 실행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 셋업 정보는 기능적인 객체 및 프리젠테이션 객체에 의해 표현되는 인터액티브 어플리케이션 
실행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에서 서버 문서를 생성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서버에서 상기 페이지 셋업 및 상기 페이지 정보 
내용을 캐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인터액티브 어플리케이션 실행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캐싱 단계는, 상기 서버에서, 상기 페이지 셋업을 정적으로 캐싱하며 상기 페이지 정보 내용을 동적
으로 캐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터액티브 어플리케이션 실행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된 페이지 셋업 및 페이지 정보 내용으로부터 클라이언트 문서를 생성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상기 페이지 셋업 및 페이지 정보 내용을 캐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인터액티브 어플
리케이션 실행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캐싱 단계는,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상기 페이지 셋업을 정적으로 캐싱하고 상기 페이지 정보 내용
을 동적으로 캐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터액티브 어플리케이션 실행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단계에 앞서, 상기 서버에서 상기 생성된 페이지 셋업 및 페이지 정보 내용을 압축하는 단계가 

19-15

1019970029752



진행되는 인터액티브 어플리케이션 실행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페이지 셋업을 생성하는 상기 단계는, 그 내부에 복수의 박스를 포함하는 문서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인터액티브 어플리케이션 실행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문서는 복수의 라인들을 포함하고, 이 경우 상기 박스들 각각은 상기 복수의 라인들 중 하나의 라인
내에 위치하게 되는 인터액티브 어플리케이션 실행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박스는, 그 라인 전체를 채우도록, 자동적으로 확장되는 확장가능한 박스인 인터액티브 어플리케이
션 실행 방법.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박스는, 자동적으로 소정 라인상의 중앙에 위치하는 중앙위치형 박스(a centered box)인 인터액티브 
어플리케이션 실행 방법.

청구항 13 

인터액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에 있어서,

클라이언트(a client)와,

상기 클라이언트와 통신하는 서버(a server)와,

상기 서버내에서, 페이지 셋업(a page  setup)과, 상기 페이지 셋업과는 별개인 페이지 정보 내용(page 
information contents)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인터액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나타내는 서버 문서들을 생성하
는 수단 ― 상기 페이지 셋업과 상기 페이지 정보 내용은 모두 클라이언트 시스템 자원들과 독립적임 ― 
과,

상기 생성된 페이지 셋업과 상기 생성된 페이지 정보 내용을 독립적으로 상기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수단과,

상기  클라이언트내에서,  상기  독립적으로  전송된  페이지  셋업  및  페이지  정보  내용을  결합하는  것에 
의해,  상기  독립적으로  전송된  페이지  셋업  및  페이지  정보  내용으로부터  클라이언트  문서(a  client 
document)를 생성하는 페이지 생성 수단 ― 상기 클라이언트 문서는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 자원들과 독
립적임 ― 과,

상기 클라이언트내에서, 상기 클라이언트 문서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 자원들에 종속적인 문서 
페이지(a document page)를 생성하는 자원 관리 수단과,

상기 클라이언트내에서,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여, 상기 문서 페이지를 상기 클라이언트
상에 표시하는 수단과,

상기 클라이언트내에서, 상기 클라이언트에서의 사용자 입력에 기초하여, 상기 제 2 페이지 정보 내용을 
생성하는 수단과,

인터액티브 다이알로그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상기 제 2 페이지 정보 내용을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 관리 수단은, 상기 인터액티브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적 요건(functional requirements)을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 자원으로 매핑하기 위해, 상기 페이지 셋업을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 자원으로 매핑
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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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서버 문서를 생성하는 상기 수단은, 상기 서버에서 상기 페이지 셋업 및 페이지 정보 내용을 캐싱하는 수
단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캐싱 수단은,

사전로드되고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간 동안 변경될 수 없는 문서 정보를 캐싱하는 정적 캐시 수단과,

상기 실행 시간 동안 수집되는 정보를 캐싱하는 동적 캐시 수단과,

상기 동적 및 정적 캐시 수단을 제어하는 캐시 관리 수단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청구항 17 

제 13 항에 있어서,

페이지 셋업을 생성하는 상기 수단은, 그 내부에 복수의 박스들을 포함하는 문서를 생성하는 수단을 포함
하는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문서는, 복수의 라인들을 포함하고, 이 경우 상기 박스들 각각은, 상기 복수의 라인들중 하나의 라
인내에 위치하는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박스는,  그  라인  전체를  채우도록,  자동적으로  확장되는  확장가능한  박스인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박스는, 자동적으로 소정 라인상의 중앙에 위치하는 중앙위치형 박스인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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