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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문서표시 시스템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표시한다. 사용자가 사서 액세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는 그

문서 내의 단어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서 액세스 정보를 부착함으로써 변형된다. 그후, 변형된 문서는 화면에 표시되고,

이때, 사서 액세스 정보가 부착된 단어들은 가시적으로 표시된다. 사용자가 사서 액세스 정보가 부착된 단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단어에 대한 전자사전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검색되어 표시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문서표시 시스템의 제 1 실시예에 대한 블록도,

  도 2는 제 1 실시예에 있어서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의 내용의 일부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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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은 제 1 실시예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장치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4는 제 1 실시예에 있어서 링크된 문서 서버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5는 문서에 사서모드 버튼을 부가한 것을 나타낸 예시도,

  도 6은 또 다른 문서에 단순모드 버튼을 부가한 것를 나타낸 예시도,

  도 7은 제 1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 링커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8은 제 1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 링커에 의해 출력된 결과 파일의 일부를 나타낸 예시도,

  도 9는 단어를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에서 찾을 수 없을 경우 사서 링커에 의해 출력된 결과 파일의 일부를 나타낸 예시

도,

  도 10은 미지 단어를 처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써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 내부에 제공된 미지어 내용을 나타낸 예시도,

  도 11은 단어가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에서 찾을 수 없을 경우 사서 링커에 의해 출력된 또 다른 결과 파일을 나타낸 예

시도,

  도 12는 초기 문서검색 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 13은 도 12의 화면으로부터 검색된 문서를 나타낸 도면,

  도 14는 도 13의 문서로부터 하이퍼텍스트 링크에 의해 검색된 또 다른 문서를 나타낸 도면,

  도 15는 사서액세스 모드로 표시된 도 14의 문서를 나타낸 도면,

  도 16은 도 15의 화면으로부터 사서의 액세스가 수행될 경우 표시되는 정보의 예를 나타낸 도면,

  도 17은 미지어를 처리하는 한가지 방법을 나타내는, 도 9의 결과 파일로부터 얻어지는 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 18은 미지어를 처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사용된 경우 표시되는 메시지를 나타낸 도면,

  도 19는 본 발명의 문서표시 시스템의 제 2 실시예에 대한 블록도,

  도 20은 제 2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 링커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21은 도 20의 태그부착 단계를 나타낸 흐름도,

  도 22는 본 발명의 문서표시 시스템의 제 3 실시예에 대한 블록도,

  도 23은 도 22의 전자사전의 내용의 일부를 나타낸 예시도,

  도 24는 제 3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 링커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25는 제 3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 링커에 의해 출력된 결과 파일의 일부를 나타낸 예시도,

  도 26은 제 3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 내용 추출기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27은 제 3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의 액세스가 수행된 경우 표시되는 정보의 예를 나타낸 도면,

  도 28은 제 3 실시예의 변형예에 있어서 사서 내용 추출기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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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9는 상기 변형예에 있어서 사서 링커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30은 상기 변형예에 있어서 사서 링커에 의해 출력된 결과 파일의 일부를 나타낸 예시도,

  도 31은 본 발명의 문서표시 시스템의 제 4 실시예에 대한 블록도,

  도 32는 제 4 실시예에 있어서 링크된 문서 서버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33은 제 4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 링커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34는 제 4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 링커에 의해 출력된 결과 파일의 일부를 나타낸 예시도,

  도 35는 제 4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 내용 추출기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36은 본 발명의 문서표시 시스템의 제 5 실시예에 대한 블록도,

  도 37은 제 5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 링커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38은 제 5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 링커에 의해 출력된 결과 파일의 일부를 나타낸 예시도,

  도 39는 제 5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 내용 추출기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40은 본 발명의 문서표시 시스템의 제 6 실시예에 대한 블록도,

  도 41은 제 6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 내용 추출기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42는 본 발명의 문서표시 시스템의 제 7 실시예에 대한 블록도,

  도 43은 제 7 실시예에 있어서 링크된 문서 서버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44는 제 7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 링커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45는 제 7 실시예에 있어서 메뉴 생성기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46은 제 7 실시예에 있어서 링크된 문서 서버에 의해 출력된 문서 파일의 일부를 나타낸 예시도,

  도 47은 상기 문서 파일이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어떻게 표시되는가를 나타낸 도면,

  도 48은 제 7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 링커 및 링크된 문서 서버에 의해 출력된 결과 파일의 일부를 나타낸 예시도,

  도 49는 상기 결과 파일이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어떻게 표시되는가를 나타낸 도면,

  도 50은 사용자가 도 49의 화면에서 특정한 버튼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메뉴를 나타낸 도면,

  도 51은 사서 액세스를 위해 "message"가 선택된 상태의 동일한 메뉴를 나타낸 도면,

  도 52는 본 발명의 문서표시 시스템의 제 8 실시예에 대한 블록도,

  도 53은 제 8 실시예에 있어서 링크 제거기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54는 사서 액세스 모드에서 제 8 실시예에 의해 표시된 문서를 나타낸 도면,

  도 55는 본 발명의 문서표시 시스템의 제 9 실시예에 대한 블록도,

등록특허 10-0489913

- 3 -



  도 56은 제 9 실시예에 있어서 링크된 문서 서버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57은 제 9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 링커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58은 제 9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에 의해 유지된 테이블의 일부를 나타낸 예시도,

  도 59는 제 9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60은 제 9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의 동작을 나타내는 또 다른 흐름도,

  도 61은 제 9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 링커(4) 및 링크된 문서 서버(2)에 의해 출력된 결과 파일의 일부를 나타낸 예시도,

  도 62는 제 9 실시예에 의해 사서 액세스 모드에서 표시된 도 14의 문서를 나타낸 도면,

  도 63은 제 9 실시예의 변형예에 있어서 사서 링커(4)에 의해 출력된 결과 파일의 일부를 나타낸 예시도,

  도 64는 본 발명의 문서표시 시스템의 제 10 실시예에 대한 블록도,

  도 65는 제 10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 링커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66은 제 10 실시예에 있어서 비율 연산기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클라이언트 장치 2 : 링크된 문서 서버

  3 : 전자문서 저장부 4 : 사서 링커

  5 : 전자사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문서표시 시스템 및 전자사전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자문서 내의 단어를 전자사전에서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

록 하는 문서표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사전이 디스크와 같은 저장매체에서 사용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전의 내용을 개인용 컴퓨터 또는 다른 전

자장치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전자사전에서 단어를 찾기 위해서, 사용자가 키보드로 단어를 타이핑하면, 단

어의 의미가 표시 스크린 상에 나타난다. 외국어 사전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전자사전이 사용가능하다.

  전자사전의 사용자들 중에는 컴퓨터 네트워크로부터 전자문서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서의

검색이 하이퍼텍스트의 출현으로 매우 용이하게 되었다. 하이퍼텍스트 문서에서는, 특정한 항목(예를 들어, 단어)이 다른

문서와 링크되도록 표시되어, 사용자는 포인팅장치로 표시된 항목을 간단히 선택함으로써 한 문서로부터 다른 문서로 진

행할 수 있다. 전세계의 컴퓨터 자원의 소위 월드와이드웹(world-wide web)으로의 연결과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통해 브

라우징을 용이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의 상업적인 입수가능성은, 수많은 사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언어로 된 문서와 수많은

특정 주제의 문서와 접촉하도록 하였다.

  전자사전은 이와 같은 문서의 이해를 돕는데 극히 유용하지만, 불행하게도, 한 사람이 하나의 문서로부터 다른 문서로 진

행할 수 있는 용이함은 그 사람이 문서 내에서 미지의 단어를 찾을 수 있는 용이함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하이퍼텍스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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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표시하는 종래의 시스템은 단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전자사전의 내용을 표시하도록 설계되지 않아, 사용자는 별

개로 단어를 타이핑함으로써 통상적인 방식으로 전자사전을 액세스해야 한다. 참조해야 할 단어가 많은 경우에는, 이는 지

루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상기한 문제는 전자사전을 내부적으로 통합한 브라우징 소프트웨어에 의해 해결될 수 있으나, 그러한 브라우징에 모든

잠정적인 사용자들에 의해 요구될 수 있는 모든 사전을 장착하는 것은 실질적이지 못하며, 브라우징 소프트웨어를 구입하

는 사람이 다수의 전자사전 또는 심지어 하나의 전자사전에 대해 돈을 지불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우

기, 각각의 사용자가 그 자신의 컴퓨터에 다수의 전자사전을 저장해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결국, 본 발명의 목적은, 전자문서를 읽는 사람이 그 전자문서 내의 단어를 전자사전에서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읽는 사람이 그 문서 내의 단어를 전자사전에서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어떠한 단어가 유리하게 참조될 수 있는가를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문서표시 시스템은, 전자문서의 내용과 함께, 사용자가 전자사전으로의 액세스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제어 항

목을 표시한다. 사용자가 사전 액세스인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전 액세스 정보를 문서 내의 각각의 단어와 같은 문자열에

부착함으로써 전자문서가 변형되고, 상기 변형된 문서가 표시된다. 그후, 사용자가 상기한 사전 액세스 정보가 부착된 문

자열을 선택하면, 그 문자열을 정의하거나 기술하는 전자사전 내용이 자동적으로 검색되어 표시된다. 선택된 문자열에 대

해 전자사전 내에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에 대한 메시지가 표시된다.

  본 발명의 일면에 따라, 전자사전에는, 사전 내의 내용을 여타의 문서로부터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통해 개별적으로 액세

스 가능하게 하는 하이퍼텍스트 링크 정보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상기 일면에서는, 상기 사전 액세스 정보는 전자사전 내

의 내용을 가리키는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따르면, 상기 전자사전에는 이러한 하이퍼텍스크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상기한 사전 액세스

정보를 부착할 때, 문서표시 시스템은 전자사전으로부터 대응하는 내용을 추출하여, 각각의 추출된 내용을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통해 검색될 수 있는 독립된 문서로서 저장한다. 상기 사전 액세스 정보는 이들 독립된 문서에의 하이퍼텍스트 링

크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따르면, 사전 액세스 정보는 사전 참조 명령을 포함한다. 사용자가 사전 액세스 정보가 부착되

는 문자열을 선택하면, 문서표시 시스템은 전자사전 내에서 대응하는 내용을 참조하기 위한 명령을 받아 실행한다. 대응하

는 내용이 전자사전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그것이 사용자에게 표시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따르면, 사전 액세스 정보를 다른 문서에 이미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갖는 항목에 부착하는 경

우, 문서표시 시스템은 사용자가 상기 다른 문서를 검색할 것인지 상기 항목 내의 문자열을 참조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메뉴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부착한다. 사용자가 상기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먼저 메뉴가 표시된 후, 사용자가

상기 항목 내의 문자열을 참조하도록 선택하면, 상기 문자열의 사서 내용이 상기한 방법 중 어느 한가지에 의해 표시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따르면, 문서표시 시스템은, 과거에 얼마나 빈번하게 서로 다른 문자열이 참조되었는지, 또는

얼마나 빈번하게 사전 액세스 정보가 서로 다른 문자열에 부착되었는지와, 얼마나 빈번하게 상기 문자열이 참조되었는지

를 나타내는 레코드를 보존하고, 이들 레코드에 근거하여 사전 액세스 정보를 문자열에 부착할 것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따르면, 상기 문서표시 시스템은, 사용자가 어떤 문자열을 참조할 것이지를 판정하는 것을 돕

기 위하여, 상기 레코드에 따라, 변형된 전자문서 내부의 문자열이 표시되는 방식을 변경한다.

  이하, 본 발명의 문서표시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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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실시예

  도 1을 참조하면, 제 1 실시예는, 도시된 것 같이 상호연결된, 클라이언트 장치(1), 링크된 문서 서버(2), 전자문서 저장부

(3), 사서 링커(4) 및 태그가 부착된(tagged) 전자사전(5)을 구비한다. 클라이언트 장치(1), 링크된 무서 서버(2) 및 전자

문서 저장부(3)는 종래의 문서표시 시스템에서 제공된 설비이다. 상기 사서 링커(4) 및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은 본 발

명의 신규한 특징부이다.

  비록, 도면에는 단지 하나의 링크된 문서 서버(2)가 도시되었지만, 이들은 그들 각각이 그 자신의 전자문서 저장부(3), 사

서 링커(4) 및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을 구비한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된 복수의 링크된 문서 서버일 수 있다. 각각의

링크된 서버(2)는 공중전화망의 일부를 포함하는 통신 채널을 통해 클라이언트 장치(1)로부터 액세스가능하다. 또한,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된 복수의 클라이언트 장치(1)가 존재할 수 있다.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1)는, 예를 들어 브라우징 프로그램과 같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링크된 문서 서버(2)

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3) 내에 저장된 문서를 검색하여 표시하는 명령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용 컴퓨터를 구비한다. 또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1)는 소위 마우스와 같은 포인팅 장치를 구비하여, 사용자는

그것으로 표시된 문서 내에서 개별적인 단어, 문자열 또는 여타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1)는 개인용 컴퓨터를 구비할 필요는 없다.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하고 검색된 문서를 표시하

며 문자열을 선택하도록 하는 어떠한 장치도 클라이언트 장치(1)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예를 들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3)에서 전자문서 파일을 검색하고 이들 파일을 클라이언트

장치(1)로 전송하기 위한 통신 기능 및 소프트웨어와, 후술하는 또 다른 기능이 장착된 워크스테이션 또는 컴퓨터 시스템

을 구비한다.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3)는, 예를 들어 자기 또는 광 디스크 드라이브를 구비하고,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와 물리적으

로 통합될 수 있으며, 컴퓨터가 액세스가능한 파일의 형태로 복수의 전자문서를 보관하고 있다.

  상기 사서 링커(4)는, 예를 들어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와 동일한 워크스테이션 또는 컴퓨터 사서 링커(4)에서 실행되

는 프로그램을 구비한다. 제 1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 링커(4)의 기능은,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을 참조하여 링크된 문

서 서버(2)에 의해 클라이언트 장치(1)에 제공된 파일에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부가하는 것이다. 상기 사서 링커(4)는 링크

된 문서 서버(2)에 의해 활성화된다.

  상기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은, 예를 들어 자기 또는 광 디스크 상에 저장된 파일, 또는 링크된 문서 서버(2)와 사서

링커(4)가 동작하는 워크스테이션 또는 컴퓨터의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을 구비한다. 상기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은 하

이퍼텍스트 문서로부터 링크를 앵커(anchor)할 수 있는 태그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종래의 전자사전과 차이가 난다. 이하

의 설명에서는, 상기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은 영일 사전으로 가정한다.

  도 2는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의 내용의 일부에 대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2에서 첫번째 라인은 "storehouse"라

고 명명된 사서 항목을 앵커하는 개시 태그(11)이다. 다음의 2개의 라인은 이 항목(12)의 헤딩(heading)과 본문(body)을

구성하는데, 단어 "storehouse"는 헤딩으로 나타나며, 그 후에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한 일본어 의미가 수반된다. 다음 라인

은 사서 항목의 끝 부분을 나타내는 종료 태그(13)이다. 즉, 이들 태그(11, 13)는 잘 알려진 하이퍼텍스크 마크업 언어

(hypertext markup language: HTML)를 따른다.

  비록, 상기 사서 링커(4)와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은 링크된 문서 서버(2) 및 전자문서 저장부(3)와 동일한 워크스테

이션 또는 컴퓨터의 내부에 존재하지만, 이는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상기 사서 링커(4)는 독립된 컴퓨터 시스템 또는

링크된 문서 서버(2) 및 전자문서 저장부(3)가 놓인 시스템과 연결된 전문적인 시스템에 위치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사서

링커(4)와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은 링크된 문서 서버(2)와 여타의 링크된 문서 서버들과 통신 라인에 의해 연결된 독

립된 시스템에 위치하여, 상기 사서 링커(4)와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의 설비를 복수의 서버 시스템이 사용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하, 상기 제 1 실시예의 동작을 설명한다. 하기 설명에서, "전자문서"라는 용어를 때때로 "문서"로 약칭한다. 용어 "하이

퍼텍스크 문서"는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이나 또 다른 문서를 가리키는 내장된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갖는 전자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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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컫는다.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도 하이퍼텍스트 문서로 일컬어질 수 있다.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을 제외하고

는, 다른 문서를 가리키는 내장된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 문서는, 비록 이들 문서가 하이퍼텍스크 문서로부터 링크의 타겟

일 수 있지만, 하이퍼텍스크 문서로서 기술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클라이언트 장치(1)의 동작을 설명한다. 도 3을 참조하면, 사용자가 문서표시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경우, 먼저 클

라이언트 장치(1)는 초기 입력 스크린을 표시한 후(단계 100),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을 기다린다(단계 101). 상기 입력은

전자문서를 요구하는 파일 서술자나 "종료"와 같은 명령어일 수 있다. "종료" 명령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문서표시 시스템

에 대한 액세스는 종료한다(단계 102). 파일 서술자와 "종료" 이외의 명령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장치(1)가 링크된 문

서 서버로 정보를 전송하도록 한다(단계 103).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를 역으로 전송함으로써

응답하며, 이것을 클라이언트 장치(1)가 수신하여 표시한다(단계 104). 단계 104 이후에는, 상기 과정은 단계 101로 복귀

하여, 또 다른 입력, 예를들면 사용자가 현재 표시되는 문서에 링크된 또 다른 문서를 요구하는 입력을 기다린다.

  이하,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의 동작을 설명한다.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는 도 4에 도시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

한다. 처리과정은 클라이언트 장치(1)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면서 개시된다(단계 200).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정보를

파일 서술자 또는 태그 부착 명령으로써 식별한다(단계 201). 상기 정보가 파일 서술자인 경우에는, 링크된 문서 서버(2)

는 전자문서 저장부(3)로부터 요구된 문서를 읽는다(단계 202). 상기 정보가 태그 부착 명령인 경우에는, 링크된 문서 서

버(2)는 사서 링커(4)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단계 203), 사서 링커(4)에게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1)에 의해 현재 표시되

고 있는 문서의 복사본을 제공한다.

  단계 200에서 수신된 정보가 파일 서술자인 경우에는, 단계 202에서 문서를 획득한 후, 링크된 문서 서버(2)는 그 문서가

하이퍼텍스트 문서인지를 판정한다(단계 204). 상기 문서가 하이퍼텍스트 문서가 아닌 경우에는,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이하에서는 사서모드 버튼으로 일컬어지는, 사서모드 제어 항목을 문서에 부가한 후(단계 205), 그 문서를 클라이언트 장

치(1)로 전송한다(단계 206). 상기 문서가 하이퍼텍스트 문서인 경우에는,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사서모드 버튼을

부가하지 않고, 그 문서를 클라이언트 장치(1)로 전송한다(단계 206).

  단계 200에서 수신한 정보가 태그 부착 명령인 경우에는, 단계 203에서 활성화된 사서 링커(4)는 사서 액세스 정보를 부

가함으로써 주어진 문서를 변형한다.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는 후술하는 태그를 포함한다. 그후,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

는, 이하에서는 단순모드 버튼으로 칭하는, 단순모드 제어 항목을 결과적으로 얻어진 변형된 문서에 부가하여(단계 207),

그 문서를 클라이언트 장치(1)로 전송한다(단계 206).

  상기한 사서모드 버튼 및 단순모드 버튼은,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사용자가 사서 액세스 모드와 단순모드 사이에서 교환

하도록 포인팅 장치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다. 이들 제어 항목은 다양한 방법으로 문서에 부가될 수 있으며, 그 중의 하

나가 도 5에 도시되어 있는데, 이는 "We draw on vast storehouses..."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문서(21)의 일부를 나타낸

다. 이 문서에 사서모드 버튼을 추가하기 위하여, 링크된 문서 서버(2)는 하이퍼텍스트 참조(hypertext reference:

HREF) 태그로 명령어 "/cgi-bin/into_the_dic"을 포함하는 라인(21)을 추가한 다음, 단어 "Dictionary mode"를 부가한

후 종료 태그(</A>)를 부가한다. 사용자는 "Dictionary mode"라는 단어를 보게 된다. 사용자가 이 단어를 선택하면, 클라

이언트 장치(1)는 문자열 "/cgi-bin/into_the_dic"을 링크된 문서 서버(2)로 전송하는데, 이때 "/cgi-bin/into_the_dic"는

상기한 태그 부착 명령어가 되는 것이다.

  도 6은 사서 링커(4)에 의해 출력된 변형된 문서에 단순모드 버튼을 추가한 것을 나타낸 도면이다. 비록, 상기 문서의 본

문(31)이 삽입된 많은 사서 액세스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후에 도시되는 것 같이, 상기 본문(31)은 도 5의 문서에 대한 본

문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된다. 링크된 문서 서버(2)는 라인(32)을 추가하는데, 이때 하이퍼텍스트 참조 "slogan"은

도 5의 문서에 대한 파일 서술자로서, 사서 링커(4)가 활성화되었을 때 클라이언트 장치(1)에 표시된다. 사용자는 포인팅

장치로 라인(32) 내의 "Ordinary mode"라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장치(1)가 파일 서술자 "slogan"을 링크된

문서 서버(2)에 전송하도록 할 수 있다.

  이하, 상기 사서 링커(4)의 동작에 대해 기술한다. 도 7을 참조하면, 사서 링커(4)는 링크된 문서 서버(3)로부터 클라이언

트 장치(1)에 현재 표시되고 있는 문서의 사본을 받음으로써 개시하거나, (동등하게) 전자문서 저장부(3)로부터 이 문서를

읽을 수 있는 허가를 받는다(단계 500). 그후, 상기 상서 링커(4)는 결과 파일을 생성한다(단계 501). 상기 결과 파일은 신

규 파일로써 생성되며, 처음에는 내용이 비어있다.

  이후, 사서 링커(4)는 상기 단계 500에서 얻는 문서의 형태소 분석을 수행한다(단계 502). 이러한 분석에 의해, 사서 링

커(4)는 상기 문서에서 나타나는 단어와 이들 단어의 사서 형태를 식별한다. 예를 들어, 단어 "storehouses"가 나타나면,

사서 링커(4)는 "storehouse"를 사서 형태로서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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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503 내지 단계 507의 후속 단계는 문서 내에 미처리된 단어가 잔존하는 한 반복되는 루프를 형성하는데, 각각의 반

복과정은 결과 파일에 하나의 라인을 추가하게 된다. 단계 503은 사서 링커(4)가 미처리된 단어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결정

하는 루프 제어단계이다. 어떠한 미처리된 단어도 남아있지 않으면, 상기 결과 파일은 상기한 변형된 문서로서 링크된 문

서 서버(2)로 출력된다(단계 508).

  단계 503에서 미처리된 단어가 발견된 경우에는, 상기 사서 링커(4)는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에서 단어의 의미(즉,

단어의 사서 형태에 의해 표제가 붙여진 내용)를 찾는다(단계 504). 상기 의미가 발견된 경우에는, 상기 사서 링커(4)는 상

기 단어로부터 그 단어를 의미하는 사서 내용으로 링크를 형성하는 태그를 포함한 사서 액세스 정보를 생성하고(단계

505), 이들 태그 및 단어 자체를 결과 파일에 기록한 후(단계 506), 다음 단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단계 503으로 복귀한다.

그 단어가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에 의미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서 링커(4)는 적절한 미지어 처리를 수행하는데

(단계 507), 그중 2가지 예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그후, 상기 사서 링커(4)는 미지어 처리과정에 의해 생성된 태그와 함께,

미지어를 상기 결과 파일에 기록하고(단계 506), 단계 503으로 복귀한다.

  도 8은 "We draw on vast storehouses..."로 시작하는 문서에 대해 이들 단어 5개 전부가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에

정의되어 있을 때 사서 링커(4)에 의해 출력된 결과 파일의 최초 5라인을 나타낸 것이다. 각 라인은 <A HREF =

"tagED#we">와 같은 개시 태그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에서 단어 "we"에 대한 항목의 하이퍼

텍스트 참조이다. 이것은 문서 내에 나타난 것과 같은 단어(예를 들어 "We")와 종료 태그(</A>)를 수반한다.

  도 9는 미지어 처리의 한가지 가능한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단어 "vast"가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었다. 상기 예에서의 미지어 처리는 전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서 링커(5)는

어떠한 개시 또는 종료 태그도 없이 결과 파일에 "vast"를 기록한다. 이러한 형태의 미지어 처리과정이 채택된 경우에는,

도 7에서 단계 7은 동작하지 않는 단계로, 생략될 수 있다.

  도 10 및 도 11은 또 다른 가능한 형태의 미지어 처리를 나타낸다. 이 예에서는, 도 10에 도시된 것 같이,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은 미지어에 대한 특별한 항목을 갖는다. 이 항목의 본문은, "Sono tango wa jisho ni arimasen"으로 읽혀지

며 "그 단어는 사서에 없습니다"라는 의미를 지닌 일본어 문장이다. 상기 사서 링커(4)가 단어(예를 들어, "vast")를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도 11의 4번째 라인에 도시된 것 같이, 그 단어를 상기한 특별한 미지어

항목에 링크하는 태그가 생성되고 미지어 부근에 결과 파일에 기록된다.

  상기 사서 링커(4)에 의해 생성된 결과 파일은 임시 파일이다. 상기 결과 파일이 링크된 문서 서버(2)로 출력되고 클라이

언트 장치(1)로 전송된 후에는,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가 위치하는 컴퓨터 시스템 또는 워크스테

이션의 메모리에서 이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상기 결과 파일의 사본은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1)에만 남아있게 된다. 유사

하게, 링크된 문서 서버(2) 및 사서 링커(4)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상기 결과 파일이 링크된 문서 서버

(2)로 전송된 이후에 상기 사서 링커(4)는 결과 파일을 그 자신의 시스템의 메모리에서 제거할 수 있다.

  다음에, 제 1 실시예의 전체적인 동작을 도 12 내지 도 1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미지어가 없는 경우와, 미지어가 도 9에

서와 같이 처리되는 경우와, 미지어가 도 10 및 도 11과 같이 처리되는 경우의 사서 액세스에 대한 3가지 경우를 나타내었

다.

  사용자에 의해 처음으로 활성화되었을 때, 클라이언트 장치(1)는 특정한 초기 정보를 링크된 문서 서버(2)로 전송한다.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는 도 12와 같은 초기 화면의 내용을 역으로 전송함으로써 응답하고, 이것을 클라이언트 장치(1)

가 표시한다. 이 스크린의 상단에는, "뒤로(Back)", "앞으로(Forward)", "재전송(Reload)" 및 "종료(Quit)"로 표시된 4개의

버튼이 존재한다. 포인팅 장치로 "종료"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사용자는 상기한 "종료" 명령을 입력한다. "재전송" 버튼이

선택되면,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1)는 현재 표시되는 문서의 파일 서술자를 링크된 문서 서버(2)로 전송함으로써, 상기 링

크된 문서 서버(2)가 그 문서를 다시 전송하도록 한다. "앞으로" 및 "뒤로" 버튼은 사용자가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사용하여

액세스하는 일련의 문서에서 전방 및 후방으로 움직이게 한다. 제 1 실시예에 있어서는, 이들 4개의 버튼은 모든 스크린의

상단에 표시된다.

  이들 버튼의 아래에, 초기 스크린은 사용자가 희망하는 문서의 파일 서술자를 입력할 수 있는 하나의 라인을 갖는다. 클

라이언트 장치(1)는 입력된 파일 서술자를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에 전송하며, 문서 서버는 요구된 문서 파일을 역으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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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3에서, 사용자는 "Corporate Guidance"라는 표제의 하이퍼텍스트 문서의 파일 서술자를 입력하면, 링크된 문서 서

버(2)는 그것을 전자문서 저장부(3)로부터 검색하여 클라이언트 장치(1)로 전송하고, 그것이 클라이언트 장치(1)의 스크

린 상에 표시된다. 표제 아래의 3라인은 하이퍼텍스트 링크로서, 밑줄로 표시되어 있다. 이 문서는 하이퍼텍스트 문서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서모드 버튼도 부착되거나 표시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예를 들어 포인팅 장치로 "Global Slogan" 라인을 선택하면, 클라이언트 장치(1)는 추가적인 문서의 파일 서술

자를 링크된 문서 서버(2)로 전송한다. 이러한 파일 서술자는 "Global Slogan" 라인에 선행하는 하이퍼텍스트 참조 태그

내에 포함되지만, 사용자에게 보이지는 않는다. 링크된 문서 서버(2)는 특정된 추가적인 문서를 전자문서 저장부(3)에서

검색하여, 그 문서를 클라이언트 장치(1)로 다시 전송한다. 클라이언트 장치(1)는 이 문서를 도 14에 도시된 것 같이 표시

한다. 이 문서는 추가적인 문서에 대한 어떠한 링크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본 발명에서 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의미에

서는 하이퍼텍스트 문서가 아니며,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사서모드 버튼을 부착한다.

  우연히, 사용자는 처음에 "Corporate Guidance"를 검색하는 대신에, 도 12의 초기 스크린에서 이 문서의 파일 서술자를

입력함으로써, "Global Slogan" 문서를 직접 검색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동작은 단순모드에서 수행되었다. 사용자가 포인팅 장치로 사서모드 버튼을 선택하면, 클라이언트 장치(1)는

단어 "Dictionary mode"에 선행하는 태그 내에 포함된 태그 부착 명령("/cgi-bin/into_the_dic")을 링크된 문서 서버(2)로

전송한다.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이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사서 링커(4)를 활성화시킨다.

  상기 사서 링커(4)는 링크된 문서 서버(2)가 전자문서 저장부(3)로부터 "Global Slogan" 문서를 다시 검색하도록 하여,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에서 이 문서 내의 단어들을 찾아, 예를들어 도 8에 일부가 도시된 것 같은 결과 파일을 생성하

기 위해 태그를 부착한다. 사서 링커(4)가 모든 단어를 찾아 결과 파일을 완성한 경우에는,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상기 결

과 파일에 단순모드 버튼을 부가하여, 결과적으로 얻어진 변형된 문서를 클라이언트 장치(1)로 전송한다. 상기 단순모드

버튼에 선행하는 태그는, 도 6의 첫 번째 라인(32)의 단어 "slogan"으로 도시된 것 같이, "Global Slogan"의 파일 서술자를

포함한다.

  "Global Slogan" 문서 내의 모든 단어가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에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도 15에 도시된

화면을 보게 된다. 문서 내의 각 단어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러한 밑줄은 사서 링커(4)에 의해 부가된, 태그가 부착

된 전자사전(5)에 대한 하이퍼텍스트 링크의 존재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단어 "storehouses"의 일본어 뜻을 찾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이 단어를 포인팅 장치로 선택한다. 클라이언트

장치(1)는 이 단어에 부착된 태그 내에 포함된 "tagED#storehouse" 정보를 링크된 문서 서버(2)로 전송한다.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이 정보에 의해 표시된 항목으로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을 액세스하여, 그 항목을 일정한 숫자의 전후

항목과 함께 클라이언트 장치(1)로 전송한다. 그후, 클라이언트 장치(1)는 "storehouse" 및 다른 단어에 대한 일본어 의미

를 제공하는 도 16에 도시된 스크린을 표시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 스크린을 위 또는 아래로 스크롤하여

"storehouse"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또 다른 단어의 일본어 뜻을 표시할 수 있다.

  사전 의미를 지닌 이 화면으로부터 상기 변형된 문서 화면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도 16에서 "뒤로" 버튼을 선

택한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장치(1)는 도 15에 도시된 스크린을 다시 표시하여, 사용자가 희망하는 단어를 포인팅 장치로

선택함으로써, "storehouse"를 찾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단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가 단어를 찾는 것을 완료하면, 도 15의 단순모드 버튼을 선택하여, 도 14에 도시된 것 같이, "Global Slogan" 문서

가 다시 단순모드로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장치(1)가 이 문서의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클라이언

트 장치(1)는 상기 보유하고 있는 복사본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장치(1)는 "Global Slogan" 문서

의 파일 서술자를 링크된 문서 서버(2)로 다시 전송하고, 링크된 문서 서버(2)로부터 변형되지 않은 "Global Slogan" 문서

를 다시 수신하여, 수신된 문서를 표시한다.

  다음에는, 도 15의 문서에 미지어가 나타나는 예를 설명한다.

  단어 "vast"가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에 정의되지 않았고, 사서 링커(4)가 도 9에 도시된 미지어를 취급하는 방법을

채용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서 액세스 모드를 선택할 때, 도 15의 화면 대신에, "vast"에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도 17

의 화면을 보게 된다. 사용자가 포인팅 장치로 "vast"를 선택하게 되면, 이 단어는 거기에 부착된 어떠한 사서 액세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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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미지어 처리방법은, 어떤 단어가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

(5)에 정의되어 있고 정의되어 있지 않은지 표시함으로써, 사용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단어를 찾으려고 시도하는데 시간

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을 지닌다.

  도 10 및 도 11에 도시된 미지어를 처리하는 방법이 채용된 경우에는, 비록 "vast"가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에 정의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서모드 버튼이 선택된 후에는, 사용자는 도 15에 도시된 화면을 볼 수 있다. 사용자가 "vast"라는 단

어를 찾으려 하면, 클라이언트 장치(1)는 정보 "tagED#UNKNOWN WORDS"를 링크된 문서 서버(2)로 전송하여, 이에 따

라 문서 서버는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에서 특정한 미지어 항목을 액세스한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그 단어는 사서

에 없습니다"라는 의미의 일본어 메시지를 갖는, 도 18에 표시된 스크린을 보게 된다. 이 방법은 사용자에게 그 단어를 왜

찾을 수 없는지를 설명한다는 이점을 갖는다. 이 스크린으로부터 도 15의 화면으로 복귀하기 위해 사용자는 "뒤로" 버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한 일련의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따를 경우, 상기 제 1 실시예는 사용자가 자연스럽

고 직감적으로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단어를 찾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단어 "Dictionary mode"를 가리킨

후, 찾고자 하는 단어를 단순히 가리키면 된다. 사용자는 어떠한 특별한 조작을 조작을 배울 필요나 어떤 추가적인 타이핑

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상기 제 1 실시예는, 사용자가 찾기를 원하는 의미만을 표시하고, 문서 내의 모든 단어의 의미를 표시하거나 전체 문서를

번역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장치(1)와 링크된 문서 서버(2) 사이에서 전송되는

정보의 양을 최소로 유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이 반도체 메모리 내에

저장되거나, 링크된 문서 서버(2)가 시동될 때 디스크 메모리로부터 반도체 메모리로 적재되는 경우에는,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은 내부 메모리 포인터를 사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의미를 매우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

다.

  또한, 상기한 제 1 실시예는, 전자문서 저장부(3)에 저장된 문서에 삽입되어질 사서 항목에 대한 링크를 갖는 태그가 필

요없이도 사서의 의미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따라서, 사전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용자는 읽

고 있는 문서 내의 불필요한 밑줄에 의해 혼동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

  상기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은 링크된 문서 서버(2)의 위치에 배치되기 때문에, 개개의 사용자가 태그가 부착된 전자

사전(5)에 대한 그 자신의 복사본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 더우기, 상기 위치에는,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언어로 다수의 서로

다른 형태의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상기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사전의 선택을 제공하도록 변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세 번째의 미지어 처리과정이 사용될 수 있다. 어떤 단어가 하나의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사

서 링커(4)는 그 단어를, 사용자가 그 단어를 찾고자 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사전의 선택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메뉴 스크

린에 링크시킬 수 있는데, 이때, 이 스크린에는 상기 또 다른 사전을 액세스하는 명령어에 대한 링크가 제공된다. 이러한

메뉴 스크린은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에 설치됨으로써,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으로부터 한 페이지를 표시하는 것

에 의해, 아는 단어와 미지어가 초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와 사

서 링커(4)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을 변형하지 않고도, 사서 액세스 명령을 부가함으로써 확장될 수 있다.

  제 2 실시예

  제 2 실시예는, 사서 링커(4)에 의해 생성된 결과 파일이 차후의 사용을 위해 저장된다는 점에서 상기 제 1 실시예와 차이

가 난다.

  도 19를 참조하면, 제 2 실시예는 제 1 실시예에서와 동일한 클라이언트 장치(1), 링크된 문서 서버(2), 전자문서 저장부

(3), 사서 링커(4) 및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3)과, 상기 사서 링커(4)에 의해 생성된 결과 파일을 저장하는 부가적인 사서

액세스 대비 문서 저장부(6)를 구비한다. 상기 사서액세스 대비 문서 저장부(6)는, 예를들면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 및

사서 링커(4)에 연결된 자기 또는 광 기억장치이다. 이 장치는 외장 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은 독립된 장치일 수도 있다. 선

택적으로, 상기 사서액세스 대비 문서 저장부(6)는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가 존재하는 워크스테이션 또는 컴퓨터 시스

템에, 또는 상기 사서 링커(4)가 존재하는 시스템에, 또는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 및 사서 링커(4) 모두가 존재하는 시스

템에 통합될 수 있다.

  이하, 제 2 실시예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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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도 4의 단계 207에서 단순모드 버튼이 부가된 변형된 문서가 사서 링

커(4)로부터 얻어지는 대신에 상기 사서액세스 대비 문서 저장부(6)로부터 얻어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 4의 흐름도에

따라 상기 제 1 실시예에서와 동일하게 동작한다.

  상기 사서 링커(4)의 동작은 제 1 실시예와 차이가 있으며, 도 20 및 도 21에 도시되어 있다. 도 20을 참조하면, 활성화되

었을 때, 도 4는 클라이언트 장치(1)에서 현재 표시되고 있는 변형되지 않은 문서의 복사본을 얻음으로써 개시된다(단계

300). 이 단계는 도 7의 단계 500과 동일하다.

  다음에, 상기 사서 링커(4)는 사서액세스 대비 문서 저장부(6)가 이미 이 문서에 대한 결과 파일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상기 사서액세스 대비 문서 저장부(6)의 디렉토리를 검색한다(단계 301). 만일, 가지고 있다면, 상기 사서 링커(4)

는 변형되지 않은 문서 상의 타임 스탬프(time stamp)를 결과 파일 상의 타임 스탬프와 비교하여, 전자문서 저장부(3)에

저장된 문서가 상기 사서액세스 대비 문서 저장부(6) 내부의 결과 파일이 생성된 이후에 갱신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단

계 302).

  전자문서 저장부(3) 내의 문서가 상기 사서액세스 대비 문서 저장부(6) 내의 결과 파일이 생성된 이후에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사서 링커(4)는 사서액세스 대비 문서 저장부(6) 내부의 결과 파일이 잠겨있는지를 검사한다(단계 303).

상기 결과 파일이 다른 클라이언트 장치로부터의 요구에 응답하여 현재 태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 잠금 상태가 발생한

다. 상기 단계 303에서의 검사과정은 상기 문서가 잠금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때까지 반복되며, 이때, 상기 사서 링커

(4)는 링크된 문서 서버(4)에 통보하고(단계 304),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는 결과 파일을 사서액세스 대비 문서 저장부

(6)로부터 클라이언트 장치(1)로 전송한다.

  상기 단계 301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부여하게 되는 경우인, 상기 사서액세스 대비 문서 저장부(6) 내에 대응되는 결과 파

일이 없는 경우이거나, 상기 단계 302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부여하게 되는 경우인, 상기 결과 파일이 사서액세스 대비 문

서 저장부(6) 내에는 존재하지만 전자문서 저장부(3) 내부의 원래 문서가 갱신된 경우에는, 상기 사서 링커(4)는 사서 액세

스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결과 파일을 생성한 후(단계 305), 이 새로운 결과 파일을 상기 사서액세스 대비 문서 저장부(6)

에 남기고, 결과 파일이 준비된 것을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에게 통보한다(단계 306). 상기 사서액세스 대비 문서 저장

부(6) 내에 동일한 문서에 대한 이전의 결과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결과 파일이 이전의 결과 파일을 대체하게

된다.

  도 21은 도 20의 결과 파일 생성 단계 305를 나타낸 것이다. 사서 링커(4)는 새로운 결과 파일을 생성하고 록(lock)을 걸

음으로써 개시한다(단계 508). 결과 파일에 록을 거는 것과 록을 해제하는 것은, 예를 들어 상기 결과 파일의 디렉토리 정

보 내부의 액세스 허용 비트를 조작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새로운 결과 파일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결과 파일은,

만일 존재한다면, 삭제된다. 그후, 결과 파일 내부에 단어와 태그를 기록하기 위해, 상기 제 1 실시예(도 7)에서 설명된 것

과 동일한 단계 502, 503, 504, 505, 506 및 507이 수행된다. 상기 단계 503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부여하는 경우인, 어떠

한 미처리된 단어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사서 링커(4)는 결과 파일의 록을 해제하여(단계 509), 그것이 상기 링

크된 문서 서버(2)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상기 제 2 실시예의 동작은, 사서의 액세스를 종종 더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제 1 실시예의 동작과 동일하다. 보다 정확하게는, 동일한 사용자 또는 다른 사용자에 의해 동일한 문서로부터의 사

서 검색이 반복적으로 요구될 때에는, 결과 파일이 이미 상기 사서액세스 대비 문서 저장부(6)에서 이용 가능하게 때문에,

두 번째 및 그후에는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이 가속된다.

  시스템의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파일 저장 공간이 사서액세스 대비 문서 저장부(6)를 위해 요구되지만, 상기 문서가 갱신

되지 않는 한 그 문서에 대한 결과 파일이 단지 한 번만 생성되기 때문에, 처리에 대한 부하가 감소된다. 문서 내의 단어들

이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 참조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장점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제 3 실시예

  전자사전의 포맷의 관점에서 제 3 실시예는 이전의 실시예와는 다르다.

  도 22를 참조하면, 제 3 실시예는, 상기 제 1 실시예와 동일한 클라이언트 장치(1), 링크된 문서 서버(2) 및 전자문서 저

장부(3)와, 대체로 유사한 사서 링커(4)와, 사서내용 추출기(8), 사서내용 저장부(9) 및 전자사전(10)을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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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전자사전(10)은 상기 제 1 실시예의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과 유사한 영일 사전이지만, 어떠한 앵커하는 태그

도 삽입되어 있지 않다.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전자사전이 상기 전자사전(10)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도 23은 전자사전(10)

의 일부에 대한 예를 나타낸 것으로, 각각의 항목은 영단어와 그 아래에 일본어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어 의미는 도면

에서 사각형으로 표시된 특별한 코드에 의해 종료되고, 그후에는 신규 라인의 코드와, 다음 항목을 수반한다. 상기 특별 코

드는, 다음 라인에 있는 단어가 신규 사서 내용의 헤딩이며, 다음의 특별 코드까지의 후속 라인 또는 라인들에 있는 정보는

헤딩에서 주어진 단어의 의미라는 것을 나타낸다.

  상기 전자사전(10)은 도 23에 도시된 포맷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포맷이 항목의 헤딩과 의미를 인식되도록 하는 한, 다른

포맷의 전자사전이 사용될 수도 있다.

  상기 사서내용 추출기(8)는 사서 링커(4)로부터 단어를 받고, 이 단어를 전자사전(10)에서 찾아, 단어와 그것의 의미를

포함하는 그 단어의 내용을 사서내용 저장부(9) 내에 독립된 문서로서 저장하며, 상기 사서내용 저장부(9) 내의 내용의 저

장위치를 부여하는 정보를 사서 링커(4)에게 제공한다. 예를들면, 사서내용 추출기(8)는 각각의 검색된 내용을 사서내용

저장부(9)에 별개의 파일로 저장하고, 상기 사서내용 저장부(9)에 파일명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사서내용 저장부(9)의 내

용은 링크된 문서 서버(2)에 의해 읽혀질 수 있다. 상기 사서내용 저장부(9)에 저장된 파일은 하이퍼텍스트 문서로 취급되

므로,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사서모드 버튼을 부가하지 않는다.

  상기 전자사전(10)은 전자문서 저장부(3)와 동일한 형태의 저장장치 상에 단일의 파일로서 저장될 수 있다. 상기 사서 링

커(4), 사서내용 추출기(8), 사서내용 저장부(9) 및 전자사전(10)은 모두 링크된 문서 서버(2) 및 전자문서 저장부(3)와 동

일한 컴퓨터 시스템 및 워크스테이션에 통합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상기 사서 링커(4), 사서 내용 추출기(8), 사서내용 저

장부(9) 및 전자사전(10)은 링크된 문서 서버(2) 및 전자문서 저장부(3)가 존재하는 시스템 또는 워크스테이션에 연결되거

나, 통신 라인에 의해 그 시스템 또는 워크스테이션에 링크된 다른 컴퓨터 시스템, 워크스테이션 또는 특별한 장치에 설치

될 수 있다.

  상기한 클라이언트 장치(1) 및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상기 제 1 실시예에서와 같이, 도 3 및 도 4의 흐름도에 따라 동작

한다. 전자문서 저장부(3)로부터 하이퍼텍스트가 아닌 문서를 검색할 때에, 링크된 문서 서버(2)는 도 5에 도시된 것 같이

사서모드 버튼을 추가한다.

  사서 링커(4)는 도 24의 흐름도에 따라 동작한다. 단계 500, 501, 502 및 503은 상기 제 1 실시예에서와 동일하지만, 미

처리된 단어가 단계 503에서 남아있는 경우에는, 사서 링커(4)는 사서내용 추출기(8)가 그 단어를 처리하도록 명령한다

(단계 510). 이러한 처리과정은 보통 사서내용 저장부(9)에 그 단어에 대한 사서내용의 저장을 야기한다. 그후, 사서 링커

(4)는 그 단어를 사서내용 저장부(9) 내의 사서내용에 링크하는 하이퍼텍스트 태그를 생성하고(단계 511), 그 단어와 이들

태그를 결과 파일에 기록한다(단계 506). 미처리된 단어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경우에는, 제 1 실시예와 같이 결과 파일

을 출력한다(단계 508).

  도 25는 도 14의 문서에 대해 사서 링커(4)에 의해 출력된 결과 파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 파일은, 하이퍼텍

스트 참조가 도 25의 최종 라인의 "/dic/keep/storehouse"와 같이 사서내용 저장부(9) 내의 파일명인 것을 제외하고는, 도

6의 결과 파일과 유사하다. 이러한 참조에서, "dic/keep/"은 사서내용 저장부(9)의 디렉토리명이고, "storehouse"는 단어

"storehouse"에 대한 사서 항목이 저장된 파일명이다.

  도 26은 사서내용 추출기(8)의 동작을 나타낸 것이다. 단어를 처리하도록 주어지면, 사서내용 추출기(8)는 먼저 이 단어

에 대한 항목이 이미 사서내용 저장부(9)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단계 400). 그 항목이 아직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서내용 추출기(8)는 그 단어를 전자사전(10)에서 찾으려 시도한다(단계 401). 그 단어가 전자사전(10)에 정의되

어 있으면, 사서내용 추출기(8)는 전자사전(10)으로부터 그 단어에 의해 표제가 붙여진 항목을 읽고, 그 항목을 사서내용

저장부(9) 내의 파일에 저장한다(단계 402). 이 파일의 파일명은 찾으려는 단어이고, 파일 내용은 전자사전(10)으로부터

읽힌 항목이다. 그후, 사서내용 추출기(8)는 파일명을 사서 링커(4)에 건네준다(단계 403). 이에 따라, 단어의 처리가 완료

된다.

  단어가 사전 내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 401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하여, 상기 사서내용 추출기(8)는 미

지어가 사서내용 저장부(9)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단계 404). 상기 미지어 파일은, 예를 들어 "unknown_words"

와 같이 소정의 이름을 갖는다. 상기 단계 404는 디렉토리 "/dic/keep/"에서 이 파일명을 검색함으로써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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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서내용 저장부(9)에 어떠한 미지어 파일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서내용 추출기(8)는 그 파일을 생성하여(단

계 405), 그 미지어 파일에 상기한 소정의 이름을 부여한다. 파일 내용은, 예를 들어 그 단어가 사서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는 일본어 메시지, 특히 도 18에 예시된 메시지이다. 그후, 상기 사서내용 추출기(8)는 단계 403에서 상기 미지어 파일명

을 사서 링커(4)에게 건네주어, 미지어 처리과정을 완료한다.

  미지어 파일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단계 404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여, 사서내용 추출기(8)는 새로운 미지어

파일을 생성하지 않고 이 파일명을 사서내용 저장부(9)에 건네준다(단계 403). 단어의 내용이 이미 사서내용 저장부(9)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계 400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여, 중간단계 401 및 402를 건너뛰면서, 상기 사서내용 추

출기(8)는 단계 403으로 곧바로 진행하여, 그 내용의 파일명을 사서 링커(4)에 건네주게 된다.

  다음에는, 사용자가 도 14에 도시된 "Global Slogan" 문서를 검색하고 포인팅 장치로 이 문서에서 사서모드 버튼을 선택

한 경우에 일어나는 동작에 초점을 맞추어, 제 3 실시예의 전체적인 동작을 설명한다. 다른 동작은 상기 제 1 실시예에서와

같이 수행된다. 상기 사서내용 저장부(9)는 처음에 비어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전자사전(10)은 "Global Slogan" 문서 내

의 단어 "vast"를 제외한 모든 단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상기 제 1 실시예에서와 같이, 사서모드 버튼의 선택은 클라이언트 장치(1)가 명령어 "/cgi-bin/into_the_dic"을 링크된

문서 서버(2)로 전송하도록 하며, 링크된 문서 서버(2)가 사서 링커(4)를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링크된 문서 서버(2)로부

터 "Global Slogan" 문서의 복사본을 얻고, 새로운 결과 파일을 생성하여, 형태소 분석을 수행한 후에, 사서 링커(4)는 이

문서의 첫 번째 단어("we")를 사서내용 추출기(8)로 보낸다.

  사서내용 추출기(8)는 "we"에 대한 항목이 이미 사서내용 저장부(9)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특히, 사서 링

커(4)는 사서내용 저장부(9)의 "/dic/keep/" 디렉토리에서 "we"라고 명명된 파일을 찾는다. 상기한 가정에 의해, 이러한

파일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서 링커(4)는 다음에 전자사전(10)에서 단어 "we"를 찾아, 이 단어에 대한 전체 내용을 읽어,

그 내용을 사서내용 저장부(9)에 "/dic/keep/we"라는 새로운 파일로 저장하고, 파일 서술자 "/dic/keep/we"를 사서 링커

(4)로 보낸다. 결과 파일의 첫 번째 라인에서와 같이, 사서 링커(4)는 라인 <A HREF = "/dic/keep/we">We</A>를 기록

한다.

  다음의 2개의 단어 "draw" 및 "on"은 이와 유사하게 처리되어, 사서내용 저장부(9)에 "/dic/keep/draw" 및 "/dic/keep/

on"이라고 명명된 파일을 생성한다. 그러나, 단어 "vast"는 전자사전(10)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서내용 추출기(8)

는 미지어가 이미 사서내용 저장부(9)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상기한 가정에 의해, 이러한 미지어 파일은 존재

하지 않으므로, 사서내용 추출기(8)는 도 18에 도시된 메시지를 포함하는 "dic/keep/unknown_words"라는 파일을 생성

하고, 그 파일명을 사서 링커(4)로 보낸다. 사서 링커(4)는 결과 파일에 <A HREF = "/dic/keep/

unknown_words">vast</A> 라인을 기록한다.

  "Global Slogan" 문서 내의 나머지 단어는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단어 "from"은 2번 나타난다. 처음에는, 사서내용

추출기(8)는 이 단어에 대한 내용을 전자사전(10)으로부터 읽어, 사서내용 저장부(9) 내에 "/dic/keep/from"이라 명명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고, 파일명 "/dic/keep/from"을 사서 링커(4)로 보낸다. 두 번째는, 사서내용 추출기(8)는 새로운 파

일을 생성하지 않고, 단지 파일명 "/dic/keep/from"을 사서 링커(4)로 보낸다. 매번, 사서 링커(4)는 결과 파일에 새로운

라인 <A HREF = "/dic/keep/from">from</A>를 기록한다.

  모든 단어가 처리되면, 상기 결과 파일이 사서 링커(4)로부터 링크된 문서 서버(2), 그후 클라이언트 장치(1)로 전송되어,

사용자는 도 15에 도시된 스크린을 보게 된다. 만일, 사용자가 단어 "storehouses"를 포인팅 장치로 선택하면, 클라이언트

장치(1)는 이 단어에 선행하는 분에 보이지 않는 하이퍼텍스트 태그 내에 포함된 파일 서술자 "/dic/keep/storehouse"를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로 전송한다. 링크된 문서 서버(2)는 "/dic/keep/storehouse"라고 명명된 파일을 사서내용 저장

부(9)로부터 검색하여, 이 파일을 클라이언트 장치(1)로 전송한다. 그후, 클라이언트 장치(1)는 "storehouse"의 일본어 의

미를 나타내는 도 27의 스크린을 표시한다.

  사용자가 도 27의 스크린 상에서 "뒤로" 버튼을 선택하면, 클라이언트 장치(1)는 다시 도 15에 도시된 스크린을 표시한

다. 만일, 사용자가 다음에 단어 "vast"를 선택하면, 클라이언트 장치(1)는 파일 서술자 "/dic/keep/unknown_words"를 링

크된 문서 서버(2)로 전송하게 된다.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사서내용 저장부(9)로부터 "/dic/keep/unknown_words"라고

명명된 파일을 검색하여, 이 파일을 클라이언트 장치(1)로 전송하여, 도 18에 도시된 스크린을 표시함으로써, 선택된 단어

가 사서에 없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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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에게, 제 3 실시예는, 사용자가 단어를 찾을 때 한 번에 단지 하나의 의미만이 나타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실시예와 동일하게 작동한다. 이것의 한가지 이점은, 링크된 문서 서버(2)로부터 클라이언트 장치(1)로 더 적은 양의 정보

가 전송되어진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점은, 사용자가 원하는 것만이 보이므로, 다른 단어의 의미에 의해 혼란을 받지 않

고, 희망하는 의미를 신속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 1 실시예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변경될 수 있다.

  속도 및 효율면에서는, 제 3 실시예는 대체로 상기 제 1 실시예와 제 2 실시예의 중간이다. 동일한 문서에 대해 사서 액세

스 모드가 반복적으로 선택된 경우에, 두번째 및 그후에는 실제적인 사서의 참조과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 1 실시예에

서보다 신속하게, 그러나, 사서 링커(4)가 매번 결과 파일을 여전히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링크된 문서 서버(2)에서와 같이

신속하지는 않게, 결과 파일이 클라이언트 장치(1)로 되돌려진다.

  그러나, 일련의 서로 다른 문서에 대해 사서 액세스 모드가 선택된 경우에는, 공통된 단어들이 이미 사서내용 저장부(9)

내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및 다음의 문서에 대해서는 제 3 실시예가 상기 제 2 실시예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또

한, 제 3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내용 저장부(9)의 크기는 전자사전(10)의 크기에 의해 제한되는 반면에, 제 2 실시예에 있어

서 사서액세스 대비 문서저장부(6)는 많은 문서에 대한 결과 파일이 저장될 경우에는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

저장부(3)는 메모리 효율의 관점에서 제 2 실시예보다 우수하다.

  그러나, 제 3 실시예의 중요한 이점은 전자사전(10)이 삽입된 태그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전자사전이 그것의 현존하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액세스될 수 있는 사서의 개수를 크게 증가시킨다.

  도 28 내지 도 30은 사서내용 저장부(9) 내에 미지어 파일을 생성하지 않는 제 3 실시예의 변형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28을 참조하면, 단계 401에서 미지어와 마주치면, 사서내용 추출기(8)는 미지어 플래그(flag)를 설정한 후(단계 406),

사서내용 저장부(9)에 어떠한 파일도 생성하지 않고, 처리과정을 종료한다. 이 단계 406은 도 26에 있어서 단계 404 및 단

계 405를 대체한다. 단계 400, 401, 402 및 403은 도 26에서와 동일하다.

  도 29를 참조하면, 단계 510에서 사서내용 추출기(8)에 의해 처리된 단어를 받은 후, 사서 링커는 상기 미지어 플래그를

검사한다(단계 512). 미지어 플래그가 설정된 경우에는, 상기 사서 링커(4)는 단계 511을 건너뛰고, 그 단어를 부착된 태

그없이 결과 파일에 기록한다. 미지어 플래그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사서 링커(4)는 도 24에서와 같이 단계 511

및 506을 모두 수행한다. 도 29에 도시된 나머지 단계는 도 24에서의 대응되는 단계와 동일하다. 비록, 도 28 및 도 29에

명시적으로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서 링커(4)가 사서내용 추출기(8)를 활성화시킬 때마다, 상기 미지어 플래그가 해제된

다.

  도 30은 도 14에서 사서모드 버튼이 선택되고 단어 "vast"가 전자사전(10)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이 제 3 실시예의 변

형예에서 사서 링커(4)에 의해 출력된 결과 파일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 파일에서 처음 3개의 라인과 다섯 번째 라인은

도 25에서와 동일하지만, 단어 "vast"는 4번째 라인에 그대로 나타난다.

  이 결과 파일이 클라이언트 장치(1)로 전송되면, 사용자는 단어 "vast"에 밑줄이 그어지지 않은 도 17에 도시된 화면을

보게 된다. 상기 제 1 실시예에서 설명된 것 같이, 상기 변형예는 그 단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사전에 경고한

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제 4 실시예

  도 31을 참조하면, 제 4 실시예는, 상기 제 3 실시예와 동일한 클라이언트 장치(1), 전자문서 저장부(3) 및 전자사전(10)

과, 제 3 실시예와 대체로 유사한 링크된 문서 서버(2), 사서 링커(4) 및 사서내용 추출기(8)를 구비하지만, 사서내용 저장

부는 구비하고 있지 않다. 상기 사서내용 추출기(8)는 링크된 문서 서버(2)와 직접 통신하지만, 사서 링커(4)와는 통신하지

않는다.

  도 32를 참조하면, 제 4 실시예에 있어서 링크된 문서 서버(2)는 2가지 형태의 명령, 즉 태그 부착 명령 및 사서 참조 명

령을 수신할 수 있다. 따라서, 명령어 처리과정이 변경된다. 단계 200에서 클라이언트 장치(1)로부터 정보를 수신한 후에

는,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는 먼저 수신된 정보가 명령어인가를 판정한다(단계 208). 수신된 정보가 명령어가 아닌 경

우에는,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상기 제 1 실시예에서 이미 설명한 처리과정을 진행한다(단계 202, 204, 205 및 206). 수

신된 정보가 명령어이면, 링크된 문서 서버(2)는 단계 201로 진행하여, 상기 명령어가 태그 부착 명령어인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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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어가 태그 부착 명령어이면,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상기 제 1 실시예에서 기술된 것 같이 진행한다(단계 203

및 단계 207). 상기 명령어가 태그 부착 명령어가 아닌 경우에는, 그 명령어는 사서 참조 명령어로, 링크된 문서 서버(2)가

사서내용 추출기(8)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처리한다(단계 209).

  도 33을 참조하면, 링크된 문서 서버(2)에 의해 활성화되었을 때, 사서 링커(4)는 적절한 문서 파일의 복사본을 얻어, 결

과 파일을 생성하고, 상기 제 1 실시예 및 제 3 실시예에서와 같이 형태소 분석을 수행한다(단계 500, 501 및 502). 그러

나, 단계 503에서 발견된 각각의 미처리된 단어에 대해서는, 사서 링커(4)는 전술한 실시예에서 부착된 하이퍼텍스트 참조

태그 대신에, 사서 참조 명령 태그 및 종료 태그를 부착한다(단계 504). 그후, 상기 단어와 부착된 사서 참조 명령 태그 및

종료 태그는 결과 파일에 기록된다(단계 506). 그 문서 내의 모든 단어에 대해 사서 참조 명령 태그가 부착될 때까지 이러

한 처리과정은 계속되고, 이때, 결과 파일이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로 출력되며(단계 508), 사서 링커(4)의 처리과정이

종료한다.

  도 34는 도 14의 "Global Slogan" 문서에 대해 제 4 실시예에 있어서 사서 링커(4)에 의해 출력된 결과 파일의 예를 나타

낸 것이다. 각각의 사서 참조 명령은 "/cgi-bin/pic_dic?"으로 시작한다. 도 34의 첫 번째 라인에 있어서, 의문 부호의 뒤에

는 찾으려는 단어, 즉 "we"가 따라온다. 명령어가 수행되면, 상기 사선용 추출기(8)는 명령어 처리기로서 활성화되며, 의문

부호 뒤에 따라오는 단어는 상기 사서내용 추출기(8)로 파라미터로서 보내진다.

  도 35는 사서내용 추출기(8)에 의해 수행되는 처리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활성화되었을 때, 상기 사서내용 추출기(8)는

제공된 단어를 전자사전(10)에서 찾는다(단계 401). 이 단어가 전자사전(10)에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서내용 추출기

(8)는 그 단어에 대한 전체 사서 내용을 추출하여(단계 408), 그 내용을 링크된 문서 서버(2)로 출력한다. 그 단어가 상기

사전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사서내용 추출기(8)는 미지어 메시지를 생성하여(단계 410), 이 메시지를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로 출력한다(단계 409). 이러한 미지어 메시지의 내용은, 예를 들어 그 특정한 단어를 사서에서 발견

할 수 없다는 일본어 문장이다. 이 처리과정 중에, 상기 사서내용 추출기(8)는 사서 내용 또는 미지어 메시지를 남겨두기

위한 임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다음에는, 도 14에서 사서모드 버튼이 선택되었을 때 발생하는 동작에 다시 초점을 맞추어, 제 4 실시예의 전체적인 동작

을 설명한다.

  전술한 실시예에서와 같이, 사서모드 버튼의 선택은 동일한 태그 부착 명령을 링크된 문서 서버(2)로 전송하도록 한다.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사서 링커(4)를 활성화시켜, 도 34에 도시된 것 같이, 그 문서 내의 모든 단어에 대해 사서 참조 명

령 태그를 부착함으로써 결과 파일을 신속하게 생성한다. 이 결과 파일은 도 15에 도시된 것 같이 클라이언트 장치(1)에 표

시되는데, 하이퍼텍스트 링크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하여 모든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사용자가, 예를 들어 단어 "storehouses"를 선택하면, 클라이언트 장치(1)는 링크된 문서 서버(2)로 부착된 사서 참조 명

령 "/cgi-bin/pic_dic?storehouse"를 전송한다.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사서내용 추출기(8)를 활성화시켜 이 명령을

수행하고, 단어 "storehouses"를 파라미터로서 사서내용 추출기(8)로 보낸다. 상기 사서내용 추출기(8)는 전자사전(10)에

서 단어 "storehouse"를 찾아 그 단어에 대한 사서 내용을 반송하며, 그것은 클라이언트 장치(1)로 전송되어 도 27에서와

같이 표시된다.

  사용자가 전자사전(10)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vast"와 같은 단어를 선택하면, 사서내용 추출기(8)는 "vast wa jisho ni

arimasen"과 같이 메시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vast"는 밑줄친 단어이고, "wa jisho ni arimasen"은 "는 사서에 없습

니다"라는 의미의 일본어 단어이다. 이 메시지는 링크된 문서 서버(2)로 반환되고, 클라이언트 장치(1)로 전송되어, 표시된

다.

  사용자에게, 제 4 실시예는, 미지어 메시지가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단어를 지명한다는 약간의 차이점을 지니면서, 상기

제 3 실시예와 매우 유사하게 작동되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속도 면에서는, 사서의 참조과정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도

15의 화면이 제 3 실시예에서 더 보다 신속하게 생성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 화면에서 단어를 선택하면, 사서내용 추출

기(8)가 그 단어를 전자사전(10)에서 검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의미(즉, 미지어 메시지)는 제 3 실시예에서보다 느리게 반

송된다. 따라서, 상기 제 3 실시예는 짧은 문서 내에서 다수의 단어를 찾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반면에, 제 4 실시예

는 긴 문서 내에서 적은 단어를 찾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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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관점에서는, 제 4 실시예는 사서내용 저장부가 없으므로 매우 작은 메모리를 요구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

며, 사용자가 사전을 찾기 위해 선택하는 단어를 추출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허비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장점을 갖는다. 그

러나, 동일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찾게 되면, 사서내용 추출기(8)는 상기 제 3 실시예에서와 같이 오직 한 번 활성화되는 대

신에, 매번 활성화되어야 한다.

  제 5 실시예

  제 5 실시예는 상기 제 3 실시예와 제 4 실시예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다.

  도 36을 참조하면, 제 5 실시예는, 상기 제 3 실시예와 동일한 클라이언트 장치(1), 전자문서 저장부(3) 및 전자사전(10)

과, 대체로 유사한 링크된 문서 서버(2), 사서 링커(4), 사서내용 추출기(8) 및 사서내용 저장부(9)를 구비한다. 이들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는, 사서내용 추출기(8)가 사서 링커(4) 대신에 링크된 문서 서버(2)와 통신하고 사서 링커(4)가 사

서내용 저장부(9)를 액세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기 제 3 실시예와 차이가 난다.

  전술한 모든 실시예에서와 같이, 링크된 문서 서버(2)는 클라이언트 장치(1)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고, 전자문서 저장부(3)

로부터 검색된 문서를 반송한다. 제 3 실시예에서와 같이,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사서 링커(4)로부터 결과 파일과 사

서내용 저장부(9)로부터 사서 내용을 얻어, 이것들을 클라이언트 장치(1)로 전송할 수 있다. 제 4 실시예에서와 같이,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는 클라이언트 장치(1)로부터 수신한 명령에 응답하여 사서 링커(4)와 사서내용 추출기(8) 모두를 활

성화시킬 수 있으며, 사서내용 추출기(8)로부터 사서 내용을 얻을 수 있다. 제 5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

(2)의 이들 동작은 전술한 실시예로부터 알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가 태그 부착 명령을 수신하면, 사서 링커(4)가 활성화된다. 도 37을 참조하면, 사서 링커(4)는

적절한 문서 파일의 복사본을 얻어, 결과 파일을 생성하고,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며, 문서 파일 내의 단어들을 하나씩 처리

하고, 모든 단어가 처리되었을 때 결과 파일을 출력한다. 이들 단계들(단계 500, 501, 502, 503 및 508)은 상기 제 3 실시

예 및 제 4 실시예에서와 동일하지만, 각 단어에 대한 처리과정은 상기 실시예에서의 처리과정과는 다르다.

  단계 503에서 미처리된 단어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서 링커(4)는 먼저 그 단어에 대한 사서 내용이 사서내용 저장부(9)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단계 516). 그 단어에 대한 사서 내용이 이미 사서내용 저장부(9)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사서 링커(4)는 그 단어를 사서내용 저장부(9)에 저장된 사서 내용과 링크하는 태그를 생성하고(단계

511), 그 단어와 이들 태그를 결과 파일에 기록한다(단계 506). 단계 516 및 511을 따를 때 상기 결과 파일에 기록되는 라

인은 도 25에 도시된 제 3 실시예에 기록된 라인과 유사하다.

  상기 단어의 사서 내용이 사서내용 저장부(9) 내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서 링커(4)는 사서 참조 명령 태그를

생성하고(단계 514), 이 사서 참조 태그가 붙은 단어 및 종료 태그를 결과 파일에 기록한다(단계 506). 단계 516 및 514를

따를 때 결과 파일에 기록된 라인은 도 34에 도시된 것 같은 제 4 실시예에서 기록된 라인과 유사하다.

  도 38은 단어 "we" 및 "on"에 대한 사서 내용이 이미 사서내용 저장부(9) 내에 저장되어 있고 단어 "draw", "vast" 및

"storehouses"에 대한 사서 내용이 저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We draw on vast storehouses..."로 시작하는 문서에 대

해 사서 링커(4)에 의해 출력된 결과 파일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태그의 의미는 제 3 실시예 및 제 4 실시예에서와

동일하다.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가 사서 참조 명령을 수신할 때 사서내용 추출기(8)가 활성화된다. 상기 제 4 실시예에서와 같

이, 사서내용 추출기(8)는 단어를 명령어 파라미터로서 수신한다. 도 39를 참조하면, 상기 사서내용 추출기(8)는 상기 제 4

실시예에서와 같이 그 단어가 전자사전(10)에 정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개시된다(단계 401). 단어가 정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서내용 추출기(8)는 전자사전(10)으로부터 단어의 사서 내용을 추출하고, 상기 제 3 실시예에서와

같이, 이 내용의 복사본을 사서내용 저장부(9) 내에 파일로서 저장한 다음(단계 402), 그 내용을 링크된 문서 서버(2)로 출

력한다(단계 409). 단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상기 제 4 실시예와 같이 미지어 메시지를 생성하여(단계 410), 이 메시

지를 링크된 문서 서버(2)로 출력한다(단계 409).

  태그가 부착된 전자사전(5)의 전체적인 동작은 상기한 설명 및 전술한 실시예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사용자가 사서모드 버튼을 선택하면, 사서 링커(4)는 어떠한 실제적인 사서 참조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결과 파일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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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 상기 제 4 실시예에서와 같이, 그것의 의미가 사용자에 의해 요구될 때, 단어들이 전자사전(10)에서 하나씩 찾아진

다. 그러나, 상기 제 3 실시예에서와 같이, 사서 내용이 사서내용 저장부(9) 내에 저장되므로, 그 단어의 정의가 요구되는

다음 번에는 동일한 단어를 전자사전(10)에서 찾을 필요가 없게 된다.

  전자사전(10)이 액세스되지 않고 사서 내용이 전자사전(10)으로부터 사서내용 저장부(9)로 복사되지 않기 때문에, 제 5

실시예에서의 결과 파일은 상기 제 3 실시예에서보다 신속하게 출력된다. 그러나, 각 쌍의 태그를 생성하기 이전에 사서

링커(4)가 사서내용 저장부(9)를 검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과 파일의 출력은 상기 제 4 실시예에서와 같이 빠르지는 않

다.

  단어의 정의가 요구되는 첫 회에는 제 5 실시예는 상기 제 4 실시예와 동일한 속도로 의미를 반송한다. 그러나, 사서 참조

명령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의미는 상기 제 3 실시예 정도로 신속하게 반송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동일한 단어의 의미가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 5 실시예는 사서 참조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사서내

용 저장부(9)로부터 그 의미를 검색하므로, 의미가 상기 제 3 실시예 정도로, 그리고 상기 제 4 실시예보다는 신속하게 반

송된다.

  시스템의 효율면에서는, 단어들을 불필요하게 전자사전(10)에서 찾지 않고, 동일한 단어를 두번 이상 전자사전(10)에서

찾지 않으며, 아무도 보기를 원하지 않는 사서 내용은 사서내용 저장부(9) 내에 불필요하게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

5 실시예는 상기 제 3 실시예 및 제 4 실시예 모두에 비해 장점을 갖는다.

  제 6 실시예

  제 6 실시예도 상기 제 3 실시예 및 제 4 실시예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다.

  도 40을 참조하면, 제 6 실시예는, 상기 제 3 실시예와 동일한 클라이언트 장치(1), 전자문서 저장부(3), 사서내용 저장부

(9) 및 전자사전(10)과, 상기 제 4 실시예와 동일한 사서 링커(4)와, 상기 제 5 실시예의 대응하는 구성요소와 대체로 유사

한 링크된 문서 서버(2) 및 사서내용 추출기(8)를 구비한다.

  제 6 실시예에서의 링크된 문서 서버(2)와 상기 제 5 실시예에서의 링크된 문서 서버(2)와의 유일한 차이점은, 제 6 실시

예에서의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사서내용 저장부(9)를 직접 액세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 41을 참조하면,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에 의해 활성화되었을 때, 사서내용 추출기(8)는 링크된 문서 서버(2)에 의

해 명령어 파라미터로서 공급된 단어에 대한 사서 내용이 이미 사서내용 저장부(9)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단

계 400). 이 단계는 상기 제 3 실시예에 있어서의 대응하는 단계와 동일하다. 사서 내용이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서내용 추출기(8)는 이 사서 내용을 사서내용 저장부(9)로부터 읽어(단계 412), 읽은 사서 내용을 링크된 문서 서버(2)

로 출력한다(단계 409).

  사서 내용이 사서내용 저장부(9)에 아직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서내용 추출기(8)는 상기 제 5 실시예에서와 같

이 진행하여, 전자사전(10)에서 그 단어를 찾아(단계 401), (찾은 경우에는) 그것의 사서내용을 사서내용 저장부(9)에 복

사하거나(단계 402), 미지어 메시지를 생성하고(단계 410), 사서 내용 또는 미지어 메시지를 링크된 문서 서버(2)로 출력

한다(단계 409).

  다음에는, 사용자가 사서모드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링크된 문서 서버(2)로 태그 부착 명령을 전송하는 시점에서 개시하

면서, 제 6 실시예의 동작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다.

  상기 제 4 실시예에서와 같이,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사서 링커(4)를 활성화시키며, 사서 링커는 사서 참조 명령 태

그를 그 문서 내의 모든 단어에 부착한다. 사서 링커(4)는 도 33의 흐름도에 따라 동작하여, 도 34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결과 파일을 생성한다. 이 파일은 클라이언트 장치(1)로 전송되어, 도 15에서와 같이 표시된다.

  사용자가, 예를 들어 도 15의 화면에서 단어 "storehouses"를 선택하면, 명령어 "cgi-bin/pick_dic?storehouse"가 링크

된 문서 서버(2)로 전송되어, 도 41의 흐름도에 따라 사서내용 추출기(8)에 의해 수행된다. "storehouse"에 대한 사서 내

용이 이미 사서내용 저장부(9)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서내용 추출기(8)는 저장된 내용을 링크된 문서 서버(2)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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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게 되돌리고, 문서 서버는 그것을 클라이언트 장치(1)로 전송한다. "storehouse"에 대한 사서 내용이 아직 사서내용

저장부(9)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서내용 추출기(8)는 이 내용을 전자사전(10)으로부터 얻어, 얻어진 내용을

링크된 문서 서버(2)로 반송하며, 차후의 사용을 위하여 이 내용을 사서내용 저장부(9)에 저장한다.

  사용자가 전자사전(10)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단어를 선택한 경우에는, 사서내용 추출기(8)는 그 선택된 단어가 사서에

없다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사서 내용 대신에 이 메시지를 반송한다.

  따라서, 사서 링커(4)가 사서내용 저장부(9)나 전자사전(10)을 액세스하지 않고 태그를 부착하기 때문에, 결과 파일을 신

속히 반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 6 실시예는 상기 제 4 실시예와 동일한 장점을 갖는다. 이 점에서, 제 6 실시예는 상기

제 3 및 제 5 실시예보다 빠르다.

  개별적인 단어들의 의미를 반송함에 있어서, 그 단어를 이전에 찾았다면, 사서 내용을 전자사전(10) 대신에 사서내용 저

장부(9)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서액세스 대비 문서 저장부(6)는 상기 제 4 실시예보다 대체로 빠르지만, 그 단어를

이전에 찾은 적이 없다면, 전자사전(10)으로부터 얻어지기 이전에 사서 내용을 사서내용 저장부(9)에서 검색하고, 전자사

전(10)으로부터 얻어진 이후에 사서내용 저장부(9)에 저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기 제 4 실시예보다는 느리다. 상기한 모

든 경우에 있어서, 제 6 실시예는 상기 제 5 실시예보다는 느리다. 그 단어를 이전에 찾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상기 제 5

실시예는 이 경우에 명령어 실행과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제 6 실시예는 제 5 실시예보다 느리다.

  상기 제 6 실시예는, 사용자에 의해 특별하게 요구될 때까지는 사서 내용이 사서내용 저장부(9)에 저장되지 않아,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는 불필요한 사서 내용의 저장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 5 실시예와 유사하다.

  제 7 실시예

  제 7 실시예는, 다른 문서 뿐만 아니라 하이퍼텍스트 문서에도 사서 액세스 정보를 부착한다는 점에서 전술한 실시예와

다르다.

  도 42를 참조하면, 제 7 실시예는, 상기 제 1 실시예와 동일한 클라이언트 장치(1) 및 전자문서 저장부(3)와, 대체로 유사

한 링크된 문서 서버(2) 및 사서 링커(4)와, 전자사전(15) 및 메뉴 생성기(16)를 구비한다.

  상기 전자사전(15)은, 상기 제 4 실시예의 사서내용 추출기(8)와 균등한 사서 액세스 소프트웨어와 함께, 상업적으로 입

수가능한 전자사전을 구비한다.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가 사서 참조 명령을 제공하고 단어를 명령어 파라미터로서 공급

할 때, 전자사전(15)은 제공된 단어에 대한 사서 내용을 반송한다. 도 27에 도시된 것 같이 하나의 사서 내용이 반송되거

나, 도 16에 도시된 것 같이 전자사전(15)은 제공된 단어와 다수의 알파벳순으로 인접한 단어들에 대한 사서 내용을 반송

할 수 있다. 공급된 단어가 전자사전(15)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사전(15)은 그 결과에 대한 메시지를 반송한

다.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는 도 43에 도시된 것 같이 동작한다. 클라이언트 장치(1)로부터 정보를 받으면(단계 200), 링

크된 문서 서버(2)는 그 정보가 명령어인지 파일 서술자인지를 판정한다(단계 208). 만일, 그 정보가 파일 서술자이면, 링

크된 문서 서버(2)는 전자문서 저장부(3)로부터 서술된 문서 파일을 취하고(단계 202), 사서모드 버튼을 부가하여(단계

205), 그 문서를 클라이언트 장치(1)로 다시 전송한다. 전술한 실시예에서의 링크된 문서 서버(2)와 달리, 제 7 실시예의

링크된 문서 서버(2)는, 비록 그 문서가 하이퍼텍스트 문서일지라도, 다른 문서에의 링크를 포함하는 "Dictionary mode"

태그를 부착한다.

  만일, 클라이언트 장치(1)로부터 수신한 정보가 명령어이면,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는 그 명령어가 태그 부착 명령어

인지 사서 참조 명령어인지를 판정한다(단계 201). 명령어가 태그 부착 명령어인 경우에는,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사서

링커(4)를 활성화시킨 후(단계 203), 사서 링커(4)에 의해 출력된 결과 파일을 수신하여, 그 결과 파일에 단순모드 버튼을

부가하고(단계 207), 결과 파일을 클라이언트 장치(1)로 다시 전송한다(단계 206).

  명령어가 사서 참조 명령어인 경우에는, 링크된 문서 서버(2)는 그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전자사전(15)에서 단어를 찾는

소프트웨어를 활성화시켜, 전자사전(15)으로부터 사서 항목의 내용 또는 미지어 메시지를 얻는다(단계 210). 그후, 전자사

전(15)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문서로서 클라이언트 장치(1)로 전송된다(단계 206).

  링크된 문서 서버(2)에 의해 활성화되었을 때, 사서 링커(4)는 도 44에 도시된 것 같이 동작한다. 링크된 파일 서버(2)로

부터 적절한 문서 파일을 얻어(단계 500), 결과 파일을 생성한 후에(단계 501), 사서 링커(4)는 형태소 분석을 수행한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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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02). 상기 문서가 하이퍼텍스트 문서인 경우에는, 형태소 분석은 단어를 나타내는 문자열과 문서 내의 태그를 나타내

는 문자열을 식별한다. 그후, 이들 문자열은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단계 518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얻어질 때까

지) 하나씩 처리되며, 이 시점에서 결과 파일이 출력된다(단계 508).

  단계 518에서 문서 내에 미처리된 문자열의 존재를 나타내는 긍정적인 결과가 얻어지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는 그 문자

열이 단어인지 태그인지를 판별하는 단계이다(단계 519). 이 문자열이 태그가 아닌 경우에는, 즉 문자열이 단어인 경우에

는, 사서 링커(4)는 그 문자열에 대한 사서 참조 명령어 태그를 생성한다(단계 520). 예들 들어, 문자열 "Corporate"에 대

해서, 생성된 태그는 <A HREF = "/cgi-bin/look_up?corporate">이다. 이 태그에 있어서, "/cgi-bin/look_up"은 전자사

전(15) 내부의 사서 액세스 소프트웨어를 활성화시키는 명령어이고, "corporate"는 전자사전(15)에 명령어 파라미터로 제

공되는 찾을 단어이다. 또한, 사서 링커94)는 종료 태그(</A>)를 생성한다. 다음에, 상기 사서 링커(4)는 문자열(상기 예에

서는 단어 "Corporate")을 처리되어진 것으로 플래그하고(단계 521), 생성된 태그와 문자열을 결과 파일에 기록한다(단계

506).

  상기 문자열이 태그인 경우에는, 단계 519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부여하여, 사서 링커(4)는 그 태그가 링크 태그, 즉 다른

문서에 하이퍼텍스트 참조를 특정한 개시 태그인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진행한다(단계 522). 상기 태그가 링크 태그가 아

닌 경우에는, 사서 링커(4)는 그 태그 문자열을 처리되어진 것으로 단순히 플래그하고(단계 521), 그 태그 문자열을 결과

파일에 기록한다(단계 506). 그러나, 상기 태그가 링크 태그인 경우에는, 사서 링커(4)는 메뉴 생성기(16)를 활성화시킨 후

(단계 523), 상기 메뉴 생성기에 의해 반송된 정보를 결과 파일에 기록한다(단계 506).

  상기 사서 링커(4)에 의해 활성화되었을 때, 상기 메뉴 생성기(16)는 사서 링커(4)에 의해 링크 태그인 것으로 확인된 개

시 태그에 대한 포인터를 수신한다. 도 45를 참조하면, 메뉴 생성기(16)는 상기 링크 태그 내에 지정된 하이퍼텍스트 참조

를 디폴트 메뉴 선택으로 하고 또 다른 선택에 대한 사서 참조를 특정하는 메뉴 개시 명령어 태그를 발생함으로써 개시된

다(단계 600). 그 예를 다음에 나타낸다. 상기 메뉴 생성기(16)는, 사서 링커(4)로 되돌려지는 임시 파일 내에 메뉴 개시 명

령어 태그를 기록한 후, 상기 개시 태그를 처리되어진 것으로 플래그한다(단계 601).

  그후, 메뉴 생성기(16)는 개시 태그에 수반하는 다음 문자열을 검사하여, 이 문자열이 링크의 종료 태그인지 여부를 판정

한다(단계 602). 문자열이 종료 태그가 아닌 경우에는, 상기 메뉴 생성기(16)는 그 문자열이 임의 형태의 태그인지 여부를

판정한다(단계 603). 상기 문자열이 태그가 아닌 경우에는, 즉 그 문자열이 단어인 경우에는, 상기 메뉴 생성기(16)는 문자

열을 버퍼에 기록함과 함께, 그 문자열의 사서 형태를 사서 링커(4)에 되돌려질 임시 파일 내에 옵션 라인으로서 기록하고

(단계 604), 그 문자열을 처리되어진 것으로 플래그한다(단계 605). 상기 문자열이 태그인 경우에는, 사서 링커(4)는 그 문

자열을 임시 파일에 기록하고(단계 606), 그 문자열을 처리되어진 것으로 플래그한다(단계 605). 단계 605 이후에, 상기

메뉴 생성기(16)는 단계 602로 복귀하여, 다음 문자열을 처리한다.

  단계 602에서 종료 태그가 나타나면, 상기 메뉴 생성기(16)는 이 태그를 처리되어진 것으로 플래그한 후(단계 607), 상기

한 버퍼의 내용을 디폴트 옵션으로 기술하는 선택된 옵션 라인으로서 임시 파일에 기록하고, 메뉴 종료 태그를 추가하여,

상기 임시 파일을 사서 링커(4)로 보낸다(단계 609).

  다음에, 제 7 실시예의 전체적인 동작을 앞에서 예시한 "Corporate Guidance" 하이퍼텍스트 문서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이 문서의 파일 서술자는 단어 "guidance"인 것으로 가정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도 12에 도시된 스크린 상에서 "guidance"를 입력하면,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전자문서 저장부(3)

에서 "Corporate Guidance" 파일을 얻어, 사서모드 버튼을 추가하고, 결과적으로 얻어진 문서를 도 46에 도시된 형태로

클라이언트 장치(1)로 전송한다. 첫 번째 라인(22)은 링크된 문서 서버(2)에 의해 추가된 라인으로, "/cgi-bin/

into_the_dic" 명령어를 포함하는 개시 태그와 그후의 단어 "Dictionary mode"와 종료 태그를 구비한다. 다른 라인은 그

문서의 포맷팅 태그와 링크 태그를 구비한 본문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상기 링크 태그 <A HREF = "message">는 파일

서술자 "message"와 회장의 메시지를 갖는 문서에 대한 하이퍼텍스트 참조이다. 클라이언트 장치(1)는 도 47에 도시된 것

같은 문서를 표시한다.

  사용자가 도 46에서 사서모드 버튼을 선택하면,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는 "/cgi-bin/into_the_dic/" 명령을 받아 실행

함으로써, 사서 링커(4)를 활성화시키고, 사서 링커는 메뉴 생성기(16)를 활성화시킨다. 상시 사서 링커(4) 및 메뉴 생성기

(16) 모두는 도 48에 도시된 내용(34)을 갖는 결과 파일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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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파일 내용(34)의 첫 번째 라인은 상기한 태그 <A HREF = "/cgi-bin/look_up?corporate">와 그후의 단어

"Corporate" 및 종료 태그(</A>)를 구비한다. 이 뒤에는, 단어 "Guidance"에 대한 유사한 라인이 뒤따른다. 한 쌍의 포맷

팅 태그 후에, 태그 <A HREF = "message">로부터 메뉴 생성기(16)에 의해 생성된 메뉴 개시 명령어 태그가 나타난다.

  단어 SELECT는 이 명령어 태그를 메뉴 개시 태그로서 식별한다. 메뉴명은 "select1"으로 주어진다. "select1",

"select2" 등과 같이 임의의 명칭이 할당될 수 있다. 다음에, "onFocus = 'ref(message)'"는 디폴트 메뉴 선택이 파일 서술

자 "message"를 갖는 문서에 대한 하이퍼텍스트 참조인 것을 나타낸다. 다음의 "onChange = 'lookdic(option)"은, 사용자

가 디폴트 선택으로부터 메뉴 선택을 변경하면,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메뉴 옵션이 전자 사전(15)에서 찾아지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lookdic"은 클라이언트 장치(1)에 의해 수행되는 함수이며, 단어 "option"은 선택된 옵션이 그 함수의 독

립변수로써 제공되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의 4개의 라인은 메뉴 생성기(16)에 의해 기록된 옵션 라인으로, 단어 "Message", "from", "the" 및 "President"의

사서 형태를 구비하며, 이들 각각은 이러한 옵션이 주어진 단어의 사서 내용을 선택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OPTION> 태

그가 선행되고 부호 "(dic)"를 수반한다.

  이들 라인 뒤에는 "select1" 메뉴의 종료를 나타내는 종료 태그인 </SELECT>가 따른다. 상기 결과 파일은 "Global

Slogan" 및 "OKI Electric at a Glance"에 대한 유사한 메뉴로 연속된다.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는 하이퍼텍스트 참조로서 "guidance"를 부여하는 초기 라인(35)을 부가함으로써 이 결과 파일

에 단순모드 버튼을 추가하고, 결과적으로 얻어진 문서를 클라이언트 장치(1)로 전송한다.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1)는 도

49에 도시된 것과 같이 수신된 문서를 표시한다. 단어 "Corporate" 및 "Guidance" 아래의 밑줄은, 이들 단어를 사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3개의 항목 "Message from the President", "Global Slogan" 및 "OKI Electric at a

Glance"는 앞으로 메뉴를 호출하는 버튼으로 표시된다.

  만일, 사용자가 포인팅 장치로 단어 "Corporate"를 선택하면, 링크된 문서 서버(2)는 명령어 "/cgi-bin/

look_up?corporate"를 받아 실행하여, 전자사전(15)이 이 단어에 대한 사서 내용으로 복귀하도록 한다. 그후, 사용자는

"corporate"에 대한 일본어 의미가 "storehouse"의 의미 대신에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 16 또는 도 27과 유사한 화면

을 보게 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Message from the President" 버튼을 선택하면, 도 48에 도시된 태그 및 다른 정보는 클라이언트 장

치(1)로 하여금, 도 50에 도시된 것 같이, 선택된 버튼 옆에 메뉴를 표시하게 한다. 이 메뉴에서, 선단 라인 "Message

from the President"는 이 메뉴가 디폴트 선택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하이라이트된다. 사용자가 포인팅 장치 상의 버

튼을 누름으로써 이 선택사항을 선택하면, 예를 들어, 파일 서술자 "message"는 링크된 문서 서버(2)로 전송되며, 문서 서

버는 대응하는 문서를 반송하여, 사용자는 그 자신이 도 47의 화면에서 "Message from the President"를 선택한 것처럼

회장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사용자가 단어 "message"의 일본어 의미를 알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포인팅 장치를 사용하여 도 51에 도시된 것 같이 메

뉴 선택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메뉴 항목이 선택될 때, 클라이언트 장치(1)는 단어 "message"를 독립변수로 하여 도

48에 도시된 "lookdic" 함수를 수행한다. 이 함수는 "/cgi-bin/look_dic?message" 명령을 생성하여 링크된 문서 서버(2)

로 전송한다. 이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전자사전(15)으로부터 "message"에 대한 사서 내용을 얻

어, 이 사서 내용을 클라이언트 장치(1)로 반송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message"의 일본어 의미를 보게 된다.

  제 7 실시예는, 사서모드 버튼이 선택된 때 대신에, 특별히 요구되었을 때에 사서 내용을 찾을 수 있다는 점과, 사서 내용

및 결과 파일은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있어서, 제 7 실시예는 제 4 실시예와 유사하다. 그러나, 상기한 것 같은 메뉴

를 사용함으로써, 제 7 실시예는 다른 문서 뿐만 아니라 하이퍼텍스트 문서로부터의 사서의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데, 이는 사용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된다.

  제 7 실시예의 변형예로서, 도 48에 도시된 것과 같은 메뉴 개시 태그 및 옵션 태그는 전자문서 저장부(3)에 저장된 문서

파일 내에 배치됨으로써, 사용자에게 하이퍼텍스트 링크에서 나타나는 단어에 대한 더욱 신속한 사서 액세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문서 파일이 외국어로 되어 있을 때에, 사용자가 하나의 하이퍼텍스트 문서로부터 다른 문서로 움직

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용자는 사용자가 더 상세히 읽기를 원하는 문서에 액세스할 때, 문서 상의 사서모드 버튼을 선택

하여, 사서 참조 명령어 태그가 문서 내의 모든 단어에 부가되도록 한다. 이 변형예에서는, 전자문서 저장부(3) 내에 저장

된 메뉴 태그가 부착된 문서를 생성하기 위해 메뉴 생성기(16)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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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실시예

  제 8 실시예 또한 하이퍼텍스트 문서로부터의 사서 액세스는 제공하지만, 사서 액세스 모드에서 다른 문서에 대한 하이

퍼텍스트 링크를 제거함으로써 사서 액세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도 52를 참조하면, 제 8 실시예는, 상기 제 7 실시예와 동일한 클라이언트 장치(1), 전자문서 저장부(3) 및 전자사전(15)

과, 대체로 유사한 문서 서버(2) 및 사서 링커(4)와, 링크 제거기(17)를 구비한다. 상기 링크 제거기(17)는 링크된 문서 서

버(2)와 사서 링커(4) 모두와 통신한다.

  제 8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는 다음의 점에 있어서 제 7 실시예에 있어서의 링크된 문서 서버(2)와

차이가 난다: 태그 부착 명령을 수신하면, 사서 링커(4)를 활성화시키는 대신에, 링크된 문서 서버(2)는 링크 제거기(17)를

활성화시킨다. 그후, 링크 제거기(17)는 사서 링커(4)를 활성화시키며, 상기 제 7 실시예에서와 같이, 링크된 문서 서버(2)

는 사서 링커(4)로부터 결과 파일을 얻는다.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에 의해 활성화되었을 때, 링크 제거기(17)는 도 53에 도시된 것 같이 동작한다. 먼저, 상기 링

크 제거기(17)는, 링크된 문서 서버(2)가 전자문서 저장부(3)로부터 적절한 문서 파일을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태그 부착

명령이 생성되어진 문서의 복사본을 얻는다(단계 700). 다음에, 상기 링크 제거기(17)는 이 문서가 하이퍼텍스트 문서인지

여부를 판정한다(단계 701).

  그 문서가 하이퍼텍스트 문서인 경우에는,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임시 파일을 열어(단계 702), 문서의 상단으로부터 문

자열을 읽기 시작하며, 모든 문자열이 읽혀진 채 남아있을 때까지 계속 읽는다(단계 703). 문자열을 읽는 동안에, 상기 링

크 제거기(17)는 다른 파일에 대한 하이퍼텍스트 링크의 개시 또는 종료 태그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찾는다(단계 704). 이

러한 태그가 읽혀지면, 이 태그를 구성하는 문자열은 버려지고, 처리과정은 단계 703으로 복귀한다. 나머지 문자열이 임시

파일에 기록된 후(단계 705), 처리과정은 단계 703으로 복귀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문자열이 처리되어지면, 임시 파일은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제외한, 하이퍼텍스트 문서의 전체 내

용을 구성한다. 그후, 사서 링커(4)가 활성화되어, 상기 임시 파일은 상기 사서 링커(4)로 보내진다(단계 706).

  단계 701에서 문서가 하이퍼텍스트 문서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그 문서는 변경되지 않고 사서 링커(4)로 보내진다(단

계 706).

  상기 링크 제거기(17)로부터 임시 파일 또는 변경되지 않은 문서를 수신하면, 사서 링커는 제 4 실시예에서와 같이 근본

적으로 동일하게 동작하여, 도 33의 흐름도를 따르게 된다. 상기 제 4 실시예 및 제 8 실시예의 사서 링커(4) 사이의 유일

한 차이점은, 제 8 실시예에서의 사서 링커(4)는 단계 500에서 링크된 문서 서버(2)로부터 문서 파일을 받는 대신에 링크

제거기(17)로부터 문서 파일을 수신하며, 단계 514에서 생성된 사서 참조 명령어 태그는 사서내용 추출기 대신에 전자사

전(15)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모든 단어에 대해 이러한 명령어 태그를 생성하고 단어 및 명령어 태그를 결과 파일에

기록한 다음에, 상시 사서 링커(4)는 그 결과 파일을 링크된 문서 서버(2)로 보낸다.

  다음에, 제 8 실시예의 전체적인 동작을 다시 "Corporate Guidance" 하이퍼텍스트 문서와 연계하여 설명한다.

  사용자가 이 문서를 검색하면,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제 7 실시예에서와 같이 사서모드 버튼을 부착하여, 사용자는 도

47에 도시된 것과 같은 화면을 보게 된다. 사용자가 사서모드 버튼을 선택하면, 링크 제거기(17)는 링크된 문서 서버(2)로

부터 "Corporate Guidance" 문서의 복사본을 얻어,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제거하다. 예를 들어, 도 46에 도시된 <A HREF

= "message">와 </A>와 같은 태그가 제거된다. 다음에, 사서 링커(4)는 사서 참조 명령어 태그를 삽입한다. 예를 들어,

태그 <A HREF = "/cgi-bin/look_up?/corporate">와 </A>는 단어 "Corporate"의 전후에 삽입되고, <A HREF = "/cgi-

bin/look_up?/message">와 </A>는 단어 "Message"의 전후에 삽입된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도 54의 화면을 보게 되

는데, "Corporate Guidance" 내의 각각의 개별적인 단어는 그 단어를 전자사전(15)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

하여 밑줄이 그어진다.

  사용자는 포인팅 장치로 도 54의 화면 상에서 그것들을 선택함으로써 단어를 찾을 수 있다. 필요한 모든 단어를 찾은 후

에는, 사용자는 단순모드 버튼을 선택하여 도 47의 화면으로 복귀할 수 있다. 도 47로부터, 사용자는 밑줄이 그어진 항목

을 포인팅 장치로 선택함으로써 다른 문서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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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의 의미를 메뉴 선택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기 제 7 실시예와 비교하여, 제 8 실시예는 사용

자가 작동하기에 더 편리하다. 그러나, 사용자가 도 54의 화면으로부터 또 다른 링크된 문서로 직접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

서 제 8 실시예는 덜 편리하다.

  제 9 실시예

  제 9 실시예는, 사서 액세스 정보를 모든 단어에 부착하는 대신에, 이들 정보를 하이퍼텍스트가 아닌 문서 내의 선택된 단

어에만 부착한다.

  도 55를 참조하면, 제 9 실시예는, 상기 제 8 실시예와 동일한 클라이언트 장치(1), 전자문서 저장부(3) 및 전자사전(15)

과, 대체로 유사한 링크된 문서 서버(2) 및 사서 링커(4)와, 링크된 문서 서버(2) 및 사서 링커(4)에 연결된 사서 액세스 도

표작성기(18)를 구비한다. 상기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는, 서로 다른 단어의 사서 의미가 요구된 횟수를 나타내는 기

록을 유지하고, 이 정보를 링크된 문서 서버(2)로부터 얻어, 요구시 이 정보를 사서 링커(4)로 공급한다.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 사서 링커(4) 및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는, 예를 들어, 모두 동일한 컴퓨터 시스템 또는

워크스테이션에 위치하거나, 2개 또는 그 이상의 별개의 시스템에 위치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

의 기능은 상기 전자사전(15) 내에 설치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별도의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는 불필요하게 된다.

  제 9 실시예에 있어서 링크된 문서 서버(2)는 도 56에 도시된 것과같이 동작한다.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가 파일 서술

자를 수신하면, 문서 서버는 요구된 문서를 얻어, 그 분서가 하이퍼텍스트 문서가 아닌 경우에는 사서모드 버튼을 부착한

다(단계 200, 208, 202, 204 및 205). 링크된 문서 서버(2)가 태그 부착 명령을 수신하면, 문서 서버는 사서 링커(4)를 활

성화시키고, 사서 링커(4)에 의해 출력된 결과 파일에 단순모드 버튼을 부착한다(단계 200, 208, 201, 203 및 207). 이들

단계는 도 32에 도시된 제 4 실시예에서의 링크된 문서 서버(2)에 의해 수행된 대응되는 단계와 동일하다.

  링크된 문서 서버(2)가 사서 참조 명령을 수신하면, 문서 서버는 제 8 실시예에서와 같이 명령을 수행하여(단계 210), 전

자 사전(15)으로부터 요구된 단어에 대한 사서 내용을 얻거나, 그 단어가 사전에 없는 경우에는 미지어 메시지를 얻는다.

더우기,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는 그 단어를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로 보낸다(단계 211).

  상기 단계 205, 207 또는 211 이후에,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상기한 처리과정으로부터 얻어진 문서 또는 사서 내

용을 클라이언트 장치(11)로 보낸다(단계 211).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에 의해 활성화되었을 때, 상기 사서 링커(4)는 도 57에 도시된 것과 같이 동작한다. 상기 제 1

실시예에서와 같이, 태그가 부착된 문서의 복사본을 얻고(단계 500), 결과 파일을 생성하며(단계 501), 형태소 분석을 수

행한 후에(단계 502), 상기 사서 링커(4)는 미처리된 단어가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단어를 하나씩 처리한 다음(단계 503에

서 부정적인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결과 파일을 상기 문서 서버(2)로 출력한다(단계 508).

  단계 503에서 미처리어의 존재를 나타내는 긍정적인 결과가 얻어지는 경우에는, 사서 링커(4)는,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

기(18)에게 그 단어가 그 이전에 참조되어진 횟수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어와 함께, 그 단어를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

기(18)로 전송하고, 이 정보를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로부터 수신하여, 그 단어에 사서 액세스 정보를 부착할 것인지

를 결정한다(단계 525). 이러한 결정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일정한 한계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사서 액세스 정보

가 과거에 많아야 N회 참조되었던 단어에 부착되는 반면에, 과거에 N회 보다 많이 참조되었던 단어에는 부착되지 않고, 이

때 N은 음이 아닌 정수를 나타낸다. 한계치 N은 품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N의 값은 관사, 접속사, 대명사 및

전치사에 대해서는 제로로 설정되고, 명사, 동사, 형용사 및 부사에 대해서는 10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서 링커

(4)는 관사, 접속사, 대명사 및 전치사에 대해서는 이들 단어가 한 번 참조되어진 이후에 사서 액세스 정보를 부착하는 것

을 중단하지만, 명사, 동사, 형용사 및 부사에 대해서는 이들 단어가 11회 참조되어질 때까지 사서 액세스 정보를 계속 부

착한다.

  상기 단계 525에서 사서 링커(4)가 하나의 단어에 사서 액세스 정보를 부착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사서 링커는 사서 참

조 명령어 태그와 대응하는 종료 태그를 생성하고(단계 520), 그 단어와 이들 태그를 결과 파일에 기록한다(단계 506). 상

기 사서 링커(4)가 사서 액세스 정보를 부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단계 520을 건너뛰고, 단계 506에서 단어 만이 결과 파

일에 기록된다. 단계 506 이후에, 사서 링커(4)는 단계 503으로 복귀하여, 다음의 단어를 처리하게 된다.

  다음에는,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의 동작을 도 58, 59 및 60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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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는 도 58에 도시된 것 같이 단어 참조 기록에 관한 테이블을 유지한다. 각각은 기록은, 단어와, 그

단어가 링크된 문서 서버(2)로부터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로 전송되어진 횟수, 즉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가 그 단

어에 대해 사서 참조 명령을 수신한 횟수를 포함한다. 이러한 횟수를 참조 빈도라 일컫는다. 도 58의 테이블은, 예를 들어,

단어 "we"가 1회 참조되었으며, 단어 "draw"가 3회 참조되었음을 나타낸다.

  링크된 문서 서버(2)에 의해 단어가 제공된 이후에, 상기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는 도 59에 도시된 것 같이 동작한

다. 먼저,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는 그 단어가, 단어 참조 빈도의 테이블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단어를 의미하는 새로

운 단어인지 여부를 판정한다(단계 800). 제공된 단어가 이미 나타나 있으면,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는 그것의 참조

빈도를 1 만큼 증가시킨다(단계 801). 만일, 제공된 단어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면, 상기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

는 단어 참조 계수의 테이블에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하고, 제공된 단어를 1의 참조 빈도로 리스트를 만들게 된다(단계

802).

  사서 링커(4)에 의해 단어가 제공되었을 때,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는 도 60에 도시된 것 같이 동작한다. 먼저,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는 그 단어가 단어 참조 빈도의 테이블에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단계 804). 제공된 단어가 있는

경우에는,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는 그것의 참조 빈도를 사서 링커(4)로 되돌린다(단계 805).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는 제로값의 참조 빈도를 사서 링커(4)로 되돌린다(단계 806).

  다음에, 제 9 실시예의 전체적인 동작을 설명한다.

  도 12에 도시된 초기 화면으로부터 개시하여, 사용자가 "Corporate Guidance" 문서의 파일 서술자를 입력하면, "Global

Slogan" 문서에 대한 하이퍼텍스트 링크가 선택되어, ("Corporate Guidance" 문서가 하이퍼텍스트 문서이므로, 사서모드

버튼없이) 처음에는 도 13의 화면을, ("Global Slogan" 문서가 하이퍼텍스트 문서가 아니므로, 사서모드 버튼과 함께) 다

음에는 도 14의 화면을 보게 된다.

  사용자가 도 14의 화면 상에서 사서모드 버튼을 선택하면, 링크된 문서 서버(2)는 사서 링커(4)를 활성화시키고, 문서 서

버는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에 의해 유지된 참조 빈도에 따라 결과 파일을 생성한다. 링크된 문서 서버(2)는 단순모

드 버튼을 부가하여, 이 파일을 다시 클라이언트 장치(1)로 보낸다.

  도 61은 단어 참조 빈도 테이블이 도 58에 도시된 내용을 갖고, 상기한 바와 같이 제로 및 10의 한계치가 사용되었을 경

우에, 링크된 문서 서버(2)에 의해 클라이언트 장치(1)로 되돌려진 결과 파일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61의 첫 번째 라인

은 링크된 문서 서버(2)에 의해 추가된 단순모드 버튼이다. 다음 라인은, 이 단어에 대한 참조 빈도(1)가 대명사에 대한 한

계치(0)를 초과하기 때문에, 단어 "We"만을 포함한다. 다음 라인은 사서 참조 명령어 태그 및 종료 태그와 함께, 단어

"draw"를 포함하는데, 이는 이 단어에 대한 참조 빈도(3)가 동사에 대한 한계치(1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라인

들은 사서 링커(4)에 의해 유사하게 생성된다. 클라이언트 장치(1)는 이 결과 파일을 도 62에 도시된 것 같이 표시한다.

  사용자는 이제 포인팅 장치로 그것들을 선택함으로써 도 62에서의 밑줄이 그어진 단어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

자가 단어 "storehouses"를 선택하면, 도 16 또는 도 27에 도시된 것 같은 일본어 의미를 얻게 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단

어 "We"를 선택하면, 이 단어에 대해서는 사서 액세스 태그가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도 되돌아오지 않으

며, 도 62의 화면은 변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된다.

  사용자가 이미 일정한 횟수만큼 찾은 단어에는 밑줄을 긋지 않음으로써,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이들 단어를 이

미 (아마)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더욱 중요하게는, 사용자가 더욱 더 많은 단어를 찾음에 따라, 사서 링커

(4)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태그 부착 처리의 양이 차차 감소되고, 사서모드 버튼의 선택에 대한 시스템의 응답이 점점 신

속하게 된다.

  다음에, 상기 제 9 실시예의 변형예를 설명한다. 이 변형예에서는, 사서 링커(4)는 단어의 참조 빈도에 관계없이 문서 내

의 모든 단어에 사서 액세스 정보를 부착하는 한편, 단어의 참조 빈도에 의존하여, 각각의 단어가 표시되는 방식을 변경하

는 태그를 부착한다. 예를들면, 이전에 찾은 적이 없는 단어는 청색으로 표시되고, 1 내지 5회 찾은 적이 있는 단어는 녹색

으로 표시되며, 5회보다 많이 찾은 적이 있는 단어는 적색으로 표시될 수 있다.

  도 63은 이러한 경우에 사서 링커(4)에 의해 생성된 가상적인 결과 파일을 나타낸 것이다. 첫번째 라인의 태그 <FONT

=BLUE>는 이 태그와 그후의 종료 태그 </FONT> 사이의 단어는 청색으로 표시되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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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는 청색으로 표시된다. 녹색 및 적색도 유사하게 특정된다. 이 경우에, 적색은 사용자에게 단어 "vast"가 과거에 적어

도 6회 찾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 이 단어는 배울 가치가 있는 단어라는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 표시 색상은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어떠한 단어를 참조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단어가 표시되는 색상을 변경시키는 대신에, 사서 링커(4)는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참조 빈도를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단어 아래의 밑줄의 색상이 변경되거나, 이탤릭 및 굵은 글자체가 사용될 수도 있다.

  제 10 실시예

  제 10 실시예는 상기 제 9 실시예에 학습 기능을 부가한 것이다. 제 10 실시예는 사서 액세스를 위해 단어에 태그가 부착

된 횟수와 단어를 찾은 횟수 모두를 추적하고, 빈번하게 태그가 부착되었지만 드물게 참조된 단어에는 태그 부착을 중지한

다.

  도 64를 참조하면, 제 10 실시예는 제 9 실시예와 동일한 클라이언트 장치(1), 링크된 문서 서버(2), 전자문서 저장부(3),

전자사전(15) 및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와, 대체로 유사한 사서 링커(4)를 구비한다. 또한, 제 10 실시예는, 상기 사

서 링커(4)에 연결된 태그 도표작성기(19)와, 사서 링커(4),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 및 태그 도표작성기(19)에 연결

된 비율 연산기(20)를 구비한다.

  제 10 실시예의 사서 링커(4)는 제 9 실시예의 사서 링커(4)와 유사하게 동작하지만, 2가지 차이점이 있다. 도 65를 참조

하면, 한가지 차이점은, 제 10 실시예의 사서 링커(4)는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로부터 제공된 참조 빈도에 근거한 대

신에, 비율 연산기(20)로부터 제공된 태그 빈도 및 참조 비율에 근거하여 각 단어에 대해 사서 액세스 정보를 부착할 것이

지 결정하는 것이다(단계 527). 태그 빈도는 단어, 즉 동일한 사서 형태를 갖는 하나의 단어가 과거에 태그가 부착되어진

횟수를 나타낸다. 참조 비율은 이들 횟수의 어느 정도의 비율이 사용자에 의해 실제적인 단어의 참조를 일으켰는지를 나타

낸다.

  특히, 상기 사서 링커(4)는 태그 빈도를 제 1 한계치와 비교하며, 참조 비율을 제 2 한계치와 비교한다. 태그 빈도가 제 1

한계치 이하이거나, 참조 비율이 제 2 한계치보다 큰 경우에, 사서 링커(4)는 사서 액세스 정보를 부착하기로 결정한다. 태

그 빈도가 제 1 한계치보다 크고, 참조 비율이 제 2 한계치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링커(4)는 사서 액세스 정보를 부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사서 링커(4)는, 그 단어가 아직 5회보다 많이 태그가 부착되지 않고 그 횟수의 10분의

3보다 많이 참조된 경우에, 사서 액세스 정보를 부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사서 링커(4)가 단계 520에서 필요한 태그를 생성한 후 사서 액세스 정보를 부착하도록 결정하였을 경

우, 사서 링커는 태그가 부착되어지는 단어의 사서 형태를 태그 도표작성기(19)로 보낸다는 것이다(단계 528).

  도 65에 도시된 다른 단계들은 도 57에 도시된 제 9 실시예의 사서 링커(4)에 의해 수행된 대응하는 단계와 동일하므로,

단계별의 설명은 생략한다.

  태그 도표작성기(19)의 동작은 제 9 실시예에서 설명된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의 동작과 유사하므로, 도면은 생략

한다. 상기 태그 도표작성기(19)는 사서 링커(4)가 서로 다른 단어에 대해 사서 액세스 정보를 부착한 횟수를 나타내는 레

코드의 테이블을 유지한다. 수치가 참조 빈도 대신에 태그 빈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테이블은 도 58에 도시

된 차조 빈도의 테이블과 유사하다.

  사서 링커(4)에 의해 단어가 전송되면, 태그 도표작성기(19)는 태그 빈도의 테이블에서 그 단어를 검색하여, 그 단어가

이미 테이블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단어의 태그 빈도를 증가시키고, 그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레코드에 그

단어를 1의 태그 빈도로 입력한다. 비율 연산기(20)에 의해 단어가 전송된 경우에는, 그 단어가 테이블에 존재하면 그 단어

에 대한 태그 빈도를 복귀시키고, 그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로의 태그 빈도로 복귀시킨다.

  도 66은 사서 링커(4)로부터 단어가 제공된 경우 비율 연산기(20)의 동작을 나타낸 것이다. 비율 연산기(20)는 이 단어를

태그 도표작성기(19)로 전송함으로써 시작하고, 그 단어에 대한 태그 빈도를 받아, 태그 빈도가 제로값인지를 결정한다(단

계 900). 태그 빈도가 제로가 아니면, 비율 연산기(20)는 그 단어를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로 전송하고, 그 단어에 대

한 참조 빈도를 받는다(단계 901). 그후, 참조 빈도를 태그 빈도로 나누어 참조 비율을 얻는다(단계 902). 상기 참조 비율

은 0 내지 1 사이의 수치이다. 예를 들어, 단어가 5회 태그가 부착되어지고 한 번도 참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의 참조

비율은 제로이다. 단어가 5회 태그가 부착되어지고 5회 참조된 경우에, 그것의 참조 비율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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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동일한 문서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찾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단어가 태그가 부

착된 것보다 자주 참조된 경우에는, 상기 참조 빈도는 임의적으로 1로 설정된다. 또한, 태그 빈도가 제로인 경우에는 참조

비율은 1로 설정된다(단계 903). 단계 902 및 903 이후에, 비율 연산기(20)는 태그 빈도와 참조 빈도를 사서 링커(4)로 전

송한다(단계 904).

  제 10 실시예의 전체적인 동작은 상기 제 9 실시예의 전체적인 동작과 유사하지만, 사용자의 참조 행위에 더욱 더 민감하

다. 아마 사용자가 이미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 단어가 반복적으로 태그가 부착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그 단어를

찾지 않는다면, 시스템은 그것의 태그 빈도가 제 1 한계치를 초과하자마자 그 단어의 태그부착을 중단한다. 아마 사용자가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수회에 이르도록 단어를 찾은 후 그것을 찾는 것을 중지한 경우에는, 시스템은

태그 빈도가 제 1 한계치를 초과하고 참조 비율이 제 2 한계치에 속하자마자 그 단어에 대한 태그부착을 다시 중단한다. 그

러나, 사용자가 때때로 그 단어를 찾는 것을 계속하면, 시스템은 참조 비율이 제 2 한계치 위에 남아있을 때까지 그 단어에

대해 태그를 부착하는 것을 계속한다.

  제 10 실시예의 변형예로서,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와 태그 도표작성기(19)는 참조 빈도 및 사서 액세스의 태그 빈

도에 대한 테이블을 주기적으로 소거함으로써, 양 테이블을 텅빈 상태로 다시 초기화할 수 있도록 변형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테이블이 소거되지 않으면, 일단 사서 링커(4)가 주어진 단어에 태그를 부착하지 않기로 일단 결정하면, 비록

중간에 사용자가 그 단어의 의미를 잊어버려 그것을 다시 찾고자 할지라도, 그 단어에 태그를 부착하지 않도록 무한정 연

속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선택적으로, 제 10 실시예는, 일정한 기간동안 참조되지 않은 개별적인 단어에 대한 참조 및 태그 빈도를 제로로 소거하

거나, 태그 빈도를 참조 빈도가 제2 한계치보다 커지도록 하는 수치로 조정하여 그 단어가 문서에 존재할 때 다시 태그가

부착될 수 있도록 변경될 수도 있다. 사용자가 여전히 그 단어를 찾지 않은 경우에는, 참조 및 태그 빈도가 소거되거나 조

정되는 간격이 점차적으로 길어질 수 있다.

  상기한 제 9 실시예의 변형예에서와 같이, 제 10 실시예도 태그가 부착된 단어를 그것의 참조 비율에 따라 서로 다른 색

상으로 표시되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참조되는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단어의 색상을 변경하도록 변형될

수 있다.

  상기 제 9 실시예와 제 10 실시예가 다수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수행될 때에는, 상기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와 태그 도표작성기(19)는 각각의 사용자에 대해 별개의 테이블을 유지하도록 하여, 하나의 사용자에 의해

사서 참조를 위해 사용가능한 단어들이 다른 사용자의 과거 참조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시스템을 액세스할 때 사용자에게 사용자명과 다른 식별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시스템에서 용이하게 실시

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다수의 사용자에 대해 하나의 참조 빈도 테이블 및 하나의 태그 빈도 테이블이 유지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일

정한 사용자에 대해 태그를 부착할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시스템은 다른 사용자의 참조 행위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사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은 영어 관사("a", "an" 및 "the") 및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다른 일반적인 단어의 태그 부착

을 생략하도록 신속하게 학습할 수 있다.

  또 다른 변형예에서, 본 발명의 문서표시 시스템은, 참조 빈도 및 태그 빈도 테이블 대신에, 태그가 부착되어지지 않을 고

정된 단어의 리스트를 보유할 수 있다. 더욱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사서 액세스를 위해 어떻게 각각의 단어에 태그가 부착

되어지고, 이들 단어가 어떻게 표시될 것인지를 특정하는 조건 테이블을 보유할 수 있다. 예들 들어, 시스템은 다양한 전문

사전을 보유하여, 적절한 전문 사전으로의 액세스를 위해 전문 용어에 태그를 부착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그들 태그는 다른

사전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색상을 사용하도록 변형될 수 있다.

  상기한 실시예는 본 발명이 실시되어질 수 있는 방식을 전부 열거한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실시예의 특징부를 조합하여

새로운 실시예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제 2 실시예 및 제 3 실시예가 조합될 수 있으며, 수많은 또 다른 조합도 가

능하다.

  말할 필요 없이, 본 발명은 영어 단어의 일본어 의미를 제공하는데 제한되지는 않는다. 임의의 언어로 된 단어의 의미가

여타의 다른 언어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단어들의 의미가 단어 자체와 동일한 언어로 제공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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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전자사전은 단어와 그것의 의미를 단순히 제공하는 사전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상기 사서 항

목은 합성된 음성을 사용하여 단어의 발음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클라이언트 장치(1)는 오디오 출력을 위한 설비

가 장착되어야 한다. 또한, 사서 항목은 그림과 함께 예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클라이언트 장치(1)는 이러한 그림을 표

시하도록 변경되어야 한다. 단어의 의미를 제공하는 사전에 덧붙여, 예를 들어, 유명인사의 간략한 일대기를 제공하는 사

전이 사용될 수도 있다.

  복수의 전자사전을 사용하여 본 발명이 실시될 경우에는, 특정한 사전을 선택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공지된 방법은, 각각의 사전에 일정한 키워드를 할당하고, 사서모드 버튼이 눌린 것에 해당하는 문서 내에서 가장

좋은 키워드를 갖는 사전을 선택하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한 방법은 문서 내에 나타나는 태그의 내용에 기초하여 사전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의 이름을 나타내는 태그가 인명사전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상기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단어를 전자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용어 "정의된"은 인명사전과 다른

종류의 사전에서 제공되는 설명을 포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포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상기한 단순모드 버튼 및 사서모드 버튼은 도면에 도시된 위치에 표시될 필요는 없으며, 링크된 문서 서버(2)에 의해 추

가되어질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장치(1)는 이들 버튼이 스크린 상단의 "앞으로" "뒤로" 및 다른 버튼의 옆에

표시되도록 변형될 수 있다. 상기한 단순모드 버튼 및 사서모드 버튼은 도면에 도시된 것 같이 밑줄이 그어진 단어로서 표

시되거나, 물리적인 버튼을 닮도록 이루어지거나, 아이콘 또는 여타의 인식될 수 있는 제어 항목으로 표시될 수 있다.

  상기한 단순모드 버튼은 생략가능하다. 사용자는 "뒤로"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단순모드로 복귀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사로 다른 장소에 배치된 다수의 클라이언트 장치, 다수의 링크된 문서 서버 및 다수의 전자

문서 저장부로 이루어진 컴퓨터 통신망에서 실시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링크된 문서 서버는 시서 모드 버튼을 또 다른 장

소로부터 검색된 문서에 부착하여, 그 문서가 얻어진 위치에 관계없이 문서 내의 단어들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 또는 문서가 하이퍼텍스트 참조에 의해 서로 링크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에서도 실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임의의 텍스트 파일의 단어를, 이들 파일에 사서 참조 명령어 또는 포

인터를 추가함으로써,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들 명령어 또는 포인터는 하이퍼텍스트 태그 내에 포함

될 필요는 없으며, 속성 정보와 같이 다른 형태로 삽입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장치로 되돌려지는 사서 내용은 도면에 도시된 것 같이 액세스된 단어와 그것의 의미 모두를 제공해야 할 필

요는 없다. 의미 만이 제공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문서가 최초로 검색될 때 자동적으로 삽입된 사서 액세스 정보를 갖는 결과 파일을 생성하도록 함으로

써, 사용자가 단어를 찾을 필요가 있을 때마다 사서모드 버튼을 선택할 필요가 없도록 변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라이

언트 장치는 검색되어지는 각 문서의 파일 서술자와 함께 링크된 문서 서버로 태그 부착 명령어를 전송하도록 변형될 수

있다.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의 범주 내에서 추가적인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자명할 것

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문서표시 시스템에 따르면, 전자문서를 읽는 사람이 그 전자문서 내의 단어를 전자사전에서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동시에,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읽는 사람이 그 문서 내의 단어를 전자사전에서 용이하게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떠

한 단어가 유리하게 참조될 수 있는가를 사용자에게 표시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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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내의 문자열과 같은 항목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상에서 사용자에게 전자문서를 표시하는 방법

에 있어서,

  상기 전자문서에 사용자가 사서 액세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1제어 항목을 부가하는 단계와,

  상기 제1제어 항목을 갖는 상기 전자 문서를 표시하는 단계와,

  사용자가 상기 사서 액세스 모드를 선택할 때, 상기 전자문서 내의 문자열에 사서 액세스 정보를 부착하는 단계와,

  사용자가 상기 사서 액세스 모드를 선택할 때, 사용자가 통상 액세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2제어 항목을 상기

전자문서에 부가하는 단계와,

  상기 제2제어 항목과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가 부착된 상기 전자문서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상기 사서 액세스 모드를 선

택할 때,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 자체를 표시하지 않으면서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상기 문자열이

가시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단계와,

  사용자가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가 부착된 문자열을 선택한 경우, 전자사전(5, 10, 15)으로부터 상기 문자열을 정의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단계와,

  사용자가 상기 통상 액세스 모드를 선택할 때, 상기 제1제어 항목을 가지지만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가 부착되지 않은 상

기 전자문서를 표시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문서 표시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가 부착된 상기 전자문서를 사서 액세스 대비 문서 저장부(6)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사서 액세스 모드가 다시 선택된 경우,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가 부착된 상기 전자문서를 상기 사서 액세스 대비 문

서 저장부로부터 검색하는 단계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문서 표시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사전(5)은 상기 전자사전 내의 내용이 다른 문서로부터 하이퍼텍스트 링크에 의해 개별적으로 검색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하이퍼텍스트 링크 정보를 구비하고,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는 상기 전자사전 내의 상기 내용을 가리키는 하

이퍼텍스트 링크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문서 표시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는 상기 전자사전(10)에서 상기 문자열을 찾기 위한 명령어를 구비하고, 상기 전자사전으로부터

내용을 표시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명령어 중 하나를 수행함으로써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문서 표시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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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사전(10)으로부터 내용을 추출하는 단계와,

  추출된 내용을 상기 전자사전(10)과 분리하여 사서내용 저장부(9)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

자문서 표시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내용 추출단계와 내용 저장단계는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가 부착될 때 수행되며,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는 상기 사

서내용 저장부(9) 내의 개별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문서 표시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내용 추출단계와 내용 저장단계는 사용자가 내용에 의해 정의된 문자열을 선택하였을 때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문서 표시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사서 액세스 정보가 부착되었을 때 상기 사서내용 저장부(9)를 검사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고,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는

상기 사서내용 저장부 내에 이미 존재하는 내용을 가리키는 하이퍼텍스트 링크와, 상기 사서내용 저장부 내에 아직 존재하

지 않는 내용을 상기 전자사전(10)으로부터 얻기 위한 사서 참조 명령어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문서 표시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 부착단계 이전에, 다른 전자문서에 대한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상기 전자문서로부터 제거하는 단

계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문서 표시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다른 문서에 대해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갖는 상기 전자문서 내의 항목에 메뉴 정보를 부착하는 단계와,

  사용자가 다른 문서에 대해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갖는 상기 전자문서 내의 상기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였을 때, 사용자가

그것의 사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상기 항목 내의 문자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하이퍼텍스트 링크

에 의해 상기 항목이 링크된 문서에 대한 액세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를 표시하는 단계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전자문서 표시방법.

등록특허 10-0489913

- 28 -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는 상기 전자사전(5, 10, 15)에 정의된 문자열에만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문서 표시방

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기 전자사전(5, 10, 15)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문자열을 선택한 경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문자열을 전자사

전에서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단계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문서 표시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부착된 사서 액세스 정보를 갖는 서로 다른 문자열이 얼마나 빈번하게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지를 나타내는 제1레코드

를 유지하는 단계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문서 표시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가 부착된 상기 전자문서를 표시하는 상기 단계에 있어서, 상기 문자열은 상기 제1레코드에 응답

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문서 표시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사전 내의 개별적인 문자열에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를 부착할 것인지 여부를 상기 제1레코드에 따라 결정하는

단계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문서 표시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부착된 사서 액세스 정보를 갖는 서로 다른 문자열이 얼마나 빈번하게 표시되는지를 나타내는 제2레코드를 유지하는 단

계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문서 표시방법.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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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가 부착된 상기 전자문서를 표시하는 상기 단계에 있어서, 상기 문자열은 상기 제1레코드 및 상기

제2레코드에 응답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문서 표시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사전 내의 개별적인 문자열에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를 부착할 것인지 여부를 상기 제1레코드 및 상기 제2레코

드에 따라 결정하는 단계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문서 표시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레코드는 각각의 문자열이 참조되어지는 횟수를 나타내는 제1빈도를 구비하고, 상기 제2레코드는 상기 사서 액

세스 정보가 각각의 문자열에 부착되어지는 횟수를 나타내는 제2빈도를 구비하며, 상기 결정단계는,

  상기 제2빈도의 하나에 대한 상기 제1레코드 중 하나의 비율을 연산하는 단계와,

  상기 비율을 제1한계치와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제2빈도의 하나를 제2한계치와 비교하는 단계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문서 표시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비율이 상기 제1한계치를 초과할 때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가 부착되며, 상기 제2빈도의 하나가 상기 제2한계치를

초과하지 않을 때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가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문서 표시방법.

청구항 21.

  사용자에게 전자문서를 표시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장치(1)를 구비하고 사용자로부터 명령어를 받아 사용자가 상기 전자

문서 내의 문자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표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와 연결되고, 전자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매체에 저장된 복수의 내용을 갖는 전자사전(5, 10, 15)과,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와 연결되고, 사서 액세스 모드와 통상 액세스 모드를 갖는 사서 링커를 구비하며,

  상기 사서 링커는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의해 표시되는 전자문서 내의 문자열에 사서 액세스 정보를 부착하고, 사용자

가 상기 통상 액세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1제어 항목을 상기 전자문서에 부가하며, 사용자로부터 상기 클라이

언트 장치에 의해 수신하는 상기 사서 액세스 모드를 선택하는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 자체는 표시하지

않으면서,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가 존재함을 알리기 위하여 가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가 부착되

어 있는 문자열을 갖는 상기 전자문서를 표시하도록 동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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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서 링커는 사용자가 상기 사서 액세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2제어 항목을 상기 전자문서에 부가하며,

사용자가 상기 통상 액세스 모드를 선택할 때, 상기 제2제어 항목을 가지지만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가 부착되지 않은 상

기 전자문서를 표시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서표시 시스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사서 링커(4)와 연결되고, 상기 사서 링커에 의해 부착된 사서 액세스 정보와 함께 전자문서를 저장하기 위한 사서

액세스 대비 문서 저장부(6)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서표시 시스템.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1)와 상기 사서 링커(4)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상기 전자문서를 제공하여, 상

기 명령어에 응답하여 상기 사서 링커를 활성화시키고, 사용자가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가 부착된 문자열을 선택하였을때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로부터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를 받아, 상기 내용을 얻고, 상기 내용을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제공

하기 위한 링크된 문서 서버(2)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서표시 시스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사전(5)은 상기 내용이 하이퍼텍스트 문서로부터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하이퍼텍스트 링크 정보를 갖고,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는 상기 전자사전 내의 내용을 가리키는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서표시 시스

템.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사전(10)과 연결되고, 상기 전자사전으로부터 내용을 추출하는 사서 내용 추출기(8)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문서표시 시스템.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는 상기 링크된 문서 서버(2)가 상기 사서 내용 추출기(8)를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명령어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서표시 시스템.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489913

- 31 -



  상기 사서 내용 추출기(8)와 연결되고, 상기 사서 내용 추출기에 의해 상기 전자사전(10)으로부터 추출된 내용을 저장하

는 사서내용 저장부(9)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서표시 시스템.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사서 액세스 정보가 부착된 문자열을 선택하였을 때, 대응되는 내용이 이미 상기 사서내용 저장부(9)에 저장되

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사서 내용 추출기(8)는 상기 사서내용 저장부로부터 상기 대응되는 내용을 얻고, 대응되는 내용이

아직 상기 사서내용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사서 내용 추출기는 대응되는 내용을 상기 전자사전(10)

으로부터 추출하여, 상기 내용을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1)에 제공하고, 상기 대응되는 내용을 상기 사서내용 저장부에 저

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서표시 시스템.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사서 링커(4)는 사서 액세스 정보를 문자열에 부착하고, 상기 사서 내용 추출기(8)는 대응되는 내용을 상기 전자사

전(10)으로부터 추출하여, 상기 내용이 아직 상기 사서내용 저장부(9)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내용을 상기

사서내용 저장부(9)에 저장하며,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는 상기 사서내용 저장부에 저장된 대응되는 내용에 대한 하이퍼텍

스트 링크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서표시 시스템.

청구항 30.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사서 링커(4)는 사서 액세스 정보를 문자열에 부착하고, 상기 사서 링커는 상기 사서내용 저장부(9)를 검사하여, 상

기 대응되는 내용이 이미 상기 사서내용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사서내용 저장부 내의 대응되는 내용을

가리키는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로서 부착하고, 상기 대응되는 내용이 아직 상기 사서내용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사서내용 추출기(8)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명령어를 상기 사서 액세서 정보로서 부착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서표시 시스템.

청구항 31.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사서 링커(4)와 연결된 메뉴 생성기(16)를 더 구비하고,

  상기 사서 링커가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를 부착하고 있을 때, 상기 사서 링커가 하이퍼텍스트 링크가 이미 부착된 항목

과 마주치는 경우에는, 상기 사서 링커는 상기 메뉴 생성기를 활성화시키고, 상기 메뉴 생성기는, 사용자가 상기 하이퍼텍

스트 링크에 의해 나타난 전자문서의 검색 및 표시를 선택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상기 항목 내의 문자열에 대한 사

서 액세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메뉴를 표시하기 위한 메뉴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사서 링커는 상기 항목에 상기 메뉴 정보를 부착하며,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사용자가 상기 항목을 선택하였을 때 상기 메뉴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서표시 시스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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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사서 링커(4)와 연결되며, 상기 사서 링커가 상기 전자문서 내의 문자열에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를 부착하기 전에,

상기 전자문서로부터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제거하기 위한 링크 제거기(17)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서표시 시

스템.

청구항 3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사서 링커(4)는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를 상기 전자사전(5, 10, 15) 내에 정의된 문자열에만 부착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문서표시 시스템.

청구항 3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1)는, 사용자가 상기 전자사전(5, 10, 15)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문자열을 선택한 경우에, 어떠한

사서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서표시 시스템.

청구항 35.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사서 링커(4)와 연결되고,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가 부착된 문자열의 사용자에 의한 과거의 선택에 대한 레코드를

보관하기 위한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서표시 시스템.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사서 링커(4)는, 상기 문자열에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를 부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기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에 의해 보관된 레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서표시 시스템.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사서 링커(4)는,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를 부착함에 있어서, 상기 문자열이 얼마나 빈번하게 이전에 선택되었는가를

사용자에게 나타내면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1)가 상기 문자열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속성 정보를 부착

함으로써, 상기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에 의해 보관된 레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서표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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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사서 액세스 도표작성기(18)에 의해 보관된 레코드는 상기 문자열이 얼마나 빈번하게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가를

나타내는 제1빈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서표시 시스템.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사서 링커(4)와 연결되며,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가 얼마나 빈번하게 상기 문자열에 부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제2

빈도를 보관하기 위한 태그 도표작성기(19)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서표시 시스템.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사서 링커(4)는,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를 상기 문자열에 부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기 제1빈도 및

상기 제2빈도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서표시 시스템.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사서 링커(4)와 연결되며, 상기 제2빈도에 대한 상기 제1빈도의 비율을 연산하기 위한 비율 연산기(20)를 더 구비하

고,

  상기 사서 링커는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를 상기 문자열에 부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기 비율 및 상기 제2

빈도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서표시 시스템.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사서 링커(4)는 상기 비율을 제1한계치와 비교하고, 상기 제2빈도를 제2한계치와 비교하여, 상기 사서 액세스 정보

를, 그것의 비율이 상기 제1한계치를 초과하는 문자열과, 그것의 제2빈도가 상기 제2한계치를 초과하지 않은 문자열에 부

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서표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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