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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레거시 소프트웨어와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 간의 상호작동을 위한 방법 및 장치

요약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가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에 의해 예측되는 설계 지침을 따르지 않는 레거시 프로그램과의 스크린

리더 작동을 촉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본 방법은 인터페이스 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논리적 시퀀스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분석하는 단계와, 상기 확인된 논리적 시퀀스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의 재순서화를 확인하기 위해,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내의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시퀀스와 상기 확인된 논리적 시퀀스를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확인된 논리적 순서에 따라 상기 필요한 요소들의 재순서화

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정의 내에 부정확하게 시퀀스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들을 재순서화하기 위해 필요

한 시퀀스를 지정하고, 필요한 정적 텍스트 제어를 갖지 않는 편집제어에 사용하기 위해 동적으로 생성된 새로운 정적 텍

스트 제어를 식별하기 위해 각각의 개별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예, 다이얼로그)에 대해 하나 이상의 리스트 또는 테

이블이 생성된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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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리더, 레거시 소프트웨어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들과 같은 접근가능한-지원 프로그램 (accessibility-assistance program)들과 다른 컴

퓨터 프로그램 및 장치들 간의 상호 작동(interoperation)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특정 그룹의 개개인이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및 정보 콘텐츠 (information content)에 대한 액세스(access)

에서 제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근 수년에 걸쳐 장애인들의 요구를 고려한 소프트웨어 제품 및 웹페이지를 설계할 필

요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 및 그외 다른 나라의 최근 입법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돕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좀더 액세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 쪽으로 향하는 소프트웨어 공

급자(software vendor) 및 정보 제공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접근성 문제(accessibility issue)에 대한 적절

한 해결책으로, 범용화된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 서비스 및 정보 기술은 맹인 및 부분-시야 결손인(partially-sighted

people)에게 정보 변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립성 및 능력을 키워주는 아주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제품이 액세스가능하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이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과 올바르게 작업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된 정보를 큰소리로 읽거나 스크린정보를 점자법(braille)으로 변환

시킴으로써, 맹인 또는 부분 시야결손이 있는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 제품을 액세스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내셔널 비즈

니스 머신즈 코포레이션의 Screen Reader/2(TM), 헨터-조이스 인크의 JAW(TM), 아크틱 테크놀로지 인크의 윈도우즈용

Winvision(TM), 및 버클리 액세스의 윈도우즈용 Outspoken(TM)을 포함하는 다수의 GUI스크린 리더 제품을 이용할 수 있

다. 대부분의 이 스크린 리더들은 아이콘 및 기타 그래픽 객체들을 읽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웃스포큰 스크린 리더

(outspoken screen reader)는 다이얼로그상자(dialog box), 라디오 버튼(radio button) 및 기타 그래픽 제어들을 가청 출

력(audible output)으로 변환하며,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위해 개발된 많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과 함께 이용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제품이 사용자가 데이터 또는 기타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을 구비할 때, 그들은 전

형적으로 "정적 텍스트 제어(static text control)"라고 알려진 제어를 이용하여, 입력될 데이터를 설명하는 하나 이상의 텍

스트 라인(text line)을 가지며, 이어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타이핑하는 입력 필드(entry field)(편집 제어)를 갖는다. 스크

린 리더 소프트웨어는 편집 제어 직전에 정적 텍스트 제어를 찾아서, 그 시점에서 무엇을 입력할지에 대해 프롬프트

(prompt)로서 사용자에게 큰소리로 읽어 준다.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 요소(element)들은 전형적으로 제어 순서 리스트

(ordered list)로서 파일 내에 정의되며, 통상적으로 스크린 리더는 리스트(list) 내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큰소리로 제어를

읽을 수 있다. 스크린 리더가 정확한 논리적 순서로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을 판독하기 위해, 제어는 정확한 순서로 이 리스

트 내에 있어야만 한다. 전형적인 스크린 리더가 입력 필드에 대한 프롬프트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중요

하다.

1) 편집 제어를 위한 프롬프트는 정적 텍스트 제어를 이용하여 구현되며,

2) 올바른 정적 텍스트 제어는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 정의 파일 내에서 편집 제어 직전에 있다.

스크린 리더의 동작을 가능하게 하려는 종전의 시도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자들에게 "접근성" 가이드라인 제공에 의

존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설계되거나 재설계되면, 표준 스크린 리더는 텍스트 요소뿐만 아

니라 그래픽도 읽어서 번역하고 그들을 정확한 시퀀스(sequence)대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장애인의 접근성 요구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기 전에 작성된 레거시 프로그램(legacy

program)은 이러한 규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많은 다이얼로그 및 패널 정의를 가질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제품이 많은

여러 나라에서 팔리는 경우에 각각의 정의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은 정의

내의 제어 순서가 어떠하든 간에 가시적으로는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순서는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과의

호환성(compatibility)을 고려하는 경우에만 중요하다. 또한, 레거시 프로그램은 편집 필드를 위한 프롬프트 필드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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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텍스트 제어 이외의 제어들, 예를 들면 사용자에게 선택범위에서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라디오 버튼" 제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특정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입력 필드가 하나의 파라미터를 입력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프롬프트가 라디오 버튼 제어이면, 편집 제어와 연관된 정적 텍스트 제어의 텍스트를 판독하기 위해 설계된 스크

린 리더는 정확하게 작동할 수 없으며,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 정의 내의 제어순서가 정확하지 않으면 올바른 순서로 요소

들을 읽을 수 없다.

프로그래머들이 스크린 리더의 정확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복잡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다중 언어 버전에 걸쳐서 제어순

서에 대해 테스트하고 및 변경하거나 모든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 정의 내의 제어를 추가하는 것은 긴 에러-프론 태스크

(long and error-prone task)일 수 있으며, 기존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제품사양서에 도시된 것들과 상이할 수 있다.

US 6,144,377호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요소를 액세스하여 처리하기

(manipulate) 위해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과 같은 접근성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개시한다. US 6,144,377

에 따르면, 스크린 리더는 UI요소를 구현하는 프로그램 코드 및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그것의 위치 또는 텍스트 설명과 같

은 UI요소의 다양한 특성을 검사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US 6,144,377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정의 내의 제어들

또는 그들의 순서가 스크린 리더에 의해 예측되었던 것과 다른 경우, 스크린 정보를 완전하게 또는 정확한 순서대로 읽을

수 없는 전형적인 스크린 리더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지 않는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일 측면에서, 스크린 리더의 작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되며, 상기 방법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논리적 시퀀스(logical sequence)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분석하는 단계와, 상기 확인된 논리적 시퀀스에 따르도록 필요한 상기 요소들의 재순서화(reordering)를 확인하기 위해,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내의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시퀀스와 상기 확인된 논리적 시퀀스를 비교하는 단

계와, 상기 확인된 논리적 시퀀스에 따르도록 상기 필요한 요소들의 재순서화(reordering)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상기 측면에 따른 방법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특정한 시퀀스에 의존하는 스크린 리더가 올바른 순서로

GUI정보를 판독할 수 있게 한다.

바람직하게, 본 발명은 분석 또는 비교단계에 응하여 인터페이스내(또는 그것의 분리가능한 구성요소 내에)에 사용자 인터

페이스 요소의 리스트 -리스트는 상기 확인된 논리적 시퀀스를 나타냄- 를 생성하는 단계와, 후속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내의 필요한 제어 시퀀스를 지정하기 위해 이 리스트를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비교 및 재순서화 단계는, 스

크린 리더가 상기 확인된 논리적 시퀀스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제어를 읽을 수 있게 하고, 바람직하게 사용자 인터페

이스의 디스플레이가 개시되는 것에 응하여 수정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수

정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내의 제어 시퀀스는 상기 확인된 논리적 시퀀스에 따른다.

디스플레이 타임에서 수정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의 생성은 리스트 내에 지정된 시퀀스로 엘리먼트의 재순서화를 구현

하기 위해 운영체제의 함수(function)들을 호출함으로써(call) 바람직하게 구현된다. 그러므로 적어도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를 액세싱하고 처리하기 위한 함수들이 이용가능한 운영체제 환경에서 본 발명은 거의 새로운 프로그램 코드 없이 구

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은 확인된 논리적 시퀀스를 나타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순서 리스트를 생성하고, US

6,144,377 내에 설명된 것과 같은 운영체제 기능들을 불러내기 위해 "다이얼로그 디스플레이 개시(initiate dialog

display)" 커맨드(command) 또는 메세지(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예에서의 "WM_INITDIALOG" 메시

지)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코드를 이용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완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스크린 리더의 정확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지만, 바람직한 실

시 예에서, 패널, 다이얼로그 또는 윈도우즈와(각각은 선택할 수 있거나 편집할 수 있는 많은 상이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

소를 포함할 수 있음)와 같이 개별적으로 정의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그것의 프로세싱을 수행

한다. 본 발명이 윈도우즈, 패널 또는 다이얼로그의 정의 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재순서화를 달성함으로써, 스크

린 리더는 사용자에게 의미 있고 올바른 논리적 시퀀스내의 제어를 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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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레거시 프로그램내의 수많은 다이얼로그 및 패널을 수동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레거시 프로그램 내의 다이얼로

그 및 패널이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에 의해 정확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정의의 엘리먼트들을 수동적으

로 재순서화에 의존하는 경우보다, 본 발명은 보다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게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내의 다이얼로그/패널 정의는 다음 세 개의 가능한 시간 중 하나에서 처리된다.

1. 다이얼로그/패널 정의가 이진 포맷으로 컴파일되기 전에 본 발명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툴에 의해 처리된다.

2. 다이얼로그/패널 정의가 이진 포맷으로 컴파일된 다음, 그러나 그들이 디스플레이하는데 이용되기 전에 처리된다.

3. 다이얼로그/패널이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될 때 그것의 작동을 실행하는 가동시간 프로세스(run-time process)에 의

해 처리된다. 실행시간 프로세스는 운영체제의 특징(feature),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특징,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또는 Java(TM) 애플릿 또는 ActiveX 제어와 같은 별도의 툴일 수 있다. 이런 맥

락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운영체제의 자원을 이용하는 정보 처리 기능들을 수행하는 임의의 프로그램이며, 온-라

인 예약 또는 주문 프로그램들과 같은 최종-사용자-요구형 작동(end-user-requested operation)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 또는 메시지 중개 제품(message broker product)과 같은 미들웨어 및 거래 통합 제품

(middleware and business integration product)을 포함한다.

이들 구현시간 대안들 중에서 마지막 대안이 다이얼로그/패널 정의의 소스나 컴파일된 이진 포맷들의 형태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구현이다. 본 발명의 이 실시 예는 더 상세하게 후술 될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 예에서, 본 발명은 각각의 불완전한(faulty)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 정의에 대해 생성되는 정보의 리스트 또

는 테이블을 이용하며, 이와 함께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이 처음 디스플레이될 때 실행되고 문제를 정정하기 위해 테이블

내의 정보를 이용하는 프로세스를 이용한다. 동일한 리스트 또는 테이블이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의 모든 여러 언어 버전에

이용되는데, 이는 각 언어 버전에 대해 GUI요소의 수동 재순서화를 별도로 필요로 하는 해결방안과 비교하여, 일관성을 보

장하고 스크린 리더의 올바른 동작을 달성하는 태스크(task)를 많이 감소시킨다.

바람직한 실시 예에서, 본 발명은 레거시 다이얼로그 및 패널 정의에 대해 기타 동적인 변경을 수행하도록 확정되어, 기타

접근성 요구사항에 따르도록 하거나, 현재 상태 또는 상황에 대해 다이얼로그/패널을 맞춤화하여 제어를 숨기거나 추가하

거나, 및/또는 다이얼로그/패널이 도시되기 전에 디폴트값으로 필드를 사전에 채운다.

본 발명의 두 번째 측면에서, 본 발명은 정적 텍스트 제어 프롬프트(prompt)에 의해 선행되지 않는 다이얼로그 정의 내의

편집제어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또는 스크린 리더에 의해 예상되는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예를 들면, 입력 필드와 같은 편집제어가 눈이 보이는 사용자들에게 데이터 입력을 지시하는(prompt) 정적 텍스트

제어에 의해 즉시 선행되지 않으면, 스크린 리더는 보이지 않는 사용자들을 위한 적절한 프롬프트를 읽을 수 없을 것이다.

본 발명의 이 측면에 따라, 스크린 리더에 의해 필요로 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요소가 생략되는 대신 대안적인 요소

가 사용되는 인스턴스(instance)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를 분석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필요로 되는 요소

가 생략되면, 필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새로운 인스턴스가 대안적인 요소의 콘텐츠로부터 동적으로 생성된다.

본 발명의 두 번째 측면에 따른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에 예측된 정적 텍스트 제어가 없는

임의의 편집제어 바로 앞에 보이지 않는 정적 텍스트 제어를 더한다. 이러한 정적 제어 텍스트 제어용 텍스트는 스크린 리

더에 의해 판독될 것이며, 볼 수 있는 사용자를 위한 프롬프트로서 이용되었던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예를 들면, 라디오 버튼의 텍스트 라벨(label)이 보이는 프롬프트라면 이를 추출함). 정적 텍스트 제어를 갖지 않는

편집 제어의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본 발명의 실시 예가 이하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을 구현하는 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는 기계-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상에 기록된 프로그

램 코드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으로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및 프로그램 제품을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는 단지 설명을 목적으로 첨부하는 도면을 참조하여 더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도 1은 정보 처리 시스템(data processing system)의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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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을 액세스하기 위해 운영체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를 도시한다.

도 3은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의 다이얼로그 박스에 대한 정의 파일 예를 도시한다.

도 4는 도 3의 정의에 나타내는 순서의 표시와 함께 도 3에 정의된 다이얼로그 박스의 영상 표시도이다.

도 5는 UI요소 시퀀스를 액세스하고 UI정의 내의 UI요소의 시퀀스를 변경하기 위해 운영체제의 액세스 구성요소를 이용

하는 정정 컨트롤러(correction controller)를 도시한다.

도 6A 및 도 6B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를 프로세싱하기 위한 방법의 단계 시퀀스를 도시한

다.

실시예

도 1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것과 같은 정보 처리 시스템(data processing system)의 개략도인데, 여기서 스크린 리

더 프로그램(screen reader program: 40)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30)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액세스하기 위해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 20)의 기능들을 이용하고 출력 디바이스(60)를 통해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 시스템상에 설치

된다.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는 특정한 정보 처리 시스템 및 장치, 또는 특정한 유형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

램 또는 특정한 운영 시스템 또는 스크린 리더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발명의 특정한 실시 예 구현을 설명하기 위하

여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은 윈도우즈 운영 체제에 대한 전형적인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이라는 것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

램(30)이 시스템상에서 동작할 때 시스템 메모리(50) 내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파

일을 액세스하기 위해 적합하다는 것을 가정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를 생성하는 경우, 운영 체제(20)의 구성요소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30)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진 형태 정의 파일(binary format definition file: 70)을 액세스한다. 스크린 리더 프

로그램(40)은 정의 파일(70)을 액세스하고 사용자에게 나타내기 위한 적절한 큐(cue)를 추출하기 위해 운영체제의 리소스

(resource)를 이용한다. 예를 들면, 스크린 리더는 운영체제(20)의 액세스 구성요소(80)를 이용하여 텍스츄얼 정보

(textual information)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에서 추출하고, 그것을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여 스피커(60)를 통해

가청 정보(audible information)를 출력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액세스 구성요소는, 예를 들면, US 6,144,377에 설명된 접

근성 인터페이스(accessibility interface)를 구현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가 정의 파일 내에 정확한 시퀀스를 구비하는 경우, 전형적인 스크린 리더 프로

그램은 완전하고 정확하게 순서화된 오디오 정보만을 제공하기 위해 정확하게 동작한다. 이것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맹

인 또는 부분 시야 결손인들의 액세스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생성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문제라고는 할 수 없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다이얼로그 박스에 대한 정의 예가 도 3에 도시되며, 이에 대응하는 다이얼로그 박스의 시각적 표현은

도 4에 도시된다. 다이얼로그 박스의 요소는 편집 필드, 버튼 및 라디오 버튼을 포함하며, 다이얼로그의 논리적 시퀀스 이

외의 시퀀스로 도 3의 정의에 나타난다. 정의 내의 각 구성요소의 시퀀스에 대한 고려 없이 정의 내의 좌표정보가 각 구성

요소의 가시적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는 인터페이스를 프로그래밍하는데 허용되는 접근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도 4

의 요소 1 내지 10에 대한 번호(numbering)는, 본 발명이 이용되지 않는 경우, 전형적인 스크린 리더 또는 다른 접근성 툴

에 의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가 판독되는 순서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스크린 리더에 의해 제공된 가청(audible) 프롬

프트는 사용자에게 혼란만을 제공할 수 있으며, 프롬프트는 일부 편집 필드에 대해서는 프롬프트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커서가 편집 필드 각각에 위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읽혀진 프롬프트는 정확하지 않

은데 -처음 두 개의 편집 필드에 대한 프롬프트는 전혀 읽혀지지 않으며, 세 번째 편집 필드에 대한 프롬프트는 "정적 제어

1(static control 1)"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은 스크린 리더에 의해 예측된 순서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위치시키고 필요한 정적 텍

스트 프롬프트가 포함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내의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 정의를 수동

적으로 재코딩(recode)하는 것이다. 수정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복합 사용자 인터페이스(complex user interface)

를 포함하는 경우 이는 많은 시간-소비 및 에러-프론 태스크(error-prone task)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 태스크는 인터

페이스의 여러 언어 버전 각각에 대해 반복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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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을 구현하는 대안적인 해결책은 인터페이스의 시각적 표현의 논리적 시퀀스에 따르는 시퀀스로 요소를 스크린 리

더에 표현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시퀀스를 자동으로 수정하는 프로그램 코드

를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정의에 대한 이러한 수정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 정의가 디스플레이를 위한 운영체

제에 제공될 때, 바람직하게 구현된다. 디스플레이 타임에서, 운영체제에는 필요한 순서(인터페이스 요소 식별자의 순서

리스트)를 정의하는 정보가 제공되며, 이에 따라 인터페이스 요소의 속성을 갱신하도록 지시된다. 운영체제는 이렇게 갱신

된 시퀀스 정보를 저장하여, 예를 들면, US 6,144,377에 설명되는 바와 같은 액세스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에 의해 질의 될(query) 수 있도록 한다.

이 해결책은 도 6a 및 도 6b를 참조하여 더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우선, 전형적인 스크린 리더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필

요조건에 따르지 않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의 임의의 다이얼로그, 패널 또는 윈도우즈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인

터페이스가 분석된다(200,210). 기존의 정의가 갖는 문제에 따라, 불완전한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 각각에 대한 한 개 또는

두 개의 리스트 또는 테이블이 생성된다(220,230). 요소가 올바른 순서로 리스트화되지 않으면(215), 올바른 순서로 배열

된 인터페이스 구성요소의 인터페이스 요소 식별자의 리스트를 포함하는 간단한 리스트 또는 테이블이 생성된다(220). 그

다음 이는 후속하는 요소의 재순서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구성요소 정의와 연관되어 저장된다(240). 두 번

째,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이 정적 텍스트 제어 이외의 제어에 의해 디스플레이된 프롬프트를 갖는 입력 필드와 같은 편집

제어를 포함하면(225), 또 다른 리스트 또는 테이블이 생성되어 저장된다(230,240).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테이블은 프

롬프트로서 이용된 제어식별기와 편집제어의 식별자 쌍으로 리스트화하며, 동적으로 생성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

한 포인터를 포함한다.

전술한 분석 단계(200) 및 리스트 생성단계(220, 230)는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머에 의해 수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그

다음 방법의 후속 자동화 단계는 인터페이스 정의를 프로세스하기 위해 리스트들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대안적인 구현

에서, 초기 분석 및 리스트 생성은 논리적으로 요소의 올바른 시퀀스를 자동으로 결정하기 위해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의

요소와 승인된 인터페이스 레이아웃 템플리트(template) 또는 규칙(rule)의 세트와 비교하는 프로그램 코드에 의해 구현

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트 생성의 자동화를 구현하는 프로그램코드는 프로그램 개발동안(예를 들면, 레거시 프로그램의

새로운 버전을 생성할 때) 이용된 프로그래밍 툴 또는 인스톨 시간 또는 애플리케이션 시동(application startup)에서 애플

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운영체제의 구성요소일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를 순서화하는 규칙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 이미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자들을 위해 "접근성" 가이드라인의 일부로 정의되어있다. 잘 설계된 인터

페이스를 위한 논리적 시퀀스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은 설계 지침 규칙을 재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규칙들은 편집필

드와 연관된 텍스트 프롬프트를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판독하는 것, 또는 그룹을 벗어나는 다른 요소

에 대해 스텝핑하기 전에 그룹 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완전한 세트를 판독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명령어를 포함할

수 있다.

리스트 생성단계에 후속하여,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이 처음 디스플레이될 때, 또 다른 프로그램 코드 구성요소(이후에는

정정 콘트롤러(correction controller: 100)로 지칭하고, 도 5에 도시됨)가 실행된다(250). 정정 컨트롤러에 의해 수행된

기능은 도 6B에 도시된다. 기존의 인터페이스 정의 내의 제어가 순서를 벗어나면, 이 코드 구성요소(100)는 사용자 인터페

이스 정의 파일과 연관되어 저장된 시퀀스 리스트를 거쳐 진행하여, 제어운영 체제에 이전의 것을 따르도록 지시한다

(260). 이는 실제 인터페이스 정의를 변경하지 않고 올바른 시퀀스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는 운영체제에 의해 구현될 수 있

지만, 이러한 시퀀스 정보는 운영체제에 의해 후속하는 해석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특성 중 하나로서 효율적으

로 기록된다. 이 재순서화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70)에서부터 재순서화된 정의(70')로의 이동으로서 도 5에 개략적으

로 표시된다.

순서화하는 문제에 덧붙여, 도 3 및 도 4의 실례 다이얼로그 박스 및 정의는 접근성 인터페이스가 공지된 운영체제로 구현

되는 방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를 나타낸다. 임의의 운영체제에서, 스크린 리더와 같이 접근성 지원도구

에 의해 편집 필드를 위해 판독되는 프롬프트는 편집 제어의 바로 앞에 있는 정적 텍스트 필드로부터 항상 얻어진다. 요소

들의 순서가 본 발명의 정정 컨트롤러(100)를 이용하여 정정되는 경우조차도, 도 4에 도시된 세 번째 편집 제어는 정적 텍

스트 필드 대신 라디오 버튼이 앞에 있으며, 이는 스크린 리더에 의해 읽혀지는 프롬프트가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프롬프

트를 생성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적 제어가 없는 프롬프트를 갖는 편집 제어가 있으면, 정정 컨트롤러 구성요소(100)는 사전에

저장된 리스트 또는 테이블의 제어 쌍을 거쳐 진행한다(270). 그것은 프롬프트로서 예전에 이용되었던 제어의 위치

(location), 크기 및 텍스트를 읽는다. 그 다음 그것은 동일한 위치(position), 크기 및 텍스트를 갖지만, 보이지 않는(즉, 그

속성은 인터페이스의 시각적 표시내에 디스플레이되지 않을 것을 지정함) 정적 텍스트 제어를 동적으로 생성한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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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정 컨트롤러(100)는 새로운 정적 텍스트 제어가 본래의 프롬프트 제어를 따라야 하며, 편집제어는 새로운 정적 텍

스트 제어에 따라야한다는 것을 운영체제에 지시하고, 운영체제는 이 시퀀스를 반영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요소의 특성을

갱신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 구현은 이하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는데, 여기서,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 정의 내의 문제에 대한 정정은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이 스크린상에 처음에 디스플레이되는 시점에 수행된다.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 내의 요소의 순서를

정정하기 위해, 각 요소의 수치적 또는 기호 식별자를 원하는 순서대로 포함하는 간단한 리스트(또는 테이블)가 요구된다.

도 4에 도시된 다이얼로그 예의 경우에, 이 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IDC_STATIC_1,

IDC_EDIT_1,

IDC_STATIC_2,

IDC_EDIT_2,

IDC_RADIO_1,

IDC_EDIT_3,

IDC_RADIO_2,

IDOK,

IDC_BUTTON_FIX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이 처음 디스플레이될 때(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경우, 이는 "WM_INITDIALOG" 메

시지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수신될 때이다), 다음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코드 프래그먼트(fragment)가 호출된다.

For each pair of identifiers in the list(리스트 내의 식별자 쌍의 각각에 대해)

Call the operating system to order the second element after the first(제1요소 다음에 제2요소를 순서화하기 위해 운

영체제를 호출함)

Next pair(다음 쌍)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이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됨에 따라 편집 제어를 선행하는 정적 텍스트 제어 이외에 사용자 인터페

이스 요소에 대한 문제를 정정하기 위해, 테이블 및 이 테이블을 이용하는 코드의 조합이 또한 이용될 수 있다. 문제는 다

른 선행 제어와 동일한 위치에 숨겨진 정적 텍스트 제어를 동적으로 생성함으로써 해소된다. 새로운 정적 텍스트 제어에

다른 선행 제어와 동일한 텍스트가 제공되며, 다른 선행 제어 및 편집 제어 사이의 순서에 삽입된다.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

이 없어지면, 이 새로운 정적 제어는 삭제된다. 이 방법의 예시적인 실시에서,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 내에서 영향받는 편집

제어 각각에 대해 다음 요소들이 필요하다.

편집 제어의 식별자

편집 제어에 선행하는 제어의 식별자

선행 제어가 정적 텍스트 제어인지 아닌지 여부

동적으로 생성된 정적 텍스트 제어에 대한 포인터

도 4에 도시된 다이얼로그 예의 경우, 이 테이블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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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C_EDIT_1, IDC_STATIC_1, TRUE, NULL },

{ IDC_EDIT_2, IDC_STATIC_2, TRUE, NULL },

{ IDC_EDIT_1, IDC_RADIO_1, FALSE, NULL },

};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이 처음 디스플레이될 때 동작하는 코드 프래그먼트는 이하 기능들을 구현한다.

For each row in the table(테이블 내의 각 열(row)에 대해)

If preceding control is a static control(선행 제어가 정적 제어이면,)

Call the operating system to ensure the edit control is after the preceding control(편집제어가 선행 제어 다음이라

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체제를 호출함),

Else(그렇지 않으면),

Dynamically create a new static control(새로운 정적 제어를 동적으로 생성함)

Remember the its address in the table(테이블 내에 그것의 주소를 기억함)

Read the next and position of the preceding control(선행 제어의 텍스트 및 위치를 읽음)

Set the new static control to have the same text and position(동일한 텍스트 및 위치를 갖도록 새로운 정적 제어를 설

정함)

Set the new static control to be invisible(새로운 정적 제어를 보이지 않도록 설정함)

Order the new static control after the preceding control(선행 제어 다음에 편집 제어를 순서화함)

Order the edit control after new static(새로운 정적 제어 다음에 편집 제어를 순서화함)

End(끝)

Next row(다음 열)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이 없어질 때 동작하는 코드 프래그먼트는 다음 기능들을 구현한다.

For each row in the table(테이블 내의 각 열에 대해)

If pointer to static control dynamically created is nun-null(동적으로 생성된 정적 제어에 대한 포인터가 널(non-null)

이 아니면)

Delete static control(정적 제어를 삭제함)

End(끝)

Next row(다음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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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정정 컨트롤러를 구성하는 코드 프래그먼트의 하나의 사본만이 필요하다. 다이얼로그/패널/

윈도우 각각이 디스플레이됨에 따라, 정정 컨트롤러는 그 특정한 다이얼로그/패널/윈도우에 대한 제어를 정정하는 테이블

의 주소로 호출된다.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내의 코드의 크기/복잡성이 최소로 증가하므로, 리스트/테이블을 생성하는 태스

크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구현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는 다음과 같은 이점들을 제공한다.

1) 국가 언어(national language)당 하나로 존재하는 정의 파일들은 변경되지 않는다.

2) 필요한 변경, 예를 들면, 리스트 또는 테이블은 국가 언어 버전 당 다이얼로그/패널마다 한 번씩이 아니라 다이얼로그/

패널마다 한 번만 정의된다. 정정 컨트롤러 코드는 모든 다이얼로그/패널에 공통화될 수 있다.

3) 검증/테스트 노력은 공지된 대안과 비교되어 상당히 감소하며- 코드 및 테이블은 모든 언어에 공통이므로 하나의 국가

언어에서 검사된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은 모든 언어에서 올바르다.

4) 다이얼로그 및 패널은 시각적으로는 변경되지 않으며, 이는 문서 내의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의 그림, 및 기존 사용자 기

대치에 여전히 부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스크린 리더의 동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논리적 시퀀스(logical sequence)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분석하는 단계와,

상기 확인된 논리적 시퀀스에 따르도록 필요한 상기 요소들의 재순서화(reordering)를 확인하기 위해, 상기 사용자 인터

페이스 정의 내의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시퀀스와 상기 확인된 논리적 시퀀스를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확인된 논리적 시퀀스에 따르도록 상기 필요한 요소들의 재순서화(reordering)를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단계에 응하여,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필요한 시퀀스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자 인터

페이스 요소 식별자(identifier)들의 순서 리스트(ordered list)가 생성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리스트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와 연관되어 저장되며 상기 필요한 요소들의 재순서화를 수

행하는 단계는 상기 필요한 시퀀스를 구현하기 위해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를 수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상기 전항들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필요한 재순서화를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속성으

로서 시퀀스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를 수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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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필요한 재순서화를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디스플레

이를 개시하는 커맨드(command) 또는 메시지에 응답하여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정의 내의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시퀀스

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를 위해 선정된 규칙집합과 비교하는 단계와, 특정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를 필요로 하는 규

칙과의 비적합성(non-conformance)을 확인한 것에 응하여, 필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의 인스턴스(instance)를 생

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선정된 규칙집합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내의 각 편집 제어의 바로 앞에 정적 텍스트 제어가 있

을 것을 필요로 하는 규칙을 포함하며, 상기 규칙과의 비적합성을 확인한 것에 응하여 새로운 정적 텍스트 제어를 생성하

고, 상기 새로운 제어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에 추가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정적 텍스트 제어에 대한 텍스트는 상기 확인된 논리적 시퀀스내의 편집 제어의 바로 앞에

있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추출되는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시각적 표현 내에 상기 새로운 정적 텍스트가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새로운 정적 텍스트 제어의 속성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편집 제어에 대한 비적합성을 확인한 것에 응답하여, 편집 제어의 식별자, 상기 편집 제어의 앞에 있

는 상기 제어의 식별자, 및 상기 새로운 정적 텍스트 제어에 대한 포인터를 포함하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새로운 정적 텍스트 제어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에 추가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디스플레이

를 개시하는 커맨드 또는 메시지에 응답하여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11.

정보 처리 장치가 방법을 수행하도록 그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논리적 시퀀스(logical sequence)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분석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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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확인된 논리적 시퀀스에 따르도록 필요한 상기 요소들의 재순서화(reordering)를 확인하기 위해, 상기 사용자 인터

페이스 정의 내의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시퀀스와 상기 확인된 논리적 시퀀스를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확인된 논리적 시퀀스에 따르도록 상기 필요한 요소들의 재순서화(reordering)를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정의 내의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시퀀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를 위해 선정된

규칙집합과 비교하는 단계와,

특정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를 필요로 하는 규칙과의 비적합성(non-conformance)을 확인한 것에 응하여, 필요한 사

용자 인터페이스 제어의 인스턴스(instance)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선정된 규칙집합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내의 각 편집 제어의 바로 앞에 정적 텍스트 제어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규칙을 포함하며, 상기

규칙과의 비적합성을 확인한 것에 응하여 새로운 정적 텍스트 제어를 생성하고, 상기 새로운 제어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

스 정의에 추가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정적 텍스트 제어에 대한 텍스트는 상기 확인된 논리적 시퀀스내의 편집 제어의 바로 앞에

있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추출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정보 처리 장치에 있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를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내의 정보에 대응하는 보이지 않는 프롬프트를 생성하기 위한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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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에 입력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를 읽기 위한 운영 체제

를 포함하며, 상기 장치는 또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가 상기 정의 내의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에 대해 필

요한 시퀀스를 정의하는 연관 리스트를 갖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프로그램코드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가 이러한

연관 리스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필요한 시퀀스에 따라 상기 정의 내의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시퀀스

를 변경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호출하기(invoke) 위한 프로그램코드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가, 상기 인터페이스 정의의 편집제어와, 상기 인터페이스 정의 내의 상기

편집제어 바로 앞에 정적-텍스트 제어가 없음과, 필요한 정적 텍스트 제어에 대한 레프런스를 식별하는 연관 테이블을 갖

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가 이러한 연관 테이블을 갖는다는 판단에 응하여, 상기 필요한 정적 텍스트 제어를 생성하여

상기 생성된 필요한 정적 텍스트 제어를 상기 편집 제어의 바로 앞에 추가함으로써 상기 인터페이스 정의를 변경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호출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하는 컴퓨터 처리장치.

청구항 20.

스크린 리더의 동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논리적 시퀀스(logical sequence)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분석하는 단계와,

상기 확인된 논리적 시퀀스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상기 요소들의 재순서화(reordering)를 확인하기 위해, 상기 사

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내의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시퀀스와 상기 확인된 논리적 시퀀스를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확인된 논리적 시퀀스에 따르도록 상기 필요한 요소들의 재순서화(reordering)를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비교단계에 응하여,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필요한 시퀀스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식별

자(identifier)들의 순서 리스트(ordered list)가 생성되며,

상기 리스트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와 연관되어 저장되며 상기 필요한 요소들의 재순서화를 수행하는 단계는 상

기 필요한 시퀀스를 구현하기 위해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를 수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필요한 재순서화를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속성으로서 시퀀스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를 수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필요한 재순서화를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디스플레이를 개시하는 커맨드(command) 또는 메시

지에 응답하여 수행되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정의 내의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시퀀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를 위해 선정된

규칙집합과 비교하는 단계와, 특정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를 필요로 하는 규칙과의 비적합성(non-conformance)을 확

인한 것에 응하여, 필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의 인스턴스(instance)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선정된 규칙집합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의 각 편집 제어의 바로 앞에 정적 텍스트 제어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규

칙을 포함하며, 상기 규칙과의 비적합성을 확인한 것에 응하여 새로운 정적 텍스트 제어를 생성하고, 상기 새로운 제어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에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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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새로운 정적 텍스트 제어에 대한 텍스트는 상기 확인된 논리적 시퀀스내의 편집 제어의 바로 앞에 있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추출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시각적 표현 내에 상기 새로운 정적 텍스트가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새로운

정적 텍스트 제어의 속성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편집 제어에 대한 비적합성을 확인한 것에 응답하여, 편집 제어의 식별자, 상기 편집 제어의 앞에 있는 상기 제어의

식별자, 및 상기 새로운 정적 텍스트 제어에 대한 포인터를 포함하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새로운 정적 텍스트 제어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에 추가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디스플레이

를 개시하는 커맨드 또는 메시지에 응답하여 수행되는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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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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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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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등록특허 10-0613052

- 16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a
	도면6b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색인어 1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4
청구의 범위 9
도면 13
 도면1 13
 도면2 13
 도면3 14
 도면4 14
 도면5 15
 도면6a 15
 도면6b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