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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위저드(wizard)를 작성하고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위저드들은 HELP 파일들, KB 

아티클들 등과 같은 현존 구조화 콘텐츠로부터 생성되거나 또는 어플리케이션(개발 기술은 필요하지 않음)의 전문 기

술로 타겟이 작성하는 간단한 작성 툴들을 사용해서 생성된다. 위저드들은 현존 GUI 자동화 모듈들을 사용해서 현존 

GUI의 탑에서 동작하고, 태스크 실행 방법을 사용자들에게 가르치거나 또는 사용자를 대신해서 태스크를 실행할 수

도 있다. 또한, 작성된 위저드들은 그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사용자와 대화할 수도 있고, 조건적인 액션들을 실행하기 

위해 시스템/사용자 상태에 액세스할 수도 있다. 위저드들은 선택적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갱신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사용자 커맨드, 태스크 예측 모듈, 사용자 확인 인터페이스, 태스크 데이터베이스, ACW 인터프리터, ACW 스크립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예시적인 환경의 블록도.

도 2는 ACW 플랫폼을 사용하는 고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도시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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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ACW 인터프리터를 도시한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선택 태스크의 실행을 도시한 플로우챠트.

도 5a 내지 도 5j는 특정 ACW 스크립트에 대한 ACW 인터프리터의 실행을 도시한 일련의 스크린샷(screen shot).

도 6은 ACW 스크립트의 생성을 도시한 플로우챠트.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6 : 사용자 커맨드 210 : 태스크 예측 모듈

211 : ACW 스크립트 220 : 태스크 데이터베이스

221 : 사용자 확인 인터페이스 230 : ACW 인터프리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컴퓨터들과 자연어/음성 기반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도가 수차례 있었다. 지금까지의 시도 결과들은 한

계가 있었다. 이는 기술적인 결함, 방해받지 않는 마이크로폰 기반 구조의 결여, 높은 작성 비용, 자기 보호적인 고객

의 행동 및 GUI(Graphical user interface) 형태의 경쟁자 등, 상기 요소들의 조합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다수의 태

스크들에 대한 높은 가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상기 한계점들 중 두가지 한계점들, GUI와의 보다 정밀한 통합 및 작

성 감소에 초점을 맞춘다.

GUI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메카니즘이다. GUI는 포지셔닝 태스크(예를 들면, 사각형 크기 조절), 가시

적 모디파이어 태스크(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막연한 블루 음영으로 만드는 것) 또는 선택 태스크(예를 들면, 이는 회전

시키고자 하는 백개의 화상들 중 하나)에 매우 양호하다. 또한 GUI는 신속한 단일 단계 특징들로의 신속한 액세스에

도 양호하다. 어플리케이션 GUI는 태스크 지향 퍼스펙티브(perspective)(예를 들면, 사용자들이 '해커들로부터 내 컴

퓨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을 원하는 보다 높은 레벨의 태스크들로 편성됨) 보다는 기능적 퍼스펙티브(예를 들어, 

메뉴, 툴바 등으로 편성됨)로부터 편성된 유용한 툴박스이다.

그러나, GUI는 또한 사용자에게 많은 문제점들을 제공한다. 툴박스 유추(analogy)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박스에서 툴

들을 찾거나 태스크 완료를 위한 툴 사용 방법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불투명한 계층으로 강요된 단일어들, 작은 버튼

들 및 탭들로 기술되는 인터페이스는 사람들이 태스크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 GUI는 태스크를 달성

하는데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태스크를 분석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한다. 상기 요구는 복잡성을 야

기한다. 복잡성 문제 외에도, GUI 요소들(즉, 메뉴 클릭, 다이얼로그 클릭 등)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는 숙련된

사용자들에게 조차도 비효율적이며 시간 소모적일 수 있다.

GUI 문제점들을 다루기 위한 하나의 현존 메카니즘은 기록된 도움말 프로시져이다. 도움말(Help) 프로시져들은 종종

도움말 문서, PSS(Product support services) KB(Knowledge base) 아티클들, 및 뉴스그룹 포스트 형태를 취하며, 

이는 고객 요구 사항과 GUI 문제점들 간의 차이를 없앤다. 이들은 툴박스에 따라 나오는 메뉴얼과 유사하며, 많은 장

점들을 갖는다. 예를 들어, 장점들을 다음과 같다:

1) 비전문 작성자들 조차도 작성하기 쉽다.

2) 접속된 사용자들이 새로운 콘텐츠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서버에서 갱신되기 쉽다.

3) 문제점들을 해결할 때 GUI 사용자들을 가르친다.

그러나, 도움말 문서들, PSS KB 아티클들 및 뉴스그룹들은 자신들만의 문제점들을 갖는다. 문제점들은 예를 들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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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합 태스크들은 사용자 측에 상당한 양의 프로세싱을 요구한다. 사용자는 각 단계에서 언급된 것으로부터 GUI로

의 맵핑을 실행해야만 한다.

2) 트러블슈터(troubleshooter), 및 절차형 도움말 문서 조차도 종종 도움말 주제 내에서 복잡합 브랜치들을 생성하

는 상태 정보를 포함하는데, 이는 주제들 을 길게 하거나 사용자가 판독 및 처리하기 어렵게 한다. 툴바는 소실될 수도

있으며, 다음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턴온되어야만 할 수도 있다. 트러블슈터는, 종종 기껏해야 실패하는(트러블퓨터는

해답 그 자체를 찾을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상태, 및 최악의 경우 비전문가들에 의해 답변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해 

종종 질문을 한다.

3) 수백만개의 문서들이 있으며, 해답에 대한 탐색은 탐색 개시 장소에 대한 문제점 및 리턴된 수천개의 결과들 중에

서 최적 탐색 결과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포함한다.

4) 공유된 작성 구조가 없다. 뉴스그룹 포스트, KB 아티클, 트러블슈터 및 절차형 도움말 문서들 모두는 상이한 구조

들 및 작성 기법들을 갖지만, 모두 유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GUI 문제점들을 처리하기 위한 다른 현존 메카니즘은 위저드이다. 위저드는 GUI 및 기록된 도움말 프로시져들의 약

점들을 처리하기 위해 생성되었다. 현재 수천개의 위저드들이 있는데, 이러한 위저드들은 제조된 거의 모든 소프트웨

어 제품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는 위저드들이 현존 텍스트 기반의 도움말 및 보조에 의해 처리되지 않은 실제 요구 

사항을 해결한다. 위저드들은 사용자들이 태스크 지향 방법으로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며 GUI 또는 툴들을 자

동으로 어셈블할 수 있다. 위저드들은 프로그램 관리자 및 개발자가 고객 태스크들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을 허용한다.

위저드들은 박스로 사용자가 태스크 성공에 필요한 단계들을 거치게 하는 전문가와 같다. 몇몇 위저드들은 고객들이 

시스템 셋업하는 것을 돕 고(예를 들면, 셋업 위저드), 몇몇 위저드들은 특징들을 갖는 콘텐츠를 포함하며 고객들이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을 도우며(예를 들어, 뉴스레터 위저드 또는 파워포인트 오토콘텐츠 위저드), 몇몇 위저드들은 

고객들이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것을 돕는다(예를 들어, 트러블슈터).

위저드들은 사용자에게 다수의 장점들을 제공한다. 위저드들의 몇몇 장점들은 다음과 같다:

1) 위저드들은 '태스크' 개념을 구체화한다. 통상 위저드가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 무엇인지가 사용자에게 명백하다. 

단계적 페이지에 따라, 사용자가 선택하기가 쉽고, 잘 설계된 위저드들의 경우에 사용자의 가시적 압도 현상의 발생이

종종 감소된다.

2) 위저드들은 소프트웨어의 기본 특징들을 자동으로 어셈블하고 이들과 상호 작용하며 고객들의 선택에 필요한 정

보 또는 전문 기술을 포함한다.

3) 위저드들은 자동으로 콘텐츠를 생성하고 텍스트 및 계획 설계를 생성함으로써 사용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4) 위저드들은 또한 질문을 하고, 응답을 획득하며 가장 적합한 다음 질문 또는 특징으로 분기하기 위한 양호한 수단

이다.

그러나, 위저드들 또한 문제점들을 갖는다. 위저드들의 몇몇 문제점들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1) 태스크를 달성하기 위한 위저드들이 존재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태스크들이 더 많다.

2) 위저드 및 IUI(Inductive User Interfaces)는 기본 GUI 사용 방법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으며, 종종 위저드가 완

료되면 사용자들은 다음으로 어디로 진행해야할 지를 알지 못한다.

3) 위저드 작성 비용이 여전히 높고 위저드 작성을 위해 기술적 전문 인력(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필요하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수천개의 태스크들(또는 위저드들)을 쉽게 작성하게 하고, GUI를 통합해서 사용자에게 가르치거나 또는 

사용자 대신 태스크를 실행함으로써 위저드, 도움말, 지식 기반의 아티클 및 트러블슈터의 문제점들을 다소 해결한다.

본 발명은 광범위한 특징들을 포함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태스

크를 실행하기 위해 고객들이 일련의 자동 단계들을 취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현존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상부에 놓일 수 있으며, 상기 인터페이스와 상호 작용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공통 커맨드들에 대한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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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속(unfettered) 액세스를 위한 툴바 버튼, 속성 설정을 위한 메뉴 시스템, 및 심지어 몇몇 특징들을 편성하는 상

자(예를 들어, 대화 상자)를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를 위한 태스크를 실행하도록 툴들을 자동으로 어셈블함으로써, 

또는 사용자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줌으로써, 사용자들이 신속하게 툴들을 어셈블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태스크' 개념

이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또는 '툴 박스') 상에 놓여진다. 언제 자동으로 태스크를 실행할 것인지와 언제 방법을 가르

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타이핑되는가 또는 음성화되는가, 태스크 타입, 사 용자의 전문 기술 레벨, 사용자의 성격 

타입, 사용자의 무능력 여부(예를 들어, RSI(Repetitive Stress Injury)를 가진 사용자), 및 소정의 소프트웨어 프로그

램 및 태스크의 사용 빈도와 같은 사용자 요청과 함께 긴밀히 혼합될 수 있다.

태스크 또는 위저드들의 개발을 개발자로부터 비기술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본 객체 모델로부터의 추상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발명은 현존 GUI에 접속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아키텍처는 GUI에 접속하기 위해 GUI 자동화 기술을 사용한다. GUI 자동화 모듈들의 일례

들은 워싱톤주 레드몬드의 마이크로소프트 사(Microsoft Corporation)로부터의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액세서빌러

티(Microsoft Active Accessibility)와 같이 현재 유용한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에 수반하는 액세서빌러티 모듈들이다

. 또한, 본 발명에 의해 사용된 스크립트는 비기술적 사용자들에 의해서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XML과 같은 포맷으로

저장될 수 있다.

소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기 전에, 또는 요청된 태스크를 실행하는 방법을 나타내기 전에, 도움말, KB 

아티클 및 뉴스그룹 포스트들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상태에 대한 정보를 보다 많이 필요로 한다. 과거에는, 종종 사

용자가 상태 검사를 했다. 예를 들어, 예시적인 상태 검사로는 '네트워크에 접속되면, 이렇게 하라' 또는 '프린터를 공

유하려면, 이렇게이 하라'가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아키텍처는 사용자/소프트웨어/기계 상태를 근거로 분기 조

건들을 작성자가 지정할 수 있게 해준다. 실행시, 본 발명의 인터프리터는 상태 조건들을 자동 으로 결정하고, 작성자

가 지정한 대로 적합한 결정을 한다.

ACW 플랫폼의 주요 컴포넌트들은 ACW 스크립트, ACW 작성 툴, ACW 인터프리터 및 ACW 피드백 시스템이다.

일 실시예에 따라, 스크립트는 본 발명의 특징들을 구현하는 위저드의 구조화 표시이다. 상기 표시는 명령들을 실행

하기 위해 인터프리터에 의해 사용되는 정보 뿐만 아니라 실행될 태스크의 상이한 단계들의 자연어 기술(description

)들을 포함할 수 있다. 스크립트 파일에 상이한 타입들의 명령들이 있을 수 있다. 몇몇 명령들은 사용자/기계 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고, 몇몇 명령들은 사용자와 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스크립트의 일 실시예에서, 스크립트를 표시하

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는 XML이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작성 툴은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위해 시스템의 사용자/작성자들이 사용하는 툴이다. 작성 툴은 

새로운 스크립트들을 생성하기 위해 쉬운 작성 툴들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도움말/KB 아티클/뉴스그룹 콘텐츠를 스

크립트에 삽입하는 툴들을 포함한다.

작성 툴이 본 발명의 부분을 형성하지 않지만, 완전성을 위해 간략하게 기술된다. 작성 툴의 일례는 컴퓨터에서 작성

자가 실행하는 액션들을 모니터해서, 스크립트를 생성하는 툴이다. 예를 들어, '윈도우에서 당신의 경로 변수를 변경

하는 방법(How to change your path variable in Windows)'에 대한 스크립트를 생성하기 위해, 작성자는 툴에서 '기

록 개시(Starting recording)' 버튼을 누른 후, 사용자는 '개시(start)' 버튼을 클릭하고, 그 후 '제어 패널(Control pan

el)'을, 그 다음 으로 '시스템(System)'을 클릭한 후, '어드밴스트(Advanced)' 탭을 클릭한다. 그 후 사용자는 '환경 변

수(Environment variables)'를 클릭한 후, '경로(Path)'를 선택하고, 그 후 '편집(Edit)' 버튼을 클릭한다. 이 때에, 최

종 사용자가 변경을 기록해야만 한다. 따라서, 작성자는 툴에서 모드를 '사용자 선택(User choice)'으로 변경한 후, 계

속해서 태스크를 완료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작성 툴에서 '기록 정지(Stop recording)' 버튼을 누른다. 그 후 작

성 툴은 태스크를 상술하는 스크립트를 생성한다. 스크립트는 영어와 같은 자연어로 된 태스크 기술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태스크 실행 방법을 사용자에게 가르치거나 또는 태스크를 실행하기 위해 인터프리터에 의해 요구된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툴은 작성자에 의한 자연어 기술의 편집을 허용한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인터프리터 모듈은 스크립트 파일의 명령들을 실행한다. 인터프리터는 사용자를 위해 명령들을 

실행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명령 세트를 대강 마치게 하는 것과 같이 다수의 실행 모드들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인터

프리터는 키보드, 마우스/음성 등과 같은 임의의 입력 양상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인터프리터는 수개의 모듈들을 포

함할 수 있으며, 확장 가능하다(즉, 새로운 기능을 위한 모듈들이 추가될 수 있다). 인터프리터의 모듈의 일례는 GUI 

자동화 모듈이다. 상기 모듈은 GUI에 대한 커맨드들을 실행할 수 있다. 다른 일례는 '레지스트리(Registry)'에 대한 

명령들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듈이다. 다른 모듈들도 사용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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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적합한 컴퓨팅 시스템 환경(100)의 일례를 도시한 것이다. 컴퓨팅 시스템 환경(100

)은 적합한 컴퓨팅 환경의 일례일 뿐, 본 발명의 사용 또는 기능의 범위에 대한 임의의 한계를 제시하려는 의도는 아

니다. 또한 컴퓨팅 환경(100)은 예시적인 운영 환경(100)에 도시된 컴포넌트들 중 임의의 컴포넌트 또는 조합에 대한

임의의 종속성 또는 요구 사항을 갖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

본 발명은 다른 다수의 범용 또는 전용 컴퓨팅 시스템 환경 또는 구성과 함께 동작할 수 있다. 본 발명과 함께 사용되

기에 적합할 수도 있는 공지된 컴퓨팅 시스템, 환경 및/또는 구성의 일례들은 퍼스널 컴퓨터, 서버 컴퓨터, 핸드헬드 

또는 랩탑 디바이스들, 멀티프로세서 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시스템, 셋탑 박스, 프로그래머블 소비자 전자

기기, 네트워크 PC, 미니컴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 상기 시스템들 또는 디바이스들 중 어느 것을 포함하는 분산 컴

퓨팅 환경 등을 포함하는데, 이들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은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들과 같은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들의 일반적인 문맥으로 기술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들은 특정 태스크들을 실행하거나 특정 추상 데이터 타입들을 구현하는 루틴, 프

로그램, 객체, 컴포넌트, 데이터 구조 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통신망을 통해 연결된 원격 처리 장치들에 의해 

태스크들이 실행되는 분산 컴퓨팅 환경들에서 실행될 수도 있다.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프로그램 모듈들은 메모리 

기억 장치들을 포함하는 로컬 및 리모트 컴퓨터 기억 매체들에 위치할 수 있다.

도 1을 참조해 볼 때,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예시적인 시스템은 컴퓨터(110) 형태의 범용 컴퓨팅 디바이스를 포함

한다. 컴퓨터(110)의 컴포넌트들은 프로세싱 유닛(120), 시스템 메모리(130) 및 시스템 버스(121)를 포함할 수 있는

데, 이들로만 제한되지 않으며, 시스템 버스(121)는 시스템 메모리를 포함하는 다양한 시스템 컴포넌트들을 프로세싱

유닛(120)에 결합시킨다. 시스템 버스(121)는 다양한 버스 아키텍처 중 임의의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메모리 버스 또

는 메모리 컨트롤러, 주변 버스 및 로컬 버스를 포함하는 수개의 타입들의 버스 구조들 중 임의의 타입일 수 있다. 예

를 들어, 상기 아키텍처들은 ISA(Industry Standard Architecture) 버스, MCA(Micro Channel Architecture) 버스, 

EISA(Enhanced ISA) 버스, VESA(Video Electronics Standards Association) 로컬 버스, 및 메저닌(Mezzanine) 

버스로 공지된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를 포함하지만, 이들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110)는 통상 다양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들을 포함한다.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들은 컴퓨터(110)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유용한 매체들일 수 있으며, 휘발성 및 불휘발성 매체들, 제거가능한 및 제거불가능한 매체

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는 컴퓨터 기억 매체 및 통신 매체를 포함할 수도 있는데, 이들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기억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명령들,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들 또는 다른 데이

터와 같은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임의의 방법 또는 기술로 구현된 휘발성 및 불휘발성 제거가능 및 제거불가능 매체

들을 모두 포함한다. 컴퓨터 기억 매체는 RAM, ROM, EEPROM, 플래시 메모리 또는 다른 메모리 기술, CD-ROM, D

VD(digital versatile disk) 또는 다른 광 디스크 스토리지, 자기 카세트,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스토리지 또는 다

른 자기 기억 장치들, 또는 원하는 정보를 기억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컴퓨터(110)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매체들을 포함하지만, 이들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 매체는 통상 컴퓨터 판독가능한 명령들, 데이터 구

조, 프로그램 모듈들 또는 반송파 또는 다른 전송 메카니즘과 같은 변조 데이터 신호로 된 다른 데이터를 포함하며, 임

의의 정보 전달 매체들을 포함한다. '변조 데이터 신호(modulated data signal)'라는 용어는 신호 정보를 인코드하는 

방식으로 설정 또는 변경된 특징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징을 갖는 신호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통신 매체들은 

유선망 또는 다이렉트-와이어드 커넥션과 같은 유선 매체들 및 음향, RF, 적외선 및 다른 무선 매체들과 같은 무선 매

체들을 포함하는데, 이들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매체들 중 임의의 매체들의 결합들이 또한 컴퓨터 판독가

능한 매체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시스템 메모리(130)는 ROM(131; read only memory) 및 RAM(132; random access memory)와 같은 휘발성 및/

또는 불휘발성 메모리 형태의 컴퓨터 저장 매체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시동 중에 컴퓨터(110) 내의 소자들 간의 정

보 전송을 돕는 기본 루틴들을 포함하는 BIOS(133; basic input/output system)는 통상 ROM(131)에 기억된다. RA

M(132)은 통상 프로세싱 유닛(120)에 의해 즉시 액세스될 수 있고 현재 작동되는 데이터 및/또는 프로그램 모듈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도 1은 운영 체제(134), 응용 프로그램(135), 다른 프로그램 모듈들(136) 및 프로 그램 데이터(

137)를 도시하고 있는데, 이들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110)는 또한 다른 제거 가능/제거 불가능, 휘발성/불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단지 예

로서, 도 1은 제거 불가능, 불휘발성 자기 매체들의 판독 및 기록을 위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41), 제거 가능한, 불

휘발성 자기 디스크(152)의 판독 및 기록을 위한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51), 및 CD-ROM 또는 다른 광 매체와 같은

제거 가능한, 불휘발성 광 디스크(156)의 판독 및 기록을 위한 광 디스크 드라이브(155)를 도시하고 있다. 예시적인 

운영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제거 가능/제거 불가능 휘발성/불휘발성 컴퓨터 기억 매체들은 자기 테이프 카셋

트, 플래시 메모리 카드, DVD, 디지털 비디오 테이프, 고체 상태 RAM, 고체 상태 ROM 등을 포함하는데, 이들로만 제

한되는 것은 아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41)는 통상 인터페이스(140)와 같은 제거 불가능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121)에 접속되고,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51) 및 광 디스크 드라이브(155)는 통상 인터페이스(150

)와 같은 제거 가능한 메모리 인터페이스에 의해 시스템 버스(121)에 접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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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되고 도 1에 도시된 드라이브 및 관련 컴퓨터 저장 매체들은 컴퓨터(110)를 위해 컴퓨터 판독가능한 명령들, 데

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들 및 다른 데이터의 스토리지를 제공한다. 도 1에서, 예를 들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41

)는 운영 체제(144), 응용 프로그램(145), 다른 프로그램 모듈들(146) 및 프로그램 데이터(147)를 기억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상기 컴포넌트들은 운영 체제(134), 응용 프로그램(135) 다른 프로그램 모듈들(136) 및 프로그램 데

이 터(137)와 동일할 수도 상이할 수도 있다. 운영 체제(144), 응용 프로그램(145), 다른 프로그램 모듈들(146) 및 프

로그램 데이터(147)는 본 명세서에서 최소한 상이한 카피들임을 설명하기 위한 상이한 번호들이 주어진 것이다.

사용자는 키보드(162), 마이크로폰(163), 및 마우스, 트랙볼 또는 터치 패드와 같은 포인팅 디바이스(161)와 같은 입

력 장치들을 통해 컴퓨터(110)에 커맨드 및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다른 입력 장치들(도시되지 않음)은 조이스틱, 게

임 패드, 위성 접시, 스캐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여타 입력 장치들은 종종 시스템 버스에 결합된 사용자 입력 인터페

이스(160)를 통해 프로세싱 유닛(120)에 접속되는데, 병렬 포트, 게임 포트 또는 USB(universal serial bus)와 같은 

다른 인터페이스 및 버스 구조에 의해 접속될 수도 있다. 모니터(191) 또는 다른 타입의 디스플레이 장치가 또한 비디

오 인터페이스(190)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121)에 접속된다. 모니터 외에, 컴퓨터들은 또한 출력 주

변 인터페이스(195)를 통해 접속될 수도 있는 스피커(197) 및 프린터(196)와 같은 다른 주변 출력 장치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컴퓨터(110)는 리모트 컴퓨터(180)와 같은 하나 이상의 리모트 컴퓨터와의 논리 접속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할 수도 있다. 리모트 컴퓨터(180)는 퍼스널 컴퓨터, 핸드헬드 디바이스, 서버, 라우터, 네트워크 PC, 피어 디바

이스 또는 다른 공통 네트워크 노드일 수 있으며, 통상 컴퓨터(110)와 관련해서 상술된 소자들 중 다수 또는 모든 소

자들을 포함한다. 도 1에 도시된 논리 접속은 LAN(171; local area network) 및 WAN(173; wide area network)을 

포함하는데, 다 른 네트워크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네트워크 환경은 사무실, 기업간 컴퓨터 네트워크, 인트라넷 및 인

터넷에서 흔하다.

LAN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될 때, 컴퓨터(110)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어댑터(170)를 통해 LAN(171)에 접

속된다. WAN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될 때, 컴퓨터(110)는 통상 인터넷과 같은 WAN(173)을 통한 통신을 확립하기 

위해 모뎀(172) 또는 다른 수단을 포함한다. 내장 모뎀 또는 외장 모뎀일 수 있는 모뎀(172)은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

스(160) 또는 다른 적합한 메카니즘을 통해 시스템 버스(121)에 접속될 수 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컴퓨터(110)와 

관련해서 기술된 프로그램 모듈들 또는 그 일부분들은 리모트 메모리 기억 장치에 기억될 수도 있다. 제한되지 않는 

예로서, 도 1은 리모트 컴퓨터(180)에 상주하는 리모트 응용 프로그램(185)을 도시하고 있다. 도시된 네트워크 접속

은 예시적인 것으로 컴퓨터들 간의 통신을 확립하는 다른 수단이 사용될 수도 있음을 알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사용하는 고유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 또는 시스템(200)의 블록도이다. 고유 사용자 

인터페이스(200)는 3개의 컴포넌트들을 포함한다. 상기 컴포넌트들은 태스크 예측 모듈(210), 태스크 데이터베이스(

220) 및 ACW(active contnt wizard) 인터프리터(230)를 포함한다. 고유 사용자 인터페이스(200)는 또한 사용자로

부터 입력 사용자 커맨드 또는 질의(query)(206)를 수신하고 출력(250)을 제공한다. 질의는 사용자가 실행하기를 원

하는 태스크를 나타낸다. 입력 커맨드(206)는 일 실시예에서 자연어 입력이다. 그러나, 불(Booelan) 입력, 스크롤 바,

단어 리스트 또는 음성 입력과 같은 다른 입력들이 입력 커맨드(206)로 사용될 수 있다.

태스크 예측 모듈(210)은 입력된 사용자 커맨드(206)와 관련된 태스크를 결정하도록 구성된다. 일 실시예에서, 태스

크 예측 모듈(210)은 사용자 커맨드(206)와의 매치를 찾기 위해 태스크 데이터베이스(220)를 탐색하도록 현존 도움

말 탐색 모듈을 작동시킨다. 태스크 예측 모듈(210)은 사용자 입력 커맨드(206)를 수신하고 태스크 데이터베이스(22

0) 탐색을 허용하는 포맷으로 커맨드(206)를 변환 및/또는 처리한다. 모듈(210)은 그 후 커맨드(206)에 의해 나타낸 

태스크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태스크 데이터베이스(220)에 대한 탐색을 실행한다.

탐색에 이어, 태스크 예측 모듈(210)은 태스크 데이터베이스(220)로부터의 탐색 결과들을 수신하고 적합한 인터페이

스(221)를 통해 사용자에게 사용자 질의(206)와 유사하게 매치하는 하나 이상의 문서들을 데이터베이스(220)로부터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서, 모듈(210)은 선택 태스크로서 태스크 문서들 중 하나를 단순히 선택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상기 문서들 중 하나를 인터페이스(221)를 통해 선택 문서로 선택할 수 있다. 태스크 예측 모듈(210)은 그 

후 선택 태스크에 대응하는 ACW 스크립트를 ACW 인터프리터(230)에 리턴한다. 태스크 예측 모듈(210)은 종래의 

정보 검색 컴포넌트로 기술된 것임을 주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다른 방법들이 사용자 커맨드(206)에 의해 나타낸 원

하는 태스크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패턴 또는 워드 매칭과 같은 임의의 다른 공지된 정보 검색 기

술, 음성 지원을 위한 CFG(context free grammar), 또는 지원 벡터 기계(support vector machine) 및 원시 베이지

언 네트워크(Naive Bayesian Network)와 같은 다른 분류기가 사용될 수 있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ACW 인터프리터(230)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ACW 인터프리터(230)는 다이얼로그 모듈(320),

레지스트리 모듈(330) 및 GUI 자동화 모듈(340)을 포함한다. 각각의 모듈은 ACW 인터프리터(230)에 제공된 ACW 

스크립트(211)에 상술된 특정 타입의 단계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ACW 인터프리터(230)는 추가 모듈들 또는 상

이한 모듈들을 포함하도록 변경될 수 있으며, 새로운 또는 상이한 모듈들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일 실시예에서, GUI 자동화 모듈(340)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UI 오토메이션(Microsoft Windows UI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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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ion)을 사용해서 구현된다.

ACW 인터프리터(230)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태스크를 위한 기초 단계들을 실행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다. 일 실시예에서, ACW 인터프리터(230)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마이크로소프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오토메이션을 

사용해서 구현된 GUI 자동화 모듈을 포함한다. 상기 모듈은 키보드 키 누름, 마우스 클릭, 마우스 휠 회전 등과 같은 

사용자 입력들을 시뮬레이트한다. 그러나, ACW 인터프리터(230)의 GUI 자동화 모듈은 프로그램을 통해 그래픽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조종할 수 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커맨드들을 실행할 수 있는 임의의 어플리케이션을 사

용해서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ACW 인터프리터(230)는 선택 태스크와 관련된 각각의 기초 단계들을 순서대로 실행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메뉴 또는 윈도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GUI 상의 버튼을 클릭할 것을 태스크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때, ACW 인터

프리터(230)는 디스플레이 장치(191)(예를 들어, 모니터)에서 버튼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GUI 자동화 모듈을 사용하

고, 버튼을 클릭한 후, 디스플레이 장치에 새로운 윈도우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예측된 윈도우의 타입/이름은 ACW

스크립트 파일(211)에 상세하게 기술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200)에서 선택된 ACW 스크립트의 실행을 도시한 플로우챠트이다. 단계(41

0)에서, 사용자 커맨드(206)에 응답해서, 태스크 예측 모듈(210)은 가능한 태스크 세트를 식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하고, 사용자는 집합으로부터 태스크를 선택한다. 태스크는 태스크 탐색, 태스크 리스트로부터의 선택, 또는 음성 커

맨드 사용과 같은 임의의 메카니즘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 모듈(210)은 그 후 선택된 태스크에 대응하는 ACW 스크

립트(422)를 획득한다.

단계(428)에서, 시스템(200)은 ACW 인터프리터(230)에 의해 실행되는 다수의 기초 단계들 중 제1 단계를 선택한다.

단계(434)에서, 시스템(200)은 특정 기초 단계를 완료하기 위해 사용자 입력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사용자 입력이 

단계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스템(200)은 단계(440)에서 사용자에게 특정 단계를 디스플레이한다. 디스플레이

는 입력을 요청하는 디스플레이 장치(191)상의 윈도우일 수도 있고, 또는 특정 기초 단계와 관련된 GUI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단계를 위한 텍스트 디스플레이에 이어, 시스템(200)은 단계(446)에서 필요한 사용자 입력을 수신할

때까지 다음 기초 단계로 진행하지 않고 대기한다. 시스템은 또한 관련 정보와 같이 결정을 할 때 사용자에게 유용한 

임의의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도 있다.

필요한 입력 수신에 이어, 또는 입력이 필요하지 않으면, 시스템(200)은 단계(452)로 진행해서 현 기초 단계를 실행

한다. 단계(458)에서, 시스템(200)은 선택 태스크에 대해 실행될 다른 기초 단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실행될 추가의

기초 단계들이 있으면, 시스템(200)은 단계(464)에서 사용자가 단계별 모드를 선택했는지를 검사한다. 선택했다면, 

시스템(200)은 사용자가 기초 단계 리스트의 다음 기초 단계로 진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입력을 사용자로부

터 수신한 후에만 각각의 개별 기초 단계를 실행한다. 상기 입력은 단계(470)에서 수신된다. 시스템(200)이 단계별 

모드가 아니면, 시스템은 단계(428)로 리턴하고 상술된 바와 같이 기초 단계 리스트의 다음 단계를 실행한다. 단계(4

58)에서 실행될 추가 기초 단계들이 없으면, 시스템(200)은 단계(476)에서 원하는 태스크 실행을 종료한다.

도 5a 내지 도 5j는 '경로 변수 편집(Edit the path variable)'이라는 사용자 커맨드(206)에 대응하는 태스크를 실행할

때 시스템(200)에 의해 실행되고 ACW 스크립트(211)로 나타낸 단계들의 대표 스크린 샷들을 도시한 것이다.

도 5a 내지 도 5j의 스크린 샷 세트는 '경로 변수 편집'이라는 태스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기초 단계들을 실행

하는 ACW 인터프리터(230)를 도시한다. 인터프리터(230)는 각각의 단계를 실행하며, 사용자 입력이 필요할 때만 중

지한다.

도 5a는 윈도우(500)의 예시적인 시퀀스의 제1 단계를 도시한다. 도시된 액션은 '제어 패널 개방(open the control p

anel)'이다. 본 단계에 대응하는 ACW 스 크립트의 일부분이 이하에 상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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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500)에 디스플레이되는 텍스트(501)는 ' 제어 패널 개방(Open Control Panel )'이다. ACW 인터프리터(230)

는 control.exe라고 하는 쇼트컷을 실행함으로써 본 단계를 실행하고,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윈도우(500)의 하부

에 제어 패널 윈도우를 디스플레이한다.

도 5b는 기초 단계 시퀀스의 제2 단계를 도시한다. 윈도우(510)에 도시된 액션은 제어 패널에서의 '시스템 아이콘 클

릭(Click the system icon)'이다. 본 단계에 대응하는 ACW 스크립트의 일부분이 이하에 상술된다.

윈도우(510)에 디스플레이되는 텍스트(511)는 ' 시스템 아이콘 클릭(Click the System icon)'이다. ACW 인터프리터

(230)는 스크립트 파일에 포함된 경로 정보를 사용해서 제어 패널 윈도우에서 시스템 아이콘(515)을 찾는다. 경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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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몇몇 GUI 자동화 기술(예를 들어, 윈도우즈 UI 오토메이션)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통해 스크린 상의 아이콘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ACW 인터프리터에 의해 사용된다. ACW 인터프리터(230)가 아이콘을 찾을 때, 인터프리터는 아

이콘에서 'invoke' 메소드를 호출해서(윈도우즈 UI 오토메이션을 사용해서) 클릭한다.

도 5c 내지 도 5f는 ACW 인터프리터(230)에 의한 태스크 기초 단계들의 진행을 도시한 것이다.

도 5c에서, 시스템(200)은 도 5b에서 하이라이트된 시스템 메뉴(515)의 정보를 포함하는 윈도우(522)를 개방했다. 

도 5c는 태스크에 필요한 시퀀스의 다음 기초 단계를 도시한다. 윈도우(520)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

공되며 사용자에게 윈도우(522)에서 어드밴스드 탭을 클릭하도록 명령한다. 동시에 ACW 인터프리터(230)는 윈도우

(522)에서 어드밴스드 탭(524)의 위치를 찾아서 하이라이트한다. 시스템(200)은 그 후 어드밴스드 탭 아래에 사용자

에게 유용한 옵션들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윈도우(520)를 야기하는 어드밴스드 탭 상의 클릭 커맨드를 (다시 한번 'i

nvoke'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실행한다.

도 5d에서, 시스템(200)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윈도우(530)를 개방하고 본 단계에 대한 명령들을 사용

자에게 디스플레이한다. 윈도우(530)는 ' 환경 변수 버튼(532) 클릭'을 사용자에게 명령하는 텍스트(531)를 디스플레

이함으로써 본 단계를 실행하는 사용자 명령들을 포함한다. 동시에 ACW 인터프리터(230)는 윈도우(522)에서 환경 

변수 버튼(532)의 위치를 정하고 GUI를 통해 버튼(532)을 하이라이트한다. 시스템(200)은 그 후 도 5e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윈도우(542)가 개방되게 하는 환경 변수 버튼(532)에 대한 클릭 커맨드를 실행한다.

태스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추가 단계들이 있을 때, 시스템(200)은 윈도우(540)에서 다음 명령 세트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한다. 윈도우(540)는 사용자에게 ' 경로 아이콘 클릭'(541)을 명령한다. 동시에 ACW 인터프리터(230)는 

윈도우(542)에서 경로 아이콘(543)의 위치를 정하고 사용자를 위해 하이라이트한다. 시스템(200)은 그 후 도 5f에 도

시된 바와 같이 윈도우(550)가 나타나게 하는 경로 아이콘(543)에 대한 클릭 커맨드를 실행한다.

사용자는 기초 단계 시퀀스의 다음 단계를 완료하기 위해 명령들을 다시 제공받는다. 윈도우(550)는 텍스트(551)를 

통해 편집 버튼(553)을 클릭하도록 사용자에게 명령한다. 동시에 ACW 인터프리터(230)는 윈도우(542)에서 편집 버

튼(553)의 위치를 정하고 GUI를 통해 편집 버튼(553)을 하이라이트한다. 시스템(200)은 그 후 도 5g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윈도우(562)가 개방되게 하는 편집 버튼(553)을 클릭하는 클릭 커맨드를 실행한다.

도 5g는 사용자 입력을 요구하는 태스크의 단계를 도시한다. 본 단계에서, 사용자는 경로 변수 변경을 요구받는다. 정

보는 박스로 제공된다. 사용자가 종료될 때, 사용자는 ACW 인터프리터가 계속해서 위저드의 필요한 단계들을 실행

하도록 윈도우(550)에서 다음 버튼(564)을 눌러야만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ACW 스 크립트의 대응 부분이 후

술된다.

액션은 USERACTION으로 목록되어 있으며, 이는 본 단계에서 사용자 입력이 예측되고, 사용자가 완료할 때까지 진

행할 수 없음을 ACW 인터프리터가 알게 한다.

윈도우(550)는 사용자에게 제2 명령(563)을 하이라이트해주도록 변경된다. 본 명령은 경로를 원하는대로 변경하도

록 사용자에게 명령한다. 본 단계가 사용자 입력을 요구할 때,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을 클릭할 때까

지 시스템(200)은 진행하지 않는다. 그 후 시스템(200)은 윈도우(570)를 개방해서 'OK' 버튼(572)을 클릭하도록 사

용자에게 명령한다. 동시에 ACW 인터프리터(230)는 도 5h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윈도우(562)상의 버튼(572)의 위치

를 정하고 하이라이트한다.

도 5i 및 도 5j는 원하는 태스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단계들을 도시한 것이다. 도 5h의 'OK' 버튼(572)의 클릭에 이

어, 시스템(200) 및 ACW 인터프리터(230)는 각각 윈도우(580) 및 윈도우(590)에서 'OK' 버튼(582) 및 'OK' 버튼(59

2)을 클릭하라는 명령을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고 각각의 윈도우(542 및 522)에서 'OK' 버튼을 하이라이트한다. 

모든 기초 단계들이 완료되면, 시스템(200)은 대기 상태 로 리턴하여 다른 사용자 커맨드(206)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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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특정 태스크에 대한 ACW 스크립트를 생성하기 위한 플로우챠트를 도시한 것이다. 단계(610)에서, 작성자는 

관련 태스크에 대한 콘텐츠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한다. 콘텐츠의 일례들은 HELP 문서, KB 아티클, 뉴스그룹 포스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태스크에 대한 문서가 이미 존재하면, 작성자는 단계(620)에서 임포터에게 문서를 제공한다. 임

포터는 포함된 기초 단계들을 식별하기 위해 문서를 파스하고, ACW 인터프리터(230)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ACW 

스크립트로 문서에 포함된 명령들을 변환하도록 구성된다. 정확하게 파스될 수 있는 단계들의 수는 파일의 구조에 좌

우된다. HELP 파일들은 통상 구조의 단서를 갖는다. 예를 들어, GUI에 나타나는 텍스트는 종종 굵은 포맷이다. 이러

한 단서는 파싱에 사용될 수 있다.

단계(630)에서, 선택 태스크가 HELP 문서에 있다는 가정하에, HELP 문서는 HELP 문서의 컴포넌트 기초 단계들 및

기초 단계들의 순서를 식별하기 위해 임포터에 의해 파스된다. 일 실시예에서, 임포터는 HELP 문서 텍스트에 굵은 

타입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 '클릭', '탭', '버튼', '메뉴' 등과 같은 HELP 문서의 키워드를 식별하도록 도움말 문서를 파

스한다. 이들 키워드는 ACW 인터프리터(230)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커맨드들로 변환된다. 그러나, 태스크를 파스하

는 다른 방법들이 사용될 수도 있다.

단계(640)에서, 작성자는 파스된 문서가 ACW 스크립트로 성공적으로 변환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작성자는 가정된 파

스를 검사하는 임의의 공지된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파스가 성공적이지 않으면, 작성자는 파싱 에러를 정정하고, 임

포터가 파스할 수 없었던 스크립트의 부분들을 작성할 수 있다. 본 단계들은 본 발명의 부분을 형성하지 않으며, 원하

는대로 실행될 수 있다.

단계(610)에서 작성자가 필요한 태스크에 대한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작성자는 태스크-작성 환경을

사용해서 태스크에 대한 새로운 ACW 스크립트를 생성할 것이며, 이 작성은 단계(650)에 나타나 있다. 일 실시예에서

, 작성 툴은 태스크를 수행할 때 GUI에 대하여 작성자가 수행하는 단계들을 기록하고, 본 태스크를 완료하기 위해 실

행되는 단계들을 기술하는 ACW 스크립트를 출력하는 매크로 레코더(macro recorder)이다.

단계(670)에서, 작성자는 생성된 ACW 스크립트가 정확한지를 검증할 수 있다. 본 단계는 최소수의 에러들이 최종 제

품에 전송됨을 보장하는 ACW 스크립트의 수동 또는 자동 검증일 수 있다. 예를 들어, ACW 스크립트에 철자 오류가 

있으면, ACW 인터프리터(230)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에러는 작성자에게 하이라이트된다.

단계(670) 또는 단계(640)에 이어, 완료된 ACW 스크립트는 단계(680)에서 스크립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태

스크 작성을 HELP/KB 아티클 콘텐츠 작성에 통합함으로써, 태스크/위저드 작성 비용이 매우 감소된다.

본 발명이 특정 실시예들과 관련해서 기술되었지만, 본 기술 분야에 숙련된 자들은 본 발명의 원리 및 범위 내에서 형

태 및 세부 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라 수천개의 태스크들(또는 위저드들)이 쉽게 작성될 수 있으며, GUI를 통합해서 사용자에게 가르치거나

또는 사용자 대신 태스크를 실행함으로써 위저드, 도움말, 지식 베이스 아티클 및 트러블슈터의 문제점들이 다소 해

결되었다. 또한, 태스크 작성을 HELP/KB 아티클 콘텐츠 작성에 통합함으로써, 태스크/위저드 작성 비용이 매우 감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갖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태스크를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행될 태스크를 나타내는 사용자로부터의 커맨드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로부터의 커맨드와 매치하는 태스크 데이터베이스의, 다수의 서브태스크들 및 태스크 순서를 갖는 태스

크를 식별하는 단계;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모듈을 사용해서 상기 태스크 순서대로 다수의 서브태스크들 각각을 실행하는 단계; 및

GUI를 통해 사용자에게 상기 태스크의 각각의 서브태스크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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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태스크가 실행될 때 GUI를 통해 각각의 단계를 하이라이트하는 단계; 및

실행될 서브태스크를 기술하는 윈도우를 GUI를 통해 제공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다음 서브태스크로 진행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지시(indication)를 수신하는 단계; 및

태스크 순서대로 상기 다음 서브태스크로 진행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사용자용의 자연어로 된 명령들을 갖는 윈도우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현 상태를 자동으로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상태를 근거로 사용자에 대한 옵션들을 상기 윈도우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다수의 옵션들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어떤 옵션을 선택할지를 결정할 때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는 대화 윈도우

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컴퓨터 시스템에서 GUI(graphical user interface) 태스크를 자동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원하는 태스크를 나타내는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사용자 입력을 근거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 태스크를 식별하는 단계 - 상기 데이터베이스의 각각의 태스크는 다수

의 서브태스크들을 포함함 - ; 및

상기 선택 태스크에 대응하는 다수의 서브태스크들 각각을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태스크들을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하는 단계는 GUI 자동화 컴포넌트를 호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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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은 현존하는 GUI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상기 GUI 자동화 컴포넌트를 호출하는 단계는 GUI 자동

화 컴포넌트로 상기 GUI 컴포넌트에 대하여 서브태스크들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하는 단계는 선택 태스크에 대응하는 다수의 서브 태스크들을 식별하기 위해 선택 태스크

를 파스(parsing)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하는 단계는 각각의 서브태스크가 실행될 때 다수의 서브태스크들 각각의 지시를 사용자

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하는 단계는 다수의 서브태스크들 중 다음 서브태스크를 실행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의 

지시를 기다리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하는 단계는,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다수의 서브태스크들 중 다음 서브태스크를 실행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하는 단계는,

다수의 서브태스크들 중 하나의 서브태스크가 사용자 입력을 더 요구하는 경우, 추가의 사용자 입력이 필요하다는 지

시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실행 단계는,

사용자로부터 서브태스크에 대한 추가의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다수의 서브태스크들 중 다음 서브태스크로 진행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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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HELP 문서들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가 어플리케이션을 트러블슈팅(trouble-shooting)하는 것과 관련된 문서들을 포함하는 데이터베

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들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에 있어서,

상기 명령들이 실행될 때 컴퓨터는,

원하는 태스크를 나타내는 입력을 사용자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다수의 서브태스크들을 가지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GUI(graphical user interface)에 대하여 실행되는 선택 태

스크를 식별하는 단계; 및

GUI에 대하여 상기 선택 태스크에 대응하는 다수의 서브태스크들을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하는 단계

가 수행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하는 단계는 GUI 자동화 모듈로 수신된 상기 다수의 서브태스크들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태스크에 대한 다수의 서브태스크들을 식별하도록 상기 선택 태스크를 파스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명령들

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태스크가 실행될 때 상기 다수의 서브태스크들 각각을 디스플레이 장치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명령들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후속 서브태스크를 실행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대기하는 단계;

사용자로부터 상기 지시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후속 서브태스크를 실행하는 단계

를 수행하는 명령들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23.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서브태스크들 중 하나의 서브태스크가 사용자 입력을 필요로 할 때, 상기 서브태스크와 관련된 윈도우를

디스플레이 장치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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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부터 상기 필요한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서브태스크를 실행하는 단계

를 수행하는 명령들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24.
디스플레이될 때, HELP 파일이 컴퓨터에 의해 실행될 수 있도록 태스크를 실행하기 위해 GUI(graphical user interf

ace)에 대하여 수행되는데 필요한 다수의 인간에 의해 판독가능한 서브태스크들을 포함하는 HELP 파일을 구성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HELP 파일에서 각각의 태스크에 대응하는 다수의 서브태스크들을 식별하는 단계; 및

컴퓨터 실행가능한 포맷으로 다수의 서브태스크들을 HELP 파일에 포함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포함 단계는,

상기 HELP 파일의 추가 부분으로서 다수의 컴퓨터 실행가능한 서브태스크들을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 단계는 다수의 컴퓨터 실행가능한 서브태스크들을 개별 파일로 저장하고,

상기 개별 파일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HELP 파일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HELP 화일에 포함시키는 단계는,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되고 있는 복수의 명령들을 만들어내면서 HELP 파일의 구조화된 표시(representation)를 기

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GUI에 대하여 컴퓨터 상에서 실행가능한 태스크를 나타내는 데이터 구조로서,

태스크를 완료하기 위해 실행되는 복수의 서브 태스크의 기록 설명, 및

실행되는 경우, GUI에 대하여 상기 기록 설명의 복수의 서브태스크를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하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들의 세트

를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들은 상기 기록 설명을 포함하는 파일 내에 저장되는 데이터 구조.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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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록 설명 및 상기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들은 별도의 파일에 저장되고, 상기 기록 설명을 포함하는 파일은 상

기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을 포함하는 파일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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