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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는 컴퓨터 프로그램과상호작용하도록 개인을 교육하는 시스템 및 방

법

(57) 요약

적어도 하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를 지닌 컴퓨터 프로그램 내에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개인에게 교육

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적어도 하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와 상호작용함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 내에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개인에게 나타내는 단계적 교육을 포함하는 스크립트가 공식화된

다. 업무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적어도 하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에 액세스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포함하는 스크립트는 엔티티 지도를 참고하여 공식화된다. 스크립트는 프로그램의 실제적이고 시뮬레이션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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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상단 상에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를 나타냄으로써 실행된다. 각 그래픽 사용자 오버레이

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로 관련 사용자 입력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사용자에게 교육한다. 부

분적 그래픽 오버레이는 밑에 깔린 컴퓨터 프로그램의 아무런 재프로그래밍없이도 그 객체의 위치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의

관련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에 인접하게 놓인다.

대표도

도 12b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 입력에 반응하여 바람직한 행위를 수행하는 적어도 하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를 지닌 컴퓨터 프로그

램에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개인에게 교육하기 위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실행가능한 교육을 갖는 컴퓨터

판독 매체로서, 상기 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자에게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나타내는 단계적 교육을 포함하는 스크립트를 엔티티 지도를 참

고하여 공식화하고, 여기에서 상기 엔티티 지도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적어도 하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에 액

세스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포함하며, 그리고

각각의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업무 단계를 수행하도록 야기하기 위해 관련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

이스 객체로 입력이 제공되도록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제적이고 시뮬레이션되지 않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상단 상에 직접 적어도 하나의 상기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를 표시하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에 대한 아무런 변경 없이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의 위치에 관계없이 관련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에 인접하도록 상기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를 위치시킴으로써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

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단계가 엔티티 지도를 동적으로 참고하는 것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새로운 버전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해 창출된 새로운 버전의 엔티티 지도를 추가로 포함하며, 스크립트

를 실행하는 단계가 새로운 버전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버전의 엔티티 지도를

참고하는 것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엔티티 지도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래밍 교육이 스크립트로 혼입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단계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부터 별개의 연산 공정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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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방법이 스크립트의 실행 동안 수신된 사용자 입력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

능한 매체.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부정확한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는 것을 막는 것을 추가로 포함하는 컴퓨터 판

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방법이 스크립트의 실행 동안 수신된 부정확한 사용자 입력에 반응하여 사용자에게 교정 교육을 제공하

는 것을 추가로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스크립트를 공식화하는 단계가 업무 단계들의 성과를 기록하는 것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업무 단계들의 성과를 기록하는 한편 업무 단계들을 수행하는 것에 반응하여 각각의 부분적 그래픽 오버

레이를 생성하도록 구성된 스크립트 내에서 프로그래밍 코드를 자동으로 창출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한 매체.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스크립트의 실행이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 내에서 텍스트가 표시되는 언어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를 동적으로 참고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2.

사용자 입력에 반응하여 바람직한 행위를 수행하는 적어도 하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를 지닌 컴퓨터 프로그

램에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개인에게 교육하기 위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가능한 교육을 갖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로서, 상기 방법은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컴퓨터 사용자에게 나타내는 단계적 교육을 포함하는 스크립트를 엔티티 지도를 참고하여 공식

화하는 것을 포함하며, 여기에서 엔티티 지도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적어도 하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에 액세

스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포함하고; 그리고

스크립트는 각각의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업무 단계를 수행하도록 야기하기 위해 관련 그래픽 사

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에 입력이 제공되도록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제적이고 시뮬레이션되지 않은그

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상단 상에 직접 적어도 하나의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를 표시하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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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에 대한 아무런 변경 없이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의 위치에 관계없이 관련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에 인접하게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를 위치하도록 구성된 프로그래밍 교육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스크립트가 스크립트의 실행 동안 엔티티 지도를 동적으로 참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새로운 버전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해 창출된 새로운 버전의 엔티티 지도를 추가로 포함하며, 스크립트

는 새로운 버전의 새로운 엔티티 지도를 참고하여 새로운 버전의 컴퓨터 프로그램상에서 적절하게 실행하도록 구성된 컴

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엔티티 지도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래밍 교육이 스크립트 내로 혼입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스크립트가 업무 단계들의 성과를 기록함으로써 공식화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7.

사용자 입력에 반응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하는 적어도 하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를 지닌 컴퓨터 프로그

램에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개인에게 교육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상기 시스템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적어도 하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에 액세스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포함하는 엔티티

지도;

엔티티 지도를 참고하며 컴퓨터 프로그램 내에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나타내는 단계적

교육의 스크립트를 생성하는 스크립트 공식화 성분; 및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스크립트 실행 성분을 포함하며, 여기에서 스크립트 실행 성분은,

각각의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업무 단계를 수행하도록 야기하기 위해 관련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

이스 객체로 입력이 제공되도록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제적이고 시뮬레이션되지 않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상단 상에 직접 적어도 하나의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를 표시하는 표시 성분;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에 대한 아무런 변경 없이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의 위치에 관계없이 관련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에 인접하게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를 위치시키는 위치 성분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엔티티 지도가 스크립트가 실행하는 동안 스크립트 실행 성분에 의해 동적으로 참고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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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스크립트의 실행 동안 수신된 사용자 입력을 모니터링하는 입력 모니터링 성분을 추가로 포함하는 시스

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스크립트의 실행 동안 수신된 부정확한 사용자 입력에 반응하여 사용자에게 교정 교육을 제공하는 교정

교육 성분을 추가로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기록 성분을 추가로 포함하며, 스크립트 공식화 성분은 기록 성분이 활성일 동안 업무 단계들의 성과를

기록함으로써 스크립트를 공식화하는 시스템.

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스크립트 실행 성분이 데스크탑 컴퓨터상에서 실행되는 시스템.

청구항 23.

제17항에 있어서, 스크립트 실행 성분이 무선 전화기상에서 실행되는 시스템.

청구항 24.

제17항에 있어서, 스크립트 실행 성분이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personal data assistant; PDA) 상에서 실행되는 시스템.

청구항 25.

사용자 입력에 반응하여 바람직한 행위를 수행하는 적어도 하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를 지닌 컴퓨터 프로그

램에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개인에게 교육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자에게 나타내는 단계적 교육을 포함하는 스크립트를 엔티티 지도를 참

고하여 공식화하고, 여기에서 엔티티 지도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적어도 하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에 액세스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포함하며; 그리고

각각의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업무 단계를 수행하도록 야기하기 위해 관련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

이스 객체에 입력이 제공되도록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제적이고 시뮬레이션되지 않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상단 상에 직접 적어도 하나의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를 표시함으로써;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에 대한 아무런 변경 없이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의 위치에 관계없이 관련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에 인접하게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를 위치시킴으로써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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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단계가 엔티티 지도를 동적으로 참고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새로운 버전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해 창출된 새로운 버전의 엔티티 지도를 추가로 포함하며, 스크립트

를 실행하는 단계가 새로운 버전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적절히 실행하도록 새로운 버전의 엔티티 지도를 참고하

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David L. Adkins, Mark R. Adkins, 및 Jeffrey W. Alton 발명자로 2004년 9월 8일 출원된 "컴퓨터화된 사용자

에뮬레이션을 통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와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도구(Software Tool That

Provides for Interacting with Graphical User Interface Objects through Computerized User Emulation)"란 제목의

미국 임시출원 번호 60/608,360호에 관련된 것으로 이로부터 우선권을 주장하며, 이는 전체로써 본원에 참조 통합된다.

본 발명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이행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가 그 장치와 상호작용하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입력 장치를 이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그러한 장치상에서 가동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작동

에서 사용자를 교육하는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도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매일매일 수백만의 사람들의 삶과 접촉한다. 이들은 수많은 중요한 사업과 개인적인 업무 및

기능을 위해 사용된다. 도처에 편재하는 소프트웨어는 이의 늘어난 복잡성과 결부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신속하게 소

프트웨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점점 더 이런 요청은 온라인과 컴퓨터에 기초한 훈련 및 교육을 통해 충족

된다.

소프트웨어 작동에서 사용자 훈련용으로 의도된 전통적인 온라인 및 컴퓨터에 기초한 지침서의 단점들 중의 하나는 일반

적으로 수동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더 높은 수준의 학습을 자극하도록 사용자를 충분한 쌍방향교류(interactivity)에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이-엔드 교육 소프트웨어는 전문적이고 호소력 있는 프리젠테이션을 창출하는 그래픽, 비

디오, 애니메이션 및 음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종종 컨텐트는 실제 직업 성능과의 관련성과 요구되는 사용자 상호작용 둘

모두를 결여한다.

훈련 컨텐트는 대개 브라우저나 다른 외부 애플리케이션에 전달되어, 사용자는 훈련 윈도우와 라이브 애플리케이션(사용

자가 훈련받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앞,뒤 전환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따분하고 혼란스럽고 시간 소모적이고

또한 사용자에게 비효과적일 수 있다.

보다 진보된 형태의 이러한 훈련서는 사용자가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업무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

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모의조작되는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술을 사용한다. 비록 이러한 기술이 덜 상호작용

하는 교육 물질이 가진 단점의 많은 부분을 극복하지만, 생산과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든다. 일단 개시 시뮬레이션이 하나의

특정한 인터페이스에 따라 구축되면, 이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가 변경(사용자 또는 소프트웨어 제작자

에 의해)에 될 때마다 또는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나올 때마다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시뮬레이션된 환경에서 소프

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매 기능 및 성능을 재창출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 및 프로

세스에 대개 국한된다. 그 결과,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에의 투자는 덜 있을 법하며, 회사에 덜 숙련된 고용자를 남기

며, 첨단 기술의 발견과 실험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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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시뮬레이션의 한계에 기인하여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산물의 완전한 성능을 탐구해볼 수 없다. 시뮬레이션된 교

육 산물의 개발자는 그러한 폭의 기능과 성능을 제공하는 시뮬레이션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비용과 어려움에 기인하여 마

찬가지로 이 한계를 극복하는데 장애가 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생산 및 유지하는,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힘을 상호작용 학습의 효과성

과 결합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존재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현재의 기술 상태, 특히 현재 가능한 교육 도구에 의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기술의 문제점과 요구에 반응하여

개발되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선행 기술의 많은 단점을 극복하는 교육 도구를 제공하도록 개발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용자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에뮬레이션된 사용

자 입력을 통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객체(object)와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들 시스템과

방법은 많은 상이한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다. 예컨대, 한 양태에서, 소프트웨어는 본원에 개시된 방법 또는 시스템을 시행

하기 위하여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예,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된 파일로서 또는 CD상에 저장되어) 상에 분배될 수 있

다.

한 양태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내에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개인에게 가르치는 단계적 교육을 포함하는 스크립트를 개

발자가 공식화(formulation)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제공된다. 공식화된 스크립트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그래픽 사

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와 부분적으로 상호작용함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본 발명은 워싱턴 레드몬드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의해 제작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Microsoft® Word)와 같은 다양한 범위의 상이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용될 수 있다.

공식화된 스크립트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제적이고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상단 상에 부분

적 그래픽 오버레이(overlay)를 나타냄으로써 실행된다. 각각의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는 그 업무의 단계를 수행하기 위

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관련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에 입력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사용자에게 나타내는 텍스트,

그래픽, 애니메이션, 또는 비디오를 포함할 수 있다.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는 업무의 단계를 수행하도록 입력이 유도되

어야 하는 관련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를 여전히 볼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오직 일

부분만을 가린다.

각각의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는 밑에 깔린 컴퓨터 프로그램의 임의의 재프로그래밍없이도 객체의 위치에 관계없이 프로

그램의 관련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에 인접하게 위치한다. 한 양태에서, 관련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문의한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는 관련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에 근접하게 위치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아무런 변경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본 발명은 용이하게 시행될 수 있고 광범위의 상이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용될 수 있다. 더욱이, 성가신

프로토콜이나 기준에 따르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하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조자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 본 발명은 이미

존재하거나 본 발명에 의해 액세스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와 상호작용한다.

더 나아가,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교육은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가 실제적이고 시뮬레이션 되지 않은 버전의 컴퓨터 프

로그램 상단에 도시되기 때문에 이전의 교육 방법보다 보다 효과적이다. 사용자가 시뮬레이션된 버전의 컴퓨터 프로그램

에서 훈련을 받을 때, 사용자는 시뮬레이션된 소프트웨어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기 위해 적응해야 하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교육 방법의 효율성을 축소시키고 혼동을 결과시킨다. 본 발명의 시스템

과 방법은 사용자가 업무를 수행할 소프트웨어 상에 업무를 수행하여 제공된 교육의 효율성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한 양태에서 공식화된 스크립트는 사용자를 위해 업무의 단계들을 수행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스크립트는 사용자가 업무

의 단계를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업무의 다음 단계에 관한 교육을 표시하기 전에 정확한 사용자 입력을 기다릴 수 있다.

스크립트는 프로그램의 적어도 하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에 액세스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포함하는 엔

티티 지도(entity map)를 참고하여 공식화된다. 엔티티 지도는 더 나아가 프로그래밍 교육으로의 단순화된 액세스를 위해

각 프로그래밍 교육과 연관된 명칭을 포함할 수 있다. 한 양태에서 개별 프로그래밍 교육은 엔티티 지도로부터 스크립트

내로 직접(하드코드 방식) 혼입될 수 있다. 한 대안적 양태에서, 엔티티 지도는 특정 스크립트에 의해 동적으로 또는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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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고될 수 있다. 엔티티 지도의 동적 참고는 스크립트가 실행될 때, 특정 스크립트가 새로운 버전의 컴퓨터 프로그램

에 적합한 엔티티 지도의 창출에 의해 새로운 버전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개작되도록 가능케 한다. 따라서, 스크립트는

새로운 버전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나올 때 재공식화될 필요가 없다.

스크립트의 실행 동안 사용자 입력은 임의로 모니터링된다. 사용자 입력의 모니터링은 특정 사용자의 기술 수준을 결정하

는데 유용할 수 있다. 특정 사용자에 의해 제공된 입력이 자주 부정확하다면, 이 정보는 어떤 유형의 훈련이 사용자의 기술

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서 로그시 저장될 수 있다. 한 양태에서, 부정확한 입력은 스크립트의 실행 동안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수신되지 않는다. 또 다른 양태에서, 교정 교육이 스크립트의 실행 동안 부정확한 사용자 입력을

제출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교정 교육은 그래픽,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또는 애니메이션을 포함할 수 있다.

한 양태에서, 본 발명은 학습 관리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이나 또는 학습 컨텐트 관리 시스템

(Learning Content Management System; LCMS)을 가지고 이용될 수 있다. LMS와 LCMS 모두는 사용자에게 e-학습

컨텐트를 제시하고 사용법, 성능 및 기술 세트를 추적하는 e-학습 산업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본 발명의 포함

은 교육이 제공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맥 내에서 사용자를 교육하는 컨텐트를 사용자에게 시스템이 제시하는 것을 허

용한다(즉, 사용자는 업무가 본인이 학습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볼 것이다).

예컨대, LMS는 워드 프로세서 내에서 탁송 라벨을 만드는 것에 관한 과업을 포함할 수 있다. LMS는 사용자 자신의 워드

프로세서에서 탁송 라벨의 실제 생산을 보여줄 컨텐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고 키보드 입

력을 보내면서 본 발명을 사용할 것이다. 본 발명은 필요한 정보 또는 교육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임의 비디오 또

는 애니메이션을 임의로 표시하고 임의 음성 또는 다른 멀티미디어 컨텐트를 상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스크립트의 실행

을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는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진짜 데이터이다. 제공된 임의 사용자 입력은 LMS 또는

LCMS에 의해 저장되어 분석 또는 추적을 위해 관리자에게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은 LMS 또는 LCMS,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자 연장 또는 고객맞춤에

혼입된 업무 특이적 작업흐름(workflow)를 수반한다. 이들 작업흐름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특정 단계를 통해

사용자를 안내할 것이다. 본 발명은 작업흐름에 의해 규정된 객체와 상호작용하도록 사용자를 허용할 뿐이다. 예컨대, 본

발명을 이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특정 단추를 누르도록 가르치는 음성 파일을 상연할 수

있다. 스크립트는 또한 활성화된 단추를 가리키는 화살표를 표시하도록 야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본 발명은 사용자

가 컴퓨터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도록 허용하고,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정확한 사용자 입력을 제외한 임의 마우스 클릭을

무시하도록 시스템을 교육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한 양태에서, 사용자가 컴퓨터 프로그램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시험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사

용자 입력을 추적하거나 그리고/또는 사용자가 특정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LMS 또는

LCMS와 결합하여, 검증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및 저장될 수 있다. 예컨대, LMS는 제시된 물질에 대한 사용자의 이

해를 평가하기 위해 수업의 완성 즈음에 시험을 사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시험 질문중의 하나는 사용자에게 업무를 수

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LMS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추적하고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작동을 완성하

였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한 양태를 이용할 것이다. 본 발명은 시험 결과를 LMS에 전하며, 이는 다시 데

이터베이스에 그 결과를 기록할 것이다.

추가 양태에서, 본 발명은 사용자에 의해 정상적으로 수행된 업무가 자동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그러한 양태의

한 예는 컴퓨터 프로그램상에 품질 보증 시험을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일 것이다. 이 예에서, 본 발명은 컴퓨터 프로그램

의 특정 기능이 제대로 실행하는지 여부를 보는 스크립트를 가동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특정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

거나 장애자 또는 불구자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업무의 자동화이다.

본 명세서를 통해 특징, 이점, 또는 유사 언어에 대한 참조는 본 발명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특징 및 이점 모두가 본 발명의

임의 단일 양태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특징 및 이점을 언급하는 언어는 한 양태와 관련하여 기술

된 특정한 특징, 이점, 또는 특색이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양태에 포함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본 명세서를

통해, 특징 및 이점, 그리고 유사 언어의 논의는 동일한 양태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더 나아가, 기술된 본 발명의 특징, 이점 및 특색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양태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다. 관련 기

술 분야의 당업자는 특정 양태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한 특징 또는 이점 없이도 본 발명이 실행될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다른 예에서, 본 발명의 모든 양태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부가적인 특징 및 이점이 특정 양태에서 인식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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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이러한 특징 및 이점과 열거되지 않은 기타 특징 및 이점은 첨부된 청구의 범위 및 뒤따르는 설명 내용으로부터

보다 완전하게 자명해질 것이며, 이하 제시된 본 발명의 실행에 의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실시예

본 발명의 다양한 양태를 도 1 내지 도 16을 참고하여 설명한다. 도면에서 일반적으로 기술되고 예시되었듯이 본 발명의

부재들은 광범위의 형태로 이행될 있다. 즉, 도면에서 대표되는 본 발명의 시스템과 방법의 양태들에 대한 하기의 보다 상

세한 기재내용은 주장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으며, 현재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

태들에 대한 대표적인 예일 뿐이다.

본 명세서에 기재된 많은 기능적 유닛들은 이들의 이행 독립성을 더욱 특히 강조하기 위해서 모듈 또는 성분들로 표지하였

다. 예컨대, 모듈은 고객 VLSI 회로 또는 게이트 어레이, 로직 칩과 같은 규격품의 반도체, 트랜지스터, 또는 기타 독립 성

분들을 포함하는 하드웨어 회로로서 이행될 수 있다. 모듈 또는 성분은 또한 현장 프로그램가능한 게이트 어레이, 프로그

램가능한 어레이 로직, 프로그램가능한 로직 장치 등과 같은 프로그램가능한 하드웨어 장치에서 이행될 수도 있다.

모듈 또는 성분들은 다양한 유형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용 소프트웨어에서 이행될 수도 있다. 실행가능한 코드의 확인된

모듈 또는 성분은 객체, 절차, 또는 기능으로 예컨대 조직될 수 있는 컴퓨터 교육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또는 논리

적 블록을 예컨대 포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모듈 또는 성분의 실행은 물리적으로 함께 위치될 필요가 없

으나 논리적으로 함께 결합될 때 모듈을 포함하며 모듈을 위한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는 상이한 위치에 저장된 이종의 교육

을 포함할 수 있다.

정말로, 실행가능한 코드의 모듈 또는 성분은 단일 교육이거나 복수 교육일 수 있으며, 상이한 프로그램 중에서 및 여러 개

의 메모리 장치를 건너서 여러 개의 상이한 코드 단편 위로 분배될 수조차 있다. 유사하게, 오퍼레이션 데이터는 동일하고

본원에서 모듈 내에 예시될 있으며, 임의 적절한 유형으로 구현되어 임의의 적절한 유형의 데이터 구조 내에 조직될 수 있

다. 오퍼레이션 데이터는 단일 데이터 세트로서 수집될 수 있거나 상이한 저장 장치를 포함하여 상이한 위치로 분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단지 전자 신호로서 존재할 수 있다. 하기에 기술된 방법들 각각과

각 방법의 단계들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이 둘의 조합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이행될 수 있

다.

본 명세서를 통해 "한 양태 또는 하나의 양태(one embodiment)", "양태(an embodiment)" 또는 이와 비슷한 언어는 그 양

태와 관련하여 기술된 특정 특징, 구조 또는 특색에 대한 참고가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양태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즉,

본 명세서를 통해 "하나의 양태에서", "한 양태에서" 표현들, 및 이와 비슷한 언어의 출현은 모두 동일한 양태를 참고할 수

도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더 나아가, 설명된 특징, 구조 또는 특색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양태에서 임의 적합한 방식으로 합해질 수 있다. 하기 설명

에서, 수많은 특정의 세부항목, 예컨대,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모듈, 성분, 사용자 선택, 네트워크 거래, 데이터베이스 질

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이 본 발명의 양태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된다. 그러나, 관련 기술업계의 당

업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세부항목 없이 다른 방법, 성분 등을 가지고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다른 예에서, 잘 알려진 구조, 물질 또는 작동은 본 발명의 일면을 분명치 않게 하는 것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도시하거나 기술하지 않는다.

도 1 내지 도 16은 소프트웨어 도구의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플로우차트 및 시스템의 전형적 양태들을 예시한다. 비

록 본 발명이 하기에 기술되고 도면에 도시된 예시적 양태들을 참고하여 기술되지만, 당업자들은 수많은 상이한 응용 및

양태들로 본 발명이 이행될 수 있으며, 그 응용시 본원에 도시된 특정 양태로 특별히 제한되지 않음을 이해할 것이다.

도 1은 본 본 발명이 발명의 한 양태에 따라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100)과 이의 환경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한다. 시스

템(100)은 중앙 프로세서 유닛(CPU)(110) 및 프로세서(110)와 시스템(100)의 다양한 다른 성분들 사이 교류를 가능케 하

는 버스(111)를 포함한다. 표시 어댑터(116)와, CRT 모니터 또는 LCD 스크린과 같은 표시 장치(118)도 또한 전형적으로

사용된다. 시스템(100)은 데이터를 보유, 저장 및 조작하기 위해서 저장소(114)(예, 하드 드라이브) 및 랜덤 액세스 메모리

(예, RAM)와 같은 일정 유형의 메모리(112)를 보통 사용한다.

시스템(100)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예, 키보드(126), 마우스(127), 또는 기타 입력 장치(128))가 시스템(100)으로 사

용자 입력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어댑터(124)를 전형적으로 포함한다. 사용자 입력 장치(12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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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는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고 데이터를 조작하고 시스템(100)과 달리 작동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다양한 입력 장치

(126, 127, 128)와 사용자가 시스템으로 입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전(집합적으로"입력 장치"로 칭함)은 마우

스, 키보드, 트랙볼, 터치 스크린, 언어 인식 장치, 또는 사용자가 시스템(100)으로 입력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임의 다른

장치 또는 시스템으로 구성될 수 있다.

시스템(100)은 또한 네트워크 또는 온라인 리소스(132)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무선 또는 유선 네트워크 어댑터 또는 모뎀

과 같은 통신 장치(130)를 통해 다른 장치 또는 리소스와 통신할 수도 있다. 시스템(100)은 예컨대, 단거리 네트워크

(LAN) 또는 광역 네트워크(WAN)에서 다른 컴퓨터 또는 장치와 통신할 수도 있다. 시스템(100)은 당업자에게 이해될 바

와 같이, 통신 장치(130)를 경유하여 인터넷 또는 다른 통신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다. 시스템(100)은 개인용 컴퓨터, 워크

스테이션, 휴대용 또는 노트북 컴퓨터, 개인휴대 단말기, 휴대용 전화기, 또는 사용자 입력을 허용하는 기타 다양한 범주의

장치중 하나일 수 있다. 정말로, 사용자 입력을 활용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지닌 임의 장치 또는 시스템은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많은 현대적 연산 장치(100)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사용한다. 이러한 장치(100)는 사용자가 장치(100)에

저장된 데이터 또는 정보를 조작하도록 허용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입력 장치(126, 127, 128)와 표시 장치(118)가 통

상 장치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장치(100)상에 저장되거나 가동되는 데이터 및 프로세스들은 표시 장치(118) 상에

그래픽으로 표시된다. 사용자는 다양한 입력 장치(126, 127, 128)를 조작하여 그래픽으로 표시된 객체를 바꾸거나 상호작

용한다. 사용자가 이들 장치(100)상에 수행한 행위는 적절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어댑터(124)에 의해 수신된 신호로 옮겨

진다. 어댑터(124)는 수신한 신호를 다시 연산 장치(100)에 의해 프로세싱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 메시지로 옮긴다. 수

신된 신호는 연산 장치(100)가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변경하도록 야기함으로써 가시적이고 촉각적인 방식

으로 사용자가 추상적인 데이터와 상호작용하고 변경하도록 허용한다.

본원에 개시된 시스템 및 방법들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광범위의 상이한 유형의 연산 장치(100)와 관련

하여 이행될 수 있다. 예컨대, 연산 장치(100)는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PDA), 노트북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서버, 태블

릿 PC, 또는 무선 전화로서 구현될 수 있다.

도 2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200)의 한 양태를 도시하며, 이는 표시 장치(118) 상에 표현될 수 있다. 표현된 그

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200)는 데스크탑(201)을 포함하며, 이는 사용자에게 볼 수 있는 다양한 그래픽 객체를 포함하는

영역이다. 데스크탑(201)은 별개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또는 기능을 그래픽으로 나타내는 윈도우(202)를 포함한다.

데스크탑(201)과 윈도우(202)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GUI" 객체), 가령 단추(203), 메뉴(204), 메뉴 항목

(205), 텍스트 장(206), 항목 리스트(207), 및 아이콘(208)을 임의로 포함한다. 당업자들은 도 2에 나타낸 것들 이상으로

많은 상이한 유형의 GUI 객체가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200)에 표시된 객체들은 보유되거나 연산 장치(100)에 의해 개시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데

이터, 기능, 및 프로세스들의 시각적 표현물일 뿐이다. 연산 장치(100)는 GUI 객체와 이들이 관련된 실제 데이터 및 프로

세스들 사이에 링크를 유지한다. 이렇게 하기 위한 공통 방법은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 모든 활성 GUI 객체

의 리스트를 유지하고 핸들, 리소스 확인 번호, 또는 다른 참조를 통해 실제 데이터와 관련 GUI 객체를 연결하는 것이다.

당업자들에게는 본원에 기술된 시스템 및 방법이 워싱톤 레드몬드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의해 생산된 마이크로소프트 윈

도우(Microsoft® Windows)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같은 현재 입수가능한 수많은 GUI 시스템과 관련하여 이행될 수 있음

이 자명할 것이다.

하기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될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한 양태는 사용자에게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

타내는 쌍방향 컨텐트를 개발자가 창출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전을 제공한다. 쌍방향 컨텐트는 사용자에게 교육을 제공하

기 위해서 텍스트, 음성, 비디오, 애니메이션, 영상 등을 결합 및 조화시킬 수 있다. 쌍방향 컨텐트는 일어나고 있거나 또는

사용자가 학습하고 있는 실제적이고 시뮬레이션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GUI 객체와 상호작용함을 통해 사용자가 일

어나게 하는 쌍방향 행위와 결합될 수 있다. "쌍방향 컨텐트(interactive content)" 및 "쌍방향 행위(interactive actions)"

는 컴퓨터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자 상호작용을 에뮬레이션하거나 사용자가 그러한 상호작용을 제공하도록 교육하는 컴퓨

터 프로그램으로 보내진 교육들을 포함할 수 있다. 쌍방향 컨텐트 및 쌍방향 행위의 사용을 통해, 컨텐트 개발자는 사용자

의 마우스 커서가 스크린 주변을 움직이고, 메뉴 및 리스트로부터 선택을 행하고, 특정 필드로 키보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리고 가능한 입력 장치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임의 행위를 에뮬레이션하도록 야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의 양태는 컴퓨터 프로그램 내에서 업무의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특정 입력을 제공할 것을 교육하며 업

무의 다음 단계에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기 전에 정확한 사용자 입력을 기다린다. 본 발명은 또한 일어나고 있는 교육을 촉

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컨텐트 개발자가 결정하는 시스템 명령, 프로세스 및 기능을 실행할 수도 있다. 예컨대, 컨텐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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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는 이미 로딩되어 있지 않으면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로딩하기 위해 본 발명을 야기할 수 있다. 편의를 위해, 컨텐트

개발자는 동일 프로세스를 통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로딩하지 않도록 선택할지 모르며, 대신 사용자는 본 발명을 로딩하

기 위해 명령을 단순히 프로세싱할 것이다.

도 3A는 본 발명의 하나의 양태와 관련하여 작동하는 시스템(301), 또는 연산 장치의 블록 다이어그램(300)이다. 예시된

시스템(301)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310)와 다양한 입력 장치(330)를 통해 사용자 입력을 수용하는 입력 대기열

(320)을 포함한다. 하나의 양태에서, 본 발명은 입력 장치(330)로부터 수신된 입력을 모니터링하는 입력 모니터(343)를

포함한다.

스크립트(344)를 사용하여, 본 발명은 시스템(301) 상에서 가동하는 컴퓨터 프로그램(346)의 GUI 객체로 사용자 입력을

시뮬레이션한다. 시뮬레이션된 사용자 입력에 반응하여, 컴퓨터 프로그램(346)은 컴퓨터 프로그램(346) 내에서 업무의 단

계를 수행한다. 컴퓨터 프로그램(346)상의 시뮬레이션된 입력 및/또는 쌍방향 컨텐트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본 발명은 컴퓨터 프로그램(346) 자체 내에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사용자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

대안적 양태에서, 본 발명은 그 업무를 자체로 수행한다기보다는, 시뮬레이션된 사용자 입력 및/또는 쌍방향 컨텐트를 사

용하여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사용자에게 나타낸다. 이러한 양태에서, 입력 모니터(343)는 적절한 사용자 입력이 수

신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적절한 사용자 입력이 수신되었을 때, 사용자는 업무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도록 지시받는

다. 하나의 양태에서, 만약 부정확한 입력이 수신되면, 교정 교육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스크립트(344)는 시뮬레이션된 사용자 입력을 특정 GUI 객체로 어떻게 제공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

엔티티(entities)" 그룹(집합적으로 엔티티 지도(345)로 칭함)에 액세스한다(스크립트(344)가 공식화될 당시, 가동 당시,

또는 둘 모두). 도 3A 및 도 3B 모두에 도시된 엔티티 지도(345)는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346)의 적어도 하나의 GUI 객체

에 액세스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347)을 포함한다.

도 3B에 도시되었듯이, 엔티티 지도(345)의 각 항목은 관련 GUI 객체에 액세스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347)에 대한

편의적 참고를 위해 명칭(349)을 임의로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도 3B에 예시되었듯이, 특정 메뉴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확인(OK)" 단추는 단추가 위치한 윈도우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고 및 단추의 캡션 또는 명령 ID와 더불어

"App.Buttons.OK"라는 명칭에 의해 엔티티 지도에서 확인될 수 있다.

엔티티 지도(345)의 교육(347)은 그렇게 하기 위해 시스템(301)에 의해 제공된 기능 및 방법을 통해 시스템(301)이 객체

의 위치를 정하고 객체에 대한 참고 또는 핸들을 얻기 위해 충분히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하나의 양태에서, 본 발명은 시

스템 핸들 또는 객체의 다른 참고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인코딩으로 GUI 객체의 축소에 의존한다.

이 핸들 또는 참고를 얻음으로써, 시스템(301)은 스크립트(344)가 실행될 때, GUI 객체의 현재 위치와 같이 GUI 객체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질의 받을 수 있다.

명칭(349)의 사용은 임의적인 것으로 이는 엔티티 지도(345)의 각 양태에서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의 양태에서,

명칭(349)의 사용은 한 세트의 스크립트된 명령을 사용하여 특정 GUI 객체에 액세스하는 것을 단순하게 한다. 다른 말로,

엔티티는 프로그래밍 교육(347)이라기 보다는 명칭(349)에 대한 참고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다.

하나의 양태에서,엔티티 지도(345)는 별개의 파일로서 저장된다. 그러나, 당업자들은 엔티티 지도(345)가 반드시 별개의

파일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346)을 이행하는 것과 더불어 컴파일링될 수 있거나, 온라인 또는 네트워크 리소스로부

터 데이터 흐름에 의해 제공될 수 있거나, 또는 "온-더-플라이(on the fly)"에서 창조되어 시스템(301) 내에 GUI 객체의

리스트를 보관하는 이행에 의해 RAM에만 저장될 수조차 있다. 정말로, 임의 수의 공지된 과정 및 방법들이 적당한 엔티티

지도(345)를 이행하도록 이용될 수 있다.

도 4는 사용자 입력을 에뮬레이션하는 교육을 포함하는 스크립트(344)를 프로세싱하는 방법의 한 양태에 대한 플로우차

트(400)이다. 시작(401)에서, 스크립트(344)는 하나의 양태에서 지시(directives), 명령(commands) 및 논평(comments)

으로 파스(parse; 405)한다. 명령은 실행 동안 스크립트(344)에 의해 수행될 기능인 반면 지시는 스크립트(344)를 실행하

기 위한 준비(예컨대, 스크립트(344)로 엔티티 지도(345)를 동적으로 연결하는 것과 같이)이다. 하나의 양태에서, 스크립

트(344)는 헤더를 포함한다. 헤더는 스크립트(344)와 관련하여 어떤 엔티티 지도(345)가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지시이다. 논평은 인간 판독가능한 텍스트이고 스크립트(344)의 프로세싱 동안 무시되거나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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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344)를 파스(405)한 후, 엔티티 지도(345)는 메모리(410)에서 프로세싱되고 로딩되며(도 5 내지 7과 관련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스크립트 명령은 실행된다(415). 스크립트 명령의 실행에 뒤따라 스크립트(344)는 종결된다

(420).

스크립트(344)의 실행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다. 예컨대, 하나의 양태에서, 스크립트(344)는 한 줄씩 판독할 수

있다. 특정 줄은 어떤 엔티티 지도(345)가 액세스되어야 하는지 나타낼 수 있다. 스크립트(344)의 각 줄은 스크립트(344)

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차례로 실행된다(415).

다른 양태에서, 스크립트(344)는 헤더를 파싱하고, 엔티티 지도(345)를 프로세싱하고, 스크립트(344)에 열거된 명령을 실

행하기 위해 필요한 코드를 창출함으로써 프로세싱된다. 그리고나서, 스크립트(344)는 실행가능한 포맷(예컨대, .NET 어

셈블리)으로 컴파일링되고 나서, 저장되거나 실행될 수 있다(415).

당업자들은 스크립트(344)의 파싱(405), 프로세싱(410), 및 실행(415)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많은 상이한 방법으로 실

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도 5는 도 4와 관련하여 보다 일반적 용어로 기술된 엔티티 지도(345)를 프로세싱(410)하는 방법의 한 양태에 대한 더욱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플로우차트(500)이다. 과정이 시작되면(501), 엔티티 지도(345)를 함유하는 파일이 열리고(505)

다음 줄(첫 번째 경우, 첫 줄)이 판독된다(510).

그리고나서, 스크립트(344)의 끝에 도달하였는지 결정한다. 파일의 끝에 다다를 때, 과정은 종결된다(520).

파일의 끝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면, 특정 줄/명령이 엔티티 선언(525)인지를 결정한다(525). 만약 엔티티 선언이라면,

엔티티가 창출될 것이다(530). 이 과정은 스크립트(344)에서 각 줄 마다 되풀이될 것이다. 엔티티가 창출된 후에, 이는 관

련 GUI 객체에 관한 정보를 액세스하거나 얻기 위해서 스크립트(344)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양태에서, 엔티티의 창출은 스크립트(344)가 실행될 때 어떤 미래 지점에서 예시될 클래스 선언(class

declaration)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이 공정은 명령이 실행중일 때 미래 사용을 위해 적합한 방식으로 적절

한 객체의 예시 및 저장을 포함할 수 있거나, 또는 즉시적인 사용을 위해 객체의 창출(530)을 단순히 수반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양태에서, 표준 인터페이스를 이행하고 집합으로 객체를 저장하는 객체가 예시된다. 각 객체는 관련 엔티티와 연관된

GUI 객체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예시된다. 엔티티 집합은 하나의 양태에서 엔티티 명칭에 따라 선회할 수

있다.

또 다른 양태에서, 스크립트(344)는 실행가능한 어셈블리로 전환된다. 이런 양태에서, 엔티티 지도(345) 내 각 엔티티는

고객 클래스 선언이며 어셈블리가 실행될 때 적절하게 명칭이 붙은 객체를 예시할 코드 줄을 더한다.

다시, 당업자들은 본 발명의 도 5와 관련하여 기술된 과정이 상기 확인된 것들 이외의 기술 및 방법을 사용하여 실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도 6은 도 5에서 보다 일반적 명칭으로 기술된 엔티티 창출(530) 방법의 한 양태에 대한 더욱 상세한 기재내용의 플로우차

트(600)이다.

상기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엔티티 지도(345) 내 엔티티는 GUI 객체에 액세스하는데 사용되는 교육(347)을 포함한다. 이

교육은 관련 GUI 객체에 액세스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명칭(349)에 연결될 수 있다. 엔티티 지도(345)가 프로세싱(601)될

때, 지도(345) 내 각 엔티티는 사용가능한 포맷으로 전환된다. 하나의 양태에서, 엔티티의 기본 유형(예, 윈도우, 단추, 툴

바, 또는 메뉴 유형 엔티티)과 그 엔티티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변수들(예, 명칭, 모 객체, 클래스 등)이 결정된다

(605). 하나의 양태에서, 이 정보는 그리고나서 표준 인터페이스를 이행하는 적절한 클래스를 선택하고 그 클래스를 엔티

티용 특정 정보(610)로 예시하는데 사용된다. 그런 다음, 엔티티-창출 공정은 종결된다(620).

다시 한 번, 당업자들은 상기에 기술된 엔티티 창출 공정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많은 상이한 방식의 엔티티 창출의 한

예에 불과함을 이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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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도 6에서 보다 일반적 용어로 기술된 엔티티 창출의 방법의 하나의 양태에 대한 더욱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플로

우차트(700)를 예시한다. 엔티티-창출 공정이 시작(701)된 후, 창출될 엔티티가 윈도우 유형인지 결정한다(710). 만약 그

렇다면, 윈도우 엔티티가 창출된다(715).

창출된 엔티티가 윈도우 엔티티가 아니라면, 창출된 엔티티가 단추 유형인지를 결정한다(720). 만약 그렇다면, 단추 엔티

티가 창출된다(725).

창출될 엔티티가 윈도우 엔티티도 단추 엔티티도 아니라면, 메뉴 유형 엔티티인지를 결정한다(730). 만약 그렇다면, 메뉴

엔티티가 창출된다(735).

예시된 양태에서, 엔티티-창출 공정은 종결된다(740). 당업자들은 이 방법이 많은 상이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

할 것이다. 예컨대, 다른 양태에서, 도 7에 열거된 것들 외의 유형의 엔티티가 적절한 경우 고려되고 창출될 수 있다.

도 8은 GUI 객체를 위해 적절한 시스템 리소스 핸들 또는 참고를 얻는 방법에 대한 하나의 양태를 예시하는 플로우차트

(800)이다. 이 과정이 시작되면(801), 엔티티 지도(345) 내 적절한 엔티티가 발견된다(805). 엔티티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예컨대, 도 3B에 도시된 엔티티 지도(345) 내에서 엔티티에 액세스하기 위한 특정 교육(347)과 관련된 명칭(349)을 찾음

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이어서 찾아야 할 바람직한 GUI 객체를 위한 교육(347)을 검색한다(810). 시스템(301)(도 3A에 도시)은 이어서 시스템

(301)이 GUI 객체를 위해 유지하는 리소스 핸들 또는 다른 참고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하기 위해 시스템(301)에 의해 제

공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질의를 갖는다(815)(예, 시스템(301)에 의해 사용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문의함으로써). 이

어서, 이 과정은 종결되어 관련 GUI 객체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참고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를 요청한 과정에

서 얻은 참고로 돌아간다(820).

도 9는 본 발명의 하나의 양태에 따라 스크립트(344) 내에서 개별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플로우차트(900)이

다. 과정이 시작되면(901), 명령이 확인된다(905). 일반적으로, 확인된 명령은 스크립트(344) 내에서 다음의 축차적 명령

이다.

각 명령은 이에 의해 절차가 수행되는 프로그래밍 객체, 액세스되거나 수행될 객체의 기능/속성, 및 기능/속성에 대한 관련

변수들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첫 단계는 프로그래밍 객체를 얻는 것이다(910). 다음, 객체의 기능/속성을 얻는다(915)

. 그런 다음, 변수(들)을 명령에 존재한다면 얻을 수 있다(920).

그리고나서, 변수(들)는 엔티티를 참고할 것인지 결정한다. 그렇다면, 엔티티는 핸들, 리소스 확인 번호, 또는 관련 엔티티

용 다른 참고를 얻는데(930) 사용된다. 이들 단계에 뒤따라서, 명령이 실행된다(940). 물론, 아무런 엔티티가 참고되지 않

는다면, 명령은 핸들, 리소스 확인 번호, 또는 관련 엔티티용 기타 참고를 얻지 않고서도 실행될 수 있다(940).

이후, 개별 명령의 실행이 종결되고(945) 다른 명령이 상기 약술된 절차에 따라 실행될 수 있거나 또는 스크립트는 스크립

트(344)의 끝에 도달하였다면 종결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당업자들은 상기 기술된 방법 외에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다양

한 방식으로 스크립트(344)를 실행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하나의 양태에 따라 GUI 객체로 마우스 포인터로 특정 명령(예, 마우스.이동)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플로우차트(1000)이다. 도 10의 플로우차트는 명령을 실행하는 특정 이행을 예시하며, 이는 도 9에 보다 일반적으로 예시

되어 있다. 도 10의 목적을 위해, 예시적인 마우스.이동(Mouse.Move) 명령은 특정 GUI 객체를 위해 엔티티 명칭(349)

(예, App.Buttons.OK)을 수용한 다음 마우스 포인터를 그 객체로 이동한다.

과정이 개시되면(1001), 명령 "마우스.이동(App.Buttons.OK)"은 처음 확인되어야 한다(1005). 그리고나서, 객체 "마우스

"가 얻어진다(1010). 다음, 기능/속성인 객체의 "이동"이 얻어진다(1015). 그리고나서, 변수인 "App.Buttons.OK"가 얻어

질 수 있다(1020).

그리고나서, 변수가 특정 엔티티를 참고하는지 결정한다(1025). 변수(들)가 특정 엔티티를 참고하기 때문에, 핸들, 리소스

확인 번호, 또는 관련 엔티티용 기타 참고가 얻어진다(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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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티가 핸들, 리소스 확인 번호, 또는 관련 GUI 객체용 기타 참고(예, "(확인)OK" 단추)를 얻고 나서 시스템(301)을 질의

함으로써(1035)(도 3A에 도시) GUI 객체의 스크린 코디네이트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 후, 명령은 마우스 포인

터를 엔티티에 의해 참고된 특정 GUI 객체로 이동(1040)하기 위해 실행된다. 그런 다음, 관련 명령의 실행은 끝난다

(1045).

상기 과정은 스크립트된 행위가 사용자의 현재 GUI 객체 구성에 관계없이 작용하도록 허용한다. 예컨대, 상기 언급된 단추

를 참고하는 스크립트(344)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에서 단추의 위치에 관계없이 마우스 커서를 단추로 이동시킬

것이다. 이는 스크립트(344)가 단추의 하드-코드 코디네이트를 포함하지 않고 오히려 엔티티 지도(345)를 통해 단추에 대

한 참고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는 컨텐트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에서 고정된 위치 대신에 실제 GUI 객체를 기술

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방향 컨텐트를 창출함에 있어서 엄청난 융통성과 신뢰성을 준다. 이는 사용자가 특정 GUI 객체를 이

동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346)(도 3A에 도시)을 상이한 스크린 해상도에서 가동한다면 GUI 객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에서 고정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GUI 객체를 확실하게 선택하거나 액세스할 수 없기 때

문에 중요하다.

엔티티 지도(345)는 또한 상이한 버전의 컴퓨터 프로그램(346) 상에서 스크립트(344)가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본 발명을 사용하여 단일 스크립트(344)는 두 개의 완전히 상이한 버전의 컴퓨터 프로그램(346)에 대해 유효할 수

있다. 예컨대, 워드 프로세싱 컴퓨터 프로그램(346)의 버전 1에서 인쇄 기능에 액세스하는 메뉴 항목은 파일 풀다운 메뉴

하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 컴퓨터 프로그램(346)의 버전 2에서는 행위(Actions) 풀 다운 메뉴 하에 존재할 수 있

다. 인쇄 메뉴 GUI 객체로 마우스를 이동하고 상응하는 명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를 클릭하는 스크립트(344)는, 스크

립트에 상응하는 버전에 대한 적절한 엔티티 지도(345)가 공급되면 컴퓨터 프로그램(346)의 두 버전 모두에서 유효할 것

이다. 스크립트(344)가 버전 1에 대해서 실행될 때,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버전에 대해 엔티티 지도(345)를 사용하고 파

일 메뉴 하에 인쇄 메뉴 항목을 찾을 것이다. 동일 스크립트(344)가 버전 2에 대해서 실행될 때,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

(346)의 새로운 버전에 대한 엔티티 지도(345)를 사용하고 액션 메뉴 하에 인쇄 메뉴 GUI 객체의 위치를 찾을 것이다.

하나의 양태에서, 본 발명은 또한 모든 사용자 입력을 막거나 여과하거나 또는 달리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입력 장치(330)

상에 훅(hooks)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는 예컨대, 사용자가 수행되는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또는 프로세싱중

인 현재 스크립트(344) 또는 작업흐름에 의해 개시된 변수들 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스템(301)으로 사용자가 입력을 보

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행해질 수 있다. 이들 훅의 창출은 예컨대, 입력 모니터(343)(도 3A에 도시)를 사용하여 시스템

의 밑에 깔린 입력 대기열(320)(도 3A에 도시)로 본 발명이 그 자체를 부과함으로써 수행된다. 이러한 부과는 그러한 입력

훅을 성취하기 위한 시스템(301)에 의해 개시된 기능 및 절차들에 따라 일어난다.

본 발명의 예시적 양태는 오직 일정한 입력만을 허용할 입력 필터의 수립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 입력을 막거나 허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이들 훅을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한다. 예컨대, 작업흐름을 통해 본 발명에 의해 안내

되고 있는 사용자는 툴바로부터 특정 항목을 선택하도록 교육받을 수 있다. 본 발명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200)(도

2에 도시) 상에서 사용자가 마우스 커서를 어디든지 이동하도록 허용하나, 툴바 항목 상에 마우스 클릭을 제외하고는 모든

마우스 클릭을 무시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 모니터(343)는 시스템 입력 대기열(320) 전에 사용자 입력

을 캡춰하기 때문에, 본 발명은 현재 조건 하에 입력이 허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도 11은 사용자 입력을 여과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의 양태에 대한 플로우차트(1100)를 도시한다. 과정이 시작되면(1101),

엔티티가 필터로서 등록되어(1105) GUI 객체 및 바람직한 사용자 입력 유형에 특별히 맞추어진 필터를 활성화시킨다. 그

리고나서, 사용자 입력의 수신 여부(1110)를 결정한다. 입력이 수신될 때, 엔티티 지도(345)는 필터로서 등록된 객체에 대

한 참고 또는 핸들을 얻는데(1120) 사용된다. 시스템(301)(도 3A에 도시)은 그리고나서 GUI 객체의 코디네이트 및 경계

및 이리하여 수용가능한 사용자 입력의 코디네이트 및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질의를 갖는다.

그리고나서 수신 사용자 입력이 엔티티에 의해 정해진 변수 내에 속하는지를 결정한다(1130). 사용자 입력이 부정확하면,

입력은 무시되고(1135) 사용자 입력은 다시 한 번 모니터링된다(1110). 사용자 입력이 정확하다면, 입력에 의해 창출된

신호가 입력 대기열(320)(도 3A에 도시)로 보내지고(1140) 이 절차는 종결된다(1150).

일단 사용자가 적절한 영역을 클릭하거나 기타 적절한 사용자 입력을 제공하면, 스크립트(344)에서 다음 명령이 실행된

다. 이들 필터들을 함께 묶음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346)(도 3A에 도시) 내에서 특정 업무의 특정 단계를 달성하도록 본

발명이 작업흐름을 통해 사용자를 안내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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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업자들은 입력을 모니터링하고 여과하는 능력이 사용자 입력을 기록하고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

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하나의 양태는 부정확한 그리고 정확한 사용자 입력의 빈도를 결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지식과

기술을 시험하고 사정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또 다른 대안은 정책 또는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할당된 직무에 적합한 기

능을 사용자가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입력을 추적하는 것이다.

도 12A 내지 도 12E는 본 발명에 따른 스크립트(344)(도 3A에 도시)의 하나의 양태의 실행을 예시하는 스크린샷(1200a-

e)이다. 예시된 양태에서, 사용자가 교육받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도 3A에 도시)은 워싱톤 레드몬드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제작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Microsoft® Word)이다. 이 예시적 양태는 본 발명을 단순히 예시하는 것일 뿐 제

한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적절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지닌 사실

상 아무런 컴퓨터 프로그램(346)을 가지고 스크립트(344)를 창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346)의 거의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크립트(344)를 창출하고 가동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 12A를 참고하여, 첫 번째 스크린샷(1200a)이 도시되어 있다. 이 스크린샷(1200a)에서, 관련 스크립트(344)가 개시되

었다. 스크립트(344)는 사용자에게 컴퓨터 프로그램(346) 내에서 어떻게 업무(이 경우, 조직도 생성)를 수행할 것인지 가

리키는 단계적 교육을 제공한다. 스크립트(344)는 컴퓨터 프로그램(346)의 실제적이고 시뮬레이션되지 않은 그래픽 사용

자 인터페이스(1203)의 상단에 첫 번째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1201)가 표시되도록 한다. 첫 번째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

이(1201)는 컴퓨터 프로그램(346)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1203)의 오직 일부만을 가려서 사용자가 컴퓨터 프로그

램(346)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1203)의 나머지를 여전히 볼 수 있고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1201)에 의해 가리키

는 프로그램(346)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한다.

도 12A에 도시된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1201)는 사용자에게 "삽입(Insert) 메뉴 클릭할 것"을 나타낸다. 하나의 양태에

서, 삽입 메뉴의 클릭(1205)은 사용자를 위해 또는 대안적으로 사용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이 단계가 사용자에 의해 수

행된다면, 업무의 다음 단계는 사용자가 삽입 항목을 클릭(1205)할 때까지 표시되지 않을 것이다.

상기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하나의 양태에서, 로그는 사용자의 기술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자 입력으로 유지된다.

예컨대, 사용자 입력이 빈번하게 부정확하다면, 이는 사용자가 추가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들 로그는 후

에 사용자의 기술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정 사용자의 기술 수준이 증가하는지, 그대로인지 또는 감소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저장 장치(114) 또는 메모리(112)(도 1에 도시)에 저장될 수 있다. 하나의 양태에서, 부정확한 사용자 입력

은 컴퓨터 프로그램(346)에 도달하는 것으로부터 예방되어 컴퓨터 프로그램(346)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

다.

첫 번째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1201)는 컴퓨터 프로그램(346)의 임의 다른 유형의 변경 또는 소스 코드의 아무런 변경

없이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1205)의 위치에 관계없이 관련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1205)(삽입 메뉴

(1205))에 인접하게 위치한다. 하나의 양태에서, 본 발명은 컴퓨터 프로그램(346)이 가동하는 시스템(301)(도 3A에 도시)

을 질의하고 엔티티 지도(345)를 사용하여 문제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1205)의 위치를 결정한다. 일단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1205)의 위치가 결정되면,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1201)는 적절한 그래픽 사용자 객체(1205)

에 인접하게 위치할 수 있다.

도 12B를 참고하여, 업무의 두 번째 단계를 예시하는 스크린샷(1200b)이 도시되어 있다. 상기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업

무에서 첫 번째 단계는 사용자를 위해 또는 사용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따라서, 삽입 메뉴(1205)의 활성과 연관된 드랍다

운 메뉴(1207)가 표시된다. 두 번째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1209)(업무의 두 번째 단계에 상응)는 삽입 메뉴(1205)를 클

릭함으로써 활성화된 드랍다운 메뉴 상에 "다이어그램(Diagram)..."메뉴 항목(1211)에 인접하게 표시되고 위치한다. 이

단계의 이러한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1209)는 사용자가 "다이어그램...메뉴 항목을 클릭"할 것을 나타낸다.

도 12C를 참고하여, 교정 교육(1208)의 하나의 양태를 예시하는 스크린샷(1200c)이 도시되어 있다. 이 예의 목적상, 도

12C에 예시된 교정 교육(1208)은 두 번째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1209)(도 12B에 도시)에 반응하여 제공된 부정확한 입

력에 반응하여 도시되어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그림(Picture)" 메뉴 항목(1213)을 클릭하면(다이어그램 메뉴 항목

(1211) 대신에), 예시된 교정 교육(1208)이 제공될 수 있다. 예시된 교정 교육(1208)은 사용자에게 "다이어그램..." 메뉴

항목(1211)을 선택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을 나타내기 위해 좌측 마우스 단추를 강조하여 보여주는 마우스 입력 장치의 그

래픽 표시물이다. 물론, 다른 유형의 교정 교육, 예컨대, 경고 신호음,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교육, 비디오 교육, 오디오 설명

도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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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D를 참고하여 업무의 세 번째 단계의 스크린샷(1200d)이 예시되어 있다. 세 번째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1215)가

조직도와 관련된 GUI 객체(1217)에 위치하여 사용자가 그 GUI 객체(1217)를 선택하도록 나타낸다.

도 12E를 참고하여, 업무의 네 번째 단계의 스크린샷(1200e)이 예시되어 있다. 네 번째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1219)는

예시된 확인(OK) 단추와 관련된 GUI 객체(1219)에 인접하게 위치하여 컴퓨터 프로그램(346) 내에서 조직도를 창출하는

업무를 완성하기 위해 사용자가 단추(1219)를 선택하도록 나타낸다.

하나의 양태에서, 엔티티 지도(345)(도 3A에 도시) 및/또는 스크립트(344)(도 3A에 도시)는 스크립트(344)가 실행될 때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1218) 내에서 표시될 텍스트(1219)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GUI 객체를 동적으

로 참고한다. 그러한 절차는 단일 스크립트(344)가 컴퓨터 프로그램(346)(도 3A에 도시)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예, 영어,

스페인어, 또는 프랑스어)로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1218) 내에 텍스트(1219)를 표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

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스크립트(344)는 스크립트(344)가 쓰여진 언어 이외의 언어의 텍스트(1219)를 사용하

여 컴퓨터 프로그램(346)과 관련하여 사용되도록 다시 작성될 필요가 없다.

도 13을 참고하여, 스크립트(344)의 기록에 뒤따라 사용자 출력을 예시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1301)의 스크린샷

(1300)이 도시되어 있다. 하나의 양태에서, 스크립트(344)는 본 발명의 기록 성분이 활성일 동안 컴퓨터 프로그램(346)

내에서 스크립트(344)의 단계들을 수행함으로써 공식화될 수 있다. 예시된 사용자 출력은 그러한 기록 과정 동안 창출된

스크립트(344)의 단계들을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출력은 도 12A-12E에 도시된 스크립트(344)의 단계들을

예시한다. 예시된 바와 같이, 업무의 단계들은 스크립트(344)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다. 대신, 스크립트(344)는 다음 단계

로 진행하기 이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삽입 항목을 사용자가 클릭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스크립트 단계(1303)에 의

해 정확한 사용자 입력을 기다린다.

도 14를 참고하여, 스크립트(344)의 실행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디오 출력(1401)의 스크린샷(1400)이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스크립트(344)는 다재다능하며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 뿐만 아니라 비디오 및 오디오 출력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346)(도 3A에 도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학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재다능성은 특

정 사용자 또는 그룹 사용자를 위해 맞춘 쌍방향 컨텐트를 창출하는 것을 단순하게 만든다.

도 15를 참고하여, 컴퓨터 프로그램(346) 내에서 개인에게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교육하는 방법의 한 양태를 예시

하는 플로우차트(1500)가 도시되어 있다. 이 방법은 많은 상이한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다. 예컨대, 이 방법은 컴팩트 디스

크 또는 DVD와 같이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또는 예컨대 인터넷 또는 단거리 네트워크(LAN)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딩하는 것을 통해 전달 매체에 화체된 데이터 신호 상에 분배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행될 수 있다. 이 방법을

이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또한 컴퓨터 시스템과 함께 하드 드라이브(114) 상에 저장되거나 임베디드(embdeded) 시스

템의 일부분과 같이 하드코드 방식으로 분배될 수도 있다.

엔티티 지도(345)가 창출된다(1501). 상기 지적된 바와 같이, 엔티티 지도는 컴퓨터 프로그램(346)의 특정 GUI 객체에 액

세스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347)을 포함한다. 엔티티 지도(345)는 더 나아가 프로그래밍 교육(347)으로의 단순화된

액세스를 위해 각각의 프로그래밍 교육(347)과 관련된 명칭(349)을 포함할 수 있다. 엔티티 지도(345)는 특정 컴퓨터 프

로그램(346)과 관련된 GUI 객체의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또는 수동으로 창출될 수 있거나, 또는 자동화된 절차와 수동화

된 절차의 조합을 사용하여 창출될 수 있다. 엔티티 지도(345)는 스크립트(344)의 공식화 및 실행 동안 두 경우 모두에 사

용될 수 있다.

상기에서 지적되었듯이, 엔티티 지도(345)는 본원에 개시된 시스템 및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상당한 융통성을 제공한다.

예컨대, 하나의 양태에서, 스크립트는 적절한 버전의 컴퓨터 프로그램(346)과 관련된 엔티티 지도(345)에 스크립트(344)

를 참고함으로써 오래된 버전과 새로운 버전의 컴퓨터 프로그램(346) 상에 사용될 수 있다.

다음, 스크립트(344)는 엔티티 지도(345)를 참고하여 공식화된다(1505). 공식화 과정 동안, 엔티티 지도(345)는 업무의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정 GUI 객체에 어떻게 액세스하고 이를 찾아낼 것인지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양태

에서, 개별 프로그래밍 교육(347)은 엔티티 지도(345)로부터 스크립트(344)로 직접(하드코드식) 혼입될 수 있다. 대안적

양태에서, 엔티티 지도(345)는 특정 스크립트(344)에 의해 동적으로 또는 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다. 엔티티 지도(345)의

동적 참고는 새로운 버전의 컴퓨터 프로그램(346)으로 개작된 엔티티 지도(345)의 창출에 의해 스크립트가 새로운 버전의

컴퓨터 프로그램(346)으로 실행될 때 특정 스크립트(344)의 개작을 가능케 한다. 하나의 양태에서, 스크립트(344)는 실행

될 때 어떤 버전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가동중인지 결정하고 스크립트(344)를 적절히 실행하기 위해 적절한 엔티티 지도

(345)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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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344)의 공식화에 뒤따라, 스크립트(344)가 실행된다(1510). 스크립트(344)는 엔티티 지도(345)로부터 별개의

파일일 수 있거나 또는 엔티티 지도(345)로 혼입될 수 있다. 스크립트(344)의 실행 동안,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이, 스크립트

(344)는 사용자에게 컴퓨터 프로그램(346) 내에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나타낸다. 이는 사용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

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으며, 이는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예, 도 12A에 도시된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1201)) 또는 다른

유형의 교육을 포함할 수 있으며, 또는 업무들 자체를 수행하지 않고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사용자에게 나타냄으로

써 행해질 수 있다. 상기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엔티티 지도(345)로부터의 교육(347)은 스크립트(344) 내로 혼입될 수 있

거나, 또는 대안적으로 엔티티 지도(345)는 스크립트(344)에 의해 동적으로 또는 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다.

스크립트(344)의 실행 동안,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가 표시된다(1515).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는 컴퓨터 프로그램

(346)의 실제적이고 시뮬레이션되지 않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상단에 직접 표시된다. 각각의 부분적 그래픽 오버

레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업무 단계를 수행하도록 야기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입력을 제공하도록 나타낸다. 한 양태에서,

단계가 사용자를 위해 수행된다면, 각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는 다음 단계가 수행되기 전에 사용자가 표시된 부분적 그래

픽 오버레이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속도로 표시될 것이다. 대안적으로, 각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는 사

용자가 지시된 단계를 수행할 때까지 표시될 것이다.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는 컴퓨터 프로그램(346)의 관련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로 입력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사용자에게 나타내는 텍스트, 그래픽, 애니메이션, 또는 비디오를 포함할 수 있다.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는 컴퓨터 프로

그램(346)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오직 일부만을 가리므로, 사용자는 업무의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이 유도되어야

하는 관련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를 여전히 볼 수 있다.

더욱이, 스크립트(344)의 실행 동안,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는 관련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에 인접하게 위치한

다(1520). 이 위치는 컴퓨터 프로그램(346)의 소스 코드에 대한 아무런 변경 없이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의 위

치에 관계없이 일어난다. 상기에 나타내었듯이, 이는 가동 시간 중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

해서 사용중인 시스템(301)을 질의하고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를 적절히 위치시킴으로써 일어날 수 있다. 이 특징의 결

과로써, 사용자는 컴퓨터 프로그램(346) 상에 GUI 객체의 구조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자체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

리하여,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의 사용자 고객맞춤은 이 방법의 성능을 파괴하질 않을 것이다. 더욱이, 사용자는

사용자가 업무를 수행할 구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346)과 상호작용하기 대문에, 사용자는 더욱 쉽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학습할 수 있으며, 즉, 사용자는 컴퓨터 프로그램(346) 내에서 GUI 객체의 상이한 위치에 의해 혼동되지 않을 것이다.

스크립트(344)의 실행 동안 사용자 입력은 임의로 모니터링된다(1525). 이는 도 3A와 관련하여 설명되었듯이 예컨대, 입

력 모니터(343)를 사용하여 이행될 수 있다. 사용자 입력의 모니터링은 특정 사용자의 기술 수준을 결정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하나의 양태에서, 소프트웨어(346)가 부정확한 입력을 수신하는 것이 예방된다(1530). 예컨대, 이는 도 11과 관련하여 기

술된 사용자 입력을 여과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또 다른 양태에서, 스크립트(344)의 실행 동안 부정확한 사용자 입력을 제출한 사용자에게 교정 교육이 제공된다(1535).

교정 교육은 많은 상이한 방식, 가령 도 12C에 도시된 교정 교육(1208), 또는 오디오, 비디오 또는 애니메이션에 의해 실

현될 수 있다.

도 16은 컴퓨터 프로그램(346) 내에서 업무의 단계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개인에게 교육하기 위한 시스템(1600)의

로직 성분들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시된 로직 성분들은 도 1 및 3에 도시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분들을

사용하여 이행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다양한 로직 성분들이 메모리(112) 및/또는 저장 장치(114)에 저

장된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이행되어 CPU(110)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물론, 로직 성분들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둘의

조합으로 이행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로서 이행되면, 각 성분은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성분들과 관련되거나 또

는 독자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별개의 또는 공통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수반할 수 있다. 시

스템(1600)은 단일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반드시 수반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별개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은 엔티티 지도(345a)를 참고하여 스크립트(344)를 공식화하는 스크립트 공식화 성분(1605)을 포함할 수 있다. 상

기 지적된 바와 같이, 엔티티 지도(345a)는 컴퓨터 프로그램(346) 내에서 GUI 객체에 액세스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

(347)을 포함한다. 스크립트 공식화 성분(1605)은 엔티티 지도(345a)에 액세스하여 컴퓨터 프로그램(346) 내에서 특정

GUI 객체에 액세스하기 위하여 스크립트(344) 내에 어떤 명칭(349) 또는 프로그래밍 교육(347)을 포함하거나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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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결정한다. 명칭(349) 또는 프로그래밍 교육(347)은 또한 스크립트 내에서 사용되어 업무의 단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GUI 객체의 위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전에 나타내었듯이, 새로운 버전의 엔티티 지도(345b)는 새로운 버전의 컴

퓨터 소프트웨어(346) 상에 스크립트(344)를 가동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양태에서, 기록 성분(1610)은 스크립트(344)를 공식화하기 위하여 스크립트 공식화 성분(1605)에 의해 사용된다.

기록 성분(1610)이 활성일 동안, 컴퓨터 프로그램(346)으로 유도된 사용자 입력은 캡쳐되어 다음 실행을 위해 기록된다.

기록 성분(1610)의 사용은 스크립트 공식화를 간소하게 한다. 많은 상이한 유형의 스크립트(344)가 컴퓨터 프로그램

(346)의 프로그래밍 절차에 대한 거의 아무런 지식이 없이도 공식화될 수 있다. 단순히 단계들을 수행하고 이를 기록함으

로써, 단계들은 후속 실행을 위해 스크립트(344)로 캡쳐될 수 있다. 하나의 양태에서, 오버레이 내에서 교육을 포함하는 부

분적 그래픽 오버레이(예, 도 12A에 도시된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1201))가 기록 과정 동안 자동으로 창출된다.

스크립트(344)의 공식화에 뒤따라, 스크립트(344)는 스크립트 실행 성분(1615)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스크립트 실행 성

분(1615)은 표시 성분(1620)과 위치 성분(1625)을 포함하며, 임의로 입력 모니터링 성분(1630) 및 교정 교육 성분(1635)

을 포함한다.

실행 동안, 표시 성분(1620)은 컴퓨터 프로그램(346)의 실제적이고 시뮬레이션되지 않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상

단에 직접 적어도 하나의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를 표시한다. 각각의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는 컴퓨터 프로그램(346)이

업무의 단계를 수행하도록 야기하기 위하여 관련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로 입력을 제공하도록 사용자에게 나타낸

다. 실행 성분(1615)은 또한 한 양태에서, 사용자를 위해 업무의 단계들을 수행할 수도 있다.

위치 성분(1625)은 컴퓨터 프로그램(346)의 소스 코드에 대한 아무런 변경 없이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의 위치

에 관계없이 관련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에 인접하게 부분적 그래픽 오버레이를 위치시킨다. 상기에서 지적된 바

와 같이, 이는 본원에 개시된 시스템과 방법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 및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오퍼레이팅 시스

템 상에서 작동하는 컴퓨터 프로그램(346)과 같이 이들 객체에 액세스하기 위한 적절한 기능을 갖는 임의 컴퓨터 프로그

램(346)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

하나의 양태에서, 입력 모니터링 성분(1630)은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입력을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성분

(1630)은 예컨대, 도 3A에 예시된 입력 모니터(343)를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 입력은 컴퓨터 프로그램(346)에 도달하기

이전에 또는 심지어 시스템 입력 대기열(320)(도 3A에 도시) 이전에 캡쳐될 수 있다. 입력 모니터링 성분(1630)은 도 12

의 방법과 관련하여 기술된 바의 부정확한 사용자 입력을 여과하거나 막을 수도 있다.

본 발명의 하나의 양태는 교정 교육 성분(1635)을 포함한다. 교정 교육 성분(1635)은 수신된 사용자 입력을 확인하기 위

해 입력 모니터링 성분(1630)과 교류한다. 만약 수신된 사용자 입력이 부정확하다면, 교정 교육 성분(1635)이 수신되어야

하는 적절한 유형의 입력을 가리키면서 사용자에게 교정 교육(예, 도 12C에 도시된 교정 교육(1208))을 제공할 수 있다.

이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본원에 기술된 프로세스들은 멀티미디어 객체의 공지된 표시 및 관련 방법과 혼합될 수 있다. 이

러한 객체들은 비디오, 애니메이션, 음향, 텍스트, HTML, 및 영상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들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객체를 본원에 기술된 쌍방향 성능과 합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현행 기술 상태에 의해 요구되

는 노동력과 비용 없이도 소프트웨어 산물을 위해 효과적인 쌍방향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창출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기 기술된 배열들은 현재 예시된 발명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시적인 것으로만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은 이

의 정신 또는 본질적 특색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채 다른 특정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기술된 양태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

적인 것으로만 여겨지며 제한적이지 않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기재내용이 아니라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 의

해 표현된다. 청구의 범위의 의미와 등가물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변화가 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예컨대, 상기 기술된 기능 및 능력에 부가하여, 본 발명은 다양한 다른 적용에서 사용하도록 개작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한 양태에서, GUI 객체와 상호작용하는 능력은 최종 사용자에게 나오기 전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적절한 기능성

을 시험하고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양태는 본 발명이 장애자 또는 불구자를 위해 업무를 자동화하도록 허용

할 것이다. 본 발명이 염두에 두고 있는 추가 가능성은 자동화된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인터넷을 통해 또는 기술 지원

공급자로부터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스크립트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에게 기술 및 작업흐름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서의 이의 사용에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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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이 자체의 프로세스 및 메모리 공간 내에서 또는 브라우저 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을 통해 표적 애플리케이션 LMS/LCMS와 관련하여 작동할 수 있다. 이는 본 발명 또는 이의 컨텐트가 학습 또는 도움 시

스템을 가지고, 또는 파일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포함한다.

즉, 본 발명은 본 발명의 가장 실용적이고 바람직한 양태(들)로 현재 여겨지는 것과 관련하여 세심하고 상세하게 상기에서

자세히 기술되었지만, 당업자들에게는 크기, 물질, 형태, 모양, 기능 및 작동 방식, 조립 및 용도에 있어서 변화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수많은 변형이 청구의 범위에 개시된 본 발명의 원칙과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채 만들어질 수

있음이 자명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이점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기에서 간략하게 기술된 본 발명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첨부

도면에 예시된 특정 양태를 참고하여 제공한다.

이들 도면은 본 발명의 전형적인 양태만을 묘사하므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되며, 본 발명은 첨

부 도면을 사용하여 부가적인 구체성과 상세함을 가지고 기술 및 설명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시스템과 이의 환경의 한 양태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예시한다.

도 2는 본 발명이 사용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의 한 양태를 예시한다.

도 3A는 본 발명에 따른 한 양태에 따라 본 발명과 관련하여 작동하는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예시한다.

도 3B는 본 발명의 한 양태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개념적 엔티티 지도의 한 양태를 도시한다.

도 4는 사용자 입력을 에뮬레이션하기 위한 교육을 포함하는 스크립트를 프로세싱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의 한 양태의 플로

우차트를 예시한다.

도 5는 엔티티 지도를 프로세싱하기 위한 방법의 한 양태를 예시하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6은 엔티티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의 한 양태를 예시하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7은 상이한 유형의 엔티티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의 한 양태를 예시하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8은 엔티티를 위해 적절한 시스템 리소스 핸들을 얻기 위한 방법의 한 양태를 예시하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9는 스크립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한 양태를 예시하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10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정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기 위해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방법의 한 양태를 예시하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11은 스크립트의 실행 동안 사용자 입력을 여과하거나 막는 한 양태의 방법의 플로우차트이다.

도 12A-12E는 본 발명의 한 양태를 사용하여 예시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를 예시하는

스크린샷이다.

도 13은 컴퓨터 프로그램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스크립트의 캡쳐된 단계의 한 양태를 예시하는 스크린 샷이다.

도 14는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를 교육하는 방법의 한 양태를 예시하는 스크린 샷이다.

도 15는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교육하는 방법의 한 양태를 예시하는 플로우 다이어그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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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교육하는 방법의 한 양태를 예시하는 로직 블록 다이어그

램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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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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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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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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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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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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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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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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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b

도면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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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d

도면12e

공개특허 10-2007-0061535

- 29 -



도면13

도면14

공개특허 10-2007-0061535

- 30 -



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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