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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의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애플리케이션들, 문서들, 미디어 프리젠테이션들 및 다른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
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이들 기능들은 개발자들로 하여금 운영 체제로부터의 서비스들, 객체 모델 서비스, 또는 다른 시스
템 또는 서비스를 얻을 수 있게 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래픽 객체, 콘텐츠, 포맷팅, 공통 프로그래밍 모델, 공통 마크업 언어, 공통 이벤트 시스템, 공통
특성 정의 시스템, 공통 입력 패러다임, 네스팅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동일한 참조번호가 동일한 특징을 나타내기 위하여 전 도면에서 사용된다.

도 1은 클라이언트가 종래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웹 서비스(Web Service)에 액세스하는 네트워크 아키
텍처를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플랫폼용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3은 다양한 API 함수의 함수 클래스 뿐만 아니라 API에 의해 지원되는 프리젠테이션 서브시스템을 나타내는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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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전부 또는 부분을 실행할 수 있는 예시적인 컴퓨터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5 내지 16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다양한 구현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네트워크 환경

102: 웹 서비스

104: 네트워크

110: 웹 애플리케이션

120: 클라이언트

130: 애플리케이션(들)

132: 프레임워크

140: 공통 언어 스펙 (CLS)

142: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

144: 공통 언어 런타임 (CLR)

200: 프리젠테이션 서브시스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소프트웨어 및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및 컴퓨터 하드웨어에 의해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관한 것이다.

본 명세서에는 Microsoft?? Windows?? 코드명 "Longhorn" 운영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개발 킷(SDK)을 저장하는 3개의
콤팩트 디스크의 세트가 수반된다. SDK는 Microsoft?? Windows?? 코드명 "Longhorn" 운영 시스템에 관한 문서를 포함
한다. 이 3개의 콤팩트 디스크 각각의 복사본이 또한 본 명세서에 수반된다.

3개의 콤팩트 디스크의 세트 중에서 제1 콤팩트 디스크(CD 1)는 2003년 10월 22일에 생성된 "lhsdk"라는 이름의 파일 폴
더를 포함하고, 그 크기는 586 Mbyte이며, 9,692개의 서브 폴더 및 44,292개의 서브 파일을 포함한다. 3개의 콤팩트 디
스크의 세트 중에서 제2 콤팩트 디스크(CD 2)는 2003년 10월 22일에 생성된 "ns"라는 이름의 파일 폴더를 포함하고, 그
크기는 605 Mbyte이며, 12,628개의 서브 폴더 및 44,934개의 서브 파일을 포함한다. 3개의 콤팩트 디스크의 세트 중에서
제3 콤팩트 디스크(CD 3)는 2003년 10월 22일에 생성된 "ns"라는 이름의 파일 폴더를 포함하고, 그 크기는 575 Mbyte이
며, 9,881개의 서브 폴더 및 43,630개의 서브 파일을 포함한다. 3개의 콤팩트 디스크 각각에 들어있는 파일들은
Windows?? 브랜드 운영 시스템(예를 들어, Windows?? NT, Windows?? 98, Windows?? 2000, Windows?? XP 등)을
실행하는 Windows?? 기반 컴퓨팅 디바이스(예를 들어, IBM-PC 또는 이와 동등한 것) 상에서 실행될 수 있다. 3개의 콤
팩트 디스크의 세트 중에서 각각의 콤팩트 디스크 상의 파일들은 여기서 본 발명의 일부로서 포함된다.

3개의 콤팩트 디스크의 세트 중에서 각각의 콤팩트 디스크 그 자체는 CD-R이고, ISO 9660 표준을 따른다. 3개의 콤팩트
디스크의 세트 중에서 각각의 콤팩트 디스크의 내용물은 ASCII(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face)와
호환된다.

아주 초창기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서 분류되었다. 일반
적으로 말하면, 애플리케이션은 수학 방정식을 풀거나 워드 프로세싱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컴퓨터 사용자를 위해 특정 태
스크(task)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운영 시스템은 컴퓨터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이다. 운영 시스템의 목적은 실제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복잡한 것을 숨김과 동시에 컴퓨터 리소스가 애플리케
이션 프로그래머에게 활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운영 시스템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또는 API로 집합적으로 알려진 함수들을 통하여 리소스가 활용가능하
도록 한다. API라는 용어는 또한 이러한 함수들 중 단 하나의 함수를 참조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함수들은 종종 애플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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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프로그래머에게 제공하는 리소스나 서비스에 따라 분류된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개개의 API 함수를 호출함
으로써 리소스를 요청한다. API 함수는 또한 운영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및 메시지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
다시 릴레이되는 수단으로서 사용된다.

하드웨어에서의 변형 이외에도, 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유도하는 또 다른 요인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단순화 및 가속화하고자 하는 욕망이었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기를 죽이는(daunting) 일이며, 수백
만 라인의 코드를 갖는 정교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때로는 수년의 개발 시간이 요구될 수 있다. Microsoft??
Windows?? 운영 시스템의 다양한 버전과 같은 대중적인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개발자들은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천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매년 작성한다. 매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을 지원하기 위
해서는 상호 관련되어 사용가능한 운영 시스템 기반이 요구된다.

종종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운영 시스템을 더 복잡하게 함으로써 더 단순해질 수 있다. 즉, 하나의 함수가 상
이한 몇몇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다면, 수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수십개의 상이한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도록 수십번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보다는, 운영 시스템에 포함되도록 한번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편이 낫다. 이러
한 방식으로, 운영 시스템이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요구되는 광범위한 공통 기능을 지원하게 된다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 및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운영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사이의 라인이 어디에 그려지는 것과 관계없이, 유용한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운
영 시스템과 컴퓨터 하드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사이의 API는 운영 시스템 그 자체의 효율적인 내부 동작 만큼
이나 중요하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개발자들은 다양한 툴(tool)을 사용하여 그래픽 아이템 및 다른 콘텐츠를 생성한다. 부가적인
툴은 표시되거나 렌더링(rendering)될 그래픽 아이템 및 다른 데이터를 배치하는데 활용된다. 이러한 툴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엔티티(entity) 또는 다른 툴 개발자에 의해 생성된다. 결과적으로, 툴은 일정한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하지는 않는
다. 따라서, 이러한 상이한 툴들을 사용하는 개발자는 각각의 툴의 사용법을 배워서 다른 것들과 소통시킬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일들은 지루하고 시간을 소모하는 일이며, 현재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일로부터 시간을 빼앗아갈 수 있다.

지난 몇년간 인터넷 및 네트워크 기술의 보편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대체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시야
(landscape)를 변화시켜 왔다.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LAN을 통하여 제한된 수의 다른 컴퓨터로 접속되는
LAN 기반의 컴퓨터 또는 독립형 데스크톱 컴퓨터를 위한 단일 사이트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했다. 이러한 소
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소프트웨어가 쉬링크 랩 패키지(shrink wrap package)로 시장에 내놓아져 팔리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쉬링크 랩(shrink wrap)" 제품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컴퓨터의 내부 운영 시스템에 접속하도
록 잘 규정된 API를 사용하였다.

인터넷이 발전되어 널리 사용됨에 따라, 산업은 월드 와이드 웹(또는 간단히 "Web") 상의 다양한 사이트에서의 호스팅
(hosting) 애플리케이션의 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네트워크 세상에서는, 어느 곳에서 온 클라이언트라도 다양한 위치에
서 호스팅된 서버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요청을 하여, 순식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웹 애플리케이션은 일
반적으로 독립형 컴퓨팅 머신 또는 로컬 네트워크 컴퓨터를 위해 원래 개발되었던 동일한 운영 시스템 플랫폼을 사용하여
개발되었다. 불행히도, 어떤 환경에서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분산된 컴퓨팅 영역으로 적절히 전달되지 않는다. 내부의
플랫폼은 수적으로 제한없이 상호접속된 컴퓨터를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단순히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인터넷에 의해 만들어지는 분산형 컴퓨팅 환경으로의 전환을 조절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는 ".NET" 프레임워크("
닷넷"으로 읽힘)로 알려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Microsoft?? .NET은 사람, 정보, 시스템 및 장치들
을 연결하는 소프트웨어이다. 플랫폼은 개발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실행될 웹 서비스를 생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역동적인 전환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NET™ 프레임워크용 API 함수의 세트에 의해 이루어졌다.

.NET™ 프레임워크의 사용이 점차 일반화됨에 따라, 플랫폼의 효율 및/또는 성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인식되었다. 본 발
명자들은 이러한 증가된 효율 및/또는 성능을 고려한 API 함수의 고유 세트를 개발하였다.

API와 같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애플리케이션, 문서, 미디어 프리젠테이션 및 다른 콘텐츠를 생성하는 함수를 제공
한다. 이러한 함수들은 개발자로 하여금 운영 시스템, 객체 모델 서비스, 또는 다른 시스템이나 서비스로부터 서비스를 얻
을 수 있도록 한다. 일 실시예에서는, 함수들이 개발자로 하여금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도록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개발자들이 웹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설치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플랫폼용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
스(API)를 설명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API의 일예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의해 개발된 .NET™ 프레임워크와 같은 네트
워크 플랫폼을 사용하는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된다. .NET™ 프레임워크는 분산형 컴퓨팅 환경에서 구현되는 웹 서비
스 및 웹 애플리케이션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이는,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웹 서비스 사이에서 통신하기 위한 공개된 통신 표준을 사용하는 차세대 인터넷 컴퓨팅을 나타낸다.

실시예에 있어서, 네트워크 플랫폼은 데이터를 기술하기 위한 공개된 표준인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사용
한다. XML은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움(W3C)에 의해 관리된다. XML은 웹 페이지 및 비즈니스-투-비즈니스(business-
to-business) 문서 상의 데이터 요소들을 규정하는데 사용된다. XML은 HTML과 유사한 태그 구조(tag structure)를 사
용하지만, HTML은 요소들이 어떻게 표시되는가를 규정하는데 반하여, XML은 요소들이 무엇을 포함하는지를 규정한다.
HTML은 소정의 태그를 사용하지만, XML은 태그가 페이지의 개발자들에 의하여 규정되도록 한다. 따라서, 어떠한 데이
터 아이템이라도 가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 웹 페이지가 데이터베이스 레코드처럼 기능하도록 한다. XML 및

공개특허 10-2005-0039551

- 3 -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와 같은 다른 공개된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 네트워크 플랫폼은 사용자의 필
요에 맞출 수 있는 광범위한 서비스가 통합되도록 한다. 비록 여기서 설명되는 실시예들이 XML과 다른 공개된 표준과 관
련지어 설명되었지만, 이는 본 발명을 동작하는데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동등하게 실행가능한 다른 기술들도 여기서 설명
되는 본 발명들을 구현하는 데에 충분할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바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또는 API라는 용어는 원격 호출{예를 들어, 프록시, 스터브
(stub) 관계} 및 SOAP/XML 호출 뿐만 아니라 방법이나 함수 호출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네임스페이스의 설명에 있어서, 임의의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뉴머레이션(enumeration) 및 델리게이트(delegate)
들에 대한 설명은 공백으로 남아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뉴머레이션 및 델리게이트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상술한 SDK를 저장하는 콤팩트 디스크의 요체(subject matter)로부터 찾을 수 있다.

예시적인 네트워크 환경

도 1은 .NET™ 프레임워크와 같은 네트워크 플랫폼이 구현되는 네트워크 환경(100)을 나타낸다. 네트워크 환경(100)은
대표적인 웹 서비스(102(1),..., 102(N))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웹 서비스는 네트워크(104)(예를 들어, 인터넷)를 통하여
액세스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번호(102)로 일반적으로 참조되는 웹 서비스는, 비록 원격 프로시저 호출(Remote
Procedure Call; RPC), 또는 객체 중개형 기술(object broker type technology)과 같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웹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다른 수단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XML, SOAP,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HTTP(Hypertext Transport Protocol) 및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와 같은 산업 표준 웹 프로토콜인 네
트워크(104)를 통하여 프로그램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콤포넌트이다. 웹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고, 종종 포맷(format)과 메시지의 순서에 따라 정의된다.

웹 서비스(102)는 (통신 링크(106)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은) 다른 서비스 또는 (통신 링크(112 및 114)에 의해 도시된 바
와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110)과 같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직접 액세스될 수 있다. 각각의 웹 서비스(102)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는 하나 이상의 서버를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된다. 위와 같
은 서비스는 요청자에게 다시 되돌려지도록 종종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다. 웹 서비스는 서로 다른 다양
한 서비스들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웹 서비스의 예들에는 로그인 인증(login verification), 통지
(notification), 데이터베이스 저장, 주식 시세(stock quoting), 위치 디렉토리, 맵핑, 음악, 전자 지갑, 달력/스케줄러, 전화
목록, 뉴스 및 정보, 게임, 티켓팅(ticketing) 등이 포함된다. 웹 서비스는 지적인 상호작용 경험(intelligent interactive
experience)을 만들기 위해 서로 그리고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결합될 수 있다.

네트워크 환경(100)은 또한 (통신 링크(122)로 도시된 바와 같은) 웹 서비스(102) 및/또는 (통신 링크(124, 126 및 128)
로 도시된 바와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110)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클라이언트 장치(120(1), 120(2), 120(3), 120(4),...,
120(M))를 포함한다. 클라이언트(120(3))와 클라이언트(120(4)) 사이의 예시적인 XML 링크(130)에 의하여 도시된 바와
같이, 또한 클라이언트는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서로 통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번호(120)로 참조되는 클라이언트 장치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가능한 클라이언트 구현예에
는 휴대용 컴퓨터, 고정 컴퓨터, 태블릿 PC, 텔레비전/셋톱 박스, 무선 통신 장치, PDA, 게임 콘솔, 프린터, 복사기 및 다른
스마트 장치들이 제한없이 포함된다.

웹 애플리케이션(110)은 네트워크 플랫폼 상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된 애플리케이션이고, 클라이언트(120)로부터의 요청
을 처리하여 서비스하는 경우 웹 서비스(102)를 사용할 수 있다. 웹 애플리케이션(110)은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132) 상
에서 동작하는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130)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하나 이
상의 서버(134) 또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실행된다. 웹 애플리케이션(110)의 일부가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120)
상에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웹 애플리케이션(110)은 실제로 태스크를 달성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120) 상의 다른
소프트웨어와 결합될 수 있다.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132)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 의해 개발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조이다. 본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함으로써, 다중 언어 개발 및 일정한 통합을 허용한다. 또한, 본 프레임워크는 SOAP와
같은 공개된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내부의 운영 시스템 및 객체 모델 서비스를 포함한다. 아울러, 본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하여 견실하고 안전한 실행 환경을 제공하며, 보안 및 통합된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프레임워크(132)는 API 레이어(142), 공통 언어 런타임(CLR) 레이어(144) 및 운영 시스템/서비스 레이어(146)를 포함하
는 다층(multi-tiered) 아키텍처이다. 이러한 레이어로 이루어진 아키텍처는 프레임워크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
면서도 다양한 레이어로의 업데이트 및 변형을 가능케 한다. 공통 언어 스펙(CLS)(140)은 다양한 언어의 설계자들로 하여
금 내부의 라이브러리 함수에 액세스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스펙(140)은 언어의 상호동작성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설계자 및 언어 설계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기능한다. CLS를 고수함으로써, 하
나의 언어로 작성된 라이브러리가 다른 언어로 작성된 코드 모듈에 직접 액세스될 수 있어,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코드 모
듈과 다른 언어로 작성된 코드 모듈 사이를 일정하게 통합할 수 있게 된다. CLS의 구체적인 구현예는 ECMA TC39/TG3
의 참석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ECMA 표준으로 설명된다. 독자는 ECMA 웹 사이트인 www.ecma.ch에 액세스할 수 있다.

API 레이어(142)는, 애플리케이션(130)이 레이어(146)에 의해 제공된 리소스 및 서비스에 접속하도록 호출할 수 있는 함
수 그룹을 나타낸다. 네트워크 플랫폼에 대하여 API 함수들을 노출시킴으로써, 네트워크 리소스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
는지 또는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할 필요없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네트워크 리소스 및 다
른 웹 서비스를 완전히 사용하는 분산형 컴퓨팅 시스템용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웹 애플리케이션은 임
의의 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될 수 있고, 공통 언어 런타임(144)에 의해 지원되는 중간 언어로 번역될 수 있으며, 공
통 언어 스펙(140)의 일부로서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API 레이어(142)는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들에게 다
양한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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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레임워크(132)는, 프레임워크를 호스팅(hosting)하는 서버(134)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실행되는 원격 애플리케이
션에 의해 호출되는 API 호출을 지원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120(3) 및 (120(M))에 각각 존재하는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148(1) 및 148(2))은 네트워크(104)를 통하여 API 레이어(142)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호출하여 API 함
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

프레임워크는 또한 클라이언트에서 구현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120(3))는, 프레임워크(150)가 클라이언트에서 구현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서버 기반 프레임워크(132)와 동일하거나, 클라이언트 목적을 위해 수정될 수 있
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셀룰러 전화, PDA, 휴대용 컴퓨터 또는 다른 통신/컴퓨팅 장치와 같은 제한되거나 전용의 기능 장
치인 경우에도 클라이언트 기반 프레임워크는 압축될 수 있다.

개발자의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

도 2는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132)를 더 상세하게 나타낸 것이다. 공통 언어 스펙(common language specification;
CLS) 층(140)은 다양한 언어들{130(1), 130(2), 130(3), 130(4),..., 130(K)}로 기록된 애플리케이션들을 지원한다. 이러
한 애플리케이션 언어들은 Visual Basic, C++, C#, COBOL, Jscript, Perl, Eiffel, Python 등을 포함한다. 공통 언어 스
펙(140)은 다양한 언어들로 하여금 통신가능하게 하는 특징들에 관한 특징들 또는 규칙들의 서브셋을 지정한다. 예를 들
어, 일부 언어들은 그렇지 않다면 공통 언어 실행에 의해 지원될지도 모르는 소정의 형태(예를 들어, "int*" 형태)를 지원하
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서, 공통 언어 스펙(140)은 그 형태를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에, 모든 또는 대부분의 언어들(예를
들어, "int[]" 형태)에 의해 지원되는 형태들은 공통 언어 스펙(140)에 포함되어서, 라이브러리 개발자들은 그것을 자유롭
게 사용하고 그 언어들이 그것을 다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결국 이러한 통신 능력으로 인해 하나의 언어로 기록된 코드 모
듈들과 다른 언어로 기록된 코드 모듈들간의 무결절성 통합(seamless integration)이 이루어진다. 특히 상이한 언어들은
특정 작업들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언어들간의 무결절성 통합은 개발자로 하여금 상이한 언어들로 기록된 모듈들을 이용
하여 특정 코드 모듈을 사용하는 능력을 갖는 특정 코드 모듈에 대한 특정 언어를 선택가능하게 한다. 공통 언어 실행(144)
은 교차 언어 전승(cross language inheritance)으로 무결절성 다중-언어 개발을 허용하며, 다중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대
한 견고하고 안전한 실행 환경을 제공한다. 공통 언어 스펙(140) 및 공통 언어 실행(144) 상의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
다중 언어 컴파일링을 위한 방법 및 시스템(2000년 6월 21일 출원, 출원번호 09/598,105)" 및 "통합 데이터형 시스템 및
방법(2000년 7월 10일 출원, 출원번호 09/613,289)"으로 명명된 두 개의 출원을 참조하면 된다.

프레임워크(132)는 운영 시스템(146(1))(예를 들어, Windows?? 운영 시스템) 및 객체 모델 서비스(146(2))(예를 들어,
컴포넌트 객체 모델(Component Object Model; COM) 및 분산형 COM(Distributed COM))를 인캡슐레이팅
(encapsulating)한다. 운영 시스템(146(1))은 파일 관리, 통지, 이벤트 처리, 사용자 인터페이스(예를 들어, 윈도우잉, 메
뉴, 다이얼로그 등), 보안, 인증, 검증과 같은 통상적인 기능들, 프로세스들 및 쓰레드(thread)들, 메모리 관리 등을 제공한
다. 객체 모델 서비스(146(2))는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객체들과의 인터페이싱을 제공한다. API층(142)
으로 이루어지는 호출은 운영 시스템(146(1)) 및/또는 객체 모델 서비스(146(2))에 의해 로컬 실행을 위한 공통 언어 실행
층(144)으로 전달된다.

API(142)는 API 기능들을 다중 네임스페이스들로 분류한다. 본질적으로, 네임스페이스들은 클래스들, 인터페이스들, 델
리게이트(delegate)들, 이뉴머레이션(enumeration)들, 및 스트럭쳐(structure)들의 집합을 정의하는데, 이들은 총괄하여
관련된 기능성의 특정 세트를 제공하는 "types"라고 명명된다. 클래스는 기준 지정 시맨틱스(reference assignment
semantics)를 갖는 관리 힙 할당 데이터(managed heap allocated data)를 나타낸다. 델리게이트는 객체 지향 기능 포인
터이다. 이뉴머레이션은 명명된 상수들을 표현하는 특별한 종류의 가치 형태이다. 스트럭쳐는 가치 지정 시맨틱스를 갖는
정적 할당 데이터를 나타낸다. 인터페이스는 다른 형태들이 구현할 수 있는 계약을 정의한다.

네임스페이스들을 이용함으로써, 설계자는 한 세트의 형태들을 계층적 네임스페이스로 구성할 수 있다. 설계자는 그 세트
의 형태들로부터 다중 그룹들을 생성할 수 있는데, 각각의 그룹은 관련된 기능성을 논리적으로 노출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형태를 포함한다. 예시적인 실시에서, API(142)는 세 개의 루트 네임스페이스들을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도 2에서는 단지
세 개의 루트 네임스페이스들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API(142)에 루트 네임스페이스들을 더 추가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
다. 세 개의 루트 네임스페이스들은, 프리젠테이션 서브시스템(사용자 인터페이스 쉘을 위한 네임스페이스(202) 포함)을
위한 제1 네임스페이스(200), 웹 서비스를 위한 제2 네임스페이스(204), 및 파일 시스템을 위한 제3 네임스페이스(206)로
서, API(142)에 나타내었다. 그 후, 각 그룹은 네임이 지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리젠테이션 서브시스템 네임스페이스
(200)의 형태들은 네임이 "Windows"로 지정될 수 있고, 파일 시스템 네임스페이스(206)의 형태들은 네임이 "Storage"로
지정될 수 있다. 네임이 지정된 그룹들은 전체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와 같은 시스템 레벨 API를 위한 단일의 "글로벌 루트"
네임스페이스 하에서 구성될 수 있다. 최상 레벨 식별기를 선택하고 프리픽싱(prefix)함으로써, 각 그룹의 형태들은 그 형
태를 포함하는 그룹의 네임에 프리픽싱되고 선택된 최상 레벨 식별기를 포함하는 계층적 네임에 의해 용이하게 인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일 시스템 네임스페이스(206)의 형태들은 계층적 네임 "System.Storage"를 이용하여 인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에서, 개별적인 네임스페이스들(200, 204, 206)은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의 주요한 분기(branch)들이 되고, 지
명(designation)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개별적인 네임스페이스들은 "System." 프리픽스와 같은 지명기(designator)
로 프리픽싱된다.

프리젠테이션 서브시스템 네임스페이스(200)는 프로그래밍 및 컨텐트 개발에 속한다. 이는 애플리케이션들, 문서들, 미디
어 프리젠테이션들 및 다른 컨텐트를 생성가능하게 하는 형태들을 공급한다. 예를 들어, 프리젠테이션 서브시스템 네임스
페이스(200)는 개발자들로 하여금 운영 시스템(146(1)) 및/또는 객체 모델 서비스들(146(2))로부터 서비스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한다.

쉘 네임스페이스(202)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에 속한다. 이는 개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인터
페이스 기능을 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들을 공급한다.

웹 서비스 네임스페이스(204)는, 예를 들어, 인트라넷 상에서 일대일로 동작하는 채팅(chatting)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단
순한 애플리케이션들, 및/또는 수백만의 사용자들을 위한 확장형 웹 서비스와 같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들과 같은 아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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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에 속한다. 상술한 하부구조는, 특수 솔루션의 복
잡성에 적합한 부분들만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게도 꽤 가변적이다. 하부구조는 다양한 스케일 및 복잡성
을 갖는 메시지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하부구조 또는 프레임워크는 기본 메시징(messaging),
보안 메시징, 신뢰성 메시징 및 트랜잭팅(transacted) 메시징을 위한 API들을 제공한다. 하기의 실시예에서, 관련된 API들
은, 효용성, 유용성, 확장성 및 개선성(versionability)의 균형을 맞추도록 신중하고 정성들인 방식에 의해, 네임스페이스
들의 계층으로 팩토링(factoring)된다.

파일 시스템 네임스페이스(206)는 저장에 속한다. 이는 정보 저장 및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들을 공급한다.

프레임워크(132)에 추가하여, 프로그래밍 도구(210)들이 웹 서비스 및/또는 애플리케이션들 구축시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프로그래밍 도구(210)들의 한 예로서는 Microsoft Corporation에 의해 제공되는 프러그래밍 도구들의
다중-언어 수트(suite)인 Visual StudioTM이 있다.

루트 API 네임스페이스들

도 3은 프리젠테이션 서브시스템(200)의 부분을 더 상세하게 나타낸다. 일 실시예에서, 네임스페이스들은 네임들의 스트
링들이 주기들을 가지면서 연결되는 계층적 네이밍 규정에 따라서 식별된다. 예를 들어, 프리젠테이션 서브시스템 네임스
페이스(200)는 루트 네임 "System.Windows"에 의해 식별된다. "System.Windows" 네임스페이스 내에는
"System.Windows.Controls.Primitives"로 알려진 프리미티브(primitive)들을 위한 다른 네임 스페이스를 식별하는
"System.Windows.Controls"로 식별되는 다양한 제어들을 위한 다른 네임스페이스가 있다. 이러한 네이밍 규정을 염두에
두고, 다른 네이밍 규정들이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사용될 수 있더라도, 이하에서는 API(142)의 선택된 네임스페이스들의
일반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리젠테이션 서브시스템(200)은 다중 네임스페이스들을 포함한다. 도 3에 나타낸 네임스페이
스들은 프리젠테이션 서브시스템(200)의 특정 실시예를 표현한다. 프리젠테이션 서브시스템(200)의 다른 실시예들은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추가적인 네임 스페이스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도 3에 나타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네임스페이스들을
생략할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 서브시스템(200)은 API(142)의 많은 프리젠테이션 기능성에 대한 루트 네임스페이스이다. 제어 네임스페
이스(310)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래스들과 같은 정보의
디스플레이를 구축하는데 사용되는 제어들을 포함한다. 예시적인 제어들로서, 디스플레이 상에 버튼을 생성시키는
"Button", 디스플레이 상에 라디오-스타일 버튼을 생성시키는 "RadioButton", 디스플레이 상에 메뉴를 생성시키는
"Menu", 디스플레이 상에 툴바를 생성시키는 "ToolBar", 디스플레이 상에 영상을 발생시키는 "Image" 및 정보의 계층적
시각을 생성시키는 "TreeView"를 포함한다.

다중 요소들을 네스팅(nesting) 및 배열시킴으로써, 임의의 제어들이 생성된다. 제어들은 제어들을 생성시키는데 사용되
는 요소들을 숨기는 논리적 모델을 가지며, 이로 인하여 프로그래밍 모델을 단순화시킨다. 제어들은 (예를 들어, 사용자 인
터페이스 버튼들의 양상 및 거동을 맞춤으로써) 개발자 또는 사용자에 의해 스타일에 맞춰지고 테마를 얻을 수 있다. 일부
제어들은 한 개인이 개별적인 제어들의 스타일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주소지정 요소들을 갖는다. 또한, 제어들은 애플리
케이션 개발자들 및 요소 개발자들에 의해 서브-클래스화되고 확장될 수 있다. 제어들은 그들이 특정 인터페이스 또는 다
른 디스플레이의 요구 조건에 적응하도록 리사이징(resize)될 수 있는 벡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제어들은, 예
를 들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양방향 느낌을 강화하고 액션 및 반응을 나타내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제어 네임스페이스(310)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패널들을 포함하는데, 이들 패널들은 그 자식들(예를 들어, 중첩된 요소
들)을 측정하고 배열하는 제어들이다. 예를 들어, "DockPanel" 패널은 각 자식을 디스플레이의 상측, 좌측, 하측 또는 우측
으로 도킹(docking)함으로써 자식들을 배열하고, 남는 공간에는 다른 데이터를 채워넣는다. 특정 패널은 디스플레이의 상
측에 메뉴들 및 툴바들을, 디스플레이의 하측에 상태바를, 디스플레이의 좌측에 폴더 리스트를 도킹할 수 있으며, 나머지
공간에는 메시지들의 리스트를 채워 넣는다.

상술한 바와 같이, System.Windows.Controls.Primitives는 System.Windows.Controls 네임스페이스의 제어들의 개발
자들 및 그들 자신의 제어들을 생성시키는 개발자들에 의해 대개 사용되는 요소들인 다중 제어들을 포함하는 네임스페이
스이다. 이러한 요소들의 예들은 "Thumb and RepeatButton"을 포함한다. 다른 요소인 "ScrollBar"는 네 개의 반복 버튼
들("라인 업"용 하나, "라인 다운"용 하나, "페이지 업"용 하나, 및 "페이지 다운"용 하나) 및 문서에서 현재의 뷰를 다른 위
치로 끌기 위한 "Thumb"을 사용하여 생성된다. 다른 예에서, "ScrollViewer"는 두 개의 "ScrollBars" 및 스크롤 가능한 영
역을 제공하는 한 개의 "ScrollArea"를 사용하여 생성된 제어이다.

다음의 리스트는 System.Windows.Controls 네임스페이스에 의해 노출된 클래스들의 예시를 포함한다. 이러한 클래스들
은 사용자로 하여금,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과 다양한 입력 및 출력 능력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디스플레이 능력을 통하
여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한다.

ㆍAccessKey - AccessKey는 캐릭터를 랩(wrap)하는 FrameworkElement 요소이며, 키보드 니모닉(keyboard
mnemonic)으로서 캐릭터를 표시하는 키보드 큐 장식(keyboard cue decoration)을 수신하는 것을 가리킨다. 디폴트에
의해, 키보드 큐 장식은 언더라인이다.

ㆍAudio - 오디오 요소.

ㆍBorder - 가장자리, 배경, 또는 다른 요소의 양 주변을 그린다.

ㆍButton - 본래부터 Click 이벤트와 반응하는 표준 버튼 요소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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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Canvas - 사용자가 Canvas 영역과 관련된 좌표에 의해 그 내부에서 자식 요소들을 명확하게 위치결정할 수 있는 영역
을 정의한다.

ㆍCheckBox - CheckBox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참/거짓과 같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CheckBox는 사용자로 하여
금 옵션들의 리스트로부터 선택가능하게 한다. CheckBox 제어들은 사용자가 옵션들의 조합을 선택하게 한다.

ㆍCheckedChangedEventArgs - 이러한 CheckedChangedEventArgs 클래스는 CheckedChangedEvent 이벤트에 관
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ㆍCheckStateChangedEventArgs - 이러한 CheckStateChangedEventArgs 클래스는 CheckStateChangedEvent 이벤
트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ㆍClickEventArgs - Click 이벤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ㆍColumnStyle - 교환가능한 ColumnStyle 객체를 나타낸다.

ㆍColumnStyles - 교환가능한 요소들의 집합인 교환가능한 패턴 IList 객체

ㆍComboBox - ComboBox 제어

ㆍComboBoxItem - ComboBox 내부의 선택가능한 아이템을 구현하는 제어

ㆍContactPickerDialog - 사용자로 하여금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컨택들을 선택가능하게 한다.

ㆍContactPropertyRequest - 애플리케이션으로 하여금 ContactPickerDialog 를 통하여 컨택 특성에 관한 정보를 요청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클래스는 전승될 수 없다.

ㆍContactPropertyRequestCollection - ContactPropertyRequest 객체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ㆍContactSelection - Microsoft?? Windows?? File System, 코드-명명된 "WinFS" 또는 Microsoft Active Directory?
渶觀壙? 선택된 컨택에 관한 정보.

ㆍContactSelectionCollection - ContactSelection 객체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ㆍContactTextBox - 지원하는 선택 컨택들 또는 컨택들의 특성들을 지원하는 편집 제어.

ㆍContactTextBoxSelectionChangedEventArgs - ContactTextBoxSelectionChanged이벤트에 관한 인자(argument)
들.

ㆍContactTextBoxTextChangedEventArgs - ContactTextBoxTextChanged 이벤트에 관한 인자들.

ㆍContactTextBoxTextResolvedEventArgs - TextResolvedToContact 이벤트에 관한 인자들.

ㆍContentChangedEventArgs - ContentChangedEvent 이벤트에 관한 인자들.

ㆍContentControl - 단일 컨텐트로 모든 제어들을 위한 기본 클래스.

ㆍContentPresenter - 컨텐트가 추가될 제어의 비주얼 트리(visual tree)(크롬 템플릿)의 장소를 표시하기 위하여 컨텐트
제어의 스타일 내에서 ContentPresenter가 사용된다.

ㆍContextMenu - 사용자들이 호출하는 선택 메뉴를 정의하는 제어.

ㆍContextMenuEventArgs - ContextMenuEvent 상으로 송신된 데이터.

ㆍControl - 모든 사용자-대화형 요소들을 위한 기본 클래스를 나타낸다. 이러한 클래스는 그 서브클래스들의 특성들의
기본 세트를 제공한다.

ㆍDecorator - Border와 같은 단일 자식 요소 상으로 또는 그 주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위한 기본 클래스.

ㆍDockPanel - 당신이 그 내부에서 자식 요소들을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서로 관련되게 배열할 수 있는 영역을 정의한다.

ㆍDragDeltaEventArgs - 이러한 DragDeltaEventArgs 클래스는 DragDeltaEvent 이벤트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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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FixedPanel - FixedPanel은 페이지화(pagination)를 위해 고정 페이지들을 포함하기 위하여 고정 형식 문서에서 사용
되는 루트 요소이다. FixedPanel은 페이지화된 컨텐트를 한번에 한 페이지씩 또는 스크롤가능한 스택의 페이지들로 디스
플레이한다.

ㆍFlowPanel - FlowPanel은 단일 라인의 길이를 초과하는 컨텐트를 정지, 랩 및 정렬하는데 사용된다. FlowPanel은 컨
테이너의 컨텐트의 플로우, 예시를 위한 Text가 단일 라인의 길이를 초과할 것 같은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라인-정지 및
정렬 특성들을 제공한다.

ㆍFrame - 다른 마크업 트리(markup tree)의 컨텐트들을 로딩할 수 있는 영역.

ㆍGenerator - Generator는 GeneratorFactory의 감독하에 작업하면서 ItemsControl을 대신하여 UI를 발생시키는 객
체이다.

ㆍGeneratorFactory - GeneratorFactory는 ItemsControl을 대신하여 UI를 발생시키는 책임이 있다. 이는 제어의
ItemsCollection(평평해진 뷰)의 아이템들과 대응 UIElement들간의 관계를 유지한다. 제어의 아이템-컨테이너는 UI를
실제로 발생시키는 Generator를 위한 팩토리(factory)를 요청할 수 있다.

ㆍGridPanel - 컬럼들 및 로우들을 구성하는 그리드 영역을 정의한다.

ㆍHeaderItemsControl - 다중 아이템들을 포함하고 헤더를 갖는 모든 제어들을 위한 기본 클래스.

ㆍHorizontalScrollBar - 수평 스크롤바 클래스.

ㆍHorizontalSlider - 수평 슬라이더 클래스.

ㆍHyperLink - HyperLink 클래스는 네비게이션 제어를 구현한다. 디폴트 프리젠터는 TextPresenter이다.

ㆍImage - 문서의 영상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용이한 방식을 제공한다.

ㆍIncludeContactEventArgs - ContactPickerDialog.IncludeContact 이벤트의 처리기들로 전달된 인자들.

ㆍItemCollection - 제어 내에서 개별적인 아이템들의 집합을 유지한다. 집합 컨텐트들을 교환가능하게 하고, 그 컨텐트들
에 관한 데이터를 취득가능하게 하는 방법들 및 특성들을 제공한다.

ㆍItemsChangedEventArgs - ItemsChanged 이벤트는 아이템들의 집합이 변한 것을 레이아웃들에게 알리는
GeneratorFactory에 의해 제기된다.

ㆍItemsControl - 다중 자식들을 갖는 모든 제어들을 위한 기본 클래스.

ㆍItemsView - ItemsView는 ItemCollection의 평평해진 뷰를 제공한다.

ㆍKeyboardNavigation - KeyboardNavigation 클래스는 집중가능한 제어들간의 논리적(Tab) 및 방향성(화살표) 네비
게이션 방법들을 제공한다.

ㆍListBox - 선택가능한 아이템들 리스트를 구현하는 제어.

ㆍListItem - ListBox 내에서 선택가능한 아이템을 구현하는 제어.

ㆍMenu - 사용자들이 호출하는 선택들의 메뉴를 정의하는 제어.

ㆍMenuItem - Menu의 자식 아이템. MenuItem들은 명령어들을 호출하도록 선택될 수 있다. MenuItem들은 분리기들일
수 있다. MenuItem들은 서브메뉴들을 위한 헤더들일 수 있다. MenuItem들은 검사되거나 검사되지 않을 수 있다.

ㆍPageViewer - 페이지화 제어, 툴바 및 페이지바 제어를 포함하는 문서-뷰잉 복합 제어를 나타낸다.

ㆍPaginationCompleteEventArgs - PaginationCompleteEvent를 위한 이벤트 인자들.

ㆍPaginationProgressEventArgs - PaginationProgressEvent를 위한 이벤트 인자들.

ㆍPane - 새로운 윈도우의 시작없이 마크업 언어(예를 들어, "XAML")의 윈도우 특성들을 정의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ㆍPanel - 모든 Panel 요소들을 위한 기본 클래스를 제공한다. 도출된 구체적인 클래스를 사용하여, Panel 요소를 예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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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RadioButton - 참 혹은 거짓의 두 가지 상태를 갖는 선택 버튼을 실행한다.

ㆍRadioButtonList - 이 제어는 RadioButton을 위한 그룹핑 제어의 역할을 하고 RadioButton의 상호 배타성을 처리하는
부분이다. RadioButtonList는 Selector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RadioButtonList는 실질적으로 단일 선택 모드 Selector이
고 (Selector로부터의) 선택의 사상은 그것이 그룹핑하는 RadioButton의 체크된 속성에 대해 입력 해제된다.

ㆍRowStyle - 가변 패턴 가변 요소이다.

ㆍRowStyles - 가변 요소의 집합인 가변 패턴 IList 오브젝트이다.

ㆍScrollChangeEventArgs - 스크롤 상태에서의 변화를 기술한다.

ㆍScrollViewer -

ㆍSelectedItemsCollection - Selector 내의 선택된 아이템에 대한 컨테이너(container)이다.

ㆍSelectionChangedEventArgs - 선택 변화 이벤트를 처리하는 입력이다.

ㆍSimpleText - 가볍고, 여러 줄이며,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나리오에서의 사용을 위한 단일 포맷 텍스트 요소이다.
Simple Text는 Text와 같은 여러 포맷 속성들을 공개하고 종종 어느 정도의 다기능성을 희생하여 성능 이득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다.

ㆍStyleSelector - app 기록자가 커스텀 스타일의 선택 논리를 제공하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면, 컨텐트로서 클래스 Bug
로, Pri1 버그에 대해 특정 스타일을 사용하고, Pri2 버그에 대해 다른 스타일을 사용한다. 애플리케이션 기록자는 도출된
선택기 클래스 내의 SelectStyle 방법을 오버라이드할 수 있고, ContentPresenter 클래스 상의 StyleSelector 속성에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할당한다.

ㆍText - 다양한 포맷들의 Text의 렌더링을 가능케 하는 Text 제어를 나타낸다. Text는 애플리케이션 UI 내에서 가장
잘 사용된다; 보다 진보된 텍스트 시나리오들은 TextPanel의 추가적인 특징 집합으로부터 이로움을 얻는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텍스트 지원이 요구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Text는 그 가벼운 비중과 속성의 범위로 인해 바람직한 요소이다.

ㆍTextBox - 텍스트 입력을 허용하는 편집 가능 영역을 제공하는 제어를 나타낸다.

ㆍTextChangedEventArgs - 이 클래스는 Text.Range.SetText()에 의해 제기된 이벤트들에 연관되는
RoutedEventArgs의 유형을 나타낸다.

ㆍTextPanel - 포맷, 크기 및 그림 텍스트이다. 이는 여러 줄의 텍스트 및 다양한 텍스트 포맷들을 지원한다.

ㆍToolTip - 사용자가 제어할 때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제어이다.

ㆍToolTipEventArgs - ToolTipEvent 상에 전송되는 데이터이다.

ㆍTransformDecorator - 자식을 포함하고 그에 대해 특정 변환을 적용한다. TransformDecorator는 변환 후에 자식이
Decorator의 공간에 정확히 맞고 최대의 영역을 사용하도록 그 국부적인(변환 전의) 좌표 내에서 자식을 측정하고 배열하
는 논리를 실행한다.

ㆍUIElementCollection - UIElementCollection는 UIElement의 정렬된 집합이다.

ㆍValueChangedEventArgs - ValueChangedEvent 이벤트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ㆍVerticalScrollBar - 수직 스크롤바 클래스.

ㆍVerticalSlider - 수직 슬라이더 클래스.

ㆍVideo - 현재의 사용자 좌표 시스템 내에서 특정 직사각형 내의 스트리밍 비디오 또는 오디오 파일을 재생한다.

ㆍVisibleChangedEventArgs - 이 클래스는 VisibleChangedEvent 이벤트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System.Windows.Controls 네임스페이스는 또한 다양한 서술들을 포함한다. System.Windows.Controls 네임스페이스
과 연관된 예시적인 서술들은 하기의 리스트와 같다.

ㆍCharacterCase - 텍스트가 타이핑될 때 TextBox 내의 문자들의 경우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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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CheckState - 체크되어 있거나, 체크되어 있지 않거나,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설정될 수 있는 체크 박스와 같은 제어 상
태를 특정한다.

ㆍClickMode - Click 이벤트가 발해져야 할 때를 특정한다.

ㆍContactControlPropertyPosition - 컨택의 속성의 위치 및 디스플레이를 제어한다.

ㆍContactPickerDialogLayout - ContactPickerDialog이 선택된 속성들을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을 특정한다.

ㆍContactPropertyCategory - 속성이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값들을 가질 때 어떤 값이 디폴트 값으로서 선택될 지를 특
정한다. 예를 들면, 만약 ContactPickerDialog로부터 전화번호 속성을 요구하는 때에 "Work"가 바람직한 카테고리로서
특정되고, 사용자가 직장과 가정 전화번호 모두에 대한 컨택을 선택한다면, 직장 전화번호가 디폴트 선택으로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가정 전화번호를 선택하기 위하여 UI를 이용할 수 있다.

ㆍContactPropertyType - ContactPickerDialog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컨택의 속성을 특정한다.

ㆍContactType - ContactPickerDialog 내에서 디스플레이할 컨택 유형을 특정한다.

ㆍDirection - GeneratorFactory와 생성기가 UI를 생성하는 방향을 특정하는 생성기에 의해 사용된다.

ㆍDock - DockPanel 내의 자식 요소의 Dock 위치를 특정한다.

ㆍGeneratorStatus - 이 목록은 그 상태를 지시하기 위해 GeneratorFactory에 의해 사용된다.

ㆍKeyNavigationMode - TabNavigation 속성의 유형은 컨테이너가 Tab 네비게이션이 일어날 때 포커스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특정한다.

ㆍMenuItemBehavior - MenuItem이 가질 수 있는 서로 다른 동작들을 정의한다.

ㆍMenuItemType - MenuItem의 서로 다른 위치 유형들을 정의한다.

ㆍOrientation - 슬라이더 오리엔테이션 유형.

ㆍPageViewerFit - 페이지들이 PageViewer의 클라이언트 영역 내로 맞추어지는 방법을 선택한다.

ㆍPageViewerMode - 드롭다운 모드 내에서 반영되는 현재의 PageViewer 모드를 선택한다.

ㆍScrollerVisibility - 스크롤바의 가시성 동작을 정의한다.

ㆍSelectionMode - ListBox를 위한 선택 동작을 특정한다.

"위치"는 System.Windows.Controls 네임스페이스과 연관된 예시적인 구조이다. Generator의 사용자는 이 구조를 사용
하는 위치들을 기술한다. 예를 들면: 아이템 목록의 시작으로부터 전방 생성을 시작하기 위해, 위치 (-1, 0) 및 전방 방향을
정한다. 목록의 끝으로부터 후방 생성을 시작하기 위해, 위치 (-1, 0) 및 후방 방향을 정한다. 인덱스 k를 갖는 요소 후에
아이템을 생성하기 위해, 위치 (k, 0)을 정하고 전방 방향을 정한다.

하기의 목록은 System.Windows.Controls 네임스페이스과 연관된 예시적인 델리게이트(delegate)을 포함한다.

ㆍCheckedChangedEventHandler - CheckedChangedEventHandler 이벤트의 처리기(handler)에 의해 사용된다.

ㆍCheckStateChangedEventHandler - CheckStateChangedEventHandler 이벤트의 처리기에 의해 사용된다.

ㆍClickEventHandler - Click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들을 나타낸다.

ㆍContactTextBoxSelectionChangedEventHandler - ContactTextBoxSelectionChanged 이벤트를 위한 델리게이트
처리기이다.

ㆍContactTextBoxTextChangedEventHandler - ContactTextBoxTextChanged 이벤트를 위한 델리게이트 처리기이
다.

ㆍContactTextBoxTextResolvedEventHandler - TextResolvedToContact 이벤트를 위한 델리게이트 처리기이다.

ㆍContentChangedDelegate - ContentChangedEvent를 위한 델리게이트이다.

공개특허 10-2005-0039551

- 10 -



ㆍContextMenuEventHandler - ContextMenuEvent를 처리하기 위한 소환(callback) 유형이다.

ㆍDragDeltaEventHandler - DragDeltaEvent 이벤트의 처리기들에 의해 사용된다.

ㆍIncludeContactEventHandler - ContactPickerDialog.IncludeContact 이벤트를 위한 처리기이다.

ㆍItemsChangedEventHandler - ItemsChangedEventArgs를 수신하는 처리기들을 위한 사용을 위한 델리게이트이다.

ㆍOpenedEventHandler - ContactPickerDialog.Opened 이벤트를 위한 처리기이다.

ㆍPaginationCompleteDelegate - PaginationCompleteEvent를 위한 델리게이트이다.

ㆍPaginationProgressDelegate - PaginationProgressEvent를 위한 델리게이트이다.

ㆍScrollChangeEventHandler - ScrollChangeEvent 이벤트의 처리기들에 의해 사용된다.

ㆍSelectionChangedEventHandler - SelectionChangedEvent를 처리하기 위한 델리게이트 유형이다.

ㆍTextChangedEventHandler - TextChangedEventArgs를 수신하는 처리기들을 위한 사용을 위한 델리게이트이다.

ㆍToolTipEventHandler - ToolTipEvent를 처리하기 위한 소환 유형이다.

ㆍValueChangedEventHandler - ValueChangedEvent 이벤트의 처리기들에 의해 사용된다.

ㆍVisibleChangedEventHandler - VisibleChangedEvent 이벤트의 처리기들에 의해 사용된다.

또다른 네임스페이스, System.Windows.Controls.Atoms는 시스템의 부(副) 네임스페이스가다.
System.Windows.Controls.Atoms는 연관된 제어들, 이벤트 인수들 및 이벤트 처리기들을 포함한다. 하기의 목록은
System.Windows.Controls.Atoms 네임스페이스과 연관된 예시적인 클래스들을 포함한다.

ㆍPageBar - 스크롤 가능한 페이지 매김 제어를 나타낸다.

ㆍPageElement - 페이지 매겨진 컨텐트의 특정 페이지를 렌더링한다. 렌더링될 페이지는 PageSource 속성에 의해 특정
된다.

ㆍPageHoveredEventArgs - 마우스 포인터가 돌아다니는 곳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ㆍPageScrolledEventArgs - PageScrolledEvent에 속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ㆍPageSelectedEventArgs - 새로운 행/열 범위 선택이 행해질 때 발해진다.

ㆍPageSelector -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될 페이지들의 행/열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ㆍPageSource - 페이지가 매겨질 컨텐트의 소스를 식별한다. 또한 페이지가 매겨질 컨텐트를 포맷화하기 위한 속성 및
방법을 제공한다.

하기의 목록은 System.Windows.Controls.Atoms 네임스페이스과 연관된 예시적인 델리게이트들을 포함한다.

ㆍPageHoveredEventHandler - PageHoveredEvent 이벤트의 처리기들에 의해 사용된다.

ㆍPageScrolledEventHandler - PageHovered 이벤트의 처리기들에 의해 사용된다.

ㆍPageSelectedEventHandler - PageSelectedEvent 이벤트의 처리기들에 의해 사용된다.

System.Windows.Controls.Primitives 네임스페이스는 System.Windows.Controls 네임스페이스의 또다른 부 네임스페
이스가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원시적인 부 네임스페이스는 다른 보다 복잡한 제어들에 의해 원시적인 것으로서 사
용되도록 의도된 제어들을 포함한다.

ㆍButtonBase - 유도된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될 때, 관련된 이벤트 및 속성을 정의하고, 관련된 입력 이벤트를 위한 처
리기를 제공한다.

ㆍPopup - 컨텐트를 포함하는 플라이아웃(fly-out) 윈도우를 생성하는 제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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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RangeBase - 특정 범위를 갖는 요소들을 위한 기본 클래스를 나타낸다. 그러한 요소의 예는 스크롤바 및 진행바이다.
이 클래스는 관련된 이벤트 및 속성을 정의하고, 이벤트를 위한 처리기들을 제공한다.

ㆍRepeatButton - RepeatButton 제어는 Click 이벤트가 일어나는 때의 의미론을 반복하는 것을 더하여 준다.

ㆍScrollArea - 스크롤링을 위한 효과적인 요소이다. ScrollArea는 그것이 클리핑하는 컨텐트를 포함하고, 컨텐트의 오프
셋 및 정도를 공개하도록 속성을 제공한다. ScrollArea는 또한 스크롤링이 프로그램적으로 유도되거나 키보드 또는 마우
스휠을 통하여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디폴트 입력 처리를 제공한다.

ㆍScrollBar - ScrollBar 클래스이다.

ㆍSelector - 자식들로부터 아이템을 선택하는 제어들의 기본 클래스이다.

ㆍSlider - Slider 클래스이다.

ㆍThumb - Thumb 제어는 스크롤바 및 윈도우 크기 조정 부품을 위한 기본 드래그-이동 기능을 가능케 한다.

"IEnsureVisible"은 System.Windows.Controls.Primitive 네임스페이스과 연관된 예시적인 인터페이스이다.
IEnsureVisible는 자식 비쥬얼(visual)을 뷰(view)로 스크롤링/이동하도록 비쥬얼 상에서 구현된다.

하기의 목록은 System.Windows.Controls.Primitive 네임스페이스과 연관된 예시적인 열거들을 포함한다.

ㆍArrowButtonStates -

ㆍCloseModeType - 다양한 마우스 이벤트들에 대해 팝업이 동작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ㆍPart - 스크롤바를 보강하는 제어들의 의미론적 사용을 지시하도록 사용된다.

ㆍPartStates - 스크롤바 파트 상태이다.

ㆍPlacementType - 팝업이 스크린 상의 어디에 배치되어야 하는지를 기술한다.

ㆍSizeBoxStates -

문서 네임스페이스(312)는 풍부하게 포맷화되고 의미론적으로 풍부한 문서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미론 및 포맷 요
소의 집합이다. 일 실시예에서, "요소"는 요소의 체계("나무"로 언급됨)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클래스이다. 이러
한 요소들은 상호 작용적일 수 있고(예를 들면, 키보드, 마우스 또는 다른 입력 장치를 통해 사용자 입력을 수신함), 이미지
또는 오브젝트를 렌더링할 수 있으며, 다른 요소들의 배열을 지원할 수 있다. 예시적인 요소들은 일반적인 블록을 구현하
는 "Block" 요소, 테이블의 몸체를 포함하는 컨텐트를 나타내는 "Body" 요소, 테이블 내에 테이블 데이터를 포함하는
"Cell" 요소, 테이블의 헤더에 포함된 컨텐트를 나타내는 "Header" 요소, 및 여러 페이지들에 걸친 컨텐트를 끊기 위해 사
용되는 "PageBreak" 요소를 포함한다.

하기의 목록은 System.Windows.Documents 네임스페이스에 의해 공개되는 예시적인 클래스들을 포함한다.

ㆍAdaptiveMetricsContext - 적응형 플로우 포맷 문서를 위한 루트 요소를 제공한다. 일단 자식 패널이
AdaptiveMetricsContext 요소 내에 인캡슐레이팅되면, 패널의 컨텐트는 해독 측정 엔진(Reading Metrics Engine;
RME)에 의해 처리된다. 자식 패널의 크기는 최적의 폰트 크기 및 라인 높이는 물론 임의의 열의 숫자 및 크기를 계산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ㆍBlock - 디폴트 렌더링 동작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적인 블록 요소를 구현한다.

ㆍBlockElement - 모든 블록 요소들을 위한 기본 클래스를 구현한다.

ㆍBody - 테이블 요소의 몸체를 포함하는 컨텐트를 나타낸다.

ㆍBold - 인라인(Inline)으로부터 유도된 Bold 요소를 구현한다.

ㆍBreakRecord - 페이지 끊김에 걸쳐 페이지화된 컨텐트를 포맷화하는 것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저장한다. 이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음으로써 페이지 매김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추상적 클래스이다.

ㆍCell - 테이블 내의 테이블 데이터를 포함한다. 셀 요소들은 행 내에 포함된다.

ㆍCellCollection - 테이블 셀들의 정렬된 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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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Column - 열 요소는 GridPanel 또는 Table의 컨텐츠를 할당하기 위해 사용된다.

ㆍColumnCollection - 열의 정렬된 집합이다.

ㆍColumnResult - 열의 뷰 관련된 정보를 나타낸다.

ㆍContainerParagraphResult - 다른 Paragraph 객체들만을 포함하는 Paragraph 객체를 위한 계산된 레이아웃 파라미
터로의 액세스를 제공한다.

ㆍContentPosition - 문단(paragraph) 내의 내용의 위치를 나타낸다. 이 클래스로부터 상속함으로써, 연관된 내용의 위치
를 기술할 수 있다. 이는 추상적 클래스이다.

ㆍDocument - Document 클래스의 목적은 둘러싼 UI "크롬(chrome)"으로부터 문서의 내용을 디커플링시키는 것이다. "
디커플링(Decoupling)"은 문서를 입안(authoring)할 때 그것의 UI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커미팅(committing)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Document 클래스는 문서 내용, 전형적으로 TextPanel 또는 FixedPanel 및 그것의 자식들를 보유
한다. 비주얼 트리(디폴트로, PageViewer에 의한)는 WPP 제어 스타일링 메커니즘을 통하여 그것의 요소와 연관된다.

ㆍDocumentPage - 페이지 매김(pagination)되는 문서의 페이지와 연관되는 제어를 위한 레이아웃 정보를 나타낸다. 이
클래스로부터 상속함으로서, 이 제어를 위한 레이아웃 정보를 기술할 수 있다. 이것은 추상적 클래스이다.

ㆍDocumentPageParagraphResult - 페이지 매김에 의하여 영향받는 객체를 위한 계산된 레이아웃 파라미터로의 액세스
를 제공한다.

ㆍFindEngine - 찾기 알고리즘(find algorithm)을 위한 기본 클래스.

ㆍFindEngineFactory - 찾기 알고리즘 Factory.

ㆍFixedPage - 고정 포맷 레이아웃 문서 내의 단일 페이지의 내용으로의 액세스를 제공한다.

ㆍFooter - Table 요소의 풋터(footer)를 구성하는 내용을 나타낸다.

ㆍHeader - Table 요소의 헤더를 구성하는 내용을 나타낸다.

ㆍHeading - 표제(heading)로서의 텍스트를 렌더링하는 블록 레벨 요소를 구현한다.

ㆍHyphenationDictionary - 응용 내에서 하이픈 사용(hyphenation) 지원을 제공할 목적의 사전을 나타낸다. 인라인 사전
과 외부 사전으로의 참조 양쪽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인라인 사전은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며, 외부 사전에서의 엔트리
(entry) 전에 적용될 것이다.

ㆍHyphenator - Hyphenator 객체는 HyphenationDictionary 내의 하이픈 사용 데이터로의 참조를 유지하며, 또한 하이
픈 사용을 수행한다.

ㆍInline - 어떠한 디폴트 렌더링 행위도 포함하지 않는 제너릭 인라인 요소(generic Inline element)를 구현한다.

ㆍInlineElement - 모든 인라인 요소를 위한 기본 클래스로서 제너릭 인라인 요소를 구현한다.

ㆍItalic - 인라인으로부터 파생된 Italic 요소를 구현한다.

ㆍLineBreak - 라인 단절(line break)을 강제하는 마크업 요소(markup element)를 나타낸다.

ㆍLineResult - 한 라인의 텍스트의 계산된 정보로의 액세스를 제공한다.

ㆍList - List 요소를 구현한다. List는 굵은 점(bullets)이나 번호매김(numbering)과 같은 마커(marker)로 포맷팅되도록
설계되는 블록 레벨 요소이다.

ㆍListElementItem - 굵은 점이나 번호매김과 같은 마커를 지원하는 ListElementItem을 나타낸다.

ㆍNote - HTML에서의 note 요소와 유사한 Note 요소를 나타낸다.

ㆍPageBreak - 다양한 페이지에 걸치는 내용을 단절하는 데에 사용되는 마크업 요소를 나타낸다.

ㆍPageDescriber - 페이지 매김되는 레이아웃을 생성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PageDescriber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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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Paragraph - 문단에서 텍스트를 렌더링하는 데에 사용되는 블록 레벨 요소를 구현한다. 렌더링 행위는 HTML에서의
문단 요소의 것과 유사하다.

ㆍParagraphResult - Paragraph 객체를 위한 계산된 레이아웃 파라미터로의 액세스를 제공한다.

ㆍRow - GridPanel 또는 Table 요소 내의 행을 정의한다.

ㆍRowCollection - 정렬된 Row의 집합을 나타낸다.

ㆍRowGroup - Table 또는 GridPanel에서의 행의 그룹에 대한 특성 디폴트를 지정한다.

ㆍSelection - 제너릭 컨테이너 요소(generic container element)를 구현한다. 렌더링 행위는 HTML에서의 div 요소와
유사하다.

ㆍSmallCaps - 인라인 SmallCaps 요소를 구현한다. SmallCaps는 표제 등에서 강조를 위한 작은 대문자 버전의 문자로서
렌더링하는 인쇄체 형태(typographic form)이다.

ㆍSubscript - Subscript 요소를 나타낸다. Subscript 문자는 다른 문자의 바로 밑, 왼쪽 밑 또는 오른쪽 밑에 쓰여진다.

ㆍSuperscript - Superscript 요소를 나타낸다. Superscript 문자는 다른 문자의 바로 위, 왼쪽 위 또는 오른쪽 위에 쓰여
진다.

ㆍTable - 복잡한 데이터를 마크업 언어(예를 들어, "XAML")를 사용하여 표 형태로 표시하는 데에 사용된다.

ㆍTextArray - 텍스트 액세스 및 조작을 위한 기본 API.

ㆍTextChangedEventArgs - TextArray가 변경될 때 송신되는 이벤트 매개변수(event arguments)를 정의한다.

ㆍTextElement - TextTree를 위한 TextRange 편의를 제공한다. 이것은 고정된 종료 지점을 갖는 불변의, 연속적인
TextRange이다. 이것은 ContentElement Input, Focus 및 Eventing 지원을 제공한다. 이것은 또한 DependencyObject
특성 지원을 제공한다.

ㆍTextNavigator - 이것은 텍스트 내용을 열거(emunerating)할 수 있다. 이동가능한 TextPosition을 구현한다. 이것은
텍스트 런(text run)에 의하여 이동하거나 텍스트에서의 알려진 위치에 위치될 수 있다.

ㆍTextParagraphResult - 부유 객체(floated object) 및 수치를 포함하는, 텍스트를 위한 계산된 레이아웃 파라미터로의
액세스를 제공한다.

ㆍTextPosition - TextArray에서 소정의 위치를 나타내는 객체이다. 텍스트에서의 한 위치를 나타내는 소형의 객체는 텍
스트가 변할 때 자동적으로 위치를 유지한다. 비교 연산자는 동일한 TextArray(동일한 Context) 내의 위치에만 적용가능
하다. TextPosition은 정적이거나 이동가능하다. IsChanged 특성은 위치의 종류를 알려준다.

ㆍTextRange - 특성을 가진 0개 이상의 서브 범위의 제너릭 연관을 제공하는 추상적 클래스이다. 서브 범위 조작은 파생
클래스 상에서 정의된다.

ㆍTextRangeMovable - 이동가능한 TextRange를 위한 추상적 클래스이다. 이것은 TextUnits에 기초하여 시작 및 종료
지점을 이동하는 능력을 추가한다.

ㆍTextTreeChangedEventArgs - TestArray가 변화될 때 송신되는 이벤트 매개변수를 정의한다.

ㆍTextTreeDumper - 패키징 이슈로 인하여 공용인 트리 테스트 클래스이다.

ㆍTextTreeNavigator - TextTree에서의 소정의 이동가능한 위치를 나타낸다. 이것은 TextTree에서만의 사용을 위한
TextNavigator의 특정 구현이다.

ㆍTextTreePosition - TextTree에서의 소정의 불변 위치를 나타내는 객체이다. 이것은 TextTree에서만의 사용을 위한
TextPosition의 특정 구현이다.

ㆍTextTreeRange - TextTree를 위한 TestRange 편의를 제공한다. 이것은 이동가능한 종료 지점을 갖는 불변의, 연속
적인 TextRange이다.

ㆍTextTreeContentEnumerator - TextTreeRange의 직접 밑에 있는 객체 자식에 대한 열거기.

ㆍTextUnit - 텍스트 네비게이션의 확장가능한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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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TextUnits - TextPosition 및 TextRange를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되는 텍스트 유닛.

ㆍTypography - OpenType 인쇄체 특성의 풍부한 세트로의 액세스를 제공한다.

ㆍUIElementParagraphResult - 전체가 UIElement로 구성되는 문단을 위한 ParagraphResult. Floaters, Figures 및 임
베딩된 블록 레벨 UIElement를 위하여 사용된다.

ㆍUnderline - InlineElement로부터 파생된 Underline 요소를 구현한다.

아래 목록은 System.Windows.Documents 네임스페이스와 연관되는 예시적인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ㆍIDocumentContentHost - 호스트의 자식이 호스트에게 내용이 변하는 때를 통지할 수 있도록 내용 호스트상에 인터페
이스를 구현한다.

ㆍIDocumentFormatter - 페이지 매김과 같은 문서 특징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소상에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다.

ㆍITextDocumentResult - 문서에 대한 열 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ㆍITextParagraphResult - 텍스트 및 텍스트 문단에 대한 정보의 위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아래 목록은 System.Windows.Documents 네임스페이스와 연관되는 예시적인 열거를 포함한다.

ㆍElementEdge - TextPosition이 위치되는 객체의 에지(edge)를 식별한다.

ㆍFindAdvancedOptions - FindAlgorithm(검색 초기화) 및 TextRangeMovable/TextSelection(단순 검색 실행) 클래스
에 의하여 사용되는 고급 검색 옵션.

ㆍFindOptions - TextBox.Find 메쏘드에 의하여 사용되는 단순 검색 옵션.

ㆍLogicalDirection - 텍스트에서의 이동을 위한 논리적 방향을 정의한다. 이것은 또한 내용이 TextPosition에서 삽입될
때 TextPosition이 이동할 곳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ㆍTextArrayRunType - LogicalDirection을 고려하여, TextPosition이 위치되는 런을 식별한다.

ㆍTextChangeOptions - CanChangeText에 대한 가능한 텍스트 변화.

ㆍTextMoveOptions - 네비게이션을 중단하는 조건을 지정함으로써 TextNavigator의 이동을 제어한다.

아래 목록은 System.Windows.Documents 네임스페이스와 연관되는 예시적인 델리게이트를 포함한다.

ㆍObjectCloneDelegate - TextArray의 일부가 복사되거나 이동될 때 DepencencyObject의 클론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콜백 메쏘드(Callback method).

ㆍTextChangedEventHandler - TextChangedEventHandler 대표자는, 내용이 TextTree에 추가되거나 TextTree로
부터 제거될 때마다 TextChangedEventArgs와 함께 호출된다.

모양 네임스페이스(shape namespace; 314)는 화상 및 객체를 생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벡터 그래픽 요소의 집합이다. 벡
터 그래픽 요소의 사용은 요소가 특정 인터페이스 또는 표시 장치의 요구에 맞게 용이하게 리사이징되도록 한다. 아래 목
록은 System.Windows.Shapes 네임스페이스에 의하여 진열되는 예시적인 클래스를 포함한다.

ㆍEllipse - 타원을 그린다.

ㆍGlyphs - "XAML"과 같은 마크업 언어에서 도안(glyph) 모양을 나타낸다. Glyphs는 폰트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다.

ㆍLine - 두 지점사이에 직선을 그린다.

ㆍPath - 일련의 연결된 선 및 곡선을 그린다.

ㆍPolygon - 다각형(폐쇄된 모양을 형성하는 연결된 일련의 선)을 그린다.

ㆍPolyline - 일련의 연결된 직선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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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Rectangle - 사각형을 그린다.

ㆍShape - 타원, 다각형 및 사각형과 같은 모양 요소를 위한 기본 기능을 제공하는 추상적 클래스.

System.Windows.Controls, System.Windows.Documents 및 System.Windows.Shapes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 컴포
넌트를 개발하기 위한 통합된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러한 통합된 시스템은 모든 세 개의 네임스페이스를 위한 공통의 프로
그래밍 모델을 제공하고, 이로써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개발을 단순화한다. 이러한 세 개의 이름 공간간의 통합운영가
능성은, 개발자가 세 개의 이름 공간에 의하여 제공되는 임의의 특징에 적용되는 단일의 프로그래밍 아키텍쳐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공통의 마크업 언어가 모든 세 개의 이름 공간에 걸쳐 사용된다. 이러한 공통의 마크업 언어는,
XML 마크업에서 지정되는 클래스 및 특성으로부터 인스턴스화된 객체 트리로의 매핑에 대비하는 것이다.

또한, 일관적인 프로그래밍 모델 및 일관적인 서비스가 세 개의 네임스페이스에 걸쳐 사용된다. 예를 들어, 일관적인 이벤
트 시스템이 다양한 이벤트를 시작하고 처리하는 데에 사용된다. 특성이 "Controls", "Documents" 또는 "Shapes"와 연관
되는지와 무관하게, 공통의 특성 시스템이 다양한 특성을 스타일링하거나, 데이터를 특성에 바인딩시키거나, 특성을 애니
메이팅(animating)하는 데에 사용된다. 또한, 동일한 입력 패러다임과 레이아웃 처리는 모든 세 개의 네임스페이스에 걸쳐
공통이다. 예를 들어, System.Windows.Controls로부터의 다양한 제어가 System.Windows.Documents를 사용하여 정
의되는 문서의 내용의 중간에 네스팅될 수 있다.

예시적인 소스 파일은 "Controls", "Documents" 및 "Shapes"을 사용하여 선언적으로 정의되는 윈도우와 ("페이지"로서
참조되기도 하는) 패인(panes)의 세트를 포함할 것이다. 상호 작용 로직이 윈도우와 패인을 위하여 제공된다. 상호 작용
로직은 특정 사용자 작용에 반응하여 또는 이벤트나 활동(activity)의 발생에 반응하여 실행되는 프로그램 코드를 식별한
다. 상호 작용 로직은, 예를 들어, Common Language Runtime(CLR) 언어를 사용하여 정의된다. CLR은 프로그램 코드
(예를 들어, NET 프로그램 코드)의 실행을 처리하고 보안 관련 서비스 및 메모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런타임 환경이
다. 예시적인 CLR 언어는 C#과 비주얼 베이직을 포함한다. 소스 파일은 C# 또는 비주얼 베이직 파일과 같은 다른 스탠드-
얼론 프로그래밍 언어 파일을 포함할 수도 있다.

본 설명은 "Controls", "Documents" 및 "Shapes" 네임스페이스의 통합을 참조하였지만, 이러한 통합은 본 명세서에서 설
명된 모든 네임스페이스 및 서브 네임스페이스의 임의의 것에 적용될 수 있다.

데이터 네임스페이스(316)는 요소의 특성을 데이터 소스, 데이터 소스 클래스 및 데이터 집합 및 뷰의 데이터 특정 구현에
바인딩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기입에서의 예외를
처리하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의 정보에 기초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런타임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사용될 수
도 있다. 데이터는, 텍스트 형태로 표시되거나, 달러 양이 음수이면 이를 적색으로 표시하는 등의 표시의 포맷팅을 변경하
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예시적인 클래스는, 동적 특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소스 데이터간의 바인딩을 관리하는 바인딩
선언 객체를 나타내는 "Bind" 클래스와, XML 내용 노드로의 데이터 바인딩을 위한 데이터 소스로서 기능하는
"XmlDataSource" 클래스를 포함한다.

미디어 네임스페이스(media namespace; 318)는 다양한 미디어 클래스를 제공한다. 컴포넌트 개발자 뿐만 아니라 애플리
케이션 개발자 역시 다양한 프리젠테이션 기능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러한 클래스를 사용한다. 미디어 네임스페이스(318)
에서의 예시적인 클래스는 소정의 이미징 효과(예를 들어, 흐림(blur) 및 그레이스케일)을 허용하는 "ImageEffect" 클래스
와, 무늬없는 색, 그래디언트(gradients), 화상, 비디오 등을 사용하여 면적을 채우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Brush" 클래스
를 포함한다.

미디어 네임스페이스(318)는, 서브 네임스페이스 System.Windows.Media.Animation을 포함하고, 상기 서브 네임스페이
스 System.Windows.Media.Animation은, 개발자가 특성을 애니메이팅하고 한 세트의 타임라인(timeline)으로 한 세트의
애니메이션을 코디네이팅(coordinating)하도록 한다. 애니메이션은 기간에 걸쳐 값을 변화시키는 객체이다. 애니메이션
효과는 디스플레이 상에서 객체를 이동하는 것, 객체의 크기, 모양 또는 색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수의 애니메이션
클래스가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효과는 애니메이션을 요소의 특성값과 연관시킴으로써 획
득된다. 예를 들어, 서서히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사각형을 생성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애니메이션이 사각형의 불투명
특성과 연관된다.

미디어 네임스페이스(318)는 또한 서브 네임스페이스 System.Windows.Media.TextFormatting을 포함하고, 상기 서브
네임스페이스 System.Windows.Media.TextFormatting은 다양한 텍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TextFormatter" 텍스트 엔진은 텍스트 라인을 단절하고 디스플레이 상에 제공된 택스트를 포맷팅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
공한다. "TextFormatter"는 국제적인 택스트 레이아웃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상이한 텍스트 문자 포맷과 문단 스타일을
처리할 수 있다.

설계 네임스페이스(design namespace; 320)는, 형태와 텍스트의 편집, 데이터의 포맷팅 및 크로스-처리 데이터 공유
(cross-process data sharing)를 가능하게 하는 클래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클래스는 문서, 애플리케이션 및 다른 내용을
편집하기 위한 확장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입력 네임스페이스(322)는 시스템에 의하여 수신된 입력을 코디네이팅하는 입력 관리자를 포함한다. 입력 네임스페이스
(322)는 또한,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상이한 입력 장치에 대한 제어를 관리 및 제공하는 것을 돕는 클래스를 포함한다.

네비게이션 네임스페이스(324)는, 브라우저 응용과 같은 네이게이션 패러다임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것을 가능하
게 하는 클래스 및 서비스의 세트를 제공한다. 이러한 클래스 및 서비스는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된 네이게이션 경험
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상인으로부터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Back" 버튼을 클릭하면,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하기를 원하는지를 묻는 다른 페이지를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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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다른 예에서, "Refresh" 버튼을 활성화시키면,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리로딩한 후에 새로운 데이터
를 검색하는 대신, 새로운 데이터를 검색한다. 네비게이션 네임스페이스(324)는 또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질문의 계층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페이지 기능을 포함한다.

자동화 네임스페이스(automation namespace; 326)는, 액세스 가능성(accessibility)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동화를 지
원하는 클래스의 세트를 제공한다.

직렬화 네임스페이스(serialization namespace; 328)는, XML 파일 또는 이진 표현을 포함하는 파일로부터 객체의 계층
을 로딩하거나 이들 파일로 객체의 계층을 저장할 수 있는 파서(parser)를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또한 객체와 연관
된 특성을 설정하고 이벤트 핸들러를 연관시킨다.

인터오프 네임스페이스(interop namespace; 330)는, 다른 운영 시스템 또는 컴퓨팅 플랫폼과의 통합운영가능성
(interoperability)을 가능하게 하는 클래스의 세트를 제공한다.

forms.interop 네임스페이스(332)는, 애플리케이션이 형태 제어 운영(form control operation)을 호스팅할 수 있도록 하
는 요소를 제공한다.

또 다른 이름 공간, System.IO.CompoundFile(도 3에 도시되지 않음)은, 다양한 문서 분배가능 파일(document
distributable files)이 저장된 복합 파일을 이용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내용의 암호화 및 압축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또한, 리플로우가능(re-flowable) 문서 및 고정 포맷 문서와 같은 동일한 내용의 다수의
번역(rendition)의 저장을 지원한다.

예시적인 컴퓨팅 시스템 및 환경

도 4는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132)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적절한 컴퓨팅 환경(400)의 예를 도
시한다. 컴퓨팅 환경(400)은 여기서 설명되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 이용될 수 있다.

예시적인 컴퓨팅 환경(400)은 컴퓨팅 환경의 일 예에 불과하며, 컴퓨터 및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용도 또는 기능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컴퓨팅 환경(400)은 예시적인 컴퓨팅 환경(400)에 도시된 컴포넌트 중 임의의 하나 또
는 조합과 관련된 어떠한 종속물 또는 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프레임워크(132)는 수많은 다른 범용 또는 특수용 컴퓨팅 환경 또는 구성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사용하기에 적당한 널리
알려진 컴퓨팅 시스템, 환경 및/또는 구성의 예로는 퍼스널 컴퓨터, 서버 컴퓨터,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네트워크 PC, 미니컴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 상기 시스템 또는 장치 중 일부를 포함하는 분산형 컴퓨팅 환
경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프레임워크의 컴팩 또는 서브세트 버전이, 휴대폰, 개인 휴대용 단말기,
포켓용 컴퓨터(handheld computers) 또는 다른 통신/컴퓨팅 장치 등의 한정된 자원의 클라이언트에서 구현될 수 있다.

프레임워크(132)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또는 다른 장치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과 같은 컴퓨터로 실행 가능한 지시
(instructions)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추상 데
이터 유형을 구현하는 루틴, 프로그램, 객체, 컴포넌트, 데이터 구조 등을 포함한다. 프레임워크(132)는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원격 프로세싱 장치에 의하여 작업이 수행되는 분산형 컴퓨팅 환경에서 실행될 수도 있다. 분산형
컴퓨팅 환경에 있어서, 프로그램 모듈은 메모리 저장 장치를 포함하는 로컬 및 원격 컴퓨터 저장 매체에 위치할 수 있다.

컴퓨팅 환경(400)은 컴퓨터(402) 형태의 범용 컴퓨팅 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402)의 컴포넌트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또는 프로세싱 유닛(404), 시스템 메모리(406)와, 프로세서(404)를 포함하는 다양한 시스템 컴포넌트를 시스템 메모리
(406)로 연결하는 시스템 버스(408)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버스(408)는 메모리 버스 또는 메모리 컨트롤러, 주변 버스, 가속 그래픽 포트(accelerated graphics port)와 임의
의 다양한 버스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프로세서 또는 로컬 버스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여러 가지 가능한 유형의 버스 구
조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이러한 아키텍처는 산업 표준 아키텍처(Industry Standard Architecture; ISA) 버스, 마이크로
채널 아키텍처(Micro Channel Architecture; MCA) 버스, 개량 ISA(Enhanced ISA) 버스, 베사(Video Electronics
Standards Association; VESA) 로컬 버스 및 메자닌(Mezzanine) 버스로도 알려진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s) 버스를 포함한다.

컴퓨터(402)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매체는 컴퓨터(402)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임의의 사용 가능한 매체일 수 있으며, 이는 휘발성 및 비휘발성 매체,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를 포함한다.

시스템 메모리(406)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 410)와 같은 휘발성 메모리 및/또는 판독 전용 메모리(ROM, 412)와 같
은 비휘발성 메모리 형태의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기동(start-up)시와 같은 경우에 컴퓨터(402) 엘리먼트간
의 정보 전달을 돕는 기본 루틴을 포함하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BIOS, 414)이 ROM(412)에 저장된다. RAM(410)은 전형
적으로, 프로세싱 유닛(404)으로 즉시 액세스 가능하고 프로세싱 유닛(404)에 의하여 동작되는 데이터 및/또는 프로그램
모듈을 포함한다.

컴퓨터(402)는 다른 분리형/비분리형 휘발성/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4는 비분리형
비휘발성 자기 매체(도시하지 않음)로부터 판독 또는 기록하기 위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406), 분리형 비휘발성 자기 디
스크(402)(예를 들어, 플로피 디스크)로부터 판독 또는 기록하기 위한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418) 및 CD-ROM, DVD-
ROM 또는 다른 광학 매체와 같은 분리형 비휘발성 광 디스크(424)로부터 판독 또는 기록하기 위한 광 디스크 드라이브
(422)를 도시한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416),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418) 및 광 디스크 드라이브(422)는 하나 이상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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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매체 인터페이스(426)에 의하여 각각 시스템 버스(408)로 접속된다. 또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416),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418) 및 광 디스크 드라이브는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도시하지 않음)에 의하여 시스템 버스(408)로 접속될 수
있다.

디스크 드라이브 및 이와 관련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컴퓨터 판독 가능 지시,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및 컴퓨터
(402)용의 다른 데이터를 제공한다. 예시에는 하드 디스크(416), 착탈식 자기 디스크(420) 및 착탈식 광 디스크(424)가 도
시되었지만, 자기 카세트 또는 다른 자기 저장 장치, 플래시 메모리 카드, CD-ROM, DVD 또는 다른 광학 저장장치, RAM,
ROM, EEPROM 등과 같이 컴퓨터에 의하여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컴퓨터 판독 가능 매
체를 사용하여 예시된 컴퓨팅 시스템 및 환경을 구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운영 체계(426),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428), 다른 프로그램 모듈(430) 및 프로그램 데이터(432)
를 포함하는 임의의 수의 프로그램 모듈이 하드 디스크(416), 자기 디스크(420), 광 디스크(424), ROM(412) 및/또는
RAM(410)에 저장될 수 있다. 각 운영 체계(426),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 모듈(430) 및 프로
그램 데이터(432)(또는 이들의 조합)는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132)의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는 키보드(434) 및 포인팅 장치(436)(예를 들어,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를 통하여 명령어(commands) 및 정보
를 컴퓨터(402)에 입력할 수 있다. 다른 입력 장치(438)(구체적으로 도시하지 않음)에는 마이크로폰, 조이스틱, 게임 패드,
위성 안테나, 직렬 포트, 스캐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또는 다른 입력 장치는 시스템 버스(408)로 접속되는 입출력
인터페이스(440)를 통하여 프로세싱 유닛(404)에 접속되지만, 병렬 포트, 게임 포트 또는 범용 직렬 버스(USB)와 같은 다
른 인터페이스 및 버스 구조에 의하여 접속될 수도 있다.

모니터(442) 또는 다른 유형의 디스플레이 장치도 비디오 어댑터(444)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시스템 버스(408)로
접속될 수 있다. 모니터(442)에 추가하여 다른 출력 주변 장치는 입출력 인터페이스(440)를 통하여 컴퓨터(402)로 접속될
수 있는 스피커(도시하지 않음) 및 프린터(446) 등의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402)는 원격 컴퓨팅 장치(448)와 같은 하나 이상의 원격 컴퓨터로의 논리적 접속을 사용하여 네트워크화된 환경에
서 동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격 컴퓨팅 장치(448)는 퍼스널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서버, 라우터, 네트워크 컴퓨터, 피
어 장치(peer device) 또는 다른 일반적인 네트워크 노드 등일 수 있다. 원격 컴퓨팅 장치(448)는 컴퓨터(402)와 관련하여
여기서 설명한 것을 다수 또는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로서 도시된다.

컴퓨터(402)와 원격 컴퓨터(448) 간의 논리적 접속은 근거리 통신망(LAN, 450) 및 일반적인 광대역 통신망(WAN, 452)
으로서 도시되었다. 이러한 네트워킹 환경은 사무실, 기업내 컴퓨터 네트워크(enterprise-wide computer networks), 인
트라넷 및 인터넷에서 일반적인 것이다.

근거리 통신망 네트워킹 환경에서 구현될 때, 컴퓨터(402)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어댑터(454)를 통하여 로컬 네트
워크(450)로 접속된다. 원거리 통신망 네트워킹 환경에서 구현될 때, 컴퓨터(402)는 전형적으로 광범위 네트워크(wide
network, 452)에 걸쳐 통신을 설정하기 위한 모뎀(456) 또는 다른 수단을 포함한다. 모뎀(456)은 컴퓨터(402) 내부 또는
외부에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입출력 인터페이스(440) 또는 다른 적절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시스템 버스(408)로 접속될 수
있다. 도시된 네트워크 접속은 예시적인 것이며, 컴퓨터(402 및 448) 간의 통신 연결을 설정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

컴퓨팅 환경(400)에 대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화된 환경에 있어서 컴퓨터(402)와 관련하여 설명한 프로그램 모
듈 또는 그 일부는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격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458)은 원격 컴퓨터
(448)의 메모리 장치에 존재한다. 설명을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또는 운영 체계와 같은 다른 실행 가능한 프로그
램 컴포넌트를 여기에서는 별도의 블록으로 도시하였지만, 이러한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는 컴퓨팅 장치(402)의 서로 다른
저장 컴포넌트에 여러 번에 걸쳐 존재하고 컴퓨터의 데이터 프로세서(들)에 의하여 실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레임워크(132)의 구현, 특히 API(142) 또는 API(142)로 생성되는 호출(call)은 몇몇 형태의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저
장되거나 이를 통하여 전송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컴퓨터에 의하여 액세스 가능한 임의의 이용 가능한 매체
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컴퓨터 저장 매체(computer storage media)" 및 "통신 매체
(communication media)"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목 가능 지시,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다른 데이터 등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임의의 방법 또는 기술로 구현된 휘발성/비휘발
성, 분리형/비분리형 매체를 포함한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RAM, ROM, EEPROM, 플래시 메모리 또는 다른 메모리 기술,
CD-ROM, DVD 또는 다른 광 저장 장치, 자기 카세트,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저장 장치 또는 다른 자기 저장 장치, 또
는 컴퓨터에 의하여 액세스 가능하고 소망하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임의의 매체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 매체"는 전형적으로 반송파(carrier wave) 또는 다른 운반 메커니즘과 같은 변조된 데이터 신호 중의 컴퓨터 판독
가능 지시,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다른 데이터를 포함한다. 통신 매체는 또한 임의의 정보 분배 매체를 포함한
다. "변조된 데이터 신호(modulated data signal)"는 하나 이상의 특성 세트를 갖거나 신호에 정보를 인코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신호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통신 매체는 유선 네트워크 또는 직접 유선 접속과 같은 유선 매체 및 음향, RF, 적외
선 및 다른 무선 매체 등의 무선 매체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 기술한 것들의 임의의 조합도 컴퓨
터 판독 가능한 매체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프레임워크의 일부는 하드웨어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또는 펌웨어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주문형 집적 회로(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s; ASICs) 또는 프로그래밍 가능 논리 장치
(programmable logic devices; PLDs)가 프레임워크의 하나 이상의 부분을 구현하도록 설계되거나 프로그래밍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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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또는 단순히 인터페이스)는 코드의 하나 이상의 세그먼트가 하나 이상의 다른 코드의 세그먼트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능과 통신하거나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의의 메커니즘, 프로세스, 프로토콜로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의 다른 메커니즘, 방법, 함수 호출, 모듈로 연결되어 통신할 수 있는 시스
템의 컴포넌트의 하나 이상의 메커니즘, 방법, 함수 호출, 모듈, 객체 등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상기 "코드의 세그먼트
(segment of code)"는 코드의 하나 이상의 지시 또는 라인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적용되는 기술이나, 코드 세
그먼트가 별도로 컴파일되는지 여부, 코드 세그먼트가 소스, 중간물 또는 객체 코드로서 제공되는지 여부, 코드 세그먼트
가 런타임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지 여부, 코드 세그먼트가 동일한 또는 다른 기계에 위치하거나 복수의 기계
에 분산되어 있는지 여부, 코드의 세그먼트에 의하여 표현되는 기능이 전부 소프트웨어 또는 전부 하드웨어 또는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구현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 코드 모듈, 객체, 서브루틴, 함수 등을 포함한다.

개념상,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도 5 또는 도 6에 도시된 것과 같이 보여질 수 있다. 도 5는 콘딧(conduit)으
로서 인터페이스 Interface1을 도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제1 및 제2 코드 세그먼트가 통신된다. 도 6은 객체 I1 및
I2(이는 제1 및 제2 코드 세그먼트의 일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인터페이스를 도시하고 있으
며, 이는 시스템의 제1 및 제2 세그먼트가 매체(M)를 통하여 통신할 수 있게 한다. 도 6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인터페이스
객체(I1 및 I2)를 동일한 시스템의 별도의 인터페이스로서 고려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객체(I1 및 I2)와 매체(M)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도 5 및 6은 양방향 흐름도 및 흐름의 각 방향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도시
하였지만, 어떤 구현예는 한 방향의 정보 흐름만을 구비할 수 있고(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보가 흐르지 않을 수 있고),
또는 한 쪽에는 인터페이스 개체만 구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또는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 엔트리 포인트(entry point), 방법, 함수, 서브루틴, 원격 절차 호출(remote procedure call) 및 컴포넌트 객체 모델
(COM) 인터페이스와 같은 용어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정의에 포함된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형태는 제1 코드 세그먼트가 정보(여기서 "정보"는 가장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데이터,
명령어, 요청 등을 포함함)를 제2 코드 세그먼트로 전송하는 방법, 제2 코드 세그먼트가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 및 정보의
구조, 순서, 체계(syntax), 편성(organization), 개요(schema), 타이밍 및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매체가
유선 또는 무선이든 유무선의 조합이든 정보가 인터페이스에 의하여 정의된 방식으로 운반되는 한 기본적인 운반 매체 자
체는 인터페이스의 동작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는, 정보 전송이 다른 메커니즘(예를 들어, 버퍼, 파일 등
에 위치한 정보를 코드 세그먼트간의 정보 흐름에서 분리함) 또는 현존하지 않는 것을 통할 수도 있고, 하나의 코드 세그먼
트가 단순히 제2 코드 세그먼트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능에 액세스하는 경우와 같이 정보는 종래의 의미의 1방향 또는 양
방향으로 보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일부 또는 전부는, 예를 들어 코드 세그먼트가 느슨하게 연결된 구성 또
는 밀접하게 연결된 구성의 시스템의 일부인지 여부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서 중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목록은 예시
적인 것으로서 비제한적인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이러한 개념은 당업자에게 알려져 있으며 본 발명의 앞서 상술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하다. 그러
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며, 명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한 이들은 본 명세서의 청구범위
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른 방법은 도 5 및 6의 단순한 도면보다 정교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들은 동일한 전체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제부터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여
러 예시적인 선택적 구현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다.

A. 팩토링(Factoring)

하나의 코드 세그먼트로부터 다른 코드 세그먼트로 통신하는 것은 통신을 다중 이산 통신(multiple discrete
communications)으로 쪼갬으로써 간접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 7 및 8에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일부 인터페이스들은 분할 가능한 기능 세트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도 5 및 6의 인터페이스 기능은
수학적으로 24 또는 2×2×3×2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팩토링될 수 있다. 따라서, 도 7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1)는 분할되어 인터페이스의 통신을 다중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1A, 인터페이스
1B, 인터페이스 1C)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 때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터페이스(I1)에
의해 제공된 기능은 다중 인터페이스들(I1a, I1b, I1c)로 분할할 수 있으며, 이때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
로, 제1 코드 세그먼트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제2 코드 세그먼트의 인터페이스(I2)는 다중 인터페이스들(I2a, I2b, I2c)로
팩토링할 수 있다. 팩토링 시에, 제1 코드 세그먼트에 포함되는 인터페이스들의 수는 제2 코드 세그먼트에 포함되는 인터
페이스들의 수와 부합할 필요는 없다. 도 7 및 8의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페이스들(인터페이스 1, I1)의 기능의 개념은 도
5 및 6에 각각 나타낸 것과 동일하다. 인터페이스들의 팩토링은 결합성, 교환성 및 다른 수학적 특성들을 포함할 수 있으므
로, 팩토링을 인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동작들의 서열화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 인터페이
스에 의해 실행되는 기능은 다른 코드 또는 인터페이스에 의해 그 인터페이스에 도달하기도 전에 수행될 수도 있고, 시스
템의 개별적 컴포넌트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 더욱이, 프로그램 기술 분야에서의 당업자는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기능 호출들을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B. 재정의(Redefinition)

일부 경우에 있어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특정 부분(예컨대, 파라미터들)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하면서도, 무시하거
나, 추가하거나, 재정의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 9 및 10에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인터페이스(도 5의 인터페이스
1)가 기능 호출{제곱(Square)(입력(input), 정밀도(precision), 출력(output))}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 기능 호출은 "입력,
정밀도, 출력"의 3개의 파라미터를 포함하며 이들은 제1 코드 세그먼트로부터 제2 코드 세그먼트로 전송된다. 만약 중간
에 있는 파라미터(정밀도)가 주어진 방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경우, 도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 파라미터는 무시될 수 있
으며, 또는 무의미(meaningless)한 파라미터로서 대체될 수 있다. 혹은 중요하지 않은 부가적인(additional) 파라미터를
추가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입력이 제2 코드 세그먼트에 의해 제곱된 후 출력이 복귀되는 한, 제곱의 기능이 달성될
수 있다. "정밀도"는 일부 다운스트림 또는 컴퓨팅 시스템의 다른 부분에서는 중요한 파라미터일 수 있다. 그러나, "정밀도"
가 제곱의 계산 목적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된다면, 대체되거나 무시될 수 있다. 예컨대, 유효한 "정밀도" 값을 전달하
는 대신에, "생일(birth date)"과 같은 의미 없는 값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에는 악영향이 없게 된다. 마찬가지
로,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터페이스 I1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무시하거나 추가하도록 재정의된 인터페
이스 I1'로 대체된다.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 I2는 다른 곳에서 불필요한 파라미터들 또는 다른 곳에서 처리될 수 있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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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들을 무시하도록 재정의된 인터페이스 I2'로 재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부 경우 프로그래밍 인터페이
스는 일부 목적에는 필요하지 않은 파라미터들과 같은 부분을 포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무시하거나, 재정의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 다른 곳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C. 인라인 코딩(Inline Coding)

2개의 다른 개별 코드의 일부 또는 모두를 통합하여 그들 간의 "인터페이스"가 형태를 변경하도록 할 수도 있다. 예컨대,
도 5 및 6의 기능은 각각 도 11 및 12의 기능으로 변경될 수 있다. 도 11에서는, 이전의 도 5의 제1 및 제2 코드 세그먼트
가 그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모듈로 통합되어 있다. 이 경우, 코드 세그먼트들이 여전히 서로 통신할 수 있지만, 인터페
이스는 단일 모듈에 더 적합한 형태로 될 수 있다. 따라서, 예컨대 형식적인 "호출" 및 "복귀"의 명령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1)에 따른 유사한 처리 또는 응답(들)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 12에 나타
낸 바와 같이, 도 6으로부터의 인터페이스 I2의 부분(또는 전체)은 인터페이스 I1으로 인라인으로 기록되어 인터페이스
I1''를 형성할 수 있다. 설명한 바와 같이, 인터페이스 I2는 인터페이스 12A, 12B로 분할되고, 인터페이스 12A는 인터페이
스 I1과 인라인으로 코딩되어 인터페이스 I1''를 형성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도 6으로부터의 인터페이스 I1은 제곱(입
력, 출력)의 기능 호출을 수행하는데, 이 기능은 인터페이스 I2에 의해 수신되고, 제2 코드 세그먼트에 의해 (제곱하기 위
하여) 입력으로 전달된 값을 처리한 후에, 그 제곱한 결과를 출력으로 복귀시킨다. 이러한 경우, 제2 코드 세그먼트(입력을
제곱하는 것)에 의해 수행된 처리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호출 없이 제1 코드 세그먼트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D. 분리(Divorce)

하나의 코드 세그먼트로부터 다른 코드 세그먼트로 통신하는 것은 통신을 다중 이산 통신으로 쪼갬으로써 간접적으로 성
취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 13 및 14에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미들웨
어(middleware)(분리 인터페이스(들): 원래의 인터페이스로부터 기능 및/또는 인터페이스 기능을 분리한다)가 제공되어
제1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1) 상의 통신들을 다른 인터페이스(이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2A, 인터페이스 2B 및 인터페이
스 2C)로 변환시킨다. 이것은 예컨대 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 운영 체제와 통신하도록 설계된 애플리케이션들의 인스톨된
베이스가 있는 경우에 수행될 수 있지만, 운영 체제가 다른 인터페이스(이 경우 인터페이스 2A, 인터페이스 2B 및 인터페
이스 2C)를 사용하도록 변경된다. 중요한 점은 제2 코드 세그먼트에 의해 사용된 원래의 인터페이스가 변경됨으로써, 제1
코드 세그먼트에 의해 사용된 인터페이스와 더 이상 양립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과거의 인터페이스와 새로운 인터페이스
를 양립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매개물(intermediary)이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도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3 코드 세
그먼트에는, 분리 인터페이스 DI1가 도입되어 인터페이스 I1으로부터의 통신들을 수신하고, 분리 인터페이스 DI2가 도입
되어 예컨대, 인터페이스 DI2와 작동하여 동일한 기능 결과를 제공하도록 재설계된 인터페이스 I2a, I2b에 인터페이스 기
능을 전송하도록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 DI1, DI2는 함께 작동하여 인터페이스 I1, I2의 기능을 새로운 운영
체제로 부여하면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 결과를 제공한다.

E. 재기록(Rewriting)

또 다른 가능한 변형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인터페이스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코드를 동적으로 재기록 하면서도, 동일한 전
체 결과를 얻는 것이다. 예컨대, 중간 언어(intermediate language)(예컨대, Microsoft IL, Java ByteCode 등)에 나타난
코드 세그먼트가 실행 환경(예컨대, Net 프레임워크, Java 런타임 환경, 또는 다른 유사한 런타임형 환경들에 의해 제공되
는 것) 내의 JIT(Just-in-Time) 컴파일러 또는 인터프리터에 제공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 JIT 컴파일러는 제1 코드
세그먼트로부터의 통신들을 제2 코드 세그먼트로 동적으로 변환하도록, 즉 제2 코드 세그먼트(원래의 코드 세그먼트 또는
다른 제2 코드 세그먼트)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같은 다른 인터페이스로 순응시키도록 기록된다. 이것은 도 15 및 16에 나
타낸 바와 같다. 도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러한 접근법은 상술한 분리의 내용과 유사하다. 이것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인
스톨된 베이스가 인터페이스 1 프로토콜에 따라 운영 체제와 통신하도록 설계되고, 운영 체제는 다른 인터페이스를 사용
하도록 변경된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JIT 컴파일러는 인스톨된 베이스 애플리케이션들로부터의 실시간(on the fly) 통신
들을 운영 체제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순응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 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터페이스(들)를 동적
으로 재기록하는 방식은 동적으로 팩토링하는 것에 적용될 수 있으며, 또는 인터페이스(들)도 변경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여기서, 대안적 실시예들을 통해 인터페이스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상술한 방식들은 다양한 방법들로,
직렬 및/또는 병렬로, 다른 중재자 코드(intervening code)와 결합될 수 있다는 것에도 유의해야 한다. 상술한 실시예들은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고 혼합되고, 부합되고, 결합되어 도 5 및 6에 나타낸 일반적 방식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들을
산출해 낼 수 있다. 또한 유의할 것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구축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명세서에는 개시되지는 않았
으나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 내에 포함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인터페이스 기능을 성취하는 다른 유사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다.

비록 본 발명을 구조적 특징 및/또는 방법들로 한정하여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구조적 특징 및 방법은 예시적인 것이며 본
발명이 이들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될 뿐이다.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사용함을써,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및 컴퓨터 하드웨어에 의해 소프트웨어 플
랫폼의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구비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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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객체들을 생성시키는 것과 연관된 제1 그룹의 서비스들과,

콘텐츠를 포맷팅하는 것과 연관된 제2 그룹의 서비스들과,

상기 그래픽 객체들의 컴포넌트들을 생성하는 것과 연관된 제3 그룹의 서비스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래
밍 인터페이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및 제3 그룹의 서비스들은 공통 프로그래밍 모델(common programming model)을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및 제3 그룹의 서비스들은 공통 마크업 언어(common markup language)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및 제3 그룹의 서비스들은 공통 이벤트 시스템(common event system)을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
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및 제3 그룹의 서비스들은 공통 특성 정의 시스템(common property definition system)을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및 제3 그룹의 서비스들은 공통 입력 패러다임(common input paradigm)을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및 제3 그룹의 서비스들은 특정 그룹의 서비스들과 연관된 요소들(elements)을 다른 그룹의 서비스들과 연
관된 요소들 내로 네스팅(nesting)하기 위한 공통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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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그룹의 서비스들은 상기 그래픽 객체들의 외양(appearance)을 결정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그룹의 서비스들은 상기 그래픽 객체들의 행위(behavior)를 결정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
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그룹의 서비스들은 상기 그래픽 객체들의 배열(arrangement)을 결정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그룹의 서비스들은 상기 그래픽 객체들을 정의하는 복수의 네스팅된 요소(nested elements)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객체들은 벡터 그래픽에 의해 정의된 하나 이상의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
이스.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그룹의 서비스들은 새로운 윈도우를 열지 않고 마크업 언어(markup language)로 윈도우 특성들을 정의할 수 있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그룹의 서비스들은 복수의 그래픽 객체들을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그룹의 서비스들은 상기 그래픽 객체들을 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청구항 16.

공개특허 10-2005-0039551

- 22 -



제1항에 기재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청구항 17.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구비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그래픽 객체들을 생성시키는 것과 연관된 제1 그룹의 서비스들과,

콘텐츠를 포맷팅하는 것과 연관된 제2 그룹의 서비스들과,

상기 그래픽 객체들의 컴포넌트들을 생성하는 것과 연관된 제3 그룹의 서비스들을 포함하며,

상기 제1, 제2 및 제3 그룹의 서비스들은 공통 프로그래밍 모델을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
터페이스.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및 제3 그룹의 서비스들은 공통 마크업 언어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
이스.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및 제3 그룹의 서비스들은 기하학적 형태들을 생성하기 위한 서비스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
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그룹의 서비스들은 복수의 데이터 요소들을 배열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그룹의 서비스들은, 상기 그래픽 객체들의 외형을 결정하는 서비스와 상기 그래픽 객체들의 행위를 결정하는 서
비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그룹의 서비스들은 새로운 윈도우를 열지 않고 마크업 언어로 윈도우 특성들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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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로부터 서비스들을 요구하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과,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들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그래픽 객체들을 생성하기 위한 제1 그룹의 서비스들과, 상기 그래픽 객체들의 컴포넌트
들을 생성하기 위한 제2 그룹의 서비스들을 포함하는 서비스들을 요구하기 위한 개별적인 명령들을 포함하며,

상기 제1 및 제2 그룹의 서비스들은 공통 프로그래밍 모델을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그룹의 서비스들은, 상기 그래픽 객체들의 외형을 결정하기 위한 서비스와 상기 그래픽 객체들의 행위를 결정하
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그룹의 서비스들은 복수의 기하학적 형태들을 생성하기 위한 서비스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6.

그래픽 객체들을 생성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제1 기능들(fucntions)을 호출하는 단계와,

콘텐츠를 포맷팅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제2 기능들을 호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1 및 제2 기능들은 공통 프로그래밍 모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객체들의 컴포넌트들을 생성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제3 기능들을 호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객체들에 포함된 기하학적 형태들을 생성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제3 기능들을 호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능들은, 새로운 윈도우를 열지 않고 마크업 언어로 윈도우 특성들을 정의하는 기능과, 복수의 그래픽 객체들을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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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객체들을 생성하기 위한 제1 세트의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그래픽 객체들의 컴포넌트들을 생성하기 위한 제2 세트의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그래픽 객체들의 컴포넌트들은 복수의 기하학적 형태들을 포함하며,

상기 제1 및 제2 세트의 기능들은 공통 프로그래밍 모델을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세트의 기능들은 표시될 페이지 상에 상기 기하학적 형태들을 배열하기 위한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시스템.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디스플레이용 콘텐츠를 포맷팅하기 위한 제3 세트의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
스템.

청구항 33.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세트의 기능들은 공통 마크업 언어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4.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세트의 기능들은 공통 이벤트 시스템과 공통 특성 정의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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