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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특정 항목과 연관된 확장 텍스트 정보를 화면상의 제자리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는 다른 화면 항목들을 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확장 정보를 화면상의 제자리에서 보기 위해서 텍스트 스크롤

구역을 호출한다. 다수의 텍스트 스크롤 구역이 생성되어 다수의 항목과 연관된 텍스트를 볼 수 있게 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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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도면,

도 3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의 도면,

도 3b 및 도 3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관계 아이콘(a relationship icon)의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추가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관계 아이콘의 다른 실시예의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추가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도면,

도 8a 및 도 8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텍스트 확장 모듈을 사용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텍스트 확장 모듈을 사용하는 프로세스의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텍스트 확장 모듈을 사용하는 흐름도,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제스처 메뉴(a gestural menu)를 갖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도면,

도 12a 및 도 12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특정 아이콘 또는 속성을 위해 소정의 항목을 표시하는 실례의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제스처 메뉴의 다른 측면의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제스처 메뉴 모듈을 사용하는 프로세스의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시스템 110 : 단말기 디바이스

120 : 네트워크 140 : 모듈

142 : 텍스트 확장 모듈 144 : 네비게이션 모듈

146 : 제스처 메뉴 모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관련 출원에 대한 교차 참조

본 출원은 본 출원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계류 중인 미국 특허 출원 "Method and Apparatus for Indicating And

Navigating Related Items"(대리인 참조 번호 23452-529) 및 "Method and Apparatus for Setting Attributes and

Initiating Actions Through Gestures"(대리인 참조 번호 23452-531)과 관련되며, 이 두 출원은 본 출원과 함께 미국 출

원되었으며 전체 내용이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서 인용된다.

본 발명은 특정 항목과 연관된 확장 텍스트 정보를 화면상의 제자리에서 바라보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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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메시지와 같은 항목의 리스트를 표시하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통상적으로, 이들 항목과 연관된

텍스트의 오직 작은 부분만이 리스트 그 자체 내에서 디스플레이된다. 사용자가 보다 많은 정보를 보기를 원하다면, 사용

자는 그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 정보를 개별 구역에서 디스플레이해야 한다.

종종, 메시지들은 서로 연관되지만 개별 항목으로서 분산되어 보이며, 이는 사용자가 완벽한 논의 내용을 읽기 어렵게 한

다. 또한, 통상적인 시스템에서, 긴급 처리 또는 삭제와 같은 특정 작업을 위해서 메시지를 표시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는 이

를 위해서 화면의 상이한 구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사용자가 확장된 텍스트를 보기를 원하지만 그 양이 이들에게 가용한 디스플레이 구역 또는 "화면 실제 면적"의 양에 의해

한정되는 수 많은 상황이 있다. 가령, 항목들의 리스트를 보기를 원하는 사용자가 디스플레이의 다른 구역을 차지하지 않

고 그 항목들 중 하나의 세부적인 내용의 텍스트를 보기를 원할 수 있다.

다른 문제는 토의 내용을 읽기 원하는 사용자가 분산된 메시지들의 리스트를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관련

된 항목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메시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논의점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미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보거

나 그 논의 내용을 보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는 특히 작은 디스플레이 구역을 갖는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형 디

스플레이된 리스트 내의 관련된 항목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불편하다. 또한, 텍스트를 수 많은 이러한 장치로

입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처리된 메시지에 응답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다른 문제점은 통상적인 시스템에서는 이후의 작업을 위해 항목을 표시하기 원하는 사용자는 커서를 디스플레이의 상이한

영역으로 이동하거나 키보드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휴대용 장치와 같은 실제 화면 면적이 한정된 경우에

문제가된다.

또한, 다른 한계점 및 문제점도 존재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기존의 시스템의 이러한 한계점 및 다른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한 측면은 다른 항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정의 항목과 연관된 텍스트의 확장된 양을 즉시(in-line) 보게

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몇몇 실시예에서, 이 시스템 및 방법은 소정의 항목과 연관된 구역이 추가적인 텍스트

가 디스플레이될 수 있는 수평 스크롤 필드(a horizontal scrolling field)로 변환되게 한다.

몇몇 실시예에서, 스크롤 구역은 사용자가 그 항목 옆의 아이콘을 선택할 때에 표시될 수 있다. 사용자는 스크롤 구역의 어

느 한 측면에서 화살표를 누름으로써 텍스트를 스크롤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선택된 메시지의 텍스트를 자동 스

크롤한다.

몇몇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리스트 내의 다수의 항목들에 대한 스크롤 항목들을 동시에 생성한다. 사용자는 가령 스크롤

구역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동일한 아이콘을 클록함으로써 스크롤 구역들 중 임의의 것을 끝낸다.

한 특정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이메일 시스템에서 사용된다. 다른 용도도 가능하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특징이 본 발명의 실시예를 개시하는 첨부 도면을 함께 고려되는 다음의 상세한 설명 부분으로부

터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면은 본 발명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에 따른, 다양한 메시징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100)을 도시한다. 본 발명이 전자 메일과

관련하여 기술되지만, 여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도 가능하다. 시스템(100)은 전자 메일 메시지 또는 다른

정보를 서버(130)로부터 검색하는 단말기 디바이스(110)를 포함한다. 이 단말기 디바이스(110)는 관계 모듈(142), 텍스

트 확장 모듈(144) 및/또는 제스처 메뉴 모듈(146)과 같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한 모듈(140)을 포함한다. 이 모듈

들은 사용자로 하여금 전자 메일 메시지와 연관된 다양한 특징을 수행하게 한다. 컴퓨터 판독가능한 모듈(140)은 이메일

소프트웨어에 통합되거나 아니면 개별 모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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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모듈(142)은 관련 메시지를 식별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동일한 논의 내용 맥락 또는 활동의 일부인 관련된 메시지들

을 볼 수 있게 한다. 쓰레딩 관계(threading relationship)는 2002년 12월 30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 10/334,087

(공보 번호 제 US20030163537A1)"Method and Apparatus for Handling Conversation Threads and Message

Groupings as a Single Entity" 및 2001년 11월 27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 09/995,151(공보 번호 제

US20030101065A1)"Method and Apparatus for Maintaining Conversation Threads in Electronic Mail"에서 개시된

바와 같은 다양한 쓰레딩 서비스를 사용하여 관리되며, 상기 두 출원의 명세서의 내용은 그 전체가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

서 인용된다. 본 발명은 이메일 메시지를 포함하는 문서의 집합들 중에서 쓰레드를 결정하는 임의의 특정 메카니즘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텍스트 확장 모듈(144)은 사용자가 특정 메시지와 관련된 추가적인 텍스트를 볼 수 있게 한다. 제스처 메뉴 모듈(146)은

사용자가 제스처 모션 및 팝업 메뉴를 사용하여 메시지와 연관된 작업을 수행하게 하며 가령 사용자는 메시지 리스트를 신

속하게 이동하여 이후 작업을 위해서 소정의 메시지를 표시해둔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후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장 디바이스(150)는 서버(130)와 접속되어 사용된다. 저장 디바이스(150)가 서버(130) 상에

도시되지만, 저장 디바이스(150)는 단말기 디바이스(110) 또는 이 단말기 디바이스(110)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다른 위치

에 존재할 수 있다. 저장 디바이스(150)는 메시지 및 관련 작업을 중앙 위치에 저장한다.

서버(130)는 가령 워크스테이션 운영 Microsoft Windows™NT™, Microsoft Windows™2000, Unix, Linux, Xenix,

IBM, AIX™, Hewlett-Packard UX™, Novell Netware™, Sun Microsystems Solaris™, OS/2™, BeOS™, Mach,

Apache, OpenStep™, 또는 다른 운영 체제 또는 플랫폼을 포함한다.

단말기 디바이스(110)는 통신 링크(122)를 통해서 네트워크(120)를 상에서 서버(130)에 접속된다. 이 단말기 디바이스

(110)의 실례는 가령 데스크탑 컴퓨터, 랩탑 또는 다른 휴대용 컴퓨터, 블랙베리(Blackberry), PDA, 웹 기반형 이동 전화

또는 Palm Pilot와 같은 휴대용 컴퓨터 디바이스 중 임의의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네트워크(120)는 임의의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가령, 네트워크(120)는 인터넷, 인트라넷, PAN(Personal

Area Network), LAN(Local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SAN(Storage Area Network), MAN

(Metropolitan Area Network)를 포함한다.

통신 링크(122)는 임의의 하나 이상의 통신 링크를 포함한다. 가령, 통신 링크(122)는 구리 전화 라인, DSL(Digital

Subscriber Line) 접속부, DDS(Digital Data Service) 접속부, 이더넷 접속부,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라인, 아날로그 모뎀 접속부, 케이블 모뎀 접속부, 무선 접속부를 포함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다양한 측면에 따른 사용자 인터페이스(200)를 도시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200)는 개선된 이메일 특

징을 위해 하나 이상의 제어 아이콘을 포함하는 제어 페인(a control pane)(202)을 포함한다. 이 제어 아이콘은 텍스트 확

장 아이콘(204), 제스처 메뉴 아이콘(206) 및/또는 다른 제어 아이콘을 포함한다. 제어 아이콘 이외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200)는 관계 아이콘(208)을 포함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관련된 메시지들을 갖는 메시지 리스트를 예시적으로 보여준다. 관련 메시지들은 특정

개인 또는 개인들의 그룹으로부터의, 동일한 주제에 관한, 동일한 쓰레드 내부의 메시지들일 수 있다. 현재 선택된 메시지

(212)는 가령 도시된 바와 같이 음영 강조 표시를 함으로써 다른 메시지와 구별된다. 관련 메시지들(222,224)은 또한 가령

백색 강조 표시를 함으로써 구별된다. 도 2에 도시된 데이터 필드 및 다른 기호들은 관련 메시지들과는 상이한 강조 표시

로 나타나지만, 데이터 필드가 관련된 메시지들과 동일한 강조 표시를 사용할 수 있임을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이해할

것이다. 메시지들을 서로 구별되게 하는 다른 메카니즘이 또한 사용될 수도 있다.

관계 아이콘(208)은 관련 메시지들 간을 네비게이션하거나 관련 메시지의 존재를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일 실시예에서,

관계 아이콘(208)은 현재 선택된 메시지와 연관된 메시지의 존재를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가령, 도 3a는 현재 선택된 메

시지(302) 및 관련 메시지(304,306)를 갖는 메시지 리스트를 갖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도시한다. 이 관계 아이콘(208)은

하나 이상의 써클(circle)으로서 도시된다. 써클들의 클럼프(clump)(310)은 다수의 관련 메시지의 존재를 표시하며 써클

(312)은 현재 선택된 메시지를 표시한다. 관련 메시지의 존재를 표시하는 것 이외에, 관계 아이콘(208)은 또한 임시적 관

계를 표시한다. 가령, 관계 아이콘(208)은 관련 메시지들이 선택된 메시지 이전에 또는 이후에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표시

한다.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관계 아이콘(208)은 관련 메시지(304,306)에 대응하는 써클들의 클럼프(310)를 이들이

현재 선택된 메시지 이전에 발생함을 표시하도록 써클(312)의 좌측에 표시한다. 몇몇 실시예에서, 관계 아이콘(208)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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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객체로서 현재 선택된 메시지 이전에 또는 이후에 다수의 메시지를 반영하도록 변경된다. 가령,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

이, 관계 아이콘(208)은 써클들로 구성된 두 개의 클럼프, 즉 2 개의 이전의 관련 메시지를 나타내는 두 개의 써클들로 구

성된 클럼프(314) 및 두 개의 차후 관련 메시지를 표시하는 3 개의 써클로 구성된 클럼프(318), 현재 선택된 메시지를 표

시하는 써클(316)을 포함한다.

몇몇 실시예에서, 관계 아이콘(208)은 관련 메시지의 상태를 반영하도록 그의 외형이 변화될 수 있다. 가령, 관계 아이콘

(208)의 일부는 긴급한 관련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밝은 적색으로 표시되거나 읽지 않은 관련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녹색으

로 표시될 수 있다. 다른 색상 및/또는 시각적 표시 형태가 사용될 수도 있다.

몇몇 실시예에서, 관계 아이콘(208)은 다수의 관련 메시지를 표시한다. 가령, 도 3c는 현재 선택된 메시지를 표시하는 써

클(322) 및 이전의 관련 메시지와 차후 관련 메시지를 각기 표시하며 이에 대응하는 수를 표시하는 수치적 표시자

(324,326)를 갖는 관계 아이콘(208)을 도시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이전의 관련 메시지와 차후의 관련 메시지 및

/또는 이에 대응하는 수를 표시하는 관계 아이콘(208)의 일부분 상을 호버링(hover)하기 위해서 스타일러스(stylus)와 같

은 입력 디바이스 또는 다른 입력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몇몇 실시예에서, 팝업 디스플레이가 이전의 관련 메시지 및

/또는 차후 관련 메시지의 수를 표시한다. 써클들의 집합으로서 도시되었지만, 다른 형태 또는 표현이 관계 아이콘(208)에

서 사용될 수 있다.

몇몇 실시예에서, 관계 아이콘(208)은 관련된 메시지들을 네비게이션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가령,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

이, 관계 아이콘(208)은 이전의 관련 메시지로 네비게이션하기 위한 제 1 써클(210) 및 현재 선태된 메시지를 표시하는 써

클(212) 및 차후 관련된 메시지로 네비게이션하기 위한 써클(214)을 포함한다. 그 다음 이전의 관련 메시지 또는 그 다음

이후의 관련 메시지로 네비게이션하기 원하는 사용자는 관계 아이콘(208)의 적절한 부분을 선택함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

다.

몇몇 실시예에서, 관계 아이콘(208)은 관련 메시지들의 계층적 리스트를 제안하는데 사용된다. 사용자는 가령 현재 선택

된 메시지를 표시하는 써클(212)을 선택함으로써 계층적 뷰(a hierarchical view)를 호출한다. 도 4는 일 실시예에 따른

관련 메시지들의 계층적 뷰(400)를 갖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도시한다. 이 계층적 뷰(400)는 가령 관련 메시지들의 계층

적 리스트(404) 및 현재 선택된 메시지의 텍스트(406)를 포함한다. 사용자는 계층적 리스트(404)로부터 관련 메시지를 선

택함으로써 이를 읽을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관계 아이콘(208)은 관련 메시지의 네비게이션 및 식별을 위해서 사용된다. 관계 아이콘(208)은 현재 선

택된 메시지 이전의 관련 메시지와 이후의 관련 메시지의 존재를 표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관련 메시지들 간에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가령, 도 5는 관련 메시지들 간을 식별 및 네비게이션하는데 사용되는 관계 아이콘을 갖는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도시한다. 관계 아이콘(508)은 이전의 관련된 메시지를 표시하는 써클들의 그룹 또는 제 1 써클(510) 및 현재 선택된

메시지를 표시하는 제 2 써클(512) 및 차후 관련된 메시지를 표시하는 써클들의 그룹 또는 제 3 써클(514)을 포함한다. 사

용자는 써클(510) 또는 써클(514)을 각기 선택함으로써 다음 이전의 관련 메시지 또는 다음 이후의 관련된 메시지로 네비

게이션할 수 있다. 몇몇 실시예에서, 관련 메시지들의 리스트는 사용자가 아이콘 상을 "호버링"할 때에 디스플레이된다. 가

령,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전의 관련 메시지의 리스트(502)는 사용자가 입력 디바이스를 이전의 메시지 써클(510)

상으로 이동할 때에 디스플레이된다. 이어서, 사용자는 이 메시지를 선택함으로써 특정 메시지로 네비게이션한다. 차후의

관련된 메시지도 이와 유사하게 적용된다.

몇몇 실시예에서, 관계 아이콘은 메시지 리스트가 디스플레이되지 않고 있을 때에 사용된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

방된 메시지의 상황에서 디스플레이된 관계 아이콘(608)은 관련 메시지의 존재를 표시한다. 현재의 메시지(602)를 바라보

는 사용자는 메시지 리스트 뷰로 돌아갈 필요 없이 관계 아이콘(608)을 사용함으로써 이전의 관련된 메시지 또는 이후의

관련된 메시지로 네비게이션할 수 있다. 몇몇 실시예에서, 탭(604,606)이 제공되어 사용자로 하여금 현재 메시지와 이전

에 판독된 메시지 간을 신속하게 네비게이션하게 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탭(604)은 현재 선택된 메시지를 표시하며 탭

(606)은 이미 판독된 관련 메시지를 표시한다. 사용자는 그 메시지와 연관된 탭을 선택함으로써 이미 판독된 메시지로 신

속하게 돌아갈 수 있다.

관계 아이콘이 전자 메일 메시징 작업과 연관되어 상술되었지만, 연관된 항목들의 리스트를 가진 다른 환경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가령, 관계 아이콘은 채팅 룸, 메시지 게시판 및 다른 리스트 환경 내의 관련된 항목들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

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서, 리스트 및 다른 컨텍스트 아래에 존재하는 확장된 텍스트를 사용자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는 시

스템이 제공된다. 몇몇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다른 디스플레이된 항목들을 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확장된 텍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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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볼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예시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700)가 도 7에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이 전자

메일 메시지와 연관되어 기술될 것이지만, 본 발명은 여기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디스

플레이(700)는 메시지 리스트를 포함한다. 리스트 내의 각 메시지는 그 메시지의 전송자를 표시하는 명칭 필드(702), 그

메시지의 주제를 표시하는 주제 필드(704), 그 메시지에 대한 타임스탬프를 표시하는 일정/시간 필드(706) 및/또는 다른

메시지 필드를 포함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700)는 또한 선택된 메시지에 대한 확장 정보를 표시하는 텍스트 확장 아이

콘(710)을 포함한다. 이 아이콘과 관련 필드들이 이하에서 보다 상세하게 기술될 것이다.

사용자는 텍스트 확장 모듈(142)을 사용함으로써 특정 메시지 또는 필드의 세부 내용과 같은 확장 정보를 본다. 도 8a는

사용자가 선택된 메시지에 대한 텍스트 확장 아이콘(810)을 선택한 후의 메시지 리스트를 갖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도시

한다. 주제 필드(704)는 스크롤 필드(804)로 대체되었다. 이 스크롤 필드(804)는 사용자로 하여금 화면의 다른 구역을 볼

필요 없이 그 필드의 추가적 텍스트를 스크롤하게 하는 좌측 화살표(812) 및 우측 화살표(814)를 포함한다. 몇몇 실시예에

서, 스크롤 필드(804)는 자동적으로 스크롤되도록 설정된다. 도 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스크롤 필드(810a 내

지 810d)가 사용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스크롤 필드는 원하는 하나 이상의 메시지와 연관된 텍스트 확장 아이콘(810)을

선택함으로써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이어서,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메시지들의 바디 텍스트를 스크롤한다. 사용자는 가령

텍스트 확장 아이콘(810)을 두 번 클릭함으로써 스크롤 구역들 중 임의의 것을 끝낸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에서, 단말기 디바이스(110)는 한정된 디스플레이 구역을 갖는 휴대용 디바이스이다. 텍스트 확장

모듈(142)을 호출하는 사용자는 다른 디스플레이된 항목들을 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선태된 메시지의 세부 사항을

볼 수 있다.

도 9는 이메일 메시지와 연관된 추가 내용을 보는 데 사용되는 프로세스의 실례를 도시한다. 동작(902)에서, 사용자는 단

말기 디바이스(110)에서 서버(130)로부터 이메일 메시지를 요청한다. 이어서, 동작(904)에서, 서버(130)는 저장 디바이

스(150)로부터 이메일 메시지를 검색한다. 이어서, 동작(906)에서, 서버(130)는 검색된 메시지를 사용자의 단말기 디바이

스(110)에 전송한다. 저장 디바이스로부터 메시지를 검색하고 이 검색된 메시지를 단말기 디바이스(110)로 전송하는 것이

서버(13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지만, 메시지는 단말기 디바이스(110) 또는 단말기 디바이스(110)에 의해 액세

스가능한 다른 위치에서 저장 및 검색될 수도 있다.

사용자에게 표시된 검색된 메시지는 가령 명칭 필드(702), 주제 필드(704) 및 데이터/일정 필드(706)와 같은 필드를 갖는

하나 이상의 라인 상에서 나타날 수 있다.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검색된 메시지와 연관된 추가적인 텍스트를 보기를 원할

수 있다. 동작(908)에서,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원하는 메시지와 연관된 텍스트 확장 아이콘(208)을 선택할 수 있다. 동작

(910)에서, 텍스트 확장 모듈은 가령 주제 필드(704) 대신에 스크롤 필드(804)를 표시할 수 있다.

동작(912)에서, 사용자는 다른 화면 상의 항목들을 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하나 이상의 메시지와 연관된 텍스트를

화면상의 제자리에서 스크롤할 수 있다. 도시되지 않았지만, 사용자는 텍스트 확장 아이콘(208)을 두 번 클릭함으로써 하

나 이상의 메시지 중 임의의 것과 연관된 스크롤 필드(804)를 끝낸다.

상술된 실시예가 이메일 메시지와 연관되지만, 스크롤 영역은 메시지 대신 다른 리스트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가령, 스크

롤 필드는 탐색 결과 리스트 또는 데이터 테이블에서 사용될 수 있다.

몇몇 실시예에서, 텍스트 확장 모듈(142)은 사용자가 차트와 그래프와 같은 시각화 또는 다른 디스플레이의 상황에서 하

부에 존재하는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게 한다. 가령,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파이 차트(1000)를 도시한

다. 이 파이 차트는 각각의 텍스트 확장 아이콘(1004)을 갖는 몇 개의 세그먼트(1002)를 포함한다. 사용자는 텍스트 확장

아이콘(1004)을 선택함으로써 그 차트의 세그먼트와 연관된 텍스트를 볼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세그먼트와 연관

된 텍스트는 이 세그먼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표시되는 스크롤가능한 필드(1006)를 사용하여 도시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은 제스처 메뉴를 통해 속성을 설정하고 작업을 개시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메시지 리스트를 갖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부를 도시한다. 제스처 메뉴 아이콘(1106)은 이 리스

트 내의 각 메시지 옆에 표시된다. 제스처 메뉴 아이콘(1106)을 선택함으로써 제스처 메뉴(1120)를 호출한다. 제스처 메

뉴(1120)는 메시지를 제어 및 액세스하는 다양한 작업 아이콘 뿐만 아니라 다른 알려진 이메일 작업 아이콘을 포함한다.

가령, 제스처 메뉴(1120)는 삭제를 위한 현재의 메시지를 표시하는 삭제 아이콘(1102), 긴급한 상태임을 표시하는 긴급

아이콘(1108), 선택된 메시지를 원하는 폴더로 이동시키는 폴더로의 이동 아이콘(1110), 현재의 메시지에 응답하는 응답

아이콘(114) 및 현재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전송 아이콘(1116)을 포함한다. 다른 작업 아이콘도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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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a 및 도 12b는 삭제를 위한 메시지를 표시하는 실례를 도시한다. 도 12a에서, 삭제 아이콘(1102)은 커서가 삭제 아

이콘(1102)으로 네비게이션하여 그 상을 호버링함으로써 호출된다. 몇몇 실시예에서, 작업 아이콘이 선택되거나 "그 상에

서 호버링"할 때에, 그 아이콘은 확대되며 그 기능에 대한 세부 설명이 참조 부호(1202)로 도시된 바와 같이 제공된다. 일

단 제스처 메뉴 아이콘(1106)이 특정 메시지에 대해서 선택되면, 이 아이콘(1106)은 선택된 작업을 반영하도록 대체된다.

도 12b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제스처 메뉴 아이콘(1106)은 메시지가 삭제되었거나 삭제를 위해서 표시되었음을 나타내

는 삭제 아이콘(1204)으로 대체되었다.

몇몇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작업 아이콘을 제스처 메뉴(1120)로부터 선택하지 않고 특정 작업을 위해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다. 가령, 삭제를 위해 메시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그 메시지와 연관된 제스처 메뉴 아이콘(1106)을 선택하여

이를 사전결정된 방향으로 또는 화면 디스플레이 구역 외부로 드레그한다. 이 제스처는 이 항목을 버리는 동작과 유사하

다. 메시지가 긴급한 메시지임을 표시하기 원하는 사용자는 그 아이콘을 선택하여 이를 상부 방향으로 드레그하는데, 이

제스처는 메시지를 보다 중요한 레벨로 고려하는 것과 유사하다. 다른 방향을 향하는 제스처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몇몇 실시예에서, 사용자에게 선택된 작업 위 또는 아래에 존재하는 서브메뉴가 표시될 수 있다. 가령, 도 13은 선택된 메

시지를 폴더로 이동하기 위한 서브메뉴(1130)를 갖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도시한다. 제스처 메뉴(1120)는 폴더로의 이

동 아이콘(1110)을 포함한다. 커서를 폴더로의 이동 아이콘(1110)으로 네비게이션하고 그 상에서 호버링함으로써 서브메

뉴(1130)를 호출한다. 사용자는 이어서 현재의 메시지를 이동시킬 원하는 폴더를 선택한다.

도 14는 제스처 메뉴를 사용하여 속성을 설정하고 작업을 개시하는 데 사용되는 동작을 도시한다. 동작(1402)에서, 사용

자의 단말기 디바이스(110)는 서버(130)로부터 이메일 메시지 요청한다. 이어서, 동작(1404)에서, 서버(130)는 저장 디바

이스(150)로부터 이메일 메시지를 검색한다. 이어서, 동작(1406)에서, 서버(130)는 검색된 메시지를 사용자의 단말기 디

바이스(110)에 전송한다.

사용자는 검색된 이메일 메시지를 신속하게 통과하기를 원한다. 동작(1408)에서, 사용자는 원하는 메시지와 연관된 제스

처 메뉴 아이콘으로 네비게이션하여 제스처 메뉴(1120)를 호출한다. 동작(1410)에서, 사용자는 제스처 메뉴(1120)로부

터 원하는 작업을 선택한다. 도시되지 않았지만, 사용자는 연관된 제스처 메뉴 아이콘을 선택함으로써 하나 이상의 메시지

에 대한 작업 아이콘을 선택한다.

일단 사용자가 모든 원하는 메시지를 표시하였으면, 사용자는 동작(1412)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이메일 세션을 종료시킨

다. 동작(1414)에서, 이메일 메시지 및 이에 대응하는 작업이 저장 디바이스(150)에 저장되고 적합한 작업이 취해진다. 도

시되지 않았지만, 사용자는 단말기 디바이스(110) 또는 저장 디바이스(150)로 접속될 있는 임의의 다른 단말기 디바이스

를 통해서 이메일 메시지를 나중에 검색한다. 이 나중에 검색된 이메일 메시지는 이전에 선택된 작업을 보유한다. 저장 디

바이스로부터 메시지를 검색하고 이 검색된 메시지를 단말기 디바이스(110)로 전송하는 것이 서버(130)에서 발생하는 것

으로 설명되었지만, 메시지는 단말기 디바이스(110) 또는 단말기 디바이스(110)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다른 위치에서 저장

및 검색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들이 기술되었지만, 수정 및 변경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는 가능하다.

본 발명의 범위는 본 명세서에서 개시된 특정 실시예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 다른 용도 및 다른

장점이 본 명세서에서 개시된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원리를 고려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명세서는 오직 예시적

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발명의 범위는 다음의 청구 범위에 의해 규정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을 통해서 사용자가 특정 항목과 연관된 확장 텍스트 정보를 화면상의 제자리에서 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소정의 항목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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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소정의 항목의 하나 이상의 필드를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항목과 연관된 아이콘을 상기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가 상기 아이콘을 선택하면, 상기 항목과 연관된 확장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단계━상기 확장 정보

는 상기 항목의 상기 표시된 하나 이상의 필드 대신 표시됨━를 포함하는

정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2.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항목들로 구성된 리스트 및 상기 리스트 내의 하나 이상의 항목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에게 상기 항목들로 구성된 리스트를 표시하는 단계━상기 리스트 내의 상기 각 항목은 상기 항목의 하나 이상

의 필드로서 표시됨━와,

상기 리스트 내의 상기 각 항목에 대해서 상기 항목과 연관된 아이콘을 상기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가 상기 항목들 중 하나의 항목에 대한 상기 아이콘을 선택하면, 상기 선택된 항목과 연관된 확장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단계━상기 확장 정보는 상기 선택된 항목의 상기 표시된 하나 이상의 필드 대신 표시됨━를 포함하

는

정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 정보와 연관된 좌측 화살표 및 우측 화살표를 표시하여 상기 리스트 내의 다른 항목들을 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

으면서 상기 선택된 항목과 연관된 상기 확장 정보 모두를 화면상의 제자리에서 상기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정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상기 선택된 항목에 대한 상기 아이콘을 두 번 선택하면, 상기 확장 정보를 상기 표시된 하나 이상의 필드로

대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정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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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용자가 상기 리스트로부터의 하나 이상의 추가 항목들에 대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추가 항목들과 연관된 상기 아이

콘을 선택하면, 상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항목들과 연관된 확장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단계━상기 확장 정보는

상기 표시된 하나 이상의 필드 대신 표시됨━를 더 포함하는

정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6.

항목들로 구성된 리스트 및 상기 리스트 내의 하나 이상의 항목과 연관된 확장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그 내부의 각각의 항목이 하나 이상의 필드를 갖는 리스트와,

상기 리스트 내의 상기 각 항목과 연관된 아이콘을 포함하며,

사용자가 상기 아이콘을 선택하면, 상기 항목과 연관된 확장 정보가 상기 하나 이상의 필드 대신 표시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리스트 내의 다른 항목들을 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상기 선택된 항목과 연관

된 상기 확장 정보 모두를 제자리에서 상기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하도록 상기 확장 정보와 연관된 좌측 화살표 및 우측 화

살표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8.

항목들로 구성된 리스트 및 상기 리스트 내의 하나 이상의 항목과 연관된 확장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리스트를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수단━상기 리스트 내의 상기 각 항목은 상기 항목의 하나 이상의 필드로서 표시됨━

과,

상기 리스트 내의 상기 각 항목에 대해서 상기 항목과 연관된 아이콘을 상기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수단과,

상기 사용자가 상기 하나 이상의 항목들과 연관된 상기 아이콘을 선택하면, 상기 선택된 항목과 연관된 확장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수단━상기 확장 정보는 상기 표시된 하나 이상의 필드 대신 표시됨━을 포함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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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리스트 내의 다른 항목들을 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상기 선택된 항목과 연관

된 상기 확장 정보 모두를 제자리에서 상기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하도록 상기 확장 정보와 연관된 좌측 화살표 및 우측 화

살표를 표시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사용자가 상기 선택된 항목에 대한 상기 아이콘을 두 번 선택하면, 상기 확장 정보

를 상기 표시된 하나 이상의 필드로 대체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사용자가 상기 리스트로부터의 하나 이상의 추가 항목들에 대해서 상기 하나 이상

의 추가 항목들과 연관된 상기 아이콘을 선택하면, 상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항목들과 연관된 확장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

게 표시하는 수단━상기 확장 정보는 상기 표시된 하나 이상의 필드 대신 표시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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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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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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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c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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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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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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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도면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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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b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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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등록특허 10-0622799

- 18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a
	도면3b
	도면3c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a
	도면8b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a
	도면12b
	도면13
	도면14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명세서 1
 도면의 간단한 설명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발명의 목적 2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3
  발명의 구성 및 작용 3
  발명의 효과 7
청구의 범위 7
도면 10
 도면1 11
 도면2 12
 도면3a 12
 도면3b 12
 도면3c 13
 도면4 13
 도면5 13
 도면6 14
 도면7 14
 도면8a 14
 도면8b 15
 도면9 15
 도면10 16
 도면11 16
 도면12a 16
 도면12b 17
 도면13 17
 도면14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