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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르면, 전화 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가 웹 브라우저 없이 인터넷을 브라우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된다. 이 방법은 이용자의 전화 장치와 컴퓨터 사이에 접속을 설정함으로써 시작된다. 컴퓨터는 웹 브라우
저와 텍스-음성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이용자는 전화 장치를 이용하여 소정의 URL을 식별하는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
된 정보는 다음에 웹 브라우저로 제공되고, 웹 브라우저는 원하는 페이지를 펫치한다. 웹 페이지의 텍스트 부분은 음성
으로 변환되어, 전화 장치를 통해 이용자에게 출력된다. 대안으로, 이용자는 웹 페이지를 소정의 팩스 수신지로 전송하
거나, 웹 페이지를 소정의 E-메일 수신지 어드레스로 E-메일 발송하거나, URL 자체를 E-메일 발송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입력장치로서 전화기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웹 페이지를 네비게이트하거나 그 페이지내의 링크를 탐
험할 수 있다.

대표도
도2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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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웹 페이지 억세스, 텍스트-음성 프로세서, 인터넷 브라우징, 전화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공지의 방식으로 인터넷에 억세스하기 위해 이용되는 종래의 클라이언트-서버 정보 검색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도2는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른 원격 웹 페이지 검색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원격 웹 페이지 억세스, 카피 및 전송 서비스의 개략도.
도4는 본 발명에 따른 원격 웹 페이지 검색 방법의 바람직한 구현예를 도시한 흐름도.
도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웹 페이지 리더(reader) 루틴의 흐름도.
도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파서(parser) 펑션의 흐름도.
도7은 웹 페이지 일부의 팩시밀리 표현도.
도8은 본 발명의 파서 루틴의 제1 단계의 부분 출력을 도시한 도면.
도9는 파서 루틴의 제2 단계의 부분 출력을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클라이언트 머신 12:웹 서버
15:전화망 장치 16:브라우저
17:전화 서버 18:프로세서
19:전화망 20:운영체제
21:음성 인식기 25:텍스트-음성 프로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의 정보 검색(retrieval)에 관한 것으로, 특히, 종래의 웹 브라우저를 이용
하지 않고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월드 와이드 웹은 인터넷의 멀티미디어 정보 검색 시스템이다. 웹 환경에서, 클라이언트 머신은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HTTP)을 이용하여 웹 서버에 대한 트랜잭션을 수행하며, HTTP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로서
알려진 표준 페이지 기술 언어를 이용하여 파일(예, 텍스트, 그래픽스, 이미지, 사운드, 비디오 등)에 대한 이용자 억세
스를 제공하는 공지의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다. HTML은 기본적인 문서 포맷팅을 제공하며, 개발자가 다른 서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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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파일에 대한 '링크'를 명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인터넷 패러다임에서,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경로는 네트워크 접
속을 정의하기 위한 특수한 구문(syntax)을 포함하는 소위 URL(Uniform Resource Locator)에 의해 식별된다. 클라
이언트 머신에서 HTML-호환성 브라우저(예,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
용하는 것은 URL을 통해 링크를 명시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브라우저의 이용자가 링크를 명시하면,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위치한 특정 네트워크 IP 어드레스로 호스트명(URL)을
맵핑하기 위해 네이밍(naming)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발생한다. 그러면, 네이밍 서비스는 그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IP 어드레스를 반송한다. 브라우저는 이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서버에 대한 접속을 설정한다. 만일 그 서버가 이용가
능하면, 그 서버는 웹 페이지를 반송한다. 또다른 네비게이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웹 페이지는 통상적으로 '앵커(an
chors)' 또는 '링크'로서 알려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하이퍼텍스트 레퍼런스를 포함하고 있다. HTML에서, 각각의 앵
커는 일반적으로 마크업 언어 태그 셋트 '< a href 'pathname'< /a'에 의해 묘사되며, 여기서, 'pathname(경로
명)'은 링크된 페이지 또는 객체의 위치를 식별하는 경로 정보이다.

그러나, 웹 브라우저 억세스는 원할 때 항상 이용가능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만일 이용자가 웹으로부터 정보를 검
색하길 원하지만 컴퓨터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러한 정보는 종래의 통신 방법을 통해서는 쉽게 얻어질 수 없다.
본 발명은 이러한 필요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주 목적은 컴퓨터 또는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지 않고 웹 콘텐트를 검색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
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종래의 웹 브라우저 기술 또는 인터넷 서비스의 직접 이용없이 서버로부터 원격위치에서 웹 페
이지를 판독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이용자로 하여금 컴퓨터나 웹 브라우저 또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억세스하지 않고 소정의
웹 콘텐트를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이용자로 하여금 대안의 웹 페이지 억세스 방법을 이용하여 웹 페이지에 억세스하여 판독하고,
그 페이지(또는 URL)의 카피를 입수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전화 장치를 이용한 웹 억세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시각장애가 있는 이용자로 하여금 전화-기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웹 콘텐트에 억세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종래의 전화망 장치를 통해 억세스할 수 있는 원격 웹 페이지 리더(reader)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 및 다른 목적은 원격 웹 페이지 판독을 위한 방법에서 제공된다. 이 방법은 전화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가 웹 브라우저 없이 인터넷을 브라우징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이용자의 전화 장치와 컴퓨터 사이에 접속을
설정함으로써 시작된다. 컴퓨터는 웹 브라우저 및 텍스트-음성 프로세서(text-to-speech processor) 를 포함한다.
이용자는 전화 장치를 이용하여 소정의 URL을 식별하는 정보를 입력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정보는 전화기 키패드를
이용하여 입력된다. 만일 컴퓨터가 음성 인식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면, 이 정보는 음성 입력을 통해 입력되어 그 애플
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인식될 수 있다. 입력된 정보는 다음에 웹 브라우저로 제공되며, 웹 브라우저는 통상적인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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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하는 페이지를 펫치한다. 다음에, 웹 페이지의 텍스트 부분은 음성으로 변환되어, 전화 장치를 통해 이용자에게 출
력된다. 대안으로, 이용자는 그 페이지를 소정의 팩스 수신지로 전송하거나, 그 페이지를 소정의 E-메일 수신지 어드레
스로 E-메일을 발송하거나, 또는 URL 자체를 E-메일 발송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용자는 선택적으로 입
력 장치로서 전화기를 이용하여 그 웹 페이지를 네비게이트하거나 또는 그 페이지내의 다른 링크를 탐험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다른 관점에 따르면, 원격 웹 페이지 배달 서비스는 전화망을 통해 억세스될 수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다. 이
컴퓨터는 웹 브라우저, 텍스트-음성 프로세서, DTMF(Dual Tone Multifrequency) 검출기 및 음성 검출기를 포함한
다. DTMF 검출기는 전화기 키패드 코드를 인식하고, 음성 검출기는 음성 명령을 인식한다. 제어 프로그램은 (a) UR
L을 식별하는 정보(예, 키패드 코드 및/또는 음성 입력)를 전화 장치로부터 수신하고, (b) URL에 의해 식별된 웹 페이
지를 검색하도록 웹 브라우저를 제어하고, (c) 웹 페이지내의 소정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도록 텍스트-음성 프로
세서를 제어하기 위해 컴퓨터 상에서 실행된다. 다음에, 음성은 전화 장치를 통해 이용자에게 출력된다. 전술한 바와 같
이, 키패드 코드 및/또는 음성 명령은 웹 페이지를 통해 네비게이트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시각장
애가 있는 이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지 않고 웹 페이지 콘텐트에 억세스하는데 도움을 주는 특별한 유용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종래의 전화 장치의 이용자로 하여금 인터넷 접속이나, 컴퓨터 또는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지 않고 웹
페이지 콘텐트를 억세스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전술한 것은 본 발명의 목적 및 특징의 일부를 개략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들 목적은 단지 본 발명의 관련 특징 및 응
용의 일부를 예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에 기재된 본 발명을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후술하는 바
와 같이 본 발명을 변경함으로써 다른 많은 유익한 결과가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한 다음의 상
세한 설명을 참조함으로써 본 발명이 보다 완전하게 이해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도면 및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면 더욱 쉽게 이해될 것이다.

도1에는 공지의 인터넷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이 도시되어 있다. 클라이언트 머신(10)은 네트워크(14)를 통해 웹
서버(12)에 접속된다. 예시 목적을 위해, 네트워크(14)는 인터넷,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또는 다른 공지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웹 서버(12)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억세스될 수 있는 다수의 서버중 하나이며, 클라이언트 중 하나가 머신
(10)으로 도시되어 있다. 대표적인 클라이언트 머신은 네트워크의 서버에 억세스하기 위해 이용되는 공지의 소프트웨
어 툴(tool)인 브라우저(16)를 포함한다. 웹 서버는 하이퍼텍스트 문서 및 객체의 형태로 파일(집합적으로 '웹 사이트'
로서 언급됨)을 지원한다. 인터넷 패러다임에서, 서버로의 네트워크 경로는 소위 URL에 의해 식별된다.

대표적인 웹 서버(12)로는 IBM Netfinity 서버가 있으며, 이것은 RISC-기반 프로세서(18), AIXO 운영체제(20),
및 Netscape Enterprise Server(넷스케이프 엔터프라이즈 서버)와 같은 웹 서버 프로그램(22)을 포함한다. 웹 서버
(12)는 또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24)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
I)(23)를 포함하고 있으며, API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 하여금 공통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CGI) 프로그램, 플러그
-인(plug-ins), 서블릿(servlets), 액티브 서버 페이지, SSI(server side include) 펑션 등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그 핵심 기능을 확장 및/또는 개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확장부(extensions)를 제공한다.

- 4 -

등록특허 10-0329244

대표적인 웹 클라이언트는 x86-기반, PowerPCR-기반, 또는 RISC-기반의 개인용 컴퓨터이며, 이것은 IBMR OS/2
R 또는 Microsoft Windows '95와 같은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 플러그-인 또는 헬퍼(helper) 애플리케이션을 위
한 JVM(Java Virtual Machine) 및 서포트(support)를 구비한 Netscape Navigator 4.0(또는 그 이상)과 같은 웹
브라우저를 포함한다.

이제, 도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은 이용자로 하여금 클라이언트 머신(10) 또는 그 브라우저(16)를 이용하지 않고 웹 서
버(12)에 억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웹 서버(12)는 통상적인 전화망 장치(15)를 이용하여 억세스된다. 전화망 장치(
15)는 통상적인 입력 장치(예, 알파벳이 있는 수치 키패드)를 갖고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전화 서버(17)를 통해 네트
워크내의 다양한 웹 서버(12)에 접속될 수 있다. 서버(17)는 어떠한 종래의 전화망(19)을 통해서도 전화망 장치에 의
해 억세스될 수 있다. 네트워크(19)는 지상통신 라인, '셀룰러' 또는 다른 무선망, 위성망, 개인통신망, 또는 전화-기반
신호법을 위한 다른 공지된 또는 후에 개발될 어떠한 네트워크도 될 수 있다. 전화 서버(17)는 예를 들어, 800번 서비
스, 900번 서비스, 1+ 오퍼레이터 서비스, 크레딧 카드 또는 데빗 카드, 또는 어떤 다른 공지된 전화-기반 억세스 방
법과 같은 통상적인 수단을 통해 억세스될 수 있다. 이용자는 전화 서버(17)와 계정을 설정하거나 서비스를 위해 선납
할 수도 있다(예를 들어, 한 페이지당 요금, 한 번의 억세스당 요금 등으로 지불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특정 억
세스 기술은 제한요소가 아니다.

통상적으로, 전화 서버(17)는 컴퓨터이며, 프로세서(18), 운영체제(20) 및 웹 브라우저(16)를 포함한다. 또한, 서버
는 본 발명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펑션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펑션은 전화 키패드 코드를 검
출하기 위한 DTMF 톤 검출기, 음성 명령을 인식하기 위한 음성 인식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음성 검출기(21) 및 소
정의 웹 페이지 콘텐트를 호출자에게 출력하기 위한 텍스트-음성 프로세서(25)를 포함한다. 대표적인 음성 인식 애플
리케이션으로는 IBM ViaVioceО가 있다.

전화 서버(17)는 원격 웹 페이지 억세스, 카피 및 전송 서비스의 제공을 용이하게 한다.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버(17)가 관리 서버(27)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 관리 서버는 검증(validation), 호출 회계, 빌링(
billing) 등과 같은 통상적인 '백 오피스(back office)' 기능을 제공한다.

도4에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예시하는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이용자는 통상적인 전화를 이용하여 전화 서버에 연결함
으로써 서비스에 억세스한다. 위에서 이미 많은 억세스 방법이 설명되었다. 이것은 단계(30)이다. 다음에, 단계(32)에
서는,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검증을 받는다. 검증의 형태는 그 서비스에 대해 요구되는 보안 특성에 의존한다. 그러므
로, 예를 들어, 가입자-기반 서비스의 경우에, 이용자는 그 서비스에 대한 억세스가 허용되기 전에 검증되어야 하는 패
스워드를 입력하도록 촉구받을 수 있다. 패스워드는 음성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것은 음성 인식기(21)를 이용하
여 인식된다. 대안으로, 이용자는 패스워드를 전화기 핸드셋 상의 수치 키패드를 이용하여 입력할 수도 있다. 서비스가
자유롭게 억세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증 단계가 필요로 되지 않을 수 있다.

단계(34)에서, 이용자는 URL 또는 검색될 URL을 나타내는 키워드(또는 다른 식별자)를 입력하도록 촉구받는다. 그러
므로, 예약-기반 서비스의 경우에, 이용자는 그가 그 서비스를 통해 억세스하길 원하는 소정의 페이지를 미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용자는 이러한 각각의 페이지에 대한 소정의 식별자를 미리 선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검색 과정
이 단순화된다. 단계(36)에서는, 예를 들어, 음성 입력 또는 전화기 핸드셋 키패드를 이용하여 URL 또는 URL 식별자
가 입력된다. 후자의 경우에, URL 또는 식별자의 각각의 문자는 통상적으로 2개의 키패드 엔트리를 이용하여 입력된다.
그 이유는 키패드 상의 각각의 숫자가 통상적으로 3개까지의 문자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숫자 '9'는 w
xy 문자 셋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만일 이용자가 URL의 일부로서 문자 'w'를 입력하길 원하면, 이용자는 '91'을 입
력하게 되는데, 여기서, '9'는 wxy 셋트를 나타내고, '1'은 그 셋트의 첫 번째 문자를 나타낸다. 대안으로, 숫자 '9'를
한 번 누르면(hit) 3개중에서 첫 번째 문자를 나타내고, 두 번 누르면 두 번째 문자, 세 번 누르면 세 번째 문자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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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도 있다.

비록 예시되지는 않았지만, 이용자는 이전의 엔트리를 확인하도록 촉구받을 수도 있다. 단계(36) 이후에, 서버는 프로
토콜에 따라 진행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did you say/enter _____ ?'(_____를 말했는가/입력했는가?)라고 프롬프트하
고, 적절한 응답을 대기할 수도 있다. 단계(38)에서, 루틴은 URL을 웹 브라우저로 입력한다. 그러므로, 단계(38)에서
는, (URL이 직접 이용자에 의해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 URL을 식별하는 정보가 URL로 변환된다. 단계(40)에서, 웹
브라우저는 식별된 웹 사이트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억세스한다. 단계(42)에서는, 웹 페이지가 전화 서버로 전송된다.
웹 페이지가 검색되고 있는 동안에 상태 또는 다른 정보가 호출자에게 제공될 수도 있다. 이 검색된 페이지는 다음에 다
른 처리를 위해 단계(44)에서 저장된다.

소정의 페이지에 억세스하기 위해 다른 기술이 이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가 계정(account)-기반인 경우에,
이용자는 패스워드-기반 개인 계정을 설정하고, 다음에 다양한 제어 옵션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는 검색할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웹 페이지를 선택하고, 웹 페이지가 어떤 방법으로 출력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옵션(예, 읽기(re
ading)(또는 낭독), E-메일 전송, 팩스 전송, 등) 또는 소정의 웹 페이지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옵션(예, 헤드라인만 읽기, 헤드라인 및 관련 스토리 읽기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이용자는
소정의 키패드 코드 또는 음성 명령(예, 'New York')을 소정의 웹 페이지(예, www.nytimes.com)와 연관시킬 수 있
으며, 그 페이지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서비스에 명령할 수 있다. 나중에, 이용자가 그 서비스에 억세스하면, 전화 서버
는 먼저 그 이용자를 검증한다. 이러한 사전설정된 코드 또는 명령을 이용하여, 원하는 페이지를 검색하도록 브라우저
를 제어한다. 다음에, 서버는 이용자에 의해 이전에 지정된 방식으로 그 페이지를 출력한다.

전술한 예약-기반 기술은 (예를 들어, 웹 페이지에 억세스하여 CGI-기반 폼을 채우거나 또는 이용자로 하여금 그의
선택사항(preferences)을 식별하도록하여 그러한 정보를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으로 실행
될 수 있다.
이용자가 서비스에 연결하면, 그 이용자로 하여금 그의 사전 설정된 코드 또는 명령을 열거,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메뉴가 억세스될 수 있다.

다시 흐름도로 되돌아가면, 루틴은 단계(46)에서 계속되어, 검색된 페이지가 이용자에게 어떻게 출력될 것인지 결정하
도록 이용자에게 촉구한다. 통상적으로, 이들 옵션은 이용자에게 페이지의 텍스트 부분을 읽어주는 옵션, 페이지의 팩
시밀리를 소정의 전화 번호로 전송하는 옵션, 페이지를 소정의 어드레스로 E-메일 발송하는 옵션 등을 포함한다. 단계
(48)에서는, 원하는 옵션이 선택된다. 디폴트 옵션(예, 읽기)이 사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페이지를 소정의 방식으
로 수신한다는 것을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단계(46-48)가 생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이용자는 소정의 웹
페이지의 팩스 카피를 수신하도록 간단하게 예약할 수 있다. 만일 읽기 옵션이 선택되면, 루틴은 단계(50)로 분기하여
그 페이지를 낭독한다. 이러한 프로세스의 세부사항은 도5 내지 도6을 참조하여 후술된다. 파싱(parsing) 다음에는,
검색된 페이지가 텍스트-음성 프로세서(25)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낭독된다. 만일 팩스 옵션이 선택되면, 루틴은 단
계(52)로 분기하여 이용자에게 수신지 전화 번호를 입력하도록 촉구한다. 다음에, 제어는 단계(54)에서 계속되어, 수
신지 전화 번호를 수신한다. 이용자가 (예를 들어, 오프-라인 예약 프로세스로) 미리 수신지 전화 번호를 제공한 경우
에, 이들 단계(52,54)는 생략될 수 있다. 단계(56)에서, 루틴은 원하는 번호로 팩스 전송을 시작한다. 단계(58)에서는,
수신지 E-메일 어드레스를 이용자에게 촉구함으로써 E-메일 옵션이 시작된다. 다음에, 제어는 단계(60)에서 계속되
어, 수신지 E-메일 어드레스를 수신한다. 만일 이용자가 미리 수신지 어드레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들 단계(56,58)
가 생략될 수 있다. 단계(62)에서, 루틴은 원하는 번호로 웹 페이지의 E-메일 전송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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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이용자는 음성 또는 키패드 엔트리를 이용하여(또는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식별자를 입력함으로써)
수신지 팩스 어드레스 또는 E-메일 어드레스를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페이지의 팩스 및 E-메일 카피를 수신
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비록 전술한 페이지 통신 옵션이 바람직하지만,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는 다른 옵
션도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이용자는 단지 URL이 소정의 어드레스로 배달될(통
상적으로는 E-메일에 의해)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소정의 코드를 입력할 수 있다.

도5는 검색된 웹 페이지를 읽기 위한 바람직한 기술이 도시되어 있다. 이 루틴은 단계(66)에서 시작되어, 이용자에게
어떤 읽기 옵션 셋트가 바람직한지 판단하도록 촉구한다. 어떤 옵션은 소정의 개시점으로부터 페이지를 읽는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은 페이지의 형태에 따라 미리 선택될 수 있다. 다른 옵션은 페이지내의 링크만을 읽는 것일 수 있다. 단계
(68)에서는, 키패드 또는 음성 입력을 이용하여 특정 읽기 옵션이 선택된다. 단계(70)에서는, 텍스트-음성 애플리케
이션이 그 페이지를 읽기 시작한다. 링크를 만나게 될 때마다, 루틴은 'This is link 1'(이것은 링크 1임)과 같은 특수
한 고시문을 발생한다. 더 많은 링크를 만나게 되면, 9와 0이 사용될 때까지 그 다음 숫자로 링크 번호가 증가된다. 그
다음에, 다음 링크에 다시 '1'이 할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판독된 마지막 10개의 링크를 항상 억세
스하여 따라갈 수 있다. 그러므로, 단계(72)에서는 이용자가 소정의 링크를 따라가길 원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테
스트가 수행된다. 그러나, 만일 단계(72)에서의 테스트 결과가 긍정이면, 루틴은 단계(74)에서 분기하여, 그 링크에
의해 식별된 URL을 검색하게 된다. 다음에, 제어는 도3의 단계(46)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억세스되는 페이지를 어떻
게 출력할 것인지 판단하게 된다.

본 발명은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 첫째로, 본 발명은 이용자가 웹 브라우저 또는 컴퓨터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를 이용
하지 않고 웹에 억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오히려, 서비스의 이용자는 특수한 억세스 장비나 또는 인터넷 계정 없이 통
상적인 전화나 또는 유료 전화(공중 전화)를 이용하여 원하는 웹 콘텐트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을 이용하면, 세계의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는 이용자가 브라우저 없이 웹 페이지에 억세스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은 어떤 사람이 특정 웹 콘텐트 배달 사이트(예, 전화 서버(17))에 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용자는
URL을 입력하기 위해 터치 톤 키패드나 또는 음성 입력을 이용하여 원하는 웹 페이지에 억세스한다. 이 서비스는 다양
한 배달 옵션을 제공하며, 따라서, 이용자는 페이지를 읽을 수도 있고, 그 페이지를 소정의 팩스 수신지로 팩스 전송할
수도 있다. 소정의 E-메일 수신지로 E-메일 발송할 수도 있다. 페이지가 판독될 때, 이용자는 원하는 콘텐트를 얻을
때까지 그 페이지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링크를 따라 가도록 프롬프트 받을 수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웹 페이지 검색은 키패드 또는 음성 입력을 이용하여 개시된다. 또한, 이용자가 페이지를 청취할 때,
이용자는 그 페이지를 네비게이트하기 위해 키패드 제어장치 또는 음성 입력을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의 표1은 본 발명
의 웹 페이지 리더(reader)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소정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키패드 코드 또는 음성 명령의
대표적인 구현예이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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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이용자가 키패드 엔트리 및 음성 명령을 이용하여 웹 페이지의 읽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물론, 다른 편리한 명령 셋트도 구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만일 읽기 서비스
가 다른 언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다른 제어 코드 셋트가 이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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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이용자는 소정의 동작을 취하기 전에 그 동작을 확인하도록 서비스에 의해 프롬프트 받는 것이 바람
직하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소정의 링크에 의해 식별된 페이지를 검색하기 전에 그 링크를 따라
가기 위한 이용자 요구를 확인하도록 프롬프트할 수 있다.
웹 콘텐트는 통상적으로 소정의 마크업 언어(예, HTML, XML 등)에 따라 포맷되며, 가장 간단한 페이지 조차도 그래
픽스(예, gif 파일) 및 다른 이미지 콘텐트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웹 페이지 리더 메카니즘은 페이지내의 소
정의 자료를 여과하기 위한 파서(parser)를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페이지가 호출자에게 낭독될 때, 단지 관련 자료
(예, 실질적인 텍스트)만이 출력되게 된다.

도6은 대표적인 파서 펑션의 흐름도이다. 이 루틴은 검색된 웹 페이지의 수신과 함께 시작된다. 단계(80)에서, 파서는
웹 페이지를 관통하여 첫 번째 횡단을 수행하고, 페이지 레이아웃 목적으로 이용된 모든 태그 셋트(및 그 관련 데이터)
를 제거한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웹 페이지내의 < HEAD 태그 셋트 사이에 위치된 모든 콘텐트가 제거된다. 다음
에, 단계(82)에서 파서는 링크를 처리하기 위해 페이지를 관통하여 두 번째 횡단을 수행한다. 단계(82)에서는 예를 들
어, 링크가 그와 관련된 'ALT' 텍스트 속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페이지내의 각 링크가 검사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이미지 링크는 대리(alternate)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브라우저가 이미지
를 렌더링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또는 이용자가 이미지를 보지 않는 것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파
서는 링크와 관련된 마크업을 제거하고 대리 텍스트는 유지한다. 이것은 리더로 하여금 단지 그 대리 텍스트에 의해 링
크(특히, 이미지 링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링크가 처리된 이후에, 루틴은 단계(84)에서 계속되어 이미지를 처리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지 마크업이 제거되고,
대리 텍스트(존재하는 경우)는 유지된다. 단계(85)에서, 파서는 패러그래프(paragraphs)와 같은 텍스트 블록을 처리
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루틴은 패러그래프 브레이크(통상적으로 < p 태그 셋트로 나타냄)를 식별하기 위해 페
이지를 관통하여 횡단을 수행한다. 이러한 태그 셋트를 만날 때마마, 루틴은 마크업을 제거하고, 페이지가 낭독될 때 패
러그래프 사이에서 잠깐 쉬도록 포즈(pause)를 삽입한다. 다음에, 루틴은 단계(86)에서 계속되어, 특수 문자를 처리한
다. 예를 들어, '& '를 만나면, 파서는 이 문자를 단어 'and'로 변환한다.

이러한 파싱 펑션은 물론 대표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펑션이 전술한 바와 같은 순서로 실행될 필요는 없다. 이 기술분
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전화 접속을 통해 읽을 수 있고, 호출자가 네비게이션 명령을 이용하여 네비게이트할 수
있는 간단한 텍스트 페이지를 만든다는 목적하에 다른 파싱 펑션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소정의 파싱 펑션이 수행된 이후에, 루틴은 그 결과로서 생성된 페이지를 호출자에게 출력하기 위해 텍스트-음
성 프로세서로 전달한다. 이것은 단계(88)에서 수행되며, 다음에 프로세스는 종료된다.
도7은 www.ibm.com/News/1998/12/08.phtml에서 최초에 공표된 웹 페이지의 팩시밀리 카피이다. 이 페이지에 대
한 소스 코드는 매우 복잡하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재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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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은 전술한 HTML이 관계없는 마크업을 제거하기 위해 파서에 의해 처리된 이후의 HTML을 도시하고 있다. 이것은
파싱 루틴의 단계(82)에서 수행된 것이다. 도9는 링크 및 이미지가 그 '대리' 텍스트 포맷으로 변환되고 특수 문자가
처리된 이후의 HTML을 도시한 것이다(이들 양자의 경우 모두, 부분적인 결과만이 예시되었다). 이 출력은 이용자에게
낭독될 콘텐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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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파싱 기술은 단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대안은 파서가 (웹 페이지의 수신시) 가상의 방식으로 검색된 웹 페
이지의 소스 코드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서 생성된 텍스트 및 이미지 정보는 메모리에 저장되고(예, '화상(pic
ture)'으로서), 다음에 파서는 그 텍스트를 리더에게 전달한다.
도4 내지 도6에서 전술한 소정의 제어 루틴은 범용 컴퓨터의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되는 명령어 셋트로서 컴퓨터 소프
트웨어로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3의 제어 루틴은 소정의 스레드(thread)에서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
서, 소정의 전화 서버에 의해 복수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은 시각장애가 있는 이용자가 웹 콘텐트에 억세스하여 그것을 취득하도록 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전화 서버를 통해 웹 콘텐트에 억세스하기 위해 통상적인 전화기 핸드셋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전화 서버가 반드시 특수한 플랫폼일 필요는 없다. 그 기능은 어떤 컴퓨터에 의해서도 구현될 수 있다. 그
러므로, 주어진 웹 사이트는 그 사이트에 의해 호스팅되는 콘텐트에 대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비록 본 발명이 그 특정 실시예를 참조하여 도시 및 설명되었지만,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다른 환경에서 변형되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록 전술한 본 발명이 소프트웨어에 의해
선택적으로 재구성 또는 활성화된 범용 컴퓨터에서 구현될 수 있지만,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
이 전술한 본 발명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특수 목적 장치를 포함하는, 하드웨어나 펌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펌웨
어의 조합에서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사
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본 발명의 형태 및 세부사항에서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종래의 웹 브라우저 기술 또는 인터넷 서비스의 직접 이용없이 서버로부터 원격위
치에서 웹 페이지를 판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화 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가 웹 브라우저 없이 인터넷을 브라우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이용자의 전화 장치와 컴퓨터 사이의 접속을 설정하는 단계;
소정의 URL을 식별하는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전화 장치를 이용하는 단계;
상기 소정의 URL과 관련된 웹 페이지를 컴퓨터로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웹 페이지를 이용자에게 배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전화 장치의 키패드를 이용하여 입력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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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음성 입력을 이용하여 입력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웹 페이지를 배달하는 단계는 상기 웹 페이지의 소정의 텍스트를 이용자를 위한 음성으로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웹 페이지의 상기 소정의 텍스트는 적어도 하나의 링크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이용자로 하여금 다른 페이지를 검색하기 위해 상기 링크를 네비게이트하도록 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웹 페이지를 배달하는 단계는 상기 웹 페이지를 소정의 수신지 전화번호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웹 페이지를 배달하는 단계는 상기 웹 페이지를 소정의 E-메일 수신지 어드레스로 E-메일 발송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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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웹 페이지를 배달하는 단계는 소정의 E-메일 수신지 어드레스로 URL을 E-메일 발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은 기본적으로 지상통신 라인, 와이어라인, 위성 라인 및 개인 통신 라인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
는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웹 페이지를 검색하기 이전에 이용자를 검증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전화 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가 웹 브라우저 없이 인터넷을 브라우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이용자의 전화 장치와 컴퓨터 사이의 접속을 설정하는 단계;
소정의 URL을 식별하는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전화 장치를 이용하는 단계;
상기 소정의 URL과 관련된 웹 페이지를 컴퓨터로 검색하는 단계;
상기 웹 페이지의 소정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단계; 및
상기 음성을 이용자에게 출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웹 페이지내의 링크를 식별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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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링크와 관련된 제2 웹 페이지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제2 웹 페이지의 소정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단계; 및
상기 음성을 이용자에게 출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원격 웹 페이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화망을 통해 억세스할 수 있는 컴퓨터에 있어서,
웹 브라우저;
텍스트-음성 프로세서; 및
(a) URL을 식별하는 정보를 전화 장치로부터 수신하고, (a) 웹 페이지를 검색하도록 상기 웹 브라우저를 제어하고, (
c) 상기 웹 페이지의 소정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도록 상기 텍스트-음성 프로세서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프로그
램
을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21.
웹 브라우저 및 텍스트-음성 프로세서를 구비한 컴퓨터에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 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에 있어서,
전화 장치로부터 입력되는 URL을 식별하는 정보의 수신에 응답하여, 웹 페이지의 검색을 개시하도록 상기 웹 브라우저
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웹 페이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웹 페이지내의 소정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도록 상기 텍스트-음성 프로
세서 제어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24.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전화 장치;
웹 브라우저 및 텍스트-음성 프로세서를 구비한 컴퓨터;
상기 전화 장치를 상기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한 수단; 및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어, (a) URL을 식별하는 정보를 상기 전화 장치로부터 수신하고, (b) 웹 페이지를 검색하도록 상
기 웹 브라우저를 제어하고, (c) 상기 웹 페이지내의 소정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도록 상기 텍스트-음성 프로세
서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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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5.
전화 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가 웹 브라우저 없이 인터넷을 브라우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이용자의 전화 장치와 컴퓨터 사이의 접속을 설정하는 단계;
소정의 URL을 식별하는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전화 장치를 이용하는 단계;
상기 소정의 URL과 관련된 웹 페이지를 컴퓨터로 검색하는 단계;
소정의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 상기 웹 페이지를 파싱하는 단계;
상기 웹 페이지의 소정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단계; 및
상기 음성을 이용자에게 출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마크업 언어 포맷팅 정보인
방법.

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정보는 적어도 하나의 그래픽스 파일을 포함하는
방법.

- 30 -

등록특허 10-0329244

도면
도면 1

도면 2

- 31 -

등록특허 10-0329244

도면 3

도면 4

- 32 -

등록특허 10-0329244

도면 5

도면 6

- 33 -

등록특허 10-0329244

도면 7

- 34 -

등록특허 10-0329244

도면 8

- 35 -

등록특허 10-0329244

도면 9

- 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