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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인터넷 티브이 상에서 인터넷 이용시 웹 페이지의 문자 가독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인

터넷 티브이 및 그 텍스트 표시방법에 관한 것으로, 디스플레이부를 구비한 인터넷 티브이에서, 외부 통신망과 접속

하기 위해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LAN(Local Area Network) 또는 CABLE 등과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부, 상기 통신망으로부터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입력되는 소정 웹 페이지(Web Page)를 상기 디

스플레이부에 디스플레이 하도록 처리하는 그래픽 처리부, 상기 웹 페이지의 소스 데이터(Source Data)에서 텍스트(

Text)를 분리하기 위한 텍스트 분리부, 상기 분리된 텍스트를 OSD(On Screen Display) 형태로 디스플레이 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OSD 처리부,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상기 디스플레이 된 웹 페이지 상의 마우스 포인터(Mouse Pointe

r)의 위치를 인식하고 상기 인식된 마우스 포인터에 따라 해당 텍스트를 분리하여 상기 OSD 상에 디스플레이 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사용자 설정에 따라 웹 페이지 내에 존재하는 텍스트를 별도의 OSD를 통해 

디스플레이 함으로서 통상 PC 환경을 위해 제작된 웹 페이지의 문자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인터넷 티브이/웹 페이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인터넷 티브이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인터넷 티브이의 텍스트 확대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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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티브이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티브이의 텍스트 표시방법을 나타낸 플로우 차트

도 5는 인터넷 티브이를 통해 디스플레이 되는 웹 페이지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6a 내지 도 6c는 웹 페이지의 HTML 문서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7a 및 도 7b는 웹 페이지 상의 마우스 포인터 위치 탐색을 나타낸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티브이의 텍스트 표시방법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인터페이스부 11: 그래픽 처리부

12: 텍스트 분리부 13: OSD 처리부

14: 디스플레이부 15: 제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넷 티브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인터넷 티브이 및 그 텍스트 표시방법에 관한 것이다.

정보화 시대로의 발전에 따라 사회, 문화, 경제, 스포츠 등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정보를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통신매체인 인터넷은 실생활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발전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매체로 PC(Personal Computer; 개인용 컴퓨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티브이

도 단순히 방송을 수신하여 시청하기 위한 단 방향성 매체를 탈피하여 정소 수신 및 전송이 가능한 양방향성 통신매

체로의 발전요구에 따라 티브이 방송 시청 뿐 아니라 인터넷이 가능한 인터넷 티브이가 개발되었고 정보화 시대의 발

전에 대응하여 꾸준한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티브이를 통해 제공되는 인터넷 웹 페이지(Web Page)는 대부분 PC 환경을 위해 제작되었기 때

문에 인터넷 티브이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할 경우 해상도 및 화면 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문자의 가독성이 저하되

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인터넷 티브이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웹 페이지의 소정 텍스트 영역을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여 

티브이 디스플레이 화면에 오버랩 된 소정 화면을 통해 지정한 웹 페이지의 텍스트를 확대하여 디스플레이 하는 기능

을 제공한다.

상기 웹 페이지의 텍스트 표시방법을 위한 종래 기술에 따른 인터넷 티브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종래 기술에 따른 인터넷 티브이는 디스플레이부(3)를 구비한 인터넷 티브이에서, 외부 통

신망과 접속하기 위해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LAN(Local Area Network) 또는 CABLE 등

과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부(1)와, 상기 통신망으로부터 상기 인터페이스부(1)를 통해 입력되는 소정 웹 페이지(

Web Page)를 상기 디스플레이부(3)에 디스플레이 가능하도록 처리하는 그래픽 처리부(2)와, 사용자 설정에 따라 소

정 화면을 상기 웹 페이지 상에 오버랩(Overlap) 시켜 상기 웹 페이지의 화면 일부를 소정 비율로 확대하여 상기 소정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4)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종래 기술에 따른 인터넷 티브이의 동작을 살펴보면, 먼저 사용자가 제공받고자 하는 웹 브라우

저를 선택하면 상기 인터페이스부(1)를 통해 외부 통신망과 연결되어 상기 통신망으로부터 상기 인터페이스부(1)를 

통해 입력되는 해당 웹 페이지를 상기 디스플레이부(3)를 통해 디스플레이 가능하도록 상기 그래픽 처리부(2)를 거쳐

출력한다.

상기 그래픽 처리부(2)를 거쳐 출력된 웹 페이지는 상기 인터넷 티브이의 디스플레이부(3)에 디스플레이 되어 사용자

에게 제공된다.

그리고, 상기 디스플레이 된 웹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화면 일부 또는 텍스트의 일부를 선택하면 소정 비율로 확대하

여 디스플레이 하도록 상기 제어부(4)는 소정 메뉴 선택을 통한 사용자 설정에 따라 상기 디스플레이 된 웹 페이지 상

에 소정 화면을 오버랩 시킨다.

상기 그래픽 처리부(2)를 거쳐 사용자가 선택한 화면 일부를 확대하여 상기 웹 페이지에 오버랩 되어 있는 상기 소정 

화면을 통해 디스플레이 하도록 제어한다.

여기서, 상기 화면의 확대는 각 포인트(Point)를 확대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2배 확대인 경우 각 포인터를 2*2 블록

으로 확대하여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확대하고자 하는 영역을 지정하면 상기 지정된 영역을 상기 웹 페이지

에 오버랩 된 소정 화면에 소정 비율로 확대하여 디스플레이 한다(a). 그리고, 상기 소정 화면 즉, 확대 화면은 이동 가

능하여 장문의 텍스트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화면을 도 2에 도시한 (b)와 같이 이동시키면서 이용한다.

이때, 상기 확대 화면의 이동은 리모컨(도시 생략) 또는 키 패널(도시 생략)의 이동키를 통해 수행한다.

상술한 종래 기술에 따른 인터넷 티브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인터넷 티브이를 통해 인터넷 웹 페이지를 디스플레이 할 경우 웹 페이지는 PC 환경을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그에 따라 문자 가독성의 저하가 불가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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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터넷 웹 페이지의 일부 영역을 확대하여 표시하는 종래의 방법에 있어 확대하고자 하는 영역을 도트(Dot) 단

위로 확대하므로 텍스트 또는 이미지의 모양이 보기 좋지 못해 일반적인 인터넷 티브이의 가독성을 향상시키지 못하

였다.

셋째, 확대하고자 하는 영역이 장문의 텍스트 일 경우 확대 화면을 사용자가 직접 이동시키면서 이용해야 하므로 사

용상 번거로움을 초래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인터넷 티브이의 문자 

가독성 및 사용상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인터넷 티브이 및 그 텍스트 표시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티브이는 디스플레이부를 구비한 인터넷 티브이에서, 외부

통신망과 접속하기 위해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LAN(Local Area Network) 또는 CABLE 

등과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부, 상기 통신망으로부터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입력되는 소정 웹 페이지(Web P

age)를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디스플레이 하도록 처리하는 그래픽 처리부, 상기 웹 페이지의 소스 데이터(Source Dat

a)에서 텍스트(Text)를 분리하기 위한 텍스트 분리부, 상기 분리된 텍스트를 OSD(On Screen Display) 형태로 디스

플레이 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OSD 처리부,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상기 디스플레이 된 웹 페이지 상의 마우스 포인터(

Mouse Pointer)의 위치를 인식하고 상기 인식된 마우스 포인터에 따라 해당 텍스트를 분리하여 상기 OSD 상에 디스

플레이 하도록 제 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티브이의 텍스트 표시방법은 인터넷 티브이에서, 

웹 페이지 상에서의 '텍스트 표시 기능' 설정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텍스트 표시 기능'이 설정되면 상기 웹 페이

지의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확인하고 상기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한 텍스트를 추출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추출한 텍

스트를 OSD로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티브이 및 그 텍스트 표시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티브이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으로, 이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티브이의 구

성 및 그에 따른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티브이는 디스플레이부(14)를 구비한 인터넷 티브이에서, 외부 통신망과 접

속하기 위해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LAN(Local Area Network) 또는 CABLE 등과 연결하

기 위한 인터페이스부(10), 상기 통신망으로부터 상기 인터페이스부(10)를 통해 입력되는 소정 웹 페이지(Web Page

)를 상기 디스플레이부(14)에 디스플레이 하도록 처리하는 그래픽 처리부(11), 상기 웹 페이지의 소스 데이터(Source

Data)에서 텍스트(Text)를 분리하기 위한 텍스트 분리부(12), 상기 분리된 텍스트를 OSD(On Screen Display) 형태

로 디스플레이 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OSD 처리부(13), 사용자의 설정 에 따라 상기 디스플레이 된 웹 페이지 상의 마

우스 포인터(Mouse Pointer)의 위치를 인식하고 상기 인식된 마우스 포인터에 따라 해당 텍스트를 분리하여 상기 O

SD 상에 디스플레이 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15)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티브이의 동작을 살펴보면, 먼저 사용자가 인터넷 티브이를 통해 소정 웹 

브라우저(Web Browser)를 입력하면 상기 제어부(15)는 상기 인터페이스부(10)를 통해 외부 통신망에 접속하여 해

당 웹 페이지를 입력받는다.

상기 인터페이스부(10)를 통해 입력된 상기 웹 페이지를 상기 그래픽 처리부(11)를 거쳐 디스플레이 가능하도록 처

리하여 상기 디스플레이부(14)로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5)는 상기 디스플레이부(14)에 디스플레이 된 웹 페이지 상의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인지하고 

상기 텍스트 분리부(12)를 제어하여 사용자 설정에 따라 상기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한 상기 웹 페이지의 소스 데이터

즉, 해당 웹 페이지의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문서를 분석하여 상기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한 소정 영

역의 텍스트를 분리한다.

이때, 상기 텍스트 분리부(12)는 상기 HTML 문서의 각 해당 태그(Tag) 분석을 통해 상기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한 

영역의 텍스트 여부를 파악하고 예를 들어, 상기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한 텍스트로부터 가장 가까운 전/후 태그 사이

를 하나의 문장으로 취급하여 텍스트를 분리한다.

그런 후, 상기 텍스트 분리부(12)를 통해 분리된 텍스트를 상기 OSD 처리부(13)로 출력하여 상기 제어부(15)의 제어

에 따라 상기 디스플레이부(14)를 통해 OSD 형태로 소정 영역에 디스플레이 한다.

상기와 같이 동작하는 인터넷 티브이의 텍스트 표시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상술한 인터넷 티브이에서 제공하는 메뉴 상에 웹 페이지의 텍스트를 확대하여 소정 영역에 OSD(On Scre

en Display)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한 기능 즉, '텍스트 표시 기능'을 가지는데 특징이 있다.

먼저, 인터넷 티브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면 해당 웹 페이지가 상기 디스플레이부(14)

를 통해 디스플레이 된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제어부(15)는 사용자로부터 '텍스트 표시 기능' 설정여부를 판단하여(S10) 상기 판단

결과(S10), 상기 '텍스트 표시 기능'이 설정되어 있으면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웹 페이지 상에서의 본문 내에(점선 

내부) 위치한 마우스 포인터(또는 커서)의 위치 확인 및 해당 웹 페이지의 HTML 문서를 분석한다(S11, S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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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 확인 및 HTML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상기 웹 페이지 즉, HTML 문서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6a는 HTML 문서 구성 한 실시예를 나타낸 것으로, 그에 따른 소스 데이터(Source Data)는 하기 표 1과 같다.

하기 표 1에 따르면, 프레임을 사용하는 HTML 문서는 가장 상위 레벨에서 <frameset>과 <frame> 태그를 이용하여 

프레임들을 배치시킨다. 세로로 제 1 프레 임 및 제 2 프레임(frame1.html, frame2.html)으로 나눈 경우이며, 각 프

레임의 크기, 프레임과 실제 내용 사이의 마진(Margin), 각 프레임 내에 보여줄 HTML 문서, 스크롤(Scroll) 여부를 

보여준다.

[표 1]

index.html

<html>
<head>
<title> 이 페이지를 보려면, 프레임을 볼 수 있는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title>
</head>
<frameset rows='80px, 400px' border='0'>
<frame src='frame1.html' name='frame1' scrolling='no' marginwidth='5' marginheigth='5'>
<frame src='frame2.html' name='frame2' scrolling='no' marginwidth='5' marginheigth='5'>

<noframes>
<body bgcolor='white' text='blo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p> 이 페이지를 보려면, 프레임을 볼 수 있는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p>
</body>
</noframes>
</frameset>
</html>

이어서, 도 6b 및 도 6c를 통해 도 6a에 따른 각 프레임 구성을 살펴보자.

하기 표 2는 상기 제 1 프레임의 HTML 소스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며, 하기 표 3은 상기 제 2 프레임의 HTML 소스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frame1.html

<html>
<head>
<title>frame1</title>
</head>

<body bgcolor='white' text='block'>
<font size='4'>frame 1<font>
</body>
</html>

상기 표 2는 '<body>' 태그에서 문서 전체의 문자 색깔과 바탕색을 정할 수 있다. '<font>' 태그의 'size' 속성은 1~7

의 크기를 가지며 3이 기본 값이다. 각 크기 값에 대한 실제 크기는 브라우저에 의해 결정된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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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2.html

<html>
<head>
<title>frame 2</title>
</head>

<body bgcolor='white' text='black'>
<font size='4'>frame 2<font><p>
<table>
<tr>
<td width='100'>table-cell1</td><td width='100'>table-cell2</td><td width='100'>table-cell3</td>
</tr>
<tr>
<td width='100'>table-cell4</td><td width='100'>table-cell5</td><td width='100'>table-cell6</td>
</tr>
</table><p>
paragraph1 : 01234567899<br>
01234567890<p>
paragraph2 : abcdefghij<br>
abcdefghij<p>
</body>
</html>

상기 표 3은 '<table> ... </table>' 태그는 테이블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며 '<tr> ... </tr>' 태그는 테이블의 한 열의 시

작과 끝을 나타낸다.

그리고, '<td> ... </td> 태그는 한 개의 셀을 나타내며 '<td>'에서 해당하는 셀의 크기, 셀과 텍스트 사이의 마진 값을 

정할 수 있으나 값이 주저지지 않을 경우 브라우저의 기본 값을 사용한다.

또한, '<br>' 태그는 텍스트의 줄을 바꾸기 위해 사용하고 '<p>' 태그는 문 단을 바꾸기 위해 사용한다. 이때, 텍스트의

라인 사이의 간격은 브라우저에 의해 결정된다.

상술한 표 1 내지 표 3을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인터넷 티브이에 제공되는 웹 페이지는 각각 HTML 문서로 작성되어

상기와 같은 소스 데이터를 갖는다.

이때, 상기 마우스 포인터가 도 7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테이블의 소정 영역 내에 위치한 경우, 하기 표 4에 따라 상기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가 테이블의 6번째 셀(Cell 6)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상기 마우스 포인터가 도 7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위치해 있을 경우, 하기 표 5에 따라 상기 마우스 포인터가 마

지막 라인의 글자 'i'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표 4]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가 (X, Y)라고 할 때,

Y는,

(frame1 height)+(frame2 height margin)+(size 4 text height)+(paragraph margin)+(table cell height) < Y < 

(frame1 height)+(frame2 height margin)+(size 4 text height)+(paragraph margin)+(table cell height)*2

X는,

(frame2 width margin)+(table cell width)*2 < X < (frame2 width margin)+(table cell widt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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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가 (X, Y)라고 할 때,

먼저,

A=(frame1 height)+(frame2 height margin)+(size 4 text height)+(table height)+(paragraph margin)*3+(ne

w line margin)*2+(size 3 text height)*3

Y는,

A < Y < A+(size3 text height)

X는,

(frame2 margin width)+(size 3 text width)*8 < X < (frame 2 marin width)+(size 3 text width)*9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를 확인하고 상기 HTML 문서를 분석함으로서 상기 HTML 문서 내에

서의 상기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한 영역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상기 HTML 문서 내에서의 마우스 포인터 위치가 확인되면 상기 마우스 포인터가 상기 HTML 문서의 텍스

트 영역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13).

상기 판단결과(S13), 상기 마우스 포인터가 상기 HTML 문서의 텍스트 영역에 있으면 상기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한 

텍스트를 추출한다(S14).

예를 들어, 상기 마우스 포인터가 도 7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테이블의 6번째 셀 내에 위치하게 되면 'table-cell6' 내

의 텍스트를 모두 추출하고, 도 7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정 문자 'i'에 위치하게 되면 그 소정 문자에서 가장 가까운 

전/후 태그 사이의 텍스트인 'abcdefghij'를 추출한다.

그리고, 상기 추출한 텍스트를 기 설정된 OSD 글자 크기로 확대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된 웹 페이지 상의 소정 영역에

OSD로 디스플레이 한다(S15).

이때, 상기 OSD 유효화면은 전체 화면상에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추출한 텍스트가 상기 OSD 유효화면 내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유효 문자수를 경과 할 경우에 상기 텍스트 분리부(12)에서 추출한 텍스트를 상기 OSD 처리

부(13)로 모두 출력하여 상기 제어부(15)의 제어에 따라 스크롤하여 디스플레이 하거나 상기 OSD의 유효 문자수만

큼씩 출력하여 일정 간격으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OSD 상에 디스플레이 되는 텍스트의 글자 크기 및 폰트는 기 설정된 OSD 글자 크기 및 폰트 기본 값에 따

른다.

이어서, 상기 '텍스트 표시 기능' 해제 설정여부를 판단하여(S16) 상기 판단결과(S16), 상기 '텍스트 표시 기능'을 해

제하지 않으면 상기 마우스 포인터 위치 이동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17).

상기 판단결과(S17), 상기 마우스 포인터 위치 이동이 없으면 상기 OSD 상에 디스플레이 된 텍스트의 스크롤이 필요

한지 여부를 판단한다(S18).

상기 판단결과(S18), 상기 OSD 상에 디스플레이 된 텍스트의 스크롤이 필요할 경우 상기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 따라

추출한 텍스트를 스크롤 하여 OSD 상에 디스플레이 한다(S19).

다시 말해, 상기 추출한 텍스트가 상기 OSD 유효 화면 이상의 장문일 경우 상기 OSD 상에 디스플레이 되는 텍스트를

스크롤 하면서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S16 단계로 피드백(Feedback)한다.

예를 들어,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티브이를 통해 디스플레이 된 웹 페이지 상에 마우스 포

인터가 위치한 단락을 추출하고 추출한 단락의 문장을 스크롤 하면서 상기 디스플레이부(14) 화면 하단에 OSD로 디

스플레이 한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이,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해가면서 텍스트를 확대하여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 아니라, HTML 문서

로부터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한 전/후 태그를 판단하여 소정 단락의 텍스트를 추출하여 디스플레이 한다.

한편, 상기 판단결과(S17), 상기 마우스 포인터 위치가 이동이 있으면 상술한 S11 단계부터 반복하여 상기 이동한 마

우스 포인터에 따라 텍스트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텍스트 디스플레이를 상술한 바와 같이 수행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사용자가 인터넷 티브이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웹 페이지의 작은 텍스트를 확대하여 사용

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한 텍스트 추출하여 자동으로 추출한 텍스트를 OSD로 디스플레이 한

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티브이 및 그 텍스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

첫째, 인터넷 티브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 설정에 따라 웹 페이지 상의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한 텍스트를 추출하여 별도의 OSD를 통해 디스플레이 함으로서 웹 페이지의 문자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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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용자가 직접 마우스 포인터의 스크롤 필요 없이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한 텍스트로부터 소정 단락의 텍스트를

추출하여 OSD 디스플레이 또한 스크롤 하여 제공함으로서 텍스트를 확대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기능의 사용상 편리

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정해

져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스플레이부를 구비한 인터넷 티브이에서,

외부 통신망과 접속하기 위해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LAN(Local Area Network) 또는 CA

BLE 등과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부,

상기 통신망으로부터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입력되는 소정 웹 페이지(Web Page)를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디스

플레이 하도록 처리하는 그래픽 처리부,

상기 웹 페이지의 소스 데이터(Source Data)에서 텍스트(Text)를 분리하기 위한 텍스트 분리부,

상기 분리된 텍스트를 기 설정된 글자 크기 및 폰트 값에 따라 OSD(On Screen Display) 형태로 디스플레이 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OSD 처리부,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상기 디스플레이 된 웹 페이지 상의 마우스 포인터(Mouse Pointer)의 위치를 인식하고 상기 

인식된 마우스 포인터에 따라 분리된 해당 텍스트를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별도의 OSD로 디스플레이 하도록 제

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티브이.

청구항 2.
인터넷 티브이에서,

웹 페이지 상에서의 '텍스트 표시 기능' 설정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텍스트 표시 기능'이 설정되면 상기 웹 페이지의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확인하고 상기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한 

텍스트를 추출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추출한 텍스트를 기 설정된 글자 크기 및 폰트 값에 따라 OSD로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티브이의 텍스트 표시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한 텍스트가 상기 OSD 유효화면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유효문자수를 경과하면 상기 OSD 상에 디스플레

이 되는 텍스트를 스크롤(Scroll)하여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티브이

의 텍스트 표시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한 텍스트를 추출하는 단계는

상기 웹 페이지의 소스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와,

상기 분석한 소스 데이터로부터 상기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한 영역이 텍스트 영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마우스 포인터 위치가 텍스트 영역이라면 상기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한 전/후 소정 영역의 텍스트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티브이의 텍스트 표시방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된 텍스트를 OSD로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는,

상기 웹 페이지의 텍스트와는 별도로 상기 웹 페이지의 소정 영역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티브

이의 텍스트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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