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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웹 브라우저에 대한 브라우저 백그라운드 확장 방법 및 시스템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버와 접속 가능한 적어도 하나
의 클라이언트—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위치한 제 2 하이퍼텍스트 문서로 하나 이상의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가진 제 1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표시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짐—를 가진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저속 링크 액세스 시간 동안 링크 액
세스를 백그라운드화할 수 있다. 우선, 액세스 파라미터가 하이퍼텍스트 링크와 연관된다. 다음에는, 사용자 입력에 응
답하여 제 2 하이퍼텍스트 문서로의 하이퍼텍스트 링크가 선택된다. 그 후에, 웹 브라우저의 활성 모드에서 액세스 시
간이 호출되어 선택에 응답하여 하이퍼텍스트 링크는 제 2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액세스한다. 다음에는, 액세스 시간이 
원하는 액세스 속도보다 느린 액세스 속도로 진행되는 경우, 후속하는 사용자의 입력에 응답하여, 웹 브라우저의 활성 
모드의 링크 액세스는 종료되고 그 후부터 계획에 따라 또는 적절한 시기에 백그라운드 모드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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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6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의해 실시될 수 있는 데이터-처리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 중 선택된 구성 요소를 도시한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처를 도시한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처의 세부 사항을 도시한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의한 샘플 웹 페이지가 표시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윈도우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의한 저속 링크 액세스 시간 동안 링크 액세스를 백그라운드화하는 웹 브라우저 확
장 방법을 도시한 하이-레벨 논리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데이터-처리 시스템의 정보 검색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연관된 링킹 네트워크(associated link
ing network)에 의하여 다른 데이터-처리 시스템과 연결된 데이터-처리 시스템과 관련된다. 특히, 본 발명은 마크-
업 언어(mark-up language)를 사용하는 연관된 네트워크(associated network)와 관련된다. 특히, 본 발명은 서버
-대기시간 장애(server-latency difficulties)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시스템에 관련된 것이다. 본 발명은 또
한 저속 링크 액세스 시간동안, 웹 브라우저 사용자의 특정한 웹 페이지의 획득에 대한 시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링크 액세스를 백그라운드화하는 웹 브라우저 방법 및 시스템과 관련된다.
    

    
" 인터넷(Internet)" 같은 컴퓨터화된 정보 리소스의 발전과 " 웹(web)" 브라우저의 확산에 의해 데이터-처리 시스템 
사용자가 다른 서버 및 네트워크와 접속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제까지 전자적 매체로는 이용가능하지 않았던 방대한 
양의 전자적 정보(electronic information)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전자 정보는 신문, 잡지, 그리고 심지어
는 텔레비전 같은 기존의 정보 전달 수단을 점점 더 대체하고 있다. 통신에서는, 서로 비유사한 컴퓨터 네트워크는, 필
요하다면 패킷을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과 송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메시지에서 수신 네트워크에 의해 사용되는 프로토콜
로의 변환을 담당하는 " 게이트웨이(gateways)" 에 의해 연결된다. 게이트웨이는 서로 비유사한 네트워크(즉, 다른 통
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사용되어 전자 정보가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전달될 수 있
도록 하는 장치이다. 게이트웨이는 제 2의 네트워크에서 운송 및 전달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에 호환되는 형식으로 변환
하여 전자 정보를 전달한다. 용어 " 인터넷" 은 " 인터네트워크" 의 약자이며, 일반적으로 TCP/IP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와 게이트웨이의 집합을 의미하고, 이는 컴퓨터 네트워킹 분야에서는 공지된 기술이다. TCP/IP는 " Transport Contr
ol Protocol/Interface Program" 의 약자로서 컴퓨터 간의 통신을 위하여 미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에 의
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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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처리 네트워크간에 전달되는 전자 정보는 대개, 문자, 영상, 소리, 행위가 주제의 제공된 순서에 관계없이 사용
자가 관련된 주제를 검색(browse)할 수 있도록 하는 복잡하고 비순차적인 웹으로 서로 링크되어 정보를 제공하는 방
식인 하이퍼텍스트(hypertext)로 제공된다. 이러한 링크들은 하이퍼텍스트 문서의 목적에 따라, 하이퍼텍스트 문서의 
작성자와 사용자 모두에 의해 종종 설정된다. 예를 들면, 데이터-처리 시스템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 내에 표시된 문서 내의 단어 " iron" 에 대한 링크를 따라 나아가면 사용자는 화학 원소의 주기율표(
즉, 단어 " iron" 에 링크되었기 때문) 또는 암흑 시대(Dark Ages)에 유럽에서 무기에 철을 사용한 것에 대한 참조 문
서에 도달할 수 있다. 용어 " 하이퍼텍스트" 는 책, 필름, 음성의 선형적 형태에 대비하여 컴퓨터에 의해 제공되는, 사상
에 대한 비선형적인 구조를 표현하는 문서를 설명하기 위해 1960 년대에 새로이 만들어졌다.
    

    
한편, 최근에 소개된 용어 " 하이퍼미디어(hypermedia)" 는 " 하이퍼텍스트" 와 거의 동의어이지만, 애니메이션, 녹음
된 소리, 비디오 같은 하이퍼텍스트의 비문서적인(nontextual) 구성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이퍼미디어는 주로 
정보 저장 및 검색 통합 시스템으로의 그래픽, 소리, 비디오 또는 이들의 조합의 통합체이다. 특히 선택이 사용자에 의
해 제어되는 인터액티브 형태에서, 하이퍼텍스트는 물론 하이퍼미디어는 인간의 사고에 필적하는 작업 및 학습 환경—
즉, 알파벳 순의 목록 같이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주제간에 연관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
는 개념에서 체계화되었다. 하이퍼텍스트 주제는 물론 하이퍼미디어는 따라서 정보 검색 시에 사용자가 한 주제에서 다
른 관련된 주제로 건너뛸 수 있는 방식으로 링크되어 있다. "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주소 사이트 같은 하
이퍼링크 정보는 하이퍼미디어 및 하이퍼텍스트 문서 내에 포함되어 있고, 이는 하이퍼링크된 주제를 단지 " 클릭" (즉, 
마우스 또는 다른 포인팅 디바이스로)하는 것에 의해 사용자가 원래의 웹 사이트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
    

    
하이퍼텍스트 및 하이퍼미디어 개념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처를 따른다. " 클
라이언트" 는 관련되지 않은 다른 클래스 또는 그룹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클래스 또는 그룹의 일원이다. 따라서, 컴퓨팅
에서는, 클라이언트는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프로세스(즉, 프로그램 또는 작업)이다. 클라
이언트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그 자체에 대한 작업 세부사항에 대한 지식없이 요구된 서비스를 이용한
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처에서는, 특히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클라이언트는 보통 다른 컴퓨터(즉, 서버)
에 의해 제공되는 공유 네트워크 리소스를 액세스하는 컴퓨터이다.
    

    
그러한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처에서는, 사용자의 뉴스에 대한 요구가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서버에 보내
질 수 있다. 그러한 서버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또는 다른 통신 수단을 통해 액세스 가능한 원격 컴퓨터 시스템이다. 서
버는 미가공의(즉, 처리되지 않은) 정보 소스(즉, 뉴스와이어 피드 또는 뉴스그룹)를 스캔 및 탐색한다. 사용자의 그러
한 요구에 근거하여, 서버는 클라이언트 프로세스에 대해 서버의 응답으로 여과된 전자적 정보를 제공한다.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는 제 1 컴퓨터 시스템에서 활성 상태일 수 있고, 서버 프로세스는 제 2 컴퓨터 시스템에서 활성상태일 수 있
으며 통신 수단을 통해 서로 통신하여 분배된 기능을 제공하고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정보-수집 능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클라이언트 및 서버는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ypertext transfer protocol; HTTP)에 의해 제공되는 기능을 
이용하여 서로 통신한다. 월드 와이드 웹(WWW), 즉 간단하게 웹은, URL(universal resource locator)를 통해 클라
이언트가 액세스 가능한 이 표준을 따르는 모든 서버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통신은 통신 수단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
다. 특히,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고용량 통신용 직렬 라인 인터넷 프로토콜(Serial Line Internet Protocol : SLIP) 또
는 TCP/IP 접속을 통하여 서로 연결될 수 있다." 브라우저" 라 알려진 제 1 프로세스는 클라이언트에서 활성상태이고, 
이것은 서버와 접속하고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서버는 HTTP 응답의 형태로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해당 서버 소프트웨어를 실행한다. HTTP 응답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ypertext Markup Language :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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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다른 서버에 의해 생성된(server-generated) 데이터로부터 구성된 웹 " 페이지" 에 해당한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브라우저와 다른 인터넷 데이터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디
스플레이한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에게 명령어의 선택, 프로그램의 시작 및 파일 목록과 다른 옵션의 
보기를 화면상의 그림으로 된 상징(즉, 아이콘) 및 메뉴 아이템 목록을 지시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디스플레이 형태의 
한 종류이다. 선택은 일반적으로 키보드 또는 마우스로 활성화될 수 있다.

    
월드 와이드 웹 페이지는 문자와 그래픽 영상 및 녹음된 소리 또는 동화상 클립 같은 멀티미디어 개체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 페이지가 문자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즉, 하이퍼텍스트 파일 " main.html" 은 그래픽 영상 파일 " 
picture.gif" 또는 소리 파일 " beep.wav" 에 대한 참조를 포함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별도 파일을 로딩함
으로써 구성된다.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이 서버에게 페이지에 대한 요구를 보내면, 서버는 우선 그 페이지와 관련된 
주요한 하이퍼텍스트 파일을 (적어도 일부라도) 전송하고, 그 후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그 페이지와 관련된 다른 파
일들을 로드한다. 주어진 파일은 TCP/IP 프로토콜을 통해 여러 개의 별도의 부분으로 전송될 수 있다. 구성된 페이지
는 그 후 워크스테이션 모니터에 디스플레이된다. 페이지는 모니터 화면의 물리적인 크기보다 더 클 수 있고, 그 페이지
의 다른 부분을 보기 위하여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의 스크롤 바 같은 기법이 뷰잉 소프트웨어(viewing softwa
re)(웹 브라우저)에 의해 사용된다.
    

    
월드 와이드 웹을 검색하기 위해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개인이 직면하는 공통적인 문제는 느리거나 또는 도달할 수 
없는 웹 서버에 의한 대기시간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용자는 보통 원하는 웹 사이트에 웹 브라우저를 통하여 계속
하여 접속을 시도하거나 또는 사용자의 인내심이 다한 경우에는 저속 링크 액세스 시간 동안의 로드 오퍼레이션(load 
operation)을 단순히 정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서버를 액세스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추정은 개인이나 웹 브라
우저가 이용가능하지 않고, 따라서 잠재적으로 개인 사용자의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상기 사실을 고려하면, 느리게 진
행되거나 또는 느리게 진행되리라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예상하는 링크 액세스 시간 동안의 링크 액세스를 
백그라운드화할 수 있게 하는 방법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링크 액세스를 백그라운드화하는 
것은 사용자가 특정한 웹 페이지를 얻는 시도에 대한 시간 제한과 특정한 페이지에 대한 리마크 및 그 페이지가 완전히 
로드되면 취할 행동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데이터-처리 시스템의 정보 검색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연관된 링킹 네트워크에 의해 다른 데이터-처리 시스템과 연결된 데이터-처리 시스템에 사용
할 수 있는 방법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서버-대기시간 장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웹 브라우저 사용자가 느린 링크 액세스 시간 동안에 특정한 웹 페이지를 얻는 시도를 효율
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링크 액세스를 백그라운드화하는 웹 브라우저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및 다른 목적들은 이제 개시되는 바와 같이 달성된다. 웹 브라우저에 대한 브라우저 백그라운드 확장 방법 및 시스
템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버와 접속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위치한 제 2 하이퍼텍
스트 문서와 하나 이상의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가진 제 1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표시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짐—를 가진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저속 링크 액세스 시간 동안 링크 액세스를 백그라운드화할 수 있다. 우선, 액세스 파라미터가 하
이퍼텍스트 링크와 연관된다. 다음에는,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여 제 2 하이퍼텍스트 문서로의 하이퍼텍스트 링크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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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된다. 그 후에, 웹 브라우저의 활성 모드에서 액세스 시간이 호출되어 선택에 응답하여 하이퍼텍스트 링크는 제 2 하
이퍼텍스트 문서를 액세스한다. 다음에는, 액세스 시간이 원하는 액세스 속도보다 느린 액세스 속도로 진행되는 경우, 
웹 브라우저의 활성 모드의 링크 액세스는 종료되고 후속하는 사용자의 입력에 응답하여, 그 후부터 계획에 따라 또는 
적절한 시기에 백그라운드 모드로 계속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데이터-처리 시스템이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개인용 컴퓨터(10)는 시스템 유닛(12),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14), 영문숫자(alphanumeric) 및 다른 키가 있는 
영문숫자의 입력 장치(즉, 키보드(16)), 마우스(18)를 포함한다. 트랙볼 또는 스타일러스 같은 추가적인 입력 장치(도
시되지 않음)가 또한 개인용 컴퓨터(10)에 포함될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10)는 뉴욕 아몽크 소재의 인터내셔널 비즈
니스 머신즈 코포레이션(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사의 제품인 IBM Aptiva ™ 컴퓨터 같은 어
떠한 적절한 컴퓨터를 사용하여도 구현될 수 있다. " Aptiva" 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즈 코포레이션의 등록상표이
다. 도시된 실시예가 비록 개인용 컴퓨터와 관계되지만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예를 들면 인텔리전트 워크스테
이션(intelligent workstation) 또는 미니-컴퓨터(mini computer) 같은 다른 종류의 데이터-처리 시스템에서도 구
현될 수 있다. 컴퓨터(10)에는 기계에 의해 판독 가능한 매체 내에 기록된, 컴퓨터(10)의 동작을 지시하기 위한 그래
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구현될 수 있는 도 1의 개인용 컴퓨터(10)의 선택된 구성요소를 도시한 블럭도
이다. 도 1의 개인용 컴퓨터(1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 버스(20)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스템 버
스(20)는 개인용 컴퓨터(10)의 다양한 구성 요소와 상호 연결하고 통신을 설정하는데 사용된다. 중앙 처리 장치(cen
tral processing unit : CPU)(22) 같은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시스템 버스(20)에 연결되어 있고 또한 수치 보조프로세
서(numeric coprocessor)(24)가 연결될 수도 있다. 직접 메모리 액세스(Direct memory access : DMA) 콘트롤러
(26)가 또한 시스템 버스(20)에 연결되어 많은 입/출력(I/O) 전송 시 다양한 장치들이 CPU(22)로부터 사이클을 사
용할 수 있게 한다. 판독-전용 메모리(read-only memory : ROM)(28) 및 랜덤-액세스 메모리(random-access 
memory; RAM)(30)가 또한 시스템 버스(20)에 연결되어 있다. RAM(30)은, 예를 들면 HTTP를 따르는(HTTP-c
ompliant) 웹 브라우저를 포함한 다수의 인터넷-액세스 툴을 지원한다. ROM(28)은 640K에서 1 메가바이트의 CPU
(22) 어드레스 영역의 범위로 매핑된다. CMOS RAM(32)은 시스템 버스(20)에 연결되어 시스템 구성 정보를 포함한
다. RAM(30), ROM(28), 자기 디스켓, 자기 테이프, 광디스크 같은 어떤 적합한 기기-판독가능 매체(machine-re
adable media)도 도 1의 컴퓨터(10)의 그래픽-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유할 수 있다. 터치-스크린 기술 또는 인간 음
성 제어 같은 다른 기술들도 CPU(22)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추가로, 컴퓨터(10)는 컴퓨터 저장 장치(51)에 상
주하는 제어 프로그램(53)을 포함한다. 제어 프로그램(53)은 CPU(22)에서 실행되는 경우 본 명세서에 개시된 도 6
의 논리 흐름도에 도시된 동작을 수행하는 명령어(instruction)를 포함한다.
    

    
당업자는 도 2에 도시된 하드웨어가 특정한 응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면, 광 디스크 
매체(optical disk media), 오디오 어댑터(audio adapter)같은 다른 주변 장치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에서 잘 알
려진 PAL이나 EPROM 프로그래밍 장치같은 칩-프로그래밍 장치가 이미 개시된 하드웨어와 함께 또는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예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즉, 제어 프로그램(53))이 컴퓨터 저장 장치(51)에 상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본 발명이 완전히 기능적인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하여 개시되었고 또한 개시될 것이지만, 본 발
명의 그래픽-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플로피 디스크, CD ROM 또는 다른 형태의 기록 가능 매체 또는 모뎀 같은 어떤 종
류의 신호-제공 매체 또는 전자적 전송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배포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는 이해할 것이다.
    

    
시스템 버스(20)에는 또한 메모리 콘트롤러(memory controller)(34)와 버스 콘트롤러(bus controller)(36) 및 인
터럽트 콘트롤러(interrupt controller)(38)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은 시스템 버스(20)를 통해 다양한 주변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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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댑터, 장치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촉진한다. 도 1의 시스템 유닛(12)은 도 2에 도시된 것들 같은 다양한 I/O 콘트롤
러 즉, 키보드 및 마우스 콘트롤러(keyboard and mouse controller)(40), 비디오 콘트롤러(video controller)(42), 
병렬 콘트롤러(parallel controller)(44), 직렬 콘트롤러(serial controller)(46), 디스켓 콘트롤러(diskette contr
oller)(48)를 또한 포함한다. 키보드 및 마우스 콘트롤러(40)는 키보드(50) 및 마우스(52)에 대한 하드웨어 인터페
이스를 제공한다. 비디오 콘트롤러(42)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video display terminal)(54)에 대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병렬 콘트롤러(44)는 프린터(56)같은 장치에 대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직렬 콘
트롤러(46)는 모뎀(58) 같은 장치에 대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디스켓 콘트롤러(48)는 플로피 디스크 유
닛(60)에 대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시스템 버스(20)에는 또한 디스크 콘트롤러(62)같은 확장 카드가 부착될 수 있으며, 이들은 하드 디스크 유닛(hard 
disk unit)(64)에 대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다른 주변 기기, 어댑터, 장치가 도 1의 시스템 유닛(12)에 
추가될 수 있도록 빈 슬롯(66)이 제공된다. 도 1의 시스템 유닛(12)을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처의 다른 데이터-처리 
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통신 설비에 의해 접속된 컴퓨터 그룹 및 관련 장치와 연결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카드(67)가 추
가적으로 시스템 버스(20)에 접속될 수 있다. 당업자는 도 2에 도시된 하드웨어는 특정한 응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면, 광 디스크 매체, 오디오 어댑터 같은 다른 주변 장치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에서 
잘 알려진 PAL이나 EPROM 프로그래밍 장치같은 칩-프로그래밍 장치가 이미 개시된 하드웨어와 함께 또는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상기 구성 요소 및 관련 하드웨어 중 하나 또는 모두는 다양한 실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유
의하라. 그러나, 특정 실시예에 따라 상기 언급된 시스템의 어떤 구성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방법과 시스템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처를 도시한 블럭도이다. 도 3에서, 뉴
스에 대한 사용자 요구(user request)(91)가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92)에 의해 서버(88)로 보내진다. 서버(88)
는 인터넷 또는 다른 통신 수단을 통해 액세스 가능한 원격 컴퓨터 시스템일 수 있다. 도 1의 컴퓨터(10) 및 도 2에 도
시된 컴퓨터(10)의 실시예와 함께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92)이 이용될 수 있다. 서버(88)는 미가공의(즉, 처리되
지 않은) 정보원(즉, 뉴스와이어 피드 또는 뉴스그룹)에 대한 스캐닝 및 탐색을 수행하며, 이러한 사용자 요구에 근거
하여, 클라이언트 프로세스에게 여과된 전자적 정보를 서버 응답(93)으로서 제공한다.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는 제 1 컴
퓨터 시스템에서 활성 상태일 수 있고, 서버 프로세스는 제 2 컴퓨터 시스템에서 활성상태일 수 있으며 통신 매체를 통
해 서로 통신함으로써 분배된 기능성을 제공하고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정보-수집 능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다.
    

도 4는 본 발명의 방법과 시스템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처를 도시한 세부 블럭도이다. 클라이
언트 및 서버는 두 컴퓨터 시스템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세스—이 프로세스는 런타임 시 해석되고 실행되는 하이-레벨 
프로그래밍 언어(예를 들면, PERL)로부터 생성됨—이지만, 당업자는 이 프로세스들이 프로그래밍되거나 전용의 다양
한 하드웨어 장치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92) 및 서버(88)는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ypertext Transfer Protocol : HTTP)에 의해 제공되
는 기능을 사용하여 통신한다. WWW, 즉 웹은 이 표준을 준수하는, URL(universal resource locator)를 통해 클라이
언트가 접근 가능한 모든 서버를 포함한다. 제 1 프로세스인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92)에서 활성상태이고, 서버(88)
와 접속을 설정하며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일리노이주 어바나-섐페인(Urbana-Champaign)의 National Cen
ter for Supercomputing Applications(NCSA)에서 제공되는 모자이크 상표의 브라우저(Mosaic-brand browser)
같이 상용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어떤 브라우저도 다양한 실시예에서 사용될 수 있다. 넷스케이프™ (Netsc
ape™ )같은 다른 브라우저는 HTTP에 규정된 기능을 제공하고 모자이크 브라우저는 본 발명에 이용될 수 있다. " 넷스
케이프" 는 넷스케이프사의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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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88)는 HTTP 응답(90)의 형태로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해당 서버 소프트웨어를 실행한다. HTTP 응
답(90)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를 사용하여 표시되는 웹 " 페이지" 또는 서버에 의해 생성되는 다른 데이
터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모자이크 상표의 브라우저에 있어서, 서버(88)에 의해 제공되는 HTML 기능(94)(즉, 항목
의 하이퍼텍스트 뷰 및 선택에 근거한 특정한 문자 또는 다른 데이터의 표시 및 검색)외에도, 공통 게이트웨이 인터페
이스(Common Gateway Interface : CGI)(96)가 제공되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서버(88)에 포함된 특정한 프로
그램의 실행을 시작하도록 서버(88)에 지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제어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기 
위해 서버에 수신된 정보를 검색하는 검색 엔진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인터페이스와 HTTP 응답(90)을 사용하여, 서버
는 그 실행의 완료 시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방법과 시스템에 의해 샘플 월드 와이드 웹 페이지(sample world wide web page)(102)가 표시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윈도우(100)를 도시하고 있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에게 커맨드(command)
의 선택, 프로그램의 시작 및 파일 목록과 다른 옵션의 보기를 화면상의 그림으로 된 상징(즉, 아이콘) 및 메뉴 아이템 
목록을 가리킴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표시 형태의 한 종류이다. 선택은 일반적으로 키보드 또는 마우스에 의해 작동된다. 
스크롤 바(109) 내의 엘리베이터(106)의 크기와 위치는 윈도우(100) 내에 표시되는 문서와 관련하여 현재 볼 수 있
는 페이지의 크기와 위치에 해당한다.
    

    
도 5에 도시된 예의 윈도우에서, 샘플 월드 와이드 웹 페이지(102)는 동시에 보기에는 너무 많은 페이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마우스 커서를 스크롤 바(109)의 화살표부(arrow section)(108) 또는 화살표부(110)의 위에 위치
시키고 포인팅 장치(예를 들면, 마우스)를 클릭하여 문서를 위 또는 아래로 적절히 스크롤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스크
롤하는 것은 문서의 어떠한 원하는 부분도 볼 수 있게 한다. 스크롤링은 책의 페이지를 넘긴다기보다는 말려진(즉, 스
크롤된) 문서를 읽는 것과 전자적으로 등가이다. 화살표부(112) 및 화살표부(114)는 사용자가 각각 좌 또는 우로 스
크롤할 수 있게 한다.
    

    
윈도우(100)는 URL 주소만을 표시하는 전용 영역을 포함한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해 사용되는 웹 브라우
저는 특정한 주소 링크를 탐색한다. 인터넷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고유한 어드레스, 즉 URL을 특정하는 것에 의해 액
세스된다. URL은 사용될 프로토콜과 목적 경로명(object pathname)의 두 가지 기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URL " http://www.uspto.gov" (즉, 미국 특허상표청의 홈페이지)는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 및 서
버의 경로명(www.uspto.gov)을 특정한다. 서버명은 고유한 숫자값(TCP/IP 주소)과 관련된다. 도 1에 도시된 예에서, 
샘플 웹 페이지(102)는 URL " http://www.sample.com" (샘플 웹 페이지의 홈 페이지)에 의해 참조된다. 샘플 웹 페
이지(102)는 URL 어드레스 링크의 존재를 표시하도록 일반적으로 밑줄이 쳐지거나 하이라이트된 링크(116)를 포함
한다. 웹 브라우저 사용자가 링크된 페이지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단순히 마우스 또는 다른 포인팅 장치로 커
서 포인터(107)를 링크(116)위에 위치시키고 포인팅 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으로 링크된 페이지 또는 문서를 액세스한
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는 소위 " 태그" 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 > 기호에 의해 범위가 정해지고, 브래킷 
사이에 있는 실제의 태그(tag)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태그는 시작(< tag> ) 및 끝 부분을 가지고 있고, 끝 부분
은 슬래시 기호(< /tag> )에 의해 표시된다. HTML에는 다수의 태그가 있어서, 문서를 보는 사람이 동일한 문서
의 다른 부분으로 건너뛰거나 다른 문서의 제일 처음으로 건너뛰거나 다른 문서 내의 특정한 부분으로 건너뛰거나 또는 
다른 서버로의 링크(즉, 새로운 URL을 통하여)를 생성하여 건너뛸 수 있게 한다. 링크는 일반적으로 채색되거나 밑줄
이 쳐져 웹 페이지 상에 표시된다. 사용자가 링크를 지시하여 클릭하는 것에 응답하여, 이 링크는 링크된 문서 또는 문
자의 다운로드를 시작하도록 " 활성화" (activated)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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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의 방법과 시스템에 따라, 저속 링크 액세스 시간 동안에 링크 액세스를 백그라운드화하는 웹 브라우저 
확장 방법을 도시한 하이-레벨 논리도(160)를 도시하고 있다. 도 6에 도시된 방법은 링크 액세스가 느리게 진행하거
나 느리게 진행하리라 사용자가 예상하는 경우 사용자가 링크 액세스를 " 백그라운드화" 하는 것을 허용한다. 저속 응
답 액세스를 중지하는 대신에 웹 브라우저 사용자는 그 요청을 백그라운드화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페이지가 
결국 충족되는 경우, 브라우저는 그 페이지를 새로운 윈도우에 표시하고, 사용자에게 그 페이지가 이제 이용 가능하다
고 알려준다. 백그라운드화된 액세스와, 새롭게 이용가능하지만 이전에 백그라운드로 실행된 액세스는 추가적인 대화 
상자(additional dialog box)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추가 대화 상자는 브라우저로부터 호출되어, 사용자가 주어
진 URL 어드레스 검색에 대한 파라미터를 윈도우 내에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예를 들면, 대화 상자는, 사용자가 
주어진 링크를 통하여 페이지를 얻는 시도에 대한 시간 제한과 페이지 상의 리마크 및 페이지가 완전히 로드된 경우 취
할 행동 등을 지정하는 파라미터를 입력하는 것을 허용하는 아이콘을 포함할 수 있다.
    

    
블록(16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데이터-처리 시스템의 작업 디렉토리로 웹 브라우저가 로딩된다. 블록(164)에 
개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입력에 응답하여, 커서 포인터를 URL 어드레스 링크 위에 위치시키고 마우스 또는 다른 
포인팅 장치를 클릭함으로써 사용자는 웹 페이지에 대한 URL 어드레스 링크에 대한 액세스를 시도한다. 이와 달리 사
용자는 웹 브라우저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이용될 URL 어드레스를 손으로 입력할 수 있다. 블록(16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링크를 불러내려는 사용자의 시도에 응답하여, 대화 상자가 디스플레이된다. 대화 상자는 근본적으로 웹 브라우
저가 활성 모드로 실행되고 있는 원래의 또는 제 1 윈도우를 가진 그래픽-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제 2 윈도우이다. 그러
한 대화 상자 즉 제 2 윈도우는 이것이 의존하는 제 1 윈도우 내의 상호 작용(interaction)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된
다.
    

    
블록(16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된 대화 상자는 이전에 선택된 URL과 관련된다. 브라우저 모드에서 디스플
레이되는 대화 상자는 활성 모드(즉, 현재의 윈도우가 데이터-처리 시스템 내의 그래픽-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에서 표
시되고 실행되는 현재의 비주얼 모드(visual mode))로 표시된다. 블록(168)에 표시된 바와 같이, 대화 상자 내에 액
세스 파라미터를 입력하도록 사용자에게 프롬프트(prompt)한다. 그러한 액세스 파라미터는 시간 제한(time limit)과 
페이지를 얻으려는 시도 횟수와, 링크 액세스의 종료에 후속하여 그러한 페이지가 완전히 로드되는 경우 취할 리마크 
및 행동을 포함할 수 있다. 블록(17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후, 액세스 시간이 느린지(즉, 원하는 사용자-액세스 속
도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질문하게 된다. 블록(17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액세스 시간이 느린 경우 현
재의 링크 액세스는 활성화 모드에서 종료된다. 링크-액세스 시간이 느리지 않은 경우, 페이지는 로드되고 본 명세서에
서 개시되는 프로세스는 종료된다. 그 후, 블록(17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링크 액세스는 계획에 따라 또는 적절한 시
기에 백그라운드 모드로 계속된다. 상기 언급된 대화 상자에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액세스 파라미터에 근거하여, 예를 
들면, 사용자가 원하는 주어진 시간이 경과하면 링크 액세스는 백그라운드 모드로 종료된다. 백그라운드 모드 동안에, 
링크 액세스는 백그라운드 윈도우에서 실행된다. 페이지는 백그라운드 윈도우로 로드된다. 활성 모드는 원래의 윈도우
에서 계속하여 실행되어 사용자가 여러 개의 링크 액세스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본 발명과 함께 오버라이드 또는 강제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키 또는 아이콘을 이용함으로써, 상기 언급
된 대화상자에 사용자가 특정한 링크 액세스에 대한 한계에 대한 지정을 입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령에 의해 사
용자가 링크 액세스를 백그라운드화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한 동작은 키보드의 키(즉, 기능 키)를 이용하거나 단순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아이콘으로 수행될 수 있다. 또한 마우스를 사용하여 이와 같은 그러한 강제적인 백그라운드
화 행위를 개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을 구현하는 데이터-처리 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 사용되지 않
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마우스 키를 백그라운드 기능을 수행하거나 강제하는데 전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
자는 상기 언급된 대화 상자에 정보를 입력할 필요없이 단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링크 액세스
를 즉시 디폴트 백그라운드 모드로 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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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비록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하여 개시되었지만, 당업자는 첨부된 청구범위의 취지와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르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링크 활성화와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다운로드하는 사이의 기간동안 본 발명의 웹 브라우저 방법 및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단지 시각적인 출
력(visual output)일 필요는 없다. 특정한 메시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디스플레이 스크린 자체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 스피커 세트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메시지 자체는 스크린 상에 
다운로드된 하이퍼텍스트와 함께 인라인 영상(inline image) 또는 다른 문자로서 보유되고, 브라우저는 인쇄할 메시지
를 차례로 큐잉(queue)하고/하거나 메시지를 저장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작성하도록 허용하는 
적절한 수단을 포함한다.
    

    
더욱이, 비록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웹 페이지 링크와 관련된) 하이퍼텍스트 문서가 원격 서버에 위치하는 것을 상정
하였지만, 이것으로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가 포함된 메시지의 표시는 링크가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목
표 문서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실시예가 인터넷 브라우저에 관하여 개시된 반
면, 본 발명의 기술은 사용자가 월드 와이드 웹을 직접적인 인터넷 접속(direct Internet connection)(즉, 인터넷 접
속 제공자를 이용하여)을 통하여 액세스하는지 또는 어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즉, 아메리칸-온-라인(American
-On-Line), 프로디지(Prodigy), 컴퓨서브(Compuserve),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The Microsoft Network) 등)
를 통하여 간접적인 액세스를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본 발명이 실시되는 " 컴퓨터 네트워크" 는 특
정한 문서가 같은 장치 또는 시스템에 존재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 원격" 문서로 링크할 수 있는 어떤 클라이언트-서
버 모델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본 발명은 인터넷의 월드 와이드 웹에 사용되는 것으로 하였지만, 이것은 파일 즉 다른 페이지의 검색을 허용하는 " 페
이지" 를 제공하는 어떤 네트워크에도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이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하여 개시된 반
면, 본 발명의 취지와 범위 내에서 형태와 세부 사항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당업자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데이터-처리 시스템의 정보 검색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연합 링킹 네트워크에 의해 다른 데이터-처리 시스템과 연결된 데이터-처리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과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서버-대기시간 장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웹 브라우저 사용자가 느린 링크 액세스 시간 동안에 특정한 웹 페이지를 얻는 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링크 액세스를 백그라운드화하는 웹 브라우저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 이상의 서버와 접속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 - 상기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위치한 제 2 하이퍼텍스트 문
서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가진 제 1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디스플레이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짐 - 
를 가진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저속 링크 액세스 시간 동안 링크 액세스를 백그라운드화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용 브라
우저 백그라운드 확장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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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에 의해 수정될 수 있는 액세스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대화 상자를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제 2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얻기 위한 시도(an attempt)에 대한 시간 한계를 명시하는 적어도 한 개의 시간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액세스 
파라미터를 입력하도록 사용자에게 프롬프트(prompt)함으로써, 상기 적어도 한 개의 하이퍼텍스트 링크와 적어도 한 
개의 액세스 파라미터를 연관시키는 단계와,

②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제 2 하이퍼텍스트 문서에 대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선택하는 
단계와,

③ 상기 선택에 응답하여, 웹 브라우저의 활성 모드에서 액세스 시간을 호출하는 단계 -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이퍼텍
스트 링크가 상기 제 2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액세스함 - 와,

④ 상기 액세스 시간이 원하는 액세스 속도보다 느린 액세스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 후속하는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활성 모드의 상기 링크 액세스를 종료하고 그 후부터 상기 링크 액세스를 계획에 따라 또는 적절한 시기에 백그라
운드 모드로 계속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브라우저 백그라운드 확장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시간이 원하는 액세스 속도보다 느린 액세스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 후속하는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여, 상
기 활성 모드의 상기 링크 액세스를 종료하고 그 후부터 상기 링크 액세스를 계획에 따라 또는 적절한 시기에 백그라운
드 모드로 계속하는 단계는,

상기 액세스 시간이 원하는 액세스 속도보다 느린 액세스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 후속하는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여, 상
기 활성 모드의 상기 링크 액세스를 종료하고 그 후부터 계획에 따라 또는 적절한 시기에 상기 링크 액세스를 상기 클라
이언트 내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에 디스플레이되는 백그라운드 윈도우에서 백그라운드 모드로 계속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브라우저 백그라운드 확장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파라미터를 상기 대화 상자 내에서 입력하도록 사용자에게 프롬프트(prompt)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되,

상기 액세스 파라미터는

상기 제 2 하이퍼텍스트 문서에 대한 사용자 리마크를 표시하는 적어도 하나의 리마크 파라미터와,

상기 액세스 시간의 완료에 후속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서버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로 상기 제 2 하이퍼텍스트 문서
가 완전히 로드된 경우 취할 동작을 표시하는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동작 파라미터

를 포함하는 브라우저 백그라운드 확장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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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서버와 접속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상기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위치한 제 2 하이퍼텍스트 문
서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가진 제 1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디스플레이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짐—를 
가진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저속 링크 액세스 시간 동안 링크 액세스를 백그라운드화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용 브라우저 
백그라운드 확장 시스템에 있어서,

① 사용자에 의해 수정될 수 있는 액세스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대화 상자를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제 2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얻기 위한 시도(an attempt)에 대한 시간 한계를 명시하는 적어도 한 개의 시간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액세스 
파라미터를 입력하도록 사용자에게 프롬프트함으로써,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이퍼텍스트 링크와 적어도 하나의 액세스 
파라미터를 연관시키는 연관 수단과,

②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제 2 하이퍼텍스트 문서에 대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선택하는 
선택 수단과,

③ 상기 선택에 응답하여, 웹 브라우저의 활성 모드에서 액세스 시간을 호출하는 액세스 시간 수단 - 상기 적어도 하나
의 하이퍼텍스트 링크가 상기 제 2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액세스함 - 과,

④ 상기 액세스 시간이 원하는 액세스 속도보다 느린 액세스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 후속하는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활성 모드의 상기 링크 액세스를 종료하고 그 후부터 계획에 따라 또는 적절한 시기에 상기 링크 액세스를 백그라
운드 모드로 계속하는 백그라운드 수단

을 포함하는 브라우저 백그라운드 확장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시간이 원하는 액세스 속도보다 느린 액세스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 후속하는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여, 상
기 활성 모드의 상기 링크 액세스를 종료하고 그 후부터 상기 링크 액세스를 계획에 따라 또는 적절한 시기에 백그라운
드 모드로 계속하는 상기 백그라운드 수단이,

상기 액세스 시간이 원하는 액세스 속도보다 느린 액세스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 후속하는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여, 상
기 활성 모드의 상기 링크 액세스를 종료하고 그 후부터 계획에 따라 또는 적절한 시기에 상기 링크 액세스를 상기 클라
이언트 내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에 디스플레이되는 백그라운드 윈도우에서 백그라운드 모드로 계속하는 백그
라운드 수단

을 더 포함하는 브라우저 백그라운드 확장 시스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파라미터를 상기 대화 상자 내에서 입력하도록 사용자에게 프롬프트하는 프롬프트 수단

을 더 포함하되,

상기 액세스 파라미터는

상기 제 2 하이퍼텍스트 문서에 대한 사용자 리마크를 표시하는 적어도 하나의 리마크 파라미터와,

상기 액세스 시간의 완료에 후속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서버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로 상기 제 2 하이퍼텍스트 문서
가 완전히 로드된 경우 취할 동작을 표시하는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동작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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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브라우저 백그라운드 확장 시스템.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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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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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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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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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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