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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네트워크 프로젝터 인터페이스 시스템(10)을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본 시스템은 기록 매체에 저

장되고 네트워크 상의 클라이언트 컴퓨터(14)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실행 가능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구비하

고,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선택된 네트워크 프로젝터(12)에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보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유저를

원조하도록 구성된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본 시스템은 네트워크 상에서 실행 가능한 기록 매체에 저장

된 프리젠테이션 매니저 소프트웨어를 또한 구비하고, 프리젠테이션 매니저 소프트웨어는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기억

및 프리젠테이션 파일로의 액세스를 관리하도록 구성된 프리젠테이션 매니저(18)를 제공한다. 본 시스템은 또한 프

로젝터 컴퓨터(22)에 연결된 네트워크 프로젝터를 구비하고, 프로젝터 컴퓨터는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프리젠테이션 

매니저와 통신하여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선택된 네트워크 프로젝터에 디스플레이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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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관련 출원들의 교차 참조

본 출원은 2001년 9월 28일 출원된 미국 가특허 출원 일련 번호 제60/325,849호인 De Tran, Kevin Thompson 및 

Steve Murtha의 '네트워크 프로젝터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PROVIDING A NETWORK PROJECTOR INTERFACE SYSTEM)'의 우선권을 주장하며, 그 개시가 여기서 참

조용으로 사용되었다.

본 발명은 프로젝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네트워크 프로젝터 인터페이스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청중에게 컨텐츠를 프리젠테이션하기 위한 도구로서 디지털 프로젝터 등의 프로젝터가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

다. 프로젝터는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생성한 프리젠테이션을 화면 상에 투사하여, 유저가 청중에게 소정의 크기로 고

품질의 전문적인 표시 화상을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이러한 프로젝터가 컨퍼런스 룸이나 기타 회

의장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다양한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도 디스플레이를 위해 프리젠테이션을 프로젝터에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저는 프리젠테이션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용 컴퓨터를 프로젝터에 직접 접속한다. 또는, 회의실에 프로젝터에 링크

된 전용 컴퓨터가 설치되어, 유저가 프리젠테이션을 액세스하기 위해 이용할 수도 있다. 몇몇 경우에는, 전용 컴퓨터

가 네트워크에 링크되어 유저가 네트워크 상에 저장된 프리젠테이션에 액세스할 수도 있다.

만약 유저 인터페이스가 어려워서 유저가 이를 습득하거나 사용하기 어렵다면, 이들 네트워크-링크된 프로젝터 시스

템이 제공하는 이점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열악하게 설계되거나 사용이 난해한 인터페이스

라면, 유저가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저장, 배치, 변경 및 액세스하는 데 곤란함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유저에게 간단

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프리젠테이션 파일에 대한 접속과 조작을 용이하게 해 주는 네트워크 프로젝터 유저 인터

페이스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일 형태는 네트워크 프로젝터 인터페이스 시스템이다. 네트워크 프로젝터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전형적으

로 기록 매체에 저장되고 네트워크 상의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실행 가능한 클라이언트 소프트

웨어를 구비한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선택된 네트워크 프로젝터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보내는 데 있어서 유

저를 원조하도록 구성된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본 시스템은 네트워크 상에서 실행 가능한 기록 매체에 

저장된 프리젠테이션 매니저 소프트웨어를 또한 구비한다. 프리젠테이션 매니저 소프트웨어는 전형적으 로 프리젠테

이션 파일의 저장 및 프리젠테이션 파일로의 액세스를 관리하도록 구성된 프리젠테이션 매니저를 제공한다. 본 시스

템은 프로젝터 컴퓨터에 연결된 네트워크 프로젝터를 또한 구비하고, 프로젝터 컴퓨터는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프리

젠테이션 매니저와 통신하여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선택된 네트워크 프로젝터에 디스플레이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이용 가능한 프로젝터 장치를 구비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시스템은 유저가, 유저가 선택한 프로젝터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보내도록 구성된, 

네트워크에 링크되어 있는 유저 클라이언트 컴퓨터, 유저가 선택한 프로젝터에서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저장하도록 구성된, 네트워크에 링크되어 있는 프리젠테이션 기억장치 사이트, 및 네트워크에 링크되어 있고 

유저가 선택한 프로젝터의 프로젝터 컴퓨터를 통해 직접 액세스 가능한 프리젠테이션 매니저로서, 프리젠테이션 기

억장치 사이트에 기억된 프리젠테이션 파일로의 액세스를 관리하도록 구성된 프리젠테이션 매니저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는, 유저 컴퓨터 및 프로젝터 장치를 구비하는 네트워킹된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

공한다. 본 방법은, 네트워크 상에서 유저가 선택한 프로젝터 장치로 보내진 유저 컴퓨터로부터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방법은, 유저가 선택한 프로젝터 장치와 관련된, 네트워크 상의 프리젠테이션 기억장치

사이트 상의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기억을 관리하는 단계, 및 프로젝터 장치에서의 디스플레이를 위해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선택된 프 로젝터 장치로 큐잉(queuing)하는 단계를 또한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는, 기계로 읽을 수 있는 저장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저장 장치는 기계에 의해 실행 가능한 명령

어의 프로그램을 실체적으로 구현하여, 네트워킹된 장치로부터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액세스하는 데 이용하는 방법을

수행한다. 본 방법은, 선택된 네트워크 프로젝터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보내도록 유저가 요청할 수 있게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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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단계, 및 프리젠테이션 매니저가 관리하는 네트워크 상의 프리젠테

이션 기억장치 사이트에,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보내는 단계를 포함한다. 프리젠테이션 매니저는 프리젠테이션 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고, 선택된 프로젝터에서의 프리젠테이션 파일에 대한 직접적인 액세스를 제공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실시할 네트워크 프로젝터 작동 환경의 개략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유저 인터페이스의 개략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유저 인터페이스의 개략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주 프로젝션 시스템을 포함하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예시도이다.

도 5는 도 4의 실시예의 고급 옵션 서브-스크린의 예시도이다.

도 6은 도 4의 실시예의 프리젠테이션 큐 서브-스크린의 예시도이다.

도 7은 도 4의 실시예의 다른 서브-스크린의 예시도이다.

도 8은 유저 컴퓨터와 프로젝터 장치를 포함하는 네트워킹된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디스플레

이를 관리하는 방법의 흐름도이다.

실시예

이하 상세한 설명은 적절한 네트워크 프로젝터 동작 환경 또는 네트워크 프로젝터 시스템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네

트워크 프로젝터 인터페이스를 개시한다. 네트워크 프로젝터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유저와 관리자가 네트워크 프로젝

터 장치에서 프로젝터의 이용을 용이하게 한다. 이하 네트워크 프로젝터 인터페이스 시스템이 미국 워싱턴 레드몬드 

소재의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Microsoft Corporation)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윈도우즈(WINDOWS) 동작 시스템

환경에서 기술하지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 규레티노 소재의 애플컴퓨터사(Apple Computer, Inc.)로

부터 이용가능한 적절한 애플/맥킨토시 동작 시스템, UNIX 시스템, Linux 시스템 등의 다른 소망하는 형태의 동작 시

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먼저 도 1을 참조하면, 네트워크 프로젝터 동작 환경 또는 네트워크 프로젝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참조번호(10)로 

나타낸다. 네트워크 프로젝터 동작 환경(10)은 통상적으로 네트워크(20)를 통해 유저 클라이언트(14), 관리자 클라이

언트(16) 및 프리젠테이션 매니저(18)에 링크된 적어도 하나의 프로젝터(12)를 포함한다. 네트워크 프로젝터 시스템(

10)은 단지 적절한 네트워크 프로젝터 동작 환경의 일 실시예이며, 본원에 개시된 네트워크 프로젝터 인터페이스 시

스템은, 본원에 참고로 인용되고 있는, '원격 프로젝터 관리 및 제어의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Rem

ote Projector Adiminstration and Control)'의 명칭의 미국 특허 출원번호 제09/590,034호 및 '프로젝터의 무선 이

미지 전달의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Wireless Image Transmission to a Projector)'의 명칭의 미

국 특허 출원번호 제09/877,909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적절한 네트워크 프로젝터 동작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이하에 보다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프로젝터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보드, 펌웨어(firmware), 내장형 인터넷 브라우저, 관리자 소프트웨어 및/또는 유저 인터페이스 소프트웨

어 등을 포함하는 적정 수의 개별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네트워크 프로젝터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유저 클라이언트(

14), 관리자 클라이언트(16), 프로젝터 컴퓨터(22) 및/또는 프리젠테이션 매니저(18) 중 하나 이상에 팩토리-설치 특

징(factory-installed feature)으로서 구비될 수 있다. 택일적으로, 개개의 요소가 최종 유저(end-user)에 의해 설치

될 수도 있다. 또한, 네트워크 프로젝터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네트워크에 링크된 프로젝터의 형태에 관계 없이, 네트

워크 프로젝터 동작 환경(10) 내에 동작시 유저를 보조하기 위한 친숙한 컴퓨터 네비게이션 수단을 포함할 수도 있다.

네트워크 프로젝터 동작 환경(10)은,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단일 프로젝터, 또는 다수 프로젝터(12)를 포함할 수

도 있다. 프로젝터(12)는 이미지를 디스플레이면(24)에 투사할 수 있는 적절한 형태의 데이터 비디오 프로젝터로 이

루어질 수도 있다. 예컨대, 프로젝터(12)는,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액정 디스플레이(LCDs), 디지털 거울장치(DMD

s), 실리콘의 액정(LCOS)장치, 및/또는 음 극선관(CRTs) 등을 포함하는 적절한 소망하는 형태의 이미지 생성 시스템

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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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프로젝터가 다른 네트워크 요소로부터 원격 위치될 수도 있다. 예컨대, 다수의 프리젠테이션 룸은 각각의 네

트워크된 프로젝터를 가질 수 있다. 프로젝터는 회의실에 영구적으로 위치된 고정 설치형 프로젝터, 또는 분리가능하

거나 휴대가능한 장치가 될 수 있다. 각 프로젝터가 네트워크 프로젝터 동작 환경(10)에 링크되도록 구성되기 때문에,

동작 환경 내에 포함된 프리젠테이션 또는 프리젠테이션 파일은 임의의 링크된 프로젝터에 의해 시스템으로부터 직

접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

프로젝터 동작 환경(10)에서의 네트워크(20)는, 근거지 네트워크(LAN) 및/또는 광역 네트워크(WAN)를 포함하는 적

절한 컴퓨터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WAN은 인터넷과 같은 공중 네트워크, 또는 개인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네트워

크는 프로젝터 이외, 프린터, 스캐너 등을 포함하는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 장치를 포함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본 

시스템에서, 네트워크는,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포함하는 컴퓨터 또는 저장 디스크를 회의실로 가져 오지 않고 네트워

크에 원격 저장된 프리젠테이션 파일에 유저가 접근하도록 한다.

각 프로젝터는 프로젝터 컴퓨터(22)를 통해 네트워크에 링크된다.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이, 프로젝터 컴퓨터(22)는, 

네트워크의 프리젠테이션 기억장치 사이트에 기억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프로젝터 컴퓨터가 읽고 상연할 수 있는 

프로젝터와 네트워크에 연결된 적절한 내외부 컴퓨터장치를 포함한다.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이, 프로젝터 장치는, 프

로젝터, 및 연관된 프로젝터 컴퓨터를 포함한다. 다수의 프로젝터가 하나의 동일 프로젝터 컴퓨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프로젝터 컴퓨터(22)는 다양한 서로 다른 형태들을 취할 수 있다. 예컨대, 프로젝터 컴퓨터(22)는 데스크톱 개인 컴퓨

터 또는 휴대용 개인 컴퓨터(랩톱 또는 PDA 등)와 같은 프로젝터의 외부 독립장치(stand-alone unit)가 될 수 있다. 

택일적으로, 프로젝터 컴퓨터(22)는, 참조번호(26)로 개략적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프로젝터(12) 내에 일체화될 수 

있다. 예컨대, 프로젝터 컴퓨터(22)는 프로젝터 내에 수용된 내장형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프로젝터 컴퓨터는 시리

얼 케이블, 만능 시리얼 버스(USB) 케이블, 및/또는 다른 유/무선 링크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무선 통신 링크를

통해 네트워크(20)와 프로젝터(22)에 링크될 수 있다.

일부 실시 형태에서, 프로젝터 컴퓨터(22)는 씬 클라이언트 장치(thin client device)일 수도 있다. 이들 실시 형태에

서, 프로젝터 컴퓨터(22)는 '씬 클라이언트(thin client)' 또는 프리젠테이션 매니저(18)용 단말로 기능한다. 이런 실시

예에서, 프로젝터 컴퓨터(22)는 응용 소프트웨어 또는 프리젠테이션 파일용 대량의 기억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대신 네트워크(20)와 프리젠테이션 매니저(18)를 통해 파일에 접속할 수 있다. Windows NT 4.0 및 Windows 2000 

Terminal Server를 포함하는 씬 클라이언트 동작 환경을 제공하기에 공지된 장치가 사용될 수도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하나 이상의 프로젝터가 참조번호(28)로 지시된 바와 같 이, 단일 프로젝터 컴퓨터에 링크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프로젝터 컴퓨터(22)는 마이크로소프트의 WINDOWS 98, WINDOWS 2000, 및/또는 WINDOWS 

CE 플랫폼과 같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로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를 구동할 수 있다.

유저 클라이언트 컴퓨터(14)는 또한 네트워크(20)에 링크될 수 있다. 유저 클라이언트(14)는 로컬 컴퓨터가 될 수 있

고, 예컨대 클라이언트는 프로젝터(12)와 동일한 LAN이 될 수 있다. 택일적으로, 유저 클라언트(14)는 인터넷 또는 

다른 WAN을 통해 프로젝터(12)에 링크될 수 있다. 임의 유저 클라이언트(14)로부터 유저는 네트워크의 프리젠테이

션 기억장치 사이트(29)에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생성 및 저장할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 매니저(18)(이하 상세히 설명

함)는 통상적으로 이런 프리젠테이션 기억장치 사이트를 제어한다. 유저는 프로젝터 컴퓨터로부터 프리젠테이션 기

억장치 사이트(29)에 기억된 프리젠테이션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 유저는 네트워크된 컴퓨터로부터 유

저가 선택한 프로젝터(12)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전송할 수도 있다. 이처럼, 네트워크 유저는 원격 위치에 생성 및/

또는 저장된 컨텐츠를 상연하기 위해 랩톱 컴퓨터를 회의실의 프로젝터에 물리적으로 수송하거나 링크될 필요가 없

다. 일부 실시예에서, 유저는 회의실 외부 원격 위치로부터 회의실의 프리젠테이션을 상연할 수 있다.

관리자 클라이언트(16)는 또한 네트워크(20), 그리고 프로젝터 컴퓨터(22)와 프로젝터(12)에 링크될 수 있다. 관리자

클라이언트(16)는, 프로젝션 시스템(10)을 관리하는 네트워크 관리자 수단을 제공하는 관리 소프트웨어로 본원에서 

언급되 는 관리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 프로젝터 시스템의 관리

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또는 네트워크 프로젝션 시스템의 설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수의 다이얼로그 박스

를 포함하는 관리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소프트웨어는 다른 네트워크 장치를 관리하는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네트워크 관리자가 프로젝터

를 관리할 수 있게 구성될 수도 있다. 예컨대, 관리자 클라이언트(16)는 네트워크 관리자에 친숙한 다른 네트워크 관

리 수단을 통합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관리 콘솔(MMC) 스냅 인(Snap-In)을 포

함할 수도 있다. MMC 스냅 인의 사용은 네트워크 프로젝션 시스템 내에 추가적인 네트워크 요소의 일체된 관리를 허

용한다. MMC 스냅 인은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어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모방하고 다른 마이크로소프트와 3차 네

트워크 제품과의 시스템의 호환성이 가능한 윈도우즈 기반 멀티 다큐먼트 인터페이스(MDI)이다. 프로젝터를 관리하

는 일 예시 시스템은, 본원에 참고로 인용되고, 스티브 머타(Steve Murtha), 드 트란(De Tran), 제임스 디, 웬반(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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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D. Wenban), 앨란 코시트(Alan Cossitt), 및 죠 캐스탈디(Joe Castaldi)에 의해 '프로젝터 장치 관리 시스템(PROJ

ECTOR DEVICE MANAGEMENT SYSTEM)'의 명칭으로 2002년 7월 11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출원번호 제10/1

94,334호에 도시 및 기술되어 있다.

관리자 소프트웨어는 관리자가 네트워크 프로젝터 시스템의 이용을 조절하도록 할 수 있다. 예컨대, 관리자는 네트워

크 프로젝터 시스템 내에 포함된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크기 제한을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관리자 소프트웨어는 관

리자 가 네트워크 프로젝터 시스템 내에 기억된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자동 삭제 날짜를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관리

자 소프트웨어는 이런 제한을 네트워크 프로젝터 시스템의 모든 이용자, NT 이용자 그룹과 같은 관리자 한정 그룹, 

또는 개인에게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 소프트웨어는 관리자가 개인 또는 그룹의 이용, 특정 프로젝

터의 이용 등에 따라 네트워크 자원을 할당하도록 할 수 있다. 예컨대, 관리자 소프트웨어는 관리자가 선택된 유저로

부터의 프리젠테이션이 기억되는 장소와 상당한 기억 공간이 각 유저에게 할당되는 것을 직접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간략히 전술한 바와 같이, 프리젠테이션 매니저(18)는 네트워크(20)에 링크되고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액세스와 기억

을 관리한다. 프리젠테이션 매니저는 서버 컴퓨팅 장치 또는 유저 클라이언트 컴퓨터(14)에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프리젠테이션 매니저(18)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통상적인 동작 시스템

을 구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버 또는 컴퓨터로 기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컨대, 프리젠테이션 매니저(18)는 마

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98, 윈도우즈 2000, 윈도우즈 CE 플랫폼, 또는 윈도우즈 NT와 같은 서버 동작 시스템 플

랫폼을 구동할 수 있다. 또한, 프리젠테이션 매니저(18)는 프로젝터 컴퓨터(22)로 기능할 수 있고 프로젝터(12)에 직

접적으로 링크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관리자 클라이언트(16)로부터의 입력을 통해, 프리젠테이션 매니저(18)는, 파일 액세스 및 기억의 집중화

된 관리와 제어를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컨대, 프리젠테이션 매니저(18)는 유저에 의해 생성되는 파일과 프리

젠테 이션을 기억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다른 프리젠테이션 기억장치 사이트(29)를 포함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프

리젠테이션은 클라이언트 컴퓨터(14), 관리자 클라언트 컴퓨터(16), 프로젝터 컴퓨터(18), 또는 다른 적절한 네트워

크 장치와 같은 프리젠테이션 매니저(18)에 의해 접속가능하고 제어가능한 네트워크의 원격 위치에 저장될 수 있다. 

일부 실시 형태에서, 프리젠테이션 매니저는 유저에 의해 선택가능한 특정 네트워크 프로젝터(또는 프로젝터들)의 표

시를 위한 프로젝터 특정 저장 위치에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다수의 프리젠테이션 파일이 유저가 

선택한 네트워크 프로젝터(또는 프로젝터들)용 프로젝터 특정 기억 위치에 기억되는 경우, 프리젠테이션 매니저는 유

저가 저장된 프리젠테이션의 리스트로부터 소망의 프리젠테이션을 선택하도록 한다.

프리젠테이션 매니저(18)는 시스템 내에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저장과 디스플레이에 관한 일반적 및/또는 유저 특정 

한정의 설정 및/또는 시행을 허용하도록 추가로 구성될 수도 있다. 예컨대, 서버(18)는 시스템 자원 요구사항을 최소

한으로 유지시 네트워크 관리자를 보조하기 위해서 선택적인 디스크 공간 할당 및/또는 파일 만료 날짜를 시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프리젠테이션 매니저(18)는 프리젠테이션 매니저에 의해 관리되고 프리젠테이션 매니저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프리젠테이션 기억장치 사이트(29)에 유저 생성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기억할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 기

억장치 사이트(29)는 유저가 선택한 프로젝터에 연관될 수 있다. 저장 위치는 유저 특정, 프로젝터 특정 또는 일반적

인 기억 위치가 될 수 있다. 관리자 클라이언트 컴퓨터(16)는 관리자가 프리젠테이션 파일이 시스템에 기억되는 위치

를 제어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프리젠테이션 기억장치 사이트(29)는 데이터를 기억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장치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프리젠테이션 

기억장치 사이트(29)는 파일을 기억할 수 있는 전용 메모리, 또는 대량 기억 사이트가 될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 기억

장치 사이트는 네트워크 프로젝터 시스템에 어디든지 접속가능하게 위치될 수 있으며, 프로젝터 특정될 수 있다. 예

컨대, 프리젠테이션 기억장치 사이트(29)는 프리젠테이션 매니저(18), 관리자 클라이언트 컴퓨터(16), 유저 클라이언

트 컴퓨터(14), 프로젝터 컴퓨터(22) 또는 네트워크(20)의 다른 적절한 위치 내에 포함될 수 있다. 기억 위치에 관계 

없이, 프리젠테이션 매니저(18)는 기억된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액세스를 관리한다.

프리젠테이션 기억장치 사이트(29) 내에 저장된 프리젠테이션을 편집 또는 상연하기를 소망하는 유저는 네트워크 프

로젝터 동작 환경(10) 내의 상이한 위치로부터 프리젠테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다. 예컨대, 유저는 유저 클라이언트(1

4), 관리자 클라이언트 컴퓨터(16), 프리젠테이션 매니저(18), 또는 프로젝터 컴퓨터(22)로부터 편집 또는 표시하기 

위해 기억된 프리젠테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다. 또한, 유저는 프로젝터 시스템 네트워크로부터 단속된 오프라인의 경

우에도 프리젠테이션을 액세스, 생성, 및/또는 편집할 수 있다. 일단 유저가 네트워트에 재접속하면, 클라이언트는 프

리젠테이션 파일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프리젠테이션 기억장치 사이트(29)에 적절한 업데이트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전달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런 업데이트는 유저에 의해, 또는 유저가 네트워크 프로젝터 동작 환경(10)에 접속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동 동기화를 통해 요청될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 매니저(18)는, 유저 또는 관리자에 의해 감독될 때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유저가 선택한 프로젝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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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송 또는 대기 행렬에 넣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유저 클라이언트 컴퓨터(16)를 통해, 유저는 회의

실에서 물리적으로 상연하지 않고 선택된 프로젝터 장치에 선택된 회의실의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전송 및 표시할 수 

있다. 이처럼, 클라이언트 컴퓨터로부터 유저는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선택하고 이를 특정 프로젝터에 표시하기 위해 

저장할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 매니저는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관리하고, 파일을 선택된 네트워크 프로젝터에 대기에 

넣는다. 파일은 회의실에서 프로젝터의 조작자에 의해 요구되는 선택이 거의 없이 회의실에 상연할 준비가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프리젠테이션 매니저는 적절한 프로젝터 컴퓨터를 확인하고 선택된 프로젝터에 표시하기 위해 각 

프로젝터 컴퓨터에 프리젠테이션을 대기 행렬에 넣는다. 회의실의 유저는 선택된 프로젝터용 대기 프리젠테이션 파

일의 리스트에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회의실의 유저는 네트워크에 저장된 특정 

프리젠테이션에 액세스하기를 소망할 수 있다. 유저는 회의실에 위치한 프로젝터 컴퓨터(22)로부터 프리젠테이션 매

니저(18)에 소망한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요구를 전송할 수 있다. 이 요구는 프리젠테이션 이름, 웹 프로토콜(URL), 

또는 적절한 확인자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 매니저는 프리젠테이션 파일에 액세스하고 파일을 선택된 

프로젝터 컴퓨터에 제공한다. 따 라서, 유저는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회의실에 가져 오지 않고 프로젝터(12)에 프리젠

테이션을 나타낼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유저 클라이언트 컴퓨터(16)의 디스플레이 스크린(30) 상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

스를 도시한다. 윈도우즈, 아이콘들, 및 팝업 메뉴들과 같은 친숙한 툴들을 사용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컴퓨터에는 사

용 용이(easy-to-use) 인터페이스가 제공된다. 유저 인터페이스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는 다른 형태의 파일들과 

함께 사용된 다수의 툴들을 제공하여, 프로젝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프로젝터들의 형태에 상관 없이, 유저의 프로젝

터 시스템의 경험성을 향상시킨다.

특히, 여기서 유저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로 칭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유저 인터페이스는, 유저가 네트워크에 

링크된 임의의 프로젝터 또는 프로젝터 시스템을 선택하고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예컨대, 클라

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유저가 프리젠테이션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유저에 의하여 액세스될 수도 있는 네트워크상

의 선택된 프로젝터 또는 프로젝터 시스템에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전송하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컴퓨터

로부터의 유저는 프리젠테이션 파일이 디스플레이되어야 할 회의실 및/또는 프로젝터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 소프트

웨어는 또한, 유저가 네트워크 프로젝터 시스템 상에 위치된 파일들 또는 프리젠테이션들을 선택하여 전송하도록 하

는 방법을 제공한다. 유저는 또한, 프리젠테이션 파일 및/또는 선택된 프로젝터에 관련된, 프리젠테이션 파일이 디스

플레이되어야 하는 회수,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패스워드, 삭제 날짜 등을 포함하는 속성들을 정의하고 변경할 수 있

어야 할 수도 있다.

유저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는 상술된 다이얼로그들 또는 유사한 유저 인터페이스들을 액세스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는 전용 프리젠테이션 쇼트컷(shortcut)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들 쇼트컷들 또는 아이콘들은 프리젠테이션 소프

트웨어로의 용이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데스크탑에 설치될 수도 있다. 예컨대, 클라이언트는 디스플레이 스크

린(30) 상에서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 아이콘(32) 및/또는 네트워크 프리젠테이션 폴더 아이콘(34)을 열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예시적인 목적으로만,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 아이콘(32)의 선택은 상술된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

어를 열어서, 유저가 다른 액션들 중에서, 프리젠테이션 파일들을 전송하고, 프리젠테이션 파일들을 삭제하고, 프리젠

테이션 파일들을 패스워드-암호화하며,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프로젝터를 식별하는 등을 가능

하게 한다. 프리젠테이션 폴더 아이콘(34)은 각 프리젠테이션 매니저에 의하여 관리되는 프로젝터-특정 또는 프로젝

터-시스템 특정 위치에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자동으로 세이브 또는 기억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도 2는 단일 네트워크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도시한다. 그러나, 유저는 네트워크 상에서 유용한 상이한 프로젝터 시스

템들에 링크된 복수의 프리젠테이션 파일들을 가질 수도 있다. 예컨대, 도 3은 복수의 네트워크 프리젠테이션 폴더들(

36, 38)을 포함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도시한다. 각 프리젠테이션 폴더는 상이한 회의실, 프로젝터 시스템 등에 링

크될 수도 있다.

프리젠테이션 아이콘은 임의의 요망되는 외관을 가질 수도 있다. 설명된 실 시예에서, 아이콘들은 윈도우 디스플레이

상에 다른 통상의 아이콘들과 친숙한 외관을 가진다. 따라서, 각 아이콘은 네트워크 프로젝터 시스템 또는 파일 및/또

는 프리젠테이션 데이터베이스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작은 그림(picture)을 포함한다. 유저는 트랙볼, 마우스, 키보

드 또는 다른 적합한 유저-입력 장치를 통하여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에 아이콘을 선택할 수도 있다. 파일을 열기 위

하여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종래의 선택 방법들이 사용될 수도 있다. 선택시, 아이콘은, 상술된 프

리젠테이션 큐 다이얼로그 박스와 같은 다이얼로그 박스를 디스플레이하는 윈도우로 변환될 수도 있다.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 또는 프리젠테이션 폴더를 열 때, 유저는 또한, 통상적으로 스크린의 보더를 따라 발견되는 툴바에 위치된

'버튼들(buttons)', 예컨대 버튼들(32  a , 32  b )을 통하여 이들 특성들을 액세스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유저는 또한 드래그 앤드 드롭(drag-and-drop) 메카니즘을 통하여, 각 다이얼로그 박스들을 물론, 프리젠테이션 매

니저 및 프리젠테이션 폴더들을 액세스할 수 있을 수도 있다. 통상의 드래그 앤드 드롭 응용으로, 본 시스템에서의 유

저는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 아이콘(32) 및/또는 프리젠테이션 폴더 아이콘(34)으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드래그

하여 드롭하여, 네트워크 프로젝션 시스템 내의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세이브할 수도 있다. 또한, 유저가 다수의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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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프로젝션 시스템들에 액세스했다면, 유저는 특정 네트워크 프로젝션 시스템에 전용인 적절한 아이콘으로 프리

젠테이션 파일을 선택적으로 드롭할 수도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는 프로젝션 시스템-특정 속성들 및/또 는 기능들에 관련된 다이얼로그 박스들

과 같은 복수의 스크린들 및 서브-스크린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예컨대, 다이얼로그 박스들은 유저가 프리젠테이션 

파일에 대한 속성들을 정의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이얼로그 박스들은, 주 프로젝션 시스템 다이얼로그 

박스, 진보된(advanced) 프로젝션 시스템 유저 다이얼로그 박스, 프리젠테이션 큐 다이얼로그 박스, 추가/삭제 프리

젠테이션 다이얼로그 박스, 및 프리젠테이션 파일 특성 다이얼로그 박스를 포함할 수도 있으나, 이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 프로젝션 시스템 다이얼로그 디스플레이는, 도 4의 4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택된 네트워크 프로젝터 및/또는 회

의실을 포함하나, 이들에 한정되지 않은 현 프로젝터 시스템(42)의 식별에 관한 임의의 적절한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

다. 프로젝션 다이얼로그 박스는, 상이한 프로젝터 시스템들, 상이한 프로젝터들 또는 회의실들의 선택을 하는 메카니

즘(44), 유저가 프리젠테이션 파일 또는 선택된 프로젝터에 대한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변경하도록 하는 진보된 다이

얼로그 박스를 액세스하기 위한 메카니즘(46), 프로젝터 또는 회의실로 전송하기 위한 현재의 선택된 프리젠테이션 

파일들의 리스트(48), 선택된 프리젠테이션 파일들을 추가, 삭제 또는 변경시키기 위하여 다이얼로그 박스를 액세스

하기 위한 메카니즘(50), 및 다양한 프리젠테이션 파일들(52)의 특성을 액세스하고 변경하는 메카니즘(52)을 더 포함

할 수도 있다.

다른 스크린들이 네트워크 프로젝터 상에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선택 및 기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공될 수도 있다. 예컨대, 예시 적인 진보된 프로젝션 시스템 다이얼로그 디스플레이가 도 5의 54로 도시된

다. 스크린은 현 서버(56)와 현 서버를 변경하기 위한 메카니즘(58)에 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

다. 진보된 다이얼로그 디스플레이는, 특정 프로젝터 시스템 또는 프로젝터에 대한 관리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에 의

하여 정의된 정보 및 파라미터들은 물론, 현 프로젝터(60)에 관한 정보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진

보된 다이얼로그 디스플레이는 네트워크(62) 상에 특정 프로젝터 또는 프로젝터 시스템에 대기열화된(queued) 프리

젠테이션 파일들을 보고 변형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포함할 수도 있다.

유저 인터페이스는 큐 스크린을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예시적인 프리젠테이션 큐 다이얼로그 박스가 일반적으로 도 6

의 64에 도시된다. 큐 다이얼로그 박스는 진보된 프로젝션 시스템 다이얼로그 박스(54)를 통하여 액세스가능할 수도 

있으며, 6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특정 프로젝터 시스템, 프로젝터 또는 회의실에 현재 대기열화된 프리젠테이션 파일

들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포함할 수도 있다. 박스는 리스트(68)로부터 프리젠테이션 파일들을 추가/삭

제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유사하게, 추가/삭제 프리젠테이션 파일들 다이얼로그 박스는, 유저 프

리젠테이션 파일 디렉토리 또는 리스트, 프리젠테이션 파일 데이터베이스, 특정 프로젝터 또는 회의실 큐 등에서 프

리젠테이션 파일들 또는 프로젝터들을 변경, 추가 및 제거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몇몇 실시예에서, 도 7의 70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프리젠테이션 파일 특성 다이얼로그 박스가 제공되어, 유저

가 특정 프로젝터 또는 프로젝터들에 보 내지도록 예정된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특성을 변경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다이얼로그 박스에 나타낸 제어는 선택된 프로젝터 상의 설정, 관리자에 의하여 정의된 파라미터들 등의 기능일 수도

있다. 예컨대, 유저는 7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리젠테이션 파일용 패스워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들 

제어는 유저들 및/또는 선택된 프로젝터들 간에 상이할 수도 있다. 또한, 몇몇 실시예에서, 유저 및/또는 관리자는 도 

7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리젠테이션 파일이 보여지거나 디스플레이될 수도 있는 회수를 선택 또는 변경할 수도 있

다. 유사하게, 몇몇 실시예들에서, 7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저는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수명(lifetime)'을 선택 또는 

변경할 수도 있고, '수명'의 종료시, 프리젠테이션 파일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상기에 간략하게 설명된 바와 같이, 유저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는 유저가 각 프리젠테이션 파일에 대한 다양한 속성

들을 설정 및/또는 변경하도록 할 수도 있다. 프리젠테이션 파일 특성 다이얼로그 박스 또는 유사한 스크린 내에 선택

가능한 아이템들 또는 속성들은 프로젝터 설정들에 기초할 수도 있거나, 관리자 또는 특정 네트워크 프로젝터 시스템

에 의하여 지정될 수도 있다. 선택가능한 속성들은 개인화 식별 코드 및 명칭, 패스워드 보호, 보기 제한, 및 수명 설정

을 포함할 수도 있으나, 이들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저는 또한 파일을 패스워드 암호화할 수 있을 수도 

있거나, 프리젠테이션으로의 액세스를 제한하기 위한 다른 안전 메카니즘을 제공할 수도 있다. 패스워드가 재설정될 

수 있다. 또한, 유저는 날짜 또는 삭제의 시간 주기, 및/또는 자동 삭제 이전에 프리젠테이션에 액세스될 수 있는 회수

의 제한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우선 인증(prior authorization)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유저는 프리젠테이션이 판독만

을 또는 불변을 지시하게 할 수 있다.

전술한 유저 인터페이스는 표준 작동 시스템이 설치된 툴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프로젝터 시스템 내의 프리젠테이션 

컨텐트에 액세스되어 기억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컨대, 윈도우 환경에서, Activ-X, MMC 및 Calm을 사용하는 표

준 플러그 인이 프리젠테이션의 액세스와 기억 가능 출력(capability)을 구성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이들과 같은 유

틸리티를 사용하여, 유저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가 친숙한 메뉴를 통해 각각의 다이얼로그 박스 내의 아이템으로의 

액세스를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메뉴를 통해 유저가 특별한 프리젠테이션 화일에 세이브(save), 열기(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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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 편집(edit), 선택(select), 포맷(format) 등을 원하는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통상, 유저는 아이템을 하이라

이팅(highlighting)한 후 엔터 키 또는 리턴 키를 누르거나, 단순히 마우스 또는 유저-입력 장치에 의해 아이템을 포인

팅하고 선택함으로써 메뉴로부터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유저는 '메뉴로 보내기(send to menu)' 기능에 의해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액세스할 수 있다. 예컨대, 프리젠테이션 화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어(Microsoft 

Explorer) 프로그램으로부터 우측 클릭'메뉴로 보내기' 를 통해 프리젠테이션 폴더에 선택되어 보내질 수 있다. 특별

한 메뉴 옵션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다이얼로그 박스에 링크될 수 있다.

유저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는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유저가 작동시키 는 것을 보조하는 클라이언트 프리젠테

이션 마법사(wizard)를 포함할 수도 있다. 클라이언트 프리젠테이션 마법사는 유저가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와 프

리젠테이션 화일을 제너레이팅, 스토어링, 및 액세싱을 포함하는 다수의 단순한 단계를 가능하게 한다. 통상, 클라이

언트 프리젠테이션 마법사는 도입 스크린, 단계 스크린 및 최종 요약 스크린을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스크린은 도움

말 버튼, 취소 버튼, 다음 버튼, 및 최종 버튼을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클라이언트 프리젠테이션 마법사는 네트워크 프로젝터 시스템, 프리젠테이션 데이터베이스, 미팅 룸 등에 데

스크탑 쇼트컷을 생성하는 것을 돕는데 사용될 수 있다. 유사하게, 클라이언트 프리젠테이션 마법사는 유저가 현재 

선택된 서버 상에 특정 프로젝터에 '쇼트컷으로 보내기'를 생성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클라이언트 프리젠테이션 마

법사는 유저가 네트워크 프로젝터 쇼트컷을 개인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유저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 

의해 프로젝터에 할당된 디폴트 네임(default name) 이외에 쇼트컷에 대한 네임을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유저는 클라이언트 프리젠테이션 마법사를 사용하여 유저 클라이언트 데스크탑 상에 선택된 

프로젝터에 프리젠테이션 쇼트컷을 생성한다. 유저는 이후, 프리젠테이션 쇼트컷 상에 프리젠테이션 화일을 떨어트

린다. 프리젠테이션 매니저는 유저에 의해 선택된 속성에 따라 프리젠테이션 화일을 처리하고, 프리젠테이션 화일을 

저장하거나 위치시키며, 선택된 프로젝터 상의 디스플레이에 프리젠테이션 화일을 큐(queue)시킨다. 유저는 이후 프

리젠테이션 매니저에 의해 처리된 큐드 리스트(queued list)로부터 적당한 프리젠테이션 화일을 선택 함으로써 프로

젝터에 프리젠테이션 화일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유저는 프로젝터에 링크된 프로젝터 컴퓨터를 사용하여 소망하는 

프리젠테이션 화일을 선택할 수 있다.

상기 각각의 툴은 많은 컴퓨터 유저에게 친숙한 외형을 갖는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다이얼로그 박스,

풀다운(pull-down) 메뉴, 쇼트컷 및 마법사와 같은 이러한 친근함은 네트워크 프로젝터 시스템의 사용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 다이얼로그 박스, 풀다운 메뉴, 쇼트컷 및 마법사와 같은 형태가 내장된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어드미니스트

레이터 클라이언트(16)와 프로젝터 컴퓨터(22) 상에서 구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8은 유저 컴퓨터와 프로젝터 장치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된 컴퓨터 시스템 상에 프리젠테이션 화일의 디스플레이를

처리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법(78)을 더 설명한다. 이 방법은 80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젝터와 프

로젝터 컴퓨터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상의 유저가 선택한 프로젝터 장치를 지시하는 유저 컴퓨터로부터 프리젠테이션 

화일을 수신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이 방법은 프리젠테이션 화일이 유저가 선택한 프로젝터 장치와 관련된 네트워크

상의 프리젠테이션 기억장치 사이트, 84에서 저장되도록 프리젠테이션 화일, 82의 저장 처리 방법과 86으로 지시된 

프로젝터 장치상의 디스플레이에 대해 선택된 프로젝터 장치로 프리젠테이션 화일을 큐잉(queuing) 방법을 포함한다

.

네트워크 프로젝터 인터페이스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실시예와 배치가 도시되어 상기에서 설명되고 있지만, 다수

의 다른 실시예, 배치, 변형예가 가능하며 본 발명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 당업자에 의해 인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이 그 특정 실시예에서 개시되고 있을지라도, 특정 실시예는 다수의 변형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정적인 의미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의 주제는 여러 가지 요소, 특징, 기능, 및/또는 여기에 개시된 특성의 신규의 자명한 조합

과 서브콤비내이션을 포함한다.

하기의 청구범위는 특히 신규의 자명한 것으로 간주된 특정 조합과 서브콤비네이션을 지시한다. 이들 청구범위는 'an'

요소 또는 'a first' 요소 또는 그 등가물로 언급될 수 있다. 이러한 청구범위는 하나 이상의 이러한 요소의 병합을 포

함하는 것이지 둘 이상의 이러한 요소를 요구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징, 기능, 요소, 및/또는 특성

의 다른 조합과 서브콤비네이션은 본 발명의 보정을 통해 또는 이것 또는 관련된 적용에서 새로운 청구범위를 통해 

주장될 수 있다. 원래의 청구범위보다 넓거나 좁거나 동일하거나 상이한 이러한 청구 범위도 본 발명의 주제 내에 포

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록 매체에 저장되고 네트워크 상의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실행 가능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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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유저가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선택된 네트워크 프로젝터로 보낼 수 있게 구성된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상에서 실행 가능한 기록 매체에 저장된 프리젠테이션 매니저 소프트웨어로서, 상기 클라이언트 소프트웨

어와 통신하고,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저장 및 프리젠테이션 파일로의 액세스를 관리하도록 구성된 프리젠테이션 매

니저를 제공하는 프리젠테이션 매니저 소프트웨어; 및

프로젝터 컴퓨터에 연결된 네트워크 프로젝터로서, 상기 프로젝터 컴퓨터는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상기 프리젠테이션

매니저와 통신하여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상기 선택된 네트워크 프로젝터에 디스플레이하는 네트워크 프로젝터를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프로젝터 인터페이스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는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상기 선택된 네트워크 프로젝터에 보내기 위한 다수의 프리젠테

이션-특정 다이얼로그 박스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얼로그 박스들 중 하나는 유저가 프리젠테이션 파일에 대한 속성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들은, 프리젠테이션 삭제 날짜의 식별, 프리젠테이션 파일로의 액세스를 허락하는 패스워드의 생성, 및 프

리젠테이션 파일이 디스플레이될 수 있는 회수의 식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관리자가 상기 네트워크 프로젝터의 사용을 조정(regulate)할 수 있도록 구성된, 네트워크 상에서 실행 가능한 관리 

소프트웨어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자 소프트웨어는, 상기 선택된 네트워크 프로젝터의 특성에 기초하여, 프리젠테이션 파일에 대한 적어도 하

나의 선택 가능한 파라미터를 표시하도록 실행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자 소프트웨어는, 유저의 식별에 기초하여 프리젠테이션 파일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선택 가능한 파라미터

를 표시하도록 실행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8.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인에이블 프로젝터 장치를 포함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프로

젝터 장치는 프로젝터 컴퓨터를 포함하고,

상기 시스템은,

유저가 선택한 프로젝터 장치로 유저가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보내도록 구성된, 네트워크에 링크되어 있는 유저 클라

이언트 컴퓨터;

상기 유저가 선택한 프로젝터 장치에서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기억하도록 구성된, 네트워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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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되어 있는 프리젠테이션 기억장치 사이트; 및

네트워크에 링크되어 있고 상기 유저가 선택한 프로젝터 장치의 프로젝터 컴퓨터를 통해 직접 액세스 가능한 프리젠

테이션 매니저로서, 상기 프리젠테이션 기억장치 사이트에 기억된 프리젠테이션 파일로의 액세스를 관리하도록 구성

된 프리젠테이션 매니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유저가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유저가 선택한 프로젝터 장치로 보낼 수 있게 구성된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는, 유저가 프리젠테이션 파일에 대한 속성들을 정의할 수 있도록 구성된 다수의 다이

얼로그 박스들을 디스플레이하도록 구성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는, 상기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로의 액세스가 용이하도록 구성된 전용 아이콘을 갖

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콘은, 상기 프리젠테이션 매니저에 의해 관리되는 프로젝터-특정 위치에서의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기억이 

용이하도록 구성된 프리젠테이션 폴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관리자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상기 프로젝터 장치의 사용을 조정하도록 구성된 관리자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관리자가 프리젠테이션 파일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관리자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도록 

구성된 관리자 클라이언트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들은 삭제 날짜 및 사이즈 제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테이션 매니저는 서버-컴퓨팅 장치에서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실행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7.
제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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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리젠테이션 매니저는 상기 유저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유저 컴퓨터 및 프로젝터 장치를 포함하는 네트워킹된 컴퓨터 시스템에서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디스플레이를 관리하

는 방법에 있어서,

네트워크 상에서 유저가 선택한 프로젝터 장치로 보내진 상기 유저 컴퓨터에서의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수신하는 단

계;

상기 유저가 선택한 프로젝터 장치와 관련된, 네트워크 상의 프리젠테이션 기억장치 사이트에 프리젠테이션 파일이 

기억되도록 프리젠테이션의 기억장치를 관리하는 단계; 및

상기 프로젝터 장치에서의 디스플레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상기 선택된 프로젝터 장치로 큐

잉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디스플레이 관리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유저 컴퓨터로부터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수신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유저 컴퓨터에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단

계를 포함하고, 상기 유저 인터페이스는 유저가 사용할 다수의 다이얼로그 박스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유저 컴퓨터로부터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수신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유저 컴퓨터에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단

계를 포함하고, 상기 유저 인터페이스는 유저가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드롭하여 상기 파일을 상기 유저가 선택한 프로

젝터에 보내도록 하는 전용 프리젠테이션 아이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상태를 체크하여, 프리젠테이션 파일이 관리자에 의해 설정된 파라미터들 내에 있는지를 판단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젝터 컴퓨터는 상기 프로젝터 내에 통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젝터 컴퓨터는 상기 프로젝터의 외부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기계로 읽을 수 있는 기억 장치로서, 상기 기억 장치는 기계에 의해 실행 가능한 명령어의 프로그램을 실체적으로 구

현하여, 네트워킹된 프로젝터 장치로부터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액세스하는 데 이용하는 방법을 수행하며,

상기 방법은,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선택된 네트워크 프로젝터 장치에 보내지도록 유저가 요청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유저 인터

페이스를 네트워크 상에서 제공하는 단계;

프리젠테이션 매니저가 관리하는 네트워크 상의 프리젠테이션 기억장치 사이 트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보내는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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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된 네트워크 프로젝터 장치로 프리젠테이션을 큐잉(queuing)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프로젝터 장치에서의 프리젠테이션 파일로의 액세스를 관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장치.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 인터페이스는, 유저가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선택된 네트워크 프로젝터 장치로 보내도록 하는 것을 용이하

게 하는 적어도 하나의 전용 아이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장치.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프리젠테이션 파일로의 액세스를 관리하는 상기 단계는, 프리젠테이션 파일에 대한 패스워드 보호 메커니즘을 제공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장치.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

프리젠테이션 파일로의 액세스를 관리하는 상기 단계는, 프리젠테이션 파일, 유저, 및 프로젝터 장치 중 하나에 대해 

설정된 파라미터와 프리젠테이션 파일이 일치하는지를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 장치.

청구항 28.
유저가 네트워크 이용 가능한 프로젝터에 프리젠테이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컴퓨터 네트워크 상의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는 단계로서, 상기 유저 인터페이스는 유저

가 네트워크 상의 유저가 선택한 프로젝터와 관련된 프로젝터 컴퓨터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

된 적어도 하나의 다이얼로그 박스를 구비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표시 단계;

네트워크 상의 상기 유저가 선택한 프로젝터와 관련된 프리젠테이션 기억 위치에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기억하는 단

계; 및

상기 유저가 선택한 프로젝터와 관련된 프로젝터 컴퓨터에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자동적으로 큐잉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젝터 컴퓨터는 상기 유저가 선택한 프로젝터 내에 내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 인터페이스 표시 단계는, 유저가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패스워드 보호할 수 있도록 구성된 다이얼로그 박스

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28항에 있어서,

유저 인터페이스 표시 단계는, 프리젠테이션을 볼 수도 있는 회수를 유저가 제한할 수 있도록 구성된 다이얼로그 박

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2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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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 인터페이스 표시 단계는,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수명을 유저가 제한할 수 있도록 구성된 다이얼로그 박스를 제공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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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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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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