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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중 평면의 3-차원 사용자 인터페이스

(57) 요약

본 명세서에는 10-풋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기술된다. 사용자가 컴퓨터로부터/컴퓨터에 직접 나오는/들어가는 키

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제어하는 전통적인 2-풋 사용자 인터페이스 대신에, 원격 제어 장치를 사용하여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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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제어하는 10-풋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 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설계될 수 있다. 10풋 사용자 인터

페이스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의 항목에 대한 네비게이션 및 선택을 제어하는 사용자에게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3D 공간 및 애니메이션을 사용한다. 3-차원 공간의 사용은 또한, 콘텐츠 항목을 위해 이용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실

제 부지(real estate)를 늘이고,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선택되지 않은 항목들을 사용자의 주요 뷰(primary view) 밖

으로 옮길 수 있게 해 준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로 하여금 보더 쉽게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네비게이션을 개념적

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3-차원 내의 움직임을 애니메이트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 처리 장치에 연결되어 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렌더되는(rendered) 디스플레이 장치 상에, 원격 제어 장치를 사

용하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가능한 제1 다수의 메뉴 항목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다수의 메뉴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한 사용자에게 응답하여, 3-차원의 그래픽 공간 내에 흉내낸(simulated) 제1 평면

상에 상기 선택된 하나의 메뉴 항목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상기 3-차원의 그래픽 공간 내에 흉내낸 제2 평면 상에 상기 선택된 하나의 항목 이외의 상기 다수의 메뉴 항목을 디스플

레이하는 단계 - 상기 제1 평면은 상기 제2 평면보다 더 눈에 띄는 디스플레이 위치를 가짐 - 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평면보다 더 눈에 띄는 디스플레이 위치를 가지는 제1 평면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사용자에 의해 보여질

때 상기 삼차원의 그래픽 공간 내에서 상기 제2 평면의 앞쪽에 있는 제1 평면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하나의 항목에 대응하는 제2 다수의 메뉴 항목을 상기 제1 평면 상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

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제1 힌지 축(hinge axis) 상에서 상기 제1 평면을 회전시키는(pivot)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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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제2 힌지 축(hinge axis) 상에서 상기 제2 평면을 회전시키는(pivot)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힌지 축은 상기 삼차원의 공간 내에서 상기 제2 힌지 축과는 다른 위치를 가지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평면과 비교할 때 제2 평면을 상기 삼차원 공간의 Z-차원에서 뒤쪽으로 밀어내는 것을 흉내내는(simulating) 단

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Z-차원에서 앞쪽으로 제1 평면을 끌어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힌지 축은 상기 삼차원 공간의 X-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의 맞은편 측면(opposite

sides) 상에 있는 방법.

청구항 10.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다수의 메뉴 항목은 상기 선택된 하나의 항목에 대응하는 컨텍스트(context) 메뉴의 항목들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하나의 항목은 미디어의 유형을 포함하고, 상기 제2 다수의 메뉴 항목은 상기 선택된 하나의 미디어 유형 중

가장 최근에 사용된 미디어의 목록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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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다수의 메뉴 항목은 상기 선택된 하나의 메뉴 목록의 바로 아래에 있는 하위-메뉴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항의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들을 저장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4.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원격 제어 장치;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메모리 내에 저장된 컴퓨터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모듈들(modules)을 실행하여,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연결된 디스플레이 장치 상에 3-차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구성된(configured) 데이터 프로

세서를 포함하며,

컴퓨터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모듈들을 저장하는 상기 메모리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 상에 디스플레이되는 3차원 공간 내에 제공하도록 구성된 사용자 인터페

이스 소프트웨어 모듈 -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원격 제어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의해 항행가능한

(navigable) 다수의 메뉴를 포함함 - ; 및

사용자가 상기 다수의 메뉴의 제1 메뉴로부터 다수의 메뉴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모듈의 제어 하에서 애니메이션 프레임의 시퀀스(sequence)를 제공하는 애니메이션 모듈을 포함하고,

상기 애니메이션 시퀀스는 제1 평면 및 제2 평면 사이로 상기 다수의 메뉴 항목을 분할하고, 상기 3차원 공간 내에서 상기

제1 및 제2 평면이 각각으로부터 서로 멀리 이동하는 것을 애니메이트(animate)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하나의 메뉴 항목은 상기 제1 평면 상에 있고, 상기 선택된 하나의 메뉴 항목 이외의 다른 다수의 메뉴 항목은

상기 제2 평면 상에 있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평면이 상기 제2 평면보다 더 눈에 띄는 디스플레이 위치를 가지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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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평면보다 더 눈에 띄는 디스플레이 위치를 가지는 상기 제1 평면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사용자에 의해 보

여질 때, 상기 삼차원의 그래픽 공간 내에서 상기 제2 평면의 앞쪽에 상기 제1 평면을 위치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데이터 처

리 시스템.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애니메이션 모듈은 제1 힌지 축 상에서 상기 제1 평면을 회전시키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애니메이션 모듈은 제2 힌지 축 상에서 상기 제2 평면을 회전시키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힌지 축은 상기 삼차원 공간의 X-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의 맞은편 측면(opposite

sides) 상에 있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21.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애니메이션 모듈은 제1 힌지 축 상에서 상기 제2 평면을 회전시키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22.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힌지 축은 상기 삼차원의 공간 내에서 상기 제2 힌지 축과는 다른 위치를 가지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23.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애니메이션 모듈은 상기 제1 평면과 비교할 때 제2 평면을 상기 삼차원 공간의 Z-차원에서 뒤쪽으로 밀어내는 데이

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24.

공개특허 10-2007-0046689

- 5 -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애니메이션 모듈은 상기 Z-차원에서 상기 제1 평면을 앞쪽으로 끌어내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2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모듈은, 상기 선택된 하나의 항목에 대응하는 제2 다수의 메뉴 항목이 상기 제1 평면

상에 디스플레이되도록 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다수의 메뉴 항목은 상기 선택된 하나의 항목에 대응하는 컨텍스트 메뉴의 항목들을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

템.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하나의 항목은 미디어의 유형을 포함하고, 상기 제2 다수의 메뉴 항목은 상기 선택된 하나의 미디어 유형 중

가장 최근에 사용된 미디어의 목록을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애니메이션 모듈은 상기 제2 다수의 메뉴 항목이 상기 선택된 하나의 메뉴 항목의 뒤쪽으로부터 뷰(view) 내부로 슬

라이드(slide)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29.

데이터 처리 장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3-차원 그래픽 공간을 생성하는 단계;

원격 제어 장치를 사용하여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항행하는(navigating) 사용자에 의해 선택가능한 다수의 메뉴 항목

의 제1 목록을 상기 데이터 처리 장치에 연결된 디스플레이 장치 상에 그래픽적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다수의 메뉴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한 상기 사용자에 응답하여, 상기 3-차원의 그래픽 공간 내에 제1 평면 상에 상기 선

택된 하나의 메뉴 항목을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3-차원의 그래픽 공간 내에 제2 평면 상에 상기 선택된 하나의 항목 이외

의 상기 다수의 메뉴 항목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상기 3차원 공간 내에서 상기 제1 및 제2 평면이 각각으로부터 서로 멀리 이동하는 것을 애니메이트하는 단계 - 상기 애니

메이션이 완료되면, 상기 제1 평면은 상기 제2 평면보다 더 눈에 띄는 디스플레이 위치를 가짐 - 를 포함하는 3-차원의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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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들을 저장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평면을 애니메이트하는 단계는, 상기 3-차원 공간 내에서 제1 힌지 축 주위로 상기 제1 평면을 회전시키는 것

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평면을 애니메이트하는 단계는, 상기 3-차원 공간 내에서 제1 힌지 축 주위로 상기 제2 평면을 회전시키는 것

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평면을 애니메이트하는 단계는, 상기 3-차원 공간 내에서 제2 힌지 축 주위로 상기 제2 평면을 회전시키는 것

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힌지 축은 상기 제2 힌지 축과 다른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34.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평면을 애니메이트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또는 제2 평면 중 하나에 있는 콘텐츠의 X 및 Y 차원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상기 3-차원 공간의 Z-차원 내에서 상기 제1 및 제2 평면을 움직이는 것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35.

제1 상태에서:

제1 다수의 선택가능한 메뉴 항목 - 사용자가 선택 커서를 통해 한 번에 상기 제1 다수의 선택가능한 메뉴 항목 중 하나를

하이라이트할(highlight) 수 있음 - 및

공개특허 10-2007-0046689

- 7 -



상기 제1 다수의 메뉴 항목 중 상기 하이라이트된 메뉴 항목에 대응하는 것으로 남는 제2 다수의 메뉴 항목 - 상기 사용자

가 상기 선택 커서를 제1 메뉴 항목으로부터 제2 메뉴 항목으로 옮기면, 상기 제2 다수의 메뉴 항목은 상기 제1 메뉴 항목

중 상기 선택된 하나에 대응하는 것으로 남기 위해 변화함 -; 그리고

제2 상태에서:

상기 제1 다수의 메뉴 항목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하나와 상기 제1 다수의 메뉴 항목 중 상기 선택된 하나에 대응하는

상기 제2 다수의 메뉴 항목을 가지는. 그래픽적으로 흉내낸 제1 평면 및

상기 제1 다수의 메뉴 항목 중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하나 이외에 남아있는 제1 다수의 메뉴 항목을 갖는, 그래픽적으

로 흉내낸 제2 평면 - 상기 그래픽적으로 흉내낸 제1 평면은 상기 그래픽적으로 흉내낸 제2 평면보다 더 눈에 띄는 외관

(appearance)을 가짐 - 을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가 상기 선택 커서를 옮겨 상기 제2 다수의 메뉴 항목 중 어느 하나를 하이라이트할 때,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

스는 애니메이트적으로(animatedly) 상기 제1 상태에서 상기 제2 상태로 천이(transition)하며,

컴퓨터 시스템의 메모리 내에 실행가능한 명령 형태로 저장되고,

상기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된 디스플레이 장치 상에 디스플레이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애니메이트되는 천이가 힌지 축 상에서 제1 평면과 제2 평면 중 적어도 하나를 회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

스.

청구항 3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다수의 메뉴 항목은 상기 선택된 하나의 메뉴 목록의 바로 아래에 있는 하위-메뉴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

템.

명세서

기술분야

본 특허 명세서의 개시 내용 중 일부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위 저작권의 소유자는, 어느 누

구라도 본 특허 명세서 또는 본 특허의 개시 내용을 특허청의 특허 파일 또는 기록에 나타낸 대로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아니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든 간에 모든 저작권 권리들을 유보한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것이다. 보다 자세하게는, 본 발명은 주로 원

격 제어기 또는 다른 제어 장지를 통한 사용자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위해서 마련된 데이터 처리 장치의 다중 평면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3-차원 공간과 향상된-유저빌리티(enhanced-usability) 애니메이션들(animations)을 제공한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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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이 진보하고, 가격이 낮아지며, 컴퓨팅 파워, 예컨대 메모리, 저장장치, 프로세서의 속도, 그래픽 등이 증진됨에

따라, 컴퓨터는 범용 기계로서 사용되기 보다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점점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비디오 카세

트 레코더(video cassette recorders:VCR)를 대신하여, 컴퓨터는 생방송 TV 또는 VCR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저장

(record)하고 정지(pause)시킬 수 있는 개인용 비디오 레코더(personal video recorders:PVR)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사용자와 전통적인 PC가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장치들을 컴퓨터

가 대체해 감에 따라, 전통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들은 위와 같은 특별한 목적의 컴퓨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 적절치

않게 만드는 것으로 인지되는 단점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새로운 장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

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종래 방식에서는, 주요 입력을 PC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해서, 그리고 주요 출력을 PC로부터 받기 위

해서는 디스플레이 스크린과 스피커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가정용 PC 또는 랩탑과 상호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그 밖에 다

른 입력 및 출력 장치들, 예컨대 비디오 카메라, 프린터, 스캔너 등이 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들은 부차적인 입

력과 출력을 위하여 덜 사용된다). 이들 키보드, 마우스, 디스플레이 스크린 및 스피커 모두는 전형적으로 책상 위와 같이

사용자와 가까이 근접한 곳에 위치한다. PC 운영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로, 키보드, 마우스, 디스플레이

장치 및 스피커들을 근접한 곳에 둔 운영 시스템과 사용자가 상호작용한다는 가정 하에서 설계된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컴퓨터 입력/출력 형태(configuration)는 구어적으로 "2-풋(foot)" 사용자 인터페이스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사용

자가, 예컨대 키보드, 마우스, 디스플레이 및 스피커들이 놓여있는 책상 앞의 의자에 앉아, 입력 또는 출력 장치로부터 약 2

피트 정도 떨어진 PC와 상호작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2-풋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2-풋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사용되도록 의도되지 않고 오히려 적외선 원

격 제어 또는 다른 원격 제어 장치를 통해 사용되거나 제어되도록 의도된 장치 상에 제공되면, 위 2-풋 사용자 인터페이스

는 사용자에게 동일 수준의 유저빌리티를 제공하지 못한다. 주로 원격 제어 장치를 통해 사용되도록 의도된 장치들은 구어

적으로 10-풋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불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사용자가 2-피트보다 더 떨

어진 장치와 상호작용하고자 하며, 일반적으로 그 장치에 부착된 출력 디스플레이 스크린으로부터 약 10-피트 정도 떨어

진 곳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10-피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득을 보는 장치들의 예는, PVR 및 미디어 센터(Media

Center) PC를 포함한다. 미디어 센터 PC는 사용자가 예컨대 그의 또는 그녀의 가정 내에서 TV를 시청할 때와 비슷한 거

리에서 원격 조정 장치를 이용한 상호작용을 통해 TV를 시청하고 녹화하며, 음악을 정리하고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며,

DVD를 재생하고, 사진들을 체계화하며, 다른 미디어 관련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징들을 구비한 데이터 처

리 장치이다.

앞으로 이해되는 바와 같이, 문자나 그래픽은 대부분 매우 작아 디스플레이 장치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사용자 위치에

서 실질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10-풋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고자 의도된 장치에 2-풋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제1 세대 10-풋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이미 있는 장치들을 위해 개발되어 오는 동안, 이 제1 세대

10-풋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그것들이 제공되는 장치들에 대한 사용자 체험을 방해하는 유저빌리티의 본질적인 결합을 갖

게 되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주요 상호작용이 원격 제어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장치를 위한, 향상된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하나의 진보라 할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하, 본 발명의 양상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발명의 축약된 요약을 제공한다. 이 요약은 본 발명의

상세한 개관(overview)가 아니다. 이것은 본 발명의 중요 수단, 또는 결정적인 구성요소들을 식별하거나, 본 발명의 범위

를 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되지 않는다. 이하의 요약은 단지 앞으로 제공될 더욱 상세한 설명에 대한 서두(prelude)로

서, 축약된 형태로 본 발명의 개념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종래 기술에서의 제약들을 극복하고 본 명세서를 읽고 이해하면 명백해지는 다른 제약들을 극복하기 위해, 본

발명은 대체로, 적외선 원격 제어와 같은 원격 제어 장치에 의해 제어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용 10-풋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자가 원격 제어 장치를 사용하여 항행할(navigable) 수 있

고 선택할 수 있는 다중 메뉴 항목들을 싣고 있는 메뉴를 보여준다. 사용자가 위 메뉴 항목들 중 하나를 선택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그려진 3-차원 공간 내의 별개의 두 평면 상으로 콘텐츠(content)를 분리하며, 선택된

메뉴 항목은 중요한 제1 평면에 놓고, 선택되지 않는 메뉴 항목들은 덜 중요한 제2 평면에 놓는다.

공개특허 10-2007-0046689

- 9 -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실행되는 컴퓨터는 단일 평면으로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다중 평

면 뷰(view)로의 천이(transitions)를 애니메이트(animate) 할 수 있다. 데이터 처리 장치의 사용자는 적외선 원격 제어와

같은 원격 제어 장치를 통해, 데이터 처리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 컴퓨터는 메모리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컴퓨

터에 연결된 디스플레이 장치 상에 3-차원 사용자 인터페이스 형태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서를 구비한

다. 메모리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원격 제어 장치를 사용하여 항행할 수 있는 다중 메뉴 항목들을 포함하는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3차원 공간 내에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또한

사용자가 메뉴로부터 항목을 선택할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모듈의 제어에 따라 애니메이션을 위한 프레임 시

퀀스를 제공하는 애니메이션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시퀀스는 사용자가 그로부터 항목을 선택한 메뉴의 메뉴

항목들을 3-차원 공간 내의 두 평면 사이로 분리하고, 3-차원 공간 내에서 제1 및 제2 평면이 서로 멀리 떨어지는 것을 애

니메이트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 가능한 명령들을 저장한다. 위 방법은, 데이터 프로세싱 장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3-차원 그래픽

공간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프로세싱 장치와 연결된 디스플레이 장치 상에 원격 제어 장치를 사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항행하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가능한 복수의 메뉴 항목에 관한 제1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사용자가 메뉴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3-차원 그래픽 공간 내의 제1 평면에 선택된 메뉴 항목

을 디스플레이하고, 3-차원 그래픽 공간 내의 제2 평면에는 나머지 메뉴 항목을 디스플레이한다. 그 후, 사용자 인터페이

스는 3-차원 공간 내에서 위 두 평면이 서로 멀리 떨어지는 것을 애니메이트함으로써, 이러한 애니메이션이 완료될 때 상

기 제1 평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그려진 3-차원 공간 내에서 상기 제2 평면보다 더 눈에 띄는 디스플레이 위치를 가진

다.

실시예

다양한 실시예들에 대한 이하의 설명에서는, 본 명세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본 발명이 구현되는 다양한 실시예들을 도면 형

태로 보여주는 첨부 도면을 참조한다. 다른 실시예들이 채택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구성 및 기능

의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적합한 컴퓨팅 시스템 환경(100)의 일례를 도시한다. 컴퓨팅 시스템 환경(100)은 단지

적합한 컴퓨팅 환경의 일례일 뿐, 본 발명의 이용 또는 기능의 범위에 대하여 어떤 제한도 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컴퓨팅 환경(100)이 예시적인 동작 환경(100) 내에 도시된 구성요소의 하나 또는 그 조합과 관련된 어떤 종속 관계

또는 필요 조건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 결코 안 된다.

본 발명은 그 밖의 매우 다양한 범용 또는 전용(special purpose) 컴퓨팅 시스템 환경 또는 구성에서 사용가능하다. 본 발

명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주지의 컴퓨팅 시스템, 환경 및/또는 구성의 예들은, 이하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용 컴퓨

터, 서버 컴퓨터, 핸드헬드(hand-held) 또는 랩탑(laptop) 장치, 멀티프로세서 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시스템,

셋톱 박스, 프로그램이 가능한 소지자 전자제품, 네트워크 PC, 미니콤포넌트, 메인프레임 컴퓨터, 그리고 이상의 시스템

또는 장치 중 어느 것이든 포함한 분산 컴퓨팅 환경 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프로그램 모듈과 같이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들의 일반적인 컨텍스트로 기술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은 특수한 작업들 또는 특수한 추상적 데이터 형식들을 구현하기 위한 루틴, 프로그램, 개체

(object), 구성요소(component), 데이터 구조(structure) 등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원

격 프로세싱 장치들에 의해 작업들이 수행되는 분산 컴퓨팅 환경 내에서 실행될 수 있다. 분산 컴퓨팅 환경 내에서는, 프로

그램 모듈이 메모리 저장 장치들을 포함하는 로컬 및 원격 컴퓨터 저장 매체 양쪽에 모두 위치할 수 있다.

도 1에서 보듯이,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예시적인 시스템은 컴퓨터(110) 형태의 범용 컴퓨팅 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

(110)의 구성요소들은 이하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세싱 장치(120), 시스템 메모리(130) 및 상기 시스템 메모리

를 포함한 다수의 시스템 구성요소들을 상기 프로세싱 장치(120)에 연결하는 시스템 버스(121)를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

버스(121)는 메모리 버스 또는 메모리 컨트롤러, 주변(peripheral) 버스 및 다양한 버스 아키텍처(architecture)들을 사용

하는 로컬 버스를 포함하는 몇 가지 종류의 버스 구조들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서, 예

시를 들자면 이러한 아키텍처들은 ISA(Industrial Standard Architecture) 버스, MCA(Micro Channel Architecture) 버

스, 강화된(Enhanced) ISA (EISA) 버스, VESA(Video Electronics Standards Association) 로컬 버스 및 메저닌

(Mezzanine) 버스라고도 알려진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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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110)는 전형적으로 다양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를 포함한다.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는 컴퓨터(110)에 의해 액

세스될 수 있는 모든 사용가능한 매체일 수 있고, 휘발성(volatile) 매체 및 비휘발성(nonvolatile) 매체, 제거가능한

(removalbe) 매체 및 제거불가능한(non-removable) 매체의 양자 모두를 포함한다. 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서, 예시를 들자면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는 컴퓨터 저장 매체 및 통신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

터 판독가능한 명령,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다른 데이터와 같은 정보의 저장을 위한 어느 방법 또는 기술을 통

해 구현되는 휘발성 및 비휘발성 메체, 그리고 제거가능한 및 제거불가능한 매체 양자 모두를 포함한다. 이하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 저장 매체는 RAM, ROM, EEPROM, 플래쉬 메모리, 또는 다른 메모리 기술, CD-ROM, DVD

(digital versatile disks) 또는 다른 광학 디스크 저장소(storage), 자기 카세트,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저장소 또는 다

른 자기 저장 장치, 또는 컴퓨터(110)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소망의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다른 매체

를 포함한다. 통신 매체는 전형적으로 캐리어(carrier) 파형 또는 다른 전송 방식과 같은 변조된 데이터 신호 내의 컴퓨터

판독가능한 명령,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다른 데이터를 포함하고, 모든 정보 전달 매체도 포함한다. "변조된 데

이터 신호"라는 용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신호 특성 집합을 갖거나 신호에 정보를 인코드(encode)하기 위해 변화된 신

호를 의미한다. 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서, 예시를 들자면 통신 매체는 유선 네트워크 또는 직접-유선(direct-

wired) 연결과 같은 유선 매체 및 음파, RF, 적외선, 그리고 다른 무선 매체와 같은 무선 매체를 포함한다. 이상 언급한 것

들의 어떠한 조합도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의 범위에 포함된다.

시스템 메모리(130)는 롬(ROM;131) 및 램(RAM;132)같은 휘발성 및/또는 비휘발성 메모리 형태의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예컨대, 기동(startup) 동안과 같이, 컴퓨터(110) 내부의 소자들 사이에서 정보를 전송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본

루틴들을 포함하는 기본 입력/출력 시스템(BIOS:133)는 전형적으로 ROM(131)에 저장된다. RAM(132)는 전형적으로 프

로세싱 유닛(120)에 즉시 액세스되고/되거나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데이터 및/또는 프로그램 모듈을 포함한다. 한정하고

자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서, 예시를 들자면 도 1은 운영 시스템(13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35), 다른 프로그램 모듈

(135) 다른 프로그램 모듈(136) 및 프로그램 데이터(137)를 포함한다.

컴퓨터(110)는 또한 다른 제거가능한/제거불가능한, 휘발성/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오직 예시를 위

한 것으로, 도 1은 제거불가능하고 비휘발성 자기 매체를 읽거나 그것에 쓸 수 있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51)과 제거가

능하고 비휘발성의 CD ROM 또는 다른 광학 디스크와 같은 광학 디스크(156)를 읽거나 그것에 쓸 수 있는 광학 디스크 드

라이브(155)를 도시하고 있다. 예시적인 운영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제거가능한/제거불가능한, 휘발성/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자기 테이프 카세트, 플래쉬 메모리 카드, DVD, 디지털 비디오 테이프,

솔리드 스테이트(solid state) RAM, 솔리드 스테이트 ROM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41)은 전형적으

로 인터페이스(140)와 같은 제거불가능한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121)와 연결되고,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151)와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155)는 전형적으로 인터페이스(150)와 같은 제거가능한 메모리 인터페이스에 의해 시스템

버스(121)와 연결된다.

위에서 논의되고 도 1에 도시된 드라이브들과 그것들과 연관된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110)를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한 명령,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및 다른 데이터의 저장소를 제공한다. 예컨대, 도 1에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41)

는 운영 시스템(14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45), 다른 프로그램 모듈(146) 및 프로그램 데이터(147)를 저장하는 것으

로 도시되어 있다. 이들 구성요소는 운영 시스템(13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35), 다른 프로그램 모듈(136) 및 프로그

램 데이터(137)와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다. 여기서, 운영 시스템(14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45), 다른 프로그램 모

듈(146) 및 프로그램 데이터(147)는 적어도 이들이 다른 복사본(copies)이라는 것을 도시하기 위해 다른 번호가 주어졌

다. 사용자는, 키보드(162)와 대체로 마우스, 트랙볼 또는 터치 패드라고 불리는 포인팅 장치(161)와 같은 입력 장치를 통

해 컴퓨터(20)로 명령 및 정보를 입력한다. 다른 입력 장치들(도시되지 않음)에는 마이크로폰, 조이스틱, 게임패드, 위성

접시(satellite dish), 스캐너 등을 포함한다. 이상 언급한 입력 장치들은 대부분 시스템 버스에 연결된 사용자 입력 인터페

이스를 통해 프로세싱 유닛(120)과 연결되지만, 병렬 포트, 게임 포트 또는 범용 직렬 버스(USB: universal serial bus)와

같은 다른 인터페이스에 의해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모니터(190) 또는 다른 종류의 디스플레이 장치(예컨대 TV)도 비디오

인터페이스(190)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거쳐 시스템 버스(121)과 연결된다. 모니터에 더하여, 컴퓨터는 또한 출력 주변장

치 인터페이스(190)을 통해 연결될 수 있는 스피커(197)과 프린터(196)과 같은 다른 주변 출력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일면에서, 펜 디지타이저(digitizer; 165) 및 이에 수반하는 펜 또는 스타일러스(stylus; 166)가 프리핸드(freehand)

입력을 디지털 방식으로 캡처하기 위해 제공된다. 펜 디지타이저(165)와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160) 사이에 직접 연결

이 도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펜 디지타이저(165)는 프로세싱 유닛(110)과 직접 연결되거나, 병렬 포트 또는 다른 인터페

이스 그리고 시스템 버스(130)와 무선을 포함하는 방식에 의해 연결될 수 있다. 또한, 펜(166)은 그것과 관련된 카메라 및

위 카메라가 캡처한 영상 정보를 버스(130)과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로 무선으로 전송하기 위한 송수신기를 구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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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더구나, 펜은 전자 잉크의 일필(stroke)를 결정하기 위해 카메라에 부가하여 또는 이를 대신하여 가속도측정기

(accelerometers), 자기측정기(magnetometers) 및 자이로스코프(gyroscopes)를 포함하는 다른 인지(sensing) 시스템

을 구비할 수 있다.

컴퓨터(110)는 원격 컴퓨터(180)와 같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로의 논리적 연결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환경 내에서 동작할

수 있다. 원격 컴퓨터(180)은 개인용 컴퓨터. 서버, 라우터, 네트워크 PC, 피어 디바이스(peer device) 또는 다른 공통 네

트워크 노드(node)일 수 있으며, 도 1에 단지 메모리 저장 장치(181)만을 도시하였지만, 전형적으로 컴퓨터(110)와 관련

하여 위에서 기술한 구성요소들을 전부 또는 다수를 포함한다. 도 1에 표시된 논리적 연결은 근거리 통신망(LAN)(170)과

광역 통신망(WAN)(173)을 포함하지만, 다른 네트워크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킹 환경은 사무실, 대기업 전체의

(enterprise-wide) 컴퓨터 네트워크, 인트라넷(intranets)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위 시스

템은 유선 및/또는 무선 수용능력(capabilities)을 포함한다. 예컨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70)는 블루투스(Bluetooth),

보안 유선 LAN(SWLan), 및/또는 복합 능력(combination abilities)의 IEEE 802.11 클래스를 포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프로토콜들과 연관되어 함께 또는 위 프로토콜들을 대신하여, 다른 무선 통신 프로토콜들이 사용될 수 있음이 이해될 수

있다.

LAN 네트워킹 환경에서 사용될 때, 컴퓨터(110)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어댑터(170)을 통해 LAN(171)에 연결된

다. WAN 네트워킹 환경에서 사용될 때, 컴퓨터(110)는 전형적으로 모뎀(172)을 포함하거나, 인터텟과 같은 WAN(173)

을 통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포함한다. 내부 또는 외부에 포함될 수 있는 모뎀(172)은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

스(160) 또는 다른 적절한 기구(mechanism)을 통해 시스템 버스(121)에 연결될 수 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컴퓨터

(110)와 관련하여 표시된 프로그램 모듈 또는 그것의 일부가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한정하고자 하는 것

이 아니며 단지 예시로서, 도 1은 원격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메모리 장치(181)에 상주하는 것처럼 표시하였다. 나타

낸 네트워크 연결들은 예시적인 것이며, 컴퓨터들 사이에 통신 링크를 확보하는 다른 수단이 사용될 수 있음이 이해될 수

있다.

나타낸 네트워크 연결들은 예시적인 것이며, 컴퓨터들 사이에 통신 링크를 확보하기 위한 다른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음이

이해될 것이다. TCP/IP, Ethernet, FTP, HTTP 등과 같이 잘 알려진 다양한 프로토콜들 중 어느 것이라도 존재한다고 가

정하면, 시스템은 사용자가 웹-기반(web-based)의 서버로부터 웹 페이지를 검색하도록(retrieve) 허용하는 클라이언트-

서버 구성 내에서 동작될 수 있다. 웹 페이지들 상의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고 다루기 위해서 통상의 다양한 웹 브라우저

(browser)들 중 어느 것이라도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양태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들 또는 다른 장치들에 의해 실행되는, 예컨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그램 모듈들과 같은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들 내에 구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은 컴퓨터 또

는 다른 장치 내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특정 작업들을 수행하거나 특수한 추상적 데이터 유형들을 구현할 수 있는

루틴, 프로그램, 오브젝트(object), 구성요소(component), 데이터 구조 등을 포함한다.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들은 하드

디스크, 광 디스크, 제거가능한 저장 매체, 솔리드 스테이트 메모리, 램 등과 같은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상에 저장될 수

있다.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 모듈들의 기능은 다양한 실시예에서 원하

는 바대로 결합되거나 분산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기능은 펌웨어(firmware) 또는 집적회로, FPGA(field programable

gate array) 등과 같은 하드웨어(hardware) 균등물들(equivalents) 내에서 전체 또는 부분으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에 더하여, 컴퓨터(110)는 추가적으로 TV 수신기(tuner) 카드를 구비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컴퓨

터(110)는 적외선 원격 제어와 같은 원격 제어 장치(163)에 의해 제어가능할 수 있다. 원격 제어 장치(163)는 적외선 제어

신호를 통해 특유의 명령을 컴퓨터(110)에 전송하도록 각자 구성된 버튼들, 키들, 터치패드, 핑거 포인팅(finger pointing)

장치, 스크롤(scroll) 제어 등과 같은 복수의 입력을 구비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원격 제어 장치(163)는 통상적인 원격 제

어 입력들(예컨대, 채널 증가, 채널 감소, 음량 증가, 음량 감소 등)뿐만 아니라, 네비게이션 버튼들(예컨대, 좌, 우, 상, 하,

전, 후 등), 선택 버튼들(예컨대, 제1(primary) 선택, 제2 선택, 입력(enter), 이스케이프(escape), 취소(cancel) 등), 문자

및 숫자(alphanumeric) 입력 버튼들(예컨대,, 1, 2, ..., 9, 0, A, B, C 등), 특정 애플리케이션예를 시작키기나(launch) 또

는 특정 유형의 데이터(예컨대, 인터넷 익스플로어, 음악, TV, 사진 등)를 네비게이트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버튼들을 제

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컴퓨터(110)는 사용자가 원격 제어 장치(163) 및 TV(191) 상에 디스플레이되는 소의 "10-풋"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

하여 컴퓨터(110)와 상호작용하는 미디어 동작 모드를 구비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미디어 동작 모드는 사용자가 TV를 시

청하거나 녹화하고, DVD를 시청하고, 음악을 (디지털 음악 파일, 라디오, 또는 광 디스크를 통해) 감상하고 디지털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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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상 및/또는 편집하고, 다른 미디어-관련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미디어 동작 모드의 사용자는 정

규(normal) 동작 모드에서 사용자가 컴퓨터(110)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앉는 것보다 종종 더 멀리 앉아 있기 때문에, 미디

어 동작 모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원격 제어 사용자 입력의 수신을 사용자에게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고, 사용자 인터

페이스의 네비게이션을 더 멀리 떨어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특징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디스플레이는, 컴퓨터 모니터의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경우에도(예컨대, 통상의 2-풋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이 약 2 피트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 쉽게 파악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격 제어 장치(163)를 사용하여 더 멀리에서(예컨대, 10

피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경우에도 명확히 파악될 수 있고 사용가능해야 한다. 예컨대, 10-풋 사용자 인터페이

스는, 사용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하는데 거치는 거리 때문에 전형적으로 2-풋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비해 한

번의 스크린 상에 더 적은 정보를 갖게 된다. 즉, 사용자가 더 먼 곳으로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볼 수 있도록 스크린 상

의 정보는 더 커야만 한다. 10-풋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의 정보는 전형적으로 2-풋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의 동일 정보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동일한 면적에 더 적은 정보가 들어간다. 본 명세서에서 미디어 동작 모드의

10-풋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부른다.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라,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사용자에게 깊이있는 인지(a sense of depth)을 전해 주기 위해,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3차원 공간 내에 구성될 수 있다. 즉,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모니터 또는 TV와 같이 2

차원 디스플레이 장치 상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지만,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알파, α, 채널뿐만 아니라, 미디어 사용

자 인터페이스의 일정 특징들에 따라 트랜스퍼런시(transparency)를 제공하기 위해 X, Y 및 Z 차원을 갖는 3차원 그래픽

공간 내에 구성될 수 있다. 정보가 변경되는 X 및 Y 값뿐만 아니라, 변경되는 Z 값에 따라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Z 차원을

사용하는 것은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전통적인 2-풋 사용자 인터페이스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알아볼 수

있기에 충분히 큰 크기로 정보를 제공하는 동안에도 스크린 상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사용자 입력에 기초한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간의 유동성

(fluidity)를 제공하기 위해,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애니메이트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사용자는 2-풋 사용자 인터페이스보다 스크린으로부터 더 멀리 위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의 더

작은 세부 항목들을 사용자가 알아보기가 더 힘들다. 어떤 메뉴로부터 다음으로 변하는 것, 또는 어떤 메뉴의 선택으로부

터 다음으로 즉각 변하는 것(이들은 주의깊게 신경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놓칠 수 있음) 대신에, 사용자에게 그/그녀의 사용

자 입력의 결과, 또는 어떤 메뉴에서 다음으로의 변화를 도시하도록 애니메이션이 사용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미

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그/그녀의 네비게이션을 개념적으로 보다 쉽게 따라갈 수 있게 된다. 게다가, (a) 어떤 메

뉴 선택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초점(focus)를 이동시키거나, (b) 메뉴로부터 항목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

스 상에 어떤 동작을 사용자가 수행하는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이 사용될 수 있다.

3차원성(dimensionality) 및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워싱턴주, 레드몬드의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입수가능한

DirectX®9.0 소프트웨어 개발 세트(kit)와 DirectX 9.0b 런타임(runtime)과 같이, 3차원성과 그래픽 가속(acceleration)

을 제공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하여,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개발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기반 구조

(architecture)는 그것이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비하여 부차적인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의 DirectX®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indows® 내부에 형성된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들(APIs)

의 한 집합(suite)이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하여금 하드웨어에 따라 특정되는(hardware-specific)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특화된 하드웨어의 특성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Windows 기반의 PC들을 위한 표준 개발 플랫폼을 제공한

다. APIs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신하기 위한 가교로서 동작한다. DirectX® APIs는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예

들이 3차원(3-D) 그래픽 가속 칩들과 사운드 카드들의 진보된 특징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APIs는 또한 2차원(2-

D) 그래픽 가속을 포함하는 하위-레벨의 기능들을 제어하고; 조이스틱, 키보드,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들을 지원하며;

사운드 믹싱 및 사운드 출력을 제어한다. 9.0 버전보다 이전의 버전의 DirectX®가 대안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정적인 소프트웨어 구조는 시스템 별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부터 도 2를 참조하여 미디어 센터 인터페이스의

예시적인 인프라(200)을 기술한다.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특정 인프라를 참조하는 것은 인프라(200)와 같은 특정된

인프라로 본 발명을 한정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DirectX®와 같은 특정된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한정하고자 하는 것 또한

아니다. 도 2의 예시적인 인프라(200)은 단지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인프라가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

로서 제시되는 것이다. 사용되는 인프라는, 아래의 도 3과 함께 기술되는 최종적인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실제 동작

과 특색들에 비하여 부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인프라(200)는 최상위 레벨의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205), 제어 인터페이스(210), UI 프레임워크

(framework)(215), 구성요소 모델 서비스부(services)(220) 및 렌더러(renderer)(260)을 포함할 수 있다. UI 애플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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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205)은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의 사용자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제어 루틴들과 UI 프레임워크를 호출함으로써, 미

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동작을 처리하는 최상위 레벨의 제어 어플리케이션이다. 어플리케이션(205)의 동작은 이하에

서 더 기술될 것이다. 이제, 나머지 인프라들이 최하위부터 철저히 기술될 것이다.

렌더러(260)는 최종 결과의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비디오 메모리에 그려 넣는다. 렌더러는 자신의 고유한 스레드

상에서 실행되고, UI 프레임워크(215)로부터 무엇을 그릴지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다. 렌더러가 그리기 위한 유닛은

Visual로 불리울 수 있다. Visual들은 페인팅 순서 및 컨테이너쉽(containship)을 기술하는 트리(tree) 내에 배열될 수 있

다. Visual들은 또한 이미지, 텍스트, 컬러 등과 같이 그려질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다. UI 프레임워크(215) 내에 각각의 렌

더러 Visual에 대응하는 Visual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UI 프레임워크(215)는 무엇을 그려야 하는지에 대

해 렌더러(260)에 말해 줄 수 있다. 렌더러(260)는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해 사용되는 그래픽 개발 애플리케이션,

DirectX®9, GDI, 또는 DirectX®7 각각에 따라 렌더링 모듈 (261, 263, 265)를 포함하거나 이들과 통신할 수 있다.

구성요소 모델 서비스부(220)은 주요한 네 개의 서비스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Visuals(221), 공통 서비스부(231), UI 프

레임워크에 특정된(UIFW) 서비스부(241) 및 메시징과 상태 서비스부(255)를 포함할 수 있다. 메시징과 상태 서비스부는

디스패처(dispatcher)(253) 및 UI 세션(Session)(255)에 의해 처리된다. 표준의 Window® 메시지 큐(queue)와 유사하

게, 디스패처(253)는 모든 10-풋 사용자 인터페이스 체험을 위한 프랫폼인, 미디어 동작 모드 쉘 내의 구성요소들를 위한

모든 프로세싱 시간 요구들(processing time requests)을 처리한다. UI 인프라 구성요소들은 쉘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실

행된다. 하지만, 디스패처(253)는, 필요한 새로운 우선순위 규칙(rule)들의 생성 및 표현을 허용하도록, 예컨대, 모든 페인

팅 작업들 후에, 그러나 다른 타이머 작업들 이전에 특정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규칙을 허용하는 것과 같이 확장될 수 있

다. UI 세션(255)는 한 집합의 오브젝트들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테이트 컨테이너(state container)를 말한

다. UI 세션(255)은 디스패처(253)가 타이밍을 처리하는 동안 데이터를 처리한다. 인프라(200)의 다른 서비스부들, 예컨

대 렌더러(260), 레이아웃(layout)(227) 등은 세션(255) 상의 하위 오브젝트와 같은 그들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세

션(255)은 각 서비스부와 통신하는 포트를 생성할 수 있어, 각 서비스부는 그 자신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그들의 데이터

일부를 참조할 수 있다.

리모팅(remoting)(257)은 원한다면 고성능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원격 장치 상에 렌더링하는 것을 담당하게 된다. 리

모팅은 선택사항이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니터 또는 TV 상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요

구되지 않는다.

Visual 서비스부(221)는 레이아웃 서비스부(223), 비디오 메모리 관리부(225), 드로잉(drawing) 서비스부(227) 및 애니

메이션 서비스부(229)를 포함할 수 있다. 레이아웃 서비스부(223)은, UI 프레임워크(215) 및 렌더러(260)에 의한 렌더링

이전에 Visual을 위치시킨다. 비디오 메모리 관리부(225)는, 예컨대 표면 관리, 벌텍스(vertex) 버퍼 및 픽셀 음영부

(shader)를 포함하는 비디오 카드로 이동하는 데이터 및 명령들을 관리한다. 드로잉 서비스부(227)는 텍스트를 포함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에 그려질, 애니메이트되지 않는 시각 구성요소를 관리한다. 애니메이션 서비스부(229)는 구성요소

모델(220)에 의해 사용될 포션(potion)와 렌더러(260)에 의해 사용된 포션을 포함한다. 구성요소 모델 포션은, 오브젝트,

대상(destination), 타이머-기간, 애니메이션 방법, 정지 포인트 및 다른 필요한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특정하는 애니메이

션 템플릿(template)을 형성한다. 템플릿은 일정 시간에 어떤 포인트의 값을 기술하는 키프레임(Keyframe)들과 하나의

키프레임과 다음에 정의된 키프레임 사이를 인터퍼레이트(interpolate)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그후, 렌더러는

템플릿을 상영하게 되는데, 이때 애니메이션 서비스부는 실제 애니메이션을 형성하고 렌더러(260)는 이를 프레임 별로 실

행하여 Visual을 스크린 상으로 이동시킨다.

비-시각적(non-visual) 통합 서비스부(231)은 입력 서비스부(233)와 방향성 네비게이션(235)을 포함할 수 있다. 입력 서

비스부(233)는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특정 뷰에 입력(원격 제어 네비게이션, 클릭 다운/업(down/up), 마우스 움직

임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스테이트 머신(machine)을 관리한다. 방향성 네비게이션 서비스부(235)는 현

재의 스크린 선택의 중심점, 스크린 상의 다른 타킷들, 그리고 사용자에 의해 표시된 방향에 기초하여 동일-페이지의 이동

대상을 파악한다.

UIFW 서비스부(241)는 데이터 서비스부(243), 파싱(parsing) 서비스부(245) 및 페이지 네비게이션 서비스부(247)를 포

함할 수 있다. 데이터 서비스부(243)는 오브젝트들을 위한 데이터 자료(sources)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바인딩

(binding) 규칙에 따라 바인딩을 처리하며, 참조 데이터에 대한 변수들이 필요한 바에 따라 정의되도록 허용한다. 예컨대,

사진 항목의 디스플레이 명명 특성(name property)을 썸네일(thumbnail) 버튼의 텍스트 뷰 항목 내용 특성과 연관시켜,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한 특성이 설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다른 오브젝트의 관련된 특성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기 위해

데이터 서비스부(243)가 사용될 수 있다. 연관관계는 일-대-일 필요는 없다. 경계(bound) 오브젝트 상의 값이 변하는 경

우, 바인딩은 "때묻은(dirty)"라고 표시되고, 어느 정도 후에, 디스패처(253)가 프로세스를 호출하여 데이터 서비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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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이 새로운 값들을 각각의 때묻은 바인딩의 대상에 전달함으로써 때묻은 바인딩을 다시 평가한다(reevaluate). 파싱

서비스부(245)는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XML 기술(description)을 구문 분석한다(parse). 즉, C, C++, 및/또는 C#

상의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수작업(hand-authoring) 시각 측면에 더하여,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시각

측면을 생성하기 위해 XML이 사용될 수 있다.

UI 프레임워크(215)는 애플리케이션(205)와 구성요소 모델(220) 사이에 추상 계층을 제공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

(210)는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된 항목들의 동작을 관리한다. 즉, 단순히 스크린 상에 버튼를 그려 넣는 것만

으로는, 본질적으로 사용자의 상기 버튼에 대한 선택이 작동(action)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210)는 뷰 및 뷰 항목들뿐만 아니라, 버튼들, 라디오 명단(list), 스핀너(spinner) 제어부들 등과 같은 항목들의 실제

동작을 관리한다. 제어는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에서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 입력 처리, 포커스 및 네비

게이션이다. 뷰는 제어 디스플레이의 소유자(owner)이다. 뷰는 제어의 Visual이 스크린 상에 그려지도록 요청한다. 즉, 뷰

는 제어의 시각적 표현이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부로서 디스플레이되도록 한다. 뷰는 뷰항목(ViewItems)의 트리

를 생성함으로써, Visual들을 관리할 수 있다. 뷰항목은 콘텐츠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즉, 제어와 같이

또는 애니메이션의 일부와 같이)뿐만 아니라, 그려질 콘텐츠(즉, Visual)를 저장한다.

이상의 인프라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기본 유닛이 Visual인 렌더링 시스템의 최상위에 관리된 UI 기술 계층을 제공한

다. Visual들은 변형(transform)들 사이의 관계를 확정하는 트리 노드들로서 표현될 수 있다. 관리된 계층(구성 요소 모델)

은 렌더링 시스템을 위해 보다 상위 계층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생성한다. 인프라는 XML 및/또는 C, C++, 또는 C#

와 같은 언어로 쓰여진 코드를 사용하여, 이미지, 애니메이션, 변형 등을 기술하는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분야의

기술을 갖는 자라면 UI 기반 인프라는 그것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비하여 부차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인프라와 인프라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사용하여, UI 애플리케이션(205)(즉, 관리된 기술 계층)은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동작을 만들고, 정의하며 제어하는 루틴 및 정의를 제공한다. 이제, UI 애플리케이션(205)에 의해 제

공되는 예시적인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도 3-31를 더 참조하여 기술될 것이다.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시작 페이지(300)은 다수의 상위 레벨 메뉴 선택(301), 가장 최근에 사용된(most recently

used : MRU) 항목들의 목록(303), 전원 메뉴 아이콘(305) 및 시계를 포함한다. 사위 레벨 메뉴는 온라인 스팟라이트

(Online Spotlight), 내 그림(My Pictures), 내 비디오(My Videos), 내 TV(My TV), 내 음악(My Music), 내 라디오(My

Radio), 내 프로그램(My Program), 내 작업(My Tasks) 및 설정(Settings)에 대한 선택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상

위 레벨 선택이 대안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MRU 목록(303)은 선택 커서(309)에 의해 표시된 것처럼, 현

재 하이라이트된(highlighten) 메뉴 선택 항목(307)에 항상 대응할 수 있다. 즉, MRU 목록(303)은 현재 하이라이트된 메

뉴 선택 항목(307)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가장 최근에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세 가지 미디어 항목 303a, 303b 및 303c까

지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내 TV 메뉴 상목이 하이라이트된 경우, MRU 목록은 DVD, TV, 또는 영화에 대한 미디어 선택

을 포함할 수 있고; 내 음악 메뉴 항목이 하이라이트된 경우, MRU 목록은 사용자에 의해 가장 최근에 연주된 세 개의 노래

를 포함할 수 있으며; 내 라디오 메뉴가 하이라이트된 경우, MRU 목록은 사용자에 의해 가장 최근에 선택된 세 개의 라디

오 방송국을 포함할 수 있고; 그 밖에 경우도 있다. 사용자가 제어 커서(309)를 새로운 메뉴 항목으로 이동시킴에 따라, UI

애플리케이션은 새롭게 하이라이트된 메뉴 항목에 대응하도록 MRU 항목(303)을 새로 갱신한다(refresh). 사용자가 현재

의 항목(307)에 대응하는 세 가지 미디어 항목들을 전혀 선택하여 오지 않았으면, UI 애플리케이션(205)은 대안적으로 미

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하여금 디폴트(default) 항목 또는 동작을 디스플레이 하거나, 또는 이와 달리 MRU 목록(303)

내에 아무런 항목도 전혀 디스플레이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르면, MRU 항목은 아이콘, 그래픽,

텍스트, 또는 이들의 둘 이상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동일한 거리에서, 텍스트를 알아차리고(perceive) 판독하기 위해, 텍

스트는 부득이 매우 클 수 있고, 그래픽 또는 아이콘에 필요로 하는 디스플레이 영역보다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할 수 있다.

따라서, 택스트 및 그래픽의 조합은 2-풋 사용자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10-풋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 사용하기 위한 미

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어울리게 된다.

파워 아이콘(305)는, 이하 도 15-18을 참조하여 보다 더 기술된 파워 서브-메뉴를 불러온다.

도 4는 원격 제어 장치(163)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선택가능한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300)의 영역들(401-417)을 도

시한다. 선택가능한 콘텐츠가 각 영역에 디스플레이될 때, 사용자는 원격 제어 장치(163) 상의 상, 하, 좌, 우 네비게이션

버튼을 사용하여 각 영역으로 항행할(navigate) 수 있다. 영역(401)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가능한 메뉴 항목들을 포함하고;

영역(403)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가능한 첫 번째 MRU 항목을 포함하고; 영역(405)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가능한 두 번째

MRU 항목을 포함하고; 영역(407)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가능한 세 번째 MRU 항목을 포함하고; 영역(409)은 현재 하이라

이트된 선택 항목(307)에 대응하는 작동 버튼들을 포함하고; 영역(411)은 파워 메뉴 아이콘(305)와 같은 시스템 제어들을

포함하고; 영역(413)은 현재 플레이되고 있는 노래와 같이(예컨대, 도 5를 참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작을 표시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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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가능한 콘텐츠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각 영역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작들(예컨대, 현재 플레이되고 있는 노래 또는

라디오 방송국)에 따라 선택가능한 항목들을 포함하도록 또는 그렇지 않도록 설정될 수 있다. MRU 목록이 하나 이상의 항

목을 포함할 때, 사용자는 각각의 영역에 하나, 둘, 또는 세 개의 MRU 항목이 이용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영역(403, 405,

407)에 디스플레이된 MRU 항목을 항행하고 선택할 수 있다.

도 5를 좀 더 참조한다면, 사용자가 메뉴 항목(301)을 거쳐 스크롤하면, 선택 커서(309)는 동일한 위치에 머물면서, 메뉴

항목이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애니메이트되어 스크롤한다. 사용자가 원격 제어(163) 상의 아래 방향 항행 버튼을 누르면,

콘텐츠는 위쪽으로 이동하고; 사용자가 원격 제어(163) 상의 위 방향 항행 버튼을 누르면, 콘텐츠는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예컨대, 도 3에 표시된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도 5에 표시된 영역(401)은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항행하

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단지 원격 제어 장치(163) 상의 아래 방향 네비게이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사용자가 아래

방향 네비게이션 버튼을 누르면,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도 3에 도시된 뷰로부터 일련의 중간 프레임들을 거쳐 콘텐

츠를 적절하게 이동시키면서 도 5에 도시도니 뷰로 애니메이트한다.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쉬고 있는(idle) 동안, 즉 사용자가 어떤 것도 입력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는, 사용자에게 현재

하이라이트된 메뉴 항목을 가르켜주기 위해, 선택 커서(309)가 예컨대, 빛나는 것(glow)처럼 또는 진동하는 것(pulsate)처

럼 보이도록 강조될 수 있다. 사용자가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하는데 거치는 거리로 인하여, 만일 사용자가 커서의 자취

(track)를 따라가기에 커서가 그리 충분히 크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으면, 사용자가 너무도 쉽게 커서의 자취을 놓칠 수 있

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것은 10-풋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사용자가 하이라이트된 항목을 선택

하면, 선택 커서(309)는 번쩍이거나, 사용자가 입력을 제공하였음을 나타내는 어떤 다른 시각적 표시를 제공할 수 있다. 음

향 신호가 추가적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사용자에게 선택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상 논의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리스트(301) 내의 어느 한 메뉴 아이템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항행할 때, MRU 목록은 사

용자가 항행한 항목에 대응하는 새로운 MRU 목록 항목을 포함하도록 그 자신을 갱신한다.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르면,

MRU 목록은 다양한 종류의 애니메이션들을 사용하여 그 자신을 갱신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사용자가 항행하여 떠나

기로 한 메뉴 항목(301)으로부터의 항목에 대응하는 MRU 목록의 항목들은 그들이 멀리 이동하는 것처럼 천천히 뷰로부

터 페이드(fade)되고, 사용자가 항해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메뉴 항목(301)로부터의 항목에 대하는 MRU 목록 항목은 미디

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에 그들의 최종 위치로 이동하는 것처럼 뷰에 천천히 페이드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MRU 목록

(303)은 메뉴 목록(301)과 함께 애니메이트될 수 있다. 메뉴 항목은 드들이 선택 커서(309)의 위로 또는 아래로 이동할 때

도 여전히 보이도록 남아 있는 반면, MRU 목록 항목은 그렇지 않다. 예컨대, 사용자가 도 3에 도시된 내 TV 메뉴 항목으

로부터 도 5에 도시된 내 음악 메뉴 항목으로 항행한다고 가정해 보자. 내 TV로부터 내 음악으로 항행하기 위해, 사용자는

원격 제어 또는 키보드 상의 아래쪽 네비게이션 키를 선택하여 아래 방향의 항행 명령을 UI 애플리케이션에게 보낸다. UI

애플리케이션(205)이 도 3에 도시된 상태로부터 아래 방향의 항행 명령을 수신하면, UI 애플리케이션(205)은 선택 커서

(309) 내에서 내 음악 메뉴 항목이 이동하도록 메뉴 항목을 위쪽으로 슬라이딩(sliding)되도록, 뷰로부터 부분적으로 내 비

디오 메뉴 항목이 페이딩되도록,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일부로서 더 많은 프로그램 메뉴 항목이 전부 뷰로 페이딩되도록,

메뉴 항목을 애니메이트될 수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의 일부로서, 온라인 스팟라이트 메뉴 항목은 뷰로부터 완전히 사라

지고, 설정 메뉴 항목이 부분적으로 뷰로 올 수 있다. 메뉴 항목의 애니메이트된 슬라이딩과 동시에, 내 TV MRU 목록 항

목이 내 TV 메뉴 항목과 함께 위로 이동한다. 하지만, 내 TV MRU 목록 항목은 맨 위로부터 바닥으로 페이드되고, 원래의

위치로부터 그것들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위 방향 움직임과 조화되어, 결국 MRU 목록 리스트가 완전히 투명한 것으로부

터 완전히 불투명하게 점점 더 불투명 정도가 증가하는 커버(cover) 밑으로 점진적으로 통과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이

와 유사하게, 내 음악 MRU 목록 항목이 내 TV MRU 목록 항목 아래로부터 뷰에 들어옴에 따라, 완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부터 완전히 투명하게 투명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커버를 통해, 마치 커버 밑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처럼 뷰로

페이드된다.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이하에서 기술됨), 포커스 내의 MRU 리스트 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효과가 사용될

수 있다.

도 6-8을 참조하여,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메뉴 선택 항목(301) 뒤쪽으로부터 발생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

는 것처럼 그래픽적으로 보이도록 함으로써, MRU 아이콘이 슬라이드, 스위프(sweep), 또는 뷰로 날아오는(fly) 것처럼 애

니메이트될 수 있다. 뷰로 슬라이딩되는 것은, 메뉴 항목의 포커스의 변화가 포커스된 메뉴 항목에 기초하여 제2 콘텐츠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시가적 암시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도 6-8은, 새롭게 하이라이트된 내 음악 항목과 관련된 MRU 목

록 항목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MRU 목록 출현(Reveal) 애니메이션의 시작 프레임(601), 중간 프레임(701) 및

최종 프레임(801) 각각을 도시한다. 도 6은, 도 3에 도시된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시작한 사용자가 내 음악을

선택하기 위해 원격 제어 장치(163) 상의 아래쪽 네비게이션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의, 애니메이션의 첫 번째 프레임(601)

을 도시한다. 도 6에 도시된 것처럼, 이전에 선택된 내 TV 메뉴 항목을 위해 이전에 디스플레이된 항목의 MRU 목록은 사

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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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마치 메뉴 목록 항목(301) 뒤쪽으로부터 생성된 것 처럼, MRU 목록 항목(303)이 오른쪽으로 스위프되는 애니메

이션의 중간 프레임(701)을 도시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MRU 목록 항목은 애니메이션 동안 알파(alpha) 값을 가

질 수 있어 그 항목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투명하게 보일 수 있다. 대안적으로, 알파 값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도 8은,

MRU 목록 항목(303)의 예시적인 최종 위치 및 외관(즉, 투명도가 없는)으로서, MRU 목록 애니메이션의 최종 프레임

(801)을 도시한다. MRU 목록 항목의 외관을 애니메이팅하는 것은, 사용자의 주의를 MRU 항목으로 끌어와 새롭게 하이라

이트된 메뉴 항목, 본 예에서는 내 음악 항목의, 결과로서 MRU 항목이 변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본

분야의 기술을 있는 자들은, MRU 목록 출현 애니메이션을 위해 본 명세서에는 세 개의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제공되었지

만, 도 6-8에 제공된 것들 사이에 다른 애니메이션 프레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도 6-8은 사용될 수 있는

키프레임의 예들을 제공한다. 키프레임들은 하나의 키프레임으로부터 다음 것으로의 변이(transition)를 위해 애니메이션

이 인터퍼레이트될 수 있는 제어 포인트들들을 제공한다. 인터폴레이션(interpolation)을 사용하여, 애니메이션은 어떠한

프레임 레이트(rate)로 플레이될 수 있고, 교정될 수 있다(프레임-기반의 애니메이션과는 달리). 더 많은 또는 더 적은 키

프레임들이 대안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도 9-12를 더 참조하여,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사용자가 메뉴 항목(301)로부터 벗어나 항행한다는 사실에 사

용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메뉴 항목(301)로부터 MRU 항목(303) 내의 항목으로 포

커스를 변경할 때, 사용자에게 3차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

스는, 사용자가 네비게이션 커서를 MRU 목록 항목으로 옮김에 따라, 3차원 공간 내에 그래픽적으로 흉내낸(simulated)

더블-힌지(double-hinged)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도 9a 및 9b는, 사용자가 해당하는 MRU 항목(303)과 함께 메뉴 항

목(301)을 통해 스크롤링함에 따라,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위쪽 투시도 및 위쪽 평면도를 각각 도시한다. 도 9a 및

도 9b에서, 사용자는 아직 제어 커서를 MRU 항목 리스트로 항행하지 않았다. 도 9a 및 도 9b는, 시작 페이지(300) 상에

디스플레이되는 모든 콘텐츠가 단일 X, Y 평면(901) 상에 있다는 것을 도시한다. 달리 말한다면, 시작 페이지(300) 상의

모든 콘텐츠는 동일한 Z 차원을 갖는다. 도 8은, 사용자가 MRU 목록 항목 301a, 301b, 또는 301c를 선택하기 이전에 도

9a 및 도 9b에 대응하는 선택 페이지(300)을 도시한다.

도 10a 및 도10b는 더블-힌지의 MRU 목록 항목 선택 뷰(1301) 내의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위쪽 투시도 및 위쪽 평

면도를 각각 도시한다(대응하는 도 13을 참조). 도 10a 및 도10b는, MRU 목록 항목 선택 뷰 내에서 디스플레이된 콘텐츠

가 힌지 축(1005, 1007) 각각으로부터 확장되는 두 평면(1001, 1003) 사이에서 분할되는 것을 도시한다. 앞쪽의 평면

(1001)은 메뉴 목록 항목(307) 및 그에 대응하는 MRU 목록 항목 301a, 301b 및 301c를 포함할 수 있다. 뒷쪽의 평면

(1003)은 선택된 메뉴 항목(307)이외의 다른 메뉴 목록 항목(301)을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평면(1001, 1003)은 시각적

으로 힌지 축(1005, 1007) 각각에 힌지되어 있기 때문에, 한 평면 상의 힌지 축으로부터 콘텐츠가 점점 멀리 옮겨짐에 따

라 별도 각 평면 상의 콘텐츠 Z 값은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뒤쪽 평면(1003) 상의 콘텐츠는, 예컨대 앞쪽 평면의 알파

음영(shading)을 사용하여, 앞쪽 평면 상의 콘텐츠 뒤편에 보일 수 있다. 도 13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미디

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MRU 목록 항목 선택 뷰(1301)를 도시한다.

선택된 콘텐츠를 앞쪽 평면(1001)으로 이동시키고, 선택되지 않은 콘텐츠를 뒤쪽 평면(1003)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미디

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해당 MRU 목록(301)과 함께 어떤 메뉴가 선택되었는지를, 그리고 선택되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다시 항행하겠다고 선택하면 이용가능한 메뉴가 무엇인지를 개념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뉴 선택 목록(301) 또는 MRU 목록(303) 내에 있지 않은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콘텐츠는 시작 평면(901)의

어느 곳에 위치하는 제3 평면 상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제2 콘텐츠를 본래의 평면(901)에 유지함으로써,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사용자는, 파워 메뉴 아이콘(305)와 같이 평면(901)에 위치한 콘텐츠로 쉽게 항행할 수 있다.

도 8 및 도 11-13은 순차적으로, 사용자가 네비게이션 커서를 내 음악 메뉴 항목으로부터 그 내 음악 메뉴 항목에 대응하

는 MRU 목록의 제1 항목(301a)로 옮김에 따라, MRU 목록의 기울임 애니메이션 내의 프레임들을 도시한다. 애니메이션

동안, 위 두개의 평면은 그래픽적으로, 힌지 축으로부터 적절하게 앞뒤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pivot) 빙글 돌며

(swing), MRU 목록 항목은 마치 선택된 메뉴 항목(307)로부터 생성된 것처럼 밖으로 스위프된다. 도 8은 네비게이션 커

서(309)가 내 음악 메뉴 항목 위에 있는 동안의 단일 평면 시작 메뉴를 도시한다. 도 11은,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콘

텐츠를 두 평면 사이로 나누고, 힌지 축(1005) 상의 Z-차원 내에서 앞쪽으로, 앞쪽 평면(1001)을 회전축 중심으로 회전시

키기 시작하고, 힌지 축(1007) 상의 Z-차원 내에서 뒤쪽으로, 뒤쪽 평면(1003)을 회전축 중심으로 회전시키기 시작할 때

의 제1 중간 프레임(1101)을 도시한다. 도 11은, 또한 마치 선택된 메뉴 목록 항목(307)의 뒤에서 생성되는 것처럼, MRU

목록 항목(301)이 밖으로 스위프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도시한다.

도 12는, 각각의 최종 위치에 가까이 간 평면들을 도시하는, 애니메이션의 제2 중간 프레임(1201)을 도시한다. 도 12에서,

선택된 메뉴 항목 "내 음악"은, 그래픽적으로 계속 앞쪽으로 옮겨지고, 선택되지 않아 뒤쪽으로 물러나 메뉴 항목들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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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점점 더 눈에 띄는 외관을 갖기 시작한다. 선택된 메뉴 항목에 대응하는 "최근 음악"이라는 자막은, 도 11에 도시된 프레

임(1101) 내에서 보다 점점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또한, 도 12에서는 MRU 목록 항목이 그들이 최종 위치에 가까

이 가면서 밖으로 계속 스위프된다. 도 13은, 사용자가 원하면 선택될 수 있는 메뉴 항목 및 MRU 목록 항목이 그들의 최종

위치에 있는, 애니메이션의 최종 프레임(1301)을 도시한다. 이상의 도시는, 10-풋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사용자에게 명확

한 시각적 및 개념점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중 힌지된 평면의 예시적인 사용예로서 제공된 것이다. 이중 힌지된 평

면은,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모든 항행 특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MRU 목록 항목의 선택에 제한되어 해석되어

서는 결코 안 된다.

도 9 및 도 14-22를 더 참조하여,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콘텐츠를 앞쪽 평면은 보

다 잘 눈에 띄게, 뒤쪽 평면은 보다 덜 눈에 뛰게하여 두 개의 평면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도 9-13에서 보여진 것처

럼 각 프레임을 힌지하는 대신에,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그래픽적으로 뒤쪽 평면을 본래의 위치로부터 곧장 뒤로 밀

어 내고, 앞쪽 평면을 본래의 위치로부터 곧장 앞으로 끌어낸다. 최종적인 그래픽 효과는 콘텐츠의 이중 벽 형상으로, 여기

서 선택된 또는 강조된 콘텐츠는 앞으로 오게되고 하이라이트되며, 선택되지 않은 콘텐츠는 3-차원 공간 내의 뒤쪽으로

밀려남으로써, 사용자에게 선택된 콘텐츠와 선택되지 않은 콘텐츠, 또는 이전에 나타난 메뉴에 비해 새롭게 눈에 띄게된

메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시각적 형상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해당하는 MRU 목록(303)과 함께, 메뉴 항목(301)을 통하여 스크롤링할 경우의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시

작 페이지에 관하여, 도 9a는 가상적인 위쪽 투시도를 도시하고 도 9b는 위쪽 평면도를 도시한다. 도 9a 및 도 9b에서, 사

용자는 평면 분할을 개시하는 새로운 메뉴 항목을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 도 9a 및 9b는, 사작 페이지(300) 상의 모든 콘텐

츠가 동일 평면(901) 상에 있음을 도시한다. 달리 말하면, 시작 페이지(300) 상의 모든 콘텐츠는 동일한 Z 차원을 갖는다.

도 8은, 사용자가 메뉴 목록 항목 또는 다른 메뉴 항목을 하이라이팅하거나 선택하기 이전에, 도 9a 및 9b에 대응하는 시

작 페이지(300)을 도시한다.

도 14a 및 14b는, 콘텐츠를 앞쪽 평면(1401)과 뒤쪽 평면(1403) 두 평면으로 분활한 다음에, 앞쪽 평면(1401)을 그래픽

적으로 앞으로 곧장 끌어내고 뒤쪽 평면(1403)은 그래픽적으로 뒤로 곧장 밀어 내는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위쪽 투

시도와 위쪽 평면도를 각각 도시한다. 앞쪽 평면(1401) 상의 모든 콘텐츠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Z-값을 갖고, 뒤쪽 평면

(1403) 상의 모든 콘텐츠는 위 앞쪽 평면(1401) 상의 콘텐츠 Z-값과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Z-값을 갖는다. 앞쪽

평면(1401)은, 이전 평면(901)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콘텐츠 항목에 대응하는 새로운 메뉴(예컨대, 하위메뉴)를 포

함할 수 있다. 뒤쪽 평면(1403)은, 사용자가 선택한 콘텐츠 항목이 위치하였던 이전 메뉴를 포함하여 새로운 메뉴가 나타

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앞쪽 평면이 Z-공간에서 앞쪽으로 얼마만큼 끌려오고 뒤쪽 평면이 Z-공간에서 뒤쪽으로 얼마만

큼 밀려나는지는, 흉내낸 평면들이 실질적으로 각 평면에 상대적으로 곧장 앞쪽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에

비해 덜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뒤쪽 평면(1403)은 뒤쪽으로 옮겨질 수 있고, 앞쪽 평면

(1401)은 그대로 남아 새로운 콘텐츠(예컨대, 파워 메뉴)를 그것의 고정된(stationary) 위치(시작하는 평면(901)이 본래부

터 위치하였던 곳)에 드러나게 할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앞쪽 평면(1401)이 앞쪽으로 옮겨지고 그것이 앞쪽으로 옮

겨짐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즉, 콘텐츠 메뉴)를 디스플레이하는 반면에, 뒤쪽 평면(1403)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평

면(1401)을 앞쪽으로 옮기는 것과 평면(1403)을 뒤쪽으로 옮기는 것을 그래픽적으로 흉내내는 형상은, 평면(1401) 상의

콘텐츠를 크게하는 방법, 평면(1403) 상의 콘텐츠를 줄이는 방법, 이들 두 방법 모두, 평면(1401) 상의 콘텐츠를 포커스에

맞추는 반면에 평면(1403) 상의 콘텐츠를 어느 정도까지 포커스에서 벗어나게(unfocused) 하는 방법, 및/또는 평면

(1401) 상의 콘텐츠를 더 밝은 형상으로 만들고 평면(1403) 상의 콘텐츠를 더 어두운 형상으로 만드는 방법을 통해 달성

할 수 있다.

도 18을 더 참조하면, 이중-벽 효과가 사용자에게 파워 메뉴를 사용자가 선택하였음을 도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도

18은 앞쪽 평면(1401) 상의 파워 메뉴(1801)와 뒤쪽 평면(1403) 상에 시작 메뉴 콘텐츠(301)을 갖는 미디어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도시한다. 도 18을 도 3과 대비하면 분명한 것처럼, 도 18의 시작 메뉴 콘텐츠는 도 18의 파워 메뉴 콘텐츠 뒤로

밀려난 평면 상에 있기 때문에, 파워 메뉴(1801) 뒤에 있는 도 18의 시작 메뉴 콘텐츠는 도 3의 시작 메뉴 콘텐츠(301) 보

다 작아 보이도록 그래픽적으로 흉내내어 진다. 예컨대, 사용자가 파워 메뉴(1801)로부터 UI 애플리케이션(205)을 닫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파워 메뉴 상의 이용가능한 다른 선택 사항을 실행하면, 사용자는 파워 메뉴(1801)로부터 손쉽게 되돌

아 올 수 있기 때문에, 파워 메뉴(1801)는 제2 메뉴로 여겨질 수 있다. 이 예에서, 파워 메뉴(1801)는 각각 미디어 센터 애

플리게이션(205)을 닫을 수 있는, 현 사용자를 로그오프할 수 있는, 컴퓨터를 셧 다운(shut down)할 수 있는, 컴퓨터를 다

시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스탠-바이(Stand-By) 파워 모드로 갈 수 있는 버튼(1803-1811)을 포함하여, 각각의 버튼은

원격 제어 장치(163) 상의 네비게이션 및 선택 버튼을 사용하여 선택 가능하다.

이중-벽의 3-차원 그래픽 효과의 사용은, 사용자가 컨텍스트 메뉴 또는 파워 메뉴와 같은 제2 메뉴를 선택하였다는 것, 그

리고 이를 메뉴로부터 사용자가 하위-메뉴를 선택한 본래의 메뉴로 재빨리 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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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유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콘텐츠를 뒤쪽으로 밀어 내어 현재의 네비게이션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interrupted) 중

단된 콘텐츠의 앞에 새로운 콘텐츠가 포커스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중-벽 효

과가 10-풋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다른 목적을 위해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도 15-18은, 사용자가 시작 메뉴(300) 상의 파워 메뉴(305)(도 3)를 선택하였음을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파워 메뉴 출현 애니메이션을 도시한다. 도 15는, 사용자가 파워 버튼(305)을 선택한 후의 제1 중간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도시한다. 도 15에서, 이제 뒤쪽 평면(1403)으로 여겨지는 시작 평면(901)은 Z-차원 내에서 뒤쪽으로 이미 밀려났고, 이

에 따라 본래부터 평면(901) 상에 위치하였던 모든 콘텐츠(즉, 모든 시작 메뉴 콘텐츠)는 그래픽적으로 마치 사용자로부터

멀리 옮겨진 것처럼 보다 작게 보인다. 또한, 도 15에서, 윈도(1503)가 보이기 시작한다. 파워 메뉴(1801)은, 윈도(1503)

가 완전히 형성된 때에, 윈도(1503) 내에 위치하게 된다.

도 16은, 파워 메뉴 출현 애니메이션의 제2 중간 프레임(1601)을 도시한다. 도 16의 이 특별한 예에서는, 뒤쪽 평면이 Z-

공간 내의 목적지에 재빨리 도착하지만(다만, 애니메이션의 속도 및 특정 평면이 옮겨지는 속도는 원하는 대로 설정될 수

있다), 뒤쪽 평면(1403) 상의 콘텐츠는 움직이지 않다. 또한, 프레임(1601)에서, 윈도(1503)는 계속 열려지고, 이제 그것

의 최종 크기의 반 정도가 된다. 도 17은, 파워 메뉴 출현 애니메이션의 제3 중간 프레임(1701)을 도시한다. 프레임(1701)

에서, 파워 메뉴 윈도(1503)는 그것의 최종 크기에 거의 도달하고, 버튼(1803-1811)이 뷰로 페이드하기 시작한다. 도 18

은, 윈도(1503)가 완전히 형성되고 버튼(1803-1811)을 포함한 파워 메뉴(1801)이 완성된 파워 메뉴 출현 애니메이션의

최종 프레임을 도시한다.

도 19-23을 더 참조하면, 이중-벽 효과의 변형이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부의 컨텍스트 메뉴를 낳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도 23의 위쪽 평면도에 의해 도시되는 바와 같이, 도 19-22는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사용자에게 컨텍스트 메

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컨텍스트 메뉴 출현 애니메이션을 도시한다. 도 23은 도 9b에 보여진 개념적인 위쪽

평면도로부터 시작되는 애니메이션의 끝에서 두 평면의 개념적인 최종 위쪽 평면도를 도시한다. 도 23은, 평면(901)의 본

래 위치로부터 뒤쪽으로 평면(2303)이 그 주위를 빙글 도는, 단일 힌지 축(2305)을 도시한다.

도 19는, 도 8로부터 하이라이트된 내 음악 메뉴 항목을 선택한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내 음악 메뉴를 도시한다. 내 음악

메뉴(1901)는,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실행되는 컴퓨터(110) 상에 저장된, 또는 컴퓨터(110)가 액세스하는 어떤 다

른 네트워크된 컴퓨터 상에 저장된 음악을 나타내는 아이콘(1903-1911)을 포함한다. 도 19에 보여진 예에서, 내 음악 메

뉴는 뷰 표시자(indicator)(1925)가 표시하고 것처럼 현재 앨범(Album) 뷰에 있기 때문에, 아이콘은 음악 앨범을 표현하

는 것이다. 내 음악 메뉴(1901)는 또한, 사용자가 음악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앨범, 아티스트, 플레이 목록, 노래 또

는 장르(genre) 별로 음악을 볼 수 있는 복수의 메뉴 버튼(1913-1923)을 갖는다. 뷰 표시자(1925)는 현재 내 음악 메뉴

뷰를 나타내는 메뉴 버튼이 무엇이든, 그 다음에 옆에 위치하고 있다.

도 19에서, 사용자 선택 커서(309)는, 아이콘(1905)이 사용자에 의한 선택을 위해 하이라이트되었다는 것을 표시한다. 아

이콘(1905) 상에서 오른쪽 클릭킹(right-clicking)은 도 20-22에 보여진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일으킨다. 사용자가 마우스

대신에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어하기 위해 원격 제어 장치(163)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격 제어 장치

는, 원격 제어 장치(163) 상의 주 선택 버튼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선택 음악의 플레이 대신에, 컨텍스트 메

뉴를 불러오는 부 선택 버튼(오른손 잡이에 맞게 구성된 컴퓨터 마우스의 오른쪽 클릭킹과 유사함)을 포함할 수 있다.

도 20은 사용자가 아이콘(1905)을 오른쪽 클릭한 바로 다음의 제1 중간 프레임(2001)을 도시한다. 도 20에서, 아이콘

(1905)은 사용자가 아이콘(1905)를 선택하였음(다른 아이콘들과는 반대로)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약간 크게 확장

되고, 아이콘(1905)은 또한, 평면(2301)(도 23)에 위치하게 된다. 평면(901)로부터 발생된 나머지 콘텐츠는 평면(2303)

에 위치하게 된다. 이 예에서, 평면(2303)은 위치(2305)에서 힌지되어, 평면(2303) 상의 콘텐츠가 곧장 뒤쪽으로 물러나

는 대신에, 뒤쪽으로 빙글 도는 것처럼 보인다.

도 21은, 컨텍스트 출현 애니메이션의 제2 중간 프레임(2101)을 도시한다. 프레임(2101)에서, 윈도(2203)는, 마치 최종

윈도(2205)의 수직 중간 위치(2105)로부터 생성되어, 점차 위쪽 그리고 아래쪽 방향으로 윈도(2203)를 크게만드는 것처

럼 보이는 것처럼 형성되기 시작한다. 평면(2303) 상의 콘텐츠는 힌지 축(2305) 상에서 계속 뒤쪽으로 빙글 돈다. 도 22는

컨텍스트 메뉴 출현 애니메이션 시퀀스의 최종 프레임(2201)을 도시한다. 프레임(2201)에서, 윈도(2203)는 완전히 형성

되고, 컨텍스트 메뉴(2205)는 사용자에 의한 네비게이션 및 선택을 위해 디스플레이된다. 윈도(2203)(그것의 콘텐츠 포

함) 및 아이콘(1905)은 평면(2301)에 있는 반면, 나머지 콘텐츠는 평면(2301) 상으로 완전히 뒤쪽으로 빙글 돌려진다.

도 19-23에 도시된 단일-힌지 애니메이션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될 수 있다. 예컨대, 힌지 축은 도 23에 보여진 바와 같

은 힌지된(hinged) 해당 평면의 오른쪽 대신에, 힌지된 해당 평면의 왼쪽에 위치할 수 있고, 또는 힌지된 해당 평면의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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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아래쪽에 힌지 축이 위치할 수 있다. 본 분야의 기술이 있는 자는, DirectX®와 같은 3D 실행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힌지 축을 3D 공간의 어느 곳에라도 위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르면, 힌

지 축은 선택된 아이콘으로부터 개념상 떨어진 곳에 위치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내 음악 메뉴(1901)의 왼손 위치 상의

아이콘을 선택한다면, UI 애플리케이션은 도 23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내 음악 메뉴의 오른쪽으로 힌지 축(2305)을 위치

시키고, 이에 따라 뒤쪽 평면(2303) 상의 콘텐츠가 힌지 축을 메뉴의 왼쪽에 위치시키는 경우보다 선택된 아이콘 뒤로 더

멀어져 보인다. 유사하게, 사용자가 내 음악 메뉴(1901)의 오른손 위치 상의 아이콘을 선택한다면, UI 애플리케이션은 내

음악 메뉴의 왼쪽으로 힌지 축(2305)을 위치시키고; 사용자가 내 음악 메뉴(1901)의 상단 상의 아이콘을 선택한다면, UI

애플리케이션은 내 음악 메뉴의 아래에 힌지 축(2305)을 위치시키고; 사용자가 내 음악 메뉴(1901)의 하단 상의 아이콘을

선택한다면, UI 애플리케이션은 내 음악 메뉴의 위쪽에 힌지 축(2305)을 위치시킨다. 사용하지 않는 콘텐츠를 선택된 콘

텐츠 뒤로 가능한 한 멀리 빙글 돌려놓기 위해, 유사한 힌지 놓기가 대각선을 포함한 모든 방향에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

명의 일 양태에 따르면, 사용자는 예를 들어 설정 메뉴 항목 아래의 힌지 축 위치(location)을 변경시킴으로써, 힌지 축을

어디에 위치시킬지를 특정할 수 있다.

메뉴 및 항목에 대한 네비게이션 및 선택을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사용자에게 개념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른 다중

-평면 효과 및 애니메이션이 사용될 수 있다.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의 메뉴 및 항목에 대한 사용자의 네비게이션

및 선택에 기초하여, 어느 항목 또는 항목들이 현재 문제가 되는지를 사용자에게 개념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메뉴 콘텐츠를

둘 또는 그 이상의 평면 상으로 분할한다는 것에 비하여, 어떤 특정된 다중-평면 효과 또는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지는 별

로 중요하지 않다. 몇몇 효과 및 애니메이션에서는, 도 10b(평면(901)을 제외), 도 14b(평면(901)을 제외), 도 23 또는 도

30(평면(3001, 3003) 포함, 평면(901)을 제외)에 도시된 바와 같이, 두 개의 평면이 사용된다. 다른 효과 및 애니메이션에

서는, 도 10b(평면(901)을 포함), 도 14b(평면(901)을 포함), 도 29(평면(2901, 2903, 2905)을 포함) 및 도 30(평면

(3001, 3003, 3005)을 포함)에 도시된 바와 같이, UI 애플리케이션(205)은 콘텐츠를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평면 상으로 분

할한다. 더욱 관련이 많은 콘텐츠 또는 사용자의 가장 최근 선택과 관련이 있는 콘텐츠는, 보다 눈에 띄는 평면, 전형적으

로는 현재 사용중인 다른 평면들과 비교하여 가장 앞쪽에 위치하는 평면 상에 위치하게 된다.

DirectX®와 같은 3D-실행가능한 개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은, 여기서 기술되고 있는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의 또 다른 새로운(novel) 특징들을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205)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

해주고 디스플레이 디바이스(191) 내에 번-인(burn-in)을 방지하기 위해,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배경

(background)은 하나의 메뉴로부터 다음 것 사이에서 조금식 변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배경은 도 3-8, 도 11-13 및 도 15-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애니메이트되는 배경을 가질 수

있다. 도 3-8, 도 11-13 및 도 15-22에서, 배경은 각 도면마다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하면, 사용자를 혼란

시키지 않기 위한 전반적인 유사성은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실제로는 배경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도

11-13 및 도 15-22에 도시된 애니메이트된 배경은, 3차원 공간 내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회전하는 레이어(layer)를 사용

하여 생성될 수 있으며, 가장 앞의 레이어는 거의 투명하고, 각 레이어마다 알파 값 및 순환 주기 길이(rotational cycle

length)를 갖는다. 바람직하게는, 각 주기 길이는 다르고, 순환 길이는 상호 배수가 아닌 것이 바람직하다. 두 레이어가 마

치 보이지 않는 기둥에 의해 연결될 수 있고, Z 공간 내에서("보이지 않는 기둥"의 축을 따라) 떨어져 위치하게 된다. 부모

평면(parent plane)(배경)이 회전할 때, 자식 평면(child plane)(전경:foreground)도 또한 동일한 속도 또는 상이한 속도

로 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움직임의 인상을 일으키기 위해 부모 평면을 회전시키고 이 둘 사이에 깊이를 갖게

함으로써, 애니메이트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3D 공간과 알파 음영의 사용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 다른 특징은, 도 13, 19 및 22에 도시된 바와 같은 알파-페이딩이다.

다시 말해, 항목의 전체 이름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할당된 공간, 또는 항목과 관련된 모든 텍스트를 디스플레이하기 위

한 충분한 여유를 디스플레이가 갖지 못한 때에는, 통상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은 텍스트를 갑자기 잘라 내거나,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된 것보다 더 많은 텍스트가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표시하기 위해 생략부호(ellipses)("...")을 디스

플레이한다. 하지만,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점차적으로 텍스트를 페이드-아웃(fade-out)하기 위해 텍스트의 알파

(α) 비디오 채널을 사용한다. 도 24를 참조하여, 단계(2401)에서 UI 애플리케이션(205)은 텍스트(T0)가 스크린에 기입되

기 위해 얼만큼의 공간, S,가 이용가능한지를 결정한다. 단계(2403)에서, UI 애플리케이션(205)은 텍스트(T0)의 얼마만큼

이 할당된 공간(S)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할당된 공간(S)에 들어갈 텍스트의 분량을 T1이라고 참조한다. 텍스트

의 측정은, DrawText와 같은 Win32 GDI API들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단계(2405)에서, UI 애플리케이션(205)은 T0과

T1이 동일한지, 즉 텍스트 T0의 모두가 공간(S)에 들어가는지를 결정한다. 만약 T0과 T1이 동일하면, UI 애플리케이션

(205)은 단계(2407)에서 알파 브렌딩(alpha blending)없이 할당된 공간 내에 텍스트 T0를 그리도록 진행한다. 만약 T0과

T1이 같지 않으면, UI 애플리케이션(205)은 텍스트 T1을 할당된 공간에 그려 넣고, 예컨대 마지막 1-5 문자들과 같이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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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T1의 소정의 마지막 분량을 점차적으로 완전한 불투명에서 완전한 투명으로 알파 레벨을 변화시켜 알파 브렌드

(blend)한다. 알파의 명암 이행(gradation)은 Direct3D의 벌텍스 색상 인터폴레이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여

기서 알파 페이딩이라 일컫는 알파 브렌딩의 사용을 통하여 생략부호에 대한 필요가 회피된다.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에서, UI 애플리케이션(205)은 위에서 기술한 특징들에 추가적으로, 미

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을 위한 추가의 특징들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도 25는 폴더(folder) 네비게이션 스크린(2501)

을 도시한다. 도 25에서, 폴더 네비게이션 스크린(2501)은, 음악 라이브러리(library)에 추가되는 음악을 찾기 위한 폴더

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도 25에 도시된 폴더 네비게이션은, 폴더 네비게이션이 효과가 있는 다른 목적

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도 26-28은, 사용자가 예컨대, 원격 제어 장치(163)를 사용하여 소리 볼륨를 조정할 때 나타나는 볼륨 윈도(2601)를 도시

한다. 볼륨 윈도(2601)는, 볼륨이 최소 볼륨 레벨로부터 최대 볼륨 레벨로 이동함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채워지는

볼륨 막대(bar) 형태의 시각적 볼륨 표시자(2605)뿐만 아니라, 볼륨 레벨의 숫자 표시자(2603)를 포함한다. 사용자가 뮤

트(mute)를 끄자마자, 어느 정도의 볼륨 레벨로 되돌아 가는지를 쉽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볼륨 윈도(2601)는 도움이 된

다. 다시 말해, 도 31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뮤트가 들어와 있는 때에는 숫자 표시자가 "mute"로 스위치할 수 있는 반면,

볼륨 막대(2605)는 뮤트가 꺼질 때에 일어나는 볼륨을 표시한다. 볼륨 윈도(2601)은 단일 평면(901)(도 9) 상에 나타나거

나, 또는 위에서 기술한 이중 평면 효과 중 어떤 것이라도 사용하여 나타날 수 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모니터 또는 TV와 같은 평면 또는 약간 볼록의 디스플레이 장치 상에 렌더

되는(rendered) 동안, 3-차원적으로 보이도록 그래픽적으로 흉내내어 진다. 여기서 기술된 특징들을 사용하여, UI 애플리

케이션(205)은 10-풋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 사용하기에 알맞은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스플레이 상에 눈에 띄

는 아이콘 및 메뉴 항목을 놓고, 콘텐츠가 디스플레이될 수 있는 실제 부지(real estate)를 늘리는 3-차원의 변환을 사용하

며, 뷰 사이의 네비게이션을 사용자에게 개념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여 제공한다. 미디어 사용자 인터

페이스는 또한, 미디어 모드가 필요치 않음에도, 데이터 처리 장치의 미디어 동작 모드에서 사용될 때 특히 유용하다. 본

발명을 수행하기에 현재 선호되는 모드를 포함하는 특정 예시들과 관련하여, 본 발명이 기술되었지만, 본 분야의 기술을

갖는 사람들은 이상에서 기술한 시스템 및 기술방안의 다양한 변형 및 치환(permutation)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사상 및 권리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 내에 기재된 것처럼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동일한 참조번호가 동일한 요소들을 표시하는 첨부 도면을 고려하여 이하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면, 본 발명과 그

것의 이점을 더욱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일반적인 동작 환경을 도시한

다.

도 2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

프라(infrastructure)를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시작 메뉴를 도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도 3에 도시된 시작 메뉴의 제어 영역을 도시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다른 메뉴 항목이 선택 커서(cursor)에 의해 강조된(highlighted) 때에, 도 3에

도시된 시작 메뉴의 제어 영역을 도시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가장 최근에 사용된(most recently used : MRU) 목록의 등장 애니메이션의 첫

번째 프레임을 도시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MRU 목록의 등장 애니메이션의 중간 프레임을 도시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MRU 목록의 등장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프레임을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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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a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단일 평면 메뉴의 위쪽(top) 투시도를 도시한다.

도 9b는 도 9a에 도시된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단일 평면 메뉴의 위쪽(top) 평면도를 도시한다.

도 10a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이중으로 경첩된(double-hinged) 이중 평면 메뉴의 위쪽 투시도를 도시한다.

도 10b는 도 10a에 도시된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이중으로 경첩된 이중 평면 메뉴의 위쪽 평면도를 도시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MRU 목록의 기울임(tilt) 애니메이션의 첫 번째 프레임을 도시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MRU 목록의 기울임 애니메이션의 제2 중간 프레임을 도시한다.

도 13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MRU 목록의 기울임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프레임을 도시한다.

도 14a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이중 장벽(double-wall)의 이중 평면 메뉴의 위쪽 투시도를 도시한다.

도 14b는 도 14a에 도시된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이중 장벽의 이중 평면 메뉴의 위쪽 평면도를 도시한다.

도 15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파워 메뉴의 등장 애니메이션의 첫 번째 프레임을 도시한다.

도 16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파워 메뉴의 등장 애니메이션의 제2 중간 프레임을 도시한다.

도 17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파워 메뉴의 등장 애니메이션의 제3 중간 프레임을 도시한다.

도 18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파워 메뉴의 등장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프레임을 도시한다.

도 19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마이 뮤직(My Music) 메뉴를 도시한다.

도 20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컨텍스트(context) 메뉴의 등장 애니메이션의 첫 번째 프레임을 도시한다.

도 21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컨텍스트 메뉴의 등장 애니메이션의 제2 중간 프레임을 도시한다.

도 22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컨텍스트 메뉴의 등장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프레임을 도시한다.

도 23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이중 평면 단일 경첩된 메뉴의 위쪽 투시도를 도시한다.

도 24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알파 페이딩(alpha fading)의 수행 방법에 관한 순서도를 도시한다.

도 25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폴더 네비게이션(folder navigation) 메뉴를 도시한다.

도 26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음량 윈도를 도시한다.

도 27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음량 윈도의 제2 뷰를 도시한다.

도 28은 음량이 뮤트(mute)되었을 경우,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음량 윈도의 뷰를 도시한다.

도 29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대안적인 다중 평면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위쪽 평면도를 도시한다.

도 30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대안적인 다중 평면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위쪽 평면도를 도시한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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