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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웹브라우저에서의오디오기능제어용사용자인터페이스

요약

웹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는 광역네트워크를 통하여 하나 또는 다수의 서버와 통신하고 텔레비젼에 접속된 셋탑 박스안에

수용된 프로세싱 시스템에서 실행된다. 상기 브라우저는 리모트콘트롤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텔레비젼상에 디스

플레이된 월드 와이드 웹 페이지내의 하이퍼텍스트 앵커 사이를 네비게이션하도록 한다. 텔레비젼 디스플레이상에 디스플

레이된 다양한 제어버튼 또는 하이퍼텍스트 앵커 사이의 선택부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사용자 입력은 적외선의 IR링크를

사용하는 리모트콘트롤 디바이스로부터 입력된다. 상기 브라우저는 웹 사이트로 부터 오디오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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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파일을 근거로 하여 텔레비젼 세트의 스피커를 통해서 음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배경음악은 셋탑 박스안의 메모리

에 저장된 오디오 파일 또는 서버중 하나로부터 다운로드된 오디오파일을 근거로하여 웹을 검색하는 동안에 발생된다. 서

버로부터 나오는 배경음악 오디오 파일은 배경음악 오디오 파일이 플레이되는 동안에 다운로드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자가 상기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 정지, 휴지, 되감기 또는 고속진행을 함으로써 웹 사이트로부

터 나오는 오디오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플레이될 때 오디오 패널은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대표도

색인어

웹브라우저, 웹TV, 오디오, 컨텐츠, 네트워크, 서버, 클라어인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은 WebTV 서버 시스템에 접속된 일부 WebTV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도 1b는 WebTV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도 1c는 WebTV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전자유니트의 블럭도이다.

도 2a는 도 1의 클라이언트 프로세싱 시스템에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사이의 기능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도 2b는 도 2b의 웹 브라우저 응용 소프트웨어의 블럭도이다.

도 3은 웹 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한 원격 제어기를 설명하고 있다.

도 4a와 4b는 수많은 하이퍼텍스트 앵커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된 웹 페이지를 설명하고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HTML 문서의 수신과 프로세싱 과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6은 디스플레이 상에 디스플레이된 일부 하이퍼텍스트 앵커를 설명하고 있다.

도 7a와 7b는 도 3의 원격제어기를 사용하여 아래방향으로 두 하이퍼텍스트 앵커사이에서 선택부의 이동과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7c와 7d는 도 3의 원격제어기를 사용하여 윗방향으로 두 하이퍼텍스트 앵커사이에서 선택부의 이동과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8a는 디스플레이된 웹 페이지상에 덮어 씌어진 옵션패널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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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b는 오디오 패널이 디스플레이된 웹 페이지상에 덮어 씌어진 옵션 패널을 설명하고 있다.

도 9는 옵션 패널을 디스플레이 하는 경로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10은 오디오 패널의 디스플레이 가능 또는 불가능에 대한 경로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11a와 11b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배경음악을 다운로드하여 플레이시키는 경로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월드 와이드 웹을 검색하는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한 것이다. 더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웹 브라우저에

서의 오디오 기능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몇년 사이에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집과 사무실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 증가와 함께 인터넷, 그리고 특히

월드 와이드 웹("웹")의 사용이 폭증하였다. 웹은 인터넷에 의해 논리적으로 접속된, 전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에 있는 포맷

된 하이퍼텍스트 페이지들의 집합이다. "웹"이 과거에는 주로 과학과 기술의 정보원이였지만, 지금은 사업, 연예, 여행 그

리고 교육을 포함하여, 거의 어떠한 주제와도 관계된 정보에 대한 가치 있는 자원이다. 네트워크 기술에서, 그리고 특히 "

웹 브라우저"(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웹에 제공하는 소프트 웨어 응용)와 같은 소프트 웨어에서의 발달은 대다수의 사람들

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을 만들었다. 그러나, 웹의 발달과 사용에 있어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중요한 자원을 이용할 수가 없다.

웹에의 액세스는 개인용 컴퓨터에 액세스한 사람들로 제한되어 왔다.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개인용 컴퓨

터의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웹에 액세스하는데 필요한 기본 컴퓨터 기술을 배울 수 없거나 할려고

하지 않는다. 더구나, 종래 기술의 웹 브라우저는 보통 컴퓨터 경험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이 바라는 사용의 용이함을 제공

하지 못했고, 그리고 많은 컴퓨터 초보자들은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을 배울 인내가 없다. 예를 들면, 일부 사람들은 하이퍼

텍스트 객체를 식별하는 것과 웹 페이지를 통해 검색하기 위한 포인트-클릭(point-and-click)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요구

하는 인터페이스를 싫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텔레비젼 세트를 작동하는데 리모트콘트롤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편하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사람이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없이도 월드 와이드 웹에 액세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특히, 보통의 텔레비젼

세트와 리모트콘트롤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웹 페이지에 액세스하고 네비게이션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사람들

은 마치 복잡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보다 텔레비젼 채널을 바꾸는 것이 간단하다고 느끼도록 최소한의 노력과

생각으로 웹 페이지상의 하이퍼 텍스트 객체사이를 네비게이션 하는데 리모트콘트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가지는 것은 또한 바람직할 수 있다.

웹 브라우저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최소의 오디오 기능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웹페이지에 접속된 오디오

파일은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 일부 웹 브라우저가 오디오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플레이하는 능력을 제공할지라도, 일반

적으로 오디오 데이터를 상당한 정도로 조종하는 능력을 제공할 수 없다. 추가로, 웹 브라우저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일반

적으로 오디오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 프로세싱 시스템과 오디오 출력 디바이스에 연결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세싱 시스템에서 오

디오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그 방법에서, 제 1오디오 시퀀스는 클라이언트 프로세싱 시스템에 저장된 제 1오

디오 파일을 근거로하여 오디오 출력 디바이스를 경유하여 출력한다. 제 1오디오 시퀀스의 출력다음에 출력되는 제 2오디

오 시퀀스를 나타내는 제 2오디오 파일은 제 1오디오 시퀀스가 출력되는 동안에 네트워크로부터 클라이언트 프로세싱 시

스템에 다운로드된다. 그 제 2오디오 파일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 프로세싱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프로세싱 시스템으

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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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측면은 클라이언트 프로세싱 시스템의 오디오 기능을 제어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그 클라이언트 프로세싱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 프로세싱 시스템과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연결된다. 그 방법

에서, 오디오 정보는 네트워크로부터 다운로드되고 그리고 오디오 제어패널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상에 디스플레이된다.

그 오디오 제어패널은 수많은 영상을 포함하고 이 영상 각각은 다운로드된 오디오 정보를 조종하기 위한 수많은 오디오 기

능중 하나를 작동시키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첨부된 도면과 상세한 설명으로 분명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웹 브라우저에서의 오디오 기능을 제어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와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다음 설명에서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특정 세목이 본 발명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 세목없이도 본 발명

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잘 알려

진 구조와 디바이스가 블록도 형태로 도시되어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본 발명에 의한 단계가 기계실행 가능 소프트웨어 명령에 예시되어 있고, 그리고 본 발명은 아래에 보

다 상세히 설명될 바와같이 명령을 실행하는 프로세서에 의해 프로세싱 시스템에서 실행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배선회로소자는 본 발명을 충족시키는 소프트웨어 사용설명 머신에, 또는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셋탑(set-top) 박스가 텔레비젼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 또는 다수의 서버와 접속된 시스템에 관한 것이

다. 그 셋탑 박스는 리모트콘트롤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텔레비젼상에 디스플레이되는 월드 와이드 웹 페이지를 통해서 사

용자가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소프트웨어를 수행하는 프로세싱 시스템을 포함한다. 아래에 설명될 바와 같이 웹에서 다운로

드된 오디오 파일과 관련된 오디오 기능을 제어하는 오디오 패널을 포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브라우저가 제공한다. 추

가로, 다른 오디오가 사용자에게 플레이되고 있는 동안에 서버로부터 오디오 파일을 다운로드함으로써 웹 브라우저는 웹

검색중인 사용자에게 배경음악의 연속적인 스트림을 제공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WebTVTM(WebTV)로서 알려진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웹을 검색하는 디스플레

이 디바이스로서 표준 텔레비젼 세트를 사용하고, 표준전화, ISDN, 또는 유사한 통신선을 사용하여 인터넷과 같은 종래의

네트워크에 접속한다. 본 발명에 따라, WebTV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사용자는 하나 또는 다수의 원격 WebTV 서버에 의

해 제공된 WebTV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WebTV 네트워크 서비스는 웹을 검색하고, 전자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WebTV 클라이언트 시스템내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와 결합하는데

사용된다. 그 WebTV 서버는 WebTV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요청하는 데이터나 웹 페이지를 원격 서버로부터 검색하고 그

리고 나서 요청된 정보를 WebTV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전송하는 프록시(proxy)로서 작용한다.

Ⅰ. 시스템 개관

도 1a는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WebTV 네트워크의 구성을 설명하고 있다. 수많은 WebTV 클라이언트(1)는 직통다이얼,

양방향 데이터 통신수단(29), 전화가 될 수 있는 것(DOTS, 즉 "재래식 전화 서비스"), ISDN(종합 정보 통신망), 또는 다른

유사한 유형의 통신수단을 경유하여 모뎀 풀(2)에 접속된다. 그 모뎀 풀(2)은 인터넷과 같은 종래의 네트워크 하부구조(3)

를 경유하여 수많은 원격 서버에 당 기술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라우터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연결된다.

WebTV 시스템은 WebTV 서버(5)를 또한 포함하고, 이것은 WebTV 클라이언트(1)들을 특정하게 지원한다. 즉, 서버(5)

는 WebTV 서비스를 WebTV 클라이언트(1)에게 제공한다. 클라이언트(1) 각각은 모뎀풀(2)을 경유하여 직통전화나,

ISDN 통신수단 또는 인터넷(3)중 하나를 통해서 서버(5)에 접속될 수 있다. 오늘날 세계도처에서 인터넷과 개인 네트워크

에의 액세스 제공이 발견되는 바와 같이, 모뎀 풀(2)은 종래의 모뎀풀이고, 모뎀 풀(2)은 지역 인터넷 서비스 서버(ISP)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WebTV 서버(5)는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다수의 종래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서버(5)는 분배구조로 접속

된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복합 디바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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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b는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WebTV 클라이언트 시스템(1)을 설명하고 있다. 그 클라이언트 시스템(1)은 전자유니트

(10)(이하 "WebTV(10)" 또는 박스(10)), 보통의 텔레비젼 세트(12), 그리고 손에 쥘 만한 리모트콘트롤(11)을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 선택 실시예에서, WebTV 박스(10)는 전체 유니트로서 텔레비젼 세트(12)에 끼워넣어진다. 그 박스(10)는 사용자

에게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함하고, 이것에 의해 사용자는 WebTV 네트워크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웹을 검색하고 e-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기타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1)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와 오디오 출력 디바이스로서 텔레비젼 세트(12)를 사용한다. 박스(10)는 링

크(6)에 의해 텔레비젼 세트(12)에 연결된다. 그 링크(6)는 텔레비젼 스피커와 RF(무선 주파수)로부터 나오는 음향을 발생

시키는 오디오 채널, S-비디오, 합성비디오, 또는 다른 같은 형태의 비디오 채널을 포함한다. 박스(10)와 서버(5)사이의 통

신링크(29)는 전화(POTS)통신수단(29a)이나 ISDN 통신수단(29b)중 하나이다. 박스(10)는 AC전원링크(7)를 통해서 AC

(교류)전원을 수신한다.

리모트콘트롤(11)은 웹을 검색하고, e-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다른 인터넷 관련 기능을 실행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1)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작동된다.

박스(10)는 적외선(IR) 통신 링크를 경유하여 리모트콘트롤(11)로부터 나오는 명령을 수신한다. 선택 실시예에서, 리모트

콘트롤(11)과 박스(10)사이의 링크는 RF 또는 어떤 동등한 모뎀의 전송일 수도 있다.

응용 소프트웨어가 박스(10)내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박스(10)는 사용자가 WebTV 네트워크 서비스에 액세스하

고 웹을 검색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그 응용 소프트웨

어는 박스(10)에의 전원인가시 자동적으로 실행된다.

도 1c는 박스(10)의 내부 소자를 도시하고 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1)의 작동은 특정용도 집적회로(ASIC)(20)에 접속되

어 있는 CPU(21)에 의해 제어된다. CPU(21)은 본 발명의 특징을 이행하게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실행한다. ASIC(20)은

WebTV 시스템의 어떤 기능을 이행하는데 사용되는 회로소자를 포함한다. ASIC(20)은 오디오 출력을 텔레비젼(12)에 제

공하는 오디오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25)에 연결된다. 추가로 ASIC(20)은 비디오 출력을 텔레비젼 세트(12)에 제공하

는 비디오 부호기(26)에 연결된다. IR 인터페이스(24)는 리모트콘트롤(11)에 의해 전송된 IR신호를 검출하고, 응답하여,

일치하는 전기 신호를 ASIC(20)에 제공한다. 표준 전화 모뎀(27)과 ISDN 모뎀(30)은 ASIC(20)에 결합되어 통신수단(29a

및 29b)을 모뎀 풀(2)과 그리고 인터넷(3)을 경유하여 원격서버(4)에 각각 제공한다. 설명된 실시예가 전화 모뎀(27)과

ISDN 모뎀(30) 모두를 포함하는 동안에 이들 디바이스중 어느 하나는 본 발명을 실행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

다. 또한, 다양한 다른 실시예에서, 케이블 텔레비젼 모뎀과 같이, 전화 모뎀(27)과 ISDN 모뎀(30)각각은 다른 통신디바이

스로 대체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추가로 다른 실시예에서, 서버(5)와의 통신은 토큰 링 또는 이더넷(Ethernet) 통신수단

을 경유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 박스(10)는 또한 케이블 텔레비젼 모뎀(도시생략)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ASIC(20)에 연결된 것은 마스크 판독전용 메모리(ROM)(22a), 플래시 메모리(22b), 그리고 임의접근 메모리(RAM)

(23)이다. 마스크 ROM(22a)(프로그램할 수 없기 때문에 명명됨)은 아래에 설명될 바와 같이 어떤 프로그램 명령과 데이터

의 저장을 제공한다. 플래시 메모리(22b)는 판독할 수 있고 (프로그램된) 전기적으로 소거될 수 있는 종래의 플래시 메모

리이다. 플래시 메모리(22b)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검색 소프트웨어의 저장을 제공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대용량 저장

디바이스(28)는 박스(10)안에 포함되고 ASIC(20)에 연결된다. 그 대용량 저장 디바이스(28)는 클라이언트에게 소프트웨

어나 데이터를 입력시키거나 네트워크 통신수단(29)을 통해서 수신된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 대용량 저장 디바이스는 자기 디스크, 광 디스크, 그리고 그 밖의 것과 같은 기계 실행 가능 명령을 저장하는 어떤 적합

한 매체를 포함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WebTV 박스(10)는 웹 브라우저를 포함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여기서 도 2a를 참조하면,

상기 응용 소프트웨어(31)는 오퍼레이션 시스템(OS) 소프트웨어(32)와 함께 작동한다. OS 소프트웨어(32)는 여러 디바이

스 구동기를 포함하고 또 응용 소프트웨어(31)와 시스템 하드웨어 소자(40)(즉, 도 1c에서 설명된 구성요소) 사이에 인터

페이스를 제공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응용 소프트웨어(31)와 OS 소프트웨어(32)는 플래시 메모리(22b)에 저장된다. 그러나 응용 소프트웨

어(31) 또는 OS 소프트웨어(32)나 아니면 이들 양자중 일부 또는 모두는 마스크 ROM(22a)또는 대용량 저장 디바이스

(28)와 같이, 여러 예시로 어떤 다른 적합한 저장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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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단계는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기계실행 명령으로 구체화된다. 예를들어 하나의 실시예

에서 본 발명은 마스크 ROM(22a), 플래시 메모리(22b), 또는 RAM(23) 또는 이들 디바이스의 결합체에 포함된 명령의 시

퀀스를 실행하는 CPU(21)에 의해 실행된다. 더 구체적으로, 명령의 시퀀스 실행은 CPU(21)가 본 발명의 단계를 실행하게

한다. 이 단계는 아래에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을 실행하는 명령은 대용량 저장 디바이스(28)와 같이 영구적 저장장치 및/

또는, WebTV 서버(5)또는 원격서버(4)와 같이 네트워크를 통한 하나 또는 다수의 다른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메모리에

로드된다. 예를들어, 그러한 서버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시스템(1)에 의해 인터넷(3)을 통해서 서버 시스템에 전송되는 메

시지에 응하여, 지시의 시퀀스를 클라이언트 시스템(1)에 전송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1)은 모뎀(27a)과 같은, 네

트워크 통신수단을 경유하여 명령을 수신함에 따라, 클라이언트 시스템(1)은 메모리에 명령을 저장한다. 클라이언트 시스

템(1)은 나중 실행에 대한 명령을 저장하거나 네트워크 통신수단을 지나서 도착할 때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다운로드된 명령은 CPU(21)에 의해 직접 지원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명령의 실행은 CPU(21)에 의해

직접 실행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명령은 CPU(21)에 의해 직접 실행될 수가 없다. 이들 상황하에, 명령은 CPU

(21)가 그 명령을 해석하는 해석기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또는 CPU(21)가 수신된 명령을 CPU(21)에 의해 직접 실행될 수

있는 명령으로 변화시키는 명령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실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어떤 실시예와 측면은 WebTV 클라이언트 시스템(1)에서 실행될 수 있는 대신에(또는 추가로), WebTV 서버

(5)에서 또한 실행될 수 있다. 예를들어, 서버(5)의 CPU는 본 발명에 따라 단계를 실행하는 메모리에 저장된 명령를 실행

할 수 있다.

여러 실시예에서, 배선된 회로소자는 본 발명을 이행하는 소프트웨어 지시 대신에, 또는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

로 본 발명은 하드웨어 회로소자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특정 결합에도, 또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실행되는 명령에 대한

어떠한 부분적인 소스에도 제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웹 브라우저 기능은 응용 소프트웨어(31)에 의해 이행된다. 도 2b는 응용 소프트웨어(31)의 다양한 디바이스 사

이의 기능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응용 소프트웨어(31)는 통신매니저(50), HTML(하이퍼텍스트 표시언어)분석기(51)

, 그래픽엔진(52), 레이아웃엔진(53), 입력시스템(54), 사용자 인터페이스(56), 선택핸들러(55), 그리고 스트림 매니저

(57)를 포함한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HTML 문서형태로 네트워크 통신수단(29)에 의해서 웹페이지를 수신한다. 스트림

매니저(57)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의 이동을 제어하고 조화시킨다.

각각의 HTML 문서는 초기에 통신매니저(50)에 입력된다. 통신매니저(50)는 HTTP(하이퍼텍스트 전송프로토콜), TCP/

IP(전송제어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 등등과 같은 핸들링 상위-레벨 통신프로토콜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통신수단(29)

에 의해서, HTML 문서를 받는데 필요한 기능을 실행한다. 수신된 HTML 문서는 통신 매니저(50)에 의해 HTML 분석기

(51)에 제공된다. HTML 분석기(51)는 HTML 페이지 설명(description)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위해 디스플레이할 수 있

는 포맷으로 변환시킨다.

공지된 바와 같이, HTML 문서는 텍스트를 포함 및/또는 영상과 그리고 다른 미디어 유형을 참조할 수 있다. 더욱이,

HTML 문서는 링크를 다른 웹 페이지에 제공하는 객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하나 또는 다수의 하이퍼텍스트 앵커를 포

함할 수 있다. 또한 하이퍼텍스트 앵커는 종종 "핫 링크" 또는 "핫 스폿"으로 명명된다. 각각의 하이퍼텍스트 앵커는 그 앵

커가 링크를 제공하는 웹 페이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논리 주소 또는 특정 URL(균일자원 위치 탐지기)과 관련이 있다. 다음

에 설명될 바와 같이, URL은 클라이언트 시스템내에 저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이퍼텍스트 앵커는 텍스트의 단어나 구

문, 영상 또는 영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되는 객체와 하이퍼텍스트 앵커는 디스플레이가능한

객체와 이것의 부속(예를 들어, 객체가 하이퍼텍스트 앵커, 영상맵, 하이퍼텍스트 앵커를 포함하는 영상맵 등등인지 아닌

지)에 관계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쓰는 "태그"의 수에 의해 HTML 문서에 정의된다. 따라서, HTML 분석기는 스트림 매

니저(57)의 제어하에 각각의 HTML 문서내의 텍스트로부터 태그를 분리한다.

HTML 분석기(51)는 또한 수신된 HTML문서로부터 "디스플레이어블"(디스플레이 가능한 객체)의 리스트를 발생시킨다.

추가로, HTML 파서(51)는 "셀렉터블"(선택가능한 객체, 즉 하이퍼텍스트 앵커인 디스플레이 가능한 객체)의 정렬된 리스

트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정렬된 리스트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더 상세하게 다음에 논의된다. 디스플레이어블의 리스트를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는 HTML 분석기(51)에 의해 레이아웃엔진(53)에 제공되고, 이것은 텔레비젼세트(12)의 스크린상

에 디스플레이 가능한 객체를 배열한다. JPEG 또는 GIF 형상정보와 같은 형상정보는 그래픽엔진(52)을 경유하여 레이아

웃엔진(53)에 HTML 분석기(51)에 의해 제공되고, 이것은 측정과 그림 영상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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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된 웹 페이지를 통해서나 상이한 웹 페이지 사이에서 검색하는 동안에, 사용자는 리모트콘트롤(11)상의 버튼을

작동시키고, 이에 응하여, 이것은 박스(10)에 의해 수신되는 IR신호를 전송한다. 입력시스템(54)은 이들 입력을 기록하고,

선택핸들러(55)와 사용자 인터페이스(56)에 제공한다. 추가로, 입력시스템(54)은 표준 또는 IR 키보드와 같은 여러 다른

입력디바이스로 부터 입력의 입력대기열과 입력 처리를 취급할 수 있다. 선택핸들러(55)는 스크린상 주위에 선택부(하이

퍼텍스트 앵커의)를 이동시키기 위해(즉, 하나의 하이퍼텍스트 앵커로부터 또 다른 하나로 선택부을 이동시키기 위해) 사

용자에 의해 제공된 명령을 수신한다. 선택 핸들러(55)는 사용자 입력에 대응하여 웹페이지내 하이퍼텍스트 앵커중 어느

것이 현 선택부 인지를 결정하고 텔레비젼 세트(12)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현 선택부의 사용자에게 선택지시를 제공한

다.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웹 브라우저의 다른측 면은 입력시스템(54)으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근거로하여 사용자 인

터페이스(56)에 의해 제공된다.

도 3은 더 상세하게 리모트콘트롤(11)을 설명하고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리모트콘트롤(11)은 텔레비전 세트를 제어

하는데 사용되는 손에 쥘 수 있는 리모트콘트롤과 유사하고 보통의 일반적인 형상을 가진다. 사실 리모트콘트롤(11)은 텔

레비젼세트(12)의 사용자 기능의 하나 또는 모두를 실행하는 제어를 포함할 수 있다. 선택적인 실시예에서, 리모트콘트롤

(11)은 유선의 손에 쥘 수 있는 리모트콘트롤이거나, 유선 또는 무선의(예컨대 IR) 키보드이거나, 또 다른 유사한 디바이스

일 수 있다. 리모트콘트롤(11)은 옵션버튼(7), 스크롤업 버튼(8), 스크롤다운 버튼(9), 방향 버튼(15-18), 입력버튼(19),

홈버턴(35), 백버튼(36), 그리고 리센트버튼(37)을 포함하고 있다. 방향 버튼(15-18)은 좌버튼(15), 우버튼(160, 상버튼

(17), 그리고 하버튼(18)을 포함하고 있다.

리모트콘트롤(11)상의 제어의 기능은 다음에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능의 어떤 하나의 요약은 이점에서 도

움이 된다. 홈버튼(35)은 클라이언트시스템(1)이 WebTV 네트워크 서비스의 홈 페이지에 직접 액세스하여 디스플레이 되

게 한다. 백버튼(3)은 시간의 역순으로 앞서방문한 웹페이지를 다시 방문함으로써 사용자가 그의 단계를 재추적할 수 있게

한다. 리센트버튼(37)은 사용자가 방문했던 가장 최근의 웹사이트(페이지)를 지시하는 디스플레이에 액세스하는데 사용된

다. 이런 디스플레이로부터, 사용자는 어떠한 사이트에도 직접 방문할 수가 있을 것이다. 스크롤업 버튼(8)과 스크롤다운

버튼(9)은 웹 페이지의 디스플레이되지 않은 앞부분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스크린을 끌어올리거나 내리는데 각각 사용

된다. 방향버튼(15-18)은 새로운 하이퍼텍스트 앵커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자가 이동방향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입력버

튼(19)을 누르면, 리모트콘트롤(11)은 현재 선택된 하이퍼텍스트 앵커와 일치하는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작동시키는 박스

(10)에 명령을 보낸다. 즉, 누른 입력버튼(19)에 응하여, 현재 선택된 하이퍼텍스트 객체의 논리 주소 또는 균일자원위치

탐지기가 일치하는 웹 페이지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통신수단(29)(다음에 설명될 바와같이, 어떤 영상맵의 경우

는 제외)을 지나 박스(10)에 의해 전송된다.

Ⅱ. 핫링크 네비게이션

도 4a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사용한 텔레비젼(12)에 의해 디스플레이될 수 있는 웹 페이지(100)의 예를 설명하고 있다.

웹 페이지(100)는 가공의 회사인 XYZ 회사에 대한 간단한 홈페이지이다. 웹 페이지(100)는 수많은 하이퍼텍스트 앵커

(101-115)를 포함하고 이것의 각각은 현재 디스플레이 되지 않은 또 다른 웹 페이지에 링크를 제공한다. 웹 페이지(100)

에서 하이퍼텍스트앵커(101,102,109,110, 111 그리고 115)는 영상맵이다. 하이퍼텍스트앵커(101 및 102)는 영상맵

(116)내에 포함되고, 이것은 하이퍼텍스트 앵커가 아니다. 하이퍼텍스트 앵커(101)는 회사 XYZ에 대한 로고이다. 로고앵

커(101)는 링크를, 예를들어, 회사 XYZ의 이력을 제공하는 또 다른 웹 페이지에 제공할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 앵커(115)

는 링크를, 예를 들어, 회사 XYZ의 징글벨(테마곡)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텔레비젼(12)의 스피커를 통해 사용자에게 출력

할 수 있는 오디오 스트림에 제공할 수 있다. 웹 페이지(100)의 나머지는 표제로 그룹화된 회사 XYZ에 대한 정보텍스트; "

생산정보", "회사소식", "직원프로필", "판매영업소", 그리고 "직무기회"를 포함한다. 하이퍼텍스트 앵커(103-108 및 112-

114)는 텍스트내의 키워드 또는 구문이다.

응용 소프트웨어(31)는 웹 페이지(100)와 같이, 리모트콘트롤(11)을 사용하여, 웹 페이지상에 디스플레이된 하이퍼텍스트

앵커 사이를 네비게이션 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수단을 제공한다. 특히, 응용소프트웨어(31)는 리모트콘트롤(11)로부터

나오는 사용자 입력에 대응하여 선택부를 하나의 하이퍼텍스트 객체에서 또 다른 객체로 이동을 분리하여 이동시킨다. 이

때 주어진 점에서, 하이퍼텍스트 객체를 디스플레이한 단지 하나가 현 선택부로서 선택되고 디스플레이된다. 도 4a에서 예

를 들어, 하이퍼텍스트 앵커(101)는 하이라이팅(118)에 의해 현 선택부로서 선택되고 지시된다. 하이퍼텍스트 앵커를 선

택할 때마다, 사용자는 "입력"버튼(19)를 누름으로써 또 다른 웹 페이지로 이 링크를 작동시킬 수 있다. 현 선택부를 변화

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리모트콘트롤(11)상의 방향버튼(15-18)의 어느 하나를 누름으로써, 선택부를 "이동"하고자 하

는 방향에 지정한다. 이들 입력중 하나에 대응하여, 응용 소프트웨어(31)는 HTML 문서내의 다른 하이퍼텍스트 객체중 하

나를 결정하고, 있다면, 새로운 현 선택부로서 선택하고 디스플레이한다. 종래의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스크린 상의 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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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커서를 연속적인 이동으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언제 커서가 하이퍼텍스트 앵커와 일치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요구

된다. 반대로, 본 발명은 모든 하이퍼텍스트 객체의 위치를 결정하고 리모트콘트롤(11)로부터 수신된 입력을 근거로하여

새로운 하이퍼텍스트 앵커를 선택한다. 사용자에게는 하이퍼텍스트 객체의 위치결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여기서, 사용자가 예를들어 현 선택부, 하이퍼텍스트 앵커(101)를 새로운 하이퍼텍스트 앵커-앵커(104)로 바꾸고자 한다

고 가정해 보자, 본 발명은 이것을 리모트콘트롤(11)상의 방향버튼(15-19)중 하나를 누름으로써 가능케 한다. 도 4b는 하

이라이팅(118)에 의해 지시된 바와같이, 현 선택부처럼 앵커(104)로 디스플레이된 웹 페이지(100)를 설명하고 있다. 리모

트콘트롤(11)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모든 디스플레이된 하이퍼텍스트 앵커를 통해서 현 선택부를 연속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또한 문서를 스크롤함으로써 현재 디스플레이되지 않은 현재의 HTML 문서내의 하이퍼텍스트 앵커를 선택하고 액

세스할 수 있다.

도 5는 바로 설명된 기능을 허용하기 위해 응용 소프트웨어(31)에 의해 실행된 데이터구조를 설정하는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 초기에, HTML 문서는 네트워크 통신수단(29)을 경유하여 수신된다(단계 501). 그 다음 그 HTML 문서는 텍스트와

태그로 분석된다(단계 502). 그 분석된 HTML 문서로부터, 현재의 HTML 문서에서 디스플레이어블의 리스트가 발생된다

(단계 503). 디스플레이어블은 텍스트 또는 영상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HTML 문서에서 디스플레이어블을 지정

하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어서 여기서 논의될 필요는 없다. 디스플레이어블의 리스트로부터, 셀렉터블(예, 하이퍼텍스트

앵커)의 정렬된 리스트가 발생된다(단계 504).

셀렉터블의 리스트는 삽입정렬경로에 따라 발생될때 정렬된다. 이것은 디플레이되기 때문에, 그 셀렉터블들은 웹페이지상

의 그들의 위치조정에 따라서 정렬된다. 더 상세하게, 셀렉터블의 리스트는 영어로 쓰여지거나 읽어지는 방향(예, 좌에서

우, 위에서 아래)에 따라서 형성된다. 정렬시키는 것은 먼저 수직위치에 따라서, 그다음 수평위치에 따라서 실행된다. 따라

서, 셀렉터블은 웹페이지상 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어떠한 셀렉터블전의 위치에의 셀렉터블 리스트에 삽입시킬 수 있다;

셀렉터블은 같은 수직위치를 가지지 않는 웹페이지상의 좌측에 나타나는 어떠한 셀렉터블전의 위치에의 셀렉터블 리스트

에 또한 삽입시킬 수 있다.

셀렉터블 리스트를 발생시키는 삽입정렬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수직적인 위치 조정의 결정은 주어진 셀렉터블이 셀렉터블

리스트내의 현 엔트리의 "위" 또는 "아래"에 떨어지는지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 이 결정은 두 셀렉터블 사이에 수직방향으

로 종종 겹친다는 사실에 의해 복잡하게 될 수 있다. 도 4a와 4b에서, 예를들어, 앵커(109)와 앵커(110)사이에 수직 겹침

이 있다. 본 발명은 다음 방식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한다: 주어진 셀렉터블과 다른 셀렉터블 사이에 겹침이 있다면, 주어진

셀렉터블은 두개의 셀렉터블 사이의 겹침이 두 셀렉터블중 더 작은 것의 높이의 절반보다 적다면, 그리고 주어진 셀렉터블

의 정상이 다른 셀렉터블의 바닥아래에 있다면 또 다른 셀렉터블의 "아래"에 있다고 간주된다. 겹침이 두 셀렉터블중 더 작

은 것의 높이의 적어도 절반이거나 주어진 셀렉터블의 정상이 또 다른 셀렉터블의 바닥아래에 있지 않다면, 주어진 셀렉터

블은 다른 셀렉터 "아래"에 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같은 기준은 언제 주어진 셀렉터블이 다른 셀렉터블 "위"에 있

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다. 보다, 아래에 논의 될 바와 같이, "위"와 "아래"의 조건을 규정짓는 이러한

방법은 또한 사용자 입력에 대응하여 현 선택부를 이동시키는데 사용된다.

여기서 예를들은 도 4a 와 4b를 참조하여, 웹 페이지(100)로 부터 발생된 셀렉터블의 정렬된 리스트는 다음 시퀀스를 가

질 수 있다(참조 숫자에 의해 리스트 된); 101,102,104,103,105,106,107,108,109,110,112,111,113,114,115. 실제 실행

에서, 셀렉터블의 정렬된 리스트는 디스플레이어블의 리스트에 기재되는 포인터의 리스트를 실제로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웹페이지(100)를 정상에서 바닥으로(영어로)읽는 중에, 앵커(103)를 포함하는 텍스트의 라인위에 있는

텍스트의 라인에 앵커(104)가 있기 때문에, 앵커(103)를 만나기 전에 앵커(104)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 결과적

으로, 앵커(104)는 셀렉터블의 정렬된 리스트에서 앵커(103) 전에 나타난다. 앵커(112)는 셀렉터블의 정렬된 리스트에서

앵커(111) 전에 나타난다는 것을 더 주의하라; 이것은 이들 두 앵커사이의 수직방향으로 겹침이 있고, 겹침의 양이 앵커

(112)의 전체높이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앵커(111 및 112)는 웹페이지(100)상에서 같은 수직등급을 가진다

고 생각된다. 그러나, 앵커(112)는 앵커(111)의 좌측에 나타나기 때문에, 앵커(112)는 앵커(111)앞서 정렬된 리스트에 삽

입된다.

리모트콘트롤(11)을 사용하여 하이퍼텍스트 앵커 사이의 선택부를 이동시키는 방법은 여기서는 도 6, 7a 그리고 7b를 참

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상기된 바와같이, 사용자는 현 선택부를 좌버튼(15) 또는 우버튼(16)을 누름으로써 하나의 하이퍼

텍스트 앵커에 의해 각각 좌 또는 우로 이동시킬 수 있다. 버튼(15) 또는 버튼(16)중 어느 하나와 일치하는 IR신호를 수신

하는 것에 대응하여, 본 발명의 소프트웨어(31)(특히, 선택핸들러(55))는 새로운 현 선택부를 결정하는 정렬된 리스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하나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즉, 좌측버튼(15)을 누르면, 새로운 현 선택부는 현 선택부로부터 정렬된 리

스트에서 더 높은 하나의 위치가 될 것이고, 반면 우측버튼(16)을 누르면, 새로운 현 선택부는 현 선택부로부터 정렬된 리

스트에서 더 낮은 하나의 위치가 될 것이다. 방향버튼(15-18)중 하나를 누름에 대응하여, 새로운 현 선택부가 결정되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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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이팅(118)은 새로운 현 선택부를 지시하기 위해 이동될 것이다. 아래에 논의될 바와 같이, 그 현 선택부를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스크린이 스크롤된다. 상기된 바와같이, 사용자는 "입력"버튼(19)를 누름으로써, 현 선택부의 하이퍼텍스트 링

크를 작동시킬 수 있다.

다운 버튼(18)을 누름에 대응하여 현 선택부의 이동은 여기서는 도 7a를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다운 버튼(18)을 누를

때, 현 선택부 다음에 정렬된 리스트에 나타나는 각각의 엔트리(셀렉터블)는 이것이 '베스트 추정(Best Guess)'인지를 결

정하는 다음 경로에 따라서 조사된다. 베스트 추정은 최소한 임시로, 최종 사용자 입력을 근거로하여 새로운 현 선택부가

가장 유사한 셀렉터블이라고 생각되는 셀렉터블이다. 리스트 안의 각각의 엔트리가 테스트됨에 따라 현재 베스트 추정이

라고 생각되는 어떠한 엔트리도 테스트된 셀렉터블이 좋은 선택으로 결정된다면 테스트된 셀렉터블에 의해 교체될 수 있

다. 리스트의 끝부분에 도달할 때마다, 베스트 추정으로서 지적된 셀렉터블은 새로운 현 선택부로 받아지게 될 것이다. 따

라서, 하이라이팅(118)은 사용자에게 새로운 현 선택부를 지시하기 위해 이동될 것이다.

다운 버튼(18)을 누름에 대응하여, 응용 소프트웨어(31)는 초기에 셀렉터블의 정렬된 리스트에서 어떤 셀렉터블이 현재

셀렉터블후의(예, 현 선택부 후의)다음 셀렉터블인지를 결정한다(단계 701); 이 결정의 결과는 여기서는 셀렉터블_I로 명

명될 것이다. 다음, 그 결정은 셀렉터블_I가 스크린상에 현재 디스플레이되는지로 구성된다(단계 702). 그렇지 않다면, 스

크린은 소정된 수의 화소에 의해 아래로 스크롤되지만 전체 스크린보다 적다(단계 714). 화소의 수는 본질적으로는 임의

의 값이지만, 대표적인 화소의 수는 100 이다. 스크린이 소정의 화소의 수에 의해 아래로 스크롤된 후에, 또 다른 결정은

셀렉터블_I가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 되는지로 구성된다(단계 715). 셀렉터블_I가 아직도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되지 않

는다면, 현 선택부는 변화되지 않고, 하이라이팅(118)은 이동되지 않는다(단계 713). 현 선택부가 스크롤후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면, 디스플레이되는 선택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화소의 소정된 수에 의해 아래로 스크롤된 후에 셀렉터블_I가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된다면, 또는 셀렉터블_I가

초기에 디스플레이되었다면, 다음에 결정은 현 선택부와 셀렉터블_I 사이의 수직겹침이 현 선택부와 셀렉터블_I중 더 작은

것의 높이의 절반보다 더 적은지로 구성된다(단계 703). 그러한다면, 결정은 셀렉터블_I의 정상이 현 선택부의 정상 아래

에 있는지로 구성된다(단계 704). 이들 두 결정 시퀀스는 원한다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 이들 두 결정은 셀렉터

블의 정렬된 리스트를 발생시킬때의 "아래"조건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같은 테스트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주의하라.

이들 두 결정 중 어느 하나에서의 대답이 "No"이라면, 진행은 셀렉터블_I가 정렬된 리스트에서 최종 셀렉터블인지의 결정

으로 진행된다(단계 711). 셀렉터블_I가 리스트에서 최종 셀렉터블이 아니다면, 리스트에서 다음 셀렉터블을 셀렉터블_I

로 간주하여(단계 718,701) 도 7a와 7b의 시퀀스는 반복된다. 선택적으로, 셀렉터블_I가 리스트에서 최종 셀렉터블이라

면, 아래에 설명된 바와같이(단계 712), 새로운 현 선택부는 현재 지시되는 어떠한 셀렉터블도 베스트 추정으로 간주된다.

(단계 703에서) 현 선택부와 셀렉터블_I 사이의 수직겹침이 현 선택부와 셀렉터블_I중 더 작은 것의 높이의 절반보다 적

고, (단계 704에서)셀렉터블_I의 정상이 현 선택부의 정상아래에 있다면(단계 704), 다음에는 현재 베스트 추정이 있는지

가 결정된다(단계 705). 아직도 베스트 추정이 없다면, 베스트 추정은 셀렉터블_I로 간주된다(단계 710). 다시, 셀렉터블_I

가 리스트에서 최종 셀렉터블이 아니라면, 진행은 리스트내의 다음 엔트리로 시작부터 반복한다. (단계 705에서) 이미 베

스트 추정이 있었다면, 결정은 셀렉터블_I의 정상에지가 베스트 추정 셀렉터블의 바닥에지 보다 더 높은 수직위치(더 작은

"Y"좌표)를 가지는지로 구성된다(단계 706). 그렇지 않다면, 현 베스트 추정보다 스크린상에서 더 낮기 때문에 셀렉터블_I

는 잠재적인 새로운 베스트 추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셀렉터블_I를 간주하지 않는 이유는 셀렉터블_I위에 있

지는 않지만 현 선택부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셀렉터블이 있다면 사용자는 현 선택부에서 셀렉터블로 건너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따라서, 그 상황에서, 셀렉터블_I는 리스트에서 최종 셀렉터블인지에 대하여(단계 711), 결정이 다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다면, 리스트내의 다음 엔트리를 사용하여 시작(단계 718,701)부터 진행이 반복된다.

(단계 706에서) 셀렉터블_I의 정상이 베스트 추정의 바닥 보다 더 높다면, 얼마나 많은 겹침, 추정 겹침이(있다면) 수평방

향에서 베스트 추정과 현재 선택부 사이에 있는지를 결정한다(단계 707). 유사하게, 결정은 얼마나 많은 수평 겹침, 셀렉터

블 겹침이(있다면) 셀렉터블_I와 현재 선택부 사이에 있는지(단계 708)로 구성된다. 추정 겹침이 셀렉터블 겹침 보다 적다

면(단계 709), 베스트 추정은 셀렉터블_I에 의해 교체된다(단계 710); 즉, 그러면 셀렉터블_I는 새로운 베스트 추정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셀렉터블의 정렬된 리스트에서의 다음 엔트리를 이용하여 진행은 반복하고, 셀렉터블_I가 리스트상의 최

종 셀렉터블이 아니였다고 가정한다.

(단계 709에서) 추정 겹침은 셀렉터블 겹침보다 적지않다면, 두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첫번째 상황은 겹침의 양이 같

다(즉, 추정겹침=셀렉터블겹침)는 것이다. 두번째는 셀렉터블 겹침이 추정겹침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평겹

침의 양은, 추정겹침과 셀렉터블 겹침이 모두 제로일때(즉, 셀렉터블_I도 베스트 추정도 수평적으로 현 선택부와 겹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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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때), 같게 될 것이다. 추정겹침과 셀렉터블 겹침이 같다면, 셀렉터블_I의 좌측에지가 현 선택부의 좌측에지에서 떨어

져 있는 것보다 베스트 추정의 좌측에지가 현 선택부의 좌측에지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단계 717)만 셀렉터블_I는

새로운 베스트 추정으로 간주된다(단계 710에서). 반면에, 리스트내의 다음 셀렉터블을 사용하여 진행은 반복한다.

추정 겹침이 셀렉터블 겹침이상이고 그리고 (1) 추정 겹침이 셀렉터블 겹침과 같지 않거나, 또는 (2) 셀렉터블_I의 좌측 에

지가 현 선택부의 좌측에지에 있는 것보다 베스트 추정의 좌측에지가 현 선택부의 좌측에지에 더 가까이 있는 것(단계 716

과 717)중 어느 하나라면, 베스트 추정은 보류되고, 진행은 반복한다(셀렉터블_I가 리스트내의 최종 셀렉터블이 아니였다

면).

리스트내의 최종 셀렉터블이 방금 설명된 진행을 사용하여 테스트될 때마다, 현재 베스트 추정인 어떠한 셀렉터블도 새로

운 현 선택부로 간주된다(단계 712). 그러면 새로운 현 선택부는 하이라이트된다(단계 713).

도 7a의 진행은 여기서는 도 6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 6은 수 많은 하이퍼텍스트 앵커(131-136)를 도시하고 이들

앵커사이의 어떤 공간적인 관계를 정의한다. 도 6에서 앵커의 정렬된 셀렉터블 리스트는 다음 시퀀스; 132,131,133,

134,135,136을 가질 수 있다. 리모트콘트롤(11)상의 다운버튼(18)을 누름으로써 사용자는 바로 입력에 들어갔다고 더 가

정해 보자, 이에 대응하여, 응용 소프트웨어(31)는 셀렉터블(131)을 따르는 정렬된 셀렉터블 리스트내의 엔트리를 조사하

는(예, 셀렉터블(133)로 시작하는)진행을 개시한다. 이것은 "위"셀렉터블(131)(상기된 기준에 따라서)이고 그러므로 다운

버튼(18)을 누름에 대하여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셀렉터블(132)은 정렬된 리스트 내의 131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주의하

라. 그러므로, 도 7a의 경로에 따라서, 셀렉터블(133)과 셀렉터블(131) 사이의 수직 겹침의 양은 있다하더라도, 결정되어

있다. 이 예에서, 겹침의 양은 네가지 유니트이다. 도 6에서 나타난 치수는 단지 설명하기 위해 주어지고 필수적으로 어떤

유니트, 예를들어, 화소와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셀렉터블(133)과 셀렉터블(131) 사이의 (네가지 유니트) 수직 겹침의

양은 이들 두 셀렉터블중 더 작은 것의 높이의 절반(셀렉터블(133)의 높이의 절반, 이것은 6/2, 또는 3)보다 더 크고, 셀렉

터블(133)은 "아래" 셀렉터블(131)로 고려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현재 베스트 추정이 없기 때문에, 셀렉터블(133)은 무

시되고, 리스트내의 다음 셀렉터블, 셀렉터블(134)이 조사된다(현재, 베스트 추정이 있었다면, 그 베스트 추정은 보류될

수 있다.)

셀렉터블의 정렬된 리스트를 통해 계속해서, 셀렉터블(134)은 두개의유니트에의해 수직방향으로 셀렉터블(131)에 겹친

다. 두개의 유니트는 이들 두 셀렉터블(높이에서 같은)중 더 작은 것의 높이의 절반보다 적다. 보다, 셀렉터블(133)의 정상

에지는 셀렉터블(131)의 정상에지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셀렉터블(134)은 "아래"셀렉터블(131)로 간주되고, 그리고 셀

렉터블(134)은 새로운 베스트 추정으로 간주된다(단계 710). 조사되는 다음 셀렉터블은 셀렉터블(135)이다. 셀렉터블

(135)은 셀렉터블(131)에 겹치지 않고, 그러므로,현 선택부아래에 있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셀렉터블(135)의 정상에지는

베스트 추정, 셀렉터블(134)의 바닥에지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셀렉터블(135)은 현 베스트 추정, 셀렉터블(134)보다 "더

좋은"베스트 추정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셀렉터블(134)은 베스트 추정으로 보류되고, 리스트내의 다음 셀렉터블, 셀렉터

블(136)은 조사된다. 필수적으로 같은 분석이 셀렉터블(135)에서와 같이 셀렉터블(136)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정렬된 리

스트의 끝부분에 도달했을 때, 베스트 추정은 셀렉터블(134)을 남긴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현 선택부는 셀렉터블(134)이

다고 결정된다. 따라서, 셀렉터블(134)은 지적할 수 있게 하이라이트된다.

상이한 시나리오에서, 현 선택부는 셀렉터블(132)이고 다운 버튼(18)을 누른다고 여기서 가정해 보자, 셀렉터블(132)후

셀렉터블의 정렬된 리스트내의 다음 셀렉터블은 셀렉터블(131)이다. 그러므로, 셀렉터블(131)은 조사되는 첫번째 셀렉터

블이다. 셀렉터블(131)은 네개이상의 유니트에 의해 셀렉터블(132)에 겹치지 않는다(셀렉터블(131)의 1/2높이). 보다, 셀

렉터블(131)의 정상에지는 셀렉터블(132)의 정상에지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셀렉터블(131)은 "아래"셀렉터블(132)로

간주되고, 베스트 추정으로 간주된다. 정렬된 리스트를 통해 이동하여, 조사될 다음 셀렉터블은 셀렉터블(133)이다. 셀렉

터블(133)은 현 선택부, 셀렉터블(132) "아래"에 있다는 조건을 접한다. 더욱이, 셀렉터블(133)의 정상에지는 현 베스트

추정, 셀렉터블(131)의 바닥에지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셀렉터블(133)은, 지금까지는 고려대상에서 제거되지 않는

다. 대신에, 수평겹침의 양은 셀렉터블(133)과 현 선택부 셀렉터블(132)사이에서, 그리고 셀렉터블(131)과 현 선택부사이

에서 결정된다. 이런 경우에, 셀렉터블(131)과 셀렉터블(133)모두 현 선택부, 셀렉터블(132)와수평 겹침이 없다. 그러므

로, 다음 단계는 현 선택부의 좌측 에지가 셀렉터블(131)의 좌측에 가까운지 아니면 셀렉터블(133)의 좌측에지에 가까운

지를 결정(단계 717)하는 것이다. 여기서, 131의 좌측에지가 더 가깝다. 그러므로, 셀렉터블(131)은 베스트 추정으로서 보

류된다(단계 710). 그러면 상기 진행은 정렬된 리스트의 끝부분에 도달할때까지 정렬된 리스트내의 다음 셀렉터블, 셀렉

터블(134)와 기타등등을 조사함으로써 계속된다. 그 점에서, 그 베스트 추정은 새로운 현 선택부로 간주된다.

더욱 다른 시나리오에서, 현 선택부는 셀렉터블(133)이고, 다운버튼(18)을 방금 눌렀다고 가정해 보자. 셀렉터블(134)은

조사될 리스트내의 첫번째 셀렉터블이다. 셀렉터블(134)와 (133)사이의 겹침은 이들 두 셀렉터블 중 더 작은 것의 절반높

이보다 더 크다(즉, 6/2, 또는 3 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셀렉터블(134)은 고려대상에서 제거된다. 이점에서 베스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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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다. 다음에 셀렉터블(135)이 고려된다. 셀렉터블(135)은 현 선택부, 셀렉터블(133)과 수직으로 겹치지 않고, 셀렉터

블(135)의 정상은 현 선택부의 정상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셀렉터블(135)은 베스트 추정으로 간주된다. 다음에, 셀렉터

블(136)이 고려된다. 셀렉터블(136)은 현 선택부와 겹치지 않고, 그리고 셀렉터블(136)의 정상에지도 셀렉터블(135)의

바닥에지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베스트추정과 현 선택부 사이의 수평 겹침(추정 겹침)과 그리고 셀렉터블(136)과

현 선택부 사이의 수평겹침(셀렉터블 겹침)은 결정된다. 그 추정 겹침은 제로이다. 그러나, 셀렉터블 겹침은 네가지 유니트

이다. 그러므로, 셀렉터블 겹침이 추정 겹침보다 크기 때문에, 셀렉터블(136)은 새로운 베스트 추정으로 간주된다. 보다,

셀렉터블(136)은 정렬된 리스트에서 최종 셀렉터블이기 때문에, 새로운 현 선택부는 현 베스트 추정, 셀렉터블(136)로 간

주된다.

업 버튼(17)을 누름에 대응하여 선택부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도 7c와 7d에 설명되어 있다. 업 버튼(17)의 과정은 실질적

으로 다운버튼(18)의 과정(도 7a와 7b)과 동일하고 그러므로 단계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는 주의되어야 한다. 업 버튼(17)에 응하여 다운 버튼(18)에 대한 과정과 대조하여; (1) 셀렉

터블의 리스트내의 엔트리는 현 선택부를 진행시키는 리스트내의 모든 셀렉터블이 조사될 때까지, 현 선택부를 즉시 진행

시키는 셀렉터블로 시작하는 리스트를 통해서 뒤로 이동하여(앞으로 이동하지 않음)조사되고(단계 751,768); (2) 수직 겹

침의 양은 하나의 셀렉터블, 셀렉터블_I가 현 선택부 "아래"가 아닌, "위에" 있는지를 결정(단계 754)하기 위해 계산되고;

(3) 셀렉터블_I의 바닥이 현재 베스트 추정의 정상 아래에 있다면, 셀렉터블_I는 가능성 있는 새로운 현 선택부로서 무시되

고; 그리고 (4) 셀렉터블_I가 현재 디스플레이되지 않았다면, 스크린은 화소의 소정된 수(예, 100)에 의해 스크롤 업(다운

이 아님)된다.

Ⅲ. 오디오 기능

응용 소프트웨어(31)는 네트워크 통신수단(29)을 경유하여 다운로드 되는 오디오 데이터를 근거로하여 음악과 그리고 다

른 음향을 텔레비젼세트(12)의 스피커를 통해 플레이되게 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다운로드된 오디오 데이터는 MIDI(악기

용 디지털 인터페이스), MPEG(전문사진가 그룹), 리얼 오디오, .AU, .AIFF, .WAV 등등과 같은, 수많은 상이한 포멧중 어

느 하나에 있다. 박스(10)에 의해 해독될때마다, 수신된 오디오 정보는 링크(6)의 오디오 채널을 경유하여 텔레비젼세트

(12)에 제공된다.

A. 배경음악

WebTV 서비스는 사용자가 웹을 검색하고 있는 동안에, 사용자에게 배경음악 또는 다른 음향효과(여기서는 간단히 "배경

음악")를 제공하기 위해 박스(10)에 오디오 데이터를 제공한다. 배경음악은 링크(6)의 오디오 채널을 채우고, 이것은 사용

자가 그 자신의 배경을 제공하는 웹 페이지나 오디오 파일에 링크를 작동시키지 않았다면, 달리 사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

로, 사람들은 텔레비젼을 보면서 소리를 듣는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WebTV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배경음악은 사

용자에게 좀더 텔레비젼을 보는 것 같이 웹 검색 경험을 보게 만든다. 추가로, 배경음악은 사용자의 행동과 비동기적

(asynchronous)이고 독립적으로 클라이언트시스템에 로드되고, 그래서 사용자는 오디오를 듣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

다.

배경음악을 발생시키는 오디오 데이터는 상기 오디오 포맷중 하나에 있을 수 있다. 배경음악은 RAM(23)으로 다운로드될

수 있고 즉시 플레이되거나 나중 사용을 위해 간단히 보류될 수도 있다. 선택적으로, 다운로드된 오디오 파일은 플래시 메

모리(22b)로 기억되게 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플레이되는 배경음악은 앞서 메모리에 저장되었던 오디오파일, 또는 서버

(5)로부터 다운로드 중에 있는 오디오파일, 또는 이들 기술의 결합으로부터 산출될 수 있다.

배경음악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보고 있는 동안과 웹 페이지가 다운로드되는 동안에 사용자에게 플레이된

다. 도 11a에 의해 설명되는 하나의 실시예에서, 배경음악의 하나의 시퀀스를 발생시키는 파일은 배경음악 전의 시퀀스가

플레이하는 것을 멈춘후에만(단계 1101) 서버(5)로부터 다운로드된다(단계 1102). 이 실시예는 도 11b에서 설명된 제 2

실시예와 비교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1)에서 메모리 소모를 줄인다. 도 11b의 실시예에서, 배경음악의 현시퀀스는 다음

시퀀스를 발생시키는 파일이 서버(5)로부터 다운로드되고 있는 동안에(단계 1102), 사용자에게 플레이된다. 또한 도 11b

의 실시예는 사용자에게 연속적이고 중단되지 않는 스트림의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잇점이 있다.

그러나, WebTV 배경음악은 디스플레이되는 웹 페이지가 그 자신의 배경음악을 제공할 때마다 중지되며, 따라서 그 웹 페

이지와 관련된 배경음악이 대신 플레이된다. 사용자가 그 웹 페이지를 떠날 때마다, WebTV 배경음악은 다시 계속된다.

추가로, 사용자가 특정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오디오 파일에 액세스했다면, 액세스한 오디오 파일이 작동되는 동안에

WebTV 배경음악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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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또한 응용 소프트웨어(31)는 어떤 특수 음향효과를 제공한다. 그 특수 음향효과는 배경음악위에 놓여진다(즉, 동

반하여 작동한다). 음향효과의 일부는 사용자에게 리모트콘트롤(11)을 동작시킬때의 오디오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사용된

다. 예를들어, 특수 음향효과는 리모트콘트롤(11)의 각각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본 발명의 사용자는 그가 웹을 검색하는

데 보통의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해 왔다면 그가 위치조정했던 것보다 디스플레이로부터 더 멀리 위치조정될 것 같기 때문

에, 이와 같은 오디오 피드백이 유리하다.

B. 오디오 패널

본 발명은 웹으로부터 다운로드된 오디오 파일과 관련된 오디오 기능을 제어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이 사용

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에게 도 8b에 설명된 "오디오 패널"형태로 주어진다. 오디오 패널은 오디오가 이용가능할때, 리모

트콘트롤(11)상의 옵션버튼(7)을 사용자가 누름으로써 액세스된다. 일반적으로 도 8a에 설명된 바와같이, 옵션버튼(7)을

사용자가 누름으로써 액세스된다. 옵션패널(140)은 현재 디스플레이된 웹 페이지(100)상에 겹쳐서 디스플레이된다. 옵션

패널(140)은 소프트 버튼(148-152)에 의해 액세스되는 WebTV 브라우저의 수많은 조정기능에의 액세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버튼(148-152)은 상기된 방식으로 리모트콘트롤(11)을 사용하여(더 상세하게, 리모트콘트롤(11)의 버튼(15-

19)) 선택되고 작동된다.

다운로드된 오디오 데이터가 플레이되는 동안에(하이퍼텍스트 링크를 오디오 파일에 적용시킴에 대응하여), 사용자가 옵

션패널(140)을 작동시키면, 도 8b에 설명된 바와같이, 옵션패널은 오디오 패널(154)로 디스플레이될 것이다. 액세스되어

야 할 최종 하이퍼텍스트가 오디오 데이터에 액세스되지 않았다면, 도 8a에 설명된 바와같이, 옵션패널(140)은 오디오 패

널(154)없이 디스플레이된다. 즉, 오디오 패널(154)은 오디오 데이터가 플레이되는 동안에만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또한

도 9는 옵션 패널을 디스플레이하는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 옵션버튼(7)을 누름에 대응하여, 오디오 패널이 가능하다면(단

계 901), 옵션패널은 오디오 패널과 함께 디스플레이된다(단계 902). 오디오 패널이 가능하지 않다면(단계 901), 옵션패

널은 오디오 패널없이 디스플레이된다(단계 903).

오디오패널(154)은 타이틀바(142), 정지버튼(143), 플레이버튼(144), 휴지버튼(145), 고속진행버튼(146), 되감기버튼

(147), 그리고 오디오 범위(153)를 포함한다. 그들의 명칭에 의해 지적된 바와같이, 버튼(143-147)은 오디오 데이터로부

터 발생시키는 오디오 시퀀스(음향)와 오디오 데이터를 제어하는 것이다(예, 오디오 시퀀스를 작동시키는 것, 오디오 시퀀

스를 되감는 것, 등등). 이때에 어느 한점에서 현재 선택된 버튼은 하이라이팅(118)에 의해 지시된다. 버튼(143-147)은 상

기의 방식으로 리모트콘트롤(11)(즉 리모트콘트롤(11)의 버튼(15-19))을 사용하여 선택되고 작동된다. 타이틀바는 현재

작동되는 오디오 파일의 타이틀 명칭을 나타낸다.

오디오범위(153)는 작동되고 있는 오디오 시퀀스를 표시하는 움직이는 오디오 파형이 나타난 디스플레이이다. 스테레오

데이터의 경우에는 도 8a에 설명된 바와 같이, 좌측오디오 채널에 대한 하나의 파형과 우측오디오 채널에 대한 하나의 파

형, 두파형이 나타난다. 그 파형은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그래픽 도형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발생된다. 그 파형은 오디오

시퀀스가 플레이에 따라 오디오 범위(153)를 가로질러 수평적으로 스크롤되고, 그래서 사용자가 이때에 어느 한점에서 들

을 수 있는 음향은 현재 오디오 범위(153)에서 디스플레이된 파형에 의해 나타난다.

도 10은 사용자가 웹 페이지상의 하이퍼텍스트 앵커를 작동시켰을 때 오디오 패널의 디스플레이 가능 또는 불가능에 대한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 초기에, 앵커의 URL에 의해 지정된 웹 사이트이 클라이언트 시스템(1)에 의해 액세스된다(단계

1001). 그러면 액세스된 파일이 검색되고, 상태지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는지를 지시하기 위해

다운로드하는 동안에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된다(단계 1102). 다운로드된 HTML 파일은 일반적으로 MIME(다목적 인터

넷 메일 확장자) 헤더(header)를 포함하고, 이것은 파일의 내용 유형을 특정한다. 또한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에, 클라이언

트 시스템(1)은 그 파일이 MIME 헤더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단계 1004). 그 파일이 MIME 헤더를 포함하고 있다

면, 그 헤더는 그 파일의 내용 유형을 결정하기 위해 조사된다. 그 파일이 오디오 내용을 포함한다면, 오디오 패널의 디스

플레이가 가능하고(단계 1006)오디오 파일이 플레이된다(단계 1007). 파일이 오디오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오디오

패널의 디스플레이가 불가능하고(단계 1009), 그리고 검색된 파일은 정상적으로 디스플레이된다(단계 1010).

(단계 1004에서) 파일이 MIME 헤더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있다하더라도, 클라이언트 시스템(1)은 다운로드된 파일의 파

일확장자를 조사하여 내용유형을 결정한다. 예를들어, 파일확장자 .AU, .WAV, 그리고 AIFF은 오디오 내용을 지시한다.

파일확장자로부터 내용유형을 결정한 후에, 상기된 바와같이, 경로는 진행한다(단계 1005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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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시스템(1)은 되감기, 휴지, 또는 고속진행과 같은 특정 오디오 기능을 주어진 다운로드된 파일에 적용시킬지를

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들어, 고속진행기능(버튼(146))은 리얼 오디오(Real Audio)와 같은 라이브 오디오 스

트림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정 오디오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응하는 버튼은 자동적으로는 불가능

하다(즉, 기능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디스플레이 또는 디스플레이되지 않음은 활용할 수 없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웹 사이트로부터 액세스하였던 오디오 파일을 메모리에 세이브할 수 있다. 예를들어, 사용자

가 배경음악파일과 같은 오디오 파일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파일은 배경음악선택부의 반복하는 시퀀스의 한부분

으로서 자동적으로 플레이된다. 다운로드된 오디오 파일은 옵션패널상에 디스플레이된 세이브 버튼(151)을 사용하여 메

모리에 세이브될 수 있다.

또한, 웹 브라우저에서 오디오 기능을 제어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방법과 장치는 설명되었다. 본 발명이 특정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었을지라도, 청구항에서 설명될 바와 같이 더 넓은 사상과 범위에서 벗어남이 없이 이들 실시예

는 다양한 수정과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명세서와 도면은 제한되기 보다는 예시적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구성으로 오디오 기능을 제어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갖는 네트워크 사이트에 액세스하기 위한 서버 및 상기 네트워크 사이트를 브라우징할 목적으로

상기 서버와 통신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포함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상기 네트워크 사이트를 브라우징하는 동안

오디오 출력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버를 통해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사이트를 브라우징하는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 및 상기 서버 사이에 연결을 확립하는

단계;

상기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사이트를 브라우징하는 동안 액세스되는 콘텐츠에 독립적이며 또한 자동적으로, 상기 클라이

언트 시스템이 상기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되는 배경음악을 수신하는 단계;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사이트가 브라우징될 때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상기 다운로드된 배경음악을 플레이하는 단계;

및

별개의 오디오 배경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사이트가 액세스되거나 또는 오디오 파일이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활성화되는 경

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배경음악의 플레이를 중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배경음악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의 사용자의 액션에 비동기적이고 독립적으로 다운로드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텔레비젼 세트를 포함하고, 상기 배경음악이 브라우징 동안에 상기 텔레비젼 세트

상에서 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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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텔레비젼 세트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의해 브라우징된 네트워크 사이트로부터 컨텐츠를 디스플

레이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운로드된 배경음악을 플레이하는 단계가, 상기 배경음악을 다운로드할 때 상기 배경음악을 즉시

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운로드된 배경음악을 플레이하는 단계가, 상기 배경음악이 다운로드된 후 이 배경음악을 저장하

고, 그 후 나중에 네트워크 사이트의 브라우징을 하는 동안에 이 배경음악을 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배경음악을 다운로드하는 단계가, 이전 파일의 플레이가 끝난 이후에 이와는 다른 음악파일을 순

차적으로 다운로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배경음악을 다운로드하는 단계가, 현재의 파일이 플레이되는 동안, 플레이될 그 다음 배경음악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입력 디바이스의 조작에 대응하는 오디오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다

른 특수음향효과를 배경음악 위에 중첩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입력 디바이스에 의해 대화식으로(interactively) 선택될 수 있는 복수의 오디오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오디오 제어패널을 브라우징되고 있는 네트워크 사이트 위에 중첩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제어패널을 중첩시키는 단계가, 네트워크 사이트에서의 오디오 데이터가 라이브 오디오인

지를 판단하고, 만일 그렇다면 오디오 제어패널의 적어도 하나의 기능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디스에이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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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항에 있어서, 각각의 오디오 기능이 다운로드된 오디오 데이터에 대해서 실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다운로드된 오디오 데이터에 대해 수행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 오디오 기능에 대응하는 오디오 제어

패널의 대상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디스에이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데이터가 하이퍼링크의 선택에 응답하여 다운로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제어패널이 네트워크로부터 다운로드되고 있는 오디오 파일에 응답하여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사이트를 브라우징하기 위한 사용자 입력이 원격 입력디바이스로부터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갖는 네트워크 사이트에 액세스하기 위한 서버를 포함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와 통신하는 클라이언

트 시스템의 오디오 출력을 상기 네트워크 사이트를 브라우징하는 동안 제어하는 컴퓨터-실행가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저장매체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실행가능 프로그램이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될 때,

서버를 통해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사이트를 브라우징하는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 및 상기 서버 사이에 연결을 확립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사이트를 브라우징하는 동안 액세스되는 콘텐츠에 독립적이며 또한 자동적으로, 상기 클라이

언트 시스템이 상기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되는 배경음악을 수신하고;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사이트가 브라우징될 때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상기 다운로드된 배경음악을 플레이하고;

별개의 오디오 배경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사이트가 액세스되거나 또는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오디오 파일이 활성화되는 경

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배경음악의 플레이를 중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실행가능 프

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배경음악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의 사용자의 액션에 비동기적이고 독립적으로 다운로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실행가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저장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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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텔레비젼 세트를 포함하고, 상기 배경음악이 브라우징 동안에 상기 텔레비젼 세

트상에서 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실행가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텔레비젼 세트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의해 브라우징된 네트워크 사이트로부터 컨텐츠를 디스플

레이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실행가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21.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다운로드된 배경음악을 플레이하는 기능이 상기 배경음악을 다운로드할 때 상기 배경음악을 즉시

플레이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실행가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22.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다운로드된 배경음악을 플레이하는 기능이 상기 배경음악이 다운로드된 후 이 배경음악을 저장하

고 그 후 나중에 네트워크 사이트의 브라우징을 하는 동안에 이 배경음악을 플레이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실행가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23.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배경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기능이 이전 파일의 플레이가 끝난 이후에 이와는 다른 음악파일을 순

차적으로 다운로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실행가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저장

매체.

청구항 24.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배경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기능이, 현재의 파일이 플레이되는 동안, 플레이될 그 다음 배경음악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실행가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저장매

체.

청구항 25.

제 17 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입력 디바이스의 조작에 대응하는 오디오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다른 특수음향효과를 배경음악 위에 중첩시키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실행가능 프로그램을 포함

하는 컴퓨터-판독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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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입력 디바이스에 의해 대화식으로 선택될 수 있는 복수의 오디오 기능을 실행

하기 위한 오디오 제어패널을 브라우징되고 있는 네트워크 사이트 위에 중첩시키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실행가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제어패널을 중첩시키는 기능이, 네트워크 사이트에서의 오디오 데이터가 라이브 오디오인

지를 판단하고, 만일 그렇다면 오디오 제어패널의 적어도 하나의 기능의 디스플레이를 디스에이블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실행가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각각의 오디오 기능이 다운로드된 오디오 데이터에 대해서 실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실행가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다운로드된 오디오 데이터에 대해 수행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 오디오 기능에 대응하는 오디오 제어

패널 항목의 디스플레이를 디스에이블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실행가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30.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데이터가 하이퍼링크의 선택에 응답하여 다운로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실행

가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제어패널이 네트워크로부터 다운로드되고 있는 오디오 파일에 응답하여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실행가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32.

제 17 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사이트를 브라우징하기 위한 사용자 입력이 원격 입력 디바이스로부

터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실행가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저장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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