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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움직이는 아이콘 표시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 Graphic User

Interface)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애니매이션 효과를 내는 아이콘을 화면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의 본 발명은 용량이 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제 1 메모리)에는 복수개의 아이콘과 관련된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

고, 상대적으로 용량이 적은 플래쉬 메모리(제2 메모리)에는 상기 아이콘이 저장되어 있는 하드 드스크의 위치정보를 저장

한 상태에서 무빙 아이콘 기능을 선택하면 제 2메모리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제1 메모리에 저장된 복수개의 아이콘을 순

차적으로 불러와서 각각의 아이콘을 순차적으로 일정한 시간만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발명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또한, 단순하게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정지된

아이콘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애니메이션,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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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움직이는 아이콘 표시방법이 적용되는 영상 및 사운드 기록/재생 장치의 개략적 시스템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움직이는 아이콘 표시방법이 적용되는 영상 및 사운드 기록/재생 장치의 블럭도, 그리고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움직이는 아이콘 표시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0 : 영상 기록/재생 장치 151 :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160 : 메인제어부 164 : 키입력부

  165 : 플래쉬 메모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움직이는 아이콘 표시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 Graphic User

Interface)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애니매이션 효과를 내는 아이콘을 화면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 컴퓨터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이콘은 응용프로그램이나, 기능, 어떤 개념 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개체 등을 나타내는 작은 이미지로서 많이 사용되며 아이콘의 모양은 보통 선택 가능하여 원하는 아이콘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로고와 같이 선택이 불가능한 이미지도 있다.

  한편, 웹페이지에서의 아이콘은 종종 다른 웹페이지의 토픽이나 정보분류를 나타내는 그래픽 이미지를 의미하는데, 대개

다른 페이지로 향하는 하이퍼링크가 숨겨져 있다. 일반적으로 아이콘들은 한 페이지내의 한두 곳의 장소에 모여있게 되는

데, 각각이 별개의 그래픽 파일일 수도 있고, 하나의 이미지 맵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이 아이콘은 컴퓨터나 웹페이지 뿐만이 아니라 멀티미디어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

램, 명령어, 또는 데이터 파일들을 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주요 정보에 조그만 그림 또는 기호를 만들어 화면에 표

시한 것을 많이 사용한다. 특히 기기와 사용자간의 인터페이스 중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

GUI)가 발달하면서 물리적인 공간의 제한없이 사용자들이 쉽게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아이콘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의 디지털미디어 제품에서는 이러한 아이콘들을 단순히 디스플레이 하는 것을 넘어서서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더라

도 보다 화려하고 재미있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가미하여 강력한 시각적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부분들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개의 아이콘이 필요로 하게

되고 따라서, 상기의 아이콘에 관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저장매체(HDD, CD 등)에 실제 아이콘데이타를 저장하고, 관련된 링크정보를 플래쉬메모리에 저장하

여 플래쉬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 디스플레이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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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단순하게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정지된 아이콘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한 움직

이는 아이콘 표시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움직이는 아이콘 표시방법의 바람직한 일실시예로는 용량이 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제 1 메모리)에 복수개의 아이콘과 관련된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메모리(제

2 메모리)에는 상기 아이콘이 저장되어 있는 하드 디스크의 위치정보를 저장한 상태에서 무빙 아이콘 기능을 선택하면 제

2메모리에 있는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제1 메모리에 저장된 복수개의 아이콘을 순차적으로 불러와서 각각의 아이콘을 일

정한 시간씩 순차적으로 디스플레이하도록 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무빙아이콘 기능선택단계에서는 제 1메모리에 저장된 모든 아이콘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장치

에 디스플레이하도록 하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아이콘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에서는 각각의 아이콘을 동일 위치에 디스플레이되도록 하여 무빙 아이콘 기능

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움직이는 아이콘 표시방법이 적용되는 영상 및 사운드 기록/재생 장치의 개략적 시스템 도면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영상 및 사운드 기록/재생 장치(100)는 디스플레이장치인 텔레비전(300)과 전송케이블(350)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영상 및 사운드 기록/재생 장치(100)는 외부 입력장치인 원격제어기(200)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처리하고, 표시정보를 텔

레비전(300)으로 전송한다. 여기서 외부입력장치는 적외선과 같은 무선신호를 송출하는 원격제어기(200) 뿐 아니라 유선

방식의 키보드와 같은 타 입력장치도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영상 및 사운드 기록/재생 장치(100)는 여러 개의 영상 및 사운드 소스로부터 제공되는 영상 및 사운드 신호를 적어도 하

나 이상 수신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영상 및 사운드 소스의 예로서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인입선, 컴

퓨터선 또는 모뎀선과 같이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다른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 및 사운드 기록/재생 장치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럭도가 도2에 도시되어 있다.

  도2를 참조하면, 영상 및 사운드 기록/재생 장치(100)는 입/출력 단자부(110), 튜너(121), 스위칭부(123), 입/출력 제어

부(125), 엠펙 인코더(141),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151), 디스크 플레이어(155), 메인제어부(160)를 포함하여 구성

된다.

  입/출력 단자부(110)는 다양한 영상신호 소스로부터 생성된 신호를 수신 및 수신된 신호 또는 대용량 기억장치인 하드디

스크 드라이브(HDD)(151)로부터 재생된 신호를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입/출력 단자부(110)는 슈퍼비디오 입력단자(S-V IN)(111) 및 출력 단자(S-V OUT)(112), RF입력 단자(RF IN)(113)

및 출력단자(RF OUT)(114), 라인 비디오/오디오 입력단자(LINE V_IN, LINE A_IN)(115) 및 출력단자(LINE V_OUT,

LINE A_OUT)(116), 디지털 오디오신호 출력단자(SPDIF : Serial Parallel Digital interface)(117)가 마련되어 있다.

  슈퍼비디오 입력단자(111)는 디지털 형태의 상호 분리된 휘도 신호(Y)와 색차신호(Cr, Cb)를 수신하는 단자로서, 디지

털 캠코더, DVD플레이어, 셋톱박스 등과 연결되어 이용된다.

  RF 입력단자(113)는 공중파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단자로서, 통상 안테나와 접속된다.

  라인 비디오/오디오 입력단자(115)는 휘도신호(Y)와 색신호가 혼합된 아날로그상의 신호를 수신하는 단자로서, 아날로

그 영상신호의 출력을 지원하는 캠코더, DVD플레이어, 셋톱박스 등과 연결되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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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오디오 출력단자(117)는 메인제어부(160)에서 전송되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외부로 출력하는 단자이다.

  튜너(121)는 메인제어부(160)에 의해 제어되는 입/출력 제어부(125)에서 요청하는 채널의 방송신호가 RF입력단자

(113)를 통해 수신될 수 있도록 수신 채널을 조정한다.

  스위칭부(123)는 입/출력제어부(125)에 의해 제어되어 스위칭부(123)에 접속된 입/출력 단자들이 상호간에 선택적으로

연결되도록 제어한다.

  비디오 디코더(131)는 메인제어부(160)에 의해 제어되어 슈퍼 비디오 입력단자(111) 또는 스위칭부(123)를 통해 수신

된 신호를 디코딩하여 출력한다.

  오디오 A/D 변환부(133)는 스위칭부(123)를 거쳐 입력되는 아날로그상의 오디오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엠펙 인

코더(141)로 출력한다.

  MPEG 인코더(141)는 메인제어부(160)에 의해 제어되어 오디오 A/D 변환부(133)에서 출력되는 오디오 신호와 비디오

디코더(131)에서 출력되는 비디오신호를 설정된 압축포맷방식에 의해 인코딩하고, 기록대상 데이터에 대해서는 대용량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151)에 저장한다. 바람직하게는 MPEG 인코더(141)는 MPEG-2 압축방식에 의해 비디

오 신호를 인코딩한다.

  제1 SDRAM(143)은 MPEG 인코더(141)에서 인코딩처리시 이용하는 메모리이다.

  데이터 관리부(157)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151) 및/또는 디스크 플레이어(155)에 기록된 데이터의 재생 및 기록에 대

한 관리를 수행한다. 즉, 데이터 관리부(157)는 디스크 플레이어(155)에 기록된 데이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151)로의

저장 또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151)에 기록된 데이터의 디스크 플레이어(155)로의 저장 및 MPEG 인코더(141)에서 인

코딩된 데이터의 HDD(151)로의 저장을 메인제어부(160)에 의해 제어되어 관리한다. 또한 메인제어부(160)의 제어에 의

하여 HDD(151)에 아이콘을 저장하거나 읽어들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HDD(151)에는 영상 및/또는 음성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아이콘에 대한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다.

  디스크 플레이어(155)는 영상 및 사운드 기록/재생 장치(100)에 내장되어 있으며 기록매체, 예를 들면 DVD(Digital

Video Disk) 및/또는 CD(Compact Disk)에 기록된 데이터를 재생하는 DVD플레이어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디스크 플레이어(155)는 메인제어부(160)에 의해 제어되어 기록/재생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접속되어 있다.

  수광부(171)는 인터페이스로 적용된 것으로서 외부 입력장치인 원격제어기(200)에서 송출된 사용자 조작신호를 수신하

여 메인제어부(160)에 출력한다.

  메인제어부(160)는 수광부(171)를 통해 수신된 사용자 조작신호를 처리하고, 각 요소를 제어한다.

  메인제어부(160)는 중앙처리장치(CPU)(161)와 엠펙방식으로 압축된 신호를 디코딩하는 엠펙 디코더(163)가 복합된 단

일 칩형태의 IC로 되어 있다. 엠펙 디코더(163)는 별도의 칩으로 분리되어 메인제어부(160)와 접속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메인제어부(160)는 데이터 관리부(157), HDD(151), 및 여타 구성 요소들과 함께 본 발명에 따른 동작을 수행하도

록 하는 제어부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키입력부(164)의 입력을 받아 HDD(151)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콘을 디스플레이장

치(도면 미도시)에 디스플레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키입력부(164)에는 시스템을 동작시키기 위한 복수개의 키와 아이콘을 저장하고 선택하며 무빙아이콘(Moving Icon)기

능을 수행하기 위한 키 등이 구비된다.

  본발명에서는 무빙아이콘과 관련된 키로서 무빙 아이콘 기능 선택키와 시간 지정 키등을 구비한 것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면 미도시).

  플레쉬 메모리(Flash Memory)(165)에는 메인제어부(160)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으며

HDD(151)에 저장되어 있는 각 아이콘과 연계된 어드레스가 저장되어 있다. 또한, 플레쉬 메모리(165)에는 메뉴가이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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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화면의 처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인 메뉴 안내/처리부(165a)가 설치되어 있다. HDD(151)의 어드레스와 같은 링크

정보(Linked List 정보)도 저장되며 애니메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시간 간격이나 아이콘의 갯수등도 함께 저장할 수가 있

다. SDRAM(167)은 메인제어부(160)가 이용하는 일시적 기억장소이다.

  오디오 D/A 변환부(135)는 메인제어부(160)의 엠펙 디코더(163)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여 스위칭부(123)로 출력한다.

  비디오 인코더(137)는 비디오 디코더(131) 또는 엠펙 디코더(163)로부터 출력되는 비디오신호를 인코딩하여 스위칭부

(123)로 출력한다.

  입/출력 제어부(125)는 메인제어부(160)에 의해 제어되어 튜너(121), 스위칭부(123)를 제어한다.

  이러한 영상 및 사운드 기록/재생 장치에서 메인제어부(160)는 초기 기동시 플레쉬 메모리(165)에 탑재된 운영 프로그램

을 로딩하여 지원되는 각종 기능을 설정된 신호에 대응하여 처리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정지된 아이콘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한 무빙 아이콘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빙 아이콘 표시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사용자가 키입력부(164)와 원격제어기(200)를 사용하여 무빙 아이콘 기능을 선택하면 메인제어부(160)는 사용자가 선

택한 아이콘 데이터를 데이터관리부(157)를 통하여 HDD(151)나 CD(도면 미도시)에 저장한다(단계 410). 또한 메인제어

부(160)는 상기 단계 410에서 아이콘이 저장되어 있는 HDD(151)의 어드레스와 같은 링크 정보(Linked List 정보)를 플

래쉬메모리(165)에 저장한다(단계 420). 이때 애니메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시간 간격이나 아이콘의 갯수등도 함께 저장할

수가 있다. 이것은 용량이 큰 이미지 화일과 어드레스를 별도로 분리 저장함으로써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

이다. 상기의 단계 410과 420에서는 사용자가 무빙 아이콘 기능을 선택하기 위하여 HDD(151)에 직접 아이콘을 선택하여

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무빙 아이콘은 HDD(151)에 기 설정 저장되어 있게 하여 상기의 선택과정을 생략하게 할 수

도 있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사용자가 무빙 아이콘에 사용될 아이콘을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메인제어부(160)가 무빙 아

이콘 설정키 입력을 받으면 플래쉬메모리(165)의 메뉴안내처리부(165a)를 통하여 HDD(151)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아이

콘을 디스플레이할 수 도 있다.

  상기와 같이 무빙 아이콘에 사용될 아이콘을 설정하여 메모리에 저장한 후에 메인제어부(160)는 사용자가 무빙 아이콘

키를 입력하였는 지를 판단한다(단계 430). 단계 430에서 사용자가 무빙아이콘을 선택하였다면 메인제어부(160)는 플래

쉬 메모리(165)에 저장되어 있는 무빙 아이콘과 관련한 링크 정보인 HDD 어드레스를 읽어들여(단계 440) HDD(151)에

저장되어 있는 제1 아이콘을 읽어오고(단계 450) 디스플레이 장치(도면 미도시)의 특정 위치에 디스플레이 하도록 입/출

력 제어부(125)를 제어한다(단계 460). 또한, 메인제어부(160)는 상기 단계 460에서 디스플레이하고 단계 420에서 지정

되어 저장된 경과 시간을 확인한다(단계 470). 단계 420에서 저장된 시간간격단계 470에서 소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무

빙아이콘 종료키가 입력되었는 지를 판단하는 단계 480으로 진행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단계 470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소정 시간은 사용자가 무빙 아이콘 선택키를 선택하였을 때 메인제어부(160)가 플래쉬메모리(165)의 메뉴안내처리부

(165a)를 통하여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시간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 사용자가 선택한 아이콘의 종류

에 따라 그 디스플레이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가지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한

것이다. 단계 480에서 일정시간 경과 후 무빙 아이콘 종료키가 입력되지 않았으면 메인제어부(160)는 플래쉬 메모리

(165)에 저장되어 있는 제 2 아이콘을 선택하게 된다(단계 490).

  단계 490에서 제2 아이콘이 선택되면 메인제어부(160)는 단계 440 내지 단계 480을 반복하게 된다. 이때 제 2 아이콘의

디스플레이 위치는 제 1아이콘의 디스플레이 위치와 동일하게 하면 적은 수의 아이콘으로 손쉽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도 4에서와 같이 제 1아이콘을 화면에 디스플레이하고 수초 이내에 제 2아이콘을 제1 아이콘을 디스플레이한

동일 위치에 겹쳐서 뿌리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면 단순하게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정지된 아이콘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애니메이션을 실행할 아이콘의 갯수와 소정 아이콘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다른 종류의 아이콘을 이용하여 또 다른 애니메이션 효과를 내도록 하면 편리하다.

  상기 단계 480에서 무빙 아이콘 종료키가 입력되면 메인제어부(160)는 본발명과 관련된 무빙 아이콘 기능을 종료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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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본 발명은 기재된 구체예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기술사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수

정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명백한 것이며, 이러한 변형 및 수정이 첨부된 특허 청구범위에 속함은 당연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움직이는 아이콘 디스플레이 방법에 의하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과 동시에 단순하게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정지된 아이콘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

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아이콘이 저장된 메모리와 아이콘을 선택 가능한 수단을 구비한 디스플레이장치의 아이콘 디스플레이 방법에

있어서,

  제1 메모리에 아이콘을 저장하는 단계;와

  제2 메모리에 상기 아이콘이 저장된 제 1메모리의 링크정보를 저장하는 단계;와

  무빙 아이콘 기능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무빙 아이콘 기능이 선택되면 제 2메모리의 링크정보를 이용하여 제1 메모리에 저장된 복수개의 아이콘

을 순차적으로 불러오는 단계;와

  각각의 아이콘을 순차적으로 일정한 시간만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이는 아이콘 디스

플레이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무빙아이콘 기능선택단계에서는 제 1메모리에 저장된 모든 아이콘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

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이는 아이콘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메모리는 HDD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이는 아이콘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콘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에서 각각의 아이콘은 동일 위치에 디스플레이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

이는 아이콘 디스플레이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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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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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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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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