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특2002-0010781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7

H04B 1/40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2002-0010781
2002년02월06일

(21) 출원번호 10-2000-0044251         
(22) 출원일자 2000년07월31일         

(71) 출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윤종용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

(72) 발명자 김동주
경상북도구미시임수동94-1

(74) 대리인 이건주

심사청구 : 없음

(54) 휴대용 무선 단말기에서의 음악파일 재생 방법

요약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MP3파일을 기존음성파일뿐만 아니라 캡션포맷 파일을 추가한 포맷으로 파일을 구성하고, 그 
파일을 휴대용 무선 단말기가 서버로 다운로드 받아 음성파일의 곡을 재생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곡의 캡션자막을 
디스플레이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MP3, 휴대용 무선 단말기, 음악 파일, 곡의 캡션자막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음악파일 재생 기능을 갖는 휴대용 무선 단말기 및 주변 관련 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록 
구성 예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휴대용 무선 단말기의 음악 파일 재생을 위한 제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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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용 무선 단말기의 기능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음악 파일을 재생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휴대용 무선 단말기는 셀룰러폰, PCS폰, IMT-2000 단말기, GSM 단말기, 휴대폰, 핸드폰, 이동 전화기를 포함한다. 
최근 휴대용 무선 단말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사용자의 요구 또한 다양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휴대용 무선 단말기
가 고유의 통화 기능 외에도 문자 서비스와 같은 부가 서비스 기능을 여러 가지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 개발이 이
루어졌다. 또한 점점 소형화되어 가고 있는 동시에 사용자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더 추가된다.

    
부가 서비스 기능의 대표적인 일 예로는 착신 링 음 선택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은 제조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몇 
가지 착신 링 음 중 하나를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해왔던 이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용자의 기호에 맞는 착신 링 음 제
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음악 파일을 찾아 컴퓨터
에 다운로드(down load)시킨 다음, 이를 다시 휴대용 무선 단말기에 다운로드 시켜 그 음악파일을 착신 링 음으로서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사용자중인 MP3재생기능 내장된 휴대용 무선 단말기는 MP3 음악파일을 재생하여 사용자에게 곡을 들려주면서 
동시에 표시부에는 타이틀 및 동작상태를 디스플레이 해준다. 그러므로 MP3 음악파일의 곡 가사가 외국어이면 외국어
를 잘 듣지 못하는 내국인들은 그 곡 가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곡 가사가 자국어라 하더라도 
휴대용 무선 단말기의 표시부로 그 곡 가사가 디스플레이 된다면 사용자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로 하여금 음악을 청취하면서 청취 음악의 가사도 볼 수 있게 하는 휴대용 무선 단말기
의 음악 파일 재생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에 따라 본 발명은, 엠피3 재생기능이 내장된 휴대용 무선 단말기에서의 음악 파일의 재생 방법에 있어서, 
서버로부터 사용자가 요구한 엠피3 음악파일과 그에 상응하는 캡션 포맷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메모리에 저장하는 과
정과, 사용자의 음악파일 재생 요구에 의거하여 상기 메모리로부터 대응 음악파일을 읽어 상기 음악파일의 곡을 가청 
되게 재생하고 상기 대응 음악파일에 상응하는 캡션 포맷 파일을 읽어 상기 곡의 리듬에 맞춰 캡션자막을 상기 휴대용 
무선 단말기의 표시부에 디스플레이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구성 소
자 등과 같은 특정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정 사항들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변형이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MP3파일을 기존음악파일뿐만 아니라 캡션포맷 파일을 추가한 포맷으로 파일을 구성하고, 그 
파일을 휴대용 무선 단말기가 서버로 다운로드 받아 음성파일의 곡을 재생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곡의 캡션자막을 
디스플레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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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음악 파일의 재생 기능이 내장된 휴대용 무선 단말기 및 주변 관련 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록 구성 예시도이다. 도 1에서는 MP3[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1 오디오 계층(audio layer)3] 
음악 파일로 압축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도 1에서 참조번호 100은 휴대용 무선 단말기를 나타낸다. 그밖에 녹음
·재생기(200), 컴퓨터(300), 서버(server)(400) 그리고 외부 메모리(500)는 상기 주변 장치들에 해당한다. 녹음·
재생기(200)는 오디오를 기록매체에 녹음하거나 기록매체로부터 재생하는 역할을 한다. 기록매체로는 카세트 테이프, 
콤펙트 디스크,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레이져 디스크,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컴퓨터(300)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인터넷상의 서버(400)에 연결하여 공개된 MP3 음악 파일 및 그에 상응하는 캡션포맷 파일을 
다운로드(download)받아 휴대용 무선 단말기(100)에 저장시키는 기능을 하며, 휴대용 무선 단말기(100)로부터 전달
받은 음악 파일을 전자우편을 통해 상대방(다른 휴대용 무선 단말기 소유자)에게 보낼 수 있게 한다. 또한 상대방이 보
낸 음악 파일을 수신하여 휴대용 무선 단말기(100)에 다운로드한다. 서버(400)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소정의 
압축 비율을 갖는 음악 파일들 및 그에 상응하는 캡션포맷 파일을 저장하며, 무선으로 휴대용 무선 단말기(100)와 접
속하거나 유선으로 컴퓨터(300)와 접속하여 전자우편 프로토콜에 따라 음악 파일 및 그에 상응하는 캡션포맷 파일을 
원격지의 단말기로 송신하거나 원격지의 단말기로부터 수신한다. 외부 메모리(500)는 휴대용 무선 단말기(100)의 내
부 메모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메모리이다. 예를 들면, 스마트카드 혹은 하드디스크 혹은 플로피디스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휴대용 무선 단말기(100)의 구체적인 구성 및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신호처리기(Digital 
Signal Processor: 이하 DSP라 함.)(61)는 녹음·재생기(200)로부터 제공되는 오디오를 압축하고자 하는 비트율, 
즉 MP3 음악 파일 형태로 샘플링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받은 오디오신호를 샘플링하여 MP3 음악 파일 형태로 압축
가능한 디지털신호로 변환한다. 또한 후술하는 압축/복원기[MP3처리기(63)]에서 압축이 해제된 음악 파일, 즉 샘플링
된 오디오신호를 아날로그 음성신호로 변환한다. 버퍼 메모리(62)는 DSP(61)에서 녹음·재생기(200)로부터 제공되
는 오디오를 샘플링하여 MP3 음악 파일 형태로 변환할 때 지연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비하여 샘플링된 오디오신호를 일
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이다. 또한 MP3 음악 파일을 재생하여 DSP(61)에서 오디오신호로 변환할 때 지연이 
일어나면 그 음악 파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이다. 상기 버퍼 메모리(62)는 램(RAM)을 사용할 수 있다. 
MP3처리기(63)는 샘플링된 오디오신호를 MP3 프로토콜(protocol)에 따라 압축하여 MP3 음악 파일로 변환하거나 
외부 혹은 내부의 저장매체(플레쉬(flash)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내부 메모리(64), 외부 메모리(500)]로부터 그
곳에 저장되어 있는 MP3 음악 파일을 읽어 압축을 해제함으로써 복원하는 역할을 한다.
    

    
CPU(65)는 상기 DSP(61)와 MP3처리기(63) 등을 제어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용 무선 단말기에서의 M
P3 음악파일의 녹음/재생기능 및 상기 MP3 음악파일의 곡에 상응하는 캡션포맷 파일을 읽어 그 캡션자막이 표시부(6
6)에 디스플레이되게 제어한다. 표시부(66)는 상기 CPU(65)의 제어를 받아 MP3 음악 파일의 녹음/재생기능을 수행
하는 동안 일어나는 각종 상태를 문자나 숫자 등의 형태로 표시한다. 특히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CPU(65)의 제어 
하에 MP3 음악파일의 곡에 상응하는 캡션포맷 파일의 캡션자막을 디스플레이한다. RF부(67)는 상기 CPU(65)의 제
어를 받아 고유의 통화 기능은 물론이고, 대기중 전자우편을 통해 MP3 음악 파일 및 그에 상응하는 캡션포맷파일을 무
선으로 송·수신한다. 키입력부(68)는 고유의 통화 기능은 물론이고, MP3 음악 파일의 녹음/재생기능을 수행시키기 
위한 각종 키를 갖는 사용자인터페이스수단 이다. 오디오출력부(69)는 상기 CPU(65)의 제어를 받아 MP3 음악 파일
을 재생하여 얻은 오디오신호를 증폭하여 사용자가 들을 수 있도록 가청음 형태로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출력은 
스피커는 물론이고 이어폰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오디오 이퀄라이져(70)는 사용자에게 보다 좋은 음악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음질을 높이기 위한 공지의 처리를 한다. 도시하지 않았으나, 컴퓨터(300)와 휴대용 무선전화
기(100)가 각각 적외선 송·수신기를 가질 경우 이들 사이에 MP3 음악 파일을 송·수신할 때 적외선 송·수신을 이용
함으로써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휴대용 무선 단말기는 전화 기능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면
서 음악 파일을 저장하고 재생하는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휴대용 무선 단말기의 음악 파일 재생을 위한 제어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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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및 재생하는 동작을 상세히 설명하면 하
기와 같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인터넷 또는 오디오 데이터 서비스하는 서버가 MP3파일이 음악파일과 그에 상응하는 캡션포
맷 파일을 추가한 포맷으로 구성한 파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함을 전제로 한다. 그에 따라 휴대용 무선단말기(100)
의 사용자는 인터넷 또는 서버로 MP3 음악파일 및 그에 상응하는 캡션포맷 파일에 대한 다운로드를 요청하고, 그에 따
라 인터넷 또는 서버는 도 2의 10단계에 도시된 바와 같은 동작을 수행한다. 인터넷 또는 서버는 휴대용 무선 단말기가 
요청한 MP3음악 파일과 그에 상응하는 캡션포맷 파일을 휴대용 무선단말기(100)로 다운로드 시킨다. 음악 파일 및 그
에 상응하는 캡션포맷파일을 휴대용 무선 단말기(100)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의 일 예는 하기와 같다. 첫 째는 인터넷
과 접속이 가능한 PC(13)에 연결하여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음악 파일 및 그에 상응하는 캡션포맷 파일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되게 하는 방법이다. 둘 째는 무선 및 유선 공중 통신망에 연결된 오디오 데이터 서비스 센터(서버)로부터 음
악 파일 및 그에 상응하는 캡션포맷 파일의 데이터를 유무선 공중 통신망을 통해 수신한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음악 파일 및 그에 상응하는 캡션포맷 파일의 데이터가 휴대용 무선 단말기(100)에 수신되면, 
휴대용 무선 단말기(100)의 CPU(65)는 도 2의 20단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모리 즉 내부 메모리(64) 또는/및 외
부메모리(500)에 저장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음악 파일 및 그에 상응하는 캡션포맷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내부 메모리(64) 및 외부메모리(500)를 대용량이 되게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후 사용자가 키입력부(68)를 통해 음악 파일 재생 요구를 CPU(65)에 하게 되면 CPU(65)는 MP3처리기(63) 및 
DSP(61)를 제어하여 내부 메모리(64) 및/또는 외부메모리(500)로부터 요구에 대응하는 음악파일 및 그에 상응하는 
캡션포맷파일을 읽어내게 하고 해당 처리를 하게 한다. 특히 DSP(61)는 도 2의 30단계에서와 같이 MP3음악파일과 
그에 상응하는 캡션포맷파일을 분리하고, MP3 음악파일은 압축해제하고 캡션포맷 파일은 CPU(65)로 전달되게 한다. 
DSP(61)에서 처리된 MP3 음악파일은 CPU(65)의 제어 하에 오디오 출력부(69)를 통해 상기 음악파일의 곡을 가청 
되게 재생된다. 그리고 상기 캡션포맷 파일은 CPU(65)의 제어에 의해 음악파일의 곡의 리듬에 맞춰 캡션자막으로 휴
대용 무선 단말기(100)의 표시부에 디스플레이된다.
    

한편 상기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
지 않고 실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청구범위와 청구의 범위
의 균등한 것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MP3파일을 기존음악파일뿐만 아니라 캡션포맷 파일을 추가한 포
맷으로 파일을 구성하고, 그 파일을 휴대용 무선 단말기가 서버로 다운로드 받아 음성파일의 곡을 재생함과 동시에 그
에 상응하는 곡의 캡션자막을 디스플레이해 주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엠피3 재생기능이 내장된 휴대용 무선 단말기에서의 음악 파일의 재생 방법에 있어서,

서버로부터 사용자가 요구한 엠피3 음악파일과 그에 상응하는 캡션 포맷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메모리에 저장하는 과
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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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음악파일 재생 요구에 의거하여 상기 메모리로부터 대응 음악파일을 읽어 상기 음악파일의 곡을 가청 되게 재
생하고 상기 대응 음악파일에 상응하는 캡션 포맷 파일을 읽어 상기 곡의 리듬에 맞춰 캡션자막을 상기 휴대용 무선 단
말기의 표시부에 디스플레이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파일 재생 방법.

도면
도면 1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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