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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선행기술조사문헌

EP 969390 A WO 95/17794 A

심사관 : 김세영

전체 청구항 수 : 총 19 항

(54) 코드 센서를 갖는 비디오 플레이어

(57) 요약

기판상의 또는 기판내의 부호화된 데이터(202)를 센싱하고 제1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적어도 한개의 센서(112)와, 상기

제1 데이터 또는 적어도 상기 제1 데이터에 부분적으로 근거하는 제2 데이터를 컴퓨터 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한 전송기

(188), 상기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의 상기 제1 데이터에서 유래되는 아이덴티티와 연관된 비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

한 수신기(188) 및 적어도 상기 비디오 데이터에 부분적으로 근거하는 비쥬얼 디스플레이를 출력하기 위한 적어도 한개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102)를 구비하는 비디오 플레이어(100)가 개시된다.

대표도

도 1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상의 또는 기판내의 부호화된 데이터를 센싱하고 제1 데이터를 발생하기 위한 적어도 한개의 센서;

상기 제1 데이터 또는 상기 제1 데이터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근거한 제2 데이터를 컴퓨터 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한 전송기;

상기 제1 데이터에서 유래된 아이덴티티와 연관된 비디오 데이터를 상기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

및

상기 비디오 데이터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근거한 비쥬얼 디스플레이를 출력하기 위한 적어도 한개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플레이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수신된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플레이어.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의 적어도 일부분은 사용자에 의해 대체가능하게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플레이어.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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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플레이어는 아이덴티티를 가지며, 상기 아이덴티티를 저장하는 프로세서 수단 또는 메모리

에 저장된 소정의 파일과 함께 하거나 또는 상기 소정의 파일내에 있는 상기 아이덴티티를 표시하는 데이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플레이어.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수신된 비디오 데이터와 관련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플레이어.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기 적어도 한개의 센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는 액츄에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비디오 플레이어.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액츄에이터는 힘 센서, 버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플레이어.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기 비디오 디바이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는 모션(motion) 센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비디오 플레이어.

청구항 9.

비디오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비디오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비디오 데이터 각각을 한개의 아이덴티티 또는 복수개의 아이덴티티와 연관시키는 단

계;

적어도 한개의 아이덴티티와 연관되거나 적어도 한개의 아이덴티티를 부호화시키는 적어도 한개의 선택 데이터를 구비하

는 적어도 한개의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

선택 디바이스를 통해 상기 적어도 한개의 기판에 존재하는 적어도 한개의 선택 데이터 중에서 적어도 한개를 선택하는 단

계;

상기 선택된 선택 데이터와 연관되며 상기 선택 데이터로부터 결정된 상기 한개의 아이덴티티 또는 상기 복수개의 아이덴

티티와 연관된 한개의 파일 또는 복수개의 파일을 식별한 한개의 아이덴티티 또는 복수개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단계;

및

식별된 비디오 데이터를 상기 선택 디바이스에 다운로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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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한개의 기판은 종이 종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데이터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된 비디오 데이터를 상기 선택 디바이스에 다운로드 한 후, 비디오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상기 선택 디바이스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디바이스는 고유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디바이스는 고유 아이덴티티를 가지며,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상기 선택 디바이스의 아이덴티

티와 상기 비디오 데이터 사이의 연관관계를 표시하는 연관 데이터와 함께 상기 선택 디바이스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디바이스의 메모리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에서 상기 선택된 비디오 데이터와 연관된 상기 선택 디바이스의 아이덴티티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아이덴티티를 상기 선택 디바이스의 아이덴티티와 비교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아이덴티티와 상기 선택 디바이스의 아이덴티티가 같으면, 상기 파일을 재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디바이스의 메모리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선택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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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에서 상기 선택된 비디오 데이터와 연관된 상기 선택 디바이스의 아이덴티티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아이덴티티를 상기 선택 디바이스의 아이덴티티와 비교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아이덴티티와 상기 선택 디바이스의 아이덴티티가 같지 않으면, 상기 파일을 재생하지 않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데이터는 도움을 받지 않는 보통 사람의 눈에 비가시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적어도 한개의 선택 데이터와 연관된 가시 데이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통상 오디오 또는 비쥬얼 정보의 형태로, 기계-판독가능한 입력을 수신하고 사람이 판별할 수 있는 출력을 출

력하기 위한 디바이스들에 관한 것이다. 더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소정 표면상의 기계-판독가능한 부호화된 데이터

(coded data)를 스캔 또는 감지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그리고 스틸 이미지, 비디오 클립 또는 오디오 재료, 또는 오디오와

비쥬얼 재료 모두를 출력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비디오 플레이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과 관련한 다양한 방법들, 시스템들 및 장치는 본 발명과 동시에 본 발명의 출원인 또는 양수인에 의해 출원된 아래

의 코-펜딩(co-pending) 출원들에 개시된다:

PCT/AU00/01442, PCT/AU00/01444, PCT/AU00/01446, PCT/AU00/01445,

PCT/AU00/01450, PCT/AU00/01453, PCT/AU00/01448, PCT/AU00/01447,

PCT/AU00/01459, PCT/AU00/01451, PCT/AU00/01454, PCT/AU00/01452,

PCT/AU00/01443, PCT/AU00/01455, PCT/AU00/01456, PCT/AU00/01457,

PCT/AU00/01458 및 PCT/AU00/01449.

이들 코-펜딩 출원들의 개시는 상호참조(cross-reference)로써 본 명세서에 포함된다.

본 발명과 관련한 다양한 방법들, 시스템들 및 장치는 2000년 10월 20일에 본 발명의 출원인 또는 양수인에 의해 출원된

아래의 코-펜딩(co-pending) 출원들에 개시된다:

PCT/AU00/01273, PCT/AU00/01279, PCT/AU00/01288, PCT/AU00/01282,

PCT/AU00/01276, PCT/AU00/01280, PCT/AU00/01274, PCT/AU00/01289,

PCT/AU00/01275, PCT/AU00/01277, PCT/AU00/01286, PCT/AU00/01281,

PCT/AU00/01278, PCT/AU00/01287, PCT/AU00/01285, PCT/AU00/01284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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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AU00/01283.

이들 코-펜딩 출원들의 개시는 상호참조(cross-reference)로써 본 명세서에 포함된다.

본 발명과 관련한 다양한 방법들, 시스템들 및 장치는 2000년 9월 15일에 본 발명의 출원인 또는 양수인에 의해 출원된 아

래의 코-펜딩(co-pending) 출원들에 개시된다:

PCT/AU00/01108, PCT/AU00/01110 및 PCT/AU00/01111.

이들 코-펜딩 출원들의 개시는 상호참조(cross-reference)로써 본 명세서에 포함된다.

본 발명과 관련한 다양한 방법들, 시스템들 및 장치는 2000년 6월 30일에 본 발명의 출원인 또는 양수인에 의해 출원된 아

래의 코-펜딩(co-pending) 출원들에 개시된다:

PCT/AU00/00762, PCT/AU00/00763, PCT/AU00/00761, PCT/AU00/00760,

PCT/AU00/00759, PCT/AU00/00758, PCT/AU00/00764, PCT/AU00/00765,

PCT/AU00/00766, PCT/AU00/00767, PCT/AU00/00768, PCT/AU00/00773,

PCT/AU00/00774, PCT/AU00/00775, PCT/AU00/00776, PCT/AU00/00777,

PCT/AU00/00770, PCT/AU00/00769, PCT/AU00/00771, PCT/AU00/00772,

PCT/AU00/00754, PCT/AU00/00755, PCT/AU00/00756 및 PCT/AU00/00757.

이들 코-펜딩 출원들의 개시는 상호참조(cross-reference)로써 본 명세서에 포함된다.

본 발명과 관련한 다양한 방법들, 시스템들 및 장치는 2000년 5월 24일에 본 발명의 출원인 또는 양수인에 의해 출원된 아

래의 코-펜딩(co-pending) 출원들에 개시된다:

PCT/AU00/00518, PCT/AU00/00519, PCT/AU00/00520, PCT/AU00/00521,

PCT/AU00/00522, PCT/AU00/00523, PCT/AU00/00524, PCT/AU00/00525,

PCT/AU00/00526, PCT/AU00/00527, PCT/AU00/00528, PCT/AU00/00529,

PCT/AU00/00530, PCT/AU00/00531, PCT/AU00/00532, PCT/AU00/00533,

PCT/AU00/00534, PCT/AU00/00535, PCT/AU00/00536, PCT/AU00/00537,

PCT/AU00/00538, PCT/AU00/00539, PCT/AU00/00540, PCT/AU00/00541,

PCT/AU00/00542, PCT/AU00/00543, PCT/AU00/00544, PCT/AU00/00545,

PCT/AU00/00547, PCT/AU00/00546, PCT/AU00/00554, PCT/AU00/00556,

PCT/AU00/00557, PCT/AU00/00558, PCT/AU00/00559, PCT/AU00/00560,

PCT/AU00/00561, PCT/AU00/00562, PCT/AU00/00563, PCT/AU00/00564,

PCT/AU00/00565, PCT/AU00/00566, PCT/AU00/00567, PCT/AU00/0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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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AU00/00569, PCT/AU00/00570, PCT/AU00/00571, PCT/AU00/00572,

PCT/AU00/00573, PCT/AU00/00574, PCT/AU00/00575, PCT/AU00/00576,

PCT/AU00/00577, PCT/AU00/00578, PCT/AU00/00579, PCT/AU00/00581,

PCT/AU00/00580, PCT/AU00/00582, PCT/AU00/00587, PCT/AU00/00588,

PCT/AU00/00589, PCT/AU00/00583, PCT/AU00/00593, PCT/AU00/00590,

PCT/AU00/00591, PCT/AU00/00592, PCT/AU00/00594, PCT/AU00/00595,

PCT/AU00/00596, PCT/AU00/00597, PCT/AU00/00598, PCT/AU00/00516,

PCT/AU00/00517 및 PCT/AU00/00511.

이들 코-펜딩 출원들의 개시는 상호참조(cross-reference)로써 본 명세서에 포함된다.

배경기술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범용-목적 디바이스들 뿐만 아니라 텔레비젼, 비디오 카세트 플레이어/레코더 및 캠코더와 같은 특

수-목적 디바이스들은 영화와 같은 비디오 재료를 재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들 디바이스들의 많은 것들은 가정

용 영화와 같은 비디오 재료를 기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디바이스들은 적합한 비디오, 예를 들면 기차역에서 보게되는 공연 포스터와 연관된 비디오 클립, 또는

워크샵 매뉴얼내의 페이지와 연관된 데모 비디오에 액세스(access)를 제공하지 않는다. 각 디바이스는 해당 디바이스를

통해 접속가능한 가상 공간을 통해 요구되는 비디오 재료를 찾는데 이용되어야 하고, 또는 상기 비디오 재료는 디바이스-

양립가능한(device-compatible) 물리적인 포맷으로 상기 디바이스에 가져오게 해야만 한다.

본 발명은 앞서 리스트된 코-펜딩 출원들에서 "네트페이지(netpage)"로 개시되는 시스템과 관련된 방법들, 시스템들 및

디바이스들을 이용하는데, 여기서 비가시적인(invisible) 부호화된 데이터는 다양한 표면들에 배치되고, 상기 다양한 표면

들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형태로 상호적으로 컴퓨터 시스템들에 제공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하나의 넓은 형태에 있어서, 본 발명은 부호화된 데이터를 구비하는 이미지들을 센싱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센서

들이 구비된 핸드-헬드 비디오 플레이어를 제공한다. 부호화된 데이터를 구비하는 이미지들은 뷰어(viewer)에 의해 감지

되어 복호화된다. 복호화된 정보는, 이전에 저장된 연관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복호화된 데이터를 그 시스템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와 연관시키는 컴퓨터 시스템에 전송된다. 상기 데이터는 뷰어 및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

송된다.

따라서, 하나의 넓은 형태에 있어서, 본 발명은,

기판상의 또는 기판내의 부호화된 데이터를 센싱하고 제1 데이터를 발생하기 위한 적어도 한개의 센서;

상기 제1 데이터 또는 상기 제1 데이터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근거한 제2 데이터를 컴퓨터 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한 전송기;

상기 제1 데이터에서 유래된 아이덴티티와 연관된 비디오 데이터를 상기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

상기 비디오 데이터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근거한 비쥬얼 디스플레이를 출력하기 위한 적어도 한개의 디스플레이 디바이

스;를 포함하는 비디오 플레이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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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플레이어는 바람직하게 터치 스크린를 구비하고, 비쥬얼 출력은 사용자가 상기 터치 스크린과의 상호작용으로써 상

기 비쥬얼 출력을 변형시킬 수 있는 대화형 구성요소들을 구비한다.

또한, 상기 플레이어는 한 파일 또는 파일들이 연이은 뷰잉(viewing)을 위해 다운로드되는 메모리를 구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비디오 플레이어는, 비디오 클립 오브젝트 또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를 구비한 페이지상의 하

이퍼링크를 클릭하는데 사용될 때, 연관된 비디오 클립을 재생시키는 컴팩트 디바이스이다. 그것은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

를 판독하기 위한 센서와, 베이스 스테이션과 통신하기 위한 트랜스시버, 압축 비디오 및 오디오 디코더, 컬러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오디오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소형 오디오 증폭기, 스피커, 스테레오 헤드폰 소켓, 볼륨 제어 포

텐시오미터, 및 제어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또한, 비록 그것들이 대안적으로 부호화된 기판상에서 인쇄된 형태로 제공된다

할지라도, 컴팩트 디바이스는 전형적으로 멈춤, 재생/일시정지, 뒤로가기, 앞으로 가기와 같은 재생 제어를 포함한다. 제

목, 장 번호, 재생 시간, 및 멈춤 상태와 같은 비디오 클립 정보는 상기 컬러 디스플레이상에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상기 비

디오에 이중인화된다.

사용자가 비디오 클립 오브젝트 또는 부호화된 페이지상의 하이퍼링크로 상기 비디오 플레이어를 터치할 때, 상기 플레이

어는 그것의 페이지 센서를 통해 해당 페이지를 감지하고, 상기 베이스 스테이션을 경유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해당 링크를

복호화한다. 그 다음, 그것은 재생 제어와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종속한 상기 베이스 스테이션을 경유하여 페이지 네트워크

로부터 비디오를 스트림한다.

오디오는 상기 스피커에 경로되거나, 만일 플러그가 스테레오 헤드폰 소켓에 있다면, 부착된 헤드폰 또는 다른 외부 오디

오 디바이스에 경로된다. 또한, 오디오는 상기 트랜스시버를 경유한 무선 헤드폰에 경로되거나, 상기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상기 플레이어를 경유하여 경로된다.

만일 상기 비디오 플레이어가 임베디드 이동 전화 트랜스시버를 이용하도록 구성된다면, 또는 상기 비디오 플레이어 그 자

체가 상호작용적으로 동작되게 구성되는 이동 전화에 임베디드되면, 상기 비디오 플레이어는 네트페이지 베이스 스테이션

의 범위 밖에서 동작할 수 있다.

실시예

도면들을 참조하면, 디스플레이 유닛(100)이 도시되어 있다. 상기 디스플레이 유닛은 컬러 LCD 스크린(102), 5개의 제어

버튼들(104), 스피커(106), 볼륨 컨트롤(108), 오디오 출력 잭(110) 및 적외선 센서 디바이스(112)를 구비한다.

상기 플레이어의 몸체는 PCB(118)를 각각 감싸는 상부 및 하부 몰딩(114)(116)으로 형성되고, 전자 구성부품의 모든 것

들은 상기 PCB 상에 마운트되거나 상기 PCB에 연결된다. 상기 플레이어의 전원은 재충전가능한 3볼트 리듐 이온 배터리

(120)에 의해 제공된다. 상기 배터리는 사용자 교체가능하지 않고 상기 몸체내에 위치된다. 2개의 몰딩(114)(116)은 상부

모서리(122)에서 함께 클립되고, 상부 몰딩(114)의 나사산이 형성된 스터드들(미도시)에 적합한 하부 몰딩의 구멍들(126)

을 통해 삽입되는 3개의 스크류들(124)에 의해 함께 고정된다. 상기 스크류들은 상기 PCB의 구멍들(128)을 통과하여, 하

부 몰딩(116)에 형성된 하부 보스들(130)과 상부 몰딩(114)의 스터드들 사이에서 PBC를 샌드위치시킨다.

상기 LCD 스크린(102)은 상기 PCB의 상부에 장착되고, 바람직하게 완전 컬러 박막 필름 트랜지스터 타입 디스플레이이

거나, 유사한 또는 더 좋은 컨트라스트와 스위칭 속도를 구비한 디스플레이이다; 이와 같은 디스플레이들은 비디오가 만족

스러운 품질로 플레이되게 한다. 상기 비디오 플레이어는 터치 스크린 오버레이(132)를 구비할 수 있다.

결합된 데이터 및 전원 커넥터(134)는 상기 PCB에 연결되고, 상기 몸체의 개구부(136)를 통해 수납가능하다. 상기 커넥터

(134)는 배터리(120)의 재충전을 위한 전원 입력 소켓(138)과, 상기 플레이어에 그리고 상기 플레이어로부터 데이터의 입

력/출력을 위한 데이터 소켓(140)을 구비한다. 상기 커넥터(134)는 플렉시블 PCB(142) 및 커넥터들(144)(146)을 통해

상기 PCB에 연결된다.

또한, 스피커(106)는 커넥터(148)를 통해 그것의 하부 모서리에서 상기 PCB에 연결되며, 상기 PCB와 상기 몸체의 하부

모서리 사이에 위치된다. 상기 스피커는 이동시킬 수 있는 커넥터로 제공되기 보다는 상기 PCB에 하드 와이어드될 수 있

다. 오디오 출력은 상기 비디오와 연관된 오디오를 플레이를 하는데 사용되며, 선택적으로 사용자에게 동작 피드백을 제공

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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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터리(120)는 상기 PCB와 상기 몸체의 하부 모서리 사이에 위치된다. 이동가능한 커넥터(150)는 상기 배터리를 상

기 PCB에 연결시키기 위해 제공된다. 그러나, 상기 배터리는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구적인

접속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배터리는 바람직하게 상기 몸체에 적합하게 맞도록 만들어지며, 따라서 비스듬한 코너부

(152)를 가진다.

볼륨 컨트롤(108) 및 오디오 출력 잭(110)은 상기 PCB의 우측에 직접 장착되며, 상기 몸체 우측의 각각의 개구부들(154)

(156)를 통해 수납된다.

또한, 상기 PCB는 압축 오디오 비쥬얼 디코더(178), 프로세서 칩(180), 다이내믹 RAM(DRAM; 182), 플래시 또는 ROM

(184), 상기 LCD를 제어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컨트롤러(250), 트랜스시버 칩(188) 및 안테나(190)를 구비한다.

기판상의 적외선 마킹들을 검출할 수 있는 센서 디바이스(112)가 상부 좌측 코너에서 상기 PCB의 하부 표면상에 장착된

다. 센서 디바이스(112)는 LED(160)와 이미지 센서(162)를 포함한다. 이미지 센서(162)는 본래적으로 또는 필터들을 사

용함으로써 적외선 광에 민감하게 되고, 상기 LED(160)는 다시 본래적으로 또는 필터들을 사용함으로써 적외선 광을 방

출한다. 사용에 있어서, 적외선 광은 상기 LED(160)로부터 방출되어, 광 가이드(164)와 그 다음 2개의 케이싱(114)(116)

에 의해 형성된 몸체의 구멍(166)를 통과한다. 광은 구멍(166), 상기 하부 몰딩의 광 몰딩(164)을 통과한다. 광은 구멍

(166), 광 몰딩(164)을 통과하고, 이미지 센서(162)상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상기 광 몰딩은 바람직하게 렌즈(168)를 구

비하고, 광을 상기 LED로부터 그리고 상기 LED에 허용하는 빔 스플리터/컴바이너 및 같은 경로를 따르는 이미지 센서를

구비한다.

적외선 LED(160)는 캡처된 태그 이미지들의 모션-블러링(motion-blurring)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지 챕처와 함께 동기적

으로 스트로브될 수 있다. 상기 이미지 센서는 전형적으로 200×200 픽셀 CMOS 또는 근적외선 밴드패스 필터를 갖는

CCD 이미지 센서로 이루어진다.

광 가이드(164)의 자유단 부분(170)은 원통형이고, 힘 센서 칼라(collar; 172)는 원통형 부분에 슬라이드 가능하게 장착된

다. 상기 칼라는 상기 플레이어가 상기 표면에 대해 푸쉬될 때 상기 렌즈(168) 이외에 상기 칼라가 상기 표면에 접촉하도록

상기 자유단 부분(170) 넘어까지 연장한다. 상기 칼라는 표면에 대해 눌려질 때 상기 표면과 상기 렌즈(168) 사이에 작은

갭이 생기도록 움직임 제한량을 가진다. 상기 렌즈(168)는 상기 표면에 대해 상기 플레이어의 대부분의 방향에서 초점 표

면을 가지도록 설계된다; 다른 접촉 각도에 따라 거리가 변화할 것이고 초점 필드의 깊이가 이 범위를 에워싸는 것이 필요

할 것이라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칼라(172)는 센서 디바이스(112) 둘레 및 센서 디바이스(112) 뒤까지 연장하고, 마이크로 스위치(174)를 채용한다. 상기

마이크로 스위치는 개구 위치로 바이어스된다; 마이크로 스위치(174)에 대해 상기 칼라를 누름으로써 상기 스위치(174)의

바이어싱 수단을 극복하고, 그것을 닫는다. 상기 힘이 제거될 때, 상기 바이어싱 수단은 상기 칼라를 바깥쪽으로 밀어 상기

스위치를 다시 오픈한다. 개별적인 바이어싱 수단이 상기 마이크로 스위치 자체의 바이어싱 수단에 부가하여 상기 스위치

(174)의 외부에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센서 디바이스는 네트페이지 태그들과 같은 적외선 흡수 태그들을 검출할 수 있다.

관련된 전자 프로세스의 전체 설명을 위한 레퍼런스는 이전에 참조된 우리의 코-펜딩 출원 PCT/AU00/00565에 개시되어

있다. CCD(162), LED(160) 및 프로세서 칩(180)에 통합되는 프로세싱 기능들은 상기 코-펜딩 출원에서 개시된 것과 유

사하다.

상기 플레이어는 기판의 네트페이지 태그들을 센싱하고 복호화할 수 있다. CCD(162)에 의해 캡처된 이미지 데이터는 프

로세서 칩(180)에 보내져서, 영역 ID(또는 페이지 ID)와 태그 ID로 복호화된다. 다른 필요한 정보와 더불어서 상기 영역

ID와 태그 ID는 트랜스시버 칩(188)과 안테나(190)를 경유하여 네트페이지 시스템에 전송된다. 상기 네트페이지 시스템

은 상기 영역 ID와 태그 ID를 상기 플레이어로 다시 전송하는 대응하는 문서 데이터로 분해한다. 이것은 상기 트랜스시버

를 경유하여 프로세서(180)에 의해 수신된다. 그것은 디스플레이 컨트롤러(250)를 경유하여 LCD(102)상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525/59.94 시스템에서 프레임당 약 488 액티브 라인 및 625/50 시스템에서 프레임당 576 액티브 라인을 가지는 표준-정

의 텔레비전(SDTV)을 위한 컴포넌트 디지털 비디오는 라인당 720 액티브 휘도 샘플들 및 360 액티브 색상(적색 및 청색

컬러 차이) 샘플들로 샘플링된다. 625/50 시스템은 50 Hz의 비월주사된 필드 레이트에 대응하는 25 Hz의 프레임 레이트

를 가지는 반면에 525/59.94 시스템은 59.94 Hz의 비월주사된 필드 레이트에 대응하는 29.97 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가진

다. 컴포넌트당 8-비트 샘플링일 때, 즉 휘도 샘플링 레이트에서 픽셀당 16비트일 때, 상기한 두 시스템 모두는 약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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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ytes/s.의 데이터 레이트를 가진다. 각 라인은 비활성 샘플을 포함하고 각 프레임은 비활성 라인을 포함하므로, 이것은

13.5 MHz 휘도 샘플 레이트에 수반되는 데이터 레이트 보다 다소 더 낮다. SDTV에 대한 컴포넌트 디지털 비디오는

3.375 MHz의 베이스 주파수에 대한 휘도 및 색상 샘플링 레이트의 비율의 레퍼런스가 4:2:2로 공지되어 있다.

4:2:0 비디오에 있어서, 색상은 또한 휘도 샘플링 레이트에서 픽셀당 12 비트를 주면서 수직 치수에서의 휘도와 관련한 2

개의 팩터(factor)에 의해 서브샘플링되고, 약 16 Mbytes/s. 4:2:0의 데이터 레이트는 이하에 개시되는 바와 같이 JPEG

및 MPEG 압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상세하게 MPEG의 저속 버전 및 관련 비디오 압축 표준에 있어서, 약 4.8 Mbytes/s.의 데이터 레이트를 주면서, 비

디오는 라인당 360(352) 휘도 샘플 및 프레임(525/59.94에서)당 240 라인 또는 프레임(625/50에서)당 288 라인에서 공

통적으로 샘플링되거나 서브샘플링된다. 국제 원격통신 유니온 비디오컨퍼런싱 변수가 CIF(Common Intermediate

Format)로 참조되지만, MPEG 변수도 SIF(Standard Interchange Format)로서 참조된다. 정방형-픽셀 등가물은 정상적

으로 320×240이 되도록 취해진다.

저장 및 통신 목적을 위해, 디지털 비디오 스트림을 압축해야 하는 강한 필요성이 있다. JPEG 스틸 이미지 압축 표준에 있

어서, 이미지 블록들은 이산 코사인 변형(DCT; Discrete Cosine Transform)을 경유하여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형된다.

이것은, 고-주파수 계수들이 JPEG에서 압축의 주요한 소스로 더 가공없이 양자화되도록 허용하면서, 비교적 저-주파수

계수들에서 이미지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10:1 그리고 그 이하의 압축율로, JPEG는 무시할 수 있는 이미지

감쇠를 소개한다. MPEG 비디오 압축 표준에 있어서, 주기적인 레퍼런스 프레임들은 램덤 액세스를 지원하도록 JPEG와

유사한 스킴을 사용하여 부호화된다. 잔류 프레임들은, 이전 프레임 또는 이전 프레임 및 미래 프레임의 레퍼런스가 구비

된, 로컬 블록-베이스 모션 벡터들을 사용하여 부호화된다.

컴팩트 디스크의 1.5 Mbytes/s의 비트 레이트를 타겟으로 한 MPEG-1 압축 표준은 일반적으로, 비월주사가 아닌 30 Hz

의 SIF 분해도로 동작할 때, 1.2 Mbytes/s의 비트 레이트인 VHS 테이프와 같은 품질을 달성하도록 만들어진다.

디지털 오디오는 통상 44.1 kHz, 즉 인간이 들을 수 있는 25번째 임계 밴드의 22.05 kHz 상부 컷오프 주파수의 2배로 샘

플링된다. 실제에 있어서 샘플링전의 22.05 kHZ에서 샤프한 컷오프를 갖는 오디오가 저역필터에 비실제적이기 때문에,

48 kHz와 같은 다소 높은 샘플링 주파수가 때때로 사용된다. 채널당 16 비트의 전형적인 양자화와 더불어서, 스테레오 신

호는 1.41 Mbit/s를 생성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만일 에러 보정 오버헤드가 무시되면)

를 포함하는 많은 공통의 디지털 오디오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레이트가 된다.

전형적인 1.41 Mbit/s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레이트는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기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또한 압축하

는 것에 강한 인센티브가 있다. 가장 성공적인 디지털 오디오 압축 스킴들은 지각력있는 토대를 가지는데, 즉 상기 스킴들

은 인간 가청 임계값의 주파수-의존, 및 신호-의존 마스킹을 이용하는데, 여기서 상대적으로 더 큰 톤(tone)은 국부적으로

임계값 커브를 올릴 수 있고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부드러운 인접 톤을 마스크할 수 있다. 또한, 오디오 압축은 전형적

으로 엔트로피-부호화와 같은 기존의 압축 기술에 의존한다. 멀티-채널 오디오에 있어서, 내부-채널 리던던시는 또한 공

통적으로 이용된다.

MPEG 오디오 레이어 3(MP3) 표준은 16: 1과 12:1 사이, 즉 1.41 Mbit/s로부터 88 Kbit/s와 118 Kbit/s 사이까지 데이터

레이트를 감소시키는 압축율에서 'CD-에 가까운' 그리고 'CD' 품질 재생을 달성하는 지각력있는 부호화를 사용한다.

상기 플레이어는 정방형-픽셀 진행-스캔 디지털 비디오 및 디지털 오디오 출력을 생성하는 전용 압축 비디오 및 오디오

디코더(178)를 구비한다. 예를 들면, 부호화된 비디오 및 오디오 MPEG-1를 다루기 위해, 씨-큐브(C-Cube) CL680 디코

더와 유사한 비디오 및 오디오 디코더가 사용될 수 있다. 부호화된 비디오 및 오디오 MPEG-2를 다루기 위해, 씨-큐브

ZiVA-3 디코더와 유사한 비디오 및 오디오 디코더가 사용될 수 있다. MPEG-2 디코더는 전형적으로 복호화시 16 Mbit

SRAM을 사용하지만, 반면에 MPEG-1 디코더는 복호화시 전형적으로 4 Mbit DRAM을 사용한다. 디코더 메모리(179)는

상기 디코더 전용일 수 있거나, 상기 프로세서와 공유하는 메모리(182)의 일부분일 수 있다.

다른 많은 비디오 및 오디오 부호화 표준은, 리얼네트워크의 리얼 비디오를 구비하는, 적절한 비디오 및 오디오 디코더들

을 통해 지원될 수 있다.

상기 디코더에 의해 압축해제된 디지털 비디오는 디스플레이 컨트롤러(250)를 통해 컬러 디스플레이(102)에 디스플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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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코더에 의해 압축해제된 디지털 오디오는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DAC; 183)를 통해 아날로그로 변환되고, 볼륨

컨트롤에 종속된 증폭기(185)에 의해 증폭되고, 그리고 스피커(106) 또는 오디오 잭(110)을 경유한 외부 오디오 디바이스

로 출력된다. 오디오 잭이 사용중일 때 스피커(106)는 이용될 수 없다.

상기 프로세서 칩은 상기 플레이어의 다양한 전자 구성부품들을 제어하고 통합하는 프로세서 유닛(181)을 포함한다. 프로

세서 유닛(181)은, 태그 센서(162)를 경유하여, 하부에 놓인 페이지 아이덴티티와 상기 페이지와 관련한 플레이어의 위치

를 모니터링하고; 무선 트랜스시버(188)를 경유하여 상기 네트페이지 베이스 스테이션에 상기 아이덴티티와 위치 데이터

를 통신하고; 트랜스시버(188)를 경유하여 상기 베이스 스테이션으로부터 비디오 클립 정보 및 스트리밍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고; 클립 정보를 상태 디스플레이(102)에 디스플레이하고; 오디오 디코더(183)를 경유하여 상기 오디오 출력에 스

트리밍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해제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버튼(104)을 경유하여 캡처된 사용자 입력을 해석하는 소프트

웨어를 실행한다.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전형적으로 ROM 및/또는 플래쉬 메모리의 형태로

서 비-휘발성 메모리(184)에 저장된다. 또한, 통신 암호 키들 뿐만 아니라 플레이어에 고유한 아이덴티티 정보는 비-휘발

성 메모리에 저장된다. 실행하는 동안 상기 프로세서는 전형적으로 64 Mbit(8 Mbyte) 다이내믹 RAM(DRAM)의 형태로서

더 빠른 휘발성 메모리를 이용한다.

1.2 Mbit/s(예를 들면, 30 Hz에서 MPEG-1 SIF)의 압축 비디오 데이터 레이트를 가정하면, 플레이어의 메모리(182)는 압

축 비디오(스테레오 오디오를 포함함)의 약 1분을 담을 수 있다. 더 높은 압축율 또는 더 큰 메모리를 가지면, 대응적으로

더 긴 클립들을 담을 수 있다. 만일 스트리밍 재생이 상기 플레이어에 의해 사용된다면, 단지 적은 비디오 버퍼가 전송 지

터를 제거하기 위해 요구되고, 상당히 중요한 더 작은 메모리가 사용될 수 있다.

프로세서 유닛(181)은 공유 버스(187)를 경유하여 다른 구성부품들과 통신한다. 프로세서 유닛(181), 버스(187) 및 다수

의 다른 구성부품들은 싱글 칩으로 집적화될 수 있다. 블록 다이어그램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집적화된 구성부품들은 디지

털 트랜스시버 컨트롤러(189), 비디오 디코더 인터페이스(191), 및 태그 이미지 센서 인터페이스(193)를 구비할 수 있다.

병렬 인터페이스(195)는 버스(187)와 버튼들(104), LED(160), 터치 센서(132) 및 접촉 스위치(174) 사이에 개재된다. 더

높은 집적화된 칩에 있어서, 이들은 또한 비디오 디코더(178), 오디오 DAC(183), 태그 이미지 센서(162) 및 메모리(182)

를 구비할 수 있다. 아날로그 무선 트랜스시버(188)는 같은 칩에 집적화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같은 패키지에 집적화될

수 있다.

상기 플레이어는 전용 비디오/오디오 디코더(178)를 합체시키므로, 프로세서 유닛(181)은 다른 구성부품들을 제어하고

조정하는데 충분하게 강력할 필요만 있다. 대안적으로, 상기 비디오/오디오 디코더는 생략될 수 있으며, 더 강력한 프로세

서는 소프트웨어에서 압축 비디오 및 오디오를 복호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트랜스시버(188)는 전형적으로 단거리 무선 트랜스시버이다. 그것은 블루투스/IEEE 802.15, IEEE 802.11, 홈RF/SWAP,

HIPERLAN, 및 오픈에어(OpenAir)를 구비하는 다수의 무선 전송 표준들의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다. 블루투스/IEEE

802.15, IEEE 802.11-1997, HIPERLAN, 오픈에어 및 홈RF/SWAP 모두는 1 내지 2 Mbit/s의 범위에서 전송 레이트를

지원한다. IEEE 802.11b는 5.5 Mbit/s 및 11 Mbit/s의 전송 레이트를 지원한다. 또한, HIPERLAN은 대안적인 모드에서

24 Mbit/s의 전송 레이트를 지원한다. 이와 같은 현재-지원되는 무선 LAN(WLAN) 표준 이외에, 다음 세대 WLAN 표준은

100 Mbit/s 및 그 이상의 전송 레이트를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상기 플레이어는 대안적으로 케이블에 의해 상기 베이스 스테이션에 연결되거나, 적외선과 같은 비-무선-주파수(non-

radio-frequency) 무선 트랜스포트(transport)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IEEE 802.11은 선택적으로 적외선 트랜스

포트를 이용한다. IrDA 또한 적외선 트랜스포트를 이용한다.

상기 플레이어는 대안적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이동전화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네트페이지 서버와의 장거리 통신을 위한 이

동전화 트랜스시버를 포함할 수 있다. 만일 상기 트랜스시버가 3세대 '올웨이즈-온(always-on)' 패킷-스위치 접속을 지

원하면, 상기 플레이어는 오디오 내용을 자유자재로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할 수 있다. 만일 상기 트랜스시버가 단지 회

로-스위치 접속만 지원한다면, 상기 플레이어는 그것이 하이퍼링크를 만날 때에만 접속하는 것(그리고 잠재적으로 오디오

내용을 스트리밍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만일 상기 플레이어가 장거리 트랜스시버를 합체하면, 그것은 무선 네트페이지 펜들 및 다른 네트페이지 센싱 디바이스들

에 대해 네트페이지 베이스 스테이션으로서 동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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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bit/s(예를 들면, 30 Hz에서 MPEG-1 SIF)의 압축 비디오 데이터 레이트를 가정하면, 수신기는 적어도 1.2 Mbit/s

의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해야만 한다. 이것은 전술한 무선 전송 표준의 어떤 것의 능력내에 존재한다. 더 낮은(또는 더 높

은) 데이터 레이트는 프레임 분해능, 프레임 레이트 및/또는 이미지 품질을 감소시킴으로써(또는 증가시킴으로써) 용이하

게 달성될 수 있다. 네트페이지 네트워크는, 만일 필요하다면, 서버 또는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특별한 플레이어의 능력에

적합한 압축 비디오 스트림을 동적으로 재부호화시킬 수 있다.

상기 플레이어는 일반적으로 부재번호 104로 표시된 5개의 버튼들에 의해 제어된다. 상기 5개의 버튼들은 전원 버튼

(192), 플레이 버튼(194), 정지 버튼(196), 되감기 버튼(198) 및 빠른 앞으로 감기 버튼(200)이다. 상기 버튼들은 상부 몰

딩(114)과 PCB(118) 사이에 샌드위치되고, 스위치들(202)(204)(206)(208)(210) 각각에서 동작한다.

상기 플레이어에는 2개의 날개에 원통형 구멍(220)(222)의 교번 세트에 관여된 핀(218)에 의해 인접 끝단에 함께 힌지된

2개의 다리(214)(216)를 포함하는 스탠드(212)가 마련된다. 날개(214)는 인테그랄(integral) 핀(224)에 의해 하부 몰딩

(116)에서 회전을 위해 그것의 타측단에 장착된다. 날개(216)는 인테그랄 핀(226)에 의해 하부 몰딩(116)에서 회전 및 슬

라이딩을 위해 그것의 타측단에 장착된다. 핀(226)은 아래쪽으로 연장된 레일(230)의 슬롯(228)에 고용된다. 상기 슬롯은

상기 2개의 다리가 상기 2개의 레일 사이에서 플랫(flat)이 놓이도록 하기에 충분히 길다. 상기 레일은, 플랫이 접혀져 있을

때 상기 플레이어가 날개가 아닌 상기 레일에 놓이도록 상기 다리 두께 이상의 상기 하부 몰딩의 일반 평면으로부터 연장

한다. 상기 슬롯은, 그것이 놓이는 표면과 관련한 상기 플레이어를 틸트하는 다수의 위치들중의 어느 하나에 놓여질 수 있

도록, 부드럽지 않지만 상기 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다수의 돌기(232)를 구비한다.

도 11을 참조하면, 사용중에 사용자는 그 표면에 덮힌 네트페이지 태그(202)를 갖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판(200)을 가

진다. 명쾌함을 위해, 태그의 어떤 것만 도시되었다. 기판(200)은 종이, 이-잉크(E-ink) 코퍼레이션에 의해 사용된 것과

같은 전자 종이, 플라스틱 시트 또는 어떤 다른 적절한 기판일 수 있다. 상기 기판은, 통상 사용자에 보여질 수 있는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비디오 제목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204)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엔트리를 나른다. 사람이 읽을 수 있

는 텍스트는 선택적으로 요약 또는 작은 로고 또는 사진(224)을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엔트리 자체는 사용자가 상기 요약을

선택함으로써 엔트리를 선택할 수 있거나 또는 개별적인 선택 "버튼"이 상기 비디오를 선택하는데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액티브"일 수 있다. 상기 전체 페이지는 네트페이지 태그로 덮혀질 수 있거나 또는 태그가 "액티브" 영역에만 단지 제공

될 수 있다. 비디오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자는 관계있는 "액티브" 영역의 센서 디바이스(112)를 단지 클릭한다.

센서 디바이스(112)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태그(202)를 감지하고, 그 부호화된 정보를 복호화하고, 이 복호화된 정보를

네트페이지 시스템에 전송한다. 우리의 코-펜딩 출원 PCT/AU00/00561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각 태그는 페이지상에 있

는 그리고 해당 페이지내의 위치에 있는 페이지를 식별하는 데이터를 합체한다. 그러므로, 네트페이지 시스템은 감지된 태

그와 연관된 비디오 파일(들)을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비디오 파일(들)을 추출할 수 있고, 이것들을 LCD에서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플레이어에 전송할 수 있다.

데이터는 바람직하게 MPEG 포맷으로 압축되고, 플레이어(100)으로 스트림된다. 상기 데이터는 안테나(190)와 트랜스시

버(188)를 통해 수신되고, 복호화를 위해 전용 MPEG 디코더(178)에 통과된다. 상기 복호화된 데이터는 컬러 디스플레이

(102)에서의 디스플레이를 위해 디스플레이 컨트롤러(250)에 옮겨진다. 스트리밍 비디오는 전송 지터를 제거하기 위해 플

레이어의 DRAM(182)에서 버퍼된다. 필요한 버퍼의 크기는 무선 대역폭 경쟁 및 스트리밍 데이터를 공급하는 서버에 대

한 경쟁에 의존한다.

비디오 재생 컨트롤은 컨트롤 버튼(104)을 경유한다. 사용자가 버튼중에서 하나를 누를 때, 프로세서(180)는 그 버튼의 기

능을 판단하고, 적절한 명령을 네트페이지 시스템에 보낸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시스템은 상기 플레이어로의 데이터

전송을 변형시키거나 정지시킨다.

재생이 시작되기 전 비디오 클립이 선택된 후, 상기 디스플레이는 비디오의 제목 및 선택적으로 비디오의 재생 시간을 디

스플레이하는 것을 변경시킬 수 있다. 사용자가 전용 컨트롤 버튼 보다는 스크린을 통해 상기 플레이어를 컨트롤할 수 있

도록, 플레이(재생), 앞으로 빠르게 감기, 되감기, 정지 및 일시멈춤과 같은 컨트롤이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비디오 플레이어는 선택적으로 마이크로폰, 비디오 카메라 및 레코드 버튼을 구비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종류의 네트

페이지 입력을 제공하는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입력을 기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레코드된 입력은, 예를 들어, 비디오

플레이어에 구비된 해당 위치에서 클릭함으로써 주석의 형태로 네트페이지에서 상기 위치와 연관될 수 있다. 비디오 플레

이어를 사용하는 같은 위치에서 연이어 클릭함으로써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주석이 재생된다. 만일 물리적인 오브젝트의

등록특허 10-0718938

- 12 -



표면이 고유 네트페이지 태그와 함께 전체적으로 네트페이지-가능하게 태그되면,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주석은 거의 어

느곳에나 놓일 수 있다. 상기 오디오 및 비디오 주석은 사적 또는 공적일 수 있다. 주석이 사적인 것일 때, 상기 주석은 주석

저자에 의해서만 재생될 수 있다. 주석이 공적인 것일 때, 상기 주석은 누구나에 의해 재생될 수 있다.

마이크로폰과 비디오 카메라를 합체할 때, 비디오 플레이어는 무선 전화기 또는 전화통신 애플리케이션의 제어하의 비디

오 전화로서 동작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플레이어는 다이얼링 번호들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부족하므로, 상기 번호

들은 우리의 코-펜딩 출원 PCT/AU00/01442에서 설명된 방법으로 네트페이지에서 선택될 수 있다.

비디오 클립은 하이퍼링크의 형태로 네트페이지와 연관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비디오 플레이어에 의한 하이퍼링크의 활

성화는 궁극적으로 비디오 클립을 상기 플레이어에 재공하도록 된 그 책임의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다루어진다. 또한, 비디

오 클립은 페이지 기술의 비디오 클립 오브젝트로서 논리적으로 임베디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클립 활성화는 궁극적으

로 페이지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페이지 서버에 의해 다루어진다. 비디오 클립 오브젝트 존에서의 어떤 클릭은 비디오 클

립 활성화로서 페이지 서버에 의해 설명된다. 양자택일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적인 비디오 클립은 개별적인 원격 서버에

저장될 수 있는데, 이것은 스트리밍 재생 또는 비디오 클립의 다운로드에 구비되어질 수 있다.

비디오 플레이어는 그것을 재생가능하게 하기 전에 그것의 내부 메모리에 사용자에 의해 활성화된 비디오 클립을 다운로

드할 수 있거나, 또는 플레이어의 재생 컨트롤과 상호작용하는 사용자에 응하여 원격 서버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비디오 클

립을 스트림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플레이어는 플래쉬 메모리, 마그네틱 디스크, CD 기록기(writer) 또는 다운로드된 비디

오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CD 재기록기와 같은 비-휘발성 스트리지를 구비할 수 있다. 다운로드된 데이터의 저장 및 디바

이스 아이덴티티와 관련한 우리의 코-펜딩 출원에서 요약적으로 설명된 스킴은 비디오 데이터의 저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플레이어는 전형적으로 전원 관리를 합체한다. 비활성 주기후에, 상기 플레이어는 상태 디스플레이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다. 비활성의 더 긴 주기후에, 상기 프로세서는 전원-보존 의사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전원 관리는 페이지 상호작용

에서 웨이크-업(wake-up)을 허용하는 태그 센서 마이크로 스위치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플레이어는 상기 목적을

위해 가속도계를 합체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비가시 태그를 사용하는 네트페이지 시스템에 관하여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네트페이지 시스템 또는 비가시 태

그의 사용에 제한되지 않는다. 만일 희망한다면, 본 발명은 바코드와 같은 도움을 받지 않는 평균적인 사람의 눈에 가시적

인 태그 또는 코드를 이용할 수 있다. 상기 태그는 관련 파일을 찾는데 사용되는 아이덴티티를 단지 부호화할 필요는 없다.

상기 태그는 더 높은 수준에서 명령을 부호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태그는 "플레이 챕터 99(play chapter 99)"의 명령을

부호화할 수 있다. 만일 비가시 태그가 사용되면, 이 태그는 상기 네트페이지 시스템과 관련하여 설명된 태그에 제한될 필

요가 없다. 다른 태깅(tagging) 시스템이 이용가능하며, 소정의 적절한 태깅 시스템이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소정의 파

장을 흡수하거나 소정 파장의 형광을 발하는 잉크의 사용에 제한되지 않는다. 마그네틱 잉크, 구멍을 구비하는 표면 변형,

기판 자체 구조의 변형 모두는 본 발명의 범주내에 있다. 본 발명의 오디오 플레이어를 연결하는 시스템 및 방법, 그리고

오디오 파일의 소스는 네트페이지 시스템에 제한되지 않는다. 비디오 플레이어는 컴퓨터 네트워크 보다는 케이블에 의해

싱글 컴퓨터에 연결될 수 있다.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예와 몇몇 특정 대안적인 실시예를 참조하면서 설명되었다. 그러나, 상기 특정하게 설명된 실시예

들과 상이한 많은 다른 실시예들이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주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적절하게 크로스-레퍼런스에 의해 구체화된 문서들을 포함하는 상세한 설명에서 개시된 특정 실시예들에 한정

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발명의 범주는 첨부된 청구항들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비디오 플레이어의 상부에서 바라본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 플레이어의 하부에서 바라본 사시도이다.

도 3은 도 1 플레이어의 상부에서 바라본 분해 사시도이다.

도 4는 도 1의 플레이어의 배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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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도 1 플레이어의 평면도이다.

도 6은 도 1 플레이어의 우측면도이다.

도 7은 도 5의 AA선에 따른 단면도이다.

도 8은 도 1 플레이어의 내부 구성부품들의 상부에서 바라본 사시도이다.

도 9는 도 1 플레이어의 내부 구성부품들의 하부에서 바라본 사시도이다.

도 10은 도 1 플레이어의 PCB의 저면에서 바라본 분해 사시도이다.

도 11은 부호화된 기판상에 사용중인 도 1 플레이어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12는 플레이어의 전자부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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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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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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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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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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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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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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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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