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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바이스에서 활성 콘텐츠(content active in a device)를 캡쳐하는 단계와,
상기 캡쳐된 콘텐츠의 유형을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식별된 유형의 캡쳐된 콘텐츠를 수신하도록 지정된 적어도 하나의 타겟 디바이스를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디바이스 내의 콘텐츠 공유 모듈이 활성(active)이면, 상기 콘텐츠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타겟 디바이스에
자동으로 업로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공유 모듈이 활성이 아니면, 북마크 키를 사용하여 상기 콘텐츠를 캡쳐하고, 상기 콘텐츠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타겟 디바이스에 업로딩하기 위해 공유 기능부(sharing facility)를 활성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캡쳐된 콘텐츠를 공유될 콘텐츠로서 마킹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공유될 콘텐츠로서 마킹된 콘텐츠만이 자동으로 업로딩되는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북마크 키를 사용하여 캡쳐된 콘텐츠는 공유될 콘텐츠로서 자동으로 마킹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공유 모듈이 활성일 때, 상기 디바이스에 의해 검출되는 이벤트에 관련된 콘텐츠의 캡쳐링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타겟 디바이스로의 상기 콘텐츠의 자동적인 업로드는 상기 이벤트의 발생에 의해 트리거되는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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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벤트는 음악 트랙 변경, 이미지 캡쳐, 비디오 캡쳐, 웹 사이트 액세스, 캘린더 이벤트, 연락처 업데이트
(contact update), 시간/일자 이벤트 또는 위치 변경인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에서 활성 콘텐츠를 캡쳐하는 단계는,
상기 디바이스 상에서 오픈된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을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오픈된 애플리케이션들의 임의의 활성 콘텐츠를 전송 위치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의 입력 키를 사용하여 상기 콘텐츠를 캡쳐하기 전에, 상기 콘텐츠 공유 모듈을 활성화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는 이미징 애플리케이션, 비디오 애플리케이션, 위치 확인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사이트, 음악 애플
리케이션, 캘린더 애플리케이션 또는 시간/일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취득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 내의 콘텐츠를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디바이스의 공유 콘텐츠 기능을 활성화하는 단계와,
활성 콘텐츠로서 공유하기 위해 상기 획득된 콘텐츠가 캡쳐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공유 콘텐츠 기능을 활성화한 후에, 상기 획득된 콘텐츠를 수신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타겟 수신인을 선
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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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상기 콘텐츠를 획득하기 위해 상기 공유 콘텐츠 기능을 활성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 내지 제 7 항 또는 제 9 항 내지 제 13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을 실행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판
독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

청구항 15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와,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접속된 메모리를 포함하되,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는, 상기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할 시에,
디바이스에서 활성 콘텐츠를 캡쳐하고, 상기 캡쳐된 콘텐츠의 유형을 식별하고, 상기 식별된 유형의 캡쳐된 콘
텐츠를 수신하도록 지정된 적어도 하나의 타겟 디바이스를 식별하고, 상기 디바이스 내의 콘텐츠 공유 모듈이
활성이면 상기 콘텐츠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타겟 디바이스에 자동으로 업로딩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는, 상기 콘텐츠 공유 모듈이 활성이 아니면, 북마크 키를 사용하여 상기 콘텐츠를
캡쳐하고, 상기 콘텐츠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타겟 디바이스에 업로딩하기 위해 상기 콘텐츠 공유 모듈을 활성
화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는 상기 캡쳐된 콘텐츠를 공유될 콘텐츠로서 마킹하고,
공유될 콘텐츠로서 마킹된 콘텐츠만이 자동으로 업로딩되는
장치.

청구항 1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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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는, 상기 디바이스의 입력 키를 사용하여 상기 콘텐츠를 캡쳐하기 전에 상기 콘텐
츠 공유 모듈을 활성화하는
장치.

청구항 20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는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인
장치.

청구항 21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와,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접속된 메모리를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는, 상기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할 시에,
디바이스에서 활성 콘텐츠를 캡쳐 - 상기 캡쳐된 콘텐츠는 콘텐츠 유형을 가짐 -하고, 상기 캡쳐된 콘텐츠 유형
의 콘텐츠가 업로딩될 적어도 하나의 타겟 디바이스를 식별하고, 상기 디바이스 내의 콘텐츠 공유 모듈이 활성
이면 상기 콘텐츠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타겟 디바이스에 자동으로 업로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는, 상기 콘텐츠 공유 모듈이 활성이 아니면, 북마크 키를 사용하여 상기 콘텐츠를
캡쳐하고, 상기 콘텐츠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다른 타겟 디바이스에 업로딩하기 위해 상기 콘텐츠 공유 모듈을
활성화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명 세 서
기 술 분 야
[0001]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들에 관한 것이며, 더욱 상세하게는 콘텐츠를 캡쳐
및 공유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소셜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은 더욱 일반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모바일 통신 장치들을 사용하여 개인

의 소셜 그룹, 정보 및 데이터를 통신 및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Facebook™과 같은 서비스들은 온

라인 디렉토리들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들 주위의 사람들에 접속하도록 허용한다.
람들과 함께 보거나 공유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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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3]

이러한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그들의 프로파일들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요구하고, 그후 그들
이 공유하고자 하는 리소스들 또는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다른 사용자들에게 허용하거나 제공한다.

예를 들

면, 사용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개인의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하고, 사진들 및 비디오들과 같은 콘텐츠,
사용자들이 다른 콘텐츠에 대한 링크들을 보거나 제공하기 위한 포스트 메시지들에 대한 액세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들은,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리소스들을 유지 및 업데이트하

기 위해 사용자의 부분에 대한 수동 동작을 요구한다.

소셜 네트워크의 멤버들 간에 콘텐츠 및 리소스들의 실

시간 및/또는 라이브 공유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4]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방법이 장치에서 활성 콘텐츠를 캡쳐

하는 단계와, 상기 캡쳐된 콘텐츠가 업로딩되는 적어도 하나의 타겟 장치를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장치 내의
콘텐츠 공유 모듈이 활성이면, 상기 콘텐츠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다른 타겟 장치에 자동으로 업로딩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0005]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은 사용자가 다른 사람들과 콘텐츠, 정보 및 상태를 빠르고, 쉽고, 즉시 공유하도록
허용한다.

키와 같이 단일의 제어의 활성화에 의해, 사용자는, 예를 들면, 촬영된 비디오 또는 이미지, 맵 상

의 현재 위치, 현재 청취되는 노래 제목, 및/또는 현재 보고 있는 웹 페이지의 URL을 캡쳐하고, 이러한 콘텐츠
를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06]

도 1은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이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의 블록도.
도 2a, 도 2b 및 도 2c는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을 통합하는 예시적인 프로세스들의 예들을 예시한 도면.
도 3a 내지 도 3c는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을 통합하는 예시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들을 예시한 도면.
도 4는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을 실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장치의 하나의 예를 예시한 도면.
도 5a 내지 도 5d는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을 통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상태들을 도시한 도면.
도 6a 및 도 6b는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을 실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장치들의 예시들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을 실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특성들을 통합하는 예시적인 시스템의 블록도.
도 8은 도 6a 및 도 6b의 장치들이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시스템의 일반적인 아키텍처를 예시한 블록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07]

실시예들의 상기 특징들 및 다른 특성들은 첨부한 도면들과 연관하여 취해진 다음의 기재에서 설명된다.

[0008]

도 1은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이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100)의 하나의 실시예를 예시한다.

개시된 실시예

들이 도면들에 도시되고 이하에 기재된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기재될 것이지만, 이들이 많은 대안적인 형태들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요소들 또는 재료들의 임의의 적절한 크기, 형태 또는 유형이

사용될 수 있다.
[0009]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은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타겟들 또는, 예를 들면, 모바일 통신 장치와 같은 장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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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접촉들에 대한 콘텐츠의 기록, 저장 및 업로딩의 자동화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장치에 의해 콘텐츠를

캡쳐하고, 이러한 캡쳐된 콘텐츠를, 예를 들면, 사용자의 소셜 네트워크의 멤버들과 라이브 및 실시간으로 공유
할 수 있다.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사용자의 활동들에 의해 소셜, 비지니스 또는 다

른 그룹의 멤버들을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예를 들면, 현재 상태, 현재 위치, 및/또는

사용자가 현재 액세스하고, 최근에 액세스하거나 공유하기 원하는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

들에서, 실시간 방식으로 액세스 및 공유될 수 있는 임의의 적절한 정보 또는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다.
[0010]

용어, "소셜" 또는 "비지니스" 네트워킹 그룹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접속되기 바라고 공유하기 원하는 정보
및 콘텐츠를 갖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임의의 사람(들), 엔티티(들) 또는 다른 접촉을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그룹은 하나 이상의 엔티티들 또는 접촉들을 포함할 수 있다.

그룹의 멤버는 임의의 적절한 방식으

로 지정될 수 있다.
[0011]

하나의 실시예에서, 도 1에 도시된 시스템(100)은 모바일 통신 장치와 같은 통신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템(100)은 콘텐츠 공유 모듈(136), 콘텐츠 캡쳐링 모듈(138) 및 콘텐츠 마킹 모듈(140)을 포함할 수 있다.

시스
하

나의 실시예에서, 공유 모듈(136)은, 시스템(100) 상에서 활성이거나 개방된 콘텐츠의 실시간 공유를 가능하게
하도록 구성된다.

공유 모듈(136)의 활성화는 자동으로, 시스템(100) 상에서 개방 및/또는 활성인 콘텐츠가 공

유될 콘텐츠로서 캡쳐 및 지정되도록 할 것이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공유 모듈(136)은 시스템(100)의 입력 또

는 장치를 사용하여 활성화된다.
[0012]

캡쳐 모듈(138)은 공유 모듈(136)로부터 인스트럭션들 및 명령들을 수신하고, 시스템(100) 상에서 현재 활성 및
/또는 개방된 콘텐츠를 캡쳐하도록 구성된다.

콘텐츠를 캡쳐하는 것은 콘텐츠 및 업로드 및 전송을 위한 콘텐

츠에 대한 링크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0013]

마킹 모듈(140)은, 공유되도록 이용 가능하거나 인에이블된 콘텐츠로서 시스템(100)에 의해 저장 또는 캡쳐된
콘텐츠를 마킹 또는 식별하도록 구성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마킹 모듈(140)은, 공유되도록 이용 가능한 콘

텐츠로서 시스템(100) 상에서 개방 및/또는 활성인 콘텐츠를 자동으로 마킹할 수 있다.

마킹 모듈(140)은, 공

유되도록 이용 가능한 콘텐츠를 수동으로 식별 및 마킹하기 위해 사용자 입력들을 수신하도록 또한 구성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콘텐츠는 시스템 상에서 현재 개방 및/또는 활성인 콘텐츠이다.

그렇지 않다면, 콘

텐츠는 시스템 상에 보관 또는 저장되고 공유를 위해 마킹된 콘텐츠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

자는 공유를 위해 콘텐츠를 마킹할 수 있지만, 공유 모듈(136)의 다음 활성화때까지의 콘텐츠의 업로드와는 상
이하다.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시스템(100)은 콘텐츠가 상기 장치에 의해 캡쳐되고 다른 사용자들과 실시간

으로 공유되도록 허용하는 다른 적절한 장치들 및/또는 모듈들을 포함할 수 있다.
[0014]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은 또한 다중-요소 캡쳐링을 허용할 수 있다.
성인 상이한 콘텐츠의 동시의 캡쳐링을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장치(100) 상에서 개방 및 활

공유 모듈(136)의 활성화는, 하나 이상의 콘텐츠 아이

템들이 장치 상에서 개방 및 활성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공유를 위해 마킹될 때, 하나 이상의 콘텐츠 아이템이
자동으로 공유되도록 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요소들 또는 콘텐츠는, 예를 들면, 이미지(들), 비디오,

위치,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오디오, 날씨, 무드 표시자(mood indicator), 주변광, 주변 온도, 가속
도, 속도, 공기압 또는 음악을 포함할 수 있다.
트, 또는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콘텐츠이다.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요소들은 임의의 적절한 정보, 오브젝

하나의 실시에에서, 캡쳐될 콘텐츠는 장치에서 개방 및 활성인

예를 들면, 장치(100)는 음악 웹사이트를 액세스하면서 동시에 문서를 검토하거나 사진을 찍을 수

사용자가 음악 웹사이트 및 사진을 공유하기 원한다면, 공유 모듈(136)은 활성은 이러한 콘텐츠 각각이

원하는 타겟 접촉들 또는 그룹 멤버들과 자동으로 공유되도록 할 수 있다.

유사하게, 장치(100)가 위치를 결정

할 수 있다면, 공유는 음악 웹사이트 및 사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위치에 관련된 정보(예를 들면, 장치(100)
의 위치)를 포함할 수 있다.
[0015]

위치 정보는 상태 정보를 획득 또는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도 2a를 참조하여,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을 통합하는 예시적인 프로세스 흐름이 예시된다.
바와 같이, 사용자는 콘텐츠 공유 설비를 활성화한다(202).

하나의 실시예에서, 이것은 지정된 입력 또는 버튼

을 활성화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상술된 바와 같은 공유 설비를 포함한다.
가 식별 및 캡쳐링된다(204).

수 있다.

장치 상에서 개방 및 활성인 콘텐츠

하나의 실시예에서, 식별된 모든 콘텐츠(204)가 공유하기에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체크(206)가 이루어질 수 있다.
는 지정하기를 원할 수 있다.

도 2a에 도시된

예를 들면, 사용자는 공유되기에 적절한 것으로서 특정 콘텐츠를 포함 또

이것은 설정 메뉴에서 이루어지거나, 마킹 모듈(140)에서 지정 및/또는 저장될

모든 지정된 콘텐츠가 전송 및 공유하기에 적절하다면, 캡쳐된 콘텐츠는 다른 사용자들과의 공유를

위해 자동으로 및 실질적으로 즉시 업로딩된다(210).

식별된 콘텐츠 모두가 공유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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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지정된 콘텐츠만이 마킹(208) 및 공유된다(210).
[0016]

하나의 실시예에서, 사용자(들) 또는 콘텐츠를 공유하는 다른 타겟들은 미리 지정되거나 리스트에서 수동으로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2b를 참조하여, 하나의 실시예에서, 적어도 하나의 콘텐츠 아이템이 개방 및

활성인 동안에, 사용자는 도 1의 공유 모듈(136)을 활성화한다(230).
된다(232).

공유될 콘텐츠는 상술된 바와 같이 캡쳐

자동으로 콘텐츠를 공유하는 미리 설정된 리스트의 접촉(들)이 식별되는지가 결정된다(234).

의 실시예에서, 이것은 공유 리스트로 불릴 수 있다.
정리된다.

하나

상이한 유형들의 콘텐츠에 대해 상이한 공유 리스트들이

시스템(100)은 캡쳐되는 콘텐츠의 유형을 결정하고, 그후 특정 공유 리스트가 특정 유형(들)의 콘텐

츠에 대해 지정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0017]

공유 리스트가 존재하면, 콘텐츠는 지정된 접촉(들)과 자동으로 공유된다.

공유 리스트 또는 다른 미리 설정된

리스트의 접촉(들)이 식별되지 않는다면, 공유될 콘텐츠에 대한 타겟(들) 또는 수신인(들)은 수동으로 선택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이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어드레스 북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접촉(들)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0018]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은, 사용자가 공유될 수 있는 콘텐츠의 유형들 및 콘텐츠를 공유하는 특정 사용자들
또는 사용자들의 그룹을 지정하도록 허용한다.
및 선택들이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듈(136)을 활성화한다(250).

공유 모듈(136)이 활성화될 때, 롤링 방식으로 다양한 옵션들

예를 들면, 하나의 실시예에서, 도 2c를 참조하여, 사용자는 공유 모

개방 및/또는 활성인 콘텐츠가 캡쳐된다(252).

츠를 식별하는 리스트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캡쳐된 콘텐

이러한 리스트로부터, 사용자는 공유될 콘텐츠, 또는 대

안으로 공유되지 않는 콘텐츠를 선택 또는 식별할 수 있다(254).

사용자가 장치, 예를 들면, 마킹 모듈(140)에

저장되는 이전에 생성된 콘텐츠 공유 리스트를 갖는다면, 공유될 콘텐츠의 선택은 자동 프로세스일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콘텐츠가 전송되기 전에, 공유될 콘텐츠의 최종 리스트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

러한 최종 리스트로부터, 사용자는 콘텐츠가 전송되기 전에 선택들을 수용 또는 변경하기 위한 옵션을 가질 수
있다.
[0019]

사용자가 공유될 콘텐츠를 식별하면, 하나의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캡쳐 및 지정된 콘텐츠가 공유될 접촉 또는
접촉들을 지정할 수 있다(256).

하나의 실시예에서, 공유 설비(136)가 활성화될 때, 사용자는 콘텐츠를 자동으

로 공유하는 접촉 또는 접촉(들)을 미리 설정할 수 있다.
또는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0020]

사용자는 각각의 공유 동작에 대해 수신인들을 체크

공유할 접촉들의 리스트는 저장될 수 있고, 공유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실행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공유될 콘텐츠가 식별되면, 사용자는 콘텐츠의 수신인(들)을 식별하도록 요청될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어드레스 북 리스트에서 접촉(들)을 선택하거나 특정 이름들 또는 어드레스들을 삽입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어드레스들은, 예를 들면, 이메일 어드레스들, 셀룰러 번호들 또는 네트워킹 웹사이트

정보(URL)를 포함할 수 있다.
다.
[0021]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접촉들을 지정하는 임의의 적절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

접촉들이 식별되면, 콘텐츠가 공유될 수 있다(258).

하나의 실시예에서, 콘텐츠의 공유는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소셜, 비지니스 또는 네트워킹
사이트에 업로딩하는 것을 포함한다.
는 링크가 제공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다른 사람이 업로딩된 콘텐츠를 액세스하도록 허용하

콘텐츠 공유는, 예를 들면, 제 3 서비스에 의해 중재될 수 있다.

이것은 사용자가

수동으로 네트워킹 사이트를 액세스하고 그 안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대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을 제공
할 수 있다.
다.

사이트 또는 사이트들은 현재 및 관련 데이터 및 정보로 자동으로 및 실질적으로 즉시 업데이트된

단지 하나의 네트워킹 사이트가 일반적으로 본원에 언급되지만,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은 하나 이상의

네트워킹 사이트가 실질적으로 동시에 업데이트되도록 허용할 것이다.
워킹 또는 소셜 서비스에 속할 수 있다.
트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네트

각각의 그러한 사이트는 캡쳐된 정보로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은 시스템이 임의의 요구된 로그-인 정보를 저장 및 활용하도록 허용

예를 들면, 하나의 실시예에서, 도 1의 공유 모듈(136)은 링크와 같은 관련 네트워킹 사이트 정보

및 임의의 로그-인 및/또는 인증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리소스를 포함할 수 있다.

사이트가 액세스될 때, 공

유 모듈(136)은 임의의 보안 및 인증 프로토콜들 및 익스체인지를 포함하여 임의의 요구된 로그-인 프로토콜을
실행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콘텐츠를 업로딩하기 위해 무결절 액세스 및 엔트리를 사이트 및 그의 리소스들
에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0022]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업로딩 및 업데이트함으로써, 업데이트들은 현재 상태 표시보다 훨씬 더 풍성할 수 있다.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당신이 보는 것(예를 들면, 사진, 비디오, 오브젝트) 또는
당신이 있는 곳(위치)에 관련된 콘텐츠로 다른 멤버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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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태는 각각의 서비스 제공자 사이트 상에 표시될 수 있다.
[0023]

예를 들면, 도 3a를 참조하여, 사용자 활동 웹사이트 페이지의 스크린 샷(300)이 예시된다.
이한 카테고리들의 콘텐츠, 정보 및 사용자에 관련된 활동들이 도시된다.
방문된 URL들을 식별한다.
위치(308)를 포함한다.
시된다.

이러한 예에서, 상

섹션(302)은 이러한 사용자에 의해

도시된 다른 콘텐츠는 메시지들(304 및 312), 음악(306 및 310)뿐만 아니라 방문된

정보는 또한 참조로서 타임 스탬프를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의 위치(314)가 또한 예

하나의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이러한 콘텐츠 모두 또는 임의의 콘텐츠 및 관련 정보를 또 다른 사용자

또는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

도 3b를 참조하여,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에 따라, 도 3a의 사용자,

"Joe"는 "Patricks"과 콘텐츠 및 정보를 공유한다.
지의 스크린 샷(350)이다.
(feeds)을 수신한다.

도 3b는 네트워킹 서비스 제공자 상의 "Patricks" 웹 페이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Patricks은 접촉, "Joe"에 관련된 다수의 상이한 피드들

피드(352)가 Joe에 의해 방문된 URL을 나타내면, 또 다른 피드는 Joe가 듣는 음악 선택

(354)을 나타내고, 제 3 피드는 Joe에 의해 방문된 장소 또는 위치(356)를 나타낸다.
치(358)를 공유한다.
연관될 수 있다.

Joe는 또한 그의 현재 위

이러한 엔트리들 또는 피드들(352, 354, 356 및 358) 각각에 대해, 타임 스탬프가 그와

엔트리들(352 및 354)은 동일한 타임 스탬프, "12:26pm"를 갖고, 이는 공유 모듈(136)이 공유

하기 위한 콘텐츠를 캡쳐하도록 활성화될 때 양자가 개방 및 활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0024]

도 3c는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의 또 다른 적용 예를 예시한다.
이트 상의 사용자 프로파일의 스크린 샷(370)이다.
가 디스플레이된다.
지정된다.

도 3c는 Share on Ovi™와 같은 공유 웹사

이러한 예에서, 다양한 시점들에서 사용자의 공유된 콘텐츠

도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피드들(372, 374)은 하루전의 것이며 "Yesterday' feeds"로서

피드들(376, 378)은 오늘의 것이며 "Today' feed"로서 지정된다.

콘텐츠 및 콘텐츠 유형의 디스크립션을 포함한다.
나타내는 맵(380)이 또한 제공된다.

각각의 피드는 데이트 스탬프 및

이러한 예에서, 각각의 피드들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위치를

사용자가 공유 모듈(136)을 활성화할 때마다, 도 3c에 도시된 피드들 각각

이 생성된다.
[0025]

도 4는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을 실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장치(400)의 하나의 예를 예시한다.
시예에서, 장치(400)는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치를 포함한다.

플레이(402), 제어 키들의 세트(404) 및 공유 활성화 키(406)를 포함한다.
4)은 조이스틱형 제어를 포함한다.
있다.

하나의 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장치(400)는 디스
하나의 실시예에서, 제어 키들(40

공유 활성화 키(406)는 누름 버튼 또는 키형 제어 활성기를 포함할 수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장치(400)는,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용 터치 스크린 포인터(408)와 같이, 모바

일 통신 또는 인터넷 인에이블 장치에서 발견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입력 및 출력 장치들을 포함할 수 있다.
도 4의 공유 키(406)의 위치 및 배치는 단지 예시적인 것이며,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공유 키(406)는 장치
(400) 상의 임의의 적절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공유될 이용 가능한 콘텐츠가 존재할 때,

제어 키들(404)의 중앙 버튼은 공유 키(406)로서 인에이블될 수 있다.
[0026]

도 5a는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을 통합하는 예시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련의 상태들을 예시한다.

상태

(500)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장치 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예시이고,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을 통합
하는 자동-공유 모듈이 설치되고 상기 장치에서 활성이다.

자동-공유 기능은 공유 키(502)의 활성화에 의해 인

에이블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자동-공유 기능이 활성화되거나 온될 때, 키(502)가 조명되거나 천천히

깜박거릴 수 있다.

자동-공유 기능이 인에이블되거나 활성이라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아이콘 또는 다

른 적절한 시각적 식별자가 디스플레이(501) 상에 제공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활성인 특정 네트워킹

서비스를 식별하고, 공유 기능이 자동 모드이고, 공유 기능의 활성 시에 콘텐츠를 공유할 타겟들 또는 타겟 그
룹을 식별하는 참조(503)가 포함될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사용자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임의의 적절한 표시 또는 표시자가 사용될 수 있다.

조이스틱(505) 또는 다른 선택 제어를 사용하여, 사

용자는 기능들, 제어들 및 자동-공유 능력에 관련된 설정들을 포함하는 메뉴(511)를 사용자가 액세스하도록 허
용하는 상태(510)에 도시된 제어 메뉴를 액세스할 수 있다.

상태(5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자동-공유 기능을 턴 오프하고, 공유할 사람을 지정하고, 설정 메뉴를 액세스하거나, 공
유 큐를 클리어링할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사용자가 자동-공유 기능을 액세스, 제어 및 사용자에게

맞추도록 하는 임의의 적절한 메뉴 기능들이 제공될 수 있다.
[0027]

상태(512)는, 자동-공유 오프(511a) 메뉴가 선택될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예를 예시한다.

자동-공유 오프 메

뉴 아이템(511a)을 선택하는 것은, 공유 기능이 자동 또는 수동 동작(512a)인지를 사용자가 제어하도록 허용한
다.
[0028]

상태(514)는 사용자가 공유할 사람 메뉴 기능(511b)을 선택하는 상황을 예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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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의도된 타겟 또는 타겟들을 사용자가 지정하도록 허용한다.
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접촉들 또는 다른 타겟들의 리스트(515)를 제공한다.

상태(514)는 콘

하나의 실시예에서, 리스트(515)

는 장치 상에서 활성인 특정 네트워킹 또는 소셜 그룹 서비스에 의존할 수 있다.

메뉴(515)에 디스플레이된 그

룹들은 이러한 메뉴 설정 또는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 또는 메뉴 설정 내에서 생성될 수 있다.

사용자가 그룹,

"Everybody"(515a)을 선택하면, 자동-공유 기능은 그러한 그룹에 대해 지정된 그들의 접촉들과 콘텐츠를 공유하
도록 구성될 것이다.

용어, "Everybody"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인터넷 또는 공공 도메인들 상의 사용자들

과 같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들을 지칭한다.

"Everybody(515a)"의 선택은 서비스 아이콘 및

자동-공유 기능 식별자와 함께 상태(516)에서 도시될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사용자에 대한 현재 공

유 타겟(들)을 식별하는 임의의 적절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0029]

도 5b는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에 따라 묶음으로 제어될 수 있는 설정들의 일부 예들을 예시한다.
(520)는 개시된 실시예들의 자동-공유 장치에 대한 설정 메뉴의 하나의 예이다.

상태

이러한 예에서, 전송(520a),

위치 공유(520b) 및 자동 공유 아이템들(520c)을 포함하는 설정들에 대한 제어들이 제공된다.

대안적인 실시예

들에서, 자동-공유 기능과 연관하여 임의의 적절한 설정들에 대한 제어들이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

자가 상태(520)에 도시된 메뉴를 스크롤 다운하면, 예를 들면, 공유 서비스(522a)와 같은 부가적인 설정 제어
선택들이 제공될 수 있다.
[0030]

전송 메뉴 아이템(520a)의 선택은, 상태(52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특정 통신 전송 모드를 선택 및/또
는 활성화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위치 공유 메뉴 아이템(520b)의 선택은, 사용자의 위치에 관하여 공유될 수

있는 정보를 제어 및/또는 설정하는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상태(52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는, 장소의 명칭(526a) 또는 지리학적 좌표들(526b)을 포함하는 위치 정보를 장치가 제공하도록 한다.
는 또한 위치 공유를 턴 오프(526c)할 수 있다.

사용자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위치 정보를 식별하는 임의의 적절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0031]

상태(528)는 자동으로 공유되도록 할 수 있는 콘텐츠의 리스트를 포함한다.

자동-공유 아이템들(520c)의 선택

은, 사용자가 상태들(528 및 530)에 도시된 리스트를 액세스하고 자동으로 공유되거나 공유되지 않는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상태들(528 및 530)에 도시된 박스들을 체크 또는 체크하지

않음으로써, 콘텐츠는 자동으로 공유되도록 식별 또는 지정(마킹)될 수 있다.

콘텐츠의 리스트는 상태들(528

및 530)에 도시된 콘텐츠 아이템들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임의의 적절한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다.
시예에서, 공유될 수 있는 콘텐츠의 유형 및 양은 특정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하나의 실

예를 들면, 일

자/시간, 이용 가능성/상태 및/또는 텍스트/태그들과 같이, 특정 유형들의 콘텐츠는 항상 공유되도록 또한 지정
될 수 있다.
[0032]

이것은, 자동으로 공유되는 콘텐츠의 포맷에서 균일성을 제공하는 이점일 수 있다.

도 5c는 비디오 이미지를 자동-공유하는 예를 예시한다.
포스트-캡쳐 뷰를 예시한다.

상태(540)는, 기록이 완료된 후에 도 4의 장치(400)의

이러한 예에서, 사용자는 기록을 중지하기 위해 공유 키(542)를 활성화한다.

하

나의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비디오 기록을 편집, 삭제 또는 수동으로 업로딩하기 위해 키들(541)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디오의 자동-공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상태(54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에게 뷰파인더 또는 다른 적절한 이미징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될 수 있다.
[0033]

하나의 실시예에서, 포스트-캡쳐 뷰(540)로부터, 공유 기능이 활성이면, 편집 키(540) 이외의 키를 누르는 것은
자동 공유가 일어나도록 개시할 수 있다.
지한다.

이러한 예에서, 사용자는 공유-키(542)를 활성화함으로써 기록을 중

하나의 실시예에서, 키(542)는 자동-공유 기능이 활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몇몇 방식으로 강조

될 수 있다.

자동-공유가 활성이기 때문에, "Back" 키(543)를 누르거나 활성화하는 것은 자동 공유가 일어나도

록 하고, 사용자를 이전 상태(548)로 되돌릴 것이며, 이러한 예에서, 이는 뷰파인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공유 키(542)는 자동-공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몇몇 방식으로 강조될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시각 또는 가청 표시를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시각 표시자는 일정하

거나 빠르게 깜박이는 광, LED, 이미지 또는 아이콘, 또는 컬러 조합일 수 있다.

삐 소리, 발신음 또는 다른

소리와 같은 가청 표시자는 시각 표시자와 함께 또는 시각 표시자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들

에서, 자동-공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표시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임의의 적절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0034]

하나의 실시예에서, 공유 키(542)를 활성화한 후에, END 또는 다른 유사한 중지 동작 키를 누르는 것은, 상술된
바와 같이 자동-공유를 실행하도록 할 것이다.
록 구성된 입력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END 키는 임의의 적절한 키 또는 동작을 중지하거나 빠져나오도

상태(55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에서 빠져나오고

사용자가 휴지 제어 스크린으로 복귀되면, 자동-공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자(552)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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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도 5c에 도시된 예에서, 텍스트 표시자, "UPL"(552)가 도시된다.

들면, 아이콘 또는 이미지와 같은 임의의 적절한 표시자가 사용될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예를

휴지 제어 상태(550)는 활성인 네

트워킹 서비스(553), 자동-공유 기능 및 타겟 설정들(554)을 또한 식별한다.
[0035]

도 5d는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에 따른 수동 북마킹 및 공유의 예를 예시한다.
이, 이미지 애플리케이션의 포스트-캡쳐 뷰가 도시된다.
된다.

상태(560)에 도시된 바와 같

이러한 예에서, 공유 키(562)는 사진을 찍도록 활성화

그러나, 도 5a의 자동-공유 설정(511a)은 "수동 공유"로 설정된다.

이러한 예에서, 장치는 가령

텍스트, 오디오 또는 다른 시각적 프롬프트에 의해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자가 콘텐츠를 공유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예시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560)에서, 공유 키는 사용자에게 촬영된 사진을 공유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깜박이도록 구성된다.

사용자가 공유 키(562)를 활성화하면, 이미지는 활성 네트워킹 서비스 및 지정된 수신인

에게 업로딩될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 "공유할 사람" 설정(511b)은 도 5a의 상태(5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

친구"로 설정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이미지가 업로딩된다는 것이 사용자에게 통지될 수 있다.

사용자가 어

떠한 동작도 취하지 않거나 "해제" 기능 키를 누르면, 사용자는 상태(56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스트-캡쳐 뷰
로 복귀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사용자가 편집 기능(567) 또는 키보드 기능(571)을 활성화하면, 업로딩되는

이미지를 첨부하는 태그들/상세들을 편집하기 위한 옵션들이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예들은 상태들(570 및 580)에 도시된다.
들(572)로 주석이 달릴 수 있다.

공유된 상세들 뷰의

이러한 예들에서, 이러한 예에서 사진과 같이 공유될 콘텐츠는 포스트

포스트들은, 예를 들면, 메타데이터와 같이 컨텍스트 요소들과 연관된 텍스트

및 태그들을 포함할 수 있다.
[0036]

도 1을 다시 참조하여, 개시된 실시예들의 시스템(100)은 일반적으로 입력 장치(들)(104), 출력 장치(들)(106),
프로세스 모듈(122), 애플리케이션 모듈(180), 및 저장/메모리 장치(들)(182)을 포함할 수 있다.

상술된 구성

요소들은 단지 예시적인 것이며, 시스템(100)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도록 의도되지
않는다.

시스템(100)은 또한 프로세스들, 방법들, 시퀀스들, 알고리즘들 및 상술된 인스트럭션들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들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들을 포함할 수 있다.
[0037]

입력 장치(들)(104)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데이터, 인스트럭션들 및 명령들을 시스템(100)에 입력하도록 허용
하도록 구성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입력 장치(104)는 원격으로 또는 시스템(100)에 대해 로컬이 아닌 또 다

른 장치로부터 입력 명령들을 수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입력 장치(104)는, 예를 들면, 키들(110), 터치 스

크린(112), 메뉴(124), 카메라 장치(125) 또는 다른 이미지 캡쳐링 시스템과 같은 장치들을 포함할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상술된 바와 같이, 입력 장치는 데이터, 정보 및/또는 인스트럭션들의 입력 및 캡쳐를
허용하거나 장치에 제공하는 임의의 적절한 장치(들) 또는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출력 장치(들)(106)은 정보

및 데이터가 시스템(100)의 사용자 인터페이스(102)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허용하도록 구성되고, 예
를 들면, 디스플레이(114), 오디오 장치(115) 또는 촉각 출력 장치(116)와 같은 하나 이상의 장치들을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출력 장치(106)는 출력 정보를 또 다른 장치에 전송하도록 구성되고, 또 다른 장

치는 시스템(100)으로부터 원격에 있을 수 있다.

입력 장치(104) 및 출력 장치(106)가 개별 장치들로서 도시되

지만, 하나의 실시예에서, 입력 장치(104) 및 출력 장치(106)는 단일의 장치로 조합될 수 있고, 사용자 인터페
이스(102)의 일부일 수 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102)를 형성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102)는 이하에 기

재되는 바와 같이 콘텐츠, 오브젝트 및 타겟들에 존재하는 정보를 수신 및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특정 장치들이 도 1에 도시되지만, 개시된 실시예들의 범위는 임의의 하나 이상의 장치들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예시적인 실시예는 하나 이상의 장치들을 포함 또는 배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

예에서, 시스템(100)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지 않거나 단지 제한된 디스플레이만을 제공할 수 있고, 입력 장치
들, 또는 애플리케이션 개방 또는 활성화 기능은 헤드셋 장치의 키(108a)에 제한될 수 있다.
[0038]

프로세스 모듈(122)은 일반적으로 개시된 실시예들의 프로세스들 및 방법들을 실행하도록 구성된다.

애플리케

이션 프로세스 제어기(132)는,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 모듈(180)과 인터페이스하고, 시스템(100)의 다른 모듈
들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들을 실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애플리케이션 모듈

(180)은 시스템(100)에 대해 로컬이거나 원격으로 저장된 애플리케이션들 및/또는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들과 인
터페이스하도록 구성된다.

애플리케이션 모듈(180)은, 예를 들면, 오피스, 비지니스, 미디어 플레이어들 및 멀

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들, 웹 브라우저들 및 맵들과 같이 시스템(100)에 의해 설치, 구성 또는 액세스 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 중 임의의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할 수 있다.
플리케이션 모듈(180)은 임의의 적절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할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애

도 1에 도시된 통신 모듈(134)은 일반

적으로 장치가, 예를 들면, 텍스트 메시지, 채팅 메시지들, 멀티미디어 메시지들, 비디오 및 이메일과 같은 통
신들 및 메시지들을 수신 및 전송하도록 허용하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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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른 장치들 및 시스템들로부터 수신하도록 구성된다.
[0039]

하나의 실시예에서, 시스템(100)은 또한 사용자가 음성 명령들, 프롬프트들 및 인스트럭션들을 수신 및 입력하
도록 허용하는 텍스트-스피치 모듈을 포함하는 음성 인식 시스템(142)을 포함할 수 있다.

[0040]

도 1을 참조하여, 하나의 실시예에서, 개시된 실시예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근접
스크린 장치 또는 다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장치 상에서 또는 장치로 구현될 수 있다.

디스

플레이가 시스템(100)과 연관되지만, 디스플레이가 개시된 실시예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필수적이지는
않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디스플레이는 제한되거나 이용 가능하지 않다.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본원에 개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특징들은, 디스플레이가 제공되지 않을 때 애플리케이션들
또는 시스템 콘텐츠의 선택 및 활성화를 허용하는 임의의 적절한 장치 상에서 구현될 수 있다.
[0041]

하나의 실시예에서, 디스플레이(114)는 시스템(100)에 통합될 수 있다.
시스템(100)에 접속되거나 결합된 주변 디스플레이일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디스플레이는

예를 들면, 스타일러스, 펜 또는 간단히 사용자

의 손가락과 같은 포인팅 장치는 디스플레이(114)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절한 포인팅 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임의의 적

다른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디스플레이는, 예를 들면, 컬러 이미지들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박막 트랜지스터(TFT) 매트릭스와 같은 광학 백 라이팅을 갖는 액정 디스플레이(LCD)로
통상적으로 구성된 플랫 디스플레이(114)와 같은 임의의 적절한 디스플레이일 수 있다.
[0042]

용어들, "선택" 및 "터치"는 일반적으로 터치 스크린-디스플레이에 대해 본원에 기재된다.

그러나,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상기 용어들은 다른 입력 장치들에 대해 요구된 사용자 동작을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예를

들면, 근접 스크린 장치에 대해, 사용자가 오브젝트 또는 다른 정보를 선택하기 위해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상기 언급된 용어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장치에 다만 근접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0043]

유사하게, 의도된 장치들의 범위는 단일의 터치 또는 접촉 장치들에 제한되지 않는다.

하나 이상의 손가락들

또는 다른 포인팅 장치들에 의한 접촉이 스크린 상에 및 스크린에 관하여 내비게이팅할 수 있는 멀티-터치 장치
들은 또한 개시된 실시예들에 의해 포함되도록 의도된다.
되도록 의도된다.

비터치 장치들은 또한 개시된 실시예들에 의해 포함

비터치 장치들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의 디스플레이 및 메뉴들 상의 내비게이션이, 예를

들면, 시스템의 키들(110)을 통해 또는 시스템의 음성 인식 특징들을 통한 음성 명령들을 통해 수행되는 터치
또는 근접 스크린들이 없는 장치들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0044]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이 실시될 수 있는 장치들의 몇몇 예들은 도 6a 및 도 6b에 대해 예시된다.

상기 장

치들은 단지 예시적인 것이며, 개시된 실시예들이 실싱될 수 있는 장치들의 모든 가능한 장치들 또는 모든 특징
들을 포함하도록 의도되지는 않는다.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은 매우 기본적인 장치들 및 그들의 사용자 인

터페이스의 능력들에 의존할 수 있다.

다양한 선택 기준 및 링크들을 선택하기 위해 버튼들 또는 키 입력들이

사용될 수 있고, 스크롤 기능은 아이템(들)을 이동시키고 선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0045]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실시예에서, 단말기 또는 모바일 통신 장치(600)는 입력 장치 및 출력 장치
에 대한 디스플레이(620)로서 키패드(610)를 가질 수 있다.

키패드(610)는, 예를 들면, 멀티-기능/스크롤 키

(630), 소프트 키들(631, 632), 호출 키(633) 및 종료 호출 키(634) 및 알파벳 숫자 키들(635)과 같은 임의의
적절한 사용자 입력 장치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키들 중 임의의 하나의 키는 공유 키로서 지정될 수 있고,

키의 활성화는 상술된 공유 기능을 인에이블할 것이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장치(600)는 부가적인 입력 장치로

서 카메라(621)와 같은 이미지 캡쳐 장치를 포함한다.

디스플레이(620)는, 예를 들면,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또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임의의 적절한 디스플레이일 수 있다.

디스플레이는 장치(600)에 통합

될 수 있거나, 디스플레이는 장치(600)에 접속되거나 결합된 주변 디스플레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타일러

스, 펜 또는 간단히 사용자의 손가락과 같은 포인팅 장치는 커서 이동, 메뉴 선택 및 다른 입력 및 명령들을 위
한 디스플레이(620)와 연관하여 사용될 수 있다.
치가 사용될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임의의 적절한 포인팅 또는 터치 장

다른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디스플레이는 종래의 디스플레이일 수 있다.

장치(600)는

또한, 예를 들면, 라우드 스피커, 촉각 피드백 장치들 또는 접속 포트와 같은 다른 적절한 특징들을 포함할 수
있다.

모바일 통신 장치는 사용자 입력들을 프로세싱하고 정보 및 링크들을 디스플레이(620) 상에 디스플레이

하고, 상술된 방법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해 디스플레이에 접속된 프로세서(618)를 가질 수 있다.

메모리(602)

는 임의의 적절한 정보, 데이터, 설정들 및/또는 모바일 통신 장치(600)와 연관된 애플리케이션들을 저장하기
위해 프로세서(618)에 접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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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6]

장치(600)가 모바일 통신 장치를 포함하는 실시예에서, 상기 장치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은 원격 통신 시스템
에서 통신하도록 적응될 수 있다.

그러한 시스템에서, 셀룰러 음성 호출들, 월드와이드 웹/무선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www/wap) 브라우징, 셀룰러 비디오 호출들, 데이터 호출들, 팩시밀리 전송들, 데이터 전송들, 음악 전
송들, 멀티미디어 전송들, 정지 이미지 전송, 비디오 전송들, 전자 메시지 전송들 및 전자 거래와 같은 다양한
원격 통신 서비스들은 모바일 단말기(700) 및 또 다른 모바일 단말기(706), 회선 전화기(732), 개인용 컴퓨터
(751) 및/또는 인터넷 서버(722)와 같은 다른 장치들 사이에서 수행될 수 있다.
[0047]

하나의 실시예에서, 시스템은 채트 메시징, 인스턴트 메시징, 텍스트 메시징 및/또는 전자 메일 중 임의의 하나
또는 조합을 가능하게 하도록 구성된다.

모바일 단말기(700)의 상이한 실시예들에 대해 및 상이한 상황들에서,

상술된 원격 통신 서비스들 중 일부는 이용 가능하거나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

개

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은 이러한 면에서 임의의 특정 세트의 서비스들 또는 통신 시스템 또는 프로토콜로 제한
되지 않는다.
[0048]

모바일 단말기(700, 706)는 기지국들(704, 709)을 경유하여 무선 주파수(RF) 링크들(702, 708)을 통해 모바일
원격 통신 네트워크(710)에 접속될 수 있다.

모바일 원격 통신 네트워크(710)는, 예를 들면,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DAMPS(Digital
Advanced Mobile Phone Service), CDMA2000(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2000),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FOMA(Freedom Of Mobile Multimedia
Access) 및 TD-SCDMA(Time Division-Synchronous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s)와 같은 임의의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원격 통신 표준과 호환 가능하다.
[0049]

모바일 원격 통신 네트워크(710)는, 인터넷 또는 그의 일부일 수 있는 광역 네트워크(720)에 동작 가능하게 접
속될 수 있다.

인터넷 서버(722)는 데이터 저장소(724)를 갖고, 인터넷 클라이언트(726)로서 광역 네트워크

(720)에 접속된다.

서버(722)는 모바일 단말기(700)에 대한 월드와이드 웹/무선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콘텐츠

를 서빙할 수 있는 월드와이드 웹/무선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서버를 호스팅할 수 있다.
는 또한 링크(742)를 통해 인터넷(720')에 결합될 수 있다.

모바일 단말기(700)

하나의 실시예에서, 링크(742)는, 예를 들면,

USB(Universal Serial Bus) 또는 블루투쓰 접속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링크를 포함할 수 있다.
[0050]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730)은 유사한 방식으로 모바일 원격 통신 네트워크(710)에 접속될
수 있다.

[0051]

고정 전화기(732)를 포함하여 다양한 전화기 단말기들은 PSTN(730)에 접속될 수 있다.

모바일 단말기(700)는 또한 로컬 링크(701)를 통해 로컬로 하나 이상의 로컬 장치들(703)에 통신할 수 있다.
로컬 링크(701)는, 예를 들면, Bluetooth™, USB(Universal Serial Bus) 링크, WUSB(Wireless Universal
Serial Bus) 링크, IEEE 802.11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WLAN) 링크, RS-232 시리얼 링크 등과 같은 제한된
영역을 갖는 임의의 적절한 유형의 링크 또는 피코넷일 수 있다.

로컬 장치들(703)은, 예를 들면, 측정값들 또

는 다른 신호들을 로컬 링크(701)를 통해 모바일 단말기(700)에 통신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들일 수 있다.

상

기 예들은 제한되도록 의도되지 않고, 임의의 적절한 유형의 링크 또는 단거리 통신 프로토콜이 활용될 수
있다.

로컬 장치들(703)은 마이크로웨이브 액세스용 월드와이드 상호 운영성(WiMAX, IEEE 802.16), WiFi(IEEE

802.11x) 또는 다른 통신 프로토콜들을 구현하는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지 장비 및 안테나들일
수 있다.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는 인터넷에 접속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단말기(700)는 모바일 통신

네트워크(710),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 또는 양자를 사용하여 무선으로 접속하는 멀티-무선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모바일 원격 통신 네트워크(710)와의 통신은 또한 WiFi, 마이크로웨이브 액세스용 월드와이드 상호 운영

성 또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프로토콜들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고, 그러한 통신은 무선 스펙트럼의 비허가 부
분들(예를 들면, 비허가 모바일 액세스(UMA))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도 1의 내비게이션 모듈

(122)은, 도 7에 대해 기재된 시스템과 상호 작용 및 통신하도록 구성된 통신 모듈(134)을 포함한다.
[0052]

상기 실시예들이 모바일 통신 장치 상에서 및 모바일 통신 장치에 의해 구현되는 것으로 기재되었지만, 개시된
실시예들이 프로세서, 메모리를 통합하고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임의의 적절한 장치 상에서 실
시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시된 실시예들은 다양한 유형들의 음악, 게임 및 멀티미디어 장치들 상에서 구현
하나의 실시예에서, 도 1의 시스템(100)은, 예를 들면, 도 6b에 예시된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형 장치(600')일 수 있다.

PDA(600')는 키패드(610'),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620'), 카메라

(621') 및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620') 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포인팅 장치(650)를 가질 수 있다.

또 다른 대

안적인 실시예들에서, 상기 장치는 개인용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터치 패드 장치, 인터넷, 태블릿, 랩탑 또는
데스크탑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셀룰러/모바일 폰, 멀티미디어 장치, 개인용 통신기, 텔레비전 또는 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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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탑 박스, 디지털 비디오/다기능 디스크(DVD) 또는 고해상도 플레이어 또는 예를 들면, 도 1에 도시된 디스플
레이(114)를 포함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장치, 및 도 6a의 프로세서(618) 및 메모리(602)와 같은 지원
전자 장치일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이들 장치들은 인에이블된 인터넷일 것이고, 맵 및 GPS 능력을 포함

할 수 있다.
[0053]

도 1의 사용자 인터페이스(102)는 또한 사용자 입력 및 명령들을 허용하기 위한 프로세싱 모듈(122)에 결합된
메뉴 시스템들(124)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세싱 모듈(122)은, 파일들 및 오브젝트들을 선택하고 탐색 및 관계

기준을 확립 및 선택하고 탐색 결과들 사이에서 내비게이팅하기 위한 제어들(이에 제한되지 않음)을 포함하여
시스템(100)의 특정 프로세스들의 제어를 제공한다.

메뉴 시스템(124)은 개시된 실시예들에 따라 시스템(100)

상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들 또는 프로그램들에 관련된 상이한 툴들 및 애플리케이션 옵션들의 선택을 제공
할 수 있다.

상술된 실시예들에서, 프로세스 모듈(122)은, 예를 들면, 메시지들, 통지들 및 상태 변화 요청들

과 같은 시스템(100)의 기능들에 관련된 신호들, 전송들, 인스트럭션들 또는 명령들과 같은 특정 입력들을 수신
한다.

입력들에 의존하여, 프로세스 모듈(122)은 명령들을 해석하고, 애플리케이션 제어 모듈(136), 애플리케

이션 표시 모듈(137), 애플리케이션 정렬 모듈(138) 및 텍스트-스피치 모듈(142)과 같은 다른 모듈들과 연관하
여 명령들을 실행하도록 프로세스 제어(132)에 지시한다.
[0054]

개시된 실시예들은 또한 상술된 프로세스 단계들 및 인스트럭션들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프로그램들
을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상술된 프로세스 단계들을 포함하는 프로그램들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

들에서 실행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특징들을 실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특징들을 통합한 통상적인 장

치(800)의 하나의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장치(800)는 상술된 프로세스 단계들을 수행하고 실행하기 위한 컴퓨

터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는 장치의 메모리에 저장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컴퓨터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컴퓨터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는 장치(800) 외부

또는 원격인 메모리 또는 메모리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합될 수 있다.

메모리는 장치(800)에 직접 접속되거나 무선으로 결

도시된 바와 같이, 컴퓨터 시스템(802)은 또 다른 컴퓨터 시스템(804)에 링크될 수 있어, 컴퓨

터들(802 및 804)은 서로 정보를 전송하고 서로로부터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스템(802)은 네트워크(806)와 통신하도록 구성된 서버 컴퓨터를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컴퓨터 시
또한, 컴퓨터(804)와 같이 단

지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되는 경우에, 컴퓨터(804)는 네트워크(806)와 통신하고 상호 동작하도록 구성될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들(802 및 804)은, 예를 들면, 모뎀, 무선, 경선 접속, 또는 광 섬유 링크를 포함하는

임의의 종래의 방식으로 함께 링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통신 채널 또는 다른 적절한 접속 또는 회

선, 통신 채널 또는 링크를 통해 통상적으로 전송되는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양자의 컴퓨터 시스템들(802
및 804)에 대해 이용 가능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통신 채널은 적절한 광대역 통신 채널을 포함한다.

컴퓨터들(802 및 804)은 일반적으로 머신-판독 가능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구현하는 프로그램 저장 장치들을
활용하도록 구성되고, 머신-판독 가능한 프로그램 소스 코드는 컴퓨터들(802 및 804)이 상술된 방법 단계들 및
프로세스들을 수행하도록 구성된다.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을 통합한 프로그램 저장 장치들은, 상술된 절차

들 및 방법들을 수행하기 위한 머신 활용 광학기, 자기 속성들 및/또는 전자 장치의 구성요소로서 창안, 제조,
및 사용될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프로그램 저장 장치들은 디스켓, 디스크, 메모리 스틱 또는 컴퓨

터 하드 드라이브와 같은 자기 매체를 포함할 수 있고, 이는 컴퓨터에 의해 판독 가능하고 실행 가능하다.

다

른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프로그램 저장 장치들은 광학 디스크들, 판독 전용 메모리("ROM"), 플로피 디스크들
및 반도체 재료들 및 칩들을 포함할 수 있다.
[0055]

컴퓨터 시스템들(802 및 804)은 또한 저장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기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802)는 정보 및 데이터의 저장을 위해 그의 프로그램 저장 장치 상의 데이터 저장 장치(808)를 포함할
수 있다.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을 통합한 프로세스들 및 방법 단계들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소

프트웨어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802 및 804)에 저장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종래의 프로그램 저장 장치 상
에 저장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컴퓨터들(802 및 804)은 사용자 인터페이스(810) 및/또는 본 발명의

특징들이 액세스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812)를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810) 및, 하나

의 실시예에서 단일의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812)는 시스템에 대한 질의들 및 명
령들의 입력을 허용하고, 예를 들면, 도 1을 참조하여 상술된 바와 같이 명령들 및 질의들의 결과들을 제공하도
록 구성될 수 있다.
[0056]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은 사용자가 다른 사람들과 콘텐츠, 정보 및 상태를 빠르고, 쉽고, 즉시 공유하도록
허용한다.

키와 같이 단일의 제어의 활성화에 의해, 사용자는, 예를 들면, 촬영된 비디오 또는 이미지, 맵 상

의 현재 위치, 현재 청취되는 노래 제목, 및/또는 현재 보고 있는 웹 페이지의 URL을 캡쳐하고, 이러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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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0057]

본원에 개시된 실시예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그의 임의의 조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라.
가 단지 실시예들의 예시임을 이해해야 된다.
수정들이 고안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들은 첨부된 특허청구범위 내의 모든 그러한 대안들, 수정들, 변

동들을 포괄하도록 의도된다.

부호의 설명
[0058]

상기 기재

실시예들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당업자에 의해 다양한 대안들 및

100: 시스템

102: 사용자 인터페이스

104: 입력 장치

106: 출력 장치

110: 키

112: 터치 스크린

114: 디스플레이

115: 오디오 장치

116: 촉각 출력 장치

122: 프로세스 모듈

124: 메뉴

125: 카메라 장치

132: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제어기

134: 통신 모듈

136: 공유 모듈

138: 캡쳐 모듈

140: 마킹 모듈

180: 애플리케이션 모듈

182: 저장 장치

302: 섹션

304, 312: 메시지

306, 310: 음악

308: 방문된 위치

314: 사용자의 위치

350: 스크린 샷

352, 354, 356, 358: 피드

372, 374, 376, 378: 피드

380: 맵

400: 장치
404: 제어 키들의 세트

402: 디스플레이
406: 공유 활성화 키

408: 터치 스크린 포인터
500, 510, 520, 514, 516: 상태

501: 디스플레이

502: 공유 키

503: 참조

505: 조이스틱

511: 메뉴

511a: 자동-공유 오프 메뉴

511b: 공유할 사람 메뉴

512a: 수동 공유 메뉴

515: 타겟 리스트

520, 522, 524, 526, 528, 530: 상태
520a: 전송 아이템

520b: 위치 공유 아이템

520c: 자동-공유 아이템

526a: 장소의 명칭

526b: 지리학적 좌표

526c: 오프

540: 포스트-캡쳐 뷰

541: 키

542: 공유 키

543: Back 키

546: 뷰 파인더

548: 뷰 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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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휴지 제어 상태

552: 텍스트 표시자

553: 네트워킹 서비스

554: 자동 공유 기능 및 타겟 설정들

560, 564, 568, 570, 580: 상태
562: 공유 키
571: 키보드 기능

567: 편집 기능
572: 포스트

600: 모바일 통신 장치

602: 메모리

610: 키 패드

618: 프로세서

620: 디스플레이

621: 카메라

631, 632: 소프트 키

633: 호출 키

634: 종료 호출 키

635: 알파벳 숫자 키

600': PDA

610': 키 패드

620':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650: 포인팅 장치

621': 카메라
700: 모바일 단말기

701: 로컬 링크

702, 708: RF 링크

703: 로컬 장치

704, 709: 기지국

706: 모바일 단말기

710: 모바일 원격 통신 네트워크

720: 광역 네트워크

720': 인터넷

722: 인터넷 서버
726: 인터넷 클라이언트
732: 회선 전화기

724: 데이터 저장소
730: PSTN
800: 장치

802, 804: 컴퓨터 시스템

806: 네트워크

808: 데이터 저장 장치

810: 사용자 인터페이스

812: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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