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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05251 05995105

심사관 : 김세영

전체 청구항 수 : 총 21 항

(54) 코드 센서를 갖는 오디오 플레이어

(57) 요약

오디오 플레이어(10)에는 기판(70)상에 비가시적인 적외선 태그들(78)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16)가 제공된

다. 상기 태그들(78)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하나 이상의 오디오 클립들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아이덴

티티 데이터를 부호화한다.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10)는 오디오 클립들을 선택하고 재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오디

오 플레이어는 상기 이미지 센서(16)를 경유하여 태그 아이덴티티 데이터를 획득하고, 상기 태그 아이덴티티 데이터를 상

기 컴퓨터 시스템에 송신하며, 스피커(22)를 통해 재생하기 위해 관련되는 클립(들)을 다운로드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 상에서 또는 기판 내에서 코드 데이터를 감지하고 제1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센서;

상기 제1 데이터 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제1 데이터에 근거하는 제2 데이터를 컴퓨터 시스템에 송신하는 송신기;

상기 제1 데이터로부터 유래되는 아이덴티티와 관련되는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하는 수신기;

및

상기 오디오 데이터에 근거하여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적어도 하나의 오디오 출력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플레이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수신된 오디오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플레이어.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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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의 적어도 부분은 사용자 대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플레이어.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는 아이덴티티를 구비하고 메모리에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와 또는 오디오 데이터

내에 상기 아이덴티티 또는 상기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프로세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플레이어.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수신된 오디오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

디오 플레이어.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센서를 작동 가능하게 하는 작동기(actuator)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오디오 플레이어.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기는 버튼, 스위치, 힘 센서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플

레이어.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상기 오디오 디바이스를 작동 가능하게 하는 동작 센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플레이어.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출력 디바이스는 확성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플레이어.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출력 디바이스는 사용자 분리 가능한 헤드폰 또는 이어폰(earpiec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플레이어.

청구항 11.

오디오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오디오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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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오디오 데이터 각각을 하나 이상의 아이덴티티들과 관련시키는 단계;

적어도 하나의 선택 데이터를 구비하는 적어도 하나의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선택 데이터는 적어

도 하나의 아이덴티티와 관련되거나 적어도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부호화하는 적어도 하나의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

선택 디바이스를 가지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판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선택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의 선택 데이터를 선택

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선택 데이터와 관련되는 하나 이상의 아이덴티티들을 결정하고, 상기 선택 데이터로부터 결정된 하나 이상의

아이덴티티들과 관련되는 파일 또는 파일들을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 디바이스로 식별된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획

득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판은 종이와 같은(paper-like)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획득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데이터는 기계 독출 가능 코드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획득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획득 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선택 디바이스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획득 방법.

청구항 16.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디바이스는 고유 아이덴티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획득 방법.

청구항 17.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디바이스는 고유 아이덴티티를 구비하고 상기 선택 디바이스의 상기 아이덴티티 및 상기 오디

오 데이터간의 관련을 나타내는 관련 데이터와 함께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선택 디바이스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획득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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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 디바이스의 메모리에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오디오 데이터와 관련되는 상기 선택 디바이스의 상기 아이덴티티를 상기 메모리로부터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아이덴티티를 상기 선택 디바이스의 상기 아이덴티티와 비교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아이덴티티 및 상기 선택 디바이스의 상기 아이덴티티가 동일한 경우, 상기 파일을 재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획득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디바이스의 메모리에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오디오 데이터와 관련되는 상기 선택 디바이스의 상기 아이덴티티를 상기 메모리로부터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아이덴티티를 상기 선택 디바이스의 상기 아이덴티티와 비교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아이덴티티 및 상기 선택 디바이스의 상기 아이덴티티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상기 파일을 재생하지 않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획득 방법.

청구항 20.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데이터는 평균적인 육안에 비가시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획득 방법.

청구항 21.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적어도 하나의 선택 데이터와 관련되는 가시적인 데이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

디오 데이터 획득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기계-독출 가능한 입력을 수신하고 보통 음성 또는 영상 정보의 형태로 인간 식별 가능한 출력을 내보내는 디바

이스들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면상에 기계-독출 가능한 코드 데이터를 스캔하거나 감지하고 상기 감

지된 코드 데이터에 응답하여 오디오 자료를 출력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오디오 플레이어(audio player)에 관한 것이다.

코-펜딩 출원들(CO-PENDING APPLICATIONS)

본 발명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들, 시스템들 및 장치는 본 출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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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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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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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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AU00/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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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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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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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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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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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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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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들 및 오르간나이저들(organizers)과 같은 보다 일반-목적 디바이스들뿐만 아니라, 라디오들 및 오디오 카

세트 플레이어들과 같은 목적-특정 디바이스들이 음악과 같은 오디오 자료를 재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들 디바

이스들 중 많은 것들이 음성 구술과 같은 오디오 자료를 녹음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디바이스들은 위치하고있는(situated) 오디오, 예를 들어 기차역에서 마주치는 콘서트 포스터와 관련된

음악 클립으로의 또는 토론회(workshop) 매뉴얼 내의 어떤 페이지와 관련된 구술 명령들로의 액세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각 디바이스는 상기 디바이스를 통해 액세스 가능한 가상 공간을 통해 원하는 오디오 자료를 찾는데 사용되어져야 하거나,

상기 오디오 자료가 상기 디바이스에 디바이스-호환 가능한 물리적인 포맷으로 가져와져야 한다.

본 발명은 상기에 열거한 우리의 코-펜딩 출원들에서 설명된, "네트페이지"로서 지칭되는 시스템에 관한 방법들, 시스템들

및 장치들을 이용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하나의 개괄적인 형태에 있어서, 본 발명은 코드 데이터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디바이스를 갖는 핸드-헬드(hand-held)

오디오 플레이어를 제공한다. 코드 데이터를 포함하는 이미지들이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에 의해 감지되고 복호화된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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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복호화된 정보는 컴퓨터 시스템에 송신되고 상기 컴퓨터 시스템은 이전에 저장된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시스템

에 저장되고 상기 복호화된 데이터와 관련되는 하나 이상의 파일들을 식별한다. 식별된 파일 또는 파일들은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에 송신되어 내장 확성기를 경유하여 또는 헤드폰들 또는 유사한 것을 경유하여 사용자의 제어하에 즉시 재생되

거나 나중에 재생된다.

따라서, 하나의 개괄적인 형태에 있어서, 본 발명은 오디오 파일들의 다운로드 및 재생을 위한 오디오 플레이어를 제공한

다.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는 코드 데이터를 포함하는 이미지들을 감지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센서 디바이스; 감지된 이

미지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복호화기; 상기 복호화된 데이터를 컴퓨터 시스템에 송신하고 상기 컴퓨터 시스템

으로부터 상기 복호화된 데이터와 관련되는 하나 이상의 오디오 파일들을 수신하는 송수신기; 및 상기 오디오 파일에 대응

하는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적어도 하나의 오디오 출력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다른 하나의 개괄적인 형태에 있어서, 본 발명은 파일들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복수의 파일들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파일들 각각을 하나 이상의 아이덴티티들을 가지고 관련시키는 단계; 적어도 하나의 선택 데

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단계로서, 상기 또는 각 선택 데이터는 적어도 하나의 아이덴티티

와 관련되거나 적어도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부호화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단계; 선택 디바이스를 가지고 상기 사용

자 인터페이스 상에 또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해 디스플레이되는 상기 선택 데이터 또는 상기 선택 데이터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 데이터와 관련되는 상기 아이덴티티 또는 아이덴티티들을 결정하고 상기 선택 데이터로

부터 결정된 상기 아이덴티티 또는 아이덴티티들과 관련되는 상기 파일 또는 파일들을 식별하는 단계; 및 그렇게 식별된

상기 파일 또는 파일들을 상기 선택 디바이스로 다운로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는 바람직하기로는 메모리 및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어떤 파일들에 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스

크린을 구비한다.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바람직하기로는 한 장의 종이이고 바람직하기로는 코드를 포함하는 상기 이미지들은 비가시적

인 적외선 흡수 태그들이다. E-잉크 회사(E-Ink Corporation)에 의해 생산되는 E-잉크와 같은 전자적으로 어드레스 가능

한 잉크를 운반하는 기판들 또는 스크린과 같이 다른 형태들의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는 무선 또는 유선 수단을 경유하여 또는 그 조합에 의해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다.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가 내장된 이동 전화 송수신기를 이용하도록 구성되는 경우 또는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 자신이 상호

조작하도록 구성되는 이동 전화 내에 내장되는 경우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는 네트페이지 기지국의 범위를 벗어나서 동작

할 수 있다.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에서의 각 선택은 하나 이상의 파일들, 예를 들어 단일 트랙(track) 또는 많은 트랙들의 "앨범

(album)"과 관련될 수 있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는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에서 부호화된 고유 아이덴티티를 구비하여,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의 식별 및/또는 사용자 요구 다운로드들을 가능하게 한다. 다운로드된 파일들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경우,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 아이덴티티는 또한 저장된 파일들과 관련하여 또는 저장된 파일들내에 저장될 수 있다. 저장된 파일들의

재생은 원래의 오디오 플레이어 또는 동일 소유자에 의해 소유되는 오디오 플레이어들로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 내에서 또는 상기 컴퓨터 시스템에 정보를 송신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다.

다운로드된 파일들의 저장을 위해 제공되는 메모리는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에 고정되거나 분리 가능할 수 있고 몇몇은 고

정될 수 있고 몇몇은 분리 가능할 수 있다.

실시예

도 1 내지 도 11 및 도 13을 참조하면 오디오 플레이어(10)가 도시된다.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는 그 안에 PCB(14)가 위치

하는 상부 및 하부 케이스들(12 및 13)로 형성되는 몸체를 구비한다. 광학 센서 디바이스(16), 영숫자 디스플레이(18), 제

어 스위치들(20), 음량 제어(15), 스피커(22) 및 헤드폰 잭(24)이 상기 PCB상에 장착된다. 상기 상부 및 하부 케이스들(12

및 13)은 상기 상부 케이스(12)내의 구멍들(19)을 통해, 상기 PCB(14)내의 구멍(21)을 통해 그리고 상기 하부 케이스내의

보스들(23, bosses)내로 통하는 나사들(17)에 의해 결합되어, 상기 2개의 케이스들 및 상기 PCB를 함께 고정시킨다. 상기

상부 케이스는 그 안으로 상기 디스플레이(18) 및 탄성 중합체의(elastomeric) 키패드(27)가 내미는 구멍(25)을 구비한다.

투명한 창(29)이 상기 디스플레이(18) 위에 놓이고 상기 창(29) 및 상기 키패드(27) 둘 다는 윗 커버(31)에 의해 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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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된다. 상기 커버(31)는 그 안으로 상기 창(29)이 내미는 구멍(26)을 구비하여, 상기 창의 윗면이 상기 커버(31)의 상부

와 같은 평면이 된다. 상기 커버(31)는 또한 상기 나사들(17) 위로 연장한다. 상기 커버(31)는 바람직하기로는 접착제에 의

해 상기 상부 케이스에 부착되지만, 상기 상부 케이스에 스냅 핏(snap fit)될 수 있다. 키패드 버튼들(28)은 상기 커버내의

해당 구멍들(33)을 통해 내민다.

광학 센서 디바이스(16)는 이미지 센서(30), 적외선 LED(30), 빛 가이드(32, light guide) 및 렌즈(34)를 포함한다. 근-적

외선 LED(31)가 캡쳐된 (태그) 이미지들의 움직임-블러링(motion-blurring)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지 캡쳐와 동시에 스트

로브(strobed)될 수 있다. 상기 이미지 센서(30)는 전형적으로 200×200 픽셀 CCD 또는 근-적외선 대역 통과 필터를 갖

는 CMOS 이미지 센서로 구성된다. 상기 빛 가이드(32) 및 렌즈(34)는 통합적으로 형성될 수 있거나 개별적인 구성요소들

일 수 있다. 상기 렌즈는 상기 몸체 밖으로 연장한다. 상기 빛 가이드(32)의 자유단 부분(35, free end portion)은 원통형이

고 힘 센서 이음고리(37, force sensor collar)는 상기 원통형 부분에 미끄러지듯이 장착된다.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가 면

에 대해 밀리는 경우 상기 렌즈(34)보다 상기 이음고리가 면에 접촉하도록 상기 이음고리는 자유단 부분(35)을 넘어서 연

장한다.

상기 이음고리(37)는 상기 광학 디바이스(16) 주위에 그리고 뒤로 연장하고 마이크로 스위치(39)를 맞물리게 한다. 상기

마이크로 스위치는 열린 위치로 바이어스되고; 상기 마이크로 스위치(39)에 대해 상기 이음고리를 미는 것은 상기 스위치

(39)내의 바이어싱 수단을 억누르고 그것을 닫는다. 힘이 제거되는 경우 상기 바이어싱 수단은 상기 이음고리를 바깥쪽으

로 강요하고 상기 스위치를 다시 연다. 별개의 바이어싱 수단은 상기 마이크로 스위치 자신의 바이어싱 수단에 부가하여

상기 스위치(39)의 외부에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스피커(22)는 상기 몸체의 상부에 원형 익스텐션(41, circular extension)에 위치하고, 상부 케이스(12)에는 사운드

가 상기 스피커(22)에 의해 송신되도록 허용하기 위해 일련의 구멍들(43)이 제공된다.

상기 익스텐션(41)은 또한 배터리 칸(45, battery compartment)으로서 역할을 하고 이것은 상기 하부 케이스(13)상에 고

정되는 커버(47)에 의해 접근된다. 전력은 재충전 가능한 또는 사용후 버리는 배터리(44)에 의해 상기 PCB에 공급된다.

상기 배터리(44)는 상기 배터리 칸(45)에 위치되고 배터리 접촉들(49)에 맞물린다. 상기 스피커 및 배터리 접촉들은 와이

어 세트들(51 및 53) 각각에 의해 상기 PCB에 접속된다.

상기 PCB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칩(36), 플래시 메모리/버퍼(38), DRAM 칩(43), 송수신기 칩(40), 압축된 오디오 복호

화기(41) 및 안테나(42, aerial)를 포함한다. 오디오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45) 및 증폭기(47)가 제공되지만 상기 PCB에

는 도시되지 않는다.

상기 프로세서 유닛(81)은 상기 플레이어의 다양한 전자 구성요소들을 제어하고 조정한다. 상기 프로세서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상기 센서(16)를 통해 기본적인 페이지의 아이덴티티 및 상기 페이지에 관한 상기 플레이어의 위치를 모니터하

고; 상기 아이덴티티 및 위치 데이터를 상기 무선 송수신기(40)를 경유하여 네트페이지 기지국으로 전달하며; 오디오 클립

정보 및 스트리밍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송수신기(40)를 경유하여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고; 클립 정보를 상기 디스

플레이(18)에 디스플레이하며; 스트리밍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오디오 복호화기(45)를 경유하여 상기 오디오 출력으로 압

축해제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버튼들(28)을 경유하여 캡쳐된 사용자 입력을 해석한다.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

되는 상기 내장된 소프트웨어는 전형적으로 롬(ROM) 및/또는 플래시 메모리의 형태를 갖는 비휘발성 메모리(38)에 저장

된다. 통신 암호화키들 뿐만 아니라 상기 플레이어에 고유한 아이덴티티 정보도 또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다. 실행동안 상기 프로세서는 전형적으로 64Mbit (8Mbyte) 다이내믹 램(43, DRAM, dynamic RAM)의 형태를 갖는 더

빠른 휘발성 메모리를 이용한다.

MP3-부호화된 오디오 데이터의 고 품질 12:1 압축을 가정하는 경우, 상기 플레이어의 메모리(43)는 9분의 스테레오 오디

오를 유지할 수 있다. 더 높은 압축비 또는 더 많은 메모리를 가지는 경우, 대응하여 더 긴 클립들이 유지될 수 있다. 상기

플레이어에 의해 스트리밍 재생이 사용되는 경우, 단지 작은 오디오 버퍼가 송신 지터를 제거하기 위해 요구되고 상당히

작은 메모리가 사용될 수 있다.

상기 프로세서 유닛(81)은 공유 버스(49)를 경유하여 다른 구성요소들과 통신한다. 상기 프로세서, 상기 버스 및 많은 다른

구성요소들이 단일 칩으로 통합될 수 있다. 블록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통합된 구성요소들은 디지털 송수신기 제어기(51)

, 오디오 복호화기 인터페이스(53) 및 태그 이미지 센서 인터페이스(55)를 포함할 수 있다. 병렬 인터페이스(57)가 상기 버

스(49)와 상기 버튼들(48), 디스플레이(18), LED(31) 및 접촉 스위치(39) 사이에 삽입된다. 보다 더 고집적 칩에 있어서,

그들은 또한 오디오 복호화기, 오디오 DAC, 태그 이미지 센서 및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다. 아날로그 무선 송수신기는 동

일 칩에 통합될 것 같지 않지만, 동일 패키지 내에 통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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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플레이어가 전용 오디오 복호화기(41)를 통합하는 경우, 상기 프로세서는 단지 다른 구성요소들을 제어하고 조정하

기에 충분히 강력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대안으로, 상기 오디오 복호화기가 생략될 수 있고, 보다 강력한 프로세서가 소프

트웨어로 압축된 오디오를 복호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송수신기(40)는 전형적으로 단 거리 무선 송수신기이다. 상기 송수신기는 블루투스(Bluetooth)/IEEE 802.15, IEEE

802.11, 홈RF(HomeRF)/SWAP, 하이퍼랜(HIPERLAN) 및 오픈에어(OpenAir)를 포함하는 수많은 무선 통신 표준들 중

의 어느 것을 지원할 수 있다. 블루투스/IEEE 802.15, IEEE 802.11-1997, 하이퍼랜, 오픈에어 및 홈RF/SWAP 모두 1 내

지 2 Mbit/s의 범위 내의 전송율을 지원한다. IEEE 802.11b는 5.5Mbit/s 및 11Mbit/s의 전송율을 지원한다. 하이퍼랜은

또한 대안적인 모드에서 24Mbit/s의 전송율을 지원한다. 이들 현재 지원되는 무선 랜(WLAN, wireless LAN) 표준들을 초

과하여, 차세대 WLAN 표준들은 100Mbit/s 및 그 이상의 전송율을 지원하리라 기대한다.

상기 플레이어는 대안으로 케이블에 의해 상기 기지국에 접속될 수 있거나, 적외선과 같이 비 무선주파수(non-radio-

frequency) 무선 수송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EEE 802.11은 선택적으로 적외선 수송을 이용한다. IrDA도 또한 적

외선 수송을 이용한다.

상기 플레이어는 대안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이동 전화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네트페이지 서버와의 더 장거리 통신을 위해

이동전화 송수신기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송수신기가 제3 세대 '항상-온(always-on)' 패킷-교환 접속을 지원하는 경우,

상기 플레이어는 오디오 내용을 마음대로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할 수 있다. 상기 송수신기가 회선-교환 접속을 지원하

기만 하는 경우, 상기 플레이어는 상기 플레이어가 하이퍼링크를 만나는 경우에만 접속(및 잠재적으로 오디오 내용을 스트

리밍)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상기 플레이어가 더 장거리 송수신기를 통합하는 경우, 무선 네트페이지 펜들 및 다른 네트페이지 센싱 디바이스들을 위한

네트페이지 기지국으로서 동작할 수 있다.

12:1 MP3 압축을 가정하는 경우, 상기 수신기는 118Kbit/s의 데이터 비율을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상술된 다양한 무선

송신 표준들의 최소 능력 내에서 분명히 바람직하다.

상기 PCB(14)에는 또한 그 하부면에 마이크로폰(55)이 제공될 수 있고 상기 하부 케이스(13)에는 사운드가 상기 마이크

로폰으로 허용하도록 구멍(57)이 제공된다. 녹음 스위치(59)가 상기 마이크로폰(55)을 작동시키기 위해, 또한 상기 PCB

의 하부면에 제공된다. 녹음 버튼(61)이 상기 녹음 스위치(59)위에 놓이고 상기 하부 케이스내의 구멍(63)을 통해 접근 가

능하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버튼은 우연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면과 같은 평면에 있거나 들어간 곳에 있다.

상기 광학 센서 디바이스(16)는 우리의 코-펜딩 특허 출원 PCT/AU00/00565에 설명된 바와 같이, 비가시적인 코드 태그

들을 검출할 수 있는 네트페이지 센서이다. 상기 태그들은 바람직하기로는 적외선 흡수 잉크들을 사용하여 인쇄된다. 상기

PCB 프로세서 칩들(36)은 감지된 태그들을 복호화하기 위해 우리의 코-펜딩 출원 PCT/AU00/00565에 설명된 바와 같은

네트페이지 펜의 모든 기능적인 특징들을 포함한다. 이 복호화된 데이터는 송신을 위한 송수신기 칩(40)으로 안테나(42)

를 경유하여 우리의 코-펜딩 출원 PCT/AU00/01453에서 개시된 바와 같은 네트페이지 프린터 또는 네트페이지-인에이

블된 이동 전화와 같은 네트페이지 기지국으로 전달된다.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상기 기지국 및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 사

이의 핸드셰이크(handshake) 및 인증이 일어난다. 전체적인 설명을 위해 다시 출원 PCT/AU00/00565를 참조한다.

본 발명의 본 실시예에 있어서, 네트페이지(70)가 제공된다. 이 페이지는 면의 일부 또는 전체에 걸쳐 비가시적인 네트페

이지 태그들(78)로 덮여진다. 명료함을 위해 단지 일부 태그들만이 도시된다. 상기 네트페이지(70)는 다운로딩 및 재생을

위해 이용 가능한, 오디오 파일들의 목록(72)을 포함한다. 상기 파일들은 음악 파일들, 음성(speech) 파일들 또는 동물 소

리들의 녹음들 또는 어떤 조합된 유형들의 녹음들과 같은 다른 오디오 파일들일 수 있다. 각 엔트리는 바람직하기로는 상

기 엔트리(74)의 요약 및 사용자가 상기 엔트리를 선택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이것은 별개의 선택 버튼(76)일 수 있거나 "

하이퍼링크(hyperlinking)"에 의해 요약 정보(74) 그 자체일 수 있다. 하이퍼링크는 텍스트의 밑줄에 의해 표시될 수 있다.

상기 사용자는 상기 하이퍼링크 또는 상기 선택 "버튼"을 "클릭(clicking)"함으로써 엔트리를 선택하고, 상기 센서는 그 시

야 내에서 태그(들)(78)를 검출하며, 상기 태그(들)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정보를 안테나(42)를 경유하여 상기 네트페이

지 시스템으로 송신한다. 상기 이음고리(37)에 대안으로서, 별개의 선택 버튼이 사용자가 링크를 선택하도록 가능하게 하

기 위하여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상에 제공될 수 있다. 엔트리 또는 "버튼"에 대해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를 "클릭"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미리 설정된 (작은) 시간 기간 내에서 마이크로 스위치를 닫히게 하고 그 다음 압력을 풀리게 하도록 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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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기 페이지(70)에 대한 상기 이음고리(37)를 미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마이크로 스위치가 닫혀있는 동안 상기 이미지

센서 디바이스는 작동되고 상기 페이지 상의 하나 이상의 태그들을 감지하기를 시도한다;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 상기 마이

크로 스위치가 열려있는 경우 상기 센서는 오프(off)된다.

상기 클릭 동작이 태그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획득하고 복호화하는데 실패하는 경우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

는 상기 스피커(22)를 경유하여 들리는 톤 또는 메시지를 출력한다.

선택이 유효하게 수행된 경우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는 자동적으로 오디오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을 시작할 수 있다. 대안

으로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는 상기 디스플레이(18) 및 제어 버튼들(28)을 사용하여 사용자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무효한

선택도 또한 상기 디스플레이(18)를 경유하여 또는 전용 LED(미도시)를 경유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질 수 있다. 네트페이지

프린터와 같은 어떤 네트페이지 기지국을 경유하여 또는 네트페이지 인에이블된 이동 전화(코-펜딩 출원 PCT/AU00/

01453을 참조)를 경유하여 통신될 수 있다. 상기 네트페이지 시스템은 복호화된 정보가 특정 오디오 파일 또는 파일들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는 지를 결정하고 상기 요구가 송신된 것과 동일한 경로 또는 상이한 경로를 경유하여 상기 파일(들)을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10)로 송신한다.

바람직한 형태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파일 또는 파일들은 전부 다운로드되고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의 메모리(38)에 저장

된다. 상기 오디오 파일은 하나의 노래 또는 트랙 또는 다중 노래들 또는 트랙들을 포함할 수 있다. 대안으로 헤더 파일에

는 별개의 파일에 저장된 각 노래 또는 트랙을 가진 노래들 또는 트랙들의 색인이 제공될 수 있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오

디오 파일은 또한 노래 또는 트랙 제목들, 트랙 수들, 음악가들 등을 식별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이 정보는 상기 디스플레이

(18)상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상기 메모리(38)에 저장된 어떤 트랙들을 선택하기 위하여 상기 제어 버튼들(28)을 사용할 수 있

다. 상기 프로세서(36)는 상기 메모리의 관련 부분을 액세스하고, 그 정보를 추출하며, (보통) 디지털 포맷을 아날로그 포

맷으로 변환한다. 오디오는 스피커로 발송되거나, 스테레오 헤드폰 소켓에 플러그가 있는 경우, 부착된 헤드폰들 또는 다

른 외부 오디오 디바이스로 발송된다. 오디오는 또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직접 또는 상기 플레이어를 경유하여, 상기 송

수신기를 경유하여 무선 헤드폰들로 발송될 수 있다.

디지털 오디오는 보통 44.1 kHz로, 즉 인간의 청취의 제25 임계 밴드의 상위 차단(cutoff) 주파수인 22.05 kHz의 두 배로

샘플링된다. 실제로 샘플링 전에 22.05 kHz의 급격한 차단을 가지고 상기 오디오를 저역 통과 필터링하는 것은 비현실적

이기 때문에 48 kHz와 같이 약간 더 높은 샘플링 주파수들이 때때로 사용된다. 채널당 16비트의 전형적인 양자화를 가지

고, 따라서 스테레오 신호는 1.41 Mbit/s를 발생시키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에러 정정 오

버헤드가 무시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많은 공통 디지털 오디오 응용들의 데이터율이다.

전형적인 1.41 Mbit/s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율은 사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기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강한

동기가 있다. 가장 성공적인 디지털 오디오 압축 스킴들(schemes)은 지각에 기초한다. 즉 그들은 인간 청취의 임계의 주

파수-의존 및 신호-의존 마스킹을 이용하여, 비교적 더 큰 톤이 임계 커브를 논리적으로 올릴 수 있고 따라서 비교적 더 부

드러운 인접 톤들을 마스크할 수 있다. 오디오 압축은 또한 전형적으로 엔트로피-코딩(entropy-coding)과 같은 전통적인

압축 기술들에 의존한다. 멀티-채널 오디오에 있어서, 상호-채널 여분(redundancy)이 또한 보통 이용된다. 디지털 오디

오 코딩에 대한 훨씬 충분한 검토는 폴만, 케이.씨., 디지털 오디오의 원리들, 3판, 맥그로-힐, 1995(Pohlmann, K.C.,

Principles of Digital Audio, 3rd Edition, McGraw-Hill, 1995)에 제공되고, 그 내용들이 본 명세서에 참조로 통합된다.

엠펙 오디오 계층 3(MP3, MPEG Audio Layer 3) 표준은 16:1 및 12:1 사이의 압축비들로, 즉 1.41 Mbit/s로부터 88

kbit/s 및 118 Kbit/s 사이로 데이터율을 감소시켜 'CD에 가까운(near-CD)' 및 'CD' 품질 재생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각의

코딩을 사용한다.

오디오 파일들은 그들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압축될 수 있다. 어떤 압축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MP3 압

축 알고리즘은 현재 효과적인 산업 표준이고 그래서 MP3 압축은 최대 호환성을 가능하게 하는데 사용된다. 전용 MP3 복

호화기(41)가 이 목적을 위해 제공되고, 상기 오디오 복호화기(41)는 에스티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에스티에이013 복호화

기(STMicroelectronics STA013 decoder) (STMicroelectronics, STA013 MPEG2.5 Layer Ⅲ Source Decoder)일 수

있다. 상기 STA013은 직렬 인터페이스를 경유하여 스트리밍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I2C 인터페이스를 경유하여 제어된다.

수많은 다른 오디오 부호화 표준들 중의 어떤 것들이 돌비 에이씨-3(Dolby AC-3) 및 리얼네트워크사의 리얼오디오

(RealNetworks' RealAudio)를 포함하는 적합한 오디오 복호화기들을 경유하여 지원될 수 있다. 상기 프로세서 칩(36)은

소프트웨어 복호화 또는 하드웨어 복호화를 사용함으로써 MP3 복호화를 제공할 수 있다. 다른 복호화 스킴들이 MP3 복

호화와 함께 또는 대신에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 내에 통합될 수 있다. 이들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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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부 메모리(39)는 바람직하기로는 8 MB 크기이고, 대략 9분 평균 MP3 파일들을 위한 충분한 저장 공간이다. 부가

적인 저장공간이 사용자 대체가능 메모리, 바람직하기로는 비 휘발성 고체 상태 메모리를 사용하여 제공될 수 있다. 오디

오 파일들은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10)를 경유하여 또는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를 경유하여 그러한 사용자 대체가능 메

모리에 다운로드될 수 있다. 사용자 대체가능 메모리가 제공되는 경우, 오디오 파일들의 저장을 위해 제공된 메모리(39)는

또한 사용자 대체가능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즉,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 자체는 전형적으로 오디오 파일들의 저장을 위한

비 영구적인 메모리를 구비할 것이다.

바람직한 구현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는 오디오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고, 상기 파일을 메모리에 저장하며, 그 다

음 사용자 제어하에 트랙들을 재생한다. 파일들이 상당한 크기인 경우, 전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몇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스트리밍(streaming)"이 구현될 수 있다. "스트리밍"에 있어서, 오디오 파일은 일단 전부 다운로딩된다기보

다 수신되는 대로 재생된다. "스트리밍"을 경유하여 재생된 파일은 여전히 나중에 재생을 위해 상기 메모리(38)에 저장될

수 있다.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는 선택적으로 마이크로폰 및 녹음 버튼을 포함한다.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는 그 다음 음성 입력을

녹음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따라서 다른 종류의 네트페이지 입력을 제공한다. 녹음된 음성 입력은 예를 들어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를 가지고 그 위치를 클릭함으로써, 주석의 형태로 네트페이지 상의 위치와 관련될 수 있다. 그 다음 오디오 플레

이어를 사용하여 동일 위치를 나중에 클릭하는 것이 상기 오디오 주석이 재생되도록 야기한다. 물리적인 물체들의 면들이

일반적으로 네트페이지-인에이블되는, 즉 고유 네트페이지 태그들을 가지고 태그된 경우, 오디오 주석들은 거의 어디에나

놓여질 수 있다. 그러한 오디오 주석들은 개인적이거나 공적일 수 있다. 상기 오디오 주석들이 개인적인 경우, 그들은 그들

의 작성자에 의해서만 재생될 수 있다. 상기 오디오 주석들이 공적인 경우, 그들은 누구든지에 의해서 재생될 수 있다.

마이크로폰을 통합하는 경우,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는 전화 애플리케이션의 제어하에 무선 전화로서 동작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상기 플레이어가 다이얼로 번호를 돌리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부족한 경우, 우리의 코-펜딩 출원 PCT/

AU00/01442에 설명된 방식으로 네트페이지로부터 번호들이 선택될 수 있다.

오디오 클립은 하이퍼링크의 형태로 네트페이지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에 의한

상기 하이퍼링크의 작동은 결국 그 책임이 상기 오디오 클립을 상기 플레이어에 제공하는 것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처리

된다. 오디오 클립은 또한 페이지 설명 내에 오디오 클립 객체로서 논리적으로 삽입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클

립 작동은 결국 상기 페이지 설명을 유지하는 페이지 서버에 의해 처리된다. 상기 오디오 클립 객체의 지역 내에서의 어떠

한 클릭은 오디오 클립 작동으로서 상기 페이지 서버에 의해 해석된다. 어느 경우에든 상기 실제의 오디오 클립이 별개의

원격 서버에 저장될 수 있고 상기 원격 서버는 상기 오디오 클립의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재생에 관여하게 될 수 있다.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는 오디오 클립을 재생 가능하게 하기 전에 그 내부 메모리에 사용자에 의해 작동되는 오디오 클립을

다운로드할 수 있거나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는 상기 플레이어의 재생 제어들과 상호 작용하는 사용자에 응답하여 상기 원

격 서버로부터 요구시에 상기 오디오 클립을 스트리밍할 수 있다.

다운로드된 상기 오디오 파일들 몇몇은 저작권 소유자들이 지불을 요구하는 상업적으로 생성된 노래들일 것이다. 상기 네

트페이지 시스템이 소유자 및 디바이스 인증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지불을 제공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오디오 파일들은 제한된 또는 무한한 수의 재생들을 위해 지불시에 다운로드될 수 있다. 오디오 파일이 정해진 수의 재생

으로 제한되는 경우, 상기 파일은 각 재생 후에 감소되는 카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일회 "재생"은 상기 파일의 기록을 방지

하기 위한 코드를 가지고 또는 초기 값이 1인 카운터의 사용에 의해 스트리밍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특히 떼어낼 수 있는

메모리가 사용되는 경우 표절(piracy)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된 오디오 파일은 원래 다운로드된 오디오 플레이어(10)의 네

트페이지 ID를 포함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재생은 상기 특정 오디오 플레이어로 또는 원래의 오디오 플레이어의 소유자에

의해 소유되는 재생 장치들로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제2 선택은 인증을 위한 상기 네트페이지 시스템과의 상호 작용을

요구할 수 있다.

단일 지불에 의해서보다 각 재생에 대한 지불이 또한 상기 파일이 재생될 때마다 구현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상기

파일이 재생되는 경우,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는 그런 취지로 상기 사용자의 계정의 차변을 기입(debiting)하기 위해 정보

를 상기 네트페이지 시스템에 송신한다. 차변 기입이 발생된 후에 상기 네트페이지 시스템으로부터의 인증이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가 재생을 시작하기 전에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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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플레이어는 전형적으로 전력 관리를 포함한다. 비활동 기간 후에 상기 플레이어는 상태 디스플레이를 비활성화할 수

있다. 더 오랜 비활동 기간 후에, 상기 프로세서는 전력-보존 정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전력 관리는 태그 센서 마이크로

스위치와 연결될 수 있고 페이지 상호 작용 시에 깨어나도록 허용한다. 상기 플레이어는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가속도

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비가시적인 태그들을 사용하는 네트페이지 시스템을 참조하여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은 상기 네트페이지 시스

템 또는 비가시적인 태그들의 사용에 제한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경우, 본 발명은 바 코드들과 같이 평균적인 육안에 가시

적인 태그들 또는 코드들을 이용할 수 있다. 상기 태그들은 단지 관련 파일들을 찾는데 사용되는 아이덴티티를 부호화할

필요가 없다. 상기 태그들은 더 높은 레벨로 명령들을 부호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그는 "예술가 Y의 제목 X 트랙을 재

생"의 명령을 부호화할 수 있다. 비가시적인 태그들이 사용되는 경우 그들은 상기 네트페이지 시스템에 관하여 개시된 태

그들로 제한될 필요가 없다. 다른 태깅(tagging) 시스템들이 가능하고 어떤 적합한 태깅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

은 어떤 파장들을 흡수하거나 어떤 파장들의 형광을 발하는 잉크들의 사용에 제한되지 않는다. 자기(magnetic) 잉크들, 구

멍들을 포함하는 면 변경, 기판 자체의 구조의 변경은 모두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다. 상기 오디오 파일들의 소스 및 본 발

명의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를 링크하는 시스템들 및 방법들은 네트페이지 시스템들에 제한되지 않는다. 오디오 플레이어

는 컴퓨터들의 네트워크보다 단일 컴퓨터에 케이블로 링크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바람직한 실시예 및 특정 대안적인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설명되었다. 그러나 상세하게 설명된 것들과 상이한 수

많은 다른 실시예들이 또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관련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 이해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적절한 경우 상호-참조로써 통합되는 문서들을 포함하여 본 명세서에 설명된 특정 실시예들에

제한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플레이어의 아래로부터의 정면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의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의 아래로부터의 배면 사시도이다.

도 3은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의 위로부터의 정면 분해 사시도이다.

도 4는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의 위로부터의 평면도이다.

도 5는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의 저면도이다.

도 6은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의 우측면도이다.

도 7은 도 4에 도시된 선(AA)을 따라 취해진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의 측면 단면도이다.

도 8은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의 PCB의 아래로부터의 사시도이다.

도 9는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의 PCB의 아래로부터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10은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의 PCB의 위로부터의 사시도이다.

도 11은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의 위로부터의 배면 분해 사시도이다.

도 12는 제1 실시예에 사용하는 페이지의 평면도이다.

도 13은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의 전자 구성요소들의 블록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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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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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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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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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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