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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엠피쓰리 파일을 재생하는 통합 디지털 장치

(57) 요약

엠피쓰리 파일을 재생하는 통합 디지털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는, MP3(Mpeg layer 3) 파일이 삭제 방지 상태로 설정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

또는 MP3 파일이 사용자가 정의한 재생 목록에 속하는 파일임을 나타내는 정보 중 적어도 하나와 복수의 설정 정보 항목

을 표시하는 출력부, 출력부에 표시된 복수의 설정 정보 항목의 각각에 인접하게 위치한 복수의 입력 키부, 모드별로 다른

디지털 기기의 기능이 수행되는 복수의 모드 중 MP3 재생기 모드를 입력받는 모드 입력부, 모드 입력부가 입력받은 MP3

재생기 모드 또는 적어도 하나의 입력 키부에 대한 입력 중 적어도 하나에 따라 출력부에 표시되는 정보 및 설정 정보 항목

중 적어도 하나를 변경하는 한편, 입력 키부에 대한 입력이 이루어질 때마다 설정 정보 항목을 순환적으로 변경하는 변경

부를 포함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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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MP3(Mpeg layer 3) 파일이 삭제 방지 상태로 설정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 또는 상기 MP3 파일이 사용자가 정의한 재생

목록에 속하는 파일임을 나타내는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와 복수의 설정 정보 항목을 표시하는 출력부;

상기 출력부에 표시된 상기 복수의 설정 정보 항목의 각각에 인접하게 위치한 복수의 입력 키부;

모드별로 다른 디지털 기기의 기능이 수행되는 복수의 모드 중 MP3 재생기 모드를 입력받는 모드 입력부; 및

상기 모드 입력부가 입력받은 MP3 재생기 모드 또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입력 키부에 대한 입력 중 적어도 하나에 따라 상

기 출력부에 표시되는 정보 및 상기 설정 정보 항목 중 적어도 하나를 변경하는 한편, 상기 입력 키부에 대한 입력이 이루

어질 때마다 상기 설정 정보 항목을 순환적으로 변경하는 변경부를 포함하는 통합 디지털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별로 다른 디지털 기기의 기능은

디지털 카메라 기능, 디지털 캠코더 기능,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수신기 기능, MP3 재생기 기능, 음성

녹음기 기능, USB(Universal Serial Bus) 저장장치 기능, 및 PC 카메라 기능인 통합 디지털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 정보 항목들은

저장된 MP3 파일의 목록 표시 여부, 상기 사용자가 정의한 재생 목록으로의 전환 여부, 상기 MP3 파일의 반복재생 유형,

상기 MP3 파일의 재생시 이퀄라이저의 유형, 및 상기 사용자가 정의한 재생 목록의 적어도 하나의 항목을 삭제 하는 기능

중 적어도 하나인 통합 디지털 장치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부는

상기 저장된 MP3 파일의 목록을 표시하는 경우 볼륨의 세기를 나타내는 정보를 표시하는 통합 디지털 장치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714705

- 2 -



상기 출력부는

상기 저장된 MP3 파일의 목록을 표시하거나 상기 사용자가 정의한 재생 목록을 표시하는 경우 재생되고 있는 MP3 파일

의 이름에 인접된 재생 중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출력하는 통합 디지털 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정의한 재생 목록에서 적어도 하나의 항목이 삭제되는 경우 상기 항목에 해당하는 MP3 파일은 삭제되지 않

는 통합 디지털 장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부는

저장된 MP3 파일의 목록 표시 여부, 상기 사용자가 정의한 재생 목록으로의 전환 여부, 상기 MP3 파일의 반복재생 유형,

상기 MP3 파일의 재생시 이퀄라이저의 유형, 및 삭제 중 적어도 하나를 입력받는 통합 디지털 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부는

상기 MP3(Mpeg layer 3) 파일이 삭제 방지 상태로 설정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 상기 MP3 파일이 사용자가 정의한 재생

목록에 속하는 파일임을 나타내는 정보, 또는 상기 설정 정보 항목을 아이콘으로 표시하는 통합 디지털 장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부는

상기 MP3(Mpeg layer 3) 파일이 삭제 방지 상태로 설정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 상기 MP3 파일이 사용자가 정의한 재생

목록에 속하는 파일임을 나타내는 정보, 또는 상기 설정 정보 항목이 변경되면 해당하는 아이콘을 변경하는 통합 디지털

장치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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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출력부는

상기 MP3 재생기 모드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설정 화면을 표시하는 통합 디지털 장치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부는

상기 입력 키부에 대한 입력에 따라 상기 설정 화면의 유형을 변경하는 통합 디지털 장치

청구항 1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부는

상기 설정 정보 항목을 설정하는 동안 상기 설정 정보 항목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점멸시키는 통합 디지털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모드별로 다른 디지털 기기의 기능이 수행되는 통합 디지털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모드별로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수신기, MP3 재생기 등의 디지털 기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 디지털 장치에 관한 발명이다.

요즘은 복수의 디지털 장치가 하나의 장치로 통합되는 경향이 있는 바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DMB 수신기, MP3

재생기 등이 하나의 장치로 통합된 통합 디지털 장치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복수의 디지털 장치의 많은 기능을 제어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요구되는 복수의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복수의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사용자로 하여금 설정

정보를 신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버튼 등과 같은 복수의 입력 장치가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기능들을

위한 설정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많은 수의 버튼 등의 입력 장치들을 사용한다면 사용자가 쉽게 디지털 장치를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종래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 버튼과 결정 버튼의 조합에 따라 원하는 프로세스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메뉴 화면이 LCD와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되는 구조를 채용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원하는 프로세스를 실

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산이 너무 복잡하고 과도하게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몇 개의 입력 키로 MP3 재생기 모드의 상태를 조정하고 MP3 재생기 모드의 상

태 변화에 따라 MP3 재생기 모드의 상태 정보를 디스플레이에 출력하는 통합 디지털 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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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는, MP3(Mpeg layer 3) 파일이 삭제 방지 상태

로 설정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 또는 MP3 파일이 사용자가 정의한 재생 목록에 속하는 파일임을 나타내는 정보 중 적어도

하나와 복수의 설정 정보 항목을 표시하는 출력부, 출력부에 표시된 복수의 설정 정보 항목의 각각에 인접하게 위치한 복

수의 입력 키부, 모드별로 다른 디지털 기기의 기능이 수행되는 복수의 모드 중 MP3 재생기 모드를 입력받는 모드 입력부,

모드 입력부가 입력받은 MP3 재생기 모드 또는 적어도 하나의 입력 키부에 대한 입력 중 적어도 하나에 따라 출력부에 표

시되는 정보 및 설정 정보 항목 중 적어도 하나를 변경하는 한편, 상기 입력 키부에 대한 입력이 이루어질 때마다 상기 설

정 정보 항목을 순환적으로 변경하는 변경부를 포함한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

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

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첨부된 블록도의 각 블록과 흐름도

의 각 단계의 조합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컴퓨터 프로

그램 인스트럭션들은 범용 컴퓨터, 특수용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의 프로세서에 탑재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의 프로세서를 통해 수행되는 그 인스트럭션들이 블

록도의 각 블록 또는 흐름도의 각 단계에서 설명된 기능들을 수행하는 수단을 생성하게 된다. 이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

트럭션들은 특정 방식으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를 지향할 수 있

는 컴퓨터 이용 가능 또는 컴퓨터 판독 가능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그 컴퓨터 이용가능 또는 컴퓨터 판독 가

능 메모리에 저장된 인스트럭션들은 블록도의 각 블록 또는 흐름도 각 단계에서 설명된 기능을 수행하는 인스트럭션 수단

을 내포하는 제조 품목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은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

이터 프로세싱 장비 상에 탑제되는 것도 가능하므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 상에서 일

련의 동작 단계들이 수행되어 컴퓨터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

싱 장비를 수행하는 인스트럭션들은 블록도의 각 블록 및 흐름도의 각 단계에서 설명된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들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각 블록 또는 각 단계는 특정된 논리적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실행 가능한 인스트럭션들을 포함하는

모듈, 세그먼트 또는 코드의 일부를 나타낼 수 있다. 또, 몇 가지 대체 실행예들에서는 블록들 또는 단계들에서 언급된 기

능들이 순서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것도 가능함을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잇달아 도시되어 있는 두 개의 블록들 또는 단계

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동시에 수행되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그 블록들 또는 단계들이 때때로 해당하는 기능에 따라 역순으

로 수행되는 것도 가능하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의 정면 사시도와 배면 사시도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는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DMB 수신기, MP3 재생기, 음성 녹음기,

USB 저장장치, 및 PC 카메라 등의 복수의 디지털 장치가 하나의 장치로 통합된 복합 기기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

지털 장치(100)의 외관을 정면 사시도(100a)와 후면 사시도(100b)를 참조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사용자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100)의 작동 모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일 측면에 위치한 모드 다이얼(110)을 조작한다. 사용자

는 모드 다이얼(110)을 움직여 "디지털 카메라 모드"(113), "디지털 캠코더 모드"(114), "DMB 수신기 모드"(112), "MP3

재생기 모드"(115), "음성 녹음기 모드"(116), "USB 저장장치 모드"(118), "PC 카메라 모드"(117) 및 "셋업 모드"(111)중

하나의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모드 다이얼(110)의 조작에 의해 선택되는 모드에 따라 다른 복수의 설정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키들(151 내지 154)

은 LCD(140)에 인접하여 배치되는데, 특히 LCD(140) 상에 입력 키들이 설정할 수 있는 설정 정보를 나타내는 아이콘들

이 표시되는 부분(141 내지 144)에 인접하여 배치된다.

사용자는 메뉴 항목을 선택하거나, 간략보기 화면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하거나, MP3 재생기 모드(115)에서 재생하고

자 하는 MP3 파일을 탐색하기 위해 4방향 키(161)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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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100)는 일 측면에 USB 저장장치로 기능하기 위하여PC와 연결되는

USB 포트(136), DC 전원 연결부(137), 헤드폰 연결부(138)를 갖는다. 배면에는 메뉴 설정을 위한 메뉴 화면을 표시하는

메뉴 버튼(162), 포인터를 상하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4방향 키(161), 및 사운드 출력을 위한 스피커(170)를 갖는다. 윗면

은 전원 버튼(131), 디지털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도록 지시하는 셔터 버튼(132), 줌 버튼(133), 음성 녹음을 위한 마이크

(134)를 갖는다. 통합 디지털 장치의 다른 측면에는 DMB 수신을 위한 슬라이드식 안테나(130)를 구비할 수 있다. 앞면에

는 카메라 렌즈(122), 플래쉬(121)를 구비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100)는 모드 다이얼(110)에 의해 복수의 디지털 장치 중 어느 하나로 작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모드 다이얼(110)을 디지털 카메라 모드(113)로 움직이면 디지털 장치의 입력 키는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에 필

요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고, 모드 다이얼(110)을 MP3 재생기 모드(115)로 움직이면 디지털 장치의 입력 키

는 MP3 파일의 재생에 필요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통합 디지털 장치의 모드에 따라 변경되는 입력 키의 기

능과 그 기능의 표시는 도 4 를 참조하여 후술하도록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의 배면의 구성을 보여주는 상세도이다.

통합 디지털 장치(100)의 배면에는 각 입력 키가 설정하는 정보를 나타내는 아이콘을 표시하는 부분(141 내지 144)과 디

지털 장치의 상태 정보를 표시하는 다양한 아이콘들을 표시하는 부분(145)을 포함하는 LCD와 같은 디스플레이(140)와,

입력 키가 설정하는 정보를 나타내는 아이콘을 표시하는 부분(141 내지 144)에 인접하게 위치한 입력 키들(151 내지

154)이 위치한다. 입력 키가 설정하는 정보를 나타내는 아이콘을 표시하는 부분(141 내지 144)과 입력 키들(151 내지

154)은 인접하게 위치함으로써 입력 키 각각이 어떤 정보를 설정하기 위한 키인지 사용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입력 키가 설정하는 정보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징적 아이콘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용자의 이해를 높

일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200)는 모드 입력부(210), 입력 키부(220), 변경부(230), 인터페이스부(240), 출력부

(250), 제어부(260), 저장부(270) 및 수신부(280)로 구성될 수 있다.

모드 입력부(210)는 통합 디지털 장치에 통합된 각 디지털 장치의 기능을 선택하는 부분으로 모드 다이얼 등으로 구현되

고 사용자가 통합 디지털 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드 입력부(210)에 의해 MP3 재생기

모드(115)가 선택되면 출력부(250)는 최근에 재생되었던 MP3 파일의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을 출력한다. 이에 대한 상세

한 설명은 도 6을 참조하여 후술하도록 한다.

입력 키부(220)는 각 모드에 따라 주요 기능에 관한 설정 정보 또는 동작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거나 각 모드 내에서 세부

모드, 예를 들어 디지털 카메라 모드에서 촬영 모드 또는 재생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입력 키부(220)는

버튼 등의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다. 사용자는 MP3 재생기 모드(115)에서 입력 키부(220)를 통하여 저장되어 있는 MP3

파일의 목록을 표시하거나, 사용자가 선호하는 MP3 파일들의 재생 목록을 생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재생 목록 모드로

전환하거나, 재생 반복의 유형을 선택하거나, 이퀄라이저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변경부(230)는 모드 입력부(210)의 입력이나 적어도 하나의 입력 키부(220)의 입력에 따라 입력 키부(220)가 조정할 수

있는 설정 정보를 변경하고, 입력 키부(220)의 입력에 따라 다른 입력 키부(220)가 조정할 수 있는 설정 정보 또는 동작을

변경하고, 디지털 장치의 특정 기능 모드에서 필요없는 입력 키부(220)를 비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MP3 재

생기 모드(115)에서 입력 키부(220)로부터 전달받은 MP3 파일의 상태를 변경하는 정보 또는 사용자 재생 목록을 변경하

는 정보에 따라 MP3 재생기 모드(115)의 상태를 변경한다.

인터페이스부(240)는 출력부(250)에서 표시될 입력 키의 설정 정보를 나타내는 아이콘과 MP3 파일의 속성을 표시하는

아이콘들을 포함하는 MP3 재생기 모드의 상태를 나타내는 아이콘들을 생성하고 이를 출력부(250)에 전달한다. 출력부

(250)는 입력 키부(220)가 조정하는 설정 정보 또는 동작을 나타내는 아이콘들과 통합 디지털 장치의 상태 정보를 나타내

는 다양한 아이콘들을 표시한다.

제어부(260)는 모드 입력부(210)와 입력 키부(220)에 의해 설정된 설정 정보에 따라 통합 디지털 장치(200)를 제어한다.

저장부(270)는 설정 정보 및 출력부(250)에 출력될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의 컨텐츠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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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 3의 각 구성요소는 소프트웨어(software) 또는, FPGA(field-programmable gate array)나 ASIC

(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과 같은 하드웨어(hardware)를 의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기 구성요소들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한정되는 의미는 아니며, 어드레싱(addressing)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있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을 실행시키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상기 구성요소들 안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더 세

분화된 구성요소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으며, 복수의 구성요소들을 합하여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현할 수도 있

다.　뿐만 아니라, 상기 구성요소들은 시스템 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들을 실행시키도록 구현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의 다양한 기능 모드에 따른 화면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통합 디지털 장치(100)의 모드 다이얼(110)이 디지털 카메라 모드(113)로 움직이면 디스플레이(140)의 화면 구성은 410

과 같이 변경된다. 디지털 카메라로 작동하는 통합 디지털 장치의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다양한 아이콘들이 표시되고, 입

력 키들(151 내지 154)이 조정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의 주요 기능을 나타내는 아이콘들(415 내지 418)이 입력 키들

(151 내지 154)과 인접한 LCD 상의 위치에 표시된다.

본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장치가 디지털 카메라 모드(113)로 전환되면 촬영 모드(410)가 된다. 촬영 모드(410)에서 제 1

입력 키(151)를 누르면 디지털 카메라의 재생 모드로 전환되고 재생 모드에서 제 1 입력키(151)를 다시 누르면 촬영 모드

로 돌아오게 된다. 제 1 입력 키에 대응하는 아이콘(415)은 디지털 장치가 디지털 카메라 모드(113) 중 촬영 모드인지 재

생 모드인지를 표시한다.

제 2 입력 키(152)는 플래쉬 발광 모드를 설정하고, 제 3 입력 키(153)는 접사 촬영 여부를 설정하고, 제 4 입력 키(154)는

셀프 타이머 기능을 On/off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때 LCD 상의 아이콘들(415 내지418)은 각각 인접한 입력 키들(151

내지 154)이 조정하는 정보와 동작을 상징적으로 표시한다.

통합 디지털 장치의 모드 다이얼(110)이 디지털 캠코더 모드(114)로 움직이면 디스플레이의 화면은 420과 같이 변한다.

제 1 입력 키(151)는 디지털 캠코더의 재생 모드로 전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제 2 입력 키(152)는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노출을 설정하고, 제 3 입력 키(153)는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하고, 제 4 입력 키(154)는 녹화되는 동영상의 색조를 변환하

는 다양한 디지털 효과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 때 LCD 상의 아이콘들(425 내지428)은 각각 인접한 입력 키들(151 내지

154)이 조정하는 정보와 동작을 상징적으로 표시한다.

통합 디지털 장치의 모드 다이얼(110)이 DMB 수신기 모드(112)로 움직이면 디스플레이의 화면은 430과 같이 바뀐다. 제

1 입력 키(151)는 채널 목록을 보는 여러가지 모드 중 하나로 전환하고, 제 2 입력 키(152)는 제 1 선호 채널을 등록하거나

선택하고, 제 3 입력 키(153)는 제 2 선호 채널을 등록하거나 선택하고, 제 4 입력 키(154)는 제 3 선호 채널을 등록하거나

선택한다. 이 때 LCD 상의 아이콘들(435 내지438)은 각각 인접한 입력 키들(151 내지 154)이 조정하는 정보와 동작을 상

징적으로 표시한다.

통합 디지털 장치(100)의 모드 다이얼(110)이 MP3 재생기 모드(115)로 움직이면, 디스플레이의 화면은 440과 같이 바뀐

다. 제 1 입력 키(151)는 하나의 MP3 파일이 재생되는 상태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와 저장되어 있는 MP3 파일의 목록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중 어느 하나로 전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제 2 입력 키(152)는 사용자가 만든 재생 목록(play list)

를 변경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제 3 입력 키(153)는 반복재생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제 4 입

력 키(154)는 복수의 이퀄라이저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 때 LCD 상의 아이콘들(445 내지448)은 각각 인접한 입력 키들

(151 내지 154)이 조정하는 정보와 동작을 상징적으로 표시한다. 또한, 제 2 입력 키(152)를 눌러 사용자가 만든 재생 목

록 화면으로 전환되면 제 4 입력 키(154)는 재생 목록상의 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변환된다.

통합 디지털 장치(100)의 모드 다이얼(110)이 음성 녹음기 모드(116)로 움직이면, 디스플레이의 화면은 450과 같이 바뀐

다. 제 1 입력 키(151)는 녹음된 음성 파일의 목록을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제 2 입력 키(152)는 반복재생 모드 중 하

나를 선택하고, 제 3 입력 키(153)는 파일의 삭제 방지 여부를 설정하고, 제 4 입력 키(154)는 파일을 삭제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이 때 LCD 상의 아이콘들(455 내지458)은 각각 인접한 입력 키들(151 내지 154)이 조정하는 정보와 동작을 상징

적으로 표시한다.

통합 디지털 장치(100)의 모드 다이얼(110)이 PC 카메라 모드(117)로 움직이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USB 케이블을 연결

하는 메시지가 뜨고 USB 케이블을 연결하면 디스플레이의 화면은 460과 같이 바뀐다. 디지털 장치가 PC 카메라 모드로

등록특허 10-0714705

- 7 -



전환되면 PC와 USB 케이블로 연결된 상태로 웹 카메라로 사용할 수 있다. PC 카메라 모드 에서는 입력 키(151 내지 154)

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하는 아이콘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입력 키들을 비활성화 할 수 있다. 이는 후술할 저장장

치 모드(118) 및 세팅 모드(111)에도 동일하다.

통합 디지털 장치(100)의 모드 다이얼(110)이 저장장치 모드(118)로 움직이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USB 케이블을 연결하

는 메시지가 뜨고 USB 케이블을 연결하면 디스플레이의 화면은 470과 같이 바뀐다. 디지털 장치가 저장장치 모드(118)로

전환되면 대용량 저장매체로 사용할 수 있다.

통합 디지털 장치(100)의 모드 다이얼(110)이 세팅 모드(111)로 움직이면, 디스플레이의 화면은 480과 같이 바뀐다. 세팅

모드(111)에서는 디지털 장치의 다양한 환경 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 도 4의 480은 세팅 모드(111)에서 LCD의 밝기를 조

절하는 화면을 도시하고 있다.

한편, 본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는 메뉴를 통하여 파일 브라우저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데, 컨텐츠의 종류별로 생

성되어 있는 폴더를 탐색하여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 중 재생하고자 하는 컨텐츠를 탐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폴더는

디지털 카메라 모드(113)에서 촬영한 이미지들을 저장하고, 동영상 폴더는 디지털 캠코더 모드(114)에서 촬영한 동영상들

을 저장하고, DMB 채널 폴더는 수신가능한 DMB 방송 채널의 목록을 저장하고, 음악 폴더는 MP3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

다. 사용자가 파일 브라우저 모드를 선택하면 컨텐츠의 종류별 폴더들이 나타나고 동영상 폴더 내의 특정 동영상을 선택하

면 그 동영상이 재생된다. 또한 음악 폴더내의 특정 파일을 선택하면 그 MP3 파일이 재생된다.

본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가 모드 다이얼(110)에 의해 MP3 재생기 모드(115)로 전환되면 LCD는 가장 최근에

재생되었던 MP3 파일에 관한 정보를 표시한다. 도 6은 가장 최근에 재생했던 MP3 파일에 관한 정보를 출력하고 있는

MP3 재생기 모드의 화면을 도시하고 있다. MP3 재생기 모드의 화면은 MP3 재생기 모드임을 나타내는 아이콘(610), 현

재 저장되어 있는 MP3 파일 중 몇 번째 파일인지를 표시하는 정보("현재 파일 번호/전체 파일 수")(650), 재생되는 MP3파

일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종류를 표시하는 아이콘(620), 배터리의 잔량을 나타내는 아이콘(630), 제 1 입력 키 내지

제 4 입력 키(151 내지 154)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아이콘들(445 내지 448) 및 MP3 파일의 상세 정보(661 내지 666)

로 구성될 수 있다.

MP3 재생기 모드(115)에서 제 1 입력 키(151)는 재생되는 하나의 파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표시할 것인지, 저장되어 있는

MP3 파일 전체 목록을 표시할 것인지를 설정한다. 제 2 입력 키(152)는 사용자가 정의한 재생 목록을 변경할 수 있는 모

드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설정한다. 제 3 입력 키(153)는 MP3 파일의 반복재생 유형을 "반복 재생 안함", "한곡 반복 재

생", "그룹 반복 재생", "모두 반복 재생", "임의 반복 재생" 중 어느 하나로 설정한다. 제 4 입력 키(154)는 이퀄라이저의 유

형을 "보통", "팝", "재즈", "클래식" 중 어느 하나로 설정한다. 한편, 제 2 입력 키(152)에 의해 재생 목록 표시 모드로 화면

이 전환되면 제 4 입력 키(154)는 재생 목록 상의 특정 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 삭제 키로서 기능하게 된다.

MP3 파일의 상세 정보는 MP3 파일의 이름(662), MP3 파일이 삭제 방지 상태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삭제

방지 표시 아이콘(661), MP3 파일의 주파수나 속도등의 정보(663), MP3 파일이 재생되고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바(664)

, MP3 파일이 재생 중인지 정지 중인지 등의 재생 동작 상태를 보여주는 아이콘(665), 및 파일의 전체 길이 중 재생된 시

간을 나타내는 카운터 정보로 구성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는 최근에 재생되었던 MP3 파일의 재생

종료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가 MP3 재생기 모드(115)가 선택되면 그 위치에서 정지된 상태로 MP3 파일의 재생 모드로 전

환된다. 이 때 사용자가 4방향 키(161)의 중앙의 OK 버튼을 누르면 해당 위치부터 MP3 파일의 재생이 개시된다.

MP3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4 방향 키(161)의 상하 버튼을 누르면 볼륨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볼륨의 세기는 670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한편, 사용자가 통합 디지털 장치로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처음으로 MP3 재생기 모드(115)를 선택하는 경우 저장

되어 있는 MP3 파일 중 가장 상위 폴더의 첫번째 곡이 선택되어 도 6과 같은 화면으로 표시된다. 만일 저장되어 있는 MP3

파일이 없다면 사용자가 모드 다이얼(110)을 돌려MP3 재생기 모드(115)를 선택하는 경우 통합 디지털 장치는 도 5에 도

시되어 있는 화면과 같이 저장되어 있는 MP3 파일이 없음을 나타내는 메시지(640)를 출력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의 MP3 재생기 모드(115)에서 입력 키에 의한 음악 컨텐츠의 목록 표시

및 재생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MP3 파일이 재생되고 있거나 정지되어 있는 상태(710)에서 제 1 입력 키(151)를 누르면 저장되어 있는 MP3 파일 목록으

로 화면이 전환된다(720). 파일 목록에서는 현재 재생되고 있는 파일 앞에 재생 중임을 나타내는 마크(722)가 표시되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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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이트가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도 7의 720의 경우 현재 재생 중인 MP3 파일이 "POP" 폴더(721) 내의

"Everytme.mp3" 파일임을 알 수 있다. 사용자가 MP3 파일 목록을 표시하는 상태에서 4방향 키(161)의 상하 버튼을 이용

하여 재생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하고(723), 4방향 키(161)의 OK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파일에 관한 상세 정보 화면

(740)으로 전환되면서 파일이 재생된다. 한편, 특정 파일의 정지 상태에서 사용자가 4방향 키(161)의 좌우 버튼을 누르면

현재 파일의 이전 또는 다음 파일로 이동함과 동시에 재생이 된다. 즉, "Everytime.mp3"의 정지 중(710) 사용자가 4방향

키(161)의 아래 방향 버튼을 누르면 파일 목록 상의 다음 곡에 해당하는 "Toxic.mp3" 파일이 재생된다(740).

또한 특정 MP3 파일의 재생 중 4방향 키(161)의 좌우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르면 뒤로/앞으로 빨리 재생되고, 특정

MP3 파일의 정지 중 4방향 키(161)의 좌우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르면 뒤로/앞으로 MP3 파일을 빨리 검색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의 MP3 재생기 모드(115)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음악만으로 사용자 재

생 목록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MP3 파일이 재생 또는 정지 상태이거나, 파일 목록 화면에서 사용자가 제 2 입력 키(152)를 누르면 재생 목록 화면(820)

으로 전환하고 재생 목록의 맨 하단의 "Add a list" 에 하이라이트(822)가 위치하게 된다. 재생 목록 화면으로 전환되면 화

면의 상단에 현재 재생 목록 모드임을 나타내는 아이콘(821)이 표시되고, 제 4 입력 키(154)가 삭제 기능을 수행하는 키로

변환된다.

"Add a list" 에 하이라이트(822)가 위치한 상태에서 OK 버튼을 누르면 저장되어 있는 MP3 파일의 목록 화면(830)으로

전환되어 재생 목록에 추가할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이전에 재생되던 곡에 하이라이트(831)가 위치된다. 4방

향 키(161)의 상하 버튼을 이용하여 재생 목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파일(831)에 하이라이트를 위치(831)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그 곡이 재생 목록에 추가된다. 화면 830은 사용자가 "POP" 폴더의 "Toxic.mp3" 파일(831)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

여주고, 화면 840은 선택된 "Toxic.mp3" 파일이 재생 목록에 추가된 모습(841)을 보여주고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의 MP3 재생기 모드(115)에서 사용자 재생 목록에 따라 MP3 파일을 재

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사용자 재생 목록 화면에서 MP3 파일을 재생하는 것은 파일 목록에서 MP3 파일을 재

생하는 것과 유사하다. 제 2 입력 키(152)를 이용하여 재생 목록 화면으로 전환(910)되면 "Add a list"에 하이라이트(822)

가 위치하게 되고 4 방향 키(161)로 커서를 움직여 재생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한다(921). 화면이 재생 모드(930)로 전

환되면서 선택된 MP3 파일이 재생된다. 이 때 사용자 재생 목록으로부터 재생되는 파일 정보 앞에 이 MP3 파일이 재생

목록에 등록된 파일임을 표시하는 마크(931)가 나타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의 MP3 재생기 모드(115)에서 사용자 재생 목록으로부터 일부 음악을

삭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제 2 입력 키(152)를 눌러 재생 목록 화면(1010)으로 전환한 후 제 4 입력 키(154)를 누르면(1020) 하부 메뉴가 팝업된다

(1030). 하부 메뉴에서 "Select" 항목(1031)을 선택하면 제 4 입력 키(154)가 점멸하면서 삭제할 재생 목록의 항목을 선

택할 수 있는 모드임을 알려준다(1040). 삭제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항목 앞에 삭제될 항

목임을 나타내는 아이콘(1051)이 표시된다. 다시 제 4 입력 키(154)를 누르면 삭제할 항목의 선택과정을 마치고 선택된

항목들을 삭제할 것인지 확인한다(1060). 사용자가 삭제를 선택하면 재생 목록의 선택된 항목을 삭제한다(1070). 1080은

선택된 항목이 삭제된 후의 재생 목록의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이 때 재생 목록에서 삭제된 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MP3 파일은 삭제되지 않고 재생 목록에서만 사라질 뿐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의 상태를 나타내는 아이콘들은 상술한 특정 모양의 아이콘으로 한정되지 않고 해당하

는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상징적은 모습으로도 표시될 수 있음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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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통합 디지털 장치에 따르면 몇 개의 입력 키로 MP3 재생기 모드의 상태를 조정하고 MP3 재

생기 모드의 상태 변화에 따라 MP3 재생기 모드의 상태 정보를 디스플레이에 출력함으로써 다른 디지털 기기의 기능과 함

께 MP3 재생기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의 정면 사시도와 배면 사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의 배면의 구성을 보여주는 상세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의 다양한 기능 모드에 따라 변화되는 화면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 내지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가 MP3(MPeg layer 3) 재생기 모드(115)로 전환될 때 화면

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의 MP3 재생기 모드(115)에서 입력 키에 의한 음악 컨텐츠의 목록 표시

및 재생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의 MP3 재생기 모드(115)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음악만으로 사용자 재

생 목록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의 MP3 재생기 모드(115)에서 사용자 재생 목록에 따라 MP3 파일을 재

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합 디지털 장치의 MP3 재생기 모드(115)에서 사용자 재생 목록으로부터 일부 항목을

삭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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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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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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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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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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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등록특허 10-0714705

- 15 -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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