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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정보 분배 방법, 정보 분배 시스템, 정보 분배 서버, 이동통신망 시스템 및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요약

정보 분배 방법, 정보 분배 시스템, 정보 분배 서버, 이동 통신망 시스템 및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

명에 따른 정보 분배 시스템은, 정보제공 서버(100)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지 데이터(206) 및 부가 정보(204)를

포함하는 제공 정보(202)를 통신 단말(500)로 분배하는 정보 분배 시스템이며, 정보 제공 서버(100)는, 통신 단말(50

0)로 이미지 데이터(206)를 송신하는 제1 송신 장치(118), 이미지 데이터(206)에 부가된 부가 정보(204)를 음성판독

에 적합한 형식의 변환 정보(104)로 변환하는 제1 변환 장치(102), 변환 정보를 음성 정보로 변환하는 제2 변환 장치

(102), 통신 단말(500)로 음성 정모(104) 및/또는 변환 정보(104)를 송신하는 제2 송신 장치(116), 이미지 데이터(10

8)와 음성 정보(104)를 통신 단말(500)의 스크린상에서 동기시키기 위한 동기 정보(106)를 송신하는 제3 송신 장치

를 구비한다. 이에 따라, 웹 페이지의 열람자는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청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또한 디스플레이 스크

린이 작은 경우에도 스크롤의 번잡함으로부터 개방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통신 장치, 이동 통신, 신호 전송, 정보 분배, 분배 시스템, 분배 서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정보 분배 방법, 정보 분배 시스템, 정보 분배 서버, 이동 통신망 시스템 및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 WWW 서버로부터의 웹(Web) 페이지를, 퍼스널 컴퓨터나 피디에이(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s)나 이동

기 등의 이동 단말에 탑재된 브라우저 기능을 가지는 소프트웨어(이하, 간단히 '브라우저'라고 함)를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다. 여기서 브라우저는, 미국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회사명)의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Netscape Commu

nicator)(제품명),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회사명)의 인터넷 익스플로로(Internet Explorer)(제품명) 등의 퍼스널 컴퓨

터용의 브라우저나 이동기 또는 PDA에 전용의 브라우저가 존재한다.

그러나 브라우저를 디스플레이하는 스크린이 작은 경우(예를 들면, 이동기나 PDA 등에 탑재된 소형 디스플레이로 웹

페이지를 열람하는 경우나, 퍼스널 컴퓨터의 사용자가 브라우저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작게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작자의 의도대로 웹 페이지가 디스플레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웹 페이지의 열람자는 브라우저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스크롤시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이동기 또는 PDA 등을 사용하여 이동하면서 웹 페이지를 열람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있어

서, 원하는 웹 페이지를 스크롤시키면서 시각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교통상 위험하고, 또한 스크롤 동작이 복

잡하여 번거롭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IMT-2000 등의 제 3세대 이동 통신망에 있어서는, 다중 호가 채용되고, 이동기는 다수의 통신 채널, 예를 들

면, 음성 채널과 패킷 채널을 이용하여 동시에 통신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종래의 이동 통신망에서의 컨텐츠 서버 등으로부터 휴대 단말로 정보를 분배하는 정보 분배 서비스에서는, 

각각의 통신 채널은 독립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연속되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예를 들면, 음성 데이터와 이미

지 데이터 등)로 이루어진 데이터 그룹을 휴대 단말의 1스크린으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데이터의 파일로 분할하고,

분할된 파일의 인덱스 정보(링크 정보 등)에 기반하여, 서치(search), 스킵(sikp), 되감기(rewind), 페이지 네비게이

션(page navigation) 등을 제어하도록, 다수의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분배하는 서비스 제공은 할 수 없다

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의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에 있어서는, 개개의 통신 채널은 독립하여 제공되고 있고, 다수의 통

신 채널을 이용한 동일 서비스는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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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기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발명의 목적은 제작자의 의도대로 웹 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정보 분배 방법 및 

정보 분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브라우저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스크롤시키는 시간을 적게할 수 있는 정보 분배 방법 및 정보 

분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원하는 웹 페이지를 청각을 통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정보 분배 방법 및 정보 분배 시스템

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다른 통신 채널을 이용한 정보 분배에 있어서, 연속되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로 이루어진 데이

터 그룹을 휴대 단말의 1스크린으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일로 분할하고, 분할된 파일의 인덱스 정보에 기

반하여 서치, 스킵, 페이지 이동 등을 제어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분배 서버 및 정보 분배 시스템 및 정보 

분배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다른 통신 채널을 이용한 정보 분배에 있어서, 연속되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로 이루어진 데이

터 그룹을 다수의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분배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분배 서버 및 정보 분배 

시스템 및 정보 분배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다른 통신 채널을 식별하고, 동일시하여, 다수의 다른 통신 채널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 통신망 시스템 및 그 통신 서비스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제1 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정보 분배 방법은, 정보 제공 서버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지 데이터 및/또는 상기 상기 이미지 데이터에 부가된 부가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제공을 통신 

단말에 분배하는 정보 분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공 정보를 상기 통신 단말로 송신하는 송신 단계와, 상기 통신 단말

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데이터 및/또는 상기 부가 정보를 스크린에 디스플레이하는 스크린 디스플레이 단계와, 상기 

부가 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하는 음성 출력 단계를 구비한다. 이에 따라, 제공 정보를 제공 정보를 통신 단말로 송신하

는 송신 단계와, 통신 단말에 있어서, 이미지 데이터 및/또는 이미지 데이터에 부가된 부가 정보를 스크린에 디스플레

이하는 스크린 디스플레이 단계와, 부가 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하는 음성 출력 단계를 구비하기 때문에, 텍스트 정보 

등의 부가 정보를 음성 정보로 적절히 변환하고, 제작자의 의도대로 웹 페이지를 스크린 디스플레이 및 음성 출력시킬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원하는 웹 페이지를 청각을 통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스크린 디스플레이 단계에 의한 상기 스크린 디스플레이와 상기 음성 출력 단계에 의한 상기 음성 출력

을 동기시키는 동기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크린 디스플레이 단계에 의한 스크린 디스플

레이와 음성 출력 단계에 의한 음성 출력을 동기시키는 동기 단계를 더 구비하기 때문 에, 음성과 이미지의 동기가 취

해진 웹 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고, 더욱 이동기에 대한 프로그램 방송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동기 방법은, 정보

처리 서버(100)에 있어서, 제어 엔진(110)의 작용에 의해 판독 엔진(112) 및 디스플레이 엔진(114)를 제어함으로써 

이동기((500))로에의 판독 데이터(104) 및 디스플레이 데이터(108)의 송신을 동기해도 좋고, 또한, 동기 제어 정보(1

06)를 이동기((500))로 송신하고, 이동기(500) 내에서 상기 동기 제어 정보(106)에 기반하여 판독 데이터(104) 및 디

스플레이 데이터(108)의 출력을 동기시켜도 좋다.

여기서, 상기 송신 단계는, 상기 제공 정보를 다수의 채널로 송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송신 단계는, 상

기 제공 정보를 다수의 채널로 송신함으로써, 데이터의 송신을 효율화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다수의 채널은, 패킷 채널과 음성 채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송신 단계는, 상기 통신 단말로부터의 분배 요구 지시에 따라서 상기 제공 정보를 송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송신 단계는, 상기 통신 단말로부터의 분배 요구 지시에 따라서 상기 제공 정보를 송신하기 때문에, 

소위 PULL형의 정보 분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송신 단계는, 어떤 특정한 그룹에 속한 상기 통신 단말 또는 모든 상기 통신 단말에 대해, 상기 제공 정

보를 송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송신 단계는, 어떤 특정한 그룹에 속한 상기 통신 단말 또는 모든 상기 

통신 단말에 대해, 상기 제공 정보를 송신하기 때문에, 다수의 사용자에 대해 효율적으 로 동보 통신 또는 프로그램 

방송을 수행할 수 있고, 소위 PUSH형의 정보 분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송신 단계는, 상기 제공 정보의 분배을 받는 계약을 한 특정 가입자의 상기 통신 단말에 대해, 상기 제공

정보를 송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송신 단계는, 제공 정보의 분배을 받는 계약을 한 특정 가입자의 통신

단말에 대해, 제공 정보를 송신하기 때문에, 다수의 사용자에 대해 효율적으로 동보 통신 또는 프로그램 방송을 수행

할 수 있고, 소위 PUSH형의 정보 분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부가 정보는, 음성 판독으로 적합한 원하는 형식으로 변환한 변환 정보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가 정보는, 음성 판독으로 적합한 형식으로 변환한 후의 변환 정보이기 때문에, 이동기 상의 변환 동작을 더욱 간단

하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정보 분배 시스템은, 정보 제공 서버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지 데

이터를 포함하는 제공 정보를 통신 단말로 분배하는 정보 분배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정보 제공 서버는, 상기 통신 단

말로 이미지 데이터를 송신하는 제1 송신 수단과, 상기 이미지 데이터에 부가된 부가 정보를 음성 판독으로 적합한 형

식의 변환 정보로 변환하는 제1 변환 수단과, 상기 변환 정보를 음성 정보로 변환하는 제2 변환 수단과, 상기 통신 단

말로 상기 음성 정보 및/또는 상기 변환 정보를 송신하는 제2 송신 수단과, 상기 이미지 데이터와 상기 음성 정보를 

상기 통신 단말의 스크린 상에서 동기시키기 위한 동기 정보를 송신하는 제3 송신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통신 단말은

, 상기 이미지 데이터 및/또는 상기 변환 정보를 상기 동기 정보에 기반하여 스크린에 디스플레이하는 수단과, 상기 

음성 정보를 상기 동기 정보에 기반하여 음성으로 출력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등록특허  10-0425378

- 4 -

여기서, 상기 제1 송신 수단은, 상기 통신 단말로 상기 이미지 정보를 제1 채널로 송신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제2 송신 수단은, 상기 통신 단말로 상기 음성 정보 및/또는 상기 변환 정보를 상기 제1 채널과는 다른 제2 채널로 송

신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며, 상기 제3 송신 수단은, 상기 통신 단말로 상기 동기 정보를 상기 제1 채널로 송신하는 수

단을 더 구비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제1 채널은 패킷 채널이며, 상기 제2 채널은 음성 채널인 것으로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3 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정보 분배 시스템은, 네트워크을 통해 통신 단말에 분배되는 마크업(m

arkup) 언어 파일을 제공하기 위한 제공 장치 및 상기 마크업 언어 파일을 처리하는 처리 장치를 구비한 정보 분배 시

스템에 있어서, 상기 처리 장치는, 상기 마크업 언어 파일중의 태그를 해석하여, 판독 데이터와, 다른 마크업 언어 파

일에 링크가 설정된 앵커(anchor) 정보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데이터와, 상기 판독 데이터 및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

터를 동기시키는 동기 제어 정보를 생성하는 생성 수단과, 상기 동기 제어정보에 기반하여 상기 판독 데이터 및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동기시켜 상기 통신 단말로 송신하도록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통신 단말은, 상기

판독 데이터와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상기 판독 데이터를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여 음성으

로 출력하는 음성 출력 수단과,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스크린에 디스플레이하는 스크린 디스플레이 수단과, 스크

린 디스플레이된 상기 앵커 정보를 선택하는 선택 수단을 구비한다. 이에 따라, 음성 판독의 소스(source)가 되는 텍

스트문에 앵커 정보를 삽입하고, 중요어인 앵커 정보의 판독시에 동기시켜 디스플레이 상에도 상기 앵커 정보를 디스

플레이하고, 그 디스플레이된 앵커 정보를 이용하여 계층적으로 정보를 시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텍스트 정보

만으로 실현 가능했던 하던 하이퍼텍스트(hypertext) 기술 등을 이용하는 계층적인 정보 열람 방법을, 음성 정보 열

람 시스템에서도 용이하게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판독 데이터에 의해 음성 정보를 들었던 사용자는, 그 읽

은 음성 정보중에서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은 정보에 쉽게 억세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발명의 제4 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정보 분배 시스템은, 네트워크을 통해 통신 단말에 분배되는 마크업 언

어 파일를 제공하기 위한 제공 장치 및 상기 마크업 언어 파일를 처리하는 처리 장치를 구비한 정보 분배 시스템에 있

어서, 상기 처리 장치는, 상기 마크업 언어 파일중의 태그를 해석하여, 판독 데이터와, 다른 마크업 언어 파일에 링크

가 설정된 앵커 정보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데이터와, 상기 판독 데이터 및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동기시키는 

동기 제어 정보를 생성하는 생성 수단과, 상기 판독 데이터를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는 음성 변환 수단과, 상기 디스플

레이 데이터를 패킷 데이터로 변환하는 패킷 변환 수단과, 상기 동기 제어 정보에 기반하여 상기 음성 데이터 및 상기

패킷 데이터를 동기시켜 상기 통신 단말로 송신하도록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통신 단말 은, 상기 음성

데이터와 상기 패킷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상기 음성 데이터를 음성으로 출력하는 음성 출력 수단과, 상기 

패킷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로 변환하여 스크린에 디스플레이하는 스크린 디스플레이 수단과, 스크린 디

스플레이된 상기 앵커 정보를 선택하는 선택 수단을 구비한다. 이에 따라, 음성 판독의 소스가 되는 텍스트문에 앵커 

정보를 삽입하고, 중요어인 앵커 정보의 판독 시에 동기시켜 디스플레이상에도 상기 앵커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그

디스플레이된 앵커 정보를 이용하여 계층적으로 정보를 시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텍스트 정보만으로 실현가

능했던 하이퍼텍스트 기술 등을 이용하는 계층적인 정보 열람 방법을, 음성 정보 열람 시스템에서도 용이하게 도입하

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판독 데이터에 의해 음성 정보를 들었던 사용자는, 그 읽은 음성 정보중에서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은 정보에 용이하게 억세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발명의 제5 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정보 분배 방법은,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 단말에 분배되는 마크업 언어 

파일를 제공하기 위한 제공 장치 및 상기 마크업 언어 파일를 처리하는 처리 장치를 구비한 정보 분배 시스템의 정보 

분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마크업 언어 파일중의 태그를 해석하여 판독 데이터와, 다른 마크

업 언어 파일에 링크가 설정된 앵커 정보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데이터와, 상기 판독 데이터 및 상기 디스플레이 데

이터를 동기시키는 동기 제어 정보를 생성하는 생성 단계와, 상기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동기 제어 정보에 기반하

여 상기 판독 데이터 및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동기시켜 상기 통신단말로 송신하도록 제어하는 제어 단계와, 상기

통신 단말에 있어서, 상기 판독 데이터를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여 음성으로 출력하는 음성 출력 단계와, 상기 통신 단

말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스크린 디스플레이하는 스크린 디스플레이 단계와, 상기 통신 단말에 있어서,

스크린 디스플레이된 상기 앵커 정보를 선택하는 선택 단계을 구비한다. 이에 따라, 음성 판독의 소스가 되는 텍스트

문에 앵커 정보를 삽입하고, 중요어인 앵커 정보의 판독 시에 동기시켜 디스플레이상에도 상기 앵커 정보를 디스플레

이하고, 그 디스플레이된 앵커 정보를 이용하여 계층적으로 정보를 시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텍스트 정보만으

로 실현가능했던 하이퍼텍스트 기술 등을 이용하는 계층적인 정보열람 방법을, 음성 정보 열람 시스템에도 용이하게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판독 데이터에 의해 음성 정보를 들었던 사용자는, 그 읽은 음성 정보중에서 더욱 자

세히 알고 싶은 정보에 용이하게 억세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발명의 제6 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정보 분배 방법은, 네트워크을 통해 통신 단말에 분배되는 마크업 언어 

파일를 제공하기 위한 제공 장치 및 상기 마크업 언어 파일를 처리하는 처리 장치를 구비한 정보 분배 시스템의 정보 

분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마크업 언어 파일중의 태그를 해석하여, 판독 데이터와, 다른 마

크업언어 파일에 링크가 설정된 앵커 정보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데이터와, 상기 판독 데이터 및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동기시키는 동기 제어 정보를 생성하는 생성 단계와, 상기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판독 데이터를 음성 데

이터로 변환하는 음성 변환 단계와, 상기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패킷 데이터로 변환하는 패

킷 변환 단계와, 상기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동기 제어 정보에 기반하여 상기 음성 데이터 및 상기 패킷 데이터를 

동기시켜 상기 통신 단말로 송신하도록 제어하는 제어 단계와, 상기 통신 단말에 있어서, 상기 음성 데이터를 음성으

로 출력하는 음성 출력 단계와, 상기 통신 단말에 있어서, 상기 패킷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로 변환하여 스

크린 디스플레이하는 스크린 디스플레이 단계와, 상기 통신 단말에 있어서, 스크린 디스플레이된 상기 앵커 정보를 

선택하는 선택 단계을 구비한다. 이에 따라, 음성 판독의 소스가 되는 텍스트문에 앵커 정보를 삽입하여, 중요어인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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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정보의 판독 시에 동기시켜 디스플레이 상에도 상기 앵커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그 디스플레이된 앵커 정보를 

이용하여 계층적으로 정보를 시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텍스트 정보만으로 실현 가능했던 하이퍼텍스트 기술 

등을 이용하는 계층적인 정보 열람 방법을, 음성 정보 열람 시스템에도 용이하게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판

독 데이터에 의해 음성 정보를 들었던 사용자는, 그 읽은 음성 정보중에서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은 정보에 용이하게 억

세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발명의 제7 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정보 분배 서버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서버로부터 수신한 상기 

컨텐츠를 다수의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휴대 단말에 송신하는 정보 분배 서버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서버로부터 수

신한 상기 컨텐츠를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와 상기 데이터에 해당하는 음성으로 분할하는 수단과, 상기 데이터의 인텍

스 정보를 작성하는 수단과, 상기 음성과, 상기 데이터 및 상기 인텍스 정보를 다른 상기 통신 채널을 통해 상기 휴대 

단말에 송신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본 발명의 제8 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정보 분배 방법은, 휴대 단말과,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서버와, 상

기 컨텐츠를 다수의 통신 채널을 사용하여 상기 휴대 단말에 송신하는 정보 분배 서버를 이용한 정보 분배 방법에 있

어서, 상기 정보 분배 서버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서버로부터 수신한 상기 컨텐츠를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와 상기 데

이터에 해당하는 음성으로 분할하는 단계와, 상기 정보 분배 서버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의 인텍스 정보를 작성하는 

단계와, 상기 음성과, 상기 데이터 및 상기 인텍스 정보를 상기 정보 분배 서버로부터 다른 상기 통신 채널을 통해 상

기 휴대 단말에 송신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9 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정보 분배 시스템은, 휴대 단말과,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서버와, 

상기 컨텐츠를 다수의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휴대 단말에 송신하는 정보 분배 서버를 포함하는 정보 분배 시스

템에 있어서, 상기 정보 분배 서버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서버로부터 수신한 상기 컨텐츠를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와 

상기 데이터에 해당하는 음성으로 분할하는 수단과, 상기 정보 분배 서버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의 인텍스 정보를 작

성하는 수단과, 상기 음성과, 상기 데이터 및 상기 인텍스 정보를 상기 정보 분배 서버로부터 다른 상기 통신 채널을 

통해 상기 휴대 단말에 송신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본 발명의 제7 내지 제9 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의 정보 분배 서버 및 정보분배 시스템 및 정보 분배 방법은, 정보 분

배 서버에 있어서, 컨텐츠 서버로부터 수신한 컨텐츠를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와 상기 데이터에 해당하는 음성으로 분

할한 다. 그리고, 정보 분배 서버에서, 데이터의 인텍스 정보를 작성한다. 그리고, 음성과, 데이터 및 인텍스 정보를 정

보 분배 서버로부터 다른 통신 채널을 통해 휴대 단말에 송신한다. 이에 따라, 연속되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로 이루어

진 데이터 그룹을 휴대 단말의 1스크린으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데이터의 파일로 분할하고, 분할한 파일의 인텍스 

정보에 기반하여, 서치, 스킵, 되감기, 페이지 이동 등을 제어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0 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정보 분배 서버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서버로부터 수신한 상기

컨텐츠를 다수의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이동 단말에 송신하는 정보 분배 서버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서버로부터 수

신한 상기 컨텐츠를 음성과 데이터로 분리하는 수단과, 상기 음성 및 상기 데이터의 전송 시간을 산출하는 수단과, 최

대의 상기 전송 시간에 따라서 상기 음성과 상기 데이터를 다른 상기 통신 채널을 통해 상기 이동 단말에 송신하는 수

단을 구비한다.

본 발명의 제11 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정보 분배 방법은, 이동 단말과,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서버와, 상

기 컨텐츠를 다수의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이동 단말에 송신하는 정보 분배 서버를 이용한 정보 분배 방법에 있

어서, 상기 정보 분배 서버에서, 상기 컨텐츠 서버로부터 수신한 상기 컨텐츠를 음성과 데이터로 분리하는 단계와, 상

기 정보 분배 서버에서, 상기 음성 및 상기 데이터의 전송 시간을 산출하는 단계와, 상기 정보 분배 서버에서, 최대의 

상기 전송 시간에 따라서 상기 음성과 상기 데이터를 다른 상기 통신 채널을 통해 상기 이동 단말에 송신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제12 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정보 분배 시스템은, 이동 단말과,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서버와, 

상기 컨텐츠를 다수의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이동 단말에 송신하는 정보 분배 서버를 포함하는 정보 분배 시스

템에 있어서, 상기 정보 분배 서버에서, 상기 컨텐츠 서버로부터 수신한 상기 컨텐츠를 음성과 데이터로 분리하는 수

단과, 상기 정보 분배 서버에서, 상기 음성 및 상기 데이터의 전송 시간을 산출하는 수단과, 상기 정보 분배 서버에서, 

최대의 상기 전송 시간에 따라서 상기 음성과 상기 데이터를 다른 상기 통신 채널을 통해 상기 이동 단말에 송신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본 발명의 제10 내지 제12 양태에 있어서, 정보 분배 서버는, 컨텐츠 서버로부터 수신한 컨텐츠를 음성과 데이터로 

분리하고, 음성 및 데이터의 전송 시간을 산출하여 최대의 전송 시간에 따라서 음성과 데이터를 다른 통신 채널를 통

해 이동 단말에 송신하기 때문에, 산출한 음성과 데이터의 전송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되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로 이

루어진 데이터 그룹을 이동 단말에 대해 다른 통신 채널을 통해 순차 분배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이동 단말에서

는, 1세트의 데이터 그룹의 동기를 의식하지 않고, 컨텐츠를 참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3 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망 시스템은, 발신 단말과, 착신 단말과, 통신 채널을 식별하

는 식별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발신 단말로부터 다수의 상기 통신 채널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를 상기 착신 단말에 제

공하는 이동 통신망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발신 단말로부터 제1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착신 단말에 접속하는 수

단과, 상기 식별 장치에 상기 제1 통신 채널을 등록하는 수단과, 상기 발신 단말로부터 제2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상

기 착신 단말에 접속하는 수단과, 상기 식별 장치에 상기 제1 통신 채널과 대응지어 상기 제2 통신 채널을 등록하는 

수단과, 상기 식별 장치로부터 상기 착신 단말에 대해 상기 제1 통신 채널과 상기 제2 통신 채널의 대응을 통지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본 발명의 제14 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은, 발신 단말과 착신 단말과, 통신 채널을 식별

하는 식별 장치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망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발신 단말로부터 다수의 상기 통신 채널을 이용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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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서비스를 상기 착신 단말에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발신 단말로부터 제1 통신 채널을 이

용하여 상기 착신 단말에 접속하는 단계와, 상기 식별 장치에 상기 제1 통신 채널을 등록하는 단계와, 상기 발신 단말

로부터 제2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착신 단말에 접속하는 단계와, 상기 식별 장치에 상기 제1 통신 채널과 대응지

어 상기 제2 통신 채널을 등록하는 단계와, 상기 식별 장치로부터 상기 착신 단말에 대해 상기 제1 통신 채널과 상기 

제2 통신 채널의 대응을 통지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제13 및 제14 양태에 의하면, 발신 단말로부터 제1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착신 단말에 접속하고, 식별 장

치에 제1 통신 채널을 등록하고, 발신 단말로부터 제2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착신 단말에 접속하고, 식별 장치에 제1 

통신 채널과 대응지어 제2 통신 채널을 등록하고, 식별 장치로부터 착신 단말에 대해 제1 통신 채널과 제2 통신 채널

의 대응을 통지하기 때문에, 다른 통신 채널을 식별 하고, 동일시하여, 다수의 다른 통신 채널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이동 통신망 시스템 및 그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을 제공할 수가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착신 단말은, 패킷 통신과 음성 통화가 동일 서비스임을 인식할 수 있고, 발신 단말은, 착신 단말에 

대해 다수의 통신 채널을 결합시키고, 복합적인 컨텐츠를 동시에 송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정보 제공 시스템의 시스템 구성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2는 정보 처리 서버의 기능 블록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3은 도3a, 도3b 및 도3c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도3a, 도3b 및 도3c는 본 발명에 의한 정보의 처리 및 변환의 개념의 일례에 관해 설명하는 도면.

도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중요어인 앵커 정보가 HTML 문서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의 정보 분배 방법의 개

요를 나타내는 이미지도.

도5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정보 분배 시스템의 시스템 구성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6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정보 분배 서버의 구성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의 정보 분배 서버의 동작의 일례에 관해서 설명하는 흐름도.

도8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정보 분배 시스템의 시스템 구성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9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정보 분배 서버의 구성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10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서의 정보 분배 서버의 동작의 일례에 관해서 설명하는 흐름도.

도1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이동 통신망 시스템의 시스템 구성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1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식별 서버의 구성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13은 본 발명의 제4 실시 형태에서의 식별 서버의 동작의 일례에 관해서 설명하는 흐름도.

도14는 CPU의 식별 판단 처리부가 실행하는 식별 판단 처리의 일례를 설명하는 흐름도.

실시예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1 실시예)

이하, 본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해 설명한다.

도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정보 제공 시스템의 시스템 구성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며,정보 제공 시스템의 시스템 

구성중 본 발명에 관계되는 부분만을 개념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정보 제공 시스템은, 적어도 정보 처리 서버(100)와 WWW서버(200)와 인터넷(300)과 이동 무선망(400)과 이동기(5

00)로 구성된다, 정보 처리 서버(100)는, 인터넷(300) 및 이동 무선망(400)에 접속되고, 인터넷(300)를 통해 WWW

서버(200)로부터 웹페이지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처리하고, 이동 무선망(400)을 통해 이동기(500)에 정보를 송

신하는 기능을 구비한다. WWW서버(200)는, 인터넷(300)에 접속되고, 제작자가 제작한 웹페이지 등의 정보를 저장

하고, 인터넷(300)을 통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WWW서버(200)는, 정보 처리 서버(100)

에 직접 접속될 수 있다. 인터넷(300)은, 정보 처리 서버(100) 및 WWW서버(200)에 접속되고, 서로를 연결하는 기능

을 가진다. 이동 무선망(400)은, 정보 처리 서버(100)에 접속되고, 이동 통신망의 제어하에서 회선 교환 또는 패킷 교

환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동 무선망(400)은, 예를 들면, 기존의 PDC(Personal Digital Cellular) 방식의 휴대 

회선망이나, 주식회사 엔티티도꼬모(회사명)의 DoPa(서비스명)등으로 이용되는 기존의 PDC-P(Personal Digital C

ellular-Packet) 방식의 휴대 패킷 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동기(500)는, 이동 무선망(400)과 무선 통신을 수행하고, 

정보 처리 서버(100)로부터 정보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이동기(500)에는, 퍼스널 컴퓨터 

등이 접속될 수 있다. 이동기(500)는, 예를 들면, 9600 bit/s의 패킷 통신 기능 및 브라우저(열람 소프트)가 탑재될 수

있다. 여기서, 이동기(500)는, 예를 들면 i모드(주식회사 엔티티도꼬모(회사명)의 서비스명)에 대응하는 휴대 단말이

어도 좋다. 여기서, i모드는, 주식회사 엔티티도꼬모(회사명)가 제공하는 비음성 서비스이고, 전자메일 기능이나 인테

넷으로의 접속 기능을 가진다. i모드 휴대 단말은, 인터넷의 웹사이트의 정보를 보기 위해서, 퍼스널 컴퓨터 등에 비해

처리 능력이나 메모리량이 부족한 점이나 디스플레이 사이즈에 제한이 있는 점에서 i모드 휴대 단말에 특화된 마이크

로 브라우저가 탑재되어 있다.

이동기(500)의 이용자는, 원하는 WWW서버(200)에 억세스하여 웹페이지를 열람하는 경우, WWW서버(200)로부터

의 웹페이지의 정보는, 정보 처리 서버(100)에서 그 정보가 처리 및 변환된 후, 이동기(500)로 송신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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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정보 처리 서버(100)에서의 정보의 처리 및 변환의 일례에 관해, 도3a, 도3b 및 도3c을 참조하여 이하에 설명

한다.

도3a, 도3b 및 도3c는, 본 발명에 의한 정보의 처리 및 변환의 개념의 일례에 관해서 설명하는 도면이다.

일반 웹페이지는, 마크업 언어(예를 들면,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및 그 확장 기술 언어 등)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먼저, HTML 형식의 웹페이지를, 주지의 필터링 기술에 의해, 컴팩트 HTML (cHT

ML)형식으로 변환한다. 또한, cHTML 형식을 음성 판독에 적합한 형식의 웹페이지로 변환한다. 그 때,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특정한 태그에 대해서 삭제 또는 추가 처리를 수행한다. 그리고, 통신 단말에서는, 음성 변환된 음성 출

력 정보(도3a, 도3b 및 도3c 에서는 판독 페이지중의 텍스트 데이터를 음성 변환한 정보)와, 음성 판독에 적합한 형식

으로 변환된 판독 페이지 및/또는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들을 동기되도록 실시간 처리를 수행하여, 스크린 디

스플레이 및 음성 출력을 수행한다. 또 한, 통신 단말에서, 미리 정해진 시간이 경과됐을 때나(예를 들면, 판독 페이지

중의 태그에 의해 시간을 지정하여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등), 음성 판독이 종료되었을 때 등에, 자동적으로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바꿀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스크롤의 번잡함으로부터 개방되고, 또한 이동기를 사용한 

방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상술한 설명에서는 웹페이지를 음성 판독에 적합한 형식으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된 정보의 텍스트 데이터를 

음성으로 변환하고, 상기 음성을 통신 단말로 송신하고 있지만, 반드시 음성 변환 처리를 기계적으로 행할 필요는 없

고, 예를 들면, 이미지 데이터에 관련되는 텍스트 데이터를 사람이 읽고(읽은 음성은 미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할 수 

있다.), 이미지 데이터와 그것에 관련된 음성을 통신 단말상에서 동기하도록 송신할 수 있다.

또한, 정보 처리 서버(100)에서의 처리 및 변환의 다른 실시예에 관해, 이하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웹페이지의 정보중의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음성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정보량

을 작게 한 소형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예를 들면, 텍스트 데이터의 일부를 삭제, 텍스트 데이터의 요약을 

작성, 텍스트 데이터의 인텍스를 작성). 또한, 이 소형 텍스트 데이터를 음성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 또한, 웹페이지

의 정보중의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이미지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 또한, 더욱 그 텍스트

데이터를 음성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 또한,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정보량을 작게 한 소형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예를 들면, 기존의 이미지 압축 기술을 사용하여 축소화한다). 이것의 처리 및 변환에 의해, 웹페이지의 열람

자는,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청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동중인 경우에도, 제작자가 의도대로 정보를 

손쉽고 또한 안전하게 입수할 수 있고, 또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작은 경우에서 스크롤의 번잡함으로부터 개방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처리 및 변환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단말의 종류(예를 들면, PC, PDA 또는 이동기 등)을 판단하고, 

미리 정한 종별(예를 들면, PDA 또는 이동기 등)인 경우에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요구 단말이 이동기 등인 경우

에는, 자동적으로 데이터의 처리 및 변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람자가 굳이 정보 처리 서버(100)에 지시하는 수고

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정보 처리 서버(100)에서 이동기(500)의 통신 품질을 판단하여, 통신품질이 열악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들의 

처리 및 변환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이동 통신에 있어서는, 통신 품질에 따라 자동적으로 데이터의 처리 

및 변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람자가 굳이 정보 처리 서버(100)에 지시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음성 변환에 대해서는, 이동 통신망에서 적용되는 4.8kbps의 CODEC에 적용한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다. ·

도2는 도1에 나타낸 정보 처리 서버의 기능 블록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정보 처리 서버의 기능중 본 발명에 관

계되는 부분만을 개념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정보 처리 서버(100)는, 적어도 해석 엔진(102)과 제어 엔진(110)과 판독 엔진(112)와 디스플레이 엔진(114)으로 구

성된다. 해석 엔진(102)은, 제어 엔진(110), 판독 엔진(112) 및 디스플레이 엔진(114)에 접속되고, WWW서버(200)

로부터 수신한 웹페이지(202)를 해석하는 기능을 가진다. 여기서, 웹페이지(202)가 텍스트 데이터(204)및 이미지 데

이터(206)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텍스트 데이터(204)를 판독 데이터(104)로서 추출하여 판독 엔진(112)으로 송신하

고, 또한, 이미지 데이터(206)를 디스플레이 데이터(108)로서 추출하여 디스플레이 엔진(114)으로 송신한다.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204)와 이미지 데이터(206)와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에서 동기시키기 위한 동기 제어 정보(106)를 작

성하여 제어 엔진(110)으로 송신한다. 제어 엔진(110)은, 해석 엔진(102), 판독 엔진(112), 디스플레이 엔진(114),음

성 전송 장치(116) 및 패킷 송신 장치(118)에 접속되고, 해석 엔진(102)으로부터 수신한 동기 제어 정보(106)에 기반

하여, 판독 엔진(112) 및 디스플레이 엔진(114)의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다. 판독 엔진(112)은, 해석 엔진(102

), 제어 엔진(110) 및 음성 전송 장치(116)에 접속되고, 제어 엔진(110)의 제어하에서, 해석 엔진(102)으로부터 수신

한 판독 데이터(104)를, 처리 및 변환하여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다. 디스플레이 엔진(114)은, 해석 엔

진(102), 제어 엔진(110) 및 패킷 전송 장치(118)에 접속되고, 제어 엔진(110)의 제어하에서, 해석 엔진(102)으로부

터 수신한 디스플레이 데이터(108)를, 처리 및 변환하여 패킷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다. 음성 전송 장치(116

)는, 제어 엔진(110) 및 판독 엔진(112)에 접속되고, 이동 무선망(400)의 음성 채널을 통해, 판 독 엔진(112)에서 생

성한 음성 데이터를 이동기(500)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다. 패킷 전송 장치(118)는, 제어 엔진(110) 및 디스플레이 

엔진(114)에 접속되고, 이동 무선망(400)의 패킷 채널을 통해, 디스플레이 엔진(114)에서 생성한 패킷 데이터를 이동

기(500)로 패킷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동기 제어 정보(106)는, 제어 엔진으로부터 직접 음성 전송 장치(116)

또는 패킷 송신 장치(118)로 송신할 수 있다. 여기서, 음성 채널 및 패킷 채널은, IMT-2000 방식에 서의 다중호 기능

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수 채널을 동시에 이용하여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 또한, 음성 전송 장치

(116) 및 패킷 전송 장치(118)는, 데이터를 분할하여 송신하여 각 분할 송신의 정상여부를 확인하고, 정상인 경우에

는 다음 분할 송신을 수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재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고, 

통신 품질이 나쁜 경우에도, 웹페이지의 제작자의 의도대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등록특허  10-0425378

- 8 -

도4는 본 실시예에 있어서, 중요어인 앵커 정보가 HTML 문서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의 정보 분배 방법의 개요를 도

시한 이미지도이다.

도4는 HTML 파일1(도4의 (402))을 WWW서버(200)로부터 정보 처리 서버(100)를 통해 이동기(500)로 송신하는 

경우를 일례로 설명한다.

먼저, 정보 처리 서버(100)는, WWW서버(200)로부터 인터넷(300)를 통해 HTML 파일 1를 수신하면, 해석 엔진(102

)에서 HTML 파일 1중의 태그를 해석하여, 텍스트를 포함하는 판독 데이터(104)와, 다른 HTML 파일에 링크가 설정

된 앵커 정보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데이터(108)와, 판독 데이터(104) 및 디스플레이 데이터(108)를 동기시키는 동

기 제어 정보(106)를 생성한다. 즉, 해석 엔진(102)은, HTML 파일 1의 앵커 정보는, 「상영 극장」 및 「기간」임을 

HTML 태그로부터 판단하고, 「상영 극장」 및 「기간」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데이터(108)를 생성한다. 또한, 해

석 엔진(102)은, HTML 파일 1의 텍스트 부분(「영화 정보 2000년에 상영되는 영화를 특집합니다. 또한, 상영 극장 

및 기간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통신 판매 상품도 신청 접수중입니다. 」)를 HTML 태그로부터 판단하고,

이것을 포함하는 판독 데이터(104)를 생성한다. 또한 해석 엔진(102)은, 상기 판독 데이터(104)를 읽고 있는 동안에

는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108)가 스크린 디스플레이 되도록 동기 제어 정보(106)를 생성한다.

이어서, 정보 처리 서버(100)의 판독 엔진(112)은, 판독 데이터(104)를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여 음성 전송 장치(116)

로 송신하고, 음성 전송 장치(116)로부터 이동 무선망(400)을 통해 이동기(500)로 판독 데이터(104)를 송신한다.

이어서, 정보 처리 서버(100)의 디스플레이 엔진(114)은, 디스플레이 데이터(108)를 패킷 데이터로 변환하여 패킷 

송신 장치(118)로 송신하고, 패킷 송신 장치(118)로부터 이동 무선망(400)을 통해 이동기(500)로 디스플레이 데이터

(108)를 송신한다.

이 때, 정보 처리 서버(100)의 제어 엔진(110)은, 동기 제어 정보(106)에 기반하여 판독 데이터(104) 및 디스플레이 

데이터(108)를 동기시켜 이동기(500)로 송신하도록 제어한다.

이어서, 이동기(500)에서, 수신된 음성 데이터를 음성 출력하고, 패킷 데이 터를 디스플레이 데이터(108)로 변환하여

스크린 디스플레이한다. 이 때의 이동기(500)의 스크린디스플레이 이미지를 도4중의 4O4로 도시한다.

이어서, 사용자는 스크린 디스플레이된 앵커 정보(「상영 극장」 및 「기간」)을 이동기(500)의 조작 버튼 등을 이용

하여 커서(cursor)를 이동시켜 선택한다. 어느 하나의 앵커 정보가 선택되면, 상기 앵커 정보에 의해 지정된 링크 정

보(다른 HTML 파일의 URL 어드레스 등)에 따라서 다음에 이동기(500)로 송신되는 HTML 문서가 특정되고, 기존의

하이퍼텍스트 기술 등에 의해 HTML 파일이 WWW서버(200)에서 정보 처리 서버(100)로 송신된다.

예를 들면, 도4의 4O4에 있어서, 스크린 디스플레이된 앵커 정보의「(1) 상영 극장」에 HTML 파일 1의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링크 정보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1) 상영 극장」을 선택한 경우에는, HTML 파일 1이 WWW

서버(200)에서 정보 처리 서버(100)로 송신된다.

이어서, 정보 처리 서버(100)는, WWW서버(200)로부터 인터넷(300)를 통해 HTML 파일 1(도4의 (406))을 수신하

면, 해석 엔진(102)에서 HTML 파일 1중의 태그를 해석하여, 판독 데이터(104)와, 다른 HTML 파일에 링크가 설정된

앵커 정보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데이터(108)와, 판독 데이터(104) 및 디스플레이 데이터(108)를 동기시키는 동기 

제어 정보(106)를 생성한다. 즉, 해석 엔진(102)은, HTML 파일 1의 앵커 정보는, 「도쿄」「오사까」 및 「요코하마

」임을 HTML 태그로부터 판단하고, 「도쿄」, 「오사까」 및 「요코하마」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데이터(108)를 

생성한다. 또한, 해석 엔진(102)은, HTML 파일 1의 텍스트 부분(「상영 극장은, 도쿄, 오사까, 요코하마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을 HTML 태그로부터 판단하여 이것을 포함하는 판독 데이터(104)를 생성한다. 또한, 해석 엔진(1

02)은, 상기 판독 데이터(104)를 읽고 있는 동안에는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108)가 스크린 디스플레이되도록 동기

제어 정보(106)를 생성한다.

이어서, 정보 처리 서버(100)의 판독 엔진(112)은, 판독 데이터(104)를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고, 음성 전송 장치(116

)에서 이동 무선망(400)을 통해 이동기(500)에 판독 데이터(104)를 송신한다.

이어서, 정보 처리 서버(100)의 디스플레이 엔진(114)은, 디스플레이 데이터(108)를 패킷 데이터로 변환하고, 패킷 

송신 장치(118)에서 이동 무선망(400)을 통해 이동기(500)로 디스플레이 데이터(108)를 송신한다.

이 때, 정보 처리 서버(100)의 제어 엔진(110)은, 동기 제어 정보(106)에 기반하여 판독 데이터(104) 및 디스플레이 

데이터(108)를 동기시켜 이동기(500)로 송신하도록 제어한다.

이어서, 이동기(500)에서, 수신된 음성 데이터를 음성 출력하고, 패킷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데이터(108)로 변환하여 

스크린에 디스플레이한다. 이 때의 이동기(500)의 스크린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도4중의 408에 도시한다.

이어서, 사용자는, 스크린 디스플레이된 앵커 정보(「도쿄」, 「오사까」 및 「요코하마」)를 이동기(500)의 조작 버

튼 등을 이용하여 커서를 이동하여 선택한다. 어느 하나의 앵커 정보가 선택되면, 이 앵커 정보에 의해 지정된 링크 정

보(다른 HTML 파일의 URL 어드레스 등)에 따라서 다음에 이동기(500)로 송신되는 HTML 문서가 특정되고, 기존의

하이퍼텍스트 기술에 의해 HTML 파일이 WWW서버(200)에서 정보 처리 서버(100)로 송신된다.

예를 들면, 도4의 408에 있어서,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된 앵커 정보의 「(1)도쿄」에 HTML 파일 111의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링크 정보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1)도쿄」을 선택한 경우에는, HTML 파일 111이 WWW서

버(200)에서 정보 처리 서버(100)로 송신된다.

이어서, 정보 처리 서버(100)는, WWW서버(200)로부터 인터넷(300)을 통해 HTML 파일 111(도4의 (410))을 수신

하면, 해석 엔진(102)에서 HTML 파일 1중의 태그를 해석하여, 판독 데이터(104)와, 다른 HTML 파일에 링크가 설

정된 앵커 정보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데이터(108)와, 판독 데이터(104) 및 디스플레이 데이터(108)를 동기시키는 

동기 제어 정보(106)를 생성한다. 여기서, 해석 엔진(102)은, HTML 파일 1의 앵커 정보는, 「시부야」, 「신주쿠」 

및 「아카사카」임을 HTML 태그로부터 판단하고, 「시부야」, 「신주쿠」 및 「아카사카」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데이터(108)를 생성한다. 또한, 해석 엔진(102)은, HTML 파일 1의 텍스트 부분(「도쿄는, 시부야, 신주쿠, 아카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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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를 HTML 태그로부터 판단하고 이것을 포함하는 판독 데이터(104)를 생성한다. 또한,

해석 엔진(102)은, 이 판독 데이터(104)를 읽고 있는 동안에는 이 디스플레이 데이터(108)가 스크린 디스플레이되도

록 동기 제어 정보(106)를 생성한다.

이어서, 정보 처리 서버(100)의 판독 엔진(112)은, 판독 데이터(104)를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고, 음성 전송 장치(116

)에서 이동 무선망(400)을 통해 이동기(500)로 판독 데이터(104)를 송신한다.

이어서, 정보 처리 서버(100)의 디스플레이 엔진(114)은, 디스플레이 데이터(108)를 패킷 데이터로 변환하고, 패킷 

송신 장치(118)에서 이동 무선망(400)을 통해 이동기(500)로 디스플레이 데이터(108)를 송신한다.

이 때, 정보 처리 서버(100)의 제어 엔진(110)은, 동기 제어 정보(106)에 기반하여 판독 데이터(104) 및 디스플레이 

데이터(108)를 동기시켜 이동기(500)로 송신하도록 제어한다.

이어서, 이동기(500)에서, 수신한 음성 데이터를 음성 출력하고, 패킷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데이터(108)로 변환하여 

스크린 디스플레이한다. 이 때의 이동기(500)의 스크린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도4중의 412로 도시한다.

이어서, 사용자는, 스크린 디스플레이된 앵커 정보(「시부야」, 「신주쿠」 및 「아카사카」)를 이동기(500)의 조작 

버튼 등을 이용하여 커서를 이동하여 선택한다. 어느 하나의 앵커 정보가 선택되면, 이 앵커 정보에 의해 지정된 링크 

정보(다른 HTML 파일의 URL 어드레스 등)에 따라서 다음에 이동기(500)로 송신되는 HTML 문서가 특정되고, 기존

의 하이퍼텍스트 기술에 의해 HTML 파일이 WWW서버(200)에서 정보 처리 서버(100)로 송신된다.

이에 따라, 음성 판독의 소스가 되는 텍스트문에 앵커 정보를 삽입하고, 중요어인 앵커 정보의 판독시에 동기하여 디

스플레이 상에도 이 앵커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그 디스플레이된 앵커 정보를 이용하여 계층적으로 정보를 시청하

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에 따라, 텍스트 정보만으로 실현 가능했던 하이퍼텍스트 기술 등을 이용하는 계층적인 정보 열람 방법을, 음

성 정보 열람 시스템에서도 용이하게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판독 데이터에 의해 음성 정보를 들었던 사용자는, 그 읽은 음성 정보중에서 더욱 상세하게 알고 싶은 정보에 

용이하게 억세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정보 처리 서버(100)에서 판독 데이터(104)를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여 이동기(500)로 송신

하는 경우를 일례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러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보 처리 서버(100)에서는 판독 데

이터(104) 자체를 송신하고, 이동기(500)에서 판독 데이터(104)를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여 음성 출력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일반적으로 텍스트 데이터인 판독 데이터(104)는 일반적으로 바이너리 데이터인 음성 데이터와 비교하여 데

이터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정보 처리 서버(100)와 이동기(500) 사이의 트래픽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마크업 언어로서 HTML을 사용한 경우를 예로 설명했지만, HTML 대신에, 또는 HTML과 함

께, HTML의 확장 기술 언어나 다른 마크업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부가 서비스)

여기서, 정보 처리 서버는, 상술한 기능 외에, 이하의 부가 서비스를 구비할 수 있다.

(1)타이머 기능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이 되면, 이동기(500)가 자동적으로 기동되어, 지정한 WWW서버(200)에 억세스하고, 자동적으

로 그 내용을 음성으로 읽는다. 또한, 다수의 시간을 타이머 등록할 수 있다.

(2)판독 페이지 저장 기능

사용자가 시간이나 URL 등의 저장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정하면, 정보 처리 서버(100)에서 미리 WWW서버(200)에 

억세스하고, 정보를 저장한다. 사용자는 지정시간 이후의 임의의 시간에 정보 처리 서버(100)에 억세스하면 그 내용

을 음성으로 읽는다.

(3) 프로그램 편성 기능

사용자가 원하는 웹페이지의 내용을 열람하기 위한 예정표를, 마치 TV 프로그램표와 같이 편성하여, WWW서버(200

)로 송신한다. 그렇게 하면, WWW서버(200)는 이 예정표에 따라서, 타이머 수신이나 판독 페이지 저장 등의 기능에 

의해 정보를 이동기(500)로 송신한다.

(4) 갱신 캐치 기능

사용자가 지정한 URL의 WWW서버(200)에 갱신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정보 처리 서버(100)가 WWW서버(

200)에 갱신의 유무를 일정 시간마다 조사하는 경우와, WWW서버(200)가 등록 회원에게 갱신 유무를 통지하는 서비

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갱신이 있었던 경우에는, 정보 처리 서버(100)는, 이동기(500)에 그 취지를 메일

로 통지해도 좋고, 또한, 정보 처리 서버(100) 상에 갱신 내용을 저장해 두어도 좋고, 또한, 이동기(500)를 자동적으로

기동하여 판독을 시작할 수 있다.

(5) 스킵 기능

사용자가 읽고 있는 도중에, 단락이나 장을 건너뛰어 데이터를 빨리 검색한다.

(6) 의음(擬音, imitation sound)·효과음 기능

웹페이지에 특정한 기호나 부호가 기술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응한 사운드 데이터가 삽입된다.

(7) 음성 커멘드(command) 기능

사용자가 이동기(500)의 보튼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음성으로 커멘드를 입력함으로써 판독을 컨트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URL 스킵이나 페이지 스킵이나 Phone-to 조작 등이 가능해진다.

(8)다언어 번역 기능

음성 판독 텍스트를 자동 번역함으로써 다언어로 변환하고, 그 언어로 음성 합성 처리를 수행하고, 읽는다.

(다른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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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정보 처리 서버(100)를 사용하는 경우를 일례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 경우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고, 정보 처리 서버(100)중 어느 기능을, WWW서버(200)나 이동 무선망(400)이나 이동기(500)에서 실현시켜

도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은 당업자에 있어서 명백하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이동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를 일례로 설 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는, 고정 전화망 또는 인트라네트 또는 LAN 등을 사용하고, 또한 퍼스널 컴퓨터, 

PDA 등을 통신 단말로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정보 처리 서버(100)를 음성 전송 장치(116)와 패킷 전송 장치(118)를 독립된 객체로서 

실현하는 경우를 일례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실시예에서는, 이들 중의 어느 

것을 적절히 서로 조합시켜 하나의 객체로서 실시할 수 있음은 당업자에 있어서 명백하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정보 처리 서버(100)와 WWW서버(200)를 독립된 객체로서 실현하는 경우를 일례로 설

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는, 이들을 적절히 조합시켜 하나의 객체

로서 실시할 수 있음은 당업자에 있어서 명백하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주식회사 엔티티 도꼬모(회사명)의 서비스, 시스템 방식 등을 일례로 설명했지만, 본 발

명은 이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실시예에서는, 같은 기능을 가지는 타사의 서비스, 시스템 방식 등에 적용

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서는, WWW서버(200)는 인터넷(300)을 통해 접속되는 경우를 일례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실시예서는, WWW서버(200)는 정보 처리 서버(100)에 직접 접속될 수 있다.

이상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텍스트 정보 등의 부가 정보를 음성 정보로 적절히 변환하고, 제

작자의 의도대로 웹페이지를 스크린에 디스플레이 및 음성 출력시킬 수 있다. 또한, 이것에 의해, 원하는 웹페이지를 

청각을 통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음성과 이미지의 동기가 취해진 웹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고, 또한 이동기에 대한 프로

그램 방송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데이터의 송신을 효율화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소위 PULL형의 정보 분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본발명에 의하면, 다수의 사용자에 대해 효율적으로 동보 통신 또는 프로그램 방송을 수행할 수 있고, 소위 PU

SH형의 정보 분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이동기 상의 변환 동작을 더욱 간이화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음성 판독의 소스가 되는 텍스트문에 앵커 정보를 삽입하고, 중요어인 앵커 정보의 판독 시에

동기하여 디스플레이 상에도 이 앵커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그 디스플레이된 앵커 정보를 이용하여 계층적으로 정

보를 시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텍스트 정보만으로 실현 가능했던 하이퍼텍스트 기술 등을 사용하는 계층적인 정보 열람 방

법을, 음성 정보 열람 시스템에서도 용이하게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판독 데이터에 의해 음성 정보를 들었던 사용자는, 그 읽은 음성 정보중에서 더욱 상세하게 

알고 싶은 정보에 용이하게 억세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제2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관해 설명한다.

도5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정보 분배 시스템의 시스템 구성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며, 본 시스템의 구성중 본 발명

에 관계되는 부분만을 개념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정보 분배 시스템은, 적어도 컨텐츠를 수신하는 휴대 단말(700)과, 각종 컨텐츠를 저장하는 컨텐츠 서버(도시하지 않

음) 등으로부터 수신한 컨텐츠를 휴대 단말(700)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 분배 서버(600)와, 이들을 서로 접속하는 통

신망(800)으로 구성된다. 정보 분배 서버(600)는, 컨텐츠 서버 등으로부터 수신한 다양한 컨텐츠를, 다른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휴대 단말(700)에 제공한다. 예를 들면, 음성 데이터는 음성 회선 채널을 통해 제공되고, 이미지 데이터는 

패킷 채널을 통해 제공된다. 그 때에, 정보 분배 서버(600)의 분배 제어를 담당하는 중앙 연산 장치(제어 수단, 이하 C

PU로 약칭함)(602)는, 하나의 컨텐츠에 대응하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 그룹을 1세트로 하고, 연속되는 다른 종류의 데

이터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그룹을 휴대 단말의 1스크린으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데이터 그룹의 페이지 파일로 분

할하고, 분할된 페이지 파일의 링크 정보에 기반하여, 서치, 스킵, 되감기, 페이지 이동 등을 제어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능을 가진다.

휴대 단말(700)은, 이미 알려진 PHS 단말, 휴대 전화 단말, 이동 통신 단말, 또는, 이동 통신 기능을 구비한 PDA 등의

정보 처리 단말 등이며, 이 단말에 웹정보의 브라우징을 실현시키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데이터 등을 포함함) 등을 

탑재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특히, 휴대 단말은, 전자 메일 기능이나 인터넷으로의 억세스 기능을 구비한 단말일 수 

있다(예를 들면, 주식회사 엔티티 도꼬모(회사명)가 제공하는 i모드(서비스명) 단말 등).

컨텐츠 서버(도시하지 않음)는, 다양한 컨텐츠를 저장하고, 컨텐츠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구비하는 서버이며,

웹서버, ASP서버로서 실현할 수 있다.

통신망(800)은, 정보 분배 서버(600)와, 휴대 단말(700)과, 컨텐츠 서버를 서로 접속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예를 들면

, 인터넷이나, 인트라네트나, LAN (유선/무선의 양쪽을 포함함)이나, VAN이나, 공중 전화망(아날로그/디지털 양쪽을

포함함)이나, CATV망이나, PDC/PDC-P방식, IMT-2000 방식 등의 휴대 회선 교환망/휴대 패킷 교환망이나, 무선 

호출망이나, 국소 무선망이나, PHS망이나, 위성 통신 망등 어느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실시예의 이동 통신망 시스템에서의 동작의 일례를, 도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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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에서는, 일례로서, 인터넷 등의 웹정보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컨텐츠 서버에 저장된 컨텐츠를, 정보 분배 서버(60

0)를 경유하여, 이미지 등의 데이터를 패킷 통신으로 송신하고, 동시에 음성 정보를 음성 통화로 휴대 단말(700)에 대

해 송신한다. 이때, 휴대 단말(700)에서 컨텐츠 서버에 대해 컨텐츠를 요구할 수도 있고(PULL형의 정보 분배), 반대

로 컨텐츠 서버에서 휴대 단말(700)에 대해 자동적으 로 컨텐츠를 분배할 수도 있다(푸시(PUSH)형의 정보 분배). 정

보 분배 서버(600)는, 어떤 계기로, 휴대 단말(700) 또는 컨텐츠 서버로부터 컨텐츠 송신의 의뢰를 받고, 컨텐츠 서버

로부터 수신한 다양한 컨텐츠를, 다른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휴대 단말(700)에 제공한다. 또한, 휴대 단말(700)은, 직

접 정보 분배 서버(600)에 대해 컨텐츠를 요구하고, 정보 분배 서버(600)는 후위 처리(background process)로 컨텐

츠 서버에 대해 컨텐츠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실시예로 할 수 있다.

정보 분배 서버(600)의 CPU(602)는, 1세트의 복합 데이터를, 휴대 단말(700)의 1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에서 디스

플레이할 수 있는 데이터를 1페이지로 하여 페이지 파일를 작성하여 기억 장치(620)에 저장한다. 여기서, 휴대 단말(

700)의 1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에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데이터는, 미리 개개의 휴대 단말(700)로부터 최대 디스

플레이 문자수, 최대 디스플레이 도트 수 등의 정보를 입수해 두어도 좋고, 또한, 표준 디스플레이 문자수, 디스플레이

도트 수 등을 디폴트(default) 값으로서 기억 장치(620)에 기록해 두어도 좋다. 또한, 컨텐츠의 인텍스 정보(예를 들면

, 작성한 모든 페이지의 URL 정보 등)를 작성한다. 그리고, 통신망(800)을 통해, 휴대 단말(700)에 대해, 1페이지마다

텍스트 및 이미지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를 동기시키면서 송신한다. 또한, 함께 컨텐츠의 인텍스 정보도 송신한다.

휴대 단말(700)의 사용자는, 디스플레이된 1페이지마다의 이미지 데이터(712) 및 텍스트 데이터(714)를 보면서, 스

피커로 대응하는 음성 데이터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페이지의 선두로 되돌아가는 버튼(704), 전페이지로 되돌아가는 버튼(706), 다음 페이지로 진행하는

버튼(708), 최종 페이지로 진행하는 버튼(710)을, 휴대 단말(700)의 키 조작을 함으로써 지시하면, 수신한 인텍스 정

보를 억세스하여, 휴대 단말(700)로부터 정보 분배 서버(600)에 대해 각각의 버튼에 대응하는 제어 데이터(예를 들면

, 해당 페이지에 대응하는 URL 정보)가 송신된다. 그리고, 정보 분배 서버(600)의 CPU(602)에서, 수신한 제어 데이

터에 기반하여 해당하는 페이지의 데이터가 기억 장치(620)로부터 읽혀지고, 휴대 단말(700)에 송신된다.

도6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정보 분배 서버(600)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며, 이 구성중 본 발명에 관계되는 부

분만을 개념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본 발명의 정보 분배 서버(600)는, 적어도 시스템 전체를 통괄적으로 제어하는, 프로그램된 CPU(602)와, CPU(602)

에 버스를 통해 접속된다, 기억 장치(620), 통신 회선(유선/무선, LAN/인터넷, 아날로그/디지털을 포함한다) 등에 접

속되는 모뎀이나 단말 적응 접속기(TA)나 DSU나 라우터 등의 통신 장치에 접속되는 통신 인터페이스(도시하지 않음

), 마우스 등의 각종 포인팅 디바이스(pointing device), 키보드, 이미지 스캐너 또는 이미지 디지타이저(digitizer) 등

으로 이루어진 입력 장치(도시하지 않음), 입력 데이터의 모니터로 이용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도시하지 않음), 및 각

종 처리 결과 그 밖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프린터 등의 출력 장치(도시하지 않음)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입력 장치, 

디스플레이 장치 및 출력 장치는, 각각 입출력 인터페이스(도시하지 않음)를 통해 CPU(602)에 접속될 수 있다. CPU(

602)는, OS(Operating System) 등의 제어 프로그램, 각종 처리 순서 등을 규정한 프로그램, 및 소요 데이터를 저장

하기 위한 내부 메모리를 구비하고, 이들 프로그램 등에 의해, 각종 처리를 실행하기 위한 정보 처리를 수행한다. 기억

장치(620)는, RAM, ROM 등의 메모리 장치, 하드디스크 등의 고정 디스크 장치, 플로피 디스크, 광 디스크 등의 기억

수단이며, 각종 처리에 사용하는 각종의 테이블이나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저장하고, 적어도 페이지 분할된 데

이터 및 음성, 및 그 인텍스 정보를 저장한다. 여기서, 마우스, 키보드, 이미지 스캐너 등의 입력장치, 디스플레이 장치

등의 디스플레이 장치, 프린터 장치 등의 출력 장치는, 정보 분배 서버(600)를 보수(保守) 및 감시하는 보수자(保守者

)가 해당 장치를 보수 및 감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분배 서버(600)의 구성상 필수적인 것은 아

니다. 통신 인터페이스는, 다른 단말과 통신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통신하는 기능을 가진다. 여기서, 정보 분배 서버(6

00)는, 네트워크 중의 각종 교환기나 웹서버나 ASP서버 등으로서 구성할 수 있고, 그 하드웨어 구성은,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워크스테이션, 퍼스널 컴퓨터 등의 정보 처리 장치 및 그 부속 장치에 의해 구성할 수 있다.

도6에 있어서 CPU(602)의 내부의 각 블록은, CPU(602)로 실행되는 기능 블록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고, CPU(602)

의 기능중 본 발명에 관계되는 부분만을 개념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여기서 설명하는 각 기능 블록은, 도6에서 설명한

정보 분배 서버(600)의 하드웨어 구성도 중의 CPU(602)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등에 의해 실현된다.

CPU(602)는, 적어도 컨텐츠 서버로부터 수신한 컨텐츠와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의 데이터가 혼재한 복합 데이터를

해석하여 음성부와 음성 이외의 데이터부로 분리하는 입력 데이터 해석 분리부(604)와, 컨텐츠의 음성부에서 음성을 

생성하는 음성 생성부(606)와, 생성한 음성을 음성 회선 채널을 통해 휴대 단말(700)로 출력하는 음성 출력부(608)와

, 컨텐츠의 데이터부에서 음성 이외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이터 생성부(614)와, 생성한 데이터를 패킷 채널을 통해 

휴대 단말(700)로 출력하는 데이터 출력부(618)와, 음성 및 데이터를 1페이지로 분할하여 인텍스를 부여한 데이터 

세트 및 각 데이터에 대응하는 음성 세트를 기억 장치(120)에 저장하는 인텍스 처리부(610)와, 기억 장치(620)에 저

장된 데이터 세트 및 음성 세트를 읽어 내어, 음성 출력 및 데이터 출력을 제어하는 출력 제어부(612)와, 휴대 단말(7

00)로부터 제어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어 데이터 수신부(616)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구성된 본 실시예에서의 정보 분배 서버(600)의 동작의 일례에 관해서, 이하에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입력 데이터 해석 분리부(604)에서, 컨텐츠 서버로부터 수신한 컨텐츠와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의 데이터가 

혼재한 복합 데이터를 1 세트마다 취득하고, 이들의 데이터 그룹을 해석하여, 음성부와, 음성 이외의 데이터부로 분리

한다. 또, 텍스트 데이터를 음성으로 읽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음성부에 포함시켜도 좋다.

이어서, 분리한 음성부에 대해서는, 음성 생성부(606)에서, 적당한 음성을 생성한다. 또한, 텍스트 데이터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음성 합성 등을 수행함으로 써, 음성을 생성한다. 또한, 분리한 데이터부에서는, 데이터 생성부(614)에서, 

휴대 단말(700)에서 적절히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편집하여 이미지 데이터 등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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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인텍스 처리부(610)에서, 데이터를 휴대 단말(700)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1 페이지분의 크기로 분할하여 

데이터 세트를 작성하고, 각 데이터 세트에 대응하는 음성 세트를 작성하고, 분할한 데이터 및 음성의 인텍스 정보를 

작성하여, 이들을 기억 장치(620)에 저장한다. 기억 장치(620)로의 저장 이미지는, 도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분할된 

텍스트 및 이미지 데이터와 그것에 대응하는 음성 데이터를 대응하 도록 저장한다.

이어서, 출력 제어부(612)에서, 기억 장치(620)에 저장된 데이터 세트 및 음성 세트에 기반하여, 음성 출력부(608)와 

데이터 출력부(618)의 출력을 제어하고, 음성 출력부(608) 및 데이터 출력부(618)에서, 휴대 단말(700)에 대해 다른 

채널을 이용하여 출력을 수행한다. 이 때에, 데이터의 인텍스 정보, 예를 들면, 제공 컨텐츠의 최초의 페이지, 전페이

지, 뒷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나타내는 정보(예를 들면, URL 정보 등의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정보)를 함께 송신한

다.

이어서, 모든 데이터 세트가 종료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 데이터 세트가 있으면, 즉, 컨텐츠 서버로부터 수

신한 다음 컨텐츠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이에 따라, 연속되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그룹을, 하나의 스크린으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데

이터로 구획하여 휴대 단말(700)에 대해 순 차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 단말(700)에서는, 1페이지마다 쾌적하게

컨텐츠를 참조할 수 있다.

이어서, 이와 같이 구성된 본 실시예에 있어서, 휴대 단말(700)의 사용자가 제어 데이터를 송신한 경우의 정보 분배 

서버(600)의 동작의 일례에 관해서, 이하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정보 분배 서버(600)로부터 수신한 웹정보(음성 및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를 열람하는 사용자가, 도5에 도시한 바와 

같이, 페이지의 선두로 되돌아가는 버튼(704), 앞페이지로 되돌아가는 버튼(706), 다음 페이지로 진행하는 버튼(708)

, 마지막 페이지로 진행하는 버튼(710)을, 휴대 단말(700)의 키조작을 하여 지시하면, 휴대 단말(700)로부터 정보 분

배 서버(600)에 대해, 인텍스 정보에 기반하여 각각의 버튼에 대응하는 제어 데이터가 송신된다. 여기서, 이하의 실시

예에서는, 제어 데이터가 해당 페이지의 저장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URL인 경우를 일례로 설명한다.

도7은 본 실시예에서의 정보 분배 서버(600)의 동작의 일례에 관해서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먼저, 정보 분배 서버(600)의 제어 데이터 수신부(616)에서, 휴대 단말(700)로부터 URL을 수신한다(단계 S702). 이 

URL은, 미리 정보 분배 서버(600)에서 휴대 단말(700)로 송신한 것이며, 페이지의 선두로 되돌아가는 버튼(704), 앞

페이지로 되돌아가는 버튼(706), 다음 페이지로 진행하는 버튼(708), 마지막 페이지로 진행하는 버튼(710)에 각각 대

응하고 있다. 사용자가 어느 하나의 버튼을 지정하면, 휴 대 단말(700)로 송신된 인텍스 정보에 기반하여, 지정된 버

튼에 대응하는 URL이 정보 분배 서버(600)로 송신된다.

이어서, 정보 분배 서버(600)의 제어 데이터 수신부(616)에서 출력 제어부(612)로 URL이 송신되고, 어느 URL인지

를 기억 장치(620)를 참조하여 판단한다(단계 S704, 단계 S708, 단계 S712, 단계 S716, 단계 S720).

이어서, 출력 제어부(612)에서, 해당하는 URL의 데이터 세트 및 그 데이터 세트에 대응하는 음성 세트를 기억 장치(

620)에서 추출하고, 휴대 단말(700)에 대해 송신하도록, 음성 출력부(608) 및 데이터 출력부(618)를 제어한다.

이에 따라, 정보 분배 서버(600)에서, 수신한 제어 데이터에 기반하여 해당하는 페이지의 데이터가 기억 장치(620)로

부터 읽혀져, 휴대 단말(700)로 송신된다.

(다른 실시예)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이동 통신망을 일례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실시예에

서는, 위성 통신망이나 고정 전화망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정보 분배 서버(600)를 통신망(800)의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를 일례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보 분배 서버(600)를 사용한 것이라면, 정보 분배 서버(600)를 네트워크

의 내부(교환기나 망 제어 장치 등으로서 실현하는 경우 등) 또는 외부의 어떤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실시할

수 있음은 당업자에 있어서 명백하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정보 분배 서버(600)와 컨텐츠 서버를 독립된 구성으로서 실현하는 경우를 일례로 설명

했지만, 본 발명은 이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실시예에서는, 이들을 적절히 서로 조합시켜 구성하여 실시

할 수가 있음은 당업자에 있어서 명백하다.

또한, 데이터 통신 방식은, 회선 교환 방식 또는 패킷 교환 방식중 어느 방식을 채용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각 실시예를 독립적으로 실현하는 경우를 일례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 경우에 한정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실시예에서는, 각 실시예를 적절히 조합시켜 실시할 수 있음은 당업자에 있어서 명백하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주식회사 엔티티도꼬모(회사명)의 서비스, 시스템 방식 등을 일례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

은 이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실시예에서는, 같은 기능을 가지는 타사의 서비스, 시스템 방식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휴대 단말(700)에 대한 정보 분배 서버(600)의 정보 제공은, 웹페이지 상의 디스플레이

를 브라우징(browsing)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수행했지만, 전자 메일, 기타 주지의 통신 방법으로 정보를 송수신해도 

좋고, 또한, 다른 통신기기, 예를 들면, 전화, 팩스를 사용해도 좋도, 통신 형태는, 인터넷 이외의 통신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형태 이외에도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변형이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기술 사상에 

기초하는 것인 한, 그 변형은 본 발명의 기 술 범위내가 된다.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정보 분배 서버에서, 컨텐츠 서버에서 수신한 컨텐츠를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와 이 데이터에 대응하는 음성으로 분할한다. 그리고, 정보 분배 서버에서, 데이터의 인텍스 정보를 작

성한다. 그리고, 음성과, 데이터 및 인텍스 정보를 정보 분배 서버에서 다른 통신 채널을 통해 휴대 단말에 송신한다. 

이에 따라, 연속되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그룹을 휴대 단말의 1스크린으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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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이터의 파일로 분할하고, 분할한 파일의 인텍스 정보에 기반하여, 서치, 스킵, 되감기, 페이지 이동 등을 제어하

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8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정보 분배 시스템의 시스템 구성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며, 본 시스템의 구성중 본 발명

에 관계되는 부분만을 개념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정보 분배 시스템은, 적어도 각종 컨텐츠를 저장하는 컨텐츠 서버(1100)와, 컨텐츠를 수신하는 이동 단말(1000)과, 

컨텐츠 서버(1100)로부터 수신한 컨텐츠를 이동 단말(1000)에 제공하는 정보 분배 서버(900)와, 이들을 서로 접속하

는 통신망(1200)으로 구성된다.

정보 분배 서버(900)는, 컨텐츠 서버(1100)로부터 수신한 각종 컨텐츠를, 다른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이동 단말(100

0)에 제공한다. 예를 들면, 음성 데이터는 음성 회선 채널을 통해 제공되고, 이미지 데이터는 패킷 채널을 통해 제공된

다. 그 때에, 하나의 컨텐츠에 대응하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 그룹을 1 세트로 하고, 그 세트중에서 최장 전송 시간을 

가지는 데이터의 데이터 전송 시간을 산출한다. 그리고, 그 산출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되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로 이

루어진 데이터 그룹을 이동 단말(1000)에 순차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이동 단말(1000)에서는, 1 세트의 데이터 그룹

의 동기를 의식하지 않고, 컨텐츠를 참조할 수 있다.

이동 단말(1000)은, 이미 알려진 PHS 단말, 휴대 전화 단말, 이동 통신 단말, 또는, 이동 통신 기능을 구비한 PDA 등

의 정보 처리 단말 등이며, 이 단말에 웹정보의 브라우징을 실현시키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데이터 등을 포함함) 등

을 내장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특히, 휴대 단말은, 전자 메일 기능이나 인터넷으로의 억세스 기능을 가지는 단말이

어도 좋다(예를 들면, 주식회사 엔티티도꼬모(회사명)가 제공하는 i모드(서비스명) 단말 등).

컨텐츠 서버(1100)는, 각종 컨텐츠를 저장하고, 컨텐츠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는 서버이며, 웹서버, ASP

서버로서 실현할 수 있다.

통신망(1200)은, 정보 분배 서버(900)와, 이동 단말(1000)과, 컨텐츠 서버(1100)를 서로 접속하는 기능을 가지며, 예

를 들면, 인터넷이나, 인트라네트나, LAN(유선/무선의 양쪽을 포함함)이나, VAN이나, 공중 전화망(아날로그/디지털

의 양쪽을 포함함)나, CATV망이나, PDC/PDC-P방식, IMT-2000 방식 등의 휴대 회선 교환망/휴대 패킷 교환망이

나, 무선 호출망이나, 국소 무선망이나, PHS망이나, 위성 통신망 중 어느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실시예의 이동 통신망 시스템에 있어서의 동작의 일례를, 도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8에서는, 일례로서, 인터넷 등의 웹정보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컨텐츠 서버(1100)에 저장된 컨텐츠를, 정보 분배 

서버(900)를 경유하여, 이미지 등의 데이터를 패킷 통신으로 송신하고, 동시에 음성 정보를 음성 통화로 이동 단말(1

000)에 송신한다. 이 때, 이동 단말(1000)에서 컨텐츠 서버(1100)에 대해 컨텐츠를 요구할 수 있고(pull형의 정보 분

배), 반대로 컨텐츠 서버(1100)에서 이동 단말(1000)에 대해 자동적으로 컨텐츠를 분배할 수 있다(push형의 정보 분

배). 정보 분배 서버(900)는, 어떤 계기로, 이동 단말(1000) 또는 컨텐츠 서버(1100)로부터 컨텐츠송신의 의뢰를 받

고, 컨텐츠 서버(1100)로부터 수신한 다양한 컨텐츠를, 다른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이동 단말(1000)에 제공한다.

또한, 이동 단말(1000)은, 직접 정보 분배 서버(900)에 대해 컨텐츠를 요구하고, 정보 분배 서버(900)는 후위 처리로 

컨텐츠 서버(1100)에 대해 컨텐츠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실시예로 할 수 있다.

도9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정보 분배 서버(900)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며, 이 구성중 본 발명에 관계되는 부

분만을 개념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본 발명의 정보 분배 서버(900)는, 적어도 시스템 전체를 통괄적으로 제어하는, 프로그램된 중앙 연산 장치(제어수단,

이하 CPU라고 함)(902)와, CPU(902)에 버스를 통해 접속된다, 외부 기억 장치(904), 통신 회선(유선/무선, LAN/인

터넷, 아날로그/디지털을 포함함) 등에 접속되는 모뎀이나 단말 적응 접속기나 DSU나 라 우터 등의 통신 장치에 접속

되는 통신 인터페이스(도시하지 않음), 마우스 등의 각종 포인팅 디바이스나 키보드나 이미지 스캐너나 이미지 입력

기 등으로 이루어지는 입력 장치(도시하지 않음), 입력 데이터의 모니터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도시하지 않음),

및 각종 처리 결과 그 밖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프린터 등의 출력 장치(도시하지 않음)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입력 장

치, 디스플레이 장치 및 출력 장치는, 각각 입출력 인터페이스(도시하지 않음)를 통해 CPU(902)에 접속되어도 좋다. 

CPU(902)는, OS(Operating System) 등의 제어 프로그램, 각종의 처리 순서 등을 규정한 프로그램, 및 소요 데이터

를 저장하기 위한 내부 메모리를 구비하고, 이들의 프로그램 등에 의해, 각종 처리를 실행하기 위한 정보 처리를 수행

한다. 외부 기억 장치(904)는, RAM, ROM 등의 메모리 장치, 하드디스크 등의 고정 디스크 장치, 플로피 디스크, 광디

스크 등의 기억 수단이며, 각종 처리에 사용하는 각종의 테이블이나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저장하고, 적어도 

전송 시간을 산출할 때의 기준이 되는 수치를 기록하는 전송 시간 사례 데이터 베이스(920)를 저장한다. 여기서, 마우

스, 키보드, 이미지 스캐너 등의 입력장치, 디스플레이 장치 등의 디스플레이 장치, 프린터 장치 등의 출력 장치는, 정

보 분배 서버(900)를 보수 및 감시하는 보수자가 해당 장치를 보수 및 감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분배 서버(900)의 구성상 필수적이지 않다. 통신 인터페이스는, 다른 단말과 통신 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통신하는 기

능을 가진다. 여기서, 정보 분배 서버(900)는, 네트워크 중의 각종 교환기나 웹서버나 ASP서버 등으로 구성해도 좋고

, 그 하드웨어 구성은,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워크스테이션, 퍼스널 컴퓨터 등의 정보 처리 장치 및 그 부속 장치로 구

성할 수 있다.

도9에 있어서 CPU(902)의 내부의 각 블록은, CPU(902)에서 실행되는 기능의 블록의 일례를 도시하고 있고, CPU(9

02)의 기능중 본 발명에 관계되는 부분만을 개념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여기서 설명하는 각 기능 블록은, 도9에서 설

명한 정보 분배 서버(900)의 하드웨어 구성도 중의 CPU(902)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등에 의해 실현된다.

CPU(902)는, 적어도 컨텐츠 서버(1100)로부터 수신한 컨텐츠, 즉 텍스트,음성, 이미지 등의 데이터가 혼재한 복합 

데이터를 해석하여 음성부와 음성 이외의 데이터부로 분리하는 입력 데이터 해석 분리부(906)와, 컨텐츠의 음성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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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음성을 생성하는 음성 생성부(908)와, 생성한 음성을 음성 회선 채널을 통해 이동 단말(1000)로 출력하는 음성 출

력부(914)와, 컨텐츠의 데이터부에서 음성 이외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이터 생성부(912)와, 생성한 데이터를 패킷 

채널을 통해 이동 단말(1000)로 출력하는 데이터 출력부(918)와, 음성 및 데이터의 전송 시간을 외부 기억 장치(904)

의 전송 시간 사례 데이터 베이스(920)에 억세스하여 산출하는 전송시간 산출부(910)와, 산출된 전송 시간에 기반하

여 음성 출력 및 데이터 출력을 제어하는 출력 제어부(916)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구성된 본 실시예에서의 정보 분배 서버(900)의 동작의 일례에 관해서, 이하에 도10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입력 데이터 해석 분리부(906)에서, 컨텐츠 서버(1100)로부터 수신한 컨텐츠, 즉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의 데

이터가 혼재한 복합 데이터를 1세트마다 취득하고(단계 S1002), 이들 데이터 그룹을 해석하고, 음성부와 음성 이외의

데이터부로 분리한다(단계 S1004). 또한, 텍스트 데이터를 음성으로 읽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음성

부에 포함시켜도 좋다.

이어서, 분리한 음성부에 대해서는, 음성 생성부(908)에서, 적당한 음성을 생성한다(단계 S1006). 또한, 텍스트 데이

터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음성 합성 등을 함으로서, 음성을 생성한다. 또한, 분리한 데이터부에서는, 데이터 생성부(9

12)에서, 이동 단말(1000)에서 적절히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편집하여 이미지 데이터 등을 생성한다(단계 S1008).

이어서, 전송 시간 산출부(910)에서, 생성된 음성 및 데이터에 기반하여, 음성 및 데이터의 전송 시간을 외부 기억 장

치(904)의 전송 시간 사례 데이터 베이스(920)에 억세스하여 산출한다(단계 S1010). 예를 들면, 텍스트 데이터이면, 

표준 문자 판독 시간(통상 45문자가 15초 정도로 읽혀지는 것 등)이나, 전송 채널, 합성 음성 생성시의 피치 속도 등

의 파라미터 등을 전송 시간 사례 데이터 베이스(920)에 저장해 둔다. 그리고, 전송 시간 산출부(910)는, 표준 문자 

판독 시간 및 파라미터 등에 기반하여, 전송 채널, 전파 상황, 피치 속도, 텍스트의 내용등에 의해 수초 내지 수십초 정

도의 오차를 고려하면서, 전송 시간을 산출한다.

이어서, 출력 제어부(916)에서, 산출한 최대 전송 시간에 기반하여, 음성 출력부(914)와 데이터 출력부(918)의 출력

을 제어하고(단계 S1012), 음성 출력부(914) 및 데이터 출력부(918)에서, 이동 단말(1000)에 대해 다른 채널을 이용

하여 출력을 수행한다(단계 S1014). 예를 들면, 최대 전송 시간이 음성의 40초인 경우에는, 출력 제어부(916)는, 음

성 출력부(914) 및 데이터 출력부(918)에 대해 동시에 출력을 지시한 후, 40초후에 데이터 출력부(918)에 대해 다음 

데이터를 송신하도록 제어한다.

이어서, 모든 데이터 세트가 종료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 데이터 세트가 있으면, 즉, 컨텐츠 서버(1100)로

부터 수신한 다음 컨텐츠가 있는 경우에는, 단계 S1002로 되돌아간다(단계 S1016).

이에 따라, 각 데이터의 산출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되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그룹을 이동 단말(

1000)에 대해 순차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단말(1000)에서는, 1세트의 데이터 그룹의 동기를 의식하지 않고, 

컨텐츠를 참조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이동 통신망을 일례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실시예어

서는, 위성 통신망이나 고정 전화 망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정보 분배 서버(900)를 통신망(1200)의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를 일례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보 분배 서버(900)를 사용한 것이면, 정보 분배 서버(900)를 네크워크의 

내부(교환기나 망 제어 장치 등으로서 실현하는 경우 등) 또는 외부의 어디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음은 당

업자에 있어서 명백하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정보 분배 서버(900)와 컨텐츠 서버(1100)를 독 립된 구성으로서 실현하는 경우를 일례

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실시예에서는, 이들을 적절히 조합시켜 구성하여 실

시할 수 있음은 당업자에 있어서 명백하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각 실시예를 독립적으로 실현하는 경우를 일례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 경우에 한정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실시예에서는, 각 실시예를 적절히 조합시켜 실시할 수 있음은 당업자에 있어서 명백하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주식회사 엔티티도꼬모(회사명)의 서비스, 시스템 방식 등을 일례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

은 이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실시예에서는, 같은 기능을 가지는 타사의 서비스, 시스템 방식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이동 단말(1000)에 대한 정보 분배 서버(900)의 정보 제공은, 웹페이지 상의 디스플레이

를 브라우징(browsing)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수행했지만, 전자 메일, 기타 주지의 통신 방법으로 정보를 송수신해도 

좋고, 또한, 다른 통신기기, 예를 들면, 전화, 팩스를 사용해도 좋고, 통신 형태는, 인터넷 이외의 통신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형태 이외에도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변형이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기술 사상에 

기초하는 것인 한, 그 변형은 본 발명의 기술 범위내가 된다.

이상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정보 분배 서버는, 컨텐츠 서버로부터 수신한 컨텐츠를 음성

과 데이터로 분리하고, 음성 및 데이터의 전송 시간을 산출하여 최대의 전송 시간에 따라서 음성과 데이터를 다른 통

신 채널을 통해 이동 단말에 송신하기 때문에, 각 데이터의 산출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되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로 이

루어지는 데이터 그룹을 이동 단말에 대해서 다른 통신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분배할 수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이동 단말은, 1세트의 데이터 그룹의 동기를 의식하지 않고, 컨텐츠를 참조할 수가 있다.

(제4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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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이동 통신망 시스템의 시스템 구성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며, 본 시스템의 구성중 본 발

명에 관계되는 부분만을 개념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이동 통신망 시스템은, 적어도 다른 통신 채널을 식별하는 식별 서버(1300)와, 발신 또는 착신을 하는 발신 단말(140

0) 또는 착신 단말(1500)과, 이들을 서로 접속하는 통신망(1600)으로 구성된다.

식별 서버(1300)는, 다른 통신 채널에 발신 단말(1400) 고유의 발신 ID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이 발신 ID에 기반하

여 각 통신 채널이 동일한 발신 단말(1400)에서 발신된 통신인지의 여부를 식별하고, 그 식별 결과, 동일한 발신 단말

(1400)에서 발신된 통신임이 밝혀지면, 착신 단말(1500) 또는 서비스 제공 서버(도시하지 않음)에 그들의 통신이 동

일 통신이라는 취지의의 통지를 한다.

발신 단말(1400) 및 착신 단말(1500)은, 기존의 퍼스널 컴퓨터, 워크스테이 션, PHS 단말, 휴대 전화 단말, 이동 통신

단말, 또는, PDA 등의 정보 처리 단말 등의 정보 처리 장치이고, 이 정보 처리 장치에 웹정보의 브라우징을 실현시키

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데이터 등을 포함함) 등을 내장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특히, 휴대 단말은, 전자 메일 기능

이나 인터넷으로의 억세스 기능을 가지는 단말이어도 좋다(예를 들면, 주식회사 엔티티도꼬모(회사명)가 제공하는 i

모드(서비스명) 단말 등).

통신망(1600)은, 식별 서버(1300)와, 발신 단말(1400)과, 착신 단말(1500)을 서로 접속하는 기능을 가지며, 예를 들

면, 인터넷이나, 인트라네트나, LAN(유선/무선의 양쪽을 포함함)이나, VAN이나, 공중 전화망(아날로그/디지털의 양

쪽을 포함함)이나, PDC/PDC-P 방식 등의 휴대 회선 교환망/휴대 패킷 교환망이나, 무선 호출망이나, 국소 무선망이

나, PHS망이나, 위성 통신망 중 어느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실시예의 이동 통신망 시스템에서의 동작의 일례를, 도1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11에서는, 일

례로서, 인터넷 등의 웹정보 서비스 등을 통해, 발신 단말(1400)에서 착신 단말(1500)로 이미지 등의 데이터를 패킷 

통신으로 송신하고, 동시에 음성 정보를 음성 통화로 송신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먼저, 발신 단말(1400)에서 통신망(1600)을 통해 착신 단말(1500)에 대해 패킷 통신을 발신한다(단계 S1102).

이어서, 이 통신에 대해, 식별 서버(1300)에 패킷 통신의 상태를 등록한다(단계 S1104).

이어서, 발신 단말(1400)에서 통신망(1600)을 통해 착신 단말(1500)에 대해 음성 통화를 발호(發呼)한다(단계 S110

6).

이어서, 이 통신에 대해 식별 서버(1300)에 통신 상태의 식별을 의뢰한다(단계 S1108). 식별 서버(1300)에서는, DB

를 검색하고, 이전에 등록된 패킷 통신에 관해 동일한 발신자 및 동일한 착신자임을 식별한다.

이어서, 식별 서버(1300)에서 착신 단말(1500)에 대해 식별 결과가 통지된다 (단계 S1104). 이에 따라, 착신 단말(15

00)은, 패킷 통신과 음성 통화가 동일 서비스임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라, 발신 단말(1400)은, 착신 단말(15

00)에 대해 다수의 통신 채널을 결합시키고, 복합적인 컨텐츠를 동시에 송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1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식별 서버(1300)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며, 이 구성 중 본 발명에 관계되는 부

분만을 개념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본 발명의 식별 서버(1300)는, 적어도 시스템 전체를 통괄적으로 제어하는, 프로그램된 중앙 연산 장치(제어수단, 이

하 CPU라함)(1320)와, CPU(1320)에 버스를 통해 접속된다, 통신 회선(유선/무선, LAN/인터넷, 아날로그/디지털을 

포함함) 등에 접속되는 모뎀이나 단말 적응 접속기나 DSU나 라우터 등의 통신 장치에 접속되는 통신 인터페이스(13

10), 외부 기억 장치(1330), 마우스 등의 각종 포인팅 디바이스나 키보드나 이미지 스캐너나 이미지 입력기 등으로 

이루어지는 입력 장치(도시하지 않음), 입력 데이터의 모니터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장치(도시하지 않음), 및 각종 

처리 결과 그 밖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프린터 등의 출력 장치(도시하지 않음)로 구성된다. 또한, 입력 장치, 디스플레

이 장치 및 출력 장치는, 각각 입출력 인터페이스(도시하지 않음)를 통해 CPU(1320)에 접속될 수 있다. CPU(1320)

는, OS(Operating System) 등의 제어 프로그램, 각종의 처리 순서 등을 규정한 프로그램, 및 소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내부 메모리를 가지며, 이들 프로그램 등에 의해, 각종 처리를 실행하기 위한 정보 처리를 수행한다. 외부 기억 

장치(1330)는, RAM, ROM 등의 메모리 장치, 하드디스크 등의 고정 디스크장치, 플로피 디스크, 광디스크 등의 기억 

수단이며, 각종 처리에 이용하는 각종의 테이블이나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저장하고, 적어도 통신 상태 데이터

베이스(1332)를 저장한다. 여기서, 마우스, 키보드, 이미지 스캐너 등의 입력 장치, 디스플레이 장치 등의 디스플레이

장치, 프린터 장치 등의 출력 장치는, 식별 서버(1300)를 보수 및 감시하는 보수자가 해당 장치를 보수 및 감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별 서버(1300)의 구성상 필수적이지 않다. 통신 인터페이스(1310)는, 다른 단말과

통신 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통신하는 기능을 가진다. 여기서, 식별 서버(1300)는, 네트워크중의 각종 교환기나 웹서

버나 ASP서버 등으로서 구성해도 좋고, 그 하드웨어 구성은,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워크스테이션, 퍼스널 컴퓨터 등의

정보 처리 장치 및 그 부속 장치로 구성할 수 있다.

도12에 있어서 CPU(1320) 내부의 각 블록은, CPU(1320)에서 실행되는 기능의 블록의 일례를 도시하고 있고, CPU(

1320)의 기능중 본 발명에 관계되는 부분만을 개념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여기서 설명하는 각 기능 블록은, 도12에서

설명한 식별 서버(1300)의 하드웨어 구성도 중의 CPU(1320)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등에 의해 실현된다. CPU(132

0)는, 적어도 통신 인터페이스(1310)에 접속되고 신호의 입력 을 제어하는 입력부(1322)와, 외부 기억 장치(1330)에

접속되어 DB 억세스를 제어하는 DB 처리부(1324)와, 외부 기억 장치(1330)에 저장된 통신 상태 데이터베이스(1332

)에 기반하여 후술하는 식별 판단의 처리를 수행하는 식별 판단 처리부(1326)와, 통신 인터페이스(1310)에 접속되고

신호의 출력을 제어하는 출력부(1328)로 구성된다.

이어서, 이와 같이 구성된 본 실시예에서의 식별 서버(1300)의 동작의 일례에 관해서, 이하에 도13 및 도14을 참조하

여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착신 단말(1500)로부터, 통신 베어러, 발신자 ID, 상대편 ID, 및 접속, 단절중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접속 단절 

정보를 수신한다(단계 S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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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접속 단절 정보에 기반하여, 접속인지 단절인지를 판단한다(단계 S1304).

접속인 경우에는, 외부 기억 장치(1330)의 통신 상태 데이터베이스(1332)에 이 접속을 등록하고(단계 S1306), 단절

인 경우에는, 외부 기억 장치(1330)의 통신 상태 데이터베이스(1332)에서 이 접속에 관한 등록을 삭제한다(단계 S13

08).

이어서, 통신 상태 데이터베이스(1332)를 참조하여, 동일한 발신자 ID 및 동일한 착신자 ID의 접속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색한다(단계 S1310).

이어서, 도14에 상세하게 도시한 바와 같이 검색 결과의 식별 판단 처리를 수행한다(단계 S1312).

도14는, CPU(1320)의 식별 판단 처리부(1326)가 실행하는 식별 판단 처리의 일례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먼저, 통신 상태 데이터베이스(1332)의 검색 결과를 취득하여(단계 S1402),동일한 발신자 ID 및 동일한 착신자 ID의

접속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S1404).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발신자 ID 및 착신자 ID에 관해서, 신규등록「S」를 통신 상태 데이터베이스(1332)에 등

록한다(단계 S1406).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다른 베어러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S1408).

다수의 다른 베어러인 경우에는, 이 발신자 ID 및 착신자 ID에 관해서, 다른 베어러를 갱신한다는 취지의「DM」을 

통신 상태 데이터베이스(1332)에 등록한다(단계 S1410). 또한, 다수의 동일한 베어러인 경우에는, 이 발신자 ID 및 

착신자 ID에 관해서, 동일한 베어러를 갱신한다는 취지의「SM」을 통신 상태 데이터베이스(1332)에 등록한다(단계 

S1412).

이어서, 각 통신 상태 데이터베이스(1332)의 내용을 출력부(1328)로 전송한다(단계 S1414).

이어서, 통신 인터페이스(1310)를 통해 판단 결과를 착신 단말(1500)에 송신한다(단계 S1314).

이에 따라, 착신 단말(1500)은, 패킷 통신과 음성 통화가 동일 서비스임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라, 발신 단

말(1400)은, 착신 단말(1500)에 대해 다수의 통신 채널을 결합시키고, 복합적인 컨텐츠를 동시에 송신하는 것이 가능

해진다.

(다른 실시예)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이동 통신망을 일례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다른 실시예에

서는, 위성 통신망이나 고정 전화망에 적용할 수 있다.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식별 서버(1300)를 통신망(1600)의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를 일례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식별 서버(1300)를 사용한 것이면, 식별 서버(1300)를 네트워크의 내부(교환기나 망 

제어 장치 등으로서 실현하는 경우 등) 또는 외부의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가 있음은 당업자에 있어

서 명백하다.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각 실시예를 독립적으로 실현하는 경우를 일례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실시예에서는, 각 실시예를 적절히 조합시켜 실시할 수 있음은 당업자에 있어서 명백하다.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주식회사 엔티티도꼬모(회사명)의 서비스, 시스템 방식 등을 일례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실시예에서는, 같은 기능을 가지는 타사의 서비스, 시스템 방식 등에 적용할 수 있

다.

또한, 상술한 실시 형태에서는, 발신 단말(1400) 및 착신 단말(1500)에 대한 식별 서버(1300)의 정보 제공은, 웹페이

지 상의 디스플레이를 브라우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수행했지만, 전자 메일, 기타 주지의 통신 방법으로 정보를 송

수신해도 좋고, 또한, 다른 통신기기, 예를 들면, 전화, 팩스를 사용해도 좋고, 통신 형태 는, 인터넷 이외의 통신 방법

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형태 이외에도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변형이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기술 사상에 

기초하는 것한 한, 그 변형은 본 발명의 기술 범위내가 된다.

이상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발신 단말에서 제1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착신 단말에 접속

하고, 식별 장치에 제1 통신 채널을 등록하고, 발신 단말에서 제2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착신 단말에 접속하고, 식별 

장치에 제1 통신 채널과 대응지어 제2 통신 채널을 등록하고, 식별 장치에서 착신 단말에 대해 제1 통신 채널과 제2 

통신 채널의 대응을 통지하기 때문에, 다른 통신 채널을 식별하고, 동일시하여, 다수의 다른 통신 채널을 이용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 통신망 시스템 및 그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을 제공할 수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착신 단말은, 패킷 통신과 음성 통화가 동일 서비스임을 인식할 수 있고, 발신 단말은, 착신 

단말에 대해 다수의 통신 채널을 결합시켜, 복합적인 컨텐츠를 동시에 송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보 처리 서버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지 데이터 및/또는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한 제공 정보를 통신 단말로 분

배하는 정보 분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정보 처리 서버에서, 상기 텍스트 데이터를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는 변환 단계;

상기 제공 정보 및 상기 음성 데이터를 상기 정보 처리 서버로부터 상기 통신 단말로 송신하는 송신 단계;

상기 통신 단말에서, 상기 이미지 데이터 및/또는 상기 텍스트 데이터를 스크린에 디스플레이하는 스크린 디스플레이

단계; 및

상기 통신 단말에서, 상기 음성 데이터를 음성으로 출력하는 음성 출력 단계

를 포함하는 정보 분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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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린 디스플레이 단계에 의한 상기 스크린 디스플레이와 상기 음성 출력 단계에 의한 상기 음성 출력을 동기

시키는 동기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정보 분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단계는 상기 제공 정보 및 상기 음성 데이터를 다수의 채널을 통해 송신하는

정보 분배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채널은 패킷 채널 및 음성 채널을 포함하는

정보 분배 방법.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단계는 상기 통신 단말로부터의 분배 요구 지시에 따라 상기 제공 정보 및 상기 음성 데이터를 송신하는

정보 분배 방법.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단계는 특정 그룹에 속하는 상기 통신 단말 또는 모든 통신 단말에 대해 상기 제공 정보 및 상기 음성 데이

터를 송신하는

정보 분배 방법.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단계는, 상기 제공 정보 및 상기 음성 데이터의 분배를 받는 계약을 한 특정 가입자의 통신 단말에 대해 상

기 제공 정보 및 상기 음성 데이터를 송신하는

정보 분배 방법.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음성 판독에 적합한 요구된 형식의 텍스트 데이터인

정보 분배 방법.

청구항 9.
정보 처리 서버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한 제공 정보를 통신 단말로 분배하는 정보 분배 시스템

에 있어서

상기 정보 처리 서버는,

상기 통신 단말로 이미지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제1 송신 수단;

상기 이미지 데이터에 부가된 텍스트 데이터를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는 변환 수단;

상기 통신 단말로 상기 음성 데이터를 송신하는 제2 송신 수단; 및

상기 이미지 데이터와 상기 음성 데이터를 상기 통신 단말의 스크린상에서 동기시키기 위한 동기 정보를 송신하는 제

3 송신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통신 단말은,

상기 이미지 데이터를 상기 동기 정보에 따라 스크린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음성 데이터를 상기 동기 정보에 따라 음성으로 출력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정보 분배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송신 수단은 상기 통신 단말로 상기 이미지 데이터를 제1 채널을 통해 송신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2 송신 수단은 상기 통신 단말로 상기 음성 데이터를 상기 제1 채널과는 다른 제2 채널을 통해 송신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제3 송신 수단은 상기 통신 단말로 상기 동기 정보를 상기 제1 채널을 통해 송신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정보 분배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채널은 패킷 채널이고, 상기 제2 채널은 음성 채널인

정보 분배 시스템.

청구항 12.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 단말로 분배되는 마크업(markup) 언어 파일을 제공하기 위한 제공 장치 및 상기 마크업 언어 

파일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 장치를 포함하는 정보 분배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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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처리 장치는,

상기 마크업 언어 파일중의 태그를 해석하여, 다른 마크업 언어 파일로 링크가 설정된 앵커 정보를 검출하고, 각 앵커

정보를 선택 가능하게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데이터와, 판독 데이터와, 상기 판독 데이터 및 상기 디스플

레이 데이터를 동기시키는 동기 제어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생성 수단; 및

상기 동기 제어 정보에 따라 상기 판독 데이터와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동기시켜 상기 통신 단말로 송신하도록 

제어하기 위한 제어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통신 단말은,

상기 판독 데이터 및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 수단;

상기 판독 데이터를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여 음성으로 출력하기 위한 음성 출력 수단;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스크린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스크린 디스플레이 수단; 및

상기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된 상기 앵커 정보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 수단을 포함하는

정보 분배 시스템.

청구항 13.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 단말로 분배되는 마크업 언어 파일를 제공하기 위한 제공 장치 및 상기 마크업 언어 파일를 처

리하기 위한 처리 장치를 포함하는 정보 분배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처리 장치는,

상기 마크업 언어 파일중의 태그를 해석하여, 다른 마크업 언어 파일로 링크가 설정된 앵커 정보를 검출하고, 각 앵커

정보를 선택 가능하게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데이터와, 판독 데이터와, 상기 판독 데이터 및 상기 디스플

레이 데이터를 동기시키는 동기 제어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생성 수단;

상기 판독 데이터를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음성 변환 수단;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패킷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패킷 변환 수단; 및

상기 동기 제어 정보에 기반하여, 상기 음성 데이터와 상기 패킷 데이터를 동기시켜 상기 통신 단말로 송신하도록 제

어하기 위한 제어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통신 단말은,

상기 음성 데이터 및 상기 패킷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 수단;

상기 음성 데이터를 음성으로 출력하기 위한 음성 출력 수단;

상기 패킷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로 변환하여 스크린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스크린 디스플레이 수단; 및

상기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된 상기 앵커 정보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 수단을 포함하는

정보 분배 시스템.

청구항 14.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 단말로 분배되는 마크업 언어 파일를 제공하기 위한 제공 장치, 및 상기 마크업 언어 파일를 처

리하기 위한 처리 장치를 포함하는 정보 분배 시스템의 정보 분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처리 장치에서, 상기 마크업 언어 파일중의 태그를 해석하여, 다른 마크업 언어 파일로 링크가 설정된 앵커 정보

를 검출하고, 각 앵커 정보를 선택 가능하게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데이터와, 판독 데이터와, 상기 판독 데

이터 및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동기시키기 위한 동기 제어 정보를 생성하는 생성 단계;

상기 처리 장치에서, 상기 동기 제어 정보에 기반하여 상기 판독 데이터와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동기시켜 상기 

통신 단말로 송신하도록 제어하는 제어 단계;

상기 통신 단말에서, 상기 판독 데이터를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여 음성으로 출력하는 음성 출력 단계;

상기 통신 단말에서,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스크린에 디스플레이하는 스크린 디스플레이 단계; 및

상기 통신 단말에서,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된 상기 앵커 정보를 선택하는 선택 단계

를 포함하는 정보 분배 방법.

청구항 15.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 단말로 분배되는 마크업 언어 파일를 제공하기 위한 제공 장치 및 상기 마크업 언어 파일를 처

리하기 위한 처리 장치를 포함하는 정보 분배 시스템의 정보 분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처리 장치에서, 상기 마크업 언어 파일중의 태그를 해석하여, 다른 마크업 언어 파일로 링크가 설정된 앵커 정보

를 검출하고, 각 앵커 정보를 선택 가능하게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데이터와, 판독 데이터와, 상기 판독 데

이터 및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동기시키는 동기 제어 정보를 생성하는 생성 단계;

상기 처리 장치에서, 상기 판독 데이터를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는 음성 변환 단계;

상기 처리 장치에서,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패킷 데이터로 변환하는 패킷 변환 단계;

상기 처리 장치에서, 상기 동기 제어 정보에 기반하여 상기 음성 데이터와 상기 패킷 데이터를 동기시켜 상기 통신 단

말로 송신하도록 제어하는 제어 단계;

상기 통신 단말에서, 상기 음성 데이터를 음성으로 출력하는 음성 출력 단계;

상기 통신 단말에서, 상기 패킷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로 변환하여 스크린에 디스플레이하는 스크린 디스

플레이 단계; 및

상기 통신 단말에서, 스크린 디스플레이된 상기 앵커 정보를 선택하는 선택 단계

를 포함하는 정보 분배 방법.

청구항 16.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서버로부터 수신된 컨텐츠를 다수의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휴대 단말로 송신하기 위한 정

보 분배 서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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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컨텐츠 서버로부터 수신된 상기 컨텐츠를 각 페이지의 데이터와 상기 데이터에 대응하는 음성으로 분할하기 위

한 수단;

상기 데이터의 인텍스 정보를 작성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음성, 상기 데이터 및 상기 인텍스 정보를 개별 통신 채널을 통해 상기 휴대 단말로 송신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정보 분배 서버.

청구항 17.
휴대 단말,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컨텐츠 서버, 및 상기 컨텐츠를 다수의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휴대 단말로 

송신하기 위한 정보 분배 서버를 이용하는 정보 분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정보 분배 서버에서, 상기 컨텐츠 서버로부터 수신된 상기 컨텐츠를 각 페이지의 데이터와 상기 데이터에 대응

하는 음성으로 분할하는 단계;

상기 정보 분배 서버에서, 상기 데이터의 인텍스 정보를 작성하는 단계; 및

상기 음성, 상기 데이터 및 상기 인텍스 정보를 상기 정보 분배 서버로부터 개별 통신 채널을 통해 상기 휴대 단말로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정보 분배 방법.

청구항 18.
휴대 단말,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컨텐츠 서버, 및 상기 컨텐츠를 다수의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휴대 단말로 

송신하기 위한 정보 분배 서버를 포함하는 정보 분배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정보 분배 서버에서, 상기 컨텐츠 서버로부터 수신된 상기 컨텐츠를 각 페이지의 데이터와 상기 데이터에 대응

하는 음성으로 분할하기 위한 수단;

상기 정보 분배 서버에서, 상기 데이터의 인텍스 정보를 작성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음성, 상기 데이터 및 상기 인텍스 정보를 상기 정보 분배 서버로부터 개별 통신 채널을 통해 상기 휴대 단말로 

송신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정보 분배 시스템.

청구항 19.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서버로부터 수신된 상기 컨텐츠를 다수의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휴대 단말로 송신하기 위

한 정보 분배 서버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서버로부터 수신된 상기 컨텐츠를 음성 및 데이터로 분리하기 위한 수단;

상기 음성 및 상기 데이터의 전송 시간을 산출하기 위한 수단; 및

최대 전송 시간에 따라 상기 음성 및 상기 데이터를 개별 통신 채널을 통해 상기 휴대 단말로 송신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정보 분배 서버.

청구항 20.
휴대 단말,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컨텐츠 서버, 및 상기 컨텐츠를 다수의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휴대 단말로 

송신하기 위한 정보 분배 서버를 이용하는 정보 분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정보 분배 서버에서, 상기 컨텐츠 서버로부터 수신된 상기 컨텐츠를 음성 및 데이터로 분리하는 단계;

상기 정보 분배 서버에서, 상기 음성 및 상기 데이터의 전송 시간을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정보 분배 서버에서, 최대 전송 시간에 따라 상기 음성 및 상기 데이터를 개별 통신 채널을 통해 상기 휴대 단말

로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정보 분배 방법.

청구항 21.
휴대 단말,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컨텐츠 서버, 및 상기 컨텐츠를 다수의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휴대 단말로 

송신하기 위한 정보 분배 서버를 포함하는 정보 분배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정보 분배 서버에서, 상기 컨텐츠 서버로부터 수신된 상기 컨텐츠를 음성 및 데이터로 분리하기 위한 수단;

상기 정보 분배 서버에서, 상기 음성 및 상기 데이터의 전송 시간을 산출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정보 분배 서버에서, 최대 전송 시간에 따라 상기 음성 및 상기 데이터를 개별 통신 채널을 통해 상기 휴대 단말

로 송신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정보 분배 시스템.

청구항 22.
발신 단말, 착신 단말 및 통신 채널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 장치를 포함하며, 다수의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발신 

단말로부터 상기 착신 달말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통신망 시스템에 있어서,

제1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발신 단말을 상기 착신 단말에 접속시키기 위한 수단;

상기 제1 통신 채널을 상기 식별 장치에 등록하기 위한 수단;

제2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발신 단말을 상기 착신 단말에 접속하시키기 위한 수단;

상기 제1 통신 채널과 대응하는 방식으로 상기 제2 통신 채널을 상기 식별 장치에 등록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식별 장치로부터 상기 착신 단말로 상기 제1 및 상기 제2 통신 채널 사이의 대응관계를 통지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이동 통신망 시스템.

청구항 23.
발신 단말, 착신 단말 및 통신 채널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 장치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망 시스템에서, 다수의 상기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발신 단말로부터 상기 착신 단말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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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발신 단말을 상기 착신 단말에 접속시키는 단계;

상기 제1 통신 채널을 상기 식별 장치에 등록하는 단계;

제2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발신 단말을 상기 착신 단말에 접속시키는 단계;

상기 제1 통신 채널과 대응하는 방식으로 상기 제2 통신 채널을 상기 식별 장치에 등록하는 단계; 및

상기 식별 장치로부터 상기 착신 단말로 상기 제1 및 상기 제2 통신 채널 사이의 대응관계를 통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24.
정보 처리 서버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지 데이터 및/또는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한 제공 정보를 통신 단말로 분

배하는 정보 분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정보 처리 서버에서, 상기 텍스트 데이터를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는 변환 단계; 및

상기 제공 정보 및 상기 음성 데이터를 상기 정보 처리 서버로부터 상기 통신 단말로 송신하는 송신 단계

를 포함하는 정보 분배 방법.

청구항 25.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한 제공 정보를 통신 단말로 분배하는 정보 처리 서버에 있어서,

상기 통신 단말로 이미지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제1 송신 수단;

상기 이미지 데이터에 부가된 텍스트 데이터를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는 변환 수단;

상기 통신 단말로 상기 음성 데이터를 송신하는 제2 송신 수단; 및

상기 이미지 데이터 및 상기 음성 데이터를 상기 통신 단말의 스크린상에서 동기시키기 위한 동기 정보를 송신하는 

제3 송신 수단

을 포함하는 정보 처리 서버.

청구항 26.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 단말로 분배되는 마크업 언어 파일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 장치를 포함하는 정보 분배 시스템의

정보 분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처리 장치에서, 상기 마크업 언어 파일중의 태그를 해석하여, 다른 마크업 언어 파일로 링크가 설정된 앵커 정보

를 검출하고, 각 앵커 정보를 선택 가능하게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데이터와, 판독 데이터와, 상기 판독 데

이터 및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동기시키는 동기 제어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생성 단계; 및

상기 처리 장치에서, 상기 동기 제어 정보에 따라 상기 판독 데이터 및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동기시켜서 상기 통

신 단말로 송신하도록 제어하는 제어 단계

를 포함하는 정보 분배 방법.

청구항 27.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 단말로 분배되는 마크업 언어 파일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 장치를 포함하는 정보 분배 시스템의

정보 분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처리 장치에서, 상기 마크업 언어 파일중의 태그를 해석하여, 다른 마크업 언어 파일로 링크가 설정된 앵커 정보

를 검출하고, 각 앵커 정보를 선택 가능하게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데이터와, 판독 데이터와, 상기 판독 데

이터 및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동기시키는 동기 제어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생성 단계;

상기 처리 장치에서, 상기 판독 데이터를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는 음성 변환 단계;

상기 처리 장치에서,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패킷 데이터로 변환하는 패킷 변환 단계; 및

상기 처리 장치에서, 상기 동기 제어 정보에 따라 상기 음성 데이터 및 상기 패킷 데이터를 동기시켜서 상기 통신 단

말로 송신하도록 제어하는 제어 단계

를 포함하는 정보 분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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