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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태그-다이얼 기능을 갖춘 디지털 사진 프레임

(57) 요 약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1) 복수의 디지털 사진과, 상기 디지털 사진에 상관된 태그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로서, 디지털 사진의 태그는 디지털 사진에 나타나는 대상에 대응하는, 상기 메모리와, 2) 상기 디지
털 사진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스크린과, 3) 통신기와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서, 상기 통신기는 대상의 전
화 번호의 연락 리스트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를 포함하는, 상기 인터페이스와, 4) 상기 메모리 및 상기 인터
페이스에 연결되어, 상기 스크린 상에 상기 복수의 디지털 사진 중 하나를 렌더링하고, 그리고, 렌더링되는 디지
털 사진과 상관되고 선택된 대상에 대응하는 태그의 사용자 활성화에 따라, i) 선택된 대상의 전화 번호를 식별
하도록, 그리고, ii) 식별된 전화 번호로 다이얼링하도록,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신기에 지시하는 컨트롤러
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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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있어서,
복수의 디지털 사진과, 상기 디지털 사진에 상관된 태그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 디지털 사진의 태그는 디지
털 사진에 나타나는 대상에 대응함 - ,
상기 디지털 사진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스크린,
통신기와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 상기 통신기는 대상의 전화 번호의 연락 리스트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
지를 포함함 - ,
상기 메모리 및 상기 인터페이스에 연결되어, 상기 스크린 상에 상기 복수의 디지털 사진 중 하나를
렌더링하고, 렌더링되는 디지털 사진과 상관되는 2개 이상의 태그들 중에서, 선택된 대상에 대응하는 일 태그의
사용자 활성화에 따라, i) 선택된 대상의 전화 번호를 식별하도록, 그리고, ii) 식별된 전화 번호로 다이얼링하
도록,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신기에 지시하는 컨트롤러
를 포함하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태그는 사람, 공장 및 점포(business establishments), 기관(organizations), 정부 및 자치 단체, 지리적
위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및 정보 서비스로 구성되는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대상에 대응하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통신기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통신기와 무선 연결되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연결이 블루투스(BlueTooth) 연결인
디지털 사진 프레임.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연결이 WiFi 연결인
디지털 사진 프레임.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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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스크린 상에 복수의 디지털 비디오 중 임의의 비디오를 렌더링하고, 하나 이상의 태그가
상기 복수의 디지털 비디오와 상관되며,
렌더링된 디지털 비디오와 상관된, 그리고, 선택된 대상에 대응하는, 태그의 사용자 활성화에 따라, 상기 컨트
롤러는 상기 통신기로 하여금 선택된 대상으로 전화 통화를 행할 것을 지시하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린은 터치-감지식 스크린을 포함하고, 선택된 대상에 대응하는 태그의 사용자 활성화는, 선택된 대상
이 렌더링된 디지털 사진에 나타나는 상기 터치-감지식 스크린 상의 위치에서 사용자가 상기 터치-감지식 스크
린을 터치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렌더링되는 디지털 사진과 상관된 태그들을 거쳐가면서 상기 태그들 중 하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 이상의
버튼을 갖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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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있어서,
복수의 디지털 사진과, 상기 디지털 사진에 상관된 네임 태그(name tag)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 디지털 사진
의 네임 태그는 디지털 사진에 나타나는 대상에 대응함,
상기 디지털 사진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스크린,
핸드헬드 무선 통신기와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 상기 통신기는 대상의 전화 번호의 연락 리스트를 저장하
기 위한 스토리지를 포함함 - ,
상기 메모리 및 상기 인터페이스에 연결되어, 상기 통신기가 답하는 수신 통화에 대한 발신자 ID를 수신하고,
상기 통신기의 스토리지 내 연락 리스트 중에서 발신자 ID와 매칭되는 전화 번호를 갖는 대상을 식별하며, 상기
메모리 내 복수의 디지털 사진 중 식별된 대상에 대응하는 상관된 네임 태그를 갖는 하나 이상의 사진을 식별하
고, 상기 통신기 상에서 수신 통화가 진행 중일 때 상기 스크린 상에 식별된 디지털 사진을 렌더링하는 컨트롤
러
를 포함하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네임 태그는 사람, 공장 및 점포(business establishments), 기관(organizations), 정부 및 자치 단체,
지리적 위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및 정보 서비스로 구성되는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대상에 대응하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통신기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
청구항 23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통신기와 무선 연결되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연결은 블루투스 연결인
디지털 사진 프레임.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연결은 WiFi 연결인
디지털 사진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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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스크린 상에 복수의 디지털 비디오 중 하나 이상의 비디오를 렌더링하고, 하나 이상의 네
임 태그가 상기 복수의 디지털 비디오와 상관되며,
상기 컨트롤러는, 식별된 대상에 대응하는 상관된 네임 태그를 갖는 복수의 디지털 비디오 중 하나 이상의 비디
오를 식별하고, 수신 통화가 진행 중일 때, 식별된 디지털 비디오를 상기 스크린 상에 렌더링하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
청구항 27
디지털 사진 프레임을 이용한 통신 방법에 있어서,
통신기를 통해 수신 전화 통화에 대한 발신자 ID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통신기 내 연락처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질의하여 발신자의 신원을 결정하는 단계와,
디지털 사진 프레임의 디지털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질의하여 상기 발신자에 대응하는 네임 태그(name
tage)를 갖는 하나 이상의 디지털 사진을 식별하는 단계 - 디지털 사진의 네임 태그는 상기 사진에 나타나는 대
상에 대응함 - ,
상기 통신기 상에서 수신 통화가 진행 중일 때, 식별된 하나 이상의 디지털 사진을 상기 디지털 사진 프레임 상
에 자동적으로 렌더링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을 이용한 통신 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네임 태그는 사람, 공장 및 점포(business establishments), 기관(organizations), 정부 및 자치 단체,
지리적 위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및 정보 서비스로 구성되는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대상에 대응하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을 이용한 통신 방법.

명 세 서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무선 통신 및 디지털 사진 프레임(digital photo frame)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오늘날 대부분의 디지털 사진 오거나이저는 태그를 사용자의 디지털 사진 아카이브로부터의 사진과 상관시키고
있다. 태그는 사진을 설명하고 분류하는데 사용되는 키워드다. 디지털 사진이 태그되면,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태그를 갖는 검색 질의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디지털 사진 오거나이저는 이에 상관된 하나 이상의 태그를 갖는
모든 디지털 사진을 검색한다.

[0003]

태그는 디지털 사진에 나타나는 대상을 식별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대상들은 특히, 사람, 공장/점포(business
establishments), 기관(organizations), 정부 및 자치 단체, 지리적 위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및 정보 서비
스일 수 있다. 이러한 태그는 "네임 태그(name tag)"라 불린다. 사진이 사진 내부에 나타나는 대상에 대응하는
네임 태그로 태그되면, 사용자는, 심지어 매우 큰 디지털 사진 아카이브의 경우에도, 지정된 대상이 나타나는
자신의 모든 사진을 용이하게 검색하여 위치파악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친숙한 웹-기반 이미지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 네트워크가 네임 태그를 이용하며, 그 예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Mountain View에 소재한 Google, Inc. 사
에서 운영하는 Picasa 웹 앨범 및 미국, 캘리포니아, Palo Alto에 소재한 Facebook, Inc. 사에서 운영하는
Facebook,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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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조정가능한 전이 시간을 갖는 일반적으로 슬라이드 쇼 방식으로 하나의 사진 프레임에
디지털 사진들을 보여주는 전자 장치다.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JPEG 이미지를 처리하고, 파워 관리를
제어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비디오 엔진을 포함한다. 일부 디지털 사진 프레
임은 무비 클립(movie clip) 및 텍스트를 또한 지원한다. 이러한 디지털 사진 프레임의 경우, 비디오 엔진 및
마이크로프로세서는 MPEG 비디오를 또한 디코딩하고 최대 2개의 채널로 오디오 처리를 취급하며, 오디오 처리는
디지털-아날로그 오디오 변환 및 오디오 증폭을 포함한다.

[0005]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어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버튼, 원격 제어부, 및 터치
제어부를 포함할 수 있다. 홍콩에 소재한 Real Ease Limited 사에서 제작 및 배포한 Shogo SG 080 디지털 사진
프레임과, 대만에 소재한 Mustek, Inc. 사에서 제작 및 배포한 Ality PF-T150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터치-감지
식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갖는다.

[0006]

많은 디지털 사진 프레임들은 디지털 사진을 저장하기 위해 내부 메모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디지털 사진 프레
임들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USB 연결을 통해 사진을 메모리로 로딩할 수 있게 한다. 많은 디지털 프레
임들은 카메라 메모리 카드로부터 직접 디지털 사진을 렌더링 및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0007]

일부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네트워크화되어 Wi-Fi 또는 광대역 또는 전화선과 같은 무선 통신을 지원한다. 이러
한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RSS 피드로부터, 이메일 첨부물로부터,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Sunnyvale 에 소

재한 Yahoo! Inc. 사에서 운영하는 Flickr 및 Picasa 웹 앨범과 같은 사진 공유 사이트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사
진을 로딩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Burbank에 소재한 Ceiva Logic, Inc. 사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을 제작 및 배
포하여, 전화선을 통해 사진을 다운로드하는 월별 서비스인 PicturePlan을 제공한다. Ceiva의 디지털 사진 프레
임은 무선 연결을 선택적으로 지원한다. 일본, 동경에 소재한 Sony Corporation 사는 무선 연결을 이용하여
VAIO WiFi 포토 프레임, Model VGF-CP1을 제작 및 배포한다. 홍콩 소재의 Ality Limited 사는 무선 연결을 이
용한 무선 PIXXA 디지털 사진 프레임을 제작 및 배포한다.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Parrot SA에서 제작 및 배포
한 DF7700 디지털 사진 프레임과, 영국, Berkshire 에 소재한 Vodafone Gruop plc에서 제작 및 배포한
Vodafone 520 포토 프레임은 셀룰러 연결을 갖는다. DF7700 및 Vodafone 520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SIM 카드용
슬롯을 갖고, 이와 같이,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사진을 전송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자체 전화 번호를 갖는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8]

본 발명의 형태는 무선 통신기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둘러싸이도록 디지털 사진 프레임 내로 무선 통신기를
삽입함으로써 무선 통신기가 부착될 수 있는 개선된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관한 것이다. 통신기가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부착될 때,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서 렌더링되는 디지털 사진에 나타나는 대상을
향해 전화 통화를 행하는 기능을 갖고, 발신자로부터 전화 통화가 수신될 때 발신자를 포함하는 디지털 사진을
렌더링하는 기능을 갖는다.

[0009]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디지털 사진 프레임으로부터의 사진 및 태그 데이터베이스를, 통신기로부터의 연락 리스
트 데이터베이스와 조합함으로써 작동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0]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이 제공되며, 상기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1) 복수의 디지털 사
진과, 상기 디지털 사진에 상관된 태그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로서, 디지털 사진의 태그는 디지털 사진에 나타
나는 대상에 대응하는, 상기 메모리와, 2) 상기 디지털 사진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스크린과, 3) 통신기와 연
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서, 상기 통신기는 대상의 전화 번호의 연락 리스트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를 포함
하는, 상기 인터페이스와, 4) 상기 메모리 및 상기 인터페이스에 연결되어, 상기 스크린 상에 상기 복수의 디지
털 사진 중 하나를 렌더링하고, 그리고, 렌더링되는 디지털 사진과 상관되고 선택된 대상에 대응하는 태그의 사
용자 활성화에 따라, i) 선택된 대상의 전화 번호를 식별하도록, 그리고, ii) 식별된 전화 번호로 다이얼링하도
록,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신기에 지시하는 컨트롤러를 포함한다.

[0011]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을 이용한 통신 방법이 제공되고, 상기 통신 방법은, 1) 디지털
사진을 렌더링하는 단계로서, 상기 디지털 사진에는 하나 이상의 태그가 상관되고, 상기 디지털 사진의 태그는
사진에 나타나는 대상에 대응하는, 단계와, 2) 렌더링되는 디지털 사진과 상관된 태그들 중 선택된 하나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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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사용자 입력 전화 통화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와, 3) 상기 수신하는 단계에 따라, 3-1) 선택된 태그에
대응하는 대상에 대한 전화 번호를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와, 3-2) 선택된 태그에 대응하는 대상에 대한 전
화 번호로 자동적으로 다이얼링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12]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을 이용한 통신 방법이 제공되고, 상기 통신 방법은, 1) 디지털
사진을 렌더링하는 단계로서, 상기 디지털 사진에는 하나 이상의 태그가 상관되고, 상기 디지털 사진의 태그는
사진에 나타나는 대상에 대응하는, 단계와, 2) 상기 하나 이상의 태그에 대응하는 전화 번호를 자동적으로 결정
하는 단계와, 3) 렌더링되는 디지털 사진과 상관된 태그들 중 선택된 하나의 태그에 대해 사용자 입력 전화 통
화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와, 4) 상기 수신하는 단계에 따라, 선택된 태그에 대응하는 대상에 대한 전화 번호로
자동적으로 다이얼링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13]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의해, 디지털 사진에 상관된 태그를 연락 리스트 내 대상에
링크하는 방법이 제공되고, 상기 링크 방법은, 1) 태그들을 복수의 디지털 사진과 상관시키는 단계로서, 디지털
사진의 태그는 디지털 사진에 나타나는 대상에 대응하는, 단계와, 2) 대상에 대한 전화 번호의 연락 리스트에
액세스하는 단계와, 3) 연락 리스트 내 태그들 중 하나의 태그에 대응하는 대상을 자동적으로 검색하는 단계와,
4) 상기 하나의 태그에 대응하는 대상이 연락 리스트 내에 위치할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대상의 전
화 번호를 태그에 할당하게 하는 단계와, 5) 상기 하나의 태그에 대응하는 대상이 연락 리스트 내에 있지 않을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기존 대상을 또는 새 대상을 태그에 할당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14]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의해, 디지털 사진에 상관된 태그를 연락 리스트 내 대상에
링크하는 방법이 제공되고, 상기 링크 방법은, 1) 태그를 디지털 사진과 상관시키는 단계로서, 상기 태그는 디
지털 사진에 나타나는 대상에 대응하는, 단계와, 2) 대상에 대한 전화 번호의 연락 리스트에 액세스하는
단계와, 3) 사용자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연락 리스트 내 대상들 중 하나를 태그에 할당하게 하거나, 새 대상
및 전화 번호를 연락 리스트에 추가하게 하고 새 대상을 태그에 할당하게 하는 단계와, 4) 태그의 사용자 활성
화에 따라, 태그와 상관된 대상의 전화 번호로 자동적으로 다이얼링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15]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이 제공되고, 상기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1) 복수의 디지털 사
진과, 상기 디지털 사진에 상관된 태그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로서, 디지털 사진의 태그는 디지털 사진에 나타
나는 대상에 대응하는, 상기 메모리와, 2) 상기 디지털 사진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스크린과, 3) 통신기와 연
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서, 상기 통신기는 대상의 전화 번호의 연락 리스트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를 포함
하는, 상기 인터페이스와, 4) 상기 메모리 및 상기 인터페이스에 연결되어, 통신기가 답하는 수신 통화에 대한
발신자 ID를 수신하고, 발신자 ID와 매칭되는 전화 번호를 갖는 연락 리스트 내 대상을 식별하며, 식별된 대상
에 대응하는 상관된 태그를 갖는 복수의 디지털 사진 중 하나 이상의 사진을 식별하고, 수신 통화가 진행 중일
때 상기 스크린 상에 식별된 디지털 사진을 렌더링하는 컨트롤러를 포함한다.

[0016]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을 이용한 통신 방법이 제공되고, 상기 통신 방법은, 1) 수신 전
화 통화에 대한 발신자 ID를 수신하는 단계와, 2) 발신자의 신원을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와, 3) 상기 발신
자에 대응하는 태그를 갖는 하나 이상의 디지털 사진을 자동적으로 식별하는 단계로서, 디지털 사진의 태그는
상기 사진에 나타나는 대상에 대응하는, 단계와, 4) 수신 통화가 진행 중일 때, 식별된 하나 이상의 디지털 사
진을 자동적으로 렌더링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7]

본 발명은 다음의 도면과 연계하여 아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사진 프레임 및 이에 부착된 통신기의 개략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터치스크린을 통해 태그-다이얼 기능을 갖춘 디지털 사진 프레임의
개략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버튼을 통해 태그-다이얼 기능을 갖는 디지털 프레임의
개략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작동하는 통신기 및 호스트를 구비한 통신 시스템의 개략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통신기가 호스트 내로 삽입되는 구성의 개략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통신기 및 디지털 사진 프레임의 개략적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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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의해, 통신기를 통해, 전화 발신 통화를 하는 방법
의 개략적 순서도.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통신기용 연락망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한 디지털 사진 프레임용 디지털 사
진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을 나타내는 개략도.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의한, 통신기를 통한, 전화 통화 수신 방법의 개략
적 순서도.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통신기가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부착되지 않았을 때 사진에 나타나는 대
상을 태그하고, 이어서 통신기가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부착되었을 때 사진 태그를 전화 번호에 링크시키는 방
법의 개략적 순서도.
도 1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통신기가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부착될 때 사진에 나타나는 대상을 태그
하고 사진 태그를 전화 번호에 링크시키는 방법의 개략적 순서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8]

본 발명의 형태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 1에 도시되는 것과 같은, "태그-다이얼" 기능을 갖춘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관한 것이다. 태그-다이얼 기능은 통신기(400)가 디지털 사진 프레임(100)에 부착될 때
가용하다. 태그-다이얼 기능은, 디지털 사진과 상관된 태그를 단순히 활성화시킴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디지
털 사진 프레임(100)에서 렌더링되는 디지털 사진에 나타나는 대상에게로 통신기(400)를 통해 발신 통화를 하게
하며, 활성화된 태그는 상기 대상에 대응한다. 태그의 활성화는 버튼을 이용하여, 렌더링된 디지털 사진과 상관
된 태그들을 거치고, 태그들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수행된다. 대안으로서, 터치-감지식 스크린을 갖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의 경우에, 태그에 대응하는 대상이 렌더링된 디지털 사진에 나타나는, 터치-감지식 스크린의 일 영
역을 터치함으로써 태그의 활성화가 수행된다.

[0019]

본 발명의 추가적 형태는 사용자로 하여금 디지털 사진 프레임 스크린 상의 영역들을 수동으로 마킹하여 새 태
그를 생성하게 한다.

[0020]

본 발명의 다른 추가적 형태는 발신자로부터 통신기를 통해 통화가 수신될 때, 디지털 사진 프레임이, 발신자가
나타나는 디지털 사진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게 한다.

[0021]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터치스크린을 통해 태그-다이얼 기능을 갖춘 디지털 사진 프레임의 개략도에 해당
하는 도 2를 참조한다. 도 2에 도시되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100)은 터치-감지식 스크린(120)을 구비하고 있다.
무선 통신기(도시되지 않음)가 디지털 사진 프레임(100)에 부착된다. 통신기는 전화 통화 발신 및 수신 기능을
갖춘다. 더욱이, 디지털 사진 프레임(100)은 통신기로 하여금 발신 통화를 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0022]

사진에 3명의 사람이 나타나는 디지털 사진을 렌더링하는 터치-감지식 스크린(120)이 도시된다. 이에 대응하여,
이 디지털 사진에 3개의 태그가 미리 상관되어 있다. 즉, 미쉘(Michelle)에 대해 태그 T1, 제인(Jane)에 대해
태그 T2, 사라(Sarah)에 대해 태그 T3가 할당되어 있다.

[0023]

사용자가 태그 T3에 대응하는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터치-감지식 스크린(120)을 터치하면,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무선 네트워크(200)를 통해 사라의 전화(300)에게로 발신 전화 통화를 시도할 것을 통신기에 자동적으로 지시한
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태그 T1에 대응하는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터치-감지식 스크린(120)을 터치하면, 디지
털 사진 프레임은 미쉘의 전화에게로 전화 통화를 할 것을 통신기에 지시한다. 이 기능은 "태그-다이얼(dial-atag)"이라 불린다.

[0024]

본 발명의 대안의 실시예에서, 태그의 터치, 가령, 태그 T3의 터치는 사라에게 이메일 메시지 전송, SMS 메시지
전송, 또는, MMS 메시지 전송을 트리거링할 수 있다. 아래에서의 설명이 전화 통화의 발신 및 수신에 관련되어
있으나, 당 업자라면 다른 형태의 통신(특히, 이메일 메시지, SMS 메시지, 및 MMS 메시지, 등)이 발신 및 수신
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0025]

디지털 사진 프레임(100)은 수신 통화에도 반응한다. 통신기가 발신자의 전화(300)로부터 무선 네트워크(200)를
통해 통화를 수신하면, 디지털 사진 프레임(100)은 발신자 ID를 이용하여 발신자가 포함된 디지털 사진을 식별
한다. 디지털 사진 프레임(100)은, 수신 통화가 진행 중일 때, 식별된 디지털 사진을 스크린(120) 상에서 렌더
링한다. 따라서, 통신기가 (사라로부터의) 통화를 수신할 때, 디지털 사진 프레임(100)은 통화 중 사라를 포함
하는 하나 이상의 디지털 사진을 슬라이드 쇼 방식으로 렌더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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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6]

상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사진 프레임(100)은 특히, 이메일 메시지, SMS 메시지, 및 MMS 메시지를 포함하는,
다른 형태의 수신 통신에도 반응할 수 있다.

[0027]

더욱이, 디지털 사진 프레임(100)은 통화 회의(conference call)에도 반응한다. 통화 회의 중, 디지털 사진 프
레임(100)은 회의 참가자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디지털 사진들을 슬라이드 쇼 방식으로 디스플레이한다.

[0028]

따라서, 통신기가 디지털 사진 프레임(100)에 부착될 때, 디지털 사진 프레임(100)이 통신기와 통합되어, 발신
또는 수신 통화의 다른 엔드(end)에서 대상을 포함하는 디지털 사진들의 디스플레이를 조율하게 된다.

[0029]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 버튼을 통해 태그-다이얼 기능을 갖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
(100)의 개략도인 도 3을 참조한다. 도 2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무선 통신기(도시되지 않음)가 디지털 사진 프
레임(100)에 부착된다. 도 2의 태그-다이얼 기능이 스크린(120) 터치에 의해 활성화되지만, 도 3의 태그-다이얼
기능은 버튼(131, 132, 133)을 이용하여 활성화된다. 버튼(131, 132)을 이용하여 태그 T1, T2, T3를 거쳐 전후
로 이동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태그 T1이 하이라이트되었을 때 버튼(132)을 누르면 태그 T2로
이동하게 된다. 태그 T2가 하이라이트되었을 때 버튼(132)을 누르면 태그 T3로 이동하게 된다. 버튼(133)을 이
용하여 현재 하이라이트된 태그에 대해 "태그-다이얼"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태그 T3가 하이라이트된 상태에서
버튼(133)을 누르면, 통신기에 의해 무선 네트워크(200)를 통해 사라의 전화(300)로의 전화 통화가 연결된다.

[0030]

무선 통신기와 관련하여, 본 발명의 형태는 다양한 "호스트" 내로 삽입되는 통신기에 관련된다. 호스트는 통신
기가 삽입되지 않았을 때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장치로서, 무선 통신기가 삽입될 때 무선 통신기에 의해
그 기능이 증강된다. 디지털 사진 프레임(100)이 이러한 호스트다.

[0031]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작동하는 호스트 및 비교기를 갖춘 통신 시스템의 개략도인 도 4를 참조한다. GSM
네트워크용 2.5G 통신기, GSM 네트워크용 3G 통신기, CDMA 네트워크용 CMDA 통신기를 포함하는 통신기(400a400c)가 도 4에 도시된다. 도 4에 도시되는 네트워크는 본 발명의 통신기에 의해 지원되는 다양한 네트워크 및
통신 프로토콜들의 예에 불과하며, 이러한 네트워크 및 통신 프로토콜은 특히, WiFi, 블루투스, 및 WiMax를 포
함한다.

[0032]

도 4에는 호스트(500a-500h)가 또한 도시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각각의 통신기(400a-400c)가 호
스트(500a-500c) 중 임의의 호스트 내로 삽입되어, 결합된 상태로 작동하게 된다. 통신기(400a-400c)는 실질적
으로 동일한 폼 팩터(form factor)를 가지며, 각각의 호스트(500a-500c) 내로 삽입될 수 있다.

[0033]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호스트(500) 내로 삽입되는 통신기(400)의 개략도를 도 5를 참조한다. 도 5에 도
시되는 호스트(500)는 통신기(400)의 삽입을 위해 상부에 중공 공동을 포함한다.

[0034]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통신기(400) 및 디지털 사진 프레임(100)의 개략적 블록도인 도 6을 참조한다. 통
신기(400)는, 컨트롤러(410), 음성 및 데이터를 발신 및 수신하기 위한 모뎀(415), 디스플레이 스크린(431) 및
키패드(432)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모리(440), 파워 증폭기(460), 안테나(470), 통신기가 디지털 사
진 프레임(100)에 부착될 때 통신기를 디지털 사진 프레임(100)에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480), 및 가입자
식별 모듈(SIM)(490)과 같은, 8개의 주-구성요소를 포함한다.

[0035]

컨트롤러(410)는 통신기(400)와 디지털 사진 프레임(100)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는, 프로그래밍된 명령을
실행한다. 모뎀(415)은 통신기(400)의 통신 기능을 제어한다. 메모리(440)는 대상 및 대상의 전화번호의 연락망
(445)을 포함한다. 파워 증폭기(460)는 RF 인터페이스(465)를 포함하고, 안테나(470)에 연결된다.

[0036]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컨트롤러(410)와 메모리(440) 사이의 인터페이스와, 컨트롤러(410)와 모뎀(415)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모두 SD 인터페이스다. 컨트롤러(410)와 인터페이스(480)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커스텀 인
터페이스다. 인터페이스(480)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100) 및 통신기(400)를 무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이들을
전기적 연결에 의해 물리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

[0037]

통신기(400)는 배터리(455)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 회로를 포함하는, 부가적인 파워 관리 서브시스템(450)을 또
한 포함할 수 있다.

[0038]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서, 통신기(400)는 독립형 전화로 작동가능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통신기
(400)는 독립형 전화로 작동가능하지 않으며, 디스플레이 스크린(431)이나 키패드(432)와 같은, 도 6에 도시되
는 구성요소들 중 일부가 없을 수 있다.

[0039]

디지털 사진 프레임(100)은 컨트롤러(110)와, 디스플레이 스크린(120) 및 하나 이상의 버튼(130)과 같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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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와, 통신기(400)가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부착될 때 디지털 사진 프레임을 통신기(400)에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180)와 같은, 4개의 주-구성요소를 포함한다. 메모리(140)는 디지털 사진 및 디지털 사진와 상
관된 태그의 데이터베이스(145)를 저장한다. 디지털 사진와 상관된 태그는 도 2 및 도 3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사진에 나타나는 대상에 대응한다.
[0040]

디지털 사진 프레임(100)은 셀룰러 및/또는 WiFi 모뎀(115)을 부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컨트롤러(110)는 일
반적으로 이미지 프로세서(113)를 포함하고, 부가적으로, 비디오 프로세서(111) 및 오디오 프로세서(112)를 포
함할 수 있다. 디지털 사진 프레임(100)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통신기(400)의 오디오 기능을 작동시키거나 개
선시키기 위해 스피커 및/또는 마이크로폰을 부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디지털 사진 프레임(100)은 부가적인
파워 관리 서브시스템(150) 및 부가적인 배터리(155)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마이크로폰,
및 모노 스피커 또는 스테레오 스피커와 같은 추가적인 구성요소(도시되지 않음)를 부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0041]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컨트롤러(110)와 스토리지(140) 간의 인터페이스는 SD 인터페이스다. 컨트롤러
(110)와 인터페이스(180) 간의 인터페이스는 커스텀 인터페이스다. 인터페이스(180)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10
0)과 통신기(400)를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고, 또는, 전기적 연결에 의해 물리적으로 이들을 연결할 수 있다.

[0042]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의해 통신기를 통해 발신 전화 통화를 행하는 방법의 개략적
순서도인 도 7을 참조한다. 도 7의 단계들은 도 6의 디지털 사진 프레임(100)과 같은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의
해 실행된다.

[0043]

단계 1010에서,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디지털 사진을 렌더링한다. 단계 1020에서,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발신
전화 통화를 행하기 위한 사용자 입력 명령을 수신하며, 상기 명령은 렌더링되는 디지털 사진와 상관된 태그들
중 선택된 하나의 태그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 명령은, 도 2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선택된 태그가 디스플레이
되는 영역에서 터치-감지식 스크린을 터치함으로써 호출될 수 있다. 대안으로서, 사용자 명령은, 도 3에 도시되
는 바와 같이, 버튼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되는 디지털 사진과 상관된 태그들을 거치면서 태그들 중 하나를 선
택함으로써 호출될 수 있다.

[0044]

단계 1030에서,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단계 1020에서 선택한 태그에 대응하는 대상의 전화번호를 자동적으로 결
정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단계 1030은 2개의 데이터베이스의 조합을 이용하여 실행된다. 즉,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저장된 사진 및 태그의 데이터베이스와, 통신기에 저장된 대상 및 전화 번호의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을 이용하여 실행된다.

[0045]

이러한 측면에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통신기의 연락망 데이터베이스(445)와, 디지털 사진 프레임을 위
한 디지털 사진 데이터베이스(145)의 결합의 개략도인 도 8을 참조한다. 디지털 사진 데이터베이스(145)는 포토
ID, 태그 ID 및 대상 ID에 대한 필드들을 특히 포함한다. 포토 ID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저장된 디지털 사진
들 중 하나에 대한 식별자다. 태그 ID는 포토 ID에 의해 식별되는 디지털 사진과 상관된 태그들 중 하나에 대한
식별자다. 대상 ID는 태그 ID로 표시되는 태그에 대응하는 대상에 대한 식별자다. 연락망 데이터베이스(445)는
대상 ID 및 전화번호에 대한 필드를 특히 포함한다. 대상 ID는 대상에 대한 식별자다.

[0046]

데이터베이스(145, 445)는 데이터베이스(145)의 레코드 내 대상 ID를 데이터베이스(445)의 레코드 내 대상 ID와
매칭시킴으로써 조합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가 조합되면,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디지털 사진의 태그에 대응하
는 대상의 전화 번호를 불러들일 수 있다. 도 7의 단계 1040에서,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불러들인 전화 번호로
다이얼링하여 전화 대화를 지원할 것을 통신기에 자동적으로 지시할 수 있어서, 본 발명의 태그-다이얼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스피커 및 마이크로폰을 포함하여, 통신기의
오디오 기능을 구현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다.

[0047]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의해, 통신기를 통해, 전화 통화를 수신하는 방법의 개략적
순서도인 도 9를 참조한다. 도 9의 단계들은 도 6의 디지털 사진 프레임(100)과 같은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의
해 실행된다.

[0048]

통신기는 전화 통화를 수신하고, 발신자 ID를 획득한다. 단계 1110에서,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통신기로부터 발
신자 ID를 수신한다. 단계 1120에서,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통신기의 연락 리스트로부터 발신자를 식별한다. 단
계 1130에서,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단계 1120에서 식별된 발신자에 대응하는 관련 태그를 갖는 하나 이상의 디
지털 사진을 식별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단계 1120 및 단계 1130은 도 8에 도시되는 조합 데이터베이
스를 이용하여 실행된다. 특히, 조합 데이터베이스는 디지털 사진 프레임으로 하여금, 단계 1110에서 수신한 발
신자 ID와 매칭되는 전화 번호를 갖는 데이터베이스(445) 내의 레코드와 조합된 데이터베이스(145) 내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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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들에 대한 레코드를 식별한다. 단계 1120 및 1130은 전화 번호가 태그로부터 식별되는 단계 1030에 대해 실
질적으로 역전된 관계에 있다.
[0049]

마지막으로, 단계 1140에서,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수신 통화의 지속시간동안 슬라이드 쇼 방식으로 단계 1130
에서 식별된 하나 이상의 디지털 사진들을 렌더링한다. 따라서, 디지털 사진 프레임의 사용자는 자신을 호출한
대상의 사진을 볼 수 있다.

[0050]

통신기가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부착되지 않았을 때 사진에 나타나는 대상을 태그하고, 이어서 통신기가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부착될 때 사진 태그를 링크하는 방법의 개략적 순서도인 도 10을 참조한다. 단계 1210에서, 사
용자는 사진에 나타나는 대상에 대응하는 태그를 갖는 디지털 사진을 태그한다. 단계 1210은 디지털 사진 프레
임을 이용하여, 또는, 사진 태그가 가능한 임의의 연산 장치를 이용하여 실행될 수 있다.

[0051]

단계 1220에서, 통신기가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부착된다. 단계 1230에서,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전화 번호에
현재 링크되지 않은 새로이 추가된 태그를 처리한다. 이러한 각각의 태그에 대하여, 이 태그에 대응하는 대상이
통신기의 연락 리스트에서 검색된다. 일 실시예에서, 단계 1230은 데이터베이스(145) 내 태그에 대한 레코드의
대상 ID를, 데이터베이스(445) 내 레코드의 대상 ID와 매칭시키려 시도함으로써 실행된다. 매칭이 발견되면, 단
계 1240에서 결정된 것처럼, 단계 1250에서,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사용자로 하여금 대상 ID의 전화 번호를 태
그와 링크시키게 한다. 링크된 전화 번호는 태그가 활성화될 때 태그-다이얼 기능에 의해 통화가 이루어지는 전
화 번호일 것이다.

[0052]

그렇지 않고 매칭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단계 1240에서 결정되는 바와 같이, 단계 1260에서, 디지털 사진 프
레임은 사용자로 하여금 태그와 매칭시키기 위해 데이터베이스(445)로부터 하나의 레코드를 선택하게 한다. 그
후, 선택된 레코드의 전화 번호는 태그에 링크된다. 대안으로서, 사용자가 태그와 매칭시키기 위해 데이터베이
스(445) 내에 새 레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새로 생성된 레코드의 전화 번호는 그후 태그에 링크된다. 단계
1250 또는 단계 1260 이후에, 방법은 단계 1230으로 되돌아가서, 전화 번호를 링크시키기 위해, 링크되지 않은
다음 태그를 처리한다.

[0053]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사용자로 하여금 태그와 현재 링크된 전화 번호를 다른 전화 번호로 변경시키게 할 수도
있다.

[0054]

일 실시예에 따라, 통신기가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부착될 때, 사진에 나타나는 대상을 태그하고 사진 태그를
전화 번호에 링크하는 방법의 개략적 순서도인 도 11을 참조한다. 단계 1310에서, 통신기가 디지털 사진 프레임
에 부착된다. 단계 1320에서,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사용자로 하여금 디지털 사진에 대해 새 태그를 생성하게
한다. 단계 1330에서,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사용자로 하여금 통신기의 연락 리스트로부터 대상을 선택하게 한
다. 선택된 대상의 전화 번호가 새 태그에 링크된다. 대안으로서, 사용자는 새 대상을 생성할 수 있다. 새로 생
성된 대상의 전화 번호가 새 태그에 링크된다. 이 방법은 그후 단계 1320으로 복귀하여 다음번 새 태그를 생성
한다.

[0055]

상술한 설명을 읽으면, 설명되는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해 다양한 변형예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한가지 이러한 변형예는 데이터베이스(145, 445)(도 8)를 조합한 후, 디지털 사진 프레임 데이터베이스
(145)에 태그에 대응하는 대상의 전화 번호를 저장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도 7 및 도 9의 방법은 모바일 통신
기의 연락 리스트에 접속할 필요없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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