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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데이터 단말기(10)로 하여금 방송국(18) 웹 사이트와 연결하게 하고, 북마크의 선택에 대한 응답으로 방송국(14)의 방송을

수신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북마크의 선택으로 인해, 상기 데이터 단말기가 상기 방송국에 대

한 웹 사이트에 연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시에 방송을 수신하도록 상기 단말기 상에 있는 튜너(28)가 맞춰지게 된다.

상기 북마크에 대한 웹 사이트 주소 정보 및 방송 주파수 정보는 상기 단말기에 저장되거나, 그와 같은 정보가 상기 데이터

단말과 통신하는 방송국 아이디 서버 상에서와 같이 원격으로 저장될 수 있다. 상기 북마크는 사용자에 의해 프로그램될

수 있고 변수들에 따라 여러 방송국들을 나타낼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 네트워크와의 통신을 수행하고 방송 미디어를 수신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저장 매체; 및

상기 저장 매체와 연결된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a) 상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북마크(bookmark)를 선택하는 명령 엔트리(entry) 장치로부터의 입력을 검출하는 단계로서,

상기 북마크는 포인터 및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단계;

(b) 상기 입력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북마크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와 관련된 방송 주파수에 대한 요청을 상기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스테이션 아이디(id) 서버로 송신하는 단계;

(c) 상기 방송 주파수를 가리키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d) 방송 미디어 국(broadcast media station)으로부터 오는 방송 미디어를 수신하기 위해 수신기를 상기 북마크와 관련

된 상기 방송 주파수로 맞추는(tuning) 단계; 및

(e)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기 방송 미디어 국에 관련된 정보를 방송국 서버에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단계들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f) 상기 방송국 서버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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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장치의 디스플레이 상에서 (f) 단계에서 수신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북마크는 라디오 북마크를 포함하고, 상기 방송 미디어는 라디오 방송을 포함하고, 상기 방송 미디어 국은 라디오 방

송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이동 단말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미디어는 아날로그 방송 미디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미디어는 디지털 방송 미디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b) 단계에 있어서 상기 방송 주파수를 표시하는 데이터는 상기 방송국 아이디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b) 단계에 있어서 상기 방송 주파수를 표시하는 데이터는 상기 방송 미디어 국에 관련된 상기 방송국 서버로부터 수신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등록특허 10-0703991

- 3 -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북마크는 상기 장치의 사용자에 의해 프로그램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변수는 라디오 방송국 호출 부호(call sign), 텔레비전 방송국 호출 부호, 고유한 사용자 아이디, 고유

한 장치 아이디, 사용자 위치 정보, 및 방송 등급 정보로 구성되는 그룹들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고유한 사용자 아이디는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passwor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미디어는 라디오 방송을 포함하고 상기 방송 등급 정보는 음악 카테고리(category)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e) 단계의 요청은 상기 방송국 서버로 상기 요청을 리다이렉트(redirect)하는 방송국 아이디 서버를 통하여 상기 방송국

서버로 보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데이터 단말 장치 상에서 선택된 북마크에 기반하여 상기 데이터 단말 장치를 위해 방송 미디어 국을 결정하기 위한 서버

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저장 매체; 및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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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세서는,

(a) 상기 북마크의 선택에 응하여, 방송국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 및 방송 주파수 정보를 얻기 위한 요청을 상기 데이

터 단말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

(b) 상기 북마크를 기반으로 하여 방송 미디어 국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c) 상기 데이터 단말 장치로 상기 방송 주파수 정보를 표시하는 데이터를 송신하는 단계; 및

(d) 상기 데이터 단말 장치로 상기 네트워크 주소를 표시하는 데이터를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a) 단계의 요청을 상기 방송국과 관련된 상기 방송국 서버로 리다이렉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단계들

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북마크는 포인터 및 적어도 하나의 변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변수는 라디오 방송국 호출 부호, 텔레비전 방송국 호출 부호, 고유한 사용자 아이디, 고유한 장치 아

이디, 사용자 위치 정보, 및 방송 등급 정보로 구성되는 그룹들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고유한 사용자 아이디는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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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미디어는 라디오 방송을 포함하고 상기 방송 등급 정보는 음악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청구항 23.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미디어 국은 라디오 방송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청구항 24.

소정의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에서 실행가능한 명령들을 가지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단계들은,

(a) 저장 매체에 저장된 북마크를 선택하는 명령 엔트리 장치로부터의 입력을 검출하는 단계로서, 상기 북마크는 포인터

및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단계;

(b) 상기 입력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북마크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와 관련된 방송 주파수에 대한 요청을 상기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스테이션 아이디 서버로 송신하는 단계;

(c) 상기 방송 주파수를 가리키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d) 방송 미디어 국(broadcast media station)으로부터 오는 방송 미디어를 수신하기 위해 방송 미디어 수신기를 상기 북

마크와 관련된 상기 주파수로 맞추는(tuning) 단계; 및

(e) 상기 방송 미디어 국에 관련된 정보를 방송국 서버에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c) 단계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를 표시하는 상기 데이터는 상기 방송국 아이디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

(c) 단계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를 표시하는 상기 데이터는 상기 주파수에 대한 상기 방송 미디어 국과 관련된 방송국 서버

로부터 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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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제24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변수는 라디오 방송국 호출 부호(call sign), 텔레비전 방송국 호출 부호, 고유한 사용자 아이디, 고유한 장

치 아이디, 사용자 위치 정보, 및 방송 등급 정보로 구성되는 그룹들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30.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미디어 국은 라디오 방송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31.

소정의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에서 실행가능한 명령들을 가지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단계들은,

(a) 상기 데이터 단말 장치 상에서 상기 북마크의 선택에 응하여, 방송국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 및 방송 주파수를 얻

기 위한 요청을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 단말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

(b) 상기 북마크를 기반으로 하여 방송 미디어 국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단계들은,

(c) 상기 데이터 단말 장치로 상기 방송 주파수 정보를 표시하는 데이터를 상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하는 단계; 및

(d) 상기 데이터 단말 장치로 상기 네트워크 주소를 표시하는 데이터를 상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a) 단계의 요청을 상기 방송국과 관련된 상기 방송국 서버로 리다이렉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단계들

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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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북마크는 적어도 하나의 변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35.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변수는 방송 미디어 국에 대한 방송 주파수, 라디오 방송국 호출 부호, 텔레비전 방송국 호출 부호, 고

유한 사용자 아이디, 고유한 장치 아이디, 사용자 위치 정보, 및 방송 등급 정보로 구성되는 그룹들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36.

방송 미디어 국으로부터 오는 방송 미디어를 수신하고 방송국 서버와 통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단말 장치의 저장 매체에 저장된 북마크를 선택하는 상기 단말 장치의 명령 엔트리 장치로부터의 입력을 검출하는 단

계로서, 상기 북마크는 포인터 및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단계;

(b) 상기 입력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북마크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와 관련된 방송 주파수에 대한 요청을 상기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스테이션 아이디 서버로 송신하는 단계;

(c) 상기 방송 주파수를 가리키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d) 상기 방송 미디어 국으로부터 오는 방송 미디어를 수신하기 위해 상기 단말 장치의 방송 미디어 수신기를 상기 북마크

와 관련된 주파수로 맞추는 단계; 및

(e) 상기 방송 미디어 국에 관련된 정보를 상기 방송국 서버에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를 표시하는 상기 데이터는 상기 방송국 아이디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를 표시하는 상기 데이터는 상기 방송국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0.

단말 장치로 북마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기 데이터 단말 장치와 통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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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기 데이터 단말 장치 상에서 상기 북마크의 선택에 응하여, 방송국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 및 방송 주파수를 얻

기 위한 요청을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기 데이터 단말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

(b) 상기 북마크를 기반으로 하여 방송 미디어 국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c) 상기 데이터 단말 장치로 상기 방송 주파수 정보를 표시하는 데이터를 상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하는 단계; 및

(d) 상기 데이터 단말 장치로 상기 네트워크 주소를 표시하는 데이터를 상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a) 단계의 요청을 상기 방송국과 관련된 상기 방송국 서버로 리다이렉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단계들

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3.

이동 단말기 장치에 있어서,

저장 매체;

라디오 방송국과 관련된 저장 매체에 저장되고, 상기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라디오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주파수를 가리키

고, 상기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라디오 방송국 서버를 위한 네트워크 주소를 가리키는 라디오 북마크;

명령 엔트리 장치;

디스플레이;

라디오 수신기;

안테나; 및

소정의 단계들을 수행하는 상기 저장 매체에 연결된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소정의 단계들은,

(a) 상기 라디오 북마크를 선택하는 상기 명령 엔트리 장치로부터의 입력을 검출하는 단계;

(b) 상기 입력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북마크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와 관련된 방송 주파수에 대한 요청을 상기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스테이션 아이디 서버로 송신하는 단계;

(c) 상기 방송 주파수를 가리키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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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상기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상기 주파수로 상기 라디오 수신기를 맞추는 단계;

(e)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기 라디오 방송국에 관련된 정보를 상기 라디오 방송국 서버로 요청하는 단계;

(f) 상기 라디오 방송국 서버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g) 상기 디스플레이 상에 (f) 단계에서 수신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 장

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이동 단말기 장치들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라디오 튜닝(tuning) 성능 및 인터넷 웹사이트

어드레싱(addressing)을 위한 북마크 기능을 가지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미리 설정된 라디오 버튼들은 전통적인 라디오들에 있어 일반적인 것이고, 이러한 라디오 버튼들은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

국들과 관련된 주파수들에 대하여 프로그램 가능한 단축키들(shortcuts)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FM

라디오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이동 데이터 단말 장치들 역시 잘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라디오들과 같이, 이러한 장치들은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국들과 관련된 주파수들을 저장하기 위한 선택 사항들(options)과 그러한 주파수들에 재빨리 튜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택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라디오들과는 다르게, 이러한 이동 장치들 다수는 데이터 네트워크들에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네트워크

들은 번갈아서 당해 장치를 통하여 인터넷으로의 액세스를 제공한다. 그와 같은 장치들은 FM 라디오 방송국들을 수신하

는 것과 인터넷을 브라우즈(browse)하는 것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라디오를 듣고 있는 경우에는 자주 라디오

방송국과 관련된 웹 페이지의 컨텐츠를 함께 보고 싶어질 것이다. 그와 같은 웹 페이지의 컨텐츠들은 당해 방송과 관련하

여 보다 상세한 내용과 정보들을 보충해 주거나, 지역 뉴스들 또는 날씨와 같은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 단말 장치들은 라디오 방송국에 관련한 FM 방송 매체와 인터넷 매체를 병렬적으로 액세스하기 위한

장치들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전형적이다.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을 듣고 있을 경우에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웹 페이지 컨

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관심이 있는 라디오 방송국에 사용자가 튜닝을 해야 하고, 당해 라디오 방송국과 관련한 웹 사이트

를 찾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인터넷을 찾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용자는 당해 웹 사이트에 대해 미리 설정한 북마

크(bookmark)를 사용하여 당해 라디오 방송국 웹 사이트를 찾을 수 있고, 라디오 방송국 북마크를 사용하여 라디오 방송

에 튜닝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독립적으로 당해 라디오를 튜닝해야 하고 당해 웹을 찾아야 한다.

웹 사이트 북마크에 따라 미리 설정된 라디오 버튼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는 각각의 매체 소스(source)로 액세스하는 것

을 제어하기 위한 별도의 단계들을 사용해야 한다. 그와 같은 과정은 시간을 소모하게 하고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한다.

그와 같은 이동 단말 장치들에 있어서의 이러한 단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해결책들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하나의 해결책으로는 디지털 라디오 서비스들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디지털 라디오는 아날로그 방송들 보다

는 데이터에 관한 라디오 방송들로 구성된다. 전송된 데이터가 오디오 정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포함할 것이기

에, 디지털 라디오 방송들을 수신하는 이동 단말 장치는 당해 오디오 라디오 방송과 관련한 컨텐츠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

므로, 디지털 라디오를 방송하는 라디오 방송국들은 오디오 방송과 동시에 교통 정보, 날씨, 및 광고 정보와 같은 정보들을

전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동 단말 장치가 인터넷과 통신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당해 라디오 방송국과의 일방향

통신에 제한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는 라디오 방송국에 의해 보내진 정보를 볼 수 있고, 당해 정보를 통하여 검색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쌍방향 통신으로 라디오 방송국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다른 정보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미디어 방송국과 관련된 웹 사이트와 상호 작용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는 동시에 미디어 방송(예를 들어, 라

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 이동 단말 장치를 튜닝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을 제공한다. 그와 같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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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의 북마크는, 라디오 북마크의 선택으로 인해 당해 장치가 당해 북마크와 관련된 라디오 방송국에 연결되고, 그것과

실질적으로 동시에, 당해 라디오 방송국과 관련된 웹 사이트에 연결되는 것과 같은, 결합된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장치의 이용 가능성이 매우 향상된다.

하나의 구현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라디오 방송들을 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와 통신하는 이동 단말 장치를 포함

한다. 당해 장치는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스크린, 저장 매체, 키패드, 프로세서, 라디오 튜너, 안테나, 및 통신 하드웨어를

포함한다. 프로세서는 저장 매체에 저장된 명령들에 따른 단계를 수행한다. 본 발명의 하나의 국면에 있어서, 당해 장치는

아날로그 FM 라디오 미디어를 수신하고, 본 발명의 또 다른 국면에 있어서, 당해 장치는 디지털 라디오 방송들을 수신한

다.

라디오 북마크들은 저장 매체에 저장되고 사용자에 의해 프로그램될 수 있고 선택될 수 있다. 상기 북마크들은 일반적으로

파일,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유니폼 리소스 지시자(Uniform resource locator; URL) 등과 같은 다양한 리소스들을

지시하는 핸들들(handles) 또는 식별자들을 포함한다. 상기 북마크들은 당해 북마크들을 보다 더 정의하는 변수들을 포함

할 수도 있다. 라디오 북마크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북마크를 선택하면 당해 북마크와 관련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라디

오 주파수 및 네트워크 주소 양자를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결합된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사용자는 상기 관련된 라디오 방

송국 방송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당해 방송과 관련한 인터넷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라디오 북마크를 선택하면 된

다. 그러므로, 사용자로서는 라디오 방송국 및 그것의 웹 사이트 양자를 검색할 필요가 없게 된다.

본 발명의 다른 구현예들에 있어서, 게시된 방법들을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실행가능한 명령들은 컴퓨터-판독 가능한

(computer-readable) 매체에 저장된다. 게다가, 다른 구현예들은, 텔레비전, 인공 위성 및 다른 방송들과 같은 여러 방송

들을 수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들과 이점들은 다음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들을 참조함으로써 명백해질

것이다.

실시예

본 발명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도 1 및 도 2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하나의 구현예는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12) 및 방송 네트워크(14)와 통신하고 있는 데이터 단말 장치(DTE)(10)를 포함한다. 상기 방송 네트워크는

송신기(16)으로부터 송신되고 라디오 방송국(도시되지 않음)과 관련되는 라디오 전파들을 포함할 수 있거나, 텔레비전, 인

공 위성, 또는 다른 유형의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방송들을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12)는 라디오 방송국(도

시되지 않음)과도 관련된 방송국 서버(18)와 통신할 것이다. 상기 DTE(10)는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스크린(20), 메모리

(22), 키패드(24), 프로세서(26), 라디오 튜너(28), 안테나(30), 및 통신 하드웨어(32)를 포함한다. 종래 기술에서 알려진

대로, 상기 프로세서(26)는 메모리(22)에 저장된 명령들에 따른 단계들을 수행하고 상기 DTE(10)의 다른 요소들과 일반

적으로 상호 작용한다.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20)은 이미지들을 디스플레이하고 키패드부(24)는 조작자로부터의 입력

들을 수신한다.

안테나(30)는 종래 기술에서 알려진 대로, 송신기(16)에 의해 송신된, 라디오 방송 네트워크(14)에서의 라디오 전파들을

수신한다. 라디오 튜너(28)는, 안테나(30)에 연결되고 송신기(16)로부터 송신된 것과 같이, 안테나(30)에 의해 수신된 라

디오 전파들의 선택된 주파수들을 튜닝하고, 복조하고, 증폭한다. 통신 하드웨어(32)는 종래 기술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DTE(10)로부터 보내지거나 수신된, 마이크로파들과 같은 무선 통신 신호들을 수신하여 변조하거나 복조한다. 따라서, 당

해 구현예에 따른 장치(10)는 데이터 네트워크와 통신하는 동시에,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들을 수신할 수 있는 이동 단말

장치를 포함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장치는, 만일 당해 장치가 데이터 연결(connectivity) 및 방송 수신 성능 양자 모두를

가진다고 한다면, 장치의 어떤 특정한 구현예에 제한되지 않는다.

더욱이, 본 발명의 장치는 데이터 연결 또는 방송 수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어떤 특정 구현예에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DTE(10)는 TDMA(시분할 다중 접속(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코드 분할 다중 접속(Code

Division Multiple)), GSM(전 지구적 이동 통신 시스템(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또는 그와 같은 다

른 액세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2세대 무선 시스템과 같은 데이터 연결을 위한 회선 교환 접속(circuit switched

connection)을 사용한다. 다른 예들에 있어서는, DTE(10)는 GSM 네트워크 상에서 GPRS(일반 패킷 무선 서비스

(General Packet Radio Service))와 같은 패킷 기반 액세스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WLAN들(무선 랜들(Wireless local

area networks)) 또는 블루투스(Bluetooth®)와 같은 단거리 연결 시스템들을 사용한다. 방송 튜닝과 관련하여, DTE(10)

는, 예를 들어,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들, 디지털 라디오 방송들, 인공 위성 라디오 방송들,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들, 디지

털 텔레비전 방송들, 또는 그와 같은 다른 방송들을 수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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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라디오 북마크들(34)은 메모리(22)에 저장되고, 사용자에 의해 프로그램되고 선택된다. 상기 라

디오 북마크들(34)은 일반적으로 파일,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유니폼 리소스 지시자(Uniform resource locator;

URL) 등과 같은 다양한 리소스들을 지시하는 핸들들 또는 식별자들을 포함한다. 상기 북마크들은 당해 북마크들을 보다

더 정의하는 변수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라디오 북마크들(34)은 일반적으로, 어떤 북마크(34)를 선택하면 특정 라디오 방

송국에 양자 모두 관련된 라디오 주파수 및 네트워크 주소 양자를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결합된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송

신기(16)에 의해 전송된 것과 같은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라디오 전파들의 주파수들로 튜너(28)를 맞추고, 방송국 서버

(18)와 같이 라디오 방송국과 관련된 네트워크 주소에 위치한 서버와 장치(10)를 실질적으로 동시에 연결하기 위해서 사

용자는 단순히 라디오 북마크(34)를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라디오 송신기(16)가 일정한 라디오 방송국(도시되지 않음)-실례로서 호출 부호(call sign) WZZZ를 갖는 라디

오 방송국-에 대한 FM 라디오 전파들을 송신하고, 상기 방송국 서버(18)가 라디오 방송국 WZZZ에 의해 작동되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라디오 방송국 WZZZ은 당해 FM 라디오 방송국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국 서버(18) 상의 웹

사이트를 관리하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라디오 방송국이 사용자에게 있어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국이고 사용자가 라

디오 서버(18)의 네트워크 주소 및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에 대한 주파수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서 북마크 1(36)을 프로그램

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것으로서, 라디오 방송을 듣고 당해 라디오 방송에 대한 웹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사용자는 단지 북마크 1(36)

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종래 기술에 있어 알려진 대로, 사용자는 디스플레이(20)

상에 도시된 북마크 1(36)의 표시를 선택하기 위하여 키패드(24)를 사용하는 북마크 1(36)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사용자는 북마크 1(36)에 관련된 키패드(24) 상의 키를 선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여 북마크를 선

택할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여 보면, 사용자가 북마크 1(36)를 선택할 때 프로세서는 메모리(22)에 저장된 명령들을 따라 관련된 단계들

을 수행한다. 따라서, 프로세서(26)은 사용자가 북마크 1(36)을 선택하는 것을 검출한다(40). 북마크 1(36)은 메모리(22)

에 저장된 라디오 플레이어 어플리케이션(38), 및 무선 마크업 언어(wireless markup language; WML)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40) 양자 모두를 나타낸다. 또한 북마크 1(36)은 웹 사이트 주소 정보 및 라디오 방송국

WZZZ에 대한 주파수 정보를 포함하는 변수들(42)을 포함한다. 변수들은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북마크들을 보다 더 정

의하거나, 관련된 북마크들의 선택에 기반하여 DTE(10)의 동작에 영향을 주는 정보 또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변수들은 다

른 유형들의 정보 뿐만 아니라 주파수 정보 및 네트워크 주소 정보를 포함하고, 그것들의 일정한 예들은 이하에서 논의된

다.

북마크 1(36)을 선택하면, 이를 통해 라디오 플레이어 어플리케이션(38) 및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40) 양자가 시동하게

되고(invoke), 변수들(42)에 있는 정보를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38, 40)에게로 제공하게 된다. 라디오 플레이어 어플리

케이션에 따라, 프로세서(26)는 관련된 라디오 방송국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라디오 튜너(28)를 북마크 1(36)에 대한 주파

수 변수(42)로 맞춘다(52).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40)에 따라, 상기 튜너는 방송국 서버(18)의 네트워크 주소로 라디오

방송국 웹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송출한다(54). 요구사항을 송출하는 단계(54)는, 만일 이미 오픈

되지 않았다면, 통신 하드웨어(32)를 사용하여 통신 채널을 오픈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통신 네트워

크(12)와의 통신이 GSM과 같은 회선 교환 접속을 통하여 수행되는 경우, 커넥션은 서비스 시간동안 오픈되고 서비스 사용

이 종료되면 닫히게 된다. 따라서, 통신 채널은 어떠한 요구들을 송출하는 단계(54)에 앞서 오픈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만일 커넥션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면, GPRS와 같은 패킷 교환 커넥션에 대해 적용가능할 것이다.

요구사항을 송출하는 것(54)에 응답하여, 방송국 서버(18)는 장치(10)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프로세서(26)은 당해 데이터

를 수신한다. 이 시점에서, 세션(session)은 방송국 서버(18)와 함께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40)

및 서버(18)에 의해 관리된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데이터가 수신될 때 프로세서는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웹 페이지

(도시되지 않음)를 디스플레이하는데, 이는 사용자가 선택할 링크들도 포함한다.

또 다른 구현예에 따르면, 웹 페이지를 갱신하기 위해 갱신 데이터가 빈번하게 수신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 입력 없

이도, DTE(10) 상에 디스플레이된 정보는 연주되고 있는 노래의 이름과 같은 현재 방송되는 컨텐츠를 반영하기 위해서,

또는 방송국에서 방송되는 퀴즈 또는 콘테스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입력 기회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당해 라디

오 방송국과 동기화된다. 사용자가 디스플레이(20) 상에서 도시된 링크를 선택하는 것(58)을 프로세서가 검출했을 경우

에, 프로세서(26)는 상기 장치(10)로 하여금 당해 링크를 위한 방송국 서버(18)로부터 데이터를 요구할 것(60)을 지시한

다. 따라서, 단지 북마크 1(36)을 선택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자는 라디오 방송국 방송을 들을 수 있고 라디오 방송국 웹 사

이트를 브라우즈 할 수 있으며, 이로써 라디오 방송에 대한 부가 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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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구현예에 있어서, 주파수 및 IP 주소 변수 정보는 당해 장치 상에 저장되지 않고, 네트워크(12)와 통신하

는 서버와 같이 멀리 떨어져 저장될 수도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프로그램된 다른 변수들에 따라 여러 라디오 방송국

들에 대한 라디오 북마크들을 프로그램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은 많은 이점들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북마크 1

(36)이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 있어 가장 강력한 음악 라디오 방송국을 나타내기를 바랄 수도 있다. 특히, 이는 자주 여행하

는 사용자에게 편리하다. 사용자의 현재 위치는 라디오 북마크들의 사용에 유연성을 부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부가적

인 변수들의 예에 해당한다. 사용자의 위치는, 예를 들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기술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다.

또 다른 예에 있어서, 변수는, 특정 북마크에 대한 라디오 주파수 및 IP 주소가 장치 아이디(id)에 관련되는 것과 같이,

DTE(10)와 관련된 고유한 장치 아이디일 수 있다. 변수의 또 다른 예로는 고유한 사용자 아이디가 있는데, 여기에서 장치

상의 라디오 북마크들은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와 같은 고유한 사용자 아이디에 따라 적응된다. 다중 변수들은 이보다

더한 유연성을 추가할 수도 있다. 한층 더 나아간 예에 있어서, 특정 장치(10) 상의 북마크들(34)은 장치의 여러 사용자들

을 위한 여러 라디오 방송국들을 나타낸다. 그와 같은 것으로서, 사용자는 고유한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해야 할 필요가 있

을 것이고, 이는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로서, 장치에 식별 모듈을 삽입하는 것을 통해, 또는 그외 다른 수단으로서 수동

으로 입력될 수 있다. 따라서, 변수는 고유한 사용자 아이디일 수 있고, 북마크들은 개별적인 사용자의 프로그래밍에 따라

라디오 방송국들에 대한 선호들(preferences) 또는 라디오 방송국들을 나타낼 수 있다.

한층 더 나아간 예들에서, 변수들은, 북마크가 현재 시간, 위치, 또는 다른 요인들에 기반하여 여러 방송국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과 같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선호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북마크 1(36)이 러시 아워(rush

hour) 동안에 교통 정보를, 낮 시간에 락 음악을, 그리고 저녁에는 클래식 음악을 나타내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 또 다

른 예에 있어서, 사용자 프로파일은 북마크들을 만들어 내는 북마크 웹 사이트에 제공된 사용자의 통계 정보에 기반하여

정해질 수 있다. 북마크 웹 사이트는 사용자가 선택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북마크들을 DTE(10)에 전송할 수 있다. 다른 예

에서는, 북마크는 특정 방송국을 나타낼 수 있고, 사용자에 대한 위치 변수에 기반하여, 다른 방송 주파수가 당해 방송국에

대해 적용가능할 수 있다. 라디오 방송국 체인과 관련한 예에 있어서, 북마크는 체인(chain)을 나타낼 수 있고, 사용자 위

치 변수에 기반하여, 체인 내에 있는 방송국에 대한 주파수가 적절할 수 있다.

북마크(34) 및 그것들의 변수들은 키패드(24)를 사용하여 DTE(10) 상에 저장된 소프트웨어에 따라 프로그램될 수 있고,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Universal Serial Bus; USB) 커넥션 또는 네트워크 통신들을 통하는 것과 같이 또 다른 컴퓨터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하거나, 또는 이동 데이터 단말기들을 프로그램하는 그외 알려진 방법에 따라 프로그램될 수 있다. 다른

예들에 있어서, 북마크(34) 및 그것들의 변수들은 원격에서 프로그램될 수 있고 대기를 통해(over the air(OTA)) DTE

(10)로 보내질 수 있다. 그와 같은 예들에 있어서, 사용자의 친구는 방송국에 대한 추천으로서 사용자에게 북마크를 보낼

수 있다. 이는 노키아 스마트 메시징®과 같은 단문 메시지 서비스(short messaging service; SMS)를 사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또 다른 예에서, 사용자는 SMS 메시지를 사용하여 방송국으로부터, 또는 웹 기반 서비스를 통하여 북마크를 요구할 수 있

다. 더욱이, 방송국 서버는 사용자 프로파일을 기반한 일련의 전체 북마크들을 보낼 수 있다. 한층 더 나아간 예에서는, 사

용자는 웹 기반의 서비스를 사용하여 DTE(10)에 대한 그것들의 북마크들을 구성할 수 있고, OTA 통신들을 통하여 DTE

를 갱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DTE(10)가 북마크로서 인식되는 메시지를 수신할 때, 자동으로 또는 사용자의 확인 후에,

메모리에 있는 북마크를 저장할 수 있다.

보다 더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북마크들과 함께 변수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다 더 설명하기 위해서, 도 4에서 도시되고 있는

본 발명의 또 다른 구현예는 이동 데이터 단말기(DTE)(110), 방송국 아이디 서버(113), 방송국 서버(118), 및 송신기

(116)를 포함한다. DTE(110)는 통신 네트워크(112) 및 방송국 네트워크(114)와 통신하고 있다. 방송국 아이디 서버

(113) 및 방송국 서버(118)는 일반적으로 통신 네트워크(112)와 통신한다. 송신기(116)는 방송 네트워크(114)에 라디오

전파들을 방송한다. 방송국 아이디 서버(113)는 일반적으로 선택된 북마크에 기반하여 방송국을 식별하는 서버와 방송국

아이디 서버로 보내진 다른 변수들을 포함한다. 방송국 아이디 서버(113)는 일반적으로 저장 매체에 포함된 명령들을 처

리하기 위한 프로세서(117) 및 저장 매체(115)를 포함한다.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는 DTE(110)를 가족들과 공

유하고 있고, 그래서 사용자 및 그의 북마크 선호들을 식별하는 고유한 사용자 아이디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을 가정한

다. 장치(110)는 일반적으로 도 5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이는 여기에서 논의된 차이점들 및

국면들을 제외하고는 이전의 구현예에서의 DTE(10)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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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DTE(100)는 북마크 1(136) 및 북마크 2(137)를 포함하고, 이는 메모리(122)에 저장되고 디스플레이(120) 상에

그래픽으로 디스플레이된다. 북마크들(136, 137) 각각은 라디오 플레이어/웹 사이트 뷰어 어플리케이션(139) 및 사용자

아이디(141)의 변수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른 플레이어/뷰어 어플리케이션(139)은 플래쉬®(Flash®) 또는

SMIL(동기화된 멀티미디어 통합 언어(Synchronized Multimedia Integration Language)) 플러그 인(plug-in)을 구동하

는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이다. 어플리케이션(139)은 단말기 초기 소프트웨어 슈트(suit)에 포함되거나, 다운로드되거나,

또는 DTE(10)에 설치될 수 있다. 북마크 1(136)이 선택되었을 경우에, 이는 어플리케이션(139)를 시동하고 그것을 메모

리(122)에 저장된 고유한 사용자 아이디(141)에 지시한다. 선택된 북마크와 사용자 아이디(141)에 기반한 어플리케이션

(139)은 프로세서(126)에 명령하여 방송을 수신하고 선택된 북마크 및 사용자 아이디 변수에 대한 웹 사이트와 연결하기

위해 DTE를 셋업하도록 한다. 따라서, 북마크들은 동일한 장치의 여러 사용자들에 대해 고유하게 구성될 수 있다.

그와 같은 구현예에 따른 본 발명의 사용법이 도 6에서 일반적으로 도시된다. 사용자는 라디오 북마크를, 예를 들어 DTE

(110) 상에 있는 북마크 1(136)을 선택하는 것에 의해 단계 150에서 프로세스를 시작한다. 북마크 1(150)을 선택하는 것

에 대한 응답으로, 어플리케이션(139)를 시동하고, 프로세서(126)는 방송국 아이디 서버(113)로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국

서버(118)의 네트워크 서비스 주소 및 라디오 방송 주파수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보내는 단계(170)를 수행한다. 상기 요

구사항은 북마크 1(136)과 같은 특정 북마크와 관련된 것이고, 고유한 사용자 아이디(141)와 같은 관련 변수들에 기반한

다. 방송국 아이디 서버(113)는 고유한 아이디 변수(141)를 포함하는 요구 사항을 수신하고, 북마크 1(136)에 대한 적절

한 주파수 정보와 네트워크 주소 정보 및 고유한 사용자 아이디(141)를 결정하고, 통신 네트워크(112)를 통해서 DTE

(110)로 정보를 회신한다(172). DTE(110)는 그 후에 라디오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튜너(128)를 맞추고(174) 회신된 네

트워크 주소에 위치한 방송국 서버(118)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한다(176). 서버(118)는 라디오 방송국 웹 사이트와 관련된

데이터를 송신하고, DTE(110)는 네트워크(112)를 통하여 이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서버(118)

에 대한 웹 사이트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고 웹 사이트 디스플레이에 도시된 링크를 선택할 수 있다(180). 그와 같은 선택

에 대한 응답으로, 프로세서(126)는 선택된 링크와 관련된 데이터를 요구한다(182).

도 7 및 도 8과 관련하여, 본 발명의 한층 더 나아간 구현예가 도시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DTE(210), 방송국 아이디 서

버(213), 및 방송국 서버(218) 사이의 메시지 흐름과 관련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전의 구현예의 모든 측면들과 선택들을 포

함한다. 여기에 함께 도시된 숫자와 같이, 이전의 구현예들에 있어서의 구성요소들, 단계들 및 특징들이 마찬가지로 언급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DTE(210) 상의 라디오 북마크를 선택했을때(250), 프로세서는 입력을 수신하고 네트워크(212)를

통해서 방송국 아이디 서버(213)로 요구 사항을 송출한다(270).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 즉 사용자의 고유한 사용자

아이디의 변수 및 선택된 북마크에 기반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서버(218)에 있어서의 네트워크 주소 및 방송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방송국 아이디 서버(213)는 선택된 북마크 및 보내진 변수들에 대한 적절한 라디오 방송국을 선택하고, 서

버(218)의 네트워크 주소를 선택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서버(218)에 요청할 것을 리다이렉한다(290). 방송국 서버

(218)는 차례로 주파수 정보 및 그것의 웹 사이트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를 DTE(210)로 송신한다(292).

주파수 미 네트워크 주소 정보를 서버(218)로부터 수신한 후에, DTE(210)는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튜너

를 맞춘다(294). 라디오 방송국의 웹 사이트에 대한 웹 사이트 데이터는 서버(218)로부터 보내진 정보에 포함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따라서, DTE(210)가 웹 사이트 데이터를 수신함에 따라(296) 그것은 DTE 디스플레이 상에 웹 사이트 정보를

디스플레이한다. 만일 사용자가 웹 사이트 디스플레이로부터 링크를 선택한다면(298), DTE(210)는 네트워크(212)를 통

해서 링크에 따른 데이터를 요청한다(299). 링크와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요청은 네트워크(212)와 통신하는 다른 서버, 또

는 서버(218)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발명이 도시된 구현예들과 연결하여 설명되어 왔지만, 본 발명의 진정한 사상과 범위로부터 벗어남이 없는 변경들

(modifications)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이해될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라디오 방송들을 수신하고 데이터

연결을 가지는 어떠한 컴퓨팅 장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더욱이, 라디오 방송들은 FM 라디오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방송들을 포함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다음의 도면들을 참조하여 보다 바람직한 구현예에 대한 다음의 설명에서 상세하게 기술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예시적인 레이아웃(layout)을 도시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라디오 방송들을 수신하도록

적응되고 네트워크와 통신하고 있는 이동 단말 장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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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 장치의 기능적인 블럭도를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라디오 북마크 선택과 관련하여 도 1 시스템의 동작에 대한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또 다른 구현예의 레이아웃을 도시하는데, 이 시스템은 라디오 방송들을 수신하도록 적응

되고 네트워크와 통신하고 있는 이동 단말 장치를 포함한다;

도 5는 도 4 장치의 기능적인 블럭도를 도시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라디오 북마크 선택과 관련하여 도 4 시스템의 동작에 대한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또 다른 구현예의 레이아웃을 도시하는데, 이 시스템은 라디오 방송들을 수신하도록 적응

되고 네트워크와 통신하고 있는 이동 단말 장치를 포함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라디오 북마크 선택과 관련하여 도 7 시스템의 동작에 대한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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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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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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