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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메시지 전송 시, 각종 메뉴 필드를 한 화면에 출력하여 확인이 쉽도록 하

고, 멀티미디어 메시지와 관련있는 개별 기능 이용 중에도 메시지 전송 화면으로 바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각

메뉴 필드에 대한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다음 필드의 정보 입력화면으로 전환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을 위해 필요한 다수의 메뉴 필드를 한 화면으로 구성한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과정과; 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선택된 임의의 메뉴 필드 입력화면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

력받는 과정과; 상기 메뉴 필드에 대한 정보입력이 완료되면, 그 메뉴 필드를 제외한 나머지 메뉴 필드 중 하나의 메뉴필드

가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이루어지고, 또한,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을 위해 필요한 다수의 메뉴 필드를 한 화면

으로 구성한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과정과; 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화면의 메뉴 필드 중에

서 선택된 소정의 메뉴 필드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받는 과정과; 상기 메뉴 필드에 대한 정보의 입력이 완료되면, 입력하

고자 하는 메뉴필드를 선택하는 선택바는 상기 정보가 입력된 메뉴 필드를 제외한 나머지 메뉴 필드 중 하나의 메뉴 필드

에 자동으로 위치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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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메시지 전송 기능 실행을 위한 메뉴 선택 화면을 보인 예시도.

도 2는 상기 도1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주소 필드 입력을 위한 세부 화면을 보인 예시도.

도 3은 상기 도1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주소 필드를 그룹으로 입력하는 세부 화면을 보인 예시도.

도 4는 상기 도1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제목 필드 입력을 위한 세부 화면을 보인 예시도.

도 5는 상기 도1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내용(Text) 필드 입력을 위한 세부 화면을 보인 예시도.

도 6은 상기 도1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사진 첨부를 위한 세부 화면을 보인 예시도.

도 7은 상기 도1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사운드 첨부를 위한 세부 화면을 보인 예시도.

도 8은 본 발명에 의해 작성 완료된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전송 과정을 보인 예시도.

도 9는 본 발명에 의해 카메라 촬영 기능 이용 중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전송 과정으로 전환하는 화면을 보인 예시도.

도 10은 상기 도9에 있어서, 카메라 촬영된 영상이 첨부된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작성 완료하여 전송하는 과정을 보인 화면

예시도.

도 11은 상기 도10에서 옵션 메뉴(Option)에서 전송 속도(Priority)를 선택하는 화면을 보인 예시도.

도 12는 본 발명에 의해 사진 앨범 기능 이용 중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전송 과정으로 전환하는 화면을 보인 예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

미디어 메시지 전송 시, 각종 메뉴 필드를 한 화면에 출력하여 확인이 쉽도록 하고, 멀티미디어 메시지와 관련있는 개별 기

능 이용 중에도 메시지 전송 화면으로 바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각 메뉴 필드에 대한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다음 필드의 정보 입력화면으로 전환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 단

말기의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의 이동 통신 단말기에는 MP3재생, 카메라, PDA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이 접목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존의

단문 메시지 서비스에 그림이나 음악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 : Multimedia

Message Service)가 새롭게 서비스되고 있다.

즉,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는 여러 가지 그림과 멜로디, 음성을 전달하는 향상된 단문 메시지 서비스 기능으로

서, 기존의 SMS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그대로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컨텐츠

를 미디어 보관함 등에 저장해 두고,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 중 여러 번의 메뉴 이동을 통해, 컨텐츠 보기/선택/확인/첨부

과정을 거쳐서 메시지에 첨부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때, 미디어 보관함 선택 시 보관되어 있는 파일이 한꺼번에 리스팅 되므로, 그림 파일이 많을 경우 파일 검색이 번거로워

지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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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종래의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 과정은, 기존의 단문 메시지 서비스 또는 파일 관리와 같은 통상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이용하여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단문 메시지 메뉴에 별도의 파일 첨부(멀티미디어 파일 첨부) 메뉴를

옵션으로 구비한 형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메시지 작성 시 매번 메뉴를 호출해야 하는 등 키 입력이 많아져 사용자를 번

거롭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한 것으로,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메시지 전송 시, 각종 메뉴 필드를 한 화면에 출력하여 확인이 쉽도록 하고, 멀티미디어 메시지와 관련있는 개별 기능 이용

중 메시지 전송 화면으로 바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각 메뉴 필드에 대한 정보입력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다음

필드의 정보 입력화면으로 전화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을 위해 필요한 다수의 메뉴 필드를 한 화면으로 구성

한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과정과; 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선택된 임의의 메뉴 필

드 입력화면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받는 과정과; 상기 메뉴 필드에 대한 정보입력이 완료되면, 그 메뉴 필드를 제외한 나

머지 메뉴 필드 중 하나의 메뉴필드가 자동으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을 위해 필요한 다수의 메뉴 필드를 한 화면으로 구성한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과정과; 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화면의 메뉴 필드 중에서 선택된 소정의 메뉴 필드에 해당하는 정보

를 입력받는 과정과; 상기 메뉴 필드에 대한 정보의 입력이 완료되면, 입력하고자 하는 메뉴필드를 선택하는 선택바는 상

기 정보가 입력된 메뉴 필드를 제외한 나머지 메뉴 필드 중 하나의 메뉴 필드에 자동으로 위치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

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메시지 전송 시,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 방법의 제공을 요지로 한다.

즉, 최근의 이동 통신 단말기는 새로운 기능을 부가하는 대신, 기존의 기능을 좀더 향상시키거나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는데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에 필요한 각종 메뉴 필드를 한 화면에 출력함으로써, 사용자가 입력된 필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메뉴 필드에 대한 입력이 완료되면 아직 내용이 입력되지 않은 필드 중, 자동으로

다음 필드의 입력화면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상기 정보 입력이 완료된 메뉴필드에 입력된 내용이 멀티미디어 작성 화면에

다른 메뉴 필드들과 함께 표시되도록 함과 아울러, 멀티미디어 메시지와 관련있는 개별 멀티미디어 기능(사진 관련 기능,

음성 관련 기능, 전화 번호부 등) 이용 중, 바로 메시지 전송 화면으로 전환하여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의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방법의 제공

을 요지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메시지 전송 기능 실행을 위한 메뉴 선택 화면을 보인 예시도로서, (a)와 같이 각종 아이

콘으로 이루어진 메인 메뉴에서, ①번 멀티미디어 메뉴를 선택하면, (b)와 같이 카메라 촬영, 사진(앨범), 멀티미디어 메시

지 전송에 관련된 메뉴로 이동하고, 그 중 3번 멀티미디어 메시지 메뉴(Send Pix Msg)를 선택하면, (c)와 같이 멀티미디

어 메시지 작성에 필요한 각종 메뉴 필드를 한 화면에 출력되는 화면으로 전환된다.

도2는 상기 도1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주소 필드 입력을 위한 세부 화면을 보인 예시도로서, (a)와 같이 디스플레

이 된 필드 선택 화면에서, 필드 번호를 선택하거나 선택바(select bar)를 이동한 후, 확인(OK) 버튼을 눌러 해당 필드 입

력 화면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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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2의 (a)에서 주소 입력 필드(Address 1)를 선택하면, (b)와 같이 전화번호(또는, 이메일 주소)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되고, 해당 전화번호를 복수(또는,단수)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c)와 같이 다음 필드(제목, 내

용 등) 입력 화면으로 자동 전환된다. 이때, 제목 필드(Subject)는 별도로 입력할 수도 있고 입력된 내용에서 앞의 일부 내

용을 제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a) 화면에서 하단의 기능 메뉴(Contacts)를 선택하면, (d)와 같이 참조할 수 있는 기능 메뉴(전화번호부(Contact),

앨범 등)가 팝업된다. 이때, 본 실시예에서는 주소를 입력해야 하므로, 1번 전화번호 메뉴(Contact)를 선택하면 (e)와 같이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사용자 리스트가 출력되고, 그 중 임의의 사용자(Robin)를 선택하면, (f)와 같이 등록된 정보(전화번

호, 이메일) 리스트가 출력되고, 그 중 필요한 정보(예:전화번호)를 선택하면 (g)와 같이 그 선택된 정보가 주소 필드에 자

동으로 입력되고 다음 필드(제목, 내용 등) 입력 화면으로 자동 전환된다.

도3은 상기 도1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주소 필드를 그룹으로 입력하는 세부 화면을 보인 예시도로서, (a)와 같이

디스플레이 된 필드 선택 화면에서, 하단의 기능 메뉴(Contacts)를 선택하면, (b)와 같이 참조할 수 있는 기능 메뉴(전화번

호부(Contact), 앨범 등)가 팝업된다.

이때, 본 실시예에서는 주소를 입력해야 하므로, 1번 전화번호 메뉴(Contact)를 선택하여 출력되는 전화번호부 화면에서

하단의 옵션(Option) 버튼을 선택한 후, 4번 그룹 메뉴(Group)를 선택하면 (d)와 같이 그룹 등록된 리스트를 출력한다.

상기 그룹 리스트에서 임의의 한 그룹(예 : Family)를 선택할 경우, (e)와 같이 'Family' 그룹에 등록된 사용자 리스트가 출

력된다. 이때 각 사용자 리스트에는 체크 박스를 구비하여, (f)와 같이 그룹 구성원 중 원하는 사용자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g)는 선택된 모든 사용자의 주소(전화번호, 이메일)가 선택된 화면을 나타내고, (h)는 그룹에 등록된 사용자가 소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디스플레이되는 경고 화면을 나타낸다.

도4는 상기 도1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제목 필드 입력을 위한 세부 화면을 보인 예시도로서, 주소 입력이 완료되

면 (a)와 같이 제목 입력 메뉴를 직접 선택하거나 자동으로 전환된다(제목 입력은 옵션이므로 반드시 자동으로 전환할 필

요는 없다).

상기 제목 입력 메뉴를 선택하면 (b)와 같이 제목 입력 화면이 출력되고, 사용자는 버튼을 눌러 직접 제목을 입력한다. 이

와 같이 제목을 별도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메시지 내용과 다르게 입력할 수 있다.(보통은 메시지 내용의 처음 일정 부분을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목과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다.)

이때, 화면 하단에는 입력문자(T9Word, Abc, 123, 심볼, 아이콘 등)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메뉴(Abc)가 함께 표시되고,

확인(OK)버튼을 눌러 제목 입력을 완료하면 (c)와 같이 내용(Text) 입력 화면으로 자동 전환된다.

도5는 상기 도1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내용(Text) 필드 입력을 위한 세부 화면을 보인 예시도로서, 주소(또는,

제목) 입력이 완료되면 (a)와 같이 내용 입력 메뉴 선택화면으로 전환되고 확인(OK) 버튼을 누르면 (b)와 같이 내용 입력

화면이 디스플레이 되고 (c)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게 된다.

이때, 화면 하단에는 입력문자(T9Word, Abc, 123, 심볼, 아이콘 등)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메뉴(Abc)가 함께 표시되고,

또한 기 등록된 상용구(Quick-Text)를 입력하거나, 등록할 수 있는 옵션 메뉴(option)가 함께 표시된다.

만약, 옵션 메뉴(option)를 선택하면 (d)와 같이 관련된 세부 메뉴가 출력되고, 그 중 상용구 입력을 위해 1번을 선택하면

(e)와 같이 기 등록된 상용구 리스트가 출력된다. 그 중 임의의 한 상용구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f)와 같이 내용

입력 화면에 바로 상용구가 입력되고, 확인(OK)버튼을 눌러 내용 입력을 완료하면 (g)와 같이 사진 첨부 화면으로 자동 전

환된다.

도6은 상기 도1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사진 첨부를 위한 세부 화면을 보인 예시도로서, (a)와 같이 사진 첨부 메

뉴를 선택하면 (b)와 같이 사진 제목 리스트가 출력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면 (c)와 같이 사진이 디스플레이 되며, 방향

키를 이용해 전/후 사진을 디스플레이 해가며 하단의 선택(Select)키를 눌러 첨부할 사진을 선택하면 (d)와 같이 사운드

첨부 화면으로 자동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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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만약 첨부할 사진 파일이 저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즉석에서 카메라로 촬영하여 첨부할 수도 있다. 즉, (a)에서 하단

의 사진 촬영(Take Pix) 버튼을 선택하면, (e)와 같이 카메라 촬영 모드로 전환되고, 전환이 완료되어 (f)와 같이 입력되는

화면을 촬영하여 첨부하거나, (g)와 같이 그래픽(그림) 파일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첨부할 수 있다.

도7은 상기 도1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사운드 첨부를 위한 세부 화면을 보인 예시도로서, (a)와 같이 사운드 첨부

메뉴를 선택한 후 그 하단에 표시된 녹음(Record) 버튼을 선택하면, (b)와 같이 사운드를 직접 녹음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

환되고, (c)와 같이 소정시간 동안 녹음된 사운드를 (d)와 같이 음성 메모(Voice memo)로 저장함과 아울러, (e)와 같이 사

운드 필드로 첨부된다.

만약, 도7의 (a)에서 사운드(음성)을 직접 녹음하지 않거나, 기 녹음된 음성 메모 또는 디폴트로 제공하는 사운드 파일을

첨부하고자 할 경우, (a)의 사운드 첨부 메뉴에서 확인(OK) 버튼을 누르면, (f)와 같이 사운드의 종류를 선택하는 화면이

출력되고, 그 중 사운드 파일을 첨부하고자 하면 (g)와 같이 사운드 파일의 목록을 디스플레이하고, 기 녹음된 음성메모를

첨부하고자 하면 (h)와 같이 음성 메모 목록을 디스플레이 한다.

상기 (g),(h)와 같이 사운드 파일이나 음성 메모를 선택하여 사운드의 첨부가 완료되면, (i) 또는 (e)와 같이 사운드 필드로

첨부된다.

도8은 본 발명에 의해 작성 완료된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전송 과정을 보인 예시도로서, (a)와 같이 메시지의 각 필드가 입

력된 것을 확인한 후, 전송(Send) 버튼을 누르면 (b),(c),(d)의 과정을 거쳐 전송이 완료되면 대기화면으로 전환된다. 만약,

통신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재 전송할 수 있다.

도9는 본 발명에 의해 카메라 촬영 기능 이용 중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전송 과정으로 전환하는 화면을 보인 예시도로서,

(a)와 같이 각종 아이콘으로 이루어진 메인 메뉴에서, ①번 멀티미디어 메뉴를 선택하면, (b)와 같이 카메라 촬영, 사진(앨

범), 멀티미디어 메시지 전송에 관련된 메뉴로 이동하고, 그 중 1번 카메라 촬영 메뉴(Take Pix)를 선택하면, (c)와 같이

카메라 촬영 모드로 전환되고, (d)와 같이 카메라로 입력되는 화면을, (f)와 같이 확인(OK) 버튼을 눌러 (g)와 같이 저장함

과 동시에, (h)와 같이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 화면으로 전환되어 사진 파일로 첨부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진 첨부 필드를 제외한 나머지 필드를 상술한 메시지 작성 과정으로 입력한다.

즉, 도9의 (i)와 같이 주소 입력 화면의 옵션 메뉴(Contacts)를 선택하고, 그 세부 목록에서 (j)와 같이 전화번호부에서 상

대방 주소를 선택한다. 그러면, 도10의 (a)와 같이 상대방의 주소와 사진 파일 및 내용이 첨부(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만약, 메시지를 전송하기에 앞서 최종 작성된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도10의 (a)에서 화면 하단의 옵션

메뉴(Option)를 선택하면, (b)와 같이 그 세부 목록이 디스플레이 된다. 그 중 미리보기(Preview) 메뉴를 선택하면 (c)와

같이 첨부된 사진 및 내용 등이 출력되고, 그 미리보기 화면을 통해 최종 작성된 메시지가 확인되면 하단의 전송(Send) 버

튼을 눌러, (d),(e),(f)의 과정을 거쳐 전송이 완료된다.

도11은 상기 도10에서 옵션 메뉴(Option)에서 전송 속도(Priority)를 선택하는 화면을 보인 예시도로서, 도11의 (a)에서

하단의 옵션 메뉴(Option)를 선택하면, (b)와 같이 그 세부 목록이 디스플레이 된다. 그 중 전송 속도 메뉴를 선택하면 (c)

와 같이 보통(Normal) 또는 빠르게(High)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화면이 출력되고, 사용자는 원하는 속도를 선택하여

전송하면 된다.

도12는 본 발명에 의해 사진 앨범 기능 이용 중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전송 과정으로 전환하는 화면을 보인 예시도로서, (a)

와 같이 각종 아이콘으로 이루어진 메인 메뉴에서, ①번 멀티미디어 메뉴를 선택하면, (b)와 같이 카메라 촬영, 사진(앨범),

멀티미디어 메시지 전송에 관련된 메뉴로 이동하고, 그 중 2번 사진 앨범(Gallery) 메뉴를 선택하면, (c),(d)와 같이 앨범의

썸네일 리스트가 출력되고, (e)와 같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화면 하단의 옵션 메뉴(Option)를 선택하면, 사진 앨범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세부 메뉴 목록이 (f)와 같이 디스플레이 되고, 그 세부 메뉴에서 전송(Send) 버튼을 누르면 (g)와 같

이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 화면으로 전환되고, 사진 파일이 첨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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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 이동통신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 방법은,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 시 포함

시킬 정보를 미리 생각하여 메시지 작성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 및 한 화면에 표시된 메뉴 필드를 통해, 아직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항목들과 계속 입력해야될 항목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바가 위치한 항목(메뉴 필드)에 대한

정보를 즉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을 위해 필요한 다수의 메뉴 필드를 한 화면으로 구성한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화면을 디스플레

이하는 과정과;

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선택된 임의의 메뉴 필드 입력화면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받는 과정과;

상기 메뉴 필드에 대한 정보입력이 완료되면, 그 메뉴 필드를 제외한 나머지 메뉴 필드 중 하나의 메뉴필드가 자동으로 선

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으로 선택되는 메뉴 필드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전송을 위해 입력할 메뉴 필드 중, 아직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메뉴 필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

신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 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입력이 완료된 메뉴필드에 입력된 내용이 멀티미디어 작성 화면에 다른 메뉴 필드들과 함께 표

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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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을 위해 필요한 다수의 메뉴 필드를 한 화면으로 구성한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화면을 디스플레

이하는 과정과;

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화면의 메뉴 필드 중에서 선택된 소정의 메뉴 필드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받는 과정과;

상기 메뉴 필드에 대한 정보의 입력이 완료되면, 입력하고자 하는 메뉴필드를 선택하는 선택바는 상기 정보가 입력된 메뉴

필드를 제외한 나머지 메뉴 필드 중 하나의 메뉴 필드에 자동으로 위치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입력은,

선택된 메뉴 필드가 사진 필드인 경우, 이동통신 단말기에 기 저장된 사진을 선택하여 입력하거나, 이동통신 단말기의 카

메라에 의해 촬영되는 사진을 촬영과 동시에 입력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메

시지 작성 방법.

청구항 11.

제1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화면은,

메시지 전송 전 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메뉴를 추가로 구비하고, 그 미리보기 상태에서 바로 전송할 수 있도

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 방법.

청구항 12.

제1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를 입력 받는 과정은,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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