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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통신단말기에서 사용자 정의에 따른 단축키 설정 방법이, 단축키 설정모드시 복수개의 메뉴항목들을 
디스플레이하는 과정과, 상기 복수개의 메뉴항목들중 특정 메뉴항목을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특정 메뉴항목 선택후, 
미리 정해진 복수의 키들중 단축키로 사용할 특정키를 선택받는 과정과, 상기 특정키에 대응하여 상기 특정 메뉴항목을 
대응시키는 과정과, 상기 특정키 입력시 상기 특정 메뉴항목에 해당하는 기능을 실행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HOT KEY, menu, user assignment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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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의 블록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사용자 정의에 따른 단축키 설정에 관한 제어절차를 도시하는 도
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한번의 키입력으로 원하는 메뉴로 바로 진입할수 있는 단축키를 설정할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하 설명에서 한번의 키입력으로 원하는 메뉴로 진입할수 있는 단축키를 핫키(HOT KEY)라 정의한다.

기존의 단말기는 소프트웨어상에서 핫키로 지정(assign)한 기능들만을 제한적으로 사용할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단
말기는 진동 및 벨간 전환기능을 단축키로 정의하고 있어, 사용자는 한번의 키입력으로 진동 및 벨간 전환을 설정할수 
있다. 다시말해, 종래의 단말기는 *키, #키, 상·하·좌·우 키(=네비게이션 키)에 고정되어 핫키가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그 키의 정의대로만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용자 개개인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다른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핫키는 너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통신단말기에서 한번의 키입력으로 원하는 메뉴로 바로 진입할수 있는 단축키를 설정할수 있
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통신단말기에서 사용자 정의에 따른 다양한 핫키(단축키)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통신단말기에서 사용자 정의에 따른 단축키 설정 방법이, 단축키 설정모드시 복수개의 메
뉴항목들을 디스플레이하는 과정과, 상기 복수개의 메뉴항목들중 특정 메뉴항목을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특정 메뉴항
목 선택후, 미리 정해진 복수의 키들중 단축키로 사용할 특정키를 선택받는 과정과, 상기 특정키에 대응하여 상기 특정 
메뉴항목을 대응시키는 과정과, 상기 특정키 입력시 상기 특정 메뉴항목에 해당하는 기능을 실행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상세한 설명
은 생략한다.

도 1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의 블록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를 참조하면, 제어부10는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전반적인 동작을 전반적으로 제어하며, 본 발명에 따라 사용자 
정의에 따른 단축키 설정에 과한 제어절차를 수행한다. 메모리20는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의 동작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
을 저장하는 롬 및 상기 프로그램 수행 중에 발생되는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기 위한 램 등을 구비한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정의에 따른 단축키 설정에 관한 프로그램 데이터 등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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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부30는 상기 아날로그 기저대역 신호를 RF신호(고주파 신호)로 변환하여 무선채널을 통해 기지국(base station)
로 송신하거나, 안테나(AT)를 통해 수신되는 RF신호를 아날로그 기저 대역 신호로 다운컨버젼(downconversion)하
여 상기 모뎀40으로 출력한다. 상기 모뎀40은 디지털 데이타를 아날로그 기저대역(baseband)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무선부30으로 출력하거나, 상기 무선부30으로 부터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상기 음성처
리부50으로 출력한다.
    

상기 음성처리부50는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의 음성처리를 위한 마이크로폰(SP) 및 리시버(MIC)에 연결되며, 상기 리
시버(MIC)로 부터 입력되는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디지털 데이타(ADPCM 데이타)로 변환하거나, 상기 모뎀40으로부
터 입력되는 신호를 음성 신호로 처리하여 상기 마이크로폰(SP)로 출력한다.

키입력부60는 다수의 숫자키를 포함하는 키메트릭스로 구성되며, 키조작에 의해 발생되는 키데이타를 상기 제어부10
에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에서 메뉴 진입용 단축키로 사용될 네이게이션키(상·하·좌·우키) 등을 구비한다. 표시부
70는 상기 제어부10의 제어하에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의 동작상태를 액정표시창(LCD)에 표시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사용자 정의에 따른 단축키 설정에 관한 제어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먼저 제어부10은 211단계에서 사용자의 키입력에 따른 핫키(Hot Key) 설정모드가 선택되었는
지 검사한다. 이때 상기 핫키 설정모드라 판단시 상기 제어부10은 213단계로 진행하고, 상기 핫키 설정모드가 아니라
고 판단시 상기 제어부10은 231단계로 진행하여 해당모드를 수행한다.

    
상기 핫키 설정모드임을 감지한 상기 제어부10은 상기 213단계에서 주메뉴(main menu) 항목들을 디스플레이한다. 
예를들어, 첨부된 도면 도 3a는 상기 주메뉴 항목들이 디스플레이된 모습을 보여준다. 모두 9개의 주메뉴 항목들이 디
스플레이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항목들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제어부10은 
215단계에서 특정 항목을 선택하는 선택키의 입력이 있는지 검사한다. 이때 상기 특정 항목의 선택을 감지할 시 상기 
제어부10은 217단계로 진행하고, 상기 선택이 감지되지 않을 시 상기 제어부10은 계속해서 상기 주 메뉴 항목들을 디
스플레이하기 위해 상기 213단계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0은 상기 217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항목에 대응되는 부메뉴(sub menu) 항목들을 디스플레이한
다. 예를들어, 첨부된 도면 도 3b는 상기 부 메뉴 항목들이 디스플레이된 모습을 보여준다. 모두 9개의 항목들이 디스
플레이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항목들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제어부10은 21
9단계에서 상기 디스플레이된 부 메뉴 항목들중 특정 항목을 선택하는 선택키의 입력이 있는지 검사한다. 이때 상기 특
정 항목의 선택을 감지할 시 상기 제어부10은 221단계로 진행하고, 상기 선택이 감지되지 않을 시 상기 제어부10은 계
속해서 상기 부 메뉴 항목들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사익 217단계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0은 상기 221단계에서 핫키로 사용할 키들의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한다. 이는 첨부된 도면 도 3c
와 같다. 여기서 상기 핫키로 사용되는 키들을 살펴보면, UP키, DOWN키, LEFT키, RIGHT키, UP_LONG키(UP키를 
소정시간동안 누르는 것을 의미함), DOWN_LONG키, LEFT_LONG키, RIGHT_LONG키 등이 있을수 있다.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키 리스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키를 핫키로 설정한다. 따라서 상기 제어부10은 225단계에서 특정 키
를 선택하는 선택키의 입력이 있는지 검사한다. 이때 상기 특정키의 선택을 감지할 시 상기 제어부10은 225단계로 진
행하고, 상기 선택이 감지되지 않을 시 상기 제어부10은 계속해서 상기 키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상기 221단
계로 되돌아간다. 여기서 사용자는 특정키의 선택을 상기 특정키에 대응되는 숫자키를 입력함으로서 선택할수도 있고, 
상기 특정키를 직접 눌러 선택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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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와 같이 핫키로 사용할 특정키의 선택이 이루어지면, 상기 제어부10은 225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특정키에 
대응하여 상기 선택된 특정 메뉴항목을 지정(assign)하고, 227단계에서 핫키 설정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한다. 여기서, 상기 선택된 특정키와 상기 선택된 메뉴항목은 EEPROM에 스트럭쳐(structure) 형태로 저장
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0은 229단계에서 종료키가 입력되는지 검사한다. 이때 상기 종료키의 입력이 소정시간 이루어지
지 않으면 상기 제어부10은 상기 213단계로 되돌아가 상기와 같은 핫키 설정절차를 재수행하고, 상기 종료키의 입력이 
감지되면 상기 제어부10은 본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여기서, 하나의 핫키에 한가지 기능만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최대 3개까지 지정할수 있
다. 만일, 하나의 핫키에 한기지 기능이 지정되어 있다면 상기 핫키를 눌렀을 때 바로 링크되어 있는 기능을 진입하고, 
하나의 핫키에 복수개의 기능이 지정되어 있다면 상기 복수개의 기능들이 메뉴 형태로 디스플레이되어 사용자가 선택
할수 있도록 한다.

    
예를들어, 상기 UP키에 도 3b의 4번 달력(Calendar)를 지정하였다고 가정하면, 아이들(idle) 상태에서 사용자가 상기 
UP키를 누르면 바로 달력기능을 수행하여 첨부된 도면 도 4a와 같은 화면을 디스플레이한다. 한편, 상기 DOWN키에 
도 3b의 1번 스케쥴러(schedular), 5번 To do List, 2번 계산기(calculator)를 지정하였다고 가정하면, 아이들 상태
에서 사용자가 상기 DOWN키를 누르면 상기 DOWN키에 지정된 기능들이 디스플레이한다. 이는 첨부된 도면 도 4b와 
같다. 즉, 상기 DOWN키에 지정된 기능들이 메뉴 형태로 디스플레이되고, 사용자는 이중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여 그 
기능을 수행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이동통신단말기에서 한번의 키 입력으로 원하는 메뉴로 바로 진입할수 있는 단축키를 사용
자가 자유로이 정의할수 있도록 한다. 즉, 사용자가 원하는 키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지정(assign)하여 사용자의 편
의성을 향상시킬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단말기에서 사용자 정의에 따른 단축키 설정 방법에 있어서,

단축키 설정모드시 복수개의 메뉴항목들을 디스플레이하는 과정과,

상기 복수개의 메뉴항목들중 특정 메뉴항목을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특정 메뉴항목 선택후, 미리 정해진 복수의 키들중 단축키로 사용할 특정키를 선택받는 과정과,

상기 특정키에 대응하여 상기 특정 메뉴항목을 대응시키는 과정과,

상기 특정키 입력시 상기 특정 메뉴항목에 해당하는 기능을 실행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축키 설정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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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미리 정해진 복수의 키들은 네비게이션(상·하·좌·우) 키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축키 설정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키에 대응하여 적어도 하나의 메뉴항목이 대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축키 설정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 실행 과정은,

상기 특정키에 대응하여 하나의 메뉴항목이 대응되어 있을 경우, 상기 특정키가 입력될시 상기 메뉴항목에 따른 기능을 
바로 실행하는 과정과,

상기 특정키에 대응하여 복수의 메뉴항목들이 대응되어 있을 경우, 상기 특정키가 입력될시 상기 복수의 메뉴항목들을 
디스플레이하는 과정과,

상기 디스플레이된 복수의 메뉴항목들중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하나가 선택될시, 상기 선택된 메뉴항목에 따른 기능을 
실행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축키 설정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키와 상기 선택된 특정 항목은 스트럭쳐 형태로 메모리에 저장되어짐을 특징으로 단축키 설정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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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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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b

도면 3c

도면 4a

도면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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