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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자장치의 메뉴 리스트 검색 방법

요약

본원발명은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PDA 등의 전자장치의 메뉴 표시부에서의 커서 이동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

하게는 상술한 전자장치의 메뉴 표시화면에서 사용자의 커서 이동을 위한 키입력 사이의 시간 간격이 소정 시간을 경과하

는 경우에는 무빙바디(Moving Body)방식으로 커서를 이동시키고, 소정 시간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빙커서

(Moving Cursor)방식으로 커서를 이동시키는 전자장치의 메뉴 리스트 검색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원발명의 전자장치의 메뉴 리스트 검색 방법은, 제한된 크기의 화면 표시부에 리스트 형태

를 가지는 메뉴 항목을 표시하고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리스트상에서 커서의 위치를 확인하는 제1과정과, 상기 제

1과정 이후 사용자의 커서 이동을 위한 키입력의 시간간격을 체크하는 제2과정과, 상기 제2과정에서 상기 커서 이동을 위

한 키입력의 시간간격이 소정시간 이내인 경우 무빙커서(Moving Cursor)방식으로 커서를 이동시키는 제3과정과, 상기 제

2과정에서 상기 커서 이동을 위한 키입력의 시간간격이 소정시간을 경과한 경우 무빙바디(Moving Body)방식으로 커서를

이동시키는 제4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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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메뉴, 무빙커서방식, 무빙바디방식, 커서이동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종래기술의 전자장치에서의 커서 이동 방법을 나태는 도면이고,

도2는 본원발명의 커서 이동방법이 적용된 전자장치의 개략적인 블록 구성도이며,

도3은 본원발명의 전자장치의 메뉴 표시부에서의 커서이동방법의 전체 처리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고,

도4는 도3의 일 실시 예에 따르는 도3의 커서이동방법의 상세 처리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며,

도5는 도3 및 도4의 처리과정에 따르는 메뉴 검색을 위한 커서 이동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호에 대한 설명*

100 : 전자장치 110 : 제어부

120 : 키입력부 130 : 표시부

140 : 커서제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원발명은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PDA 등의 전자장치의 메뉴 표시부에서의 커서 이동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

하게는 상술한 전자장치의 메뉴 표시화면에서 사용자의 커서 이동을 위한 키입력 사이의 시간 간격이 소정 시간을 경과하

는 경우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표시부의 화면이 이동하는 무빙바디(Moving Body)방식으로 커서를 이동시키고, 커서 이

동을 위한 키입력 사이의 시간 간격이 소정 시간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빙커서(Moving Cursor)방식으로 커서를 이

동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전자장치의 메뉴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의 메뉴 리스트 검색 방법에 관한 것

이다.

최근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MP3 플레이어 등의 전자장치는 소형의 크기에 작은 액정화면이 달려있으며 이 제한

된 공간 내에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는 여러 기능들의 실행을 위해 액정화면 상에서 리스트나 메뉴 형태

의 커서(Cursor)를 이동해가며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한된 크기의 액정화면 내에서 긴 리스트내 여러 항목들 사이를 커서로 이동하는 방식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장점만을 취한 효율적인 리스트 검색 방법이 필요

하다.

종래 제한된 크기의 액정화면 내의 메뉴나 리스트에서 메뉴를 검색하기 위하여 커서를 이동시키는 방법은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커서는 액정화면의 가운데에 고정되어있고 리스트 자체가 상하로 이동하는 방식으로서 이

를 무빙바디(Moving Body) 방식이라 한다. 그러나 상술한 무빙바디 방식은 사용자가 아래 방향키를 눌렀는데 리스트 자

체는 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즉 사용자의 커서 이동을 원하는 방향과 리스트의 이동이 반대가 되어 사용자에게 혼동을 초

래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움직임의 양립성에 어긋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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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도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스트를 액정화면 크기에 맞도록 여러 페이지로 분할하고, 각 페이지 내에서만 커서가 상

하로 이동하는 방식으로서 이를 페이지 연동 커서 이동(Moving Cursor vis Pages) 방식이라 부른다. 상술한 페이지 연동

커서 이동 방식에서는 한 페이지 내의 마지막 줄에 커서가 왔을 때 그 다음 커서 이동은 다음 페이지로의 이동하게 된다.

이 방식의 문제점은 커서 이동 중에 페이지 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항목간 이동의 연속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을 가진다.

셋째, 도1c에 도시된 바와 같이 페이지 구분 없이 커서가 상하로 이동하는 방식으로서 이를 무빙커서(Moving Cursor)방

식이라 부른다. 상술한 무빙커서 방식에서는 액정화면 표시된 페이지의 마지막 항목에 커서가 왔을 때 그 다음 커서 이동

시에도 커서는 마지막 줄에 있으며 단지 그 내용만 다음 항목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상술한 무빙커서 방식은 몇 번의

커서 이동 뒤에는 커서가 항상 화면의 마지막 줄에 고정됨으로 인해 다음항목이 무엇인지를 미리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문

제점을 가지게 된다.

즉,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기술에서의 전자장치의 메뉴 항목에서의 커서 이동 방식은 각각에 따라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사용상의 불편을 주게 되므로 사용자의 메뉴 검색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원발명은 상술한 종래 기술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MP3 플레

이어 등의 전자장치의 메뉴항목에서 사용자의 커서 이동을 위한 키입력을 전자장치가 인식한 후에 사용자의 메뉴 검색 속

도에 따라 커서를 이동시킴으로써 사용자의 메뉴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전자장치의 메뉴 리스트 검색방법을 제공하는 것

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원발명의 전자장치의 메뉴 리스트 검색 방법은, 제한된 크기의 화면 표시부에 리스트 형태

를 가지는 메뉴 항목을 표시하고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리스트상에서 커서의 위치를 확인하는 제1과정과, 상기 제

1과정 이후 사용자의 커서 이동을 위한 키입력의 시간간격을 체크하는 제2과정과, 상기 제2과정에서 상기 커서 이동을 위

한 키입력의 시간간격이 소정시간 이내인 경우 무빙커서(Moving Cursor)방식으로 커서를 이동시키는 제3과정과, 상기 제

2과정에서 상기 커서 이동을 위한 키입력의 시간간격이 소정시간을 경과한 경우 무빙바디(Moving Body)방식으로 커서를

이동시키는 제4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3과정은, 상기 제1과정에서 판단된 상기 커서의 위치가 상기 메뉴 항목의 리스트에 표시된 항목 중 마지막 항목에

위치되나 상기 메뉴 항목이 전체 항목 중 마지막 항목이 아니고, 상기 키입력의 시간간격이 소정시간을 경과하지 않은 상

황에서 아래 방향 이동키가 눌리어 지는 경우 메뉴 화면내의 커서 위치가 항상 마지막에 고정되는 무빙커서 방식으로 이동

되는 과정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3과정은 또한, 상기 제1과정에서 판단된 커서의 위치가 메뉴 화면에 표시된 메뉴 항목 중 첫 번째 메뉴항목에 위치

되나 상기 메뉴 항목이 전체 메뉴 항목 중 첫 번째 항목이 아니고, 상기 키입력의 시간 간격이 소정시간을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 방향키가 눌리어 지는 경우 상기 메뉴 화면의 커서가 상기 메뉴항목에 표시되는 메뉴 중 첫 번째 항목에 고정

되는 무빙커서 방식으로 이동되는 과정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4과정은, 상기 키입력을 위한 소정 시간이 경과된 경우 상기 커서의 위치가 중앙으로 이동되도록 메뉴 화면이 이동

되는 과정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처리과정에서 상기 커서 이동을 위한 키입력의 시간간격의 기준이 되는 소정시간의 시간간격은 통상 리스트의 내

용 파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며, 0.5초 내지 1초의 범위를 가질 수 있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0.8초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원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르는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원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도2는 상술한 본원발명에 따르는 메뉴 표시부에서의 커서 이동 제어를 위한 전자장치의 개략적인 블록 구성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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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원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르는 전자장치(100)는 키입력부(110)와 전자장치의 구동을 제어하는

제어부(120)와 상기 제어부(120)에 의해 메뉴 검색을 위한 표시화면이 출력되는 표시부(130) 및 상기 제어부(120)에 메

뉴 검색을 위한 화면이 출력된 경우, 상기 키입력부(110)의 커서 이동을 위한 방향키의 눌림을 감지하여 키 입력 사이의 시

간을 체크한 후 소정 시간 이하가 경과된 경우에는 표시부(130)의 메뉴 표시화면에서의 커서 이동을 무빙커서(Moving

Cursor)방식에 의해 수행하고, 메뉴 표시화면에서의 커서 이동을 위한 사용자의 키 입력 사이의 시간이 소정 시간 이하가

경과된 경우에는 표시부(130)의 메뉴 표시화면에서의 커서 이동을 무빙바디(Moving Body)방식으로 수행하는 커서제어

부(14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술한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마이크, 스피커, 오디오처리부, RF처리부 등의 구성은 종래기

술에서 자명한 것으로서 그 도시 및 설명을 생략한다.

상술한 구성에서 상기 키입력 사이의 무빙커서 또는 무빙바디방식의 커서 이동을 결정하는 기준 시간은 인지심리학 이론

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사람이 커서를 이동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데 0.1초, 키를 누르는데 0.28초, 커서가 이동되었음

을 인지하는데 0.17초, 그리고 다시 다음 키를 누르는데 소요되는 0.28초를 합한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서, 0.5초 내지 1초

의 범위로 설정하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상술한 시간을 모두 합한 0.8초로 설정된다. 상술한 0.8초는 휴대폰에서의 롱키

진입에 걸리는 시간과 동일하며, 사용자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리스트 상에서 커서를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보다 적으므로

메뉴 표시화면의 내용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커서 이동을 위한 키입력 시간이 길어져 무빙바디 방식으로 커서가 이동되

어 사용자의 메뉴 검색을 더욱 편리하게 한다.

도3은 상술한 도2의 전자장치에서의 본원발명의 전자정치의 메뉴 리스트 검색방법에서의 커서 이동방법의 처리과정을 나

타내는 순서도이며, 도4는 상술한 도4의 처리과정의 일예를 나타내는 순서도이고, 도5는 도3 및 도4의 처리과정에 따라

메뉴 표시부에서의 커서 이동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하 도2를 참조하여 도3의 처리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원발명의 메뉴 표시부에서의 커

서 이동방법의 처리과정은 사용자의 키입력에 따라 전자장치의 제어부(110, 도1 참조)가 표시부(130)에 메뉴 리스트로 출

력되는 것으로 시작된다(S301).

S301과정에 의해 메뉴화면이 구동된 후에는 커서제어부(140)가 표시부(130)에 표시되는 메뉴리스트 상에서의 커서의 위

치를 확인한다(S302).

S302과정의 커서 확인 후에는 커서제어부(140)가 커서의 위치가 메뉴화면의 메뉴리스트에 표시된 항목 중 첫 번째 또는

마지막 항목이 선택되도록 위치되는지를 판단한다(S303).

S303과정의 판단 결과 커서가 메뉴화면의 리스트에 표시된 첫 번째 항목 또는 마지막 항목에 위치되면 다시 커서의 위치

가 전체 메뉴 항목 중 첫 번째 항목 또는 마지막 항목이 선택되었는 지를 판단한다(S304).

상술한 S304과정의 판단결과 커서의 위치가 메뉴화면에 표시되는 메뉴의 항목 중 첫 번째 항목에 위치되고 메뉴 항목의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된 상황에서 방향키가 하방향으로 눌려지는 경우에는 무빙커서 방식으로 커서를 하방향으로 이동시키

고, 방향키가 상향으로 눌려지는 경우에는 화면의 마지막 위치와 메뉴항목(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을 선택하도록 화면 및

커서를 이동시킨다. 이와 달리 커서의 위치가 메뉴화면에 표시되는 메뉴 항목 중 마지막에 위치되고, 메뉴항목 중 마지막

항목이 선택된 상황에서 상방향의 방향키가 눌려진 경우에는 무빙커서 방식으로 커서를 상방향으로 이동시키고, 하방향

방향키의 입력이 있는 경우에는 메뉴 화면의 첫 번째 위치에 메뉴 항목의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되도록 커서 및 화면을 이동

시킨다(S306).

다음으로 상술한 S303과정의 판단 결과 메뉴화면의 메뉴리스트에 표시된 항목 중 첫 번째 또는 마지막 항목이 선택되도록

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향키의 입력에 따라 커서를 메뉴 화면 내에서 이동시키는 무빙커서 방식으로 커서를 이동시킨

다(S307).

그리고, 상술한 S303과정의 판단 결과 커서의 위치가 메뉴화면에 표시된 메뉴항목 중 첫 번째 또는 마지막 메뉴 항목에 위

치되고, S304과정의 판단 결과 전체 메뉴 항목 중 첫 번째 항목 또는 마지막 항목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면내의 커

서의 위치와 항목 위치가 방향키의 방향에 따라 하나씩 이동되도록 커서를 이동시킨다(S305).

다음으로 S305 과정 이후에 커서 이동을 위한 키입력 시간 간격을 체크하여 커서 이동을 위한 키입력 사이의 시간 간격이

소정 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를 판단한다. 본원발명에서 상기 커서 이동을 위한 키입력 사이의 시간 간격을 0.5초 내지 1초

사이, 바람직하게는 0.8초로 설정하는 것으로 하였다(S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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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08과정의 판단 결과, 커서 이동을 위한 키입력 사이의 시간 간격이 소정 시간(0.8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커서에 의해

선택된 항목이 중앙에 오도록 무빙바디 방식으로 커서와 화면을 이동시킨다(S309). 상술한 S309과정에서의 무빙바디 방

식으로의 커서와 화면을 이동시킴에 있어 소정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이동되도록 함으로서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S308과정의 판단 결과, 커서의 이동을 위한 키입력 사이의 시간 간격이 소정 시간(0.8초)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에는 커서를 무빙커서 방식으로 방향키의 입력에 따라 이동시킨다(S310).

다음으로, 상술한 S306과정, S309과정 및 S310과정 이후 메뉴의 선택에 의한 메뉴 검색이 종료되었는 지를 판단하여 메

뉴 검색이 종료된 경우에는 처리과정을 종료하고, 메뉴 검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S302과정으로 이동하여 메뉴

검색을 위한 커서 이동을 위한 처리과정을 반복 수행한다(S311).

도4는 상술한 도3과 달리 본원발명에 따르는 메뉴화면의 리스트 상에서의 커서 이동을 위한 처리과정의 구체적인 실시 예

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4를 참조하여 도3의 커서 이동방법의 구체적인 실시 예를 설명하면,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떤 리스트 또는 메뉴 L

에서 i를 화면내의 커서 위치라고 하고, j를 커서가 위치한 항목의 번호라고 하며, 그리고, 한 화면에 보일 수 있는 최대 항

목수는 n개, 리스트 또는 메뉴 L은 최대 m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고, n > m 으로 가정한다(S401). 상술한 S401과정에서

n>m으로 가정한 것은 n>m이 되어야 한 화면에 모든 리스트 항목이 보이지 않으므로,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커서 이동이

의미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상술한 가정 하에서 커서 위치 Li, j 에서 커서위치 이동을 위한 키가 입력될 때 , 여러 조건에 따라 커서가 어떻게 이동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S405~S416). 각 조건마다의 커서 위치는 아래와 같다.

(1) 커서가 화면 마지막 위치에 있으나 마지막 항목번호는 아닐 때 (405): 아래 방향키를 눌러도 화면 내 커서 위치는 항상

마지막에 고정된다(406).

(2) 커서가 화면 첫 번째 위치에 있으나 첫 번째 항목번호는 아닐 때(407): 위 방향키를 눌러도 화면내 커서 위치는 항상 첫

번째 위치에 고정된다(408).

(3) 커서가 화면 마지막 위치에 있고 마지막 항목번호일 때(409):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화면 첫 번째 위치와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으로 이동된다(410).

(4) 커서가 화면 첫 번째 위치에 있고 첫 번째 항목 번호일 때 (411): 위 방향키를 누르면, 화면 마지막 위치와 리스트 마지

막 항목으로 이동된다(411).

(5) 위의 어떤 조건에도 부합 안될 때 (413): 아래/위 방향키 누르면, 화면내 위치와 항목위치가 하나씩 이동된다.

위 조건과 그에 대한 커서 이동은 일반적인 Moving Cursor 방식에 해당하는 동작방식과 틀린 점이 없다. 본 발명에서는

위 조건 중 (1), (2), (5)번에 해당할 때 각각에 대해서 이전 커서 이동과의 시간간격 (이동빈도)이 0.8초 이내인지 이후인

지를 판단한다 (S414). S414과정의 판단 결과 커서 이동을 위한 키입력의 시간간격이 0.8초 보다 크다면 다시 커서의 위

치가 j > Int(n/2)+1 & j < Int(m-Int(n/2))?의 조건을 만족하는 지를 체크해야 한다(S415). S415과정에서의 커서 위치에

대한 조건은 현재 커서를 화면의 정가운데에 오도록 Moving Body (리스트나 메뉴 자체)를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

단하기 위한 것이다. 예로, 한 화면에 5개의 항목이 보이고 현재 커서의 위치가 2번째에 있다면, 2번째에 있는 커서를 화면

의 정가운데인 3번째 위치에 오도록 리스트 자체를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0번 항목이 화면에 보이게 된다. 하지만 0번 항목

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 조건은 이런 경우를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다.

S415과정에서의 커서 위치에 대한 조건이 성립된다면, 현재의 커서가 위치한 항목이 화면의 정가운데에 오도록 리스트나

메뉴 자체를 위 또는 아래로 이동시킨다(S416). 즉, i = Int(n/2)+1가 되도록 이동시킨다 (cf. Int (2.5) = 2). 이와 같은 과

정은 사용자가 커서 이동을 위한 키를 입력할 때마다 반복된다.

도5는 상술한 도3 및 도4의 처리과정에 의한 커서 이동을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사용자가 전자장치의 도5a 도면에서와 같

이 표시부에 출력되는 메뉴 표시화면에서 아래 방향키를 연속적으로 누를 경우에는 도5b 도면에서와 같이 커서만 아래쪽

등록특허 10-0594456

- 5 -



으로 이동한다 (Moving Cursor). 그러다가 사용자가 키입력 없이 0.8초 동안 커서의 이동을 위한 키입력을 하지 않는 경

우에는 도5c와 같이 커서가 위치되는 메뉴 항목이 화면의 정 가운데에 오도록 리스트 전체를 위로 올린다(Moving Body).

그리고, 커서를 위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이동방식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술한 본원발명에 따르면 사용자가 리스트나 메뉴내에서 특정항목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거나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커서를 빠르게 이동시킬 것이다. 이럴 때는 움직임의 양립성에 적합하도록 커서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그러나 위치를 잘 몰라 일일이 항목을 읽으면서 커서를 이동시킬 때는 커서 이동간에 일정시간이 걸린다 (본 발명에서는

이 시간을 0.8초라 가정했음). 이렇게 커서 이동 없이 커서 항목을 읽거나 다른 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커서가 위치한 항목

이 화면의 정 가운데에 오도록 리스트 자체를 자동으로 이동시켜주면 현재 커서위치의 위/아래에 있는 항목들이 미리 보이

게 된다. 단, 리스트 자체를 이동할 때 화면이 갑자기 변경되면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연속적으로 리스트가

서서히 위/아래로 이동되는 효과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는 현재 커서 다음의 항목들을 미리 보면서

다시 원하는 항목을 찾아나갈 수 있어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원하는 항목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원발명에 의하면 전자장치의 메뉴 항목을 검색함에 있어 사용자는 Moving Cursor 방식의 장점인 항

목간 이동의 연속성을 가지고 커서 이동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Moving Body 방식이 혼합됨으로써 다음 항목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미리 보면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술한 본원발명은 소형 전자장치를 사용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메뉴 리스트의 검색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한된 크기의 화면 표시부에 리스트 형태를 가지는 메뉴 항목을 표시하고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리스트상에서 커서의 위치를 확인하는 제1과정과,

상기 제1과정 이후 사용자의 커서 이동을 위한 키입력의 시간간격을 체크하는 제2과정과,

상기 제2과정에서 상기 커서 이동을 위한 키입력의 시간간격이 소정시간 이내인 경우 무빙커서(Moving Cursor)방식으로

커서를 이동시키는 제3과정과,

상기 제2과정에서 상기 커서 이동을 위한 키입력의 시간간격이 소정시간을 경과한 경우 무빙바디(Moving Body)방식으로

커서를 이동시키는 제4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장치의 메뉴 리스트 검색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과정은,

상기 제1과정에서 판단된 상기 커서의 위치가 상기 메뉴 항목의 리스트에 표시된 항목 중 마지막 항목에 위치되나 상기 메

뉴 항목이 전체 항목 중 마지막 항목이 아니고, 상기 키입력의 시간간격이 소정시간을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래 방향

이동키가 눌리어 지는 경우 메뉴 화면내의 커서 위치가 항상 마지막에 고정되는 무빙커서 방식으로 이동되는 과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장치의 메뉴 리스트 검색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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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과정에서 판단된 커서의 위치가 메뉴 화면에 표시된 메뉴 항목 중 첫 번째 메뉴항목에 위치되나 상기 메뉴 항목이

전체 메뉴 항목 중 첫 번째 항목이 아니고, 상기 키입력의 시간 간격이 소정시간을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 방향키가 눌

리어 지는 경우 상기 메뉴 화면의 커서가 상기 메뉴항목에 표시되는 메뉴 중 첫 번째 항목에 고정되는 무빙커서 방식으로

이동되는 과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장치의 메뉴 리스트 검색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4과정은,

상기 키입력을 위한 소정 시간이 경과된 경우 상기 커서의 위치가 중앙으로 이동되도록 메뉴 화면이 이동되는 과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장치의 메뉴 리스트 검색 방법.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커서 이동을 위한 키입력의 시간간격의 기준이 되는 소정시간의 시간간격

은 통상 리스트의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장치의 메뉴 리스트 검색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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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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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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