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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휴대 단말 장치

(57) 요약

휴대 단말 장치는 제 1 하우징과 제 2 하우징이 동일 방향을 향해 서로 중첩되는 경우 폐쇄 상태에 놓이며, 이들 하우징은

이들 양 하우징을 관통하는 샤프트를 갖는 연결부에 의해 그들 단부가 연결된다. 휴대 단말 장치는 제 1 하우징이 폐쇄 상

태에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중 어느 한 방향으로 회전되는 경우 개방 상태에 놓인다. 제어부는 폐쇄 상태로부터 제

1 하우징이 제 2 하우징에 대해 시계 방향으로 회전되는 경우 제 1 화면이 표시부에 표시되도록, 제 1 하우징이 제 2 하우

징에 대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되는 경우 제 2 화면이 표시부에 표시되도록 화면을 선택한다.

대표도

도 8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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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휴대 단말 장치에 있어서,

서로 중첩된 상태로 제공된 제 1 하우징 및 제 2 하우징과,

상기 제 1 및 제 2 하우징을 관통하는 방향에 제공된 샤프트를 중심으로 이들 하우징이 상대 회전하도록 이들 단부에서 상

기 제 1 및 제 2 하우징을 서로 연결하는 연결부와,

상기 제 1 하우징을 향하는 상기 제 2 하우징의 표면에 제공된 조작부와,

상기 제 2 하우징을 향하는 제 2 측면에 대향된 상기 제 1 하우징의 제 1 측면의 표면에 제공된 표시부와,

상기 표시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기 휴대 단말 장치는 상기 제 1 하우징과 상기 제 2 하우징이 중첩된 폐쇄 상태와, 상기 제 1 하우징을 상기 폐쇄 상태로

부터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상기 조작부가 바깥으로 노출되는 개방 상태중 어느 한 상태에 놓이

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1 하우징이 상기 제 2 하우징에 대해 상기 폐쇄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되는 경우 상기 표시부

에 제 1 화면을 표시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제 1 하우징이 상기 제 2 하우징에 대해 상기 폐쇄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되는 경우 상기 표시부에 제 2 화면을 표시하도록 제어하는

휴대 단말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화면과 상기 제 2 화면은 상이한 애플리케이션에 근거한 각각 상이한 화면인

휴대 단말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폐쇄 상태시에, 상기 제어부는 상기 표시부에 스탠바이 모드 화면을 표시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개방 상태시에,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1 화면 및 상기 제 2 화면중 한쪽이 주소장 화면을 표시하고, 상기 제 1 화면

및 상기 제 2 화면중 다른쪽은 메뉴 선택 화면을 표시하도록 제어하는

휴대 단말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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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폐쇄 상태시에, 상기 제어부는 상기 표시부에 주소장 화면을 표시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개방 상태시에,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1 화면 및 상기 제 2 화면중 한쪽이 발호중 화면을 표시하고, 상기 제 1 화면

및 상기 제 2 화면중 다른쪽은 메일 작성 화면을 표시하도록 제어하는

휴대 단말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폐쇄 상태시에, 상기 제어부는 상기 표시부에 주소장 화면을 표시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개방 상태시에,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1 화면 및 상기 제 2 화면중 한쪽이 발호중 화면을 표시하고, 상기 제 1 화면

및 상기 제 2 화면중 다른쪽은 메일 수신 박스 화면을 표시하도록 제어하는

휴대 단말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폐쇄 상태시에, 상기 제어부는 상기 표시부에 메일 수신 박스 화면을 표시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개방 상태시에,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1 화면 및 상기 제 2 화면중 한쪽이 발호중 화면을 표시하고, 상기 제 1 화면

및 상기 제 2 화면중 다른쪽은 메일 작성 화면을 표시하도록 제어하는

휴대 단말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폐쇄 상태시에, 상기 제어부는 상기 표시부에 착신 이력 화면을 표시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개방 상태시에,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1 화면 및 상기 제 2 화면중 한쪽이 발호중 화면을 표시하고, 상기 제 1 화면

및 상기 제 2 화면중 다른쪽은 메일 작성 화면을 표시하도록 제어하는

휴대 단말 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폐쇄 상태시에, 상기 제어부는 상기 표시부에 화상을 재생하는 화상 재생 화면을 표시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개방 상태시에,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1 화면 및 상기 제 2 화면중 한쪽이 화상 에디터 화면을 표시하고, 상기 제 1

화면 및 상기 제 2 화면중 다른쪽은 화상이 자동 첨부된 메일을 작성하는 메일 작성 화면을 표시하도록 제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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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단말 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 단말 장치는 휴대 전화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 단말 장치는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 personal digital assistant)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 장치.

청구항 11.

휴대 단말 장치에 있어서,

서로 중첩된 상태로 제공된 제 1 하우징 및 제 2 하우징과,

상기 제 1 및 제 2 하우징을 관통하는 방향에 제공된 샤프트를 중심으로 이들 하우징이 상대 회전하도록 이들 단부에서 상

기 제 1 및 제 2 하우징을 서로 연결하는 연결부와,

상기 제 1 하우징을 향하는 상기 제 2 하우징의 표면에 제공된 조작부와,

상기 제 2 하우징을 향하는 제 2 측면에 대향된 상기 제 1 하우징의 제 1 측면의 표면에 제공된 표시부와,

상기 표시부를 제어하는 제어부와,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데이타가 저장된 저장부를 포함하며,

상기 휴대 단말 장치는 상기 제 1 하우징과 상기 제 2 하우징이 중첩된 폐쇄 상태와, 상기 제 1 하우징을 상기 폐쇄 상태로

부터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상기 조작부가 바깥으로 노출되는 개방 상태중 어느 한 상태에 놓이

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1 하우징이 상기 제 2 하우징에 대해 폐쇄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 상기 저장부에서

제 1 애플리케이션 데이타를 판독하여 제 1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고, 상기 제 1 애플리케이션에 대응하는 제 1 화면을 상

기 표시부에 표시하도록 제어하며, 상기 제 1 하우징이 상기 제 2 하우징에 대해 폐쇄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 상기 저장부에서 제 2 애플리케이션 데이타를 판독하여 제 2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고, 상기 제 2 애플리케이션에 대

응하는 제 2 화면을 상기 표시부에 표시하도록 제어하는

휴대 단말 장치.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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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

스탠바이 모드 화면이 상기 표시부에 표시된 폐쇄 상태에서 개방 상태로 상기 휴대 단말 장치가 놓이는 경우, 상기 제 1 화

면과 제 2 화면중 하나는 주소장 화면으로 되고, 상기 제 1 화면과 제 2 화면중 다른 하나는 메뉴 선택 화면으로 되는

휴대 단말 장치.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주소장 화면이 상기 표시부에 표시된 폐쇄 상태에서 개방 상태로 상기 휴대 단말 장치가 놓이는 경우, 상기 제 1 화면과 제

2 화면중 하나는 발호중 화면으로 되고, 상기 제 1 화면과 제 2 화면중 다른 하나는 메일 작성 화면으로 되는

휴대 단말 장치.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주소장 화면이 상기 표시부에 표시된 폐쇄 상태에서 개방 상태로 상기 휴대 단말 장치가 놓이는 경우, 상기 제 1 화면과 제

2 화면중 하나는 발호중 화면으로 되고, 상기 제 1 화면과 제 2 화면중 다른 하나는 메일 수신 박스 화면으로 되는

휴대 단말 장치.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메일 수신 박스 화면이 상기 표시부에 표시된 폐쇄 상태에서 개방 상태로 상기 휴대 단말 장치가 놓이는 경우, 상기 제 1 화

면과 제 2 화면중 하나는 발호중 화면으로 되고, 상기 제 1 화면과 제 2 화면중 다른 하나는 메일 작성 화면으로 되는

휴대 단말 장치.

청구항 16.

제 11 항에 있어서,

착신 이력 화면이 상기 표시부에 표시된 폐쇄 상태에서 개방 상태로 상기 휴대 단말 장치가 놓이는 경우, 상기 제 1 화면과

제 2 화면중 하나는 발호중 화면으로 되고, 상기 제 1 화면과 제 2 화면중 다른 하나는 메일 작성 화면으로 되는

휴대 단말 장치.

청구항 17.

제 1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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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을 재생하는 화상 재생 화면이 상기 표시부에 표시된 폐쇄 상태에서 개방 상태로 상기 휴대 단말 장치가 놓이는 경우,

상기 제 1 화면과 제 2 화면중 하나는 화상 에디터 화면으로 되고, 상기 제 1 화면과 제 2 화면중 다른 하나는 화상이 자동

첨부된 메일을 작성하는 메일 작성 화면으로 되는

휴대 단말 장치.

청구항 18.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 단말 장치는 휴대 전화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 장치.

청구항 19.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 단말 장치는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 personal digital assistant)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 전화기나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등의 휴대 단말 장치에 관한 것으로, 자세하게는, 서로 중첩

가능하게 연결된 복수의 하우징으로 구성되는 휴대 단말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 2개의 하우징을 접을 수 있는 폴더형 휴대 단말 장치로서, 도 17에 나타내는 것 같은 폴더형 휴대 전화기(2)가 일반

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 폴더형 휴대 전화기(2)는 한쪽 하우징(4)의 내측면(10)에 출력 정보를 표시하는 LCD (액정 모니

터) 등의 표시면(12) 및 스피커(13)가 마련되어 있고, 다른쪽 하우징(6)의 내측면(14)에 조작부(16) 및 마이크(15)가 설치

되어 있다.

조작부(16)에는, 표시면(12)에 표시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하·좌우의 방향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십자 키(cursor

key)(18), 숫자나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텐 키(ten key)(20), 기타 각종의 키를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폴더형 휴대 전화기(2)는 그것이 가지는 각종 기능을 이용하고 싶을 때 이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 18에 나타낸

것 같은 메뉴 선택 화면(22)을 표시면(12)에 표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도 17에 나타낸 것 같은 폴더형 휴대 전화기(2)에 있어서는, 한쪽 하우징(4)과 다른쪽 하우징(6)이 서로 가장 접근

하여 접혀 있을 때에는, 이들이 서로 분리되도록 개방되지 않으면 표시면(12)에 표시되는 화면을 볼 수 없고, 접은 상태에

서는 표시면(12)에 정보를 출력하더라도 열람할 수가 없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등록특허 10-0682159

- 6 -



이와 같이, 표시면(12)을 열람하기 위해서 폴더형 휴대 전화기(2)의 하우징(4)과 하우징(6)을 개방하기 번거롭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방된 경우 뿐만 아니라, 접은 상태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상태로 한 경우 이더라도, 표시면(12)

이 외측으로 향하도록 한 것이 있다.

이러한 휴대 단말 장치로서는, 예컨대 일본 특허 공개 제 1999-215218 호, 일본 특허 공개 제 2002-141984 호 및 일본

특허 공개 제 2002-135380 호에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은 휴대 단말 장치가 있다. 이들 휴대 단말 장치는 연결되는 2개의

하우징을 개방한 상태에서는, 도 17에 나타내는 폴더형 휴대 전화기(2)의 자세와 같이, 한쪽 하우징에 설치되는 표시면이

외측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특허 공개 제 1999-215218 호, 일본 특허 공개 제 2002-141984 호 및 일본 특허 공개 제 2002-135380 호

에 기재된 휴대 단말 장치는 상기 폴더형 휴대 전화기(2)와는 달리, 2개의 하우징의 연결부에서, 한쪽 하우징을 180°비틀

면서 접어 중첩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면이 외측으로 향하도록 하여 2개의 하우징을 중첩시킬 수 있

다.

또한, 다른 종래의 휴대 단말 장치로서는, 일본 특허 공개 제 1995-288860 호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 종래의 휴대

단말 장치는, 표시면이 설치되어 있는 한쪽 하우징과,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쪽 하우징이 표시면과 조작부를 같은

방향으로 향해서 중첩시킨 상태로, 이들 2개의 하우징을 관통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축에 의해 양 하우징의 단부가 연결되

어 있다.

이 휴대 단말 장치는, 한쪽 하우징이 다른쪽 하우징에 대하여, 축을 중심으로 하여 180°회동하는 동작에 의해 개방될 수 있

고, 또한, 표시면이 외측을 향한 상태에서 2개의 하우징을 중첩시킨 상태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2개의 하우징을

열지 않더라도 표시면에 표시되는 화면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이와 같은 휴대 단말 장치는 2개의 하우징을 열지 않더라도 표시면에 표시되는 화면을 볼 수 있지만, 조작부에 의

한 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국 2개의 하우징중 한쪽을 180°회동하여, 폐쇄 상태로부터 개방 상태로 하지 않으면 안된

다.

그 때, 폐쇄 상태로부터 개방 상태로 하기 위한 동작은 휴대 단말 장치의 종류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모두 단순한 동작이

며, 그 동작 이외의 복잡한 동작을 할 수가 없다. 그 때문에, 개방 상태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행하는 동작이면서,이 동작

그 자체 이외에 무엇인가의 기능을 부가하는 것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이 점에서 휴대 단말 장치의 조작성을 향상시

킬 수 없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반대로, 휴대 단말 장치를 개방 상태로부터 폐쇄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이 폐쇄 동작 그 자체 이외에 무엇인가의 기

능을 부가하는 것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이 점에서도 휴대 단말 장치의 조작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있

었다.

그래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에 비추어, 개폐 동작에 그 개폐 기능 이외의 기능을 부가함으로써, 그 조작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휴대 단말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휴대 단말 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휴대 단말 장치는 ⓐ 서로 중첩된 상태로 제공된 제 1 하우징 및 제 2 하

우징과; ⓑ 상기 제 1 및 제 2 하우징을 관통하는 방향에 제공된 샤프트를 중심으로 이들 하우징이 상대 회전하도록 이들

단부에서 상기 제 1 및 제 2 하우징을 서로 연결하는 연결부와; ⓒ 상기 제 1 하우징을 향하는 상기 제 2 하우징의 표면에

제공된 조작부와; ⓓ 상기 제 2 하우징을 향하는 제 2 측면에 대향된 상기 제 1 하우징의 제 1 측면의 표면에 제공된 표시

부와; ⓔ 상기 표시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휴대 단말 장치는 상기 제 1 하우징과 상기 제 2 하우징

이 중첩된 폐쇄 상태와, 상기 제 1 하우징을 상기 폐쇄 상태로부터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상기

조작부가 바깥으로 노출되는 개방 상태중 어느 한 상태에 놓이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1 하우징이 상기 제 2 하우징에

대해 상기 폐쇄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되는 경우 상기 표시부에 제 1 화면을 표시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제 1 하우징

이 상기 제 2 하우징에 대해 상기 폐쇄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되는 경우 상기 표시부에 제 2 화면을 표시하도록 제

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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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휴대 단말 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휴대 단말 장치는 ⓐ 서로 중첩된 상태로 제공된 제 1 하우징 및 제 2 하

우징과; ⓑ 상기 제 1 및 제 2 하우징을 관통하는 방향에 제공된 샤프트를 중심으로 이들 하우징이 상대 회전하도록 이들

단부에서 상기 제 1 및 제 2 하우징을 서로 연결하는 연결부와; ⓒ 상기 제 1 하우징을 향하는 상기 제 2 하우징의 표면에

제공된 조작부와; ⓓ 상기 제 2 하우징을 향하는 제 2 측면에 대향된 상기 제 1 하우징의 제 1 측면의 표면에 제공된 표시

부와; ⓔ 상기 표시부를 제어하는 제어부와; ⓕ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데이타가 저장된 저장부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휴

대 단말 장치는 상기 제 1 하우징과 상기 제 2 하우징이 중첩된 폐쇄 상태와, 상기 제 1 하우징을 상기 폐쇄 상태로부터 시

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상기 조작부가 바깥으로 노출되는 개방 상태중 어느 한 상태에 놓이며; 상

기 제어부는, 상기 제 1 하우징이 상기 제 2 하우징에 대해 폐쇄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 상기 저장부에서

제 1 애플리케이션 데이타를 판독하여 제 1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고, 상기 제 1 애플리케이션에 대응하는 제 1 화면을 상

기 표시부에 표시하도록 제어하며, 상기 제 1 하우징이 상기 제 2 하우징에 대해 폐쇄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 상기 저장부에서 제 2 애플리케이션 데이타를 판독하여 제 2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고, 상기 제 2 애플리케이션에 대

응하는 제 2 화면을 상기 표시부에 표시하도록 제어한다.

이러한 휴대 단말 장치에 의하면, 제 1 하우징을 제 2 하우징에 대하여 시계 방향으로 회동시킨 경우에 표시부에 표시되는

제 1 화면과, 제 1 하우징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동시킨 경우에 표시부에 표시되는 제 2 화면이 서로 다른 것으로 되도록 할

수 있으므로, 개폐 동작에 여러가지 기능을 부가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 단말 장치의 조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제 1 하우징과 제 2 하우징의 개폐 동작에 의한 조작은 텐 키나 십자 키 등의 조작과 전혀 다른 방법의 조작이며, 사

용자는 텐 키나 십자 키 등과 명확히 구별하여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휴대 단말 장치의 조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에 따른 휴대 단말 장치의 실시예에 대하여, 도면을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1 내지 도 1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 전화기(30)(휴대 단말 장치에 상당함)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참조

하는 도면이다. 이들의 도면에 도시된 휴대 전화기(30)는 상기 종래의 폴더형 휴대 전화기(2)와 동일한 부분에는 같은 참

조부호를 붙여 설명하여, 종래와 동일한 구성에 대하여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한다.

이 휴대 전화기(30)는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하우징(32)과 제 2 하우징(34)으로 구성되고, 제 1 하우징

(32)과 제 2 하우징(34)을 관통하는 방향으로 축선을 갖는 연결부(36)에 의해 서로의 단부가 연결되어 있다.

휴대 전화기(30)는 제 1 하우징(32)과 제 2 하우징(34)을 중첩시킨 상태에서도 표시면(12)을 외측에서 볼 수 있도록, 제 1

하우징(32)의 제 2 하우징(34)과 반대측의 면에 표시부(11)가 설치되어 있다.

제 2 하우징(34)에는, 종래의 폴더형 휴대 전화기(2)의 조작부(16)에 상당하는 주조작부(17)가 마련되고, 또한 제 1 하우

징(32)과 제 2 하우징(34)을 폐쇄 상태에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제 1 하우징(32) 및 제 2 하우징(34)의 각각의 측면(38,

40)에는, 보조적 조작부로서의 사이드 키(side key)(42)와 3방향 레버(44)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제 1 하우징(32)의 표시부(11)가 배치된 면에는, 연결부(36)와 반대측의 단부에 스피커(13)가 설치되고, 제 2 하우

징(34)의 주조작부(17)가 배치된 면에는, 연결부(36)와 반대측의 단부에 마이크(15)가 설치되어 있다.

휴대 전화기(30)는 제 1 하우징(32)과 제 2 하우징(34)이 중첩된 상태로부터 연결부(36)를 중심으로 하여 제 1 하우징(32)

을 시계 회전 방향[도 1의 화살표(a) 방향]으로 180°회동시킴으로써,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 2 하우징(34)에 설치

된 주조작부(17)가 외측에 보이는 것 같은 휴대 전화기(30)를 개방 상태로 할 수 있다.

또한,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 1 하우징(32)을 반시계 회전 방향[화살표(b) 방향]으로 180°회동시킴으로써도, 도 3

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 2 하우징(34)에 마련된 주조작부(17)가 외측에 보이는 것 같은 개방 상태로 할 수 있다.

시계 회전 방향 또는 반시계 회전 방향중 어느쪽 방향이더라도, 표시면(12)은 주조작부(17)와 대략 동일한 방향을 향한 상

태로 회동하기 때문에, 개방 상태에서도 물론 표시면(12)은 외측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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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서는,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상태를 「중첩 상태」 또는 「폐쇄 상태」라고 하고, 도 3 및 도 4

에 도시된 바와 같은 상태를 「개방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폐쇄 상태」로부터 「개방 상태」로 하는 것을 「개방 동

작」이라고 하고, 「개방 상태」로부터 「폐쇄 상태」로 하는 것을「폐쇄 동작」이라고 한다.

다음에, 주조작부(17), 사이드 키(42) 및 3방향 레버(44)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휴대 전화기(30)는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 1 하우징(32)과 제 2 하우징(34)이 개방 상태에 있어서, 제 2 하우징(34)의 주조작부(17)의 십자 키(18) 및 텐 키

(20)를 조작할 수 있다. 이 때,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방 상태에서는 사이드 키(42) 및 3방향 레버(44)를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조작은 무효로 되도록 제어된다.

또한, 휴대 전화기(30)는 도 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그 배면에 카메라(46), 거울(48), 및 녹화용 마이크(50)를 구비하고

있고, 이들 중 카메라(46) 및 녹화용 마이크(50)는 폐쇄 상태 또는 개방 상태중 어느 때에도 동작하게 되어 있다.

또한, 폐쇄 상태에서 사용하는 3방향 레버(44)는 도 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상방향[화살표(c) 방향] 및 하방향[화살표(d)

방향]으로 경사질 수 있고, 또한 센터 방향[화살표(e) 방향]으로 압입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폐쇄 상태에서의 대기 상태에 있어서, 표시면(12)에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은 메뉴 선택 화면(22)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3방향 레버(44)를 도 5에서 화살표(c) 방향 또는 화살표(d) 방향으로 회동시킴으로써 항목을 선택하고, 이어

서 센터 방향[화살표(e) 방향]으로 압입됨으로써 선택한 항목을 결정하여, 그 항목을 기동시키게 되어 있다.

또한, 도 1 내지 도 4에 나타낸 사이드 키(42)는 제 1 하우징(32)내로 압입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3방향 레버(44)에

의해 센터 방향으로 조작된 항목의 결정은 사이드 키(42)의 조작에 의해 취소하여, 이전의 표시 화면으로 되돌릴 수 있게

되어 있다.

도 6은 휴대 전화기(30)의 회로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회전 검출부(64)는 도 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 1 하우징(32)의

상태에 의해, 폐쇄 상태와 개방 상태, 폐쇄 상태로부터 시계 회전 방향으로 90°회동한 상태(도 7에서 B1 상태), 및 폐쇄 상

태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90°회동한 상태(도 7에서 B2 상태)를 검출하여, CPU부(62)(제어 수단)에 그 취지의 신호를 출

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회전 검출부(64)로서는, 볼륨 저항이나 기계적 스위치, 또는 센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CPU부(62)는 회전 검출부(64)부터의 신호를 수신하여, 휴대 전화기(30)가 폐쇄 상태에 있는지, 또는 개방 상태에 있는지

에 대하여, 또는 제 1 하우징(32)의 회전 방향에 대하여 판단을 한다.

예를 들면, 휴대 전화기(30)가 폐쇄 상태에 있을 때에, 사용자가 시계 방향으로 개방 동작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동작에 의

해, 회전 검출부(64)가 제 1 하우징(32)의 상태를 폐쇄 상태, B1 상태, 개방 상태의 순서대로 검출하여, 그 취지의 신호를

CPU부(62)에 출력하기 때문에, CPU부(62)는 이 신호에 근거하여, 폐쇄 상태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회동하여 개방 상태로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개방 동작을 실시하여, 회전 검출부(64)가 제 1 하우징(32)의 상태를 폐쇄 상태, B2 상태,

개방 상태의 순서대로 검출한 경우에는, 그 취지의 신호가 입력된 CPU부(62)는 폐쇄 상태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회동하

여 개방 상태로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휴대 전화기(30)가 개방 상태에 있을 때에, 사용자가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폐쇄 동작을 실시하여,

회전 검출부(64)가 제 1 하우징(32)의 상태를 개방 상태, B2 상태, 폐쇄 상태의 순서대로, 또는 개방 상태, B1 상태, 폐쇄

상태의 순서대로 검출한 경우에는, CPU부(62)는 개방 상태로부터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동하여 폐쇄 상태로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CPU부(62)는 이러한 제 1 하우징(32)의 상태나 회전 방향의 판단 외에, 표시부(11), 주조작부(17), 보조 조작부로서

의 사이드 키(42) 및 3방향 레버(44), ROM부(66), RAM부(68), 및 안테나부(72)에 접속된 무선부(70) 등을 제어하여, 각

종 기능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ROM부(66)에는 제 1 하우징(32)의 상태나 회전 방향에 대한 CPU부(62)의 판단에 근거하여 기동되는 애플리케이

션(application)[소프트웨어(software)], 및 그 밖의 애플리케이션이 보존되어 있고, RAM부(68)에는 제 1 하우징(32)이

폐쇄 상태에 있는지 개방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보존되게 되어 있다. 또한, 무선부(70)와 안테나부(72)는 무선 기지

국과 무선으로 송수신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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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휴대 전화기(30)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8 내지 도 16은 휴대 전화기(30)의 동작에 의해, 표시면(12)에 표

시되는 각종 화면(80 내지 132)을 이용하여 각종의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는 도면이다.

우선, 도 8에 근거하여, 폐쇄 상태에 있어서 스탠바이 모드 화면(80)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개방 동

작을 실시하여 주소장 화면(82)을 표시한 경우, 및 반시계 방향으로 개방 동작을 실시하여 메뉴 선택 화면(84)을 표시한 경

우인, 휴대 전화기(30)의 제 1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폐쇄 상태시에 휴대 전화기(30)가 조작되지 않은 채로, 일정 시간 이상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표시면(12)에는 스탠바이 모

드 화면(80)이 표시된다. 그리고, 스탠바이 모드 화면(80)의 하단 부분(80a)에는, 시계 방향으로 개방 동작하면 표시면

(12)에 주소장 화면(82)이 표시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개방 동작하면 메뉴 선택 화면(84)이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취지를 나타내는 가이드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다.

이 상태로부터, 사용자가 시계 방향으로 개방 동작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것을 회전 검출부(64)가 검출하여, 그 신호를

CPU부(62)에 출력한다(도 6 참조). CPU부(62)는 이 신호에 근거하여 폐쇄 상태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회동되어 개방 상

태로 된 것을 판단하는 동시에, 이와 같이 폐쇄 상태에 있어서 스탠바이 모드 화면(80)이 표시되어 있을 때에 시계 방향으

로 회동되어 개방 상태로 된 경우에, 기동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ROM부(66)로부터 판독한다.

ROM부(66)에는, 시계 방향으로 회동되어 개방 상태로 된 경우에 주소장의 애플리케이션이 기동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

기 때문에, 이 설정에 근거하여 CPU부(62)는 주소장의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하여, 도 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표시면(12)

에 주소장 화면(82)을 표시한다.

또한, 폐쇄 상태시에, 표시면(12)에 스탠바이 모드 화면(80)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사용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개방

동작을 실시하여 휴대 전화기(30)가 개방 상태로 된 경우에는, 이것을 회전 검출부(64)가 검출하여, 그 신호를 CPU부(62)

에 출력한다(도 6 참조). CPU부(62)는 이 신호에 근거하여 폐쇄 상태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회동되어 개방 상태로 된 것

을 판단하는 동시에, 이와 같이 폐쇄 상태에 있어서 스탠바이 모드 화면(80)이 표시되어 있을 때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동

되어 개방 상태로 된 경우에, 기동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ROM부(66)로부터 판독한다.

ROM부(66)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동되어 개방 상태로 된 경우에,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은 메뉴 선택 화면(84)이 표시

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정에 근거하여 CPU부(62)는 표시면(12)에 메뉴 선택 화면(84)을 표시한다.

또한, 도 9는 도 8에 나타낸 제 1 실시예와는 별도의 제 2 실시예를 도시한다. 제 2 실시예는 하기의 점에서 제 1 실시예와

는 상이하다. 폐쇄 상태에 있어서 스탠바이 모드 화면(86)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개방 동작을 실시

하여 휴대 전화기(30)가 개방 상태로 된 경우에는, 메일의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켜 E 메일 메뉴 화면(90)이 표시되도록

되어 있더라도 좋다.

또한, 이와 같이 기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도 8에 도시된 애플리케이션과 상이한 경우에는, 스탠바이 모드 화면(86)의 하

단 부분(86a)의 가이드 표시를 도 8에 있어서의 스탠바이 모드 화면(80)의 하단 부분(80a)의 가이드 표시와 다른 것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음에, 도 10에 근거하여, 폐쇄 상태에 있어서 표시면(12)에 표시되는 주소장 화면(92)중에서 특정한 인명(人名)을 선택

한 후, 시계 방향으로 개방 동작을 실시하여 자동 발호(automatic call-making)시키려고한 경우, 및 반시계 방향으로 개방

동작을 실시하여 메일 작성 화면(96)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인, 휴대 전화기(30)의 제 3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폐쇄 상태에 있어서, 사용자는 사이드 키(42) 및 3방향 레버(44)를 조작하여, 표시면(12)에 주소장 화면(92)이 표시되도록

조작한다. 이 때, 주소장 화면(92)의 하단 부분(92a)에는, 특정한 인명을 선택한 후에, 시계 방향으로 개방 동작을 실시한

경우에는 통화를 위한 자동 발호가 되고, 또한 반시계 방향으로 개방 동작을 실시한 경우에는 메일 작성 화면(96)이 표시

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취지를 나타내는 가이드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다.

이 상태로부터, 사용자가 「힌들 다베」라는 인명을 선택하여 시계 방향으로 개방 동작을 실시하여 개방 상태로 된 경우에

는, 이것을 회전 검출부(64)가 검출하여, 그 신호를 CPU부(62)에 출력한다(도 6 참조). CPU부(62)는 이 신호에 근거하여

폐쇄 상태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회동되어 개방 상태로 된 것을 판단하는 동시에, 이와 같이 폐쇄 상태에 있어서 주소장 화

면(92)이 표시되어 있을 때에 시계 방향으로 회동되어 개방 상태로 된 경우에, 기동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ROM부(66)로부터 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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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부(66)에는, 이러한 경우에, 주소장 화면(92)에 있어서 선택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발호하고, 자동 발호의 애플리케

이션이 기동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정에 근거하여 CPU부(62)는 보존되어 있는 「힌들 다베」라는 사람의 전

화번호를 판독하여, 무선부(70)에 다이얼러(dialer)에 의해 자동 발호의 동작을 실시한다. 그에 따라, 표시면(12)에는 발호

중 화면(94)을 표시한다.

또한, 폐쇄 상태시에 사용자가 주소장 화면(92)의「힌들 다베」를 선택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개방 동작을 실시한 경우에

는, 회전 검출부(64) 및 CPU부(62)가 시계 방향으로 개방 동작을 실시하여 휴대 전화기(30)를 개방 상태로 했을 때와 동

일한 동작을 함으로써, 메일의 애플리케이션이 기동하여, 표시면(12)에는 메일 작성 화면(96)이 표시된다. 그에 따라, 그

보낼 곳이 자동적으로 주소장 화면(92)에서 선택된 「힌들 다베」가 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 10에 도시된 실시예와는 별도의 제 4 실시예로서, 도 1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폐쇄 상태에 있어서 주소장 화면

(92)으로부터 특정한 인명을 선택한 후, 반시계 방향으로 개방 동작을 실시한 경우에는, 메일의 애플리케이션의 메일 수신

박스 화면(102)이 표시되어, 그 중에서 주소장 화면(92)에서 선택한 사람으로부터의 수신 메일의 색인(heading) 등이 검

색 표시되도록 되어 있더라도 좋다.

도 8 내지 도 11에 나타낸 실시예는, 폐쇄 상태시에 제 1 하우징(32)이 제 2 하우징(34)에 대하여 시계 회전 방향 또는 반

시계 회전 방향으로 회동하여 개방 동작함으로써, 폐쇄 상태에 있어서 동작시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화면으로부터,

각각이 다른 애플리케이션이나 화면을 기동시키는 구체적인 예를 나타낸 것이다. 휴대 전화기(30)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예에 나타낸 애플리케이션이나 화면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가지 것에 대하여 기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도 12에 나타내는 제 5 실시예는, 표시면(12)에, 폐쇄 상태에 있어서 메일 수신 박스 화면(104)을 표시한 상태

로부터, 시계 회전 방향으로 개방 동작을 실시하여 개방 상태로 한 경우에는 자동 발호의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켜, 수신

메일의 발신자에게 자동 발호하는 동시에, 발호중 화면(106)을 표시하도록 하고, 반시계 회전 방향으로 개방 동작을 실시

하여 휴대 전화기(30)를 개방 상태로 한 경우에는 메일의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켜, 수신 메일의 발신자측에 메일을 발송

하기 위한 메일 작성 화면(108)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도 12에 나타낸 실시예와는 별도의 제 6 실시예로서, 도 1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폐쇄 상태에 있어서 메일 수신 박

스 화면(110)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개방 동작을 실시하여 휴대 전화기(30)를 개방 상태로 한 경

우에는, 미디어 플레이어의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켜, 수신 메일에 첨부되어 있던 음악을 재생시키는 동시에 미디어 플레

이어 화면(114)이 표시되도록 되어 있더라도 좋다. 또한, 폐쇄 상태에 있어서 표시면(12)이 메일 수신 박스 화면(110)을

표시하는 상태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개방 동작함으로써 휴대 전화기(30)가 개방 상태로 놓이는 경우, 자동 발호를 위한 애

플리케이션이 개시되어 수신 메일의 발송자측으로 자동으로 발호하여, 발호중 화면(106)이 표시된다.

도 14에 나타내는 제 7 실시예는, 표시면(12)에, 폐쇄 상태에 있어서 착신 이력 화면(116)을 표시하는 상태로부터, 시계 회

전 방향으로 개방 동작을 실시하여 개방 상태로 한 경우에는 자동 발호의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켜, 착신 이력에 기록되어

있는 발신자에게 자동 발호하는 동시에, 발호중 화면(106)을 표시하도록 하고, 반시계 회전 방향으로 개방 동작을 실시하

여 개방 상태로 한 경우에는 메일의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켜, 수신 메일의 발신자측에 대한 메일 작성 화면(108)을 표시

하도록 한 것이다.

도 15에 나타내는 제 8 실시예는, 표시면(12)에, 폐쇄 상태에 있어서 화상 재생 화면(122)을 표시하는 상태로부터, 시계 회

전 방향으로 개방 동작을 실시하여 개방 상태로 한 경우에는, 코멘트(comment) 등을 첨가하는 것 같은 편집 작업을 할 수

있는 화상 에디터 화면(124)을 표시하도록 하고, 반시계 회전 방향으로 개방 동작을 실시하여 개방 상태로 한 경우에는, 메

일의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켜, 화상이 자동 첨부된 메일에 관한 메일 작성 화면(126)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도 12 내지 도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폐쇄 상태로부터 제 1 하우징(32)이 시계 회전 방향 또는 반시계 회전 방향으로 개

방 동작을 실시하여 개방 상태로 되는 것에 의해, 여러가지 애플리케이션이나 화면을 기동시킬 수 있음을 사용자에 인식시

키기 위해서, 도 12 내지 도 15에 있어서 메일 수신 박스 화면(104), 메일 수신 박스 화면(110), 착신 이력 화면(116), 화상

재생 화면(122)의 하단 부분(104a, 110a, 116a, 122a)에는 개방 동작에 의해 기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화면에 대응하

는 가이드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 8 내지 도 15에 있어서는, 폐쇄 상태로부터 개방 동작을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예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휴대 전

화기(30)는 개방 상태로부터 폐쇄 동작을 실시한 경우에도, ROM부(66)에 설정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적으로 기

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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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도 16에 나타내는 제 9 실시예와 같이, 개방 상태에 있어서 메일 작성 화면(128)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폐쇄 동작을 실시하여 휴대 전화기(30)를 폐쇄한 상태에서, 카메라 기능이 수행되어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화상이 카메라 촬영 화면(130)에 표시될 수 있다. 또한 반시계 방향으로 폐쇄 동작을 실시하여 폐쇄 상태로 하여 GPS(위

치 취득) 화면(132)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메일 작성 화면(128)의 하단 부분(128a)에는, 시계 방향으로 폐쇄 동작을 하면 카메라 기능이 기동하고, 또

한 반시계 방향으로 폐쇄 동작을 하면 GPS 기능이 기동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가이드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도 8 내지 도 16에 표시되는 각종 화면(80 내지 132)은 휴대 전화기(30)가 폐쇄 상태로부터 개방 상태로 될 때 또는

개방 상태로부터 폐쇄 상태로 될 때에, 표시면(12)의 화면의 방향이 상하 반대로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때에는 180°반전

하여 표시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각 실시예에 있어서 설명된 참조부호(80 내지 132)의 각종의 스탠바이 모드 화면, 주소장 화면, 메뉴 선택 화면, E

메일 메뉴 화면, 발호중 화면, 메일 작성 화면, 메일 수신 박스 화면, 미디어 플레이어 화면, 착신 이력 화면, 화상 재생 화

면, 화상 에디터 화면, 카메라 촬영 화면 및 GPS 화면이 동등한 화면이면, 이러한 명칭에 제한되지 않고, 또한, 화면의 디자

인도 도시한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는 2개의 하우징에 의해 구성되는 휴대 단말 장치에 대하여 나타냈지만, 본 발명은 휴대 단말

장치가 3개 이상의 하우징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경우이더라도, 동일한 기술적 사상에 근거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는 휴대 전화기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PDA 등의 다른 종류의 휴대 단말 장치에도 마

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휴대 단말 장치에 의하면, 제 1 하우징을 제 2 하우징에 대하여 시계 방향으로 회동

시킨 경우에 표시부에 표시되는 제 1 화면과, 제 1 하우징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동시킨 경우에 표시부에 표시되는 제 2 화

면이 서로 다른 것으로 되도록 할 수 있으므로, 개폐 동작에 여러가지 기능을 부가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 단말 장치의 조

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제 1 하우징과 제 2 하우징의 개폐 동작만으로 애플리케이션이나 화면의 선택 및 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휴

대 단말 장치의 조작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소망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화면을 기동하기 위한 조작을 간략화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또한, 제 1 하우징과 제 2 하우징의 개폐 동작에 의한 조작은 텐 키나 십자 키 등의 조작과 전혀 다른 방법의 조작이며, 사

용자는 텐 키나 십자 키 등과 명확히 구별하여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휴대 단말 장치의 조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 전화기(30)의 폐쇄 상태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 2는 도 1에 있어서의 휴대 전화기(30)의 좌측면도,

도 3은 도 1에 있어서의 휴대 전화기(30)의 개방 상태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 4는 도 3에 있어서의 휴대 전화기(30)의 배면도,

도 5는 도 1에 있어서의 휴대 전화기(30)의 3방향 레버(lever)(44)를 나타내는 부분 확대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 전화기(30)의 회로를 나타내는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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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휴대 전화기(30)의 제 2 하우징(34)에 대한 제 1 하우징(32)의 회동 상태와 그 각각의 위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제 1 실시예에 있어서, 폐쇄 상태시에 표시면(12)에 표시되는 스탠바이 모드 화면(standby mode screen)(80), 개

방 상태시에 표시되는 주소장 화면(address book screen)(82) 및 메뉴 선택 화면(84)을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제 2 실시예에 있어서, 폐쇄 상태시에 표시면(12)에 표시되는 스탠바이 모드 화면(86), 개방 상태시에 표시되는 주

소장 화면(82) 및 E 메일 메뉴 화면(90)을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제 3 실시예에 있어서의, 폐쇄 상태시에 표시면(12)에 표시되는 주소장 화면(92), 개방 상태시에 표시되는 발호중

화면(screen during call-making)(94) 및 메일 작성 화면(96)을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제 4 실시예에 있어서, 폐쇄 상태시에 표시면(12)에 표시되는 주소장 화면(92), 개방 상태시에 표시되는 발호중

화면(94) 및 메일 수신 박스 화면(102)을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제 5 실시예에 있어서, 폐쇄 상태시에 표시면(12)에 표시되는 메일 수신 박스 화면(104), 개방 상태시에 표시되는

발호중 화면(106) 및 메일 작성 화면(108)을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제 6 실시예에 있어서, 폐쇄 상태시에 표시면(12)에 표시되는 메일 수신 박스 화면(110), 개방 상태시에 표시되는

발호중 화면(106) 및 미디어 플레이어 화면(114)을 도시하는 도면,

도 14는 제 7 실시예에 있어서, 폐쇄 상태시에 표시면(12)에 표시되는 착신 이력 화면(116), 개방 상태시에 표시되는 발호

중 화면(106) 및 메일 작성 화면(108)을 도시하는 도면,

도 15는 제 8 실시예에 있어서, 폐쇄 상태시에 표시면(12)에 표시되는 화상 재생 화면(122), 개방 상태시에 표시되는 화상

에디터 화면(image editing screen)(124) 및 메일 작성 화면(126)을 도시하는 도면,

도 16은 제 9 실시예에 있어서, 개방 상태시에 표시면(12)에 표시되는 메일 작성 화면(128), 폐쇄 상태시에 표시되는 카메

라 촬영 화면(130) 및 GPS 화면(132)을 도시하는 도면,

도 17은 종래의 폴더형 휴대 전화기(2)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18은 표시면(12)에 표시되는 메뉴 선택 화면(22)을 도시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 : 표시면 15 : 마이크

17 : 주조작부 20 : 텐 키(ten keys)

30 : 휴대 전화기 36 : 연결부

42 : 사이드 키(side key) 44 : 3방향 레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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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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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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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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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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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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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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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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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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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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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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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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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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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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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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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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