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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단말기의 환경 설정방법

(57) 요약

본 발명에 의한 이동단말기의 환경 설정방법은 이동단말기의 메인 메뉴에 프로파일 메뉴를 설치하고, 상기 프로파일 메뉴

에 상기 이동단말기가 위치할 물리적 주변 환경과 관련이 있는 복수의 프로파일 모드를 설치하며, 상기 각각의 프로파일

모드에 복수의 서브메뉴를 설치해 놓고, 사용자가 상기 각각의 프로파일 모드에 들어 있는 각각의 서브메뉴에 일정한 값을

설정한 후 상기 복수의 프로파일 모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설정하면, 그 설정된 프로파일 모드에 들어 있는 각각의 서

브메뉴에 관련된 기능이 상기 이동단말기에 동시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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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이동단말기의 메인 메뉴에 프로파일 메뉴를 설치하고, 상기 프로파일 메뉴에 상기 이동단말기가 위치할 물리적 주변 환경

과 관련이 있는 복수의 프로파일 모드를 설치하며, 상기 각각의 프로파일 모드에 복수의 서브메뉴를 설치해 놓고, 사용자

가 상기 각각의 프로파일 모드에 들어 있는 각각의 서브메뉴에 일정한 값을 설정한 후 상기 복수의 프로파일 모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설정하면, 그 설정된 프로파일 모드에 들어 있는 각각의 서브메뉴에 관련된 기능이 상기 이동단말기에 동

시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환경 설정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파일 모드의 명칭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환경 설정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파일 모드에 설정된 복수의 서브메뉴는 사운드 관련 기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환경 설정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단말기의 환경 설정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이동단말기에 프로파일 모드를 설치하여 사용자가 특정 프

로파일 모드를 설정하게 되면 그 특정 프로파일 모드에 들어 있는 서브메뉴에 관련된 기능이 동시에 이동단말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이동단말기의 환경 설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을 참조하여, 사운드 관련 기능을 예로 들어 종래 이동단말기의 환경 설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도 1의 (a)에 도시된 이동단말기의 초기 화면에서 좌측 하단의 Menu 버튼을 눌러 메인 메뉴로 들어간다. 메인 메뉴

에서 사운드 관련 메뉴인 Volume/Ringer(음량/벨소리) 메뉴를 선택하면, 도 1의 (b)와 같은 화면이 표시된다. 상기

Volume/Ringer 메뉴에는 서브메뉴로서 Ring type(벨/진동전환), Ring tone(벨소리선택), Ringer volume(벨소리크기),

Earpiece volume(이어폰음량), Message alert(수신알림방법), Key Volume(버튼음량), Key Tone(버튼음선택) 등이 들

어 있다.

사용자는 각각의 서브메뉴를 선택한 후 일정한 값을 설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Ring type 서브메뉴를 선택하면, 도 1의

(c)와 같은 화면이 표시되고, 여기서 Ring(벨), Vibrate(진동), Ring after Vibrate(진동후벨), Silent(무음)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Ring tone, Ring volume 등의 서브메뉴를 선택하여 그 서브메뉴에 일정한 값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서브메뉴들이 단지 하나의 메뉴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동단말기가 이전과 다른 주변환경에 있을 때 일일이 서

브메뉴의 값들을 재설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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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동단말기가 외부에 있을 때 서브메뉴의 값을 예를 들어, Ring type(벨/진동전환)을 Ring after Vibrate(진동후벨)로

하고, Ringer volume(벨소리크기)을 상(上)으로 하고, Earpiece volume(이어폰음량)을 상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

동단말기가 실내로 들어갔을 때, Ring type을 진동후램프, Earpiece volume를 하(下)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여기서,

Ring type이 진동후램프로 설정되면 Ringer volume의 설정은 필요없다), 사용자가 일일이 각 서브메뉴로 들어가 해당 값

을 설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동단말기가 위치하고 있는 물리적 주변환경(예를 들어, 차안, 실외, 조용한 곳 등)을 구분해 놓고 그 주변환경에

적합한 서브메뉴의 값들을 미리 설정해 놓는다면 이동단말기가 그러한 주변환경에 들어갈 때 재설정의 과정 없이 바로 해

당하는 서브메뉴의 값들을 이동단말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된 것으로서, 이동단말기의 환경 설정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특정 모

드를 선택하면 이동단말기의 환경 설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동단말기의 환경 설정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 의한 이동단말기의 환경 설정방법은 이동단말기의 메인 메뉴에 프로파일 메뉴를 설치하고, 상기 프

로파일 메뉴에 상기 이동단말기가 위치할 물리적 주변 환경과 관련이 있는 복수의 프로파일 모드를 설치하며, 상기 각각의

프로파일 모드에 복수의 서브메뉴를 설치해 놓고, 사용자가 상기 각각의 프로파일 모드에 들어 있는 각각의 서브메뉴에 일

정한 값을 설정한 후 상기 복수의 프로파일 모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설정하면, 그 설정된 프로파일 모드에 들어 있는

각각의 서브메뉴에 관련된 기능이 상기 이동단말기에 동시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이동단말기의 환경 설정방법의 예시도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이동단말기의 메뉴에 프로파일(profil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프로파일은 이동단말

기가 위치해 있는 물리적 주변환경과 대응되는 것으로, 그 물리적 주변환경에 적합한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복수의 서브메

뉴들을 포함하고 있다.

도 2의 (a)와 같이, 이동단말기의 메인 메뉴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profiles 메뉴를 설치한다. 도 2의 (a)의 메인 메뉴

에서 profiles 메뉴를 선택하면, 도 2의 (b)와 같은 화면이 표시된다. 도 2의 (b)와 같이, profiles 메뉴에는 다양한 종류의

프로파일 모드가 존재하는데,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프로파일 모드로서 예를 들어, Vibrated only, Silent, General,

Outdoor, Carkit, Headset이 제공된다.

상기 각각의 프로파일 모드의 의미를 살펴 보면, Vibrated only는 '진동만' 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나, 진동 정도의 소음이

허용될 수 있는 주변환경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Silent는 '무음'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나, 작은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주변환경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General은 '일반적'이라는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이동단말기가 처하고 있는 보통의 주변환경을 뜻하고, Outdoor는

실외 환경을 의미하고, Carkit는 차 내부를 말하며, Headset은 헤드셋을 이용하여 통화를 하는 환경을 가리킨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6개의 프로파일 모드를 예시하고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이상의 다른 프로파일

모드를 포함할 수 있고, 상기와 다른 명칭의 프로파일 모드를 가질 수도 있다.

도 2의 (b)의 화면에서, 예를 들어 Silent를 선택하면, 도 2의 (c)와 같이 팝업창이 뜬다. 그 팝파업창에는 Set, Edit,

Rename이 존재한다. 여기서, Set은 Silent에 들어 있는 서브메뉴를 현재의 값으로 설정하는 기능 버튼이고, Edit는 Silent

에 들어 있는 서브메뉴의 값을 편집하는 기능 버튼이고, Rename은 Silent라는 프로파일 모드를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는

기능 버튼이다. 사용자는 Rename 기능 버튼을 이용하여 프로파일 모드의 명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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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Edit를 선택하면, 도 2의 (d)와 같이, Silent에 속해 있는 서브메뉴들이 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Silent

모드는 Ring type, Ring tone, Ringer volume, Message alert, Key volume 등의 서브메뉴를 포함하고 있다. 다른 프로

파일 모드들도 상기 Silent 모드와 같은 서브메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프로파일 모드는 추가적으로 다른 서브메뉴를

포함할 수 있다.

도 2의 (d)의 Silent 모드의 서브메뉴에서 예를 들어, Ring tone을 선택하면, 도 2의 (e)와 같은 화면이 표시된다. 사용자는

Ring tone 서브메뉴의 리스트에서 원하는 종류의 벨소리를 선택하여 서브메뉴의 값을 설정한다. 다른 서브 메뉴에 대해서

도 동일하게 적합한 값을 설정한다.

도 2에서는 프로파일 모드 중 Silent 모드에 들어 있는 서브메뉴의 값을 설정하는 경우를 설명하였는데, 동일한 과정을 통

해 모든 프로파일 모드의 서브메뉴에 적합한 값을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Outdoor 모드에 들어가 서브메뉴의 값을 설정할 때, 실외 환경을 고려하여, Ring type은 진동후벨소리, Ring

tone은 Nightmusic, Ringer volume은 상, Message alert은 소리, Key volume은 최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프로파일 모드에 속해 있는 서브메뉴에 일정한 값을 설정한 후, 이동단말기가 어떤 주변환경에 들어갈 때,

그 주변환경에 대응하는 프로파일 모드를 선택하여 설정하는 것만으로, 그 프로파일 모드에 들어 있는 각 서브메뉴에 관련

된 기능들이 한 번에 이동단말기에 적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은 이동단말기에 프로파일 모드를 설치함으로써 사용자가 특정 프로파일 모드만 선택하면 재설정의

과정 없이 주변 환경에 적합한 서브메뉴에 관련된 기능이 동시에 이동단말기에 적용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이동단말기의 사운드 관련 환경 설정을 위한 메뉴 예시도.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이동단말기의 환경 설정방법의 예시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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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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