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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 단말기의 배경화면 편집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사용자가 단말기의 사운드 및 배경화면을 직접 편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은, 컨텐츠 서버로부터 사운드, 그림, 배경화면 등의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제1과정과; 배경화면 편집
툴을 선택하고 그 툴에서 지원하는 태그를 이용하여 화면 및 사운드를 원하는 형태로 편집하여 배경화면을 제작하는
제2과정과;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상기 배경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제3과정에 의해 달성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배경화면 편집 방법의 처리과정을 나타낸 신호 흐름도.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배경화면 편집 예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의해 제작된 배경화면의 예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S1-S5 : 제1-5단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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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사용자가 단말기의 사운드 및 배경화면을 직접 편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사용
자가 컨텐츠 서버로부터 원하는 사운드, 그림 등의 컨텐츠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 HTML을 이용하여 사운드/배경화면
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배경화면 편집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단말기의 인터넷 서비스는 WAP 뿐만 아니라 WEB이 지원되어 PC 환경에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들
에게 단말기의 환경도 더욱 친숙하게 되었다. 이것은 휴대폰 사용자들이 PC에서 직접 자기 홈페이지를 제작하듯이
휴대폰에서도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용자가 HTML의 일부 기능을 이용하여 단말기
의 개인 초기화면 및 배경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휴대폰에 있어서는 휴대폰 사업자가 지원해주는 사운드나 배경화면 중에서 자신이 원하
는 것을 선택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뿐 휴대폰 사운드와 화면을 독립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즉, 사용자가 원하는 사운드와 화면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형태로 나타나도록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가 직접 컨텐츠 서버로부터 원하는 사운드, 그림, 배경화면 등의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HTML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화면 및 사운드를 편집하여 개인의 초기화면 및 메뉴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배경화면 편집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배경화면 편집 방법은, 컨텐츠 서버로부터 사운드, 그림, 배경화면 등의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제1과정과; 배경화면 편집 툴을 선택하고 그 툴에서 지원하는 태그를 이용하여 화면 및 사운
드를 원하는 형태로 편집하여 배경화면을 제작하는 제2과정과;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상기 배경화면을 디스플레이
하는 제3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의 사운드/배경화면 편집 처리과정을 첨부한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용자는 이동통신 단말기 상에서 컨텐츠 서버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 그림, 배경화면 등의 컨텐츠를 다
운로드 받아 일정 메모리 영역에 저장해 둔다.(S1,S2)
이후, 상기 단말기 상에서 배경화면 편집 툴(예: HTML)을 선택하고, 이 툴에서 지원하는 태그를 이용하여 화면 및 사
운드를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편집(조합,구성)하여 배경화면을 제작하게 되는데, 도 2는 그 편집예를 나타낸 것이다.(
S3,S4)
일반적으로, HTML은 WEB 페이지를 서술하는 언어로서 기존에 PC를 사용하던 사용자들이라면 대부분 기본적인 몇
가지의 태그들을 사용하여 간단한 화면을 별다 른 어려움 없이 편집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은 처리과정을 통해 배경화면 편집 작업이 완료되면, 웹 브라우저에 의해 배경화면이 디스플레이되는데, 도
3은 그 예를 나타낸 것이다.(S5)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사용자가 직접 컨텐츠 서버로부터 원하는 사운드, 그림, 배경화면 등의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HTML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화면 및 사운드를 편집하여 개인의 초기화면 및 메
뉴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기호에 맞는 화면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컨텐츠 서버로부터 사운드, 그림, 배경화면 등의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제1과정과; 배경화면 편집 툴에서
지원하는 태그를 이용하여 화면 및 사운드를 원하는 형태로 편집하여 배경화면을 제작하는 제2과정과;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상기 배경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제3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배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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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편집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제2과정의 배경화면 편집 툴은 HTM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배경화면 편집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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