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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이동단말기용 음성 및 텍스트 그룹의 디스플레이관리기술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대화 및 문자입력과 출력형태가 결합된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한정된 표시창에 다수
의 실시간 대화 및 문자대화(채팅 문장) 의 표시를 관리하는 참신한 기술이다.

배경기술

  문장 및 보다작은 정도, 음성채팅 시스템들은 일반적으로 관련분야에서 잘 알려졌으며, 특히 개인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
하여 잘 알려져있다. 공개된 미국특허 출원 번호 2001/0042095 A1; 2001/0011293 A1; 2002/0023128 A1 및 미국특
허 6,212,548 및 6,286,034호는 오늘날의 시스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일반적인
특성 즉 다양한 대화(혹은 문장)들은 보통 표시창이나 스크린의 한정된 영역 밖으로 잘리게된다. 더욱이, 단일 문장이 다수
의 문장과 음성변환과 결합되어 있을때, 이러한 시스템은 보통 두개의 형태로 분리된다. 음성은 보통 스피커를 통해 나오
는데 반하여, 다수의 문자 메시지는 스크린에 표시된다. 이용자는 오래된 대화 메시지나 대화창에서 다름 메시지와 관련된
문장이 생겼을때 참조할만한 수단이 없다.

  특히 곤란한것은 이러한 인터페이스들이 성가신 형태의 글자 입력 메커니즘(통상적으로써 현재의 무선시장에서의 이동
단말기)을 갖는 작은 스크린에 실행될때 이다.

  공개된 미국특허출원 2002/0023128 A1("공개 '128")은 스크린 영역이 6개의 분할된 창으로 되어있는 시스템을 설명하
고있다. 하나의 창은 다른창이 다수의 남겨진 채팅목록과 연계된 채팅 기록을 나타내는동안 그들중 하나(촛점이 맞춰진)의
목록의 채팅 기록을 나타낸다. 채팅 목록은 스크린위에 표시된 다수의 상대를 포함하며 위로가는(예를들면,이용자의 이동
단말기에의해 수신된)것과 아래로가는(예를들면, 이용자의 이동 단말기에의해 보내진)두개의 채팅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
다. 상대들은 보통 접속 순서대로 스크린에 표시되며 보통 글자 메시지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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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128은 또한 스크린에 표시된 채팅목록 상대의 말이많은것의 예가된다. 그들의 군은 타임스탬프, 확인하는것의 줄,
보내는사람의 확인하는것이나 메시지일수 있다. 단순한 메시지가 다수의 개별적인(예를들면 채팅 그룹)것을 목표로할 경
우에, 그 군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정보를 또한 포함할수도 있다. 채팅 목록에서 그들군의 모든 결합된 정보는 매우 작은
표시창에 나타내기에는 너무 많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제한된 표시창을 사용하는 다수의 채팅문장(또는 목록)을 표시하는 기술을 제공하는데 이로울 것이
다. 이러한 기술은 음성메시지의 발생에서 적응시키게하며, 앞선 기술의 문제를 피하게 되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주로 음성과 문자군의 채팅줄을 갖는것을 표시하고 상호작용하도록하기위해, 무선 통신 환경에 적용되도록하
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본발명은 제한된 표시영역위에 단일 채팅 목록에서의 다수의 채팅줄을 나타내기 위한 기
술을 설명하고 있다. 동적이고 정적인 친구 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설명할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친근감있게 사용할수있
는 기술을 가능하게하고, 작은 화면에서 친근한 별명들이 작은 화면에 이름이 잘려져서 통신환경에서 충돌이 일어날때 더
욱더 식별하기 용이하게하는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적절한 채팅 정보는 작은 스크린에 표시될 필요가 있을때 사
용자에게 표시된다. 본 발명을 사용은, 무선장치에 적합한 방식으로 통상적인 채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단계
의 수나 키패드의 군을 얻기위해 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의 우선된 실시예에 있어서, 기술들은 채팅 서버 복합기
가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의 서버부분으로써 작동하는동안 클라이언트-서버 모델로써 이동 단말기의 작용과 함께 배분된
다.

  이를 위해서, 채팅 목록 표시 내에서의 단일 내용은 주어진 이동 단말기에의해 연결된 현재의 모든 채팅줄의 모든 채팅
목록과 연결된 다수의 메시지를 대신하는 군으로 나타내도록 사용된다. 덧붙이면, 친구 목록표시는 채팅친구의 관리를 지
원해주며(예를들면, 현재 통신중인 채팅이용자), 세부적인 화면표시는 다른 표시될 잘려진 메시지를 허용하게되며, 문자
메시지 편집기 표시는 문자 메시지의 조합를 지원하게된다. 채팅 참여자(또는 이용자)의 닉네임 또는 다른 확인된것들은
두가지 단계에서 제어된다. 첫번째 단계는, 각각의 채팅 이용자는 공식적인 닉네임이나 공식적인 짧은이름과 같은 설정된
확인 표시를 가질수 있다. 두번째 단계는, 각각의 사용자는 그/그녀의 친구들을위해 개인적인 닉네임또는 개인적인 짧은이
름과 같은 설정된 개인적인 화면표시를 가질 수 있으며, 개인 확인표시는 사용자의 이동 단말기에 표시되었을때 사용자의
친구를위해 공동의 확인표시로 대체하기위해 사용될수 있다. 여기에 설명된 기술의 이용으로, 종래의 기술과는 반대되며,
다수의 창과 동시에 표시되는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그룹 채팅을 기반으로한 음성 및 문장의 사용 및 무선 통신
환경에서의 유사한 서비스는 쉽게 가능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과 관련된 무선 이동 단말기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과 관련된 무선 통신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

  도 3은 본 발명과 관련된 무선통신 채팅 구성요소의 블록 다이어그램.

  도 4는 본 발명과 관련된 아웃바운드 문자 메시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과 관련된 인바운드 문자 메시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과 관련된 친구 목록의 업데이트 메시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과 관련된 출석관리자에 포함된 데이터를 표로 나타낸도면.

  도 8은 본 발명과 관련된 닉네임 관리자에 포함된 데이터를 표로 나타낸 도면.

  도 9는 본 발명과 관련된 일파벳순서 내에서 친구 리스트를 나타낸 개략적인 도면.

  도 10은 본 발명과 관련된 그룹순서 내에서 친구 리스트를 나타낸 개략적인 도면.

  도 11은 본 발명과 관련된 채팅 목록의 개략적인 도면.

  도 12는 본 발명과 관련되어 음성이 녹음되었을때 채팅 목록 표시를 위한 타이틀 바(bar)의 개략적인 도면.

  도 13은 본 발명과 관련하여 단일 통신 메시지의 세부적인 표시를 나타낸 개략적인 도면.

  도 14는 본 발명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 편집기의 개략적인 도면.

실시예

  본 발명은 도 1-14를 참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도 1은 무선 이동단말기(100)을 나타내고 있으며, 핸드폰이나
무선 피디에이(PDA)등과 같은 무선 통신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도 1에 나타난 이동단말기(100)의 구조는 단지 예일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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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양한 단말기와 단말기 구조가 이용될 수 있다는것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된것에 따르면, 이동 단말기(100)는
수신된음성 및 들을수있는 것과 같은 렌더링 신호를 위해 스피커(103)를 포함하며; 문자나 시각적인 그래픽 요소를위해
디스플레이(102)를 포함하며; 사용자가 스크린위에 표시된 리스트나 메뉴를 따라가도록 하는것을 허용하는 네비게이션
락커(105)를 포함하며; 프로그램할수있는 버튼(104)(또는"소프트키")를 포함하며;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하거나, 글자를
입력하거나 다른기호(예를들면 구두점)를 입력하는것을 허용하는 키패드(106)를 포함하며; 사용자의 음성과 같은 음향을
캡춰하는 마이크로폰(107)을 포함하며; 사용자가 음향의 저장 및 전송을 시작하도록하는것을 허용하는 푸쉬-투-토크 버
튼(101)을 포함한다. 이동단말기(도시되지않음)의 이들 및 다른 구성요소들은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덧붙이면, 구성요소들의 다양한 형태 및 경우들이 도 1에 나타난 구성요소 대신에(또는
관련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들면, 푸쉬-투-토크 버튼(101)은 생략 될수도 있고 자동 음성 검출 메커니즘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터치스크린 및 손으로 쓰는것을 인식하는 기술은 소프트키(104), 네비게이션 락커(105), 키패드(106)의 필요
에의해 대체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경우를 한정하지 않았다. 단말기의 추가적인 구성요소는 사용자들에게 보여질
필요는 없으나 채팅도구 기능은 도 3과 관련하여 더 설명될 필요가 있다. 무선 이동 단말기에서 이용가능한 입력장치(예를
들면, 키패드, 소프트키,..등등)은 무선 이동단말기의 사용자에의해 채팅 소프트웨어를 초기화시키는데 이용할 수도 있으
며, 채팅소프트웨어의 동작내에서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될 하나또는 그이상의 채팅대화(줄)을 초기화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도 2는 본 발명과 관련된 다수의 이동 단말기(100)로 구성된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전반적인 시스템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단말기(100)는 무선 캐리어 인프라스트럭쳐(202)로 무선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에의해 하나이상의 서버복합기(204)와 통
신한다. 기술분야에서 알려진 바와같이, 무선 인프라스트럭쳐(202)는 단말기(100)와 무선으로 통신하는것을 지원할 필요
에의해 이들 소자들을 포함한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예를들면, 미국에서의 Verizon 또는 Sprint, 또는 유럽에서의
Orange)은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쳐를 구축하거나 관리한다. 데이터 패킷은 통신 네트워크(203)으로 보내져서 서버 복합기
(204)로 보내진다. 통신 네트워크(203)는 패킷-기반의 네트워크이며, 인터넷 또는 월드 와이드 웹과 같은 공공 네트워크
나, 기업 인트라넷과 같은 사설 네트워크, 또는 공공 및 사설 네트워크의 조합으로 된것들을 포함할수있다. 서버 복합기
(204)는 바람직하게는 아래에서 설명하게될 프로그램되고 기능적으로 이용될수있는 다수의 네트워크된 서버들을 포함한
다. 특유의 서버들이 그방식대로 이용되며 서로와 통신하는것들이 설계의 선택물이다. 본 발명과 관련하여 서버 컴퓨터및
이동단말기를 프로그래밍하는 기술은 이분야에서 잘알려져있다.

  서버복합기(204)가 하나 또는 그이상의 이동 단말기와 통신할때, 서버복합기(204)는 그것의 데이터를 네트워크(203)으
로 보내며, 교대로 하나이상의 캐리어 인프라스트럭쳐(202)로 데이터를 보낸다. 각각의 관련된 캐리어 인프라스트럭쳐
(202)는 그때 데이터를 하나또는 그이상의 상응하는 이동단말기(100)에 전송하게된다. 바람직하게는, 다수의 이용자가 채
팅을 함께 하게될때(예를들어, 단말기(100)에서 다른 단말기로 메시지를 보내는것), 포함되는 문자, 음성, 또는 그래픽적
인 데이터들은 서버복합기(204)로 보내지게 된다. 서버복합기(204)는 그때 목표로하는 단말기(100)밖으로 메시지의 사본
을 전송하게되며, 바람직하게는 일실시예에서 단말기를 초기화하거나 전송하게 된다. 이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인 기술을
갖는 이러한 것들은 서버복합기(204)가 무선 캐리어 인프라스트럭쳐(202)의 내측에 장착될수있는것을 인식하며, 단말기
대 단말기 사이의 직접 전송을 지원하는 경우를 배제할수도 있다. 나중의 경우에, 실질적인 모든 채팅 메시지 기능은 이동
단말기에의해 지원된다. 더욱이, 본 발명은 시스템 기반의 다른 패킷데이터 보다 우수할 뿐아니라, 단일 무선 캐리어 도메
인의 범위를 한정한다.

  도 3은 단말기(100)와 서버복합기(204) 양측에서의보다 상세한 구성요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룹 음성과 채팅 메시지
를 변환하는데 사용된다. 단말기(100)의 구성요소에 촛점을 맞추면, 기계적-판독 및 수행할수있는 명령(전형적으로 소프
트웨어, 코드, 또는 프로그램으로 참조됨)들은 어플리케이션 저장장치(310)(또는 메모리)에 저장되며 중앙처리장치
(CPU)(211)에서 수행된다. 여기에서 설명된 모든 저장장치들은 기술분야에서 잘알려진 저장장치로써 일시적인 조합(예
를들면 RAM) 또는 일시적이지 않은(예를들면 ROM)중 어느것을 포함할수 있다. 게다가, CPU(211)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콘트롤러,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코프로세서 및 이와 유사한 장치나 이들의 조합을 포함할수도 있다. 알려진
프로그램 기술의 사용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는 디스플레이(102), 마이크로폰(107)으로부터 캡춰된 음성, 키패드(106)
로부터 캡춰된 입력데이터, 네비게이션 락커(105), I/O 컨트롤러(312)를 사용하는 소프트키(04) 및 푸쉬-투-토크 버튼
(101)을 조작할수 있다. 서버복합기(204)로 보내지는 아웃바운드 채팅 메시지 뿐만아니라, 서버복합기(204)로 부터 수신
된 인바운드 메시지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306)를 통하여 통과되어 단말기와 데이터 네트워크사이의 연결을 제공하게
된다. 단말기(100)가 무선장치를 포함하는 것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306)는 서버복합기(204)와 통신하는것을 필요로
물리적으로 완전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게되며, 무선 송수신기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서
버복합기(204)로 보내지는 음성은 음성코덱(307)을 이용하여 1차로 인코딩되어, 소프트웨어로써 실행될수 있다. 유사하
게, 서버복합기(204)로 부터의 음성은, 필요시에, 스피커(103)로 보내지기 이전에 음성코덱(307)을 이용하여 디코딩된다.
작업데이터를 저장하기위해 임시 저장장치(309)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개시(세션) 사이에서 지속되지 않
는다.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는 오랜시간동안 데이터를 유지하기위해 영구저장장치(305)를 이용하게되어 다중의 소프트
웨에 세션에 미치게되는 것이다.

  서버복합기(204)의 구성요소에 촛점을 맞추면, 데이터 트래픽은 인코딩된 음성 및 문자메시지(예를들면, 도 4에서의 아
웃바운드 채팅메시지(400))로 구성되며 바람직하게는 라우터(301)를 경유하여 서버복합기(204)로 보내진다. 주목하면,
라우터(301), 출석관리자(302), 메시지 방송기(303) 및 닉네임 관리자(304)는 하나또는 그 이상의 서버 컴퓨터 또는 그와
유사하게 갖추어진 서버복합기(204) 내에서 실행될수 있다. 라우터(301)는 아웃바운드 채팅메시지(400)를 메시지 방송기
(303)로 보내서 필요로하는 다수의 인바운드 채팅메시지의 복사본을(예를들면, 도 5에 도시된 인바운드 채팅 메시지)를
결정하고 그들의 목적지를 결정하게된다. 본 발명의 배경에 있어서, 인바운드란 용어는 하나또는 그이상의 단말기로 향하
는 메시지이지만, 아웃바운드란 용어는 이동단말기에 의해 보내지는 메시지를 뜻한다. 메시지 방송기(303)는 인커밍 메시
지(400)로 분리되며, 메시지를 받는사람 확인기(402)의 목록에 위치된다. 그때 출석관리자(302)가 메시지 받는사람의 현
재상태(메시지 받는 사람이 음성또는 문자만으로 구성된 특별한 형태의 메시지나 단말기의 주소(703)를 받을 준비가 되었
는지아닌지를 나타내는 표시기)를 나타내기위해 묻게된다. 도 7은 출석관리자(303)내에 포함되어있는 다수의 출석 데이
터기록(700)을 갖는 표를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출석기록(700)은, 사용자 확인자(701), 현재상태(702), 현 상태의 단말기
주소(703)(알려져 있다면), 공적인 닉네임(704)나 공적인 짧은이름(705)와 같은 공적인 확인표시, 사용자가 그 기록과 연
관되어있는 출석정보를 나타내는 다수의 사용자 확인기(706)를 포함함다. 공적인 확인자 표시 및 공적인 닉네임 세트
(704)(705)는 인바운드 채팅 메시지(500)를 수신자가(예를들면, 수신하는 사용자)개인적인 확인표시 또는개인적인 닉네
임세트(802)(803)를 갖는 공공의 닉네임 세트(704)(705)를 넘지 않는다면 단말기(100)로 보내게 된다. 현재상태(702)가
바뀌게 된다면, 출석관리자(302)가 업데이트된 친구목록 메시지(600)를 출석기록9700)과 상응하는 가입자 확인 영역
(706)내에 나열된 모든 가입자에게 보내게된다.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인 기술을 갖는 출석기록(700)은 다른 정보를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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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보내지는 주소와 같은 특성들은 다양한 여건, 다양한 상태의 그래픽적인 표시, 프로파일(예를들면, 다양한 시간
이나 수신자에 의존하여 사용될수있는 다수의 값들 세트)들 등등에서 무엇을 해야할지 설명되어지는 프로세싱 룰들을 알
게 될것이다.

  도 3에 나타내지 않았더라도, 서버 복합기(204)는 승인 및 채팅 통신 메시지 및 그 내용의 프라이버시의 보안의 승인을
지키기위한 서버와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 서버 복합기(204)는 음성-대-문자 및 문자-대-음성 변환기, 자연어 번역
기, 음성 트랜스코더 및 이와유사하게 콘텐츠, 첨부물(링-톤, 영상 등등) 및 메시지를 변환하는 변환 게이트웨이와 같은 다
수의 다른 구성요소를 또한 포함할수있으며 수신자에의해 이용가능한 형태가 된다. 이와 같은 다른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기술은 이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다.

  되도록이면, 닉네임 관리자(304)는 서버 복합기(204)내에 있으며 공공닉네임 및 짧은이름을 겹치게하기위해 인바운드
채팅 메시지(500)위 수신자에의해 사용되는 닉네임 세트(802)(803)의 목록을 관리하게될 책임이 있게된다. 주목하면 닉
네임 및 짧은이름은 원래 그들의 길이와는 다르다. 닉네임은 자유로운 길이로 할 수 있지만(가능하게는 설계상의 길이로
한정할수있음), 바람직하게는 짧은이름은 길이나 크기가 고정된다. 덧붙이면, 닉네임 및 짧은 이름은 채팅 메시지를 만든
사람을 확인하는 확인표시의 경우이다. 이러한 확인 표시는 특별한 이용자를 확인하기 위해(예를들면, 수반되는 도면에서
참조번호 701, 403, 604로 표시되는 확인자)본발명에서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확인표시와는 다르다.

  도 8은 닉네임 관리자(304)내에 포함되어있는 닉네임 기록(800)을 나타내고 있다. 바람직하게는, 각각의 닉네임 기록
(800)은 수신되는 사용자 확인(701), 친구확인기(801)(예를들면, 인바운드 채팅메시지(500)에서 친구의 공공의 닉네임
세트(704)(705)를 수신자의 사적인 닉네임(802)(803)으로 바꾸기위해 수신하는 이용자는 메시지 방송기(303)을 원하며,
그것에의해 채팅친구의 획인기가 되는 것이다.)와 사적인 닉네임과 사적인 짧은이름을 포함한다. 출석기록(700)과 유사한
것들은, 이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보내지는주소, 처리규정, 다양한 상태의 그래픽적인표현, 프로파
일(다양한 시간에 이용될 수 있는 다른 영역의 값)과 같은 정보나 속성을 인지하게 된다. 수신되는 사용자확인기(701)에
의해 수신자에게로 보내지는 메시지에 의해서 닉네임관리자(304)는 친구확인기(801)를 결정한다.(예를들면, 메시지전송
이 시작된 채팅 참가자의 확인). 친구확인기(801)에 기초하여, 닉네임관리자(304)는 목표로하는 수신자와 연락하는 닉네
임 기록을 검사한다. 만약 친구확인자가 목표로하는 수신자 닉네임 기록내에 없다면, 메시지는 보내는 사람의 공공 닉네임
이나 공공의 짧은이름이 있는 인바운드 메시지로써 목표로하는 수신자에게 보내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보내는 사람의 공
공닉네임 또는 짧은 이름은 목표로하는 수신자의 이동단말기 표시창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만약 친구확인자가 목표로하
는 수신자의 닉네임 기록내에 위치하게 된다면 닉네임 관리자는 친구확인자와 관련된 개인적인 닉네임이나 개인적인 짧은
이름을 결정하며, 공적인 닉네임으로 사적인 닉네임을 바꾸고 목표로한 수신자에게 보낸 인바운드 메시지내에서 공적인
짧은 이름을 사적인 짧은 이름으로 바꾸고, 그것에 의해 개인적인 닉네임과 개인적인 짧은 이름이 수신자의 이동 단말기의
표시창에 표시된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예를들면, 수신자)는 높은 채팅목록의 제어를 가지게되며 그들의 단말
기에 나타나게 된다. 유념하면, 개인적인 화면표시확인 단계 및 이동단말기에의해 수행될 수 있는 공적인 확인표시를 대신
하는 필수적인 닉네임 기록들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동 단말기에 저장되는 것이다.

  도4는 단말기(100)에서 메시지방송(303)으로 보내지는 아웃바운드 채팅메시지(400)를 나타내고있다. 아웃바운드 채팅
메시지(400)는 메시지형태(401)(예를들면, 문자, 음성), 수신자의수(402), 다수의 수신자확인기(403), 확인기의 줄(404),
메시지길이(405), 메시지 콘텐츠(406), 첨부물의 수(407)로 구성된다. 바람직 하게는, 이동단말기(100)는 클라이언트 확
인자를 집합하는것과 줄의 순서수를 갖는 확인자 세션에 의하여 줄확인자(404)를 발생하게 한다. 줄순서의 수는 0에서 시
작하여 각각의 수로 보내지는 단말기의 수이며 시작된것들이다. 클라이언트 줄의 순서의수는 각각 단말기(100)에의해 1
로써 새로운 줄을 만들게된다. 도 4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다해도, 페이로드는인코딩된 메시지형태와 다른 첨부불(예를들
면, 이이콘, 링-톤 등등)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일반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아웃바운드 채팅메시지에 시퀀
스수나 타임스탬프 등등과 같은것들이 추가되는것들이 이용될 수 있다. 메시지 방송기(303)는 수신되는 아웃바운드 채팅
메시지(400)를 기반으로하여, 보내는사람 확인기(수신자 리스트(403)내에서첫번째 수신자 확인기 및 다른 다수의 수신자
확이니보다 수신자 확인리스트내의 수신자 확인기)를 포함하는 목표 수신자 목록을 집계한다. 각각의 목표에 있어서, 메시
지방송기(303)는 매칭확인기(701)를 갖는 출석기록(700)내의 목표확인기를 위치시키는 것에의해 목표물의 상태(702)를
결정한다. 각각의 이용기능한 목표물(수신자가 메시지형태(401)를 수신할 수 있는 존재기록을 표시하는것)에 있어서, 방
송관리자(303)는 인바운드 채팅메시지(500)를 구성한다. 메시지방송기(304)는 닉네임관리자(304)에게 다른수신자를 위
해서(예를들면, 확인자는 수신자 확인이 없는 목표물의 포기 리스트를 포함하는) 수신자의 지역 닉네임세트(802)(803)를
찾도록 요구한다. 아무런 정보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예를들면, 수신자는 특별한 수신을 위해 닉네임기록(800)을 만들지
않음), 메시지 방송기(304)는 수신자의 공적인 닉네임정보(704)(705)를 출석관리자(3020에게 요구하게된다. 메시지방송
기(303)는 출석관리자(302)로부터 수신자주소(703)를 추출하여인바운드 메시지(500)를 라우터(301)를 경유하여 수신자
단말기(100)에 보낸다. 이 분야에서 일반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압축되고 사용될 수 있는인코딩 기술의
사용, 시퀀스수, 타임스탬프등과 같은 인바운드 채팅메시지(500)을 포함할수 있는 다른정보의 사용과 같이 메시지의 생성
및 방송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하는 수단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도 5는 서버복합기(204)에서 단말기(100)로 보내지는 인바운드 메시지(500)를 나타내고 있다. 도시된 것에 의하면, 인
바운드 메시지(500)는 단말기(100)에서 서버목합기(204)로 보내지는 아웃바운드 채팅메시지(400)의 사본이다. 인바운드
메시지(500)는 바람직하게는, 원본의 아웃바운드 메시지(400)와 단말기(100)(예를들면, 수신자친구목록 내에 이미 없는)
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용자의 설정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사용자 설정은 새로운 설정(501)의 수와 수신자확인
(502), 전체이름(503), 공적인 닉네임(504), 공적인 짧은이름(505)를 포함하는 다수의 개인적인 설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들 몇몇의 경우에 있어서, 오리지널 아웃바운드 메시지는 수신되는 단말기(100)에 의하여 전송된다는것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것은 서버복합기(204)는 한번의 세션에서 새로운 사용자 설정을 포함하는것만 필요로한다. 사용
자 설정은 단말기(100)의 임시저장장치(309)내에 위치한다. 이것은 작은양의 무선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한다. 다른 속성
은 타임스탬프, 시퀀스수 등등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인바운드 채팅메시지(500)내에 위치할 수 있다.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은, 익명확인과 시각적인것 또는 그룹확인이 마찬가지로 사용되어진다.

  참가자의 출석상태(702)가 바뀌었을때, 메시지방송기(303)는 친구리스트의 업데이트 메시지(600)를 참가자 출석상태
(702)에 가입된 다른 이용자에게 보낸다. 도 6은 서버복합기(600)에서 이동단말기(100)로 보내는 친구리스트 업데이트
메시지(600)를 나타내고 있다. 메시지(600)는 리스트타입(601)(예를들면, 알파벳목록, 그룹리스트), 메시지(602) 내에서
확인된 그룹의 수, 하나 이상의 그룹확인(603)(604), 그룹화 되지않은 각각(605)(606)의 리스트, 다수의 사용자 설정
(502)(505)(607)을 포함한다. 주목해야 할것은, 수신자 상태 영역(607)은 출석상태(702)의 값을 나타낸다. 그룹설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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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그룹이름(603)과 다수의 수신자확인(604)을 포함하게된다. 수신자 확인은 다수의 그룹확인내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바람직하게는 사용자 하나만이 있게된다. 더욱이, 바람직하게는, 수진자 확인기(604)의 확인자 리스트 각각은, 친
구목록내의 업데이트 메시지(600) 수신자를 위해 최소 하나이상의 사용자 설정(502)(505)(607)이다. 그룹화 되지않은 각
각의 리스트는특수한 이름없는 그룹이다. 그룹화되지않은 개별(605)의 수와 수신자 확인기(606)의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
다. 바람직 하게는, 그룹화되지않은 설정내의 확인기는 다른 그룹내에 있지는 않다. 이 분야에서 일반적인 기술을 갖은 사
람은 속성의 다른면, 프리젠테이션 이이콘, 오디콘등과 같은 정보들을 포함한다. 덧붙이면, 주목해야 할것은 메시지는 그
룹의 모든 리스트를 포함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업데이트 대신에 개별적인 업데이트를 포함하지 않는다.

  출석관리자(302)는 친구리스트 업데이트 메시지(600)를 단말기에 보내며, 단말기로부터 새로운 명령을 받는다. 이 분야
에서 일반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인코딩되는콘텐츠의 형태 내에서 효과적인것, 전체리스트 대신에 증가된 업데이트를
보내는것 뿐만아니라 친구리스트 업데이트(초기접속)를 보내는 이유를 알게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메시지 방송기
(303)와 닉네임 관리자(304)의 기능적인 부분(또는 전체)은 단말기(100)에 갖추어질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단말기
(100)는 현재 정보를 교환할때서버목합기(204)와 통신한다. 채팅통신 메시지는 단말기(100)로부터 포인트-투-포인트 방
식에서 다른 다수의 단말기(100)로 보내진다.

  도 9는 전체적으로 알파벳 순서로 나타낸 친구리스트를 보이고 있다. 우선된 실시예에 있어서. 스크린(102)은 3영역으
로 나누어져 있다. 상부 영역에서, 타이틀바 영역(901)은 문자나 그래픽적인 심볼(예를들면, 아이콘)의 라인을 나타내도록
허용하고있다. 소프트웨어는 이영역(901)을 사용하여 사용자 통지를 제공하고, 현재 문서에대한 메타정보를 제공한다. 친
구목록 표시의 경우에 있어서, 타이틀바(901)는 사용자 고유의 출석표시기(904), 사용자 고유의 닉네임(704), 때로는 인
바운드 채팅 메시지 표시기(905)를 포함하고있다. 바람직 하게는, 인바운드 채팅메시지 표시기(905)는 아이콘이 처음 표
시되었을때 들을수 있는 음향에의해 아이콘과 연계된다. 결합하여 시각적 및 청각적 알림이 단말기(100)에 도달한 하나이
상의 듣거나 못들은 인바운드 채팅메시지(500)를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만약에 사용자의 닉네임이 타이틀바에 넣어지기
엔 길때, 소프트웨어는 빠른 액세스를위해 고정된 위치에 인바운드 채팅메시지 표시기(905)를 움직이게 타이틀바를 스크
롤한다. 오늘날 디스플레이 기술과 같은 기술분야에서 유사한 많은 예들중의 어느것들이 본 발명의 사용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표시장치의 중간영역은 콘텐츠영역(903)이나 친구리스트 표시의 경우에서, 소프트웨어는 콘텐츠영역(903)내의 멀티-
세션에 바람직하게 위치하며, 이 리스트는 친구리스트 업데이트 메시지(600)내에서 서버복합기(204)로부터 단말기(100)
에의해 받는 다수의 친구리스트를 대신하며, 임시저장(309)장치내에 저장된다. 각각의 엔트리는 사용자들에의해 하이라
이트(908)될 수있다. 엔트리는 하이라이트 및 네비게이팅 하는것은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리스트 내
에서의 각각의 엔트리는 사용자가 채팅을위해 특별한 친구를 선택했는지(예를들면, 채팅 통신메시지를 보내는것), 친구출
석상태(911), 친구 닉네임(802)(704)또는 친구의 짧은이름표시기(907)를 나타내는 세션을 포함하고 있다. 주목하면 문장
보다 심볼은 짧은이름정보(705)(803)를 위해 짧은이름 표시기(907)로써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들면, 아이콘 또는
다른 그래픽적인 요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저하게 다르다고 길게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이들 그래픽적인 요소와
글자는 스크린 공간이 사용가능하다고하면 사용될 수 있다.

  스크린(102)의 바닥면은 소프트키 라벨영역(202)이고,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익숙하다. 바
람직하게는 최소 두 개의 라벨(909)(910)이다. 라벨의 수는 단말기(100)에서 이용가능한 소프트키(104)의 실제적인 수에
달려있다. 실시예에서 도시된 것에 있어서, 친구리스트에서 하나이상으로 선택된 엔트리가 있다면, 우측소프트키 라벨
(909)가 ‘기록’이 되는동안 좌측의 소프트키 라벨(910)은 ‘선택’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우측의 소프트키(909)는 “채팅”
으로 되어있다. 만약 시용자가 왼쪽소프트키를 한번 클릭했다면(앞으로 “단일클릭” 으로함), 하이라이트된 엔트리(908)는
선택되며(또는 이미선택되었다면 선택되지 않음),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세션 표시기(906)는 새로운 상태를 반짝이도록
바뀐다. 사용자가 왼쪽키를 누르거나 잡는다면(앞으로는 “클릭-잡기”로함), 소픈트웨어는 엔트리 리스트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목적과 같이 다수의 목적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다른 표시를 스위치하며(예를들면, 도11에서 설명된 채
팅목록표시, 도 10에서 설명된 그룹명령의 친구리스트표시); 친구의 상세한것을 요청하며(예를들어, 전체 이름이나 공공
의 닉네임세트(7040(705)등등; 닉네임세트(802)(803)을 바꾸고; 영역(예를들어, 짧은이름 표시기(907)을 감추거나 보여
주는것을 제공한다. 다시한번 반복하면, 이러한 기능적인것을 프로그래임하는 기술 및 단일 클릭과 클릭잡기를 갖는 관련
된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져있다.

  만약에 아무런 친구들이 선택되지 않았다면, 우측의 소프트키는 “채팅‘이다. 도 11에서 상세히 설명한 채팅목록을 이용
자에게 표시하는 이러한 정황에서는 오른쪽 소프트키의 단일 클릭과 클릭잡기이다. 만약 시용자가 푸쉬-투-버튼(101)을
누른다면(앞으로 푸쉬-투-토크로 함), 들을수 있는 표시기가 사용자에게 남아 있으며 친구들은 첫 번째로 선택된다. 최소
하나이상의 친구가 선택되었다면, 오른쪽 소프트키의 단일 클릭이나 클릭잡기는 선택된 친구에서 새로운 줄을위해 메시지
를 작성하도록 시작된다. 도 14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된 문자메시지 편집 표시에서 스위치되는 경우에 표시되는 것이다.
만약 사용자가 채팅목록에서의 표시스위치를 푸쉬-투-토크 한다면 사용자는 음성메시지를 녹음하거나 전송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선택된 친구들이있는 새로운 채팅줄을 시작하게 된다.

  도 10은 그룹에의하여 선택된 엔트리가 있는 친구 리스트 표시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된 실시예에 있어서, 그룹엔트리
및 그들의 친구 멤버들은 그룹화 되지않은 친구들의 리스트에의해 첫 번째로 리스트된다. 개별적인 엔트리는 앞선 들여쓰
기(예를들면, 그룹에서 멤버쉽을 나타낸느 주석)에서 제외된 알파벳 순서로 나타낸 것들이다. 그룹엔트리는 그룹이름
(1005)과 그룹선택 표시기(1001)을 포함하며 개별적인 선택표시기(906)와 유사하며, 그룹선택표시기는 선택되거나 선택
되지않은 상태를 더 나타내며; 부분적인 섹션을 표시할수 있다. 도 10에 나타난 예를 참조하면, 그룹3,4와 같은 사각형(그
룹선택표시기)들이 완전하게 선택된다. 그룹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사용자는 한사람에의해 선택된 모든 멤버나 그룹들을
선택할 수 있다. 그룹을 부분적으로 선택하는것은 사용자가 그룹을 선택하고 그때 다른 멤버가 선택되지 않는것에의해 시
작된다. 그룹 엔트리는 겹쳐질수 있다(그룹의 멤버들이 표시로부터 억압된다). 그경우에 있어서, 엔트리는 겹쳐진 표시가
(1002)로써 설명된다. 만약 사용자가 시간 길이를위해 겹쳐진 그룹을 하이라이트하면, 그룹은 멤버를 보이기위해 자동으
로 확대된다. 사용자가 다른 그룹으로 이동할 때, 그룹표시형태는 겹쳐진 상태로 변환된다. 사용자가 그룹엔트리를 선택하
거나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룹의 모든멤버들은 자동적으로 선택되거나 선택되지 않게된다. 소프트키 라벨(1003)(1004)는
도 9에서 설명한 행위와 유사하다. 그러나, 그룹엔트리에서 클릭잡기는 하이라이트되어 (또는 개별적인 그룹내에서는 하
이라이트된다)사용자에게 그룹을 옮기고; 그룹의 이름을 새로하고; 그룹을 삭제하거나 멤버를 삭제하고; 새로운 그룹이나
개별적인것을 추가 또는 그룹의 겹침이나 확장; 모든 그룹의 겹침이나 확대등등의 추가적인 목적을 제공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우선된 실시예에 있어서, 그룹되는 수준의 하나만 허용(머무는 그룹은 허용않됨)되지만, 다수의 레벨은 제공되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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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람직 하게는, 시스템은 현재 프로파일을 보조하며, 수신자 사용자나 수신자 그룹에 연결되면, 그때 사용자는 다수의
친구엔트리(908)을 하이라이트하며, 사용자의 존재표시기(904)와 타이틀바(901)에서의 닉네임(704)는 특별한 친구(또는
친구의그룹)의 존재정보를 나타내기위해 다양해질 수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것은, 하이라이트된 엔트리(908)에서의 정
보가 길다면, 소프트웨어는 정보를 스크롤하고, 확대시키고, 사용자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분야에서 일반
적인 기술을 사용하게된다.

  이해하여야 할것은 순서리스트(날짜, 사건등등)의 수단과 다른 설명들이 엔트리에 추가될 수도있다. 예를들면, 메시지가
있다는 표시는 사용될 수 있는 개별적인 또는 그룹으로부터 유용하게 읽거나 듣거나 하지 못한다.

  도 11은 채팅목록을 표시하는것을 나타내고있다. 표시의 콘텐츠영역(903)은 단말기(100)에 의해 수신되는 인바운드 메
시지(500)의 다수 엔트리를 나타내는것을 포함하고, 단말기(100)에의해 전송되는 아웃바운드메시지(400)의 다수 엔트리
를 나타내는것을 포함한다. 아웃바운드 채팅메시지는 목표로하는 수신자에게 전송을 위해 서버목합기로 간다. 목표로한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것에 덧붙여서, 메시지 방송기는 아웃바운드메시지의 사본을 전송시키는 단말기로 인바운드
메시지로써 보내게된다. 몇몇경우에 있어서, 전송시키는 단말기로 보내는 메시지(인바운드메시지)의 사본은 메시지에대
하여 동일하지는 않으며 보내진다(아웃바운드 메시지). 예를들면, 현재 실시예에서, 아웃바운드 음성메시지의 음성콘텐츠
는 전송되는 단말기로 복사되지않고 보내지며; 음성메시지의 문자부분은 인바운드메시지로써 보내진다.(주목하면, 현재의
실시예에서 음성메시지는 문자메시지를 가지며, 특유한 문자줄 또는 심볼은 메시지가 음성메시지 였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물론, 음성-대-문자 대화가 이용가능하다면, 메시지의 실질적은 음성콘텐츠는 문자로 변환되며 보내지는 단
말기로 복사되어 보내진다.). 이 방법에 있어서, 음성메시지의 발생은 스크린에 나타나는 엔트리의 결과이다. 바꿀 수 있는
실시예에 있어서, 인바운드 메시지를 경유하여보내지는 아웃바운드 메시지의 문자를 갖는것보다, 전송되는 단말기는 직접
표시하는 문자로 지역적으로 나타난다. 이 방법에 있어서, 무선 리소스의 사용이 최소화된다.

  도 11의 예에 있어서, 각각의 엔트리는 첨부된 콘텐츠(예를들면, 문서나 파일), 이용가능한 전송된 음성, 보내는사람
(705)(803)의 짧은 이름, 메시지 콘텐츠 또는 문자의 최소부분등의 첨부물을 나타내는 첨부물 표시기(1104)(1105)를 포
함하고있다. 도 11에 도시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표시기가 락 걸린 엔트리 표시기로써 제공될 수 있다.(예를들면, 엔트리가
영구적인 저장장치내에 저장되고, 락이 걸리지 않을때까지 채팅몰곡 표시내에 항상 나타나는 표시). 주목하면 정보의 적은
양이 표시장치의 각엔트리내에 포하모딜 수 있다. 예를들면, 단지 콘텐츠만이 발신자의 짧은 이름없이 표시되는 것이다.

  엔트리가 하이라이트(1106)될때, 발신자 다수 닉네임(802)(704)는 타이틀바(1101)내에 위치한다. 리스트가 상당히 길
다면 타이틀바(401)의 콘텐츠는 스크롤된다. 바꾸어 말하면, 짧은 이름이나 단른 심볼이 타이틀바(1101)내에 닉네임대신
사용될수 있다. 사용자가 엔트리(1106)를 선택하는 것에의해 동일한 줄내의 관련된 모든 채팅 메시지들이 또한 강조
(1103)된다. 강조는 관련엔트리나 관련되지않은 엔트리(그레이 아웃되는 엔트리)를 바꾸거나 설명하는것에 의해 완료된
다. 선택된 엔트리가 완전하게 표시되기에는 길때, 시간의 길이를 위해 선택되고, 엔트리의 콘텐츠가 모든 문자 콘텐츠를
나타내기위해 자동으로 확대된다. 이경우에, 이용자가 다른 군으로 이동할 때, 엔트리는 즉시 텍스트의 2-3줄 공간에 최소
위치된곳에 위치하도록 오그라든다. 라인의 실질적인 수는 스크린 크기에 달려있다. 새로운 인바운드 채팅 메시지(400)이
도달했을때, 새로운 엔트리가 리스트에 자동으로 추가되고, 예를들면, 리스트의 바닥에 추가된다. 바닥 또는 친구목록 엔
트리(1107)는 현재 친구리스트 표시내에서 선택된 친구목록을 나타내는 특별한 엔트리이다. 사용자는 친구가있는 새로운
줄을 시작하기위해 엔트리를 사용한다. 바닥 엔트리(1107)는 사용자가 친구를 선택할때만 나타나며, 다른 “일반적인”채
팅메시지 엔트리로부터 엔트리를 구분하는 아이콘(1110)을 포함한다. 만약 사용자가 바닥엔트리(1107)를 선택했다면, 동
일한 방법의 수신자 내에서의 타이틀바(1101)내에 나타나는 친구리스트는 채팅목록의 “일반적인” 엔트리가 하이라이트
될때 표시된다.

  왼쪽 소프트키 라벨(1108)은 “친구”이다. 왼쪽소프트키의 단일클릭 또는 클릭잡기는 사용자들이 친구리스트??? 나타내
고있다.(도9와 10을볼것). 오른쪽 소프트키라벨(1109)은 하이라이트된 엔트리가 채팅메시지 엔트리일때 “반복” 이다. 달
리말하면, 전에 “기록‘으로 라벨된 것들이다. 오른쪽 소프트키의 단일클릭은 도 14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된 메시
지 편집 표시를 이용하는 것이다. 메시지의 목표 수신자는 채팅메시지 엔트리(1106)의 수신자 리스트 또는 친구목록
(1107)과 연계된 것들로부터 보내진 것들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된 엔트리는 친구리스트 엔트리(1107)이며,
”모두에게 보내지는것“은 단일 클릭의 ”모든 행위에대한 답변“과 구분되지는 않는다. 사용자가 푸쉬-투-토크를 한다면,
목표로하는 수신자는 집계되며(즉, 채팅메시지 엔트리(1106)의 발신자나 수신자중 어느하나이거나, 친구리스트 엔트리
(1107)의 친구들이다). 타이틀 바는 도 12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될 방법으로 업데이트되며, 음성채팅 메시지 시
작을 녹음하거나 전송하게된다.

  주목해야 할것은, 채팅목록이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는동안 인바운드 음성메시지가 도달하지 않는다면, 수신된 음성은
대기하게 된다. 현재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수신된 음성메시지(이용가능한 메모리내에 맞게되는 부분)들은 수신되
는 단말기에 대기하게된다. 바꾸어질수 있는 실시예에 있어서, 이러한 대기는 서버목합기에서 일어나며 수신자가 미리 결
정된 시간 주기내에서 녹음재생이 이루어지는것을 요구하게된다. 더욱이, 양 단말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기 및 서버사이
드는 재생되어 주어진 음성메시지가 단말기 내에서 더 이상 유용하지 않는 경우에 서버로부터 요구된다. 음성엔트리가 가
장 최근의 음성엔트리가 되는동안, 관련된 음성은 남아서 대기되며 채팅목록 표시에 사용자의 반복으로 다시 자동으로 재
생되도록 하기위한 준비가 되어있다. 사용자 스위치가 채팅목록 표시로 돌아갈 때, 음성엔트리는 스크린 위에 보일수 있게
표시되고, 자동으로 재생된다. 지난 수신된 음성메시지만이 자동적으로 재생된다. 재생은 사용자가 음성메시지를 녹음하
거나 전송하기위해 채팅목록으로 되돌아간다면 포기된다.

  도 12는 사용자가 아웃바운드 음성메시지를 녹음하거나 전송할 때 채팅목록 표시의 타이틀바를 나타내고 있다. 타이틀
바는 녹음표시기(1201); 다수의 수신자 닉네임(705)(802)를 포함하며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타내는
단일라벨(1203)은 확인된 수신자에게 말하는 것이다. 만약에 수신자가 너무 길다면, 리스트는 스크롤 되거나 녹음표시기
(1201)은 위치내에 고정되어 남는다. 시스템이 사용자가 그렇게 액세스 하는것을 허용할 때, 시스템이 사용자가 그렇게 액
세스 하는것을 허용할 때, 전송 및 녹음을 요구할 때, 푸쉬-투-토크할 때 시간사이에서 지체가 있을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녹음표시기(1201)는 아이콘으로 사용자가 음성녹음/전송 액세스를 잃어버렸을때 등장을 나타내기위해 변화시킨다.(예를
들면, 색 또는 그래픽적인 심볼). 사용자가 푸쉬-투-토크 버튼(101)을 놓은 이후에, 타이틀바는 채팅목록표시에 일반적인
타이틀바(1101)로 돌아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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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3은 인바운드 채팅메시지(500)의 상세한 표시를 나타내고 있다. 타이틀바(1301)는 전송자의 존재표시기(904); 전
송자의 닉네임(705)(802); 임의로 타임스탬프(메시지가 보내졌거나 받았을때)로 구성된다. 타이틀바내의 정보가 너무 길
다면 닉네임은 스크롤된다. 그 경우에 있어서, 남아있는 표시기는 바람직하게 고정되어남아있다. 콘텐츠영역(1303)은 사
용자의 활용도를 나타내는 음성또는 첨부물; 메시지(1309)의 전체문장; 분리자(1304); 다른 수신자(발신자 및 수신자에
포함되지 않는)를 나타내는 다수의 엔트리로 구성된다. 도 13에 나타난 예에 있어서, 각각의 엔트리는 닉네임세트(닉네임
또는 짧은이름중 어느하나)또는 확인자표시의 단른 형태의 몇몇 부분만을 포함할 수 있다. 왼쪽 소프트키 라벨(606)은 “취
소‘이다. 왼쪽소프트키의 단일 클릭 및 클릭잡기는 표기되거나 이전에 표시된것의 재저장으로 존재한다. 오른쪽 소프트라
벨(607)은 “기록” 이다. 오른쪽 소프트키의 단일 클릭은 사용자를 도 14에서 상세히 설명된 메시지 편집기 표시로 옮겨가
게 한다. 오른쪽 소프트키의 클릭 잡기는 이용가능한 음성의 재생; 유용한 첨부물의 표시 및 저장; 채팅목록 표시내에서 엔
트리를 잠그는것; 영구적인 저장장치(305)내에서 인바운드 채팅 메시지를 저장하고; 다음 채팅메시지나 이전 메시지로 이
동, 발신자 또는 다른 수신자(새로운줄을 시작하기)중의 하나만 반복하는것들로 구성된다. 만약에 사용자가 푸쉬-투-토크
를 한다면, 상세한 표시는 존재한다. 사용자는 채팅목록으로 이동하고, 전송자와(사용자가 전송자가 아니라면), 모든 수신
자와 이야기를 시작한다. 대기중인 음성의 재생은 이 경우 되지 않는다.

  도 14는 문자메시지 편집기 표시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타이틀바(1401)는 다수의 목표수신자 닉네임
(704)(802)과 사용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메시지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일행위라벨을 포함한다. 타이틀바(1401)는 콘
텐츠가 길다면 스크롤된다. 문자엔트리영역(1402)는 문자메시지 작성을위해 아래의 타이틀바(1401)를 제공한다. 왼쪽 소
프트키 라벨은 “취소”이다. 왼쪽 소프트키의 단일 클릭과 클릭 잡기는 표시 장치에 존재하고, 바람직하게는 콘텐츠를 포기
하고, 앞의 표시를 재 저장한다.(앞의 표시가 세밀한 표시인 경우를 제외하고, 앞의 세밀한 표시가 나타내는것 대신에 재
저장된다). 오른쪽 소프트키라벨(1403)은 “전송"이다. 오른쪽 소프트키의 단일 클릭은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 아웃바운
드문자 메시지(400)을 전송하도록하는 원인이 된다. 오른쪽 소프트키의 클릭잡기는 다른 콘텐츠(예를들어, 링톤)의 첩부,
메시지의 철자를 확인하고, 수신자의 모든 상세함을 표시하는것과 같은 사용자 의도를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사용자가
푸쉬-투-토크를 한다면, 표시는 존재하며, 그것의 콘텐츠는 포기되고; 사용자는 채팅목록으로 이동하며 선택된 수신자에
게 이야기를 시작하게된다. 대기중인 음성의 재생은 이 경우에도 또한 취소된다.

  본 발명은 위에서 설명한 채팅표시를 관리하는 독특한 기술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무선통신 환경에 적절하고 보다쉽게
이용되기 때문에 무선이동장치의 스크린 사이즈를 제한하게된다. 덧붙이면, 본 발명은 채팅환경 내에서 음성기반 방법의
사용을 적응하게 한다. 위에서 설명된 것들은 본 발명의 본질을 단지 나타낸 것이다. 다른 배열 및 방법이 본 발명의 범위
와 정신에서 벗어남이 없이 기술분야에서 능숙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행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이동 단말기를 통하여 다수의 채팅 줄을 만들고;

  다수의 채팅줄중에 상응하는 최소 몇몇은 다수의 인바운드 메시지를 받으며

  다수의 채팅줄중에서 최소 몇몇은 다수의 아웃바운드 메시지를 전송하며;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단일영역내에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의 다수 메시지중 최소 몇몇의 군을 대표하여 나타내도록하는 방법
으로 구성된, 표시장치를 갖는 무선 이동 단말기에서 다수의 채팅줄을 표시하기위한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다수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메시지는 문자메시지를 포함하는것을 특징으로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다수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메시지는 음성메시지를 포함하는것을 특징으로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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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인바운드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최소 하나이상의 공식적인 닉네임을 표시하는것을 더 포함하는 방
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다수의 인바운드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최소 하나이상의 개인적인 닉네임을 표시하는것을 더 포함하는 방
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다수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메시지의 최소 몇몇을 나타내는 군을 표시하는것은, 다수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메
시지의 최소 몇몇의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에서의 최소 하나이상의 잘려진것을 나타내는것을 더 포함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프로세서;

  프로세서와 연결된 디스플레이;

  프로세서와 연결된 하나이상의 입력장치; 및

  프로세서와 연결되며 프로세서에의해 실행되었을때, 프로세서에 실행할 수 있는 지시를 저장한 것을 가지는 저장장치;

  무선 이동 단말기의 사용자로부터 하나이상의 입력장치를 경유하여, 다수의 채팅줄을 나타내도록하는 지시를 받고;

  다수 채팅줄의 최소 몇몇 과 연결된 다수의 인바운드 메시지를 받고;

  다수의 아웃바운드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수의 채팅줄의 최소 몇몇과 연결된 하나이상의 입력장치를 경유하는 사용자에
의해 입력시키고;

  표시장치의 단일영역내에 다수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메시지의 최소 몇몇을 나타내는 군을 표시하는 것으로 구성된
무선 이동 단말기.

청구항 8.

  채팅 참가자에 의하여, 채팅 참가자와 연결된 공동확인 표시를 나타내게하고;

  채팅 참가자에 의하여, 채팅 참가자와 연결된 개인확인 표시를 나타내게 하며;

  채팅 참여자로 부터 다른 채팅 참여자에게, 공동확인 표시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개인확인 표시를 가지는 공동확인 표시로 교체하는 것으로 구성된것을 특징으로하는 무선 이동 단말기 사이의 다수의 채
팅줄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개인확인 표시를 갖는 공동확인 표시를 바꾸는데 있어서, 채팅 참가자들과 관련된 확인기를 기반으로하여 개인확인 표시
를 결정하는것을 더 포함하는것을 특징으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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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채팅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무선이동 단말기에서, 메시지를 나타내는 군과 개인확인 표시를 나타내는것을 더 포함하는것
을 특징으로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개인확인 표시는 개인닉네임을 포함하는것을 특징으로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8항에 있어서,

  개인확인 표시는 개인 짧은 이름을 포함하는것을 특징으로하는 방법.

요약

  채팅 내역 표시창내의 단일 콘텐츠 영역은, 주어진 이동 단말기에의해 현재연계된 모든 채팅문장을 위해 모든 채팅과 연
결된 다수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등록자들을 나타내기위해 사용되어왔다. 덧붙이면, 친구 목록표시는 채팅 친구를 관리하
는것을 지원하며, 세부적으로 보이는것은 표시될 메시지가 잘린것을 나타내는것을 허용하게되며, 문장 메시지 편집 디스
플레이는 문장메시지의 합성을 지원하게된다. 각각의 채팅 이용자들은 다른 채팅이용자들과의 신분확인의 목적으로 공공
의 확인용 표시를 나타낼 수 있다. 덧붙이면, 각각의 이용자는 그들/그녀의 각 친구들을위해 개인적인 확인용 표시를 나타
낼수 있으며, 개인적인 확인용 표시는 이용자의 이동 단말기에 표시되었을때 사용자의 친구용으로 공공의 확인용 표시를
교체하는데 이용될 수 도 있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무선 통신환경 에서의 대화 및 문자기반의 그룹채팅 및 유사한 서비
스의 이용은 더 쉽게 가능해진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디스플레이, 채팅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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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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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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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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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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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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