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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복수의 부가모듈을 구비하는 이동통신단말기에서 특정모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특정 모듈만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 1 단축키가 입력되는지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제 1단축키가 입력되면, 상기 제 1단축키에 해당하는

모듈에만 전원을 공급하여 상기 모듈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하여, 통신 모듈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MP3와 디지털

카메라 같은 상기 단말의 특정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및 시간의 제약없이 상기 단말의 부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

다. 또한, GSM이나 CDMA UIM 단말기에서 SIM/UIM카드 없이도 상기 단말의 부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부가모듈을 구비하는 이동통신단말기에서 특정모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특정 모듈만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 1 단축키가 입력되는지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제 1단축키가 입력되면, 상기 제 1단축키에 해당하는 모듈에만 전원을 공급하여 상기 모듈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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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부가 모듈들은, MP3(MPEG Audio Layer-3)모듈, 카메라모듈, TV(Television)수신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축키에 해당하는 모듈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제 2단축키가 입력되는지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제 2단축키가 입력되면, 상기 제 1단축키에 해당하는 모듈의 전원을 차단하여 비활성화상태로 전환시키는 과정과,

상기 제 2단축키에 해당하는 모듈만 전원을 공급하여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축키에 해당하는 모듈만 활성화된 상태에서 제 2단축키의 입력을 차단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복수의 부가모듈을 구비하는 이동통신단말기에서 특정모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부가모듈들만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가모듈 활성키가 입력되는지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부가모듈 활성키가 입력되면, 상기 부가모듈들만 전원을 공급하여 상기 부가모듈들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부가 모듈들은, MP3(MPEG Audio Layer-3)모듈, 카메라모듈, TV(Television)수신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모듈을 활성화시킬 경우, 통신 모듈은 비활성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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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모듈을 사용하려고 시도할 경우, 상기 통신 모듈의 사용불가능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복수의 부가모듈을 구비하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및 중국향 CDMA 단말기에서 특정모듈

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특정 모듈만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 1 단축키가 입력되는지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제 1단축키가 입력되면, 가입자 인식 모듈(Subscriber Identify Module)카드/사용자 인식 모듈(User Identify

Module)카드를 확인하지 않고, 상기 제 1단축키에 해당하는 모듈에만 전원을 공급하여 상기 모듈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전원 키가 입력되면, 상기 가입자 인식 모듈(Subscriber Identify Module)카드/사용자 인식 모듈(User Identify Module)

카드를 확인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부가 모듈들은, MP3(MPEG Audio Layer-3)모듈, 카메라모듈, TV(Television)수신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축키에 해당하는 모듈만 활성화된 상태에서 제 2단축키가 입력되는지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제 2단축키가 입력되면, 상기 제 1단축키에 해당하는 모듈의 전원을 차단하여 비활성화상태로 전환시키는 과정과,

상기 제 2단축키에 해당하는 모듈만 전원을 공급하여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축키에 해당하는 모듈만 활성화된 상태에서 제 2단축키의 입력을 차단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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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에서 특정모듈만 활성화시켜 상기 특정모듈의 기능

만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동통신단말기는 휴대의 편리성 때문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단말기 제조자)들은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특별한 기능을 갖는 단말기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는 폰북(phone book), 게임(game), 단문메시지(short message), 인터넷(internet), 이메일(e-mail), 모닝콜(morning

call)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하드웨어적으로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에 부착 또는 부가하여 사용되고 있는 주변기기 역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

다. 예를 들면, 착탈이 가능하거나(attachable), 내장형(built-in)으로 구성되는 디지털카메라(Digital Camera)모듈, 디지

털 멀티미디어 방송(DBM :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을 수신할 수 있는 TV수신모듈, MP3파일을 재생할 수 있

는 MP3모듈 등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상기 부가기능 모듈들을 성능이 향상되면서 상기 부가기능 모듈들을 이용한 부가기

능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상기 MP3모듈을 이용한 MP3재생기능과, 상기 디지털카메라모듈을 이용한 디지털

카메라 기능과, TV수신모듈을 이용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수신 기능은 이동통신단말기의 휴대의 편리성과 접목되어

상기 각 기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종래기술에 따른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의 부가기능 모듈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의 전원이 온(On)되

어 통화모듈이 활성화되어야 MP3모듈이나 디지털 카메라 모듈과 같은 부가기능 모듈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또한, GSM

(Globla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이나 중국향 CDMA(Code Division Multiplexing Access)단말기에서는

SIM(Subscriber Identify Module)/UIM(User Identify Module)카드가 있어야 MP3모듈이나 디지털 카메라 모듈과 같은

부가기능 모듈뿐만 아니라 통화모듈의 사용이 가능하다.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에서 SIM카드를 이용한 부팅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이하 설명은 SIM/UIM카드 중

GSM 단말기에서 SIM 카드를 확인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먼저 이동통신단말기의 제어부는 101단계에서 상기 단말기에 전원공급(부팅)되는지 확인한다. 상

기 전원이 공급되면, 상기 제어부는 10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SIM카드가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상기 SIM카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으면, 상기 제어부는 109단계로 진행하여 SIM카드를 삽입하라는 메시지를 표시창에 디

스플레이 한후, 상기 제어부는 103단계로 되돌아가 상기 SIM카드의 삽입 여부를 확인한다. 만일, SIM카드가 삽입되어 있

으면, 상기 제어부는 105단계로 진행하여 개인에게 부과된 개인 식별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 이하, PIN이

라 칭함)을 확인한다.

이후, 상기 제어부는 107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단말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상기 제어부는 본 알고리즘을 종료한

다.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기술에 따른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는 통화모듈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MP3나 디지털 카메라 같은

부가기능 모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기 부가기능의 사용에 시간 및 공간의 제약이 있다. 또한, 상기 GSM이나 중국향

CDMA단말기에서는 SIM/UIM카드가 없을 경우, MP3모듈이나 디지털 카메라모듈뿐만 아니라 통화모듈까지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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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통신단말기에서 특정 모듈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단말기에서 SIM(Subscriber Identify Module)/UIM(User Identify Module)카드 없이도

부가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 1견지에 따르면, 복수의 부가모듈을 구비하는 이동통신단말기에서 특정모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상기 특정 모듈만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 1 단축키가 입력되는지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제 1단

축키가 입력되면, 상기 제 1단축키에 해당하는 모듈에만 전원을 공급하여 상기 모듈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2견지에 따르면, 복수의 부가모듈을 구비하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및 중국향

CDMA 단말기에서 특정모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상기 특정 모듈만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 1 단축키가 입력되는

지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제 1단축키가 입력되면, 가입자 인식 모듈(Subscriber Identify Module)카드/사용자 인식 모듈

(User Identify Module)카드를 확인하지 않고, 상기 제 1단축키에 해당하는 모듈에만 전원을 공급하여 상기 모듈을 활성

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

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 된 경우 그 상세한 설

명은 생략한다.

이하 본 발명은 이동통신단말기에서 특정모듈만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술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한편, 이하 설명하는 통신

모듈의 기능은 전화(Call Service), SMS(Short Message Service)메시지,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메시지,

EMS(Enhanced Message Service)메시지, 인터넷(Internet), 이메일(e-mail)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또한, 특정

모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단축키 또는 특정버튼을 이용하여 상기 특정모듈을 활성화시키는데, 이하 설명은, 각 부가서비

스의 단축키를 이용하여 상기 특정모듈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이하 설명에서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는 셀롤라 전화기

(Cellular Phone), 개인휴대통신 전화기(PCS : 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복합무선단말기(PDA : Personal

Date Assistant),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단말기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이하

설명은 상기 예들의 일반적인 구성을 가지고 설명할 것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제어부(MPU : Micro-Processor Unit)(200)는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예를 들어, 음성통화 및 데이터통신을 위한 처리 및 제어를 수행하고, 통상적인 기능에 더하여 본 발명에 따라 특정모듈에

따른 단축키를 이용하여 특정모듈만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 통상적인 제어부

(200)의 처리 및 제어에 관한 설명은 생략한다.

통신모듈(202)은 안테나를 통해 입출력되는 데이터의 무선신호를 송수신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송신인

경우, 송신할 데이터를 채널코딩(Channel coding) 및 확산(Spreading)한 후, RF처리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수

신인 경우, 수신된 RF신호를 기저대역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기저대역신호를 역 확산(De-spreading) 및 채널복호

(Channel decoding)하여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카메라모듈(204)은 영상을 촬영한 화상데이터를 디지털데이터로 변환한 후, 상기 디지털데이터를 정지시켜 정지영상을

획득하여, 표시부(208)로 출력한다. 상기 표시부(208)는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처리되는 정보를 표시출력하고, 상기

카메라모듈(204)로부터 제공되는 영상 신호를 디스플레이하는 기능을 한다.

키패드(key pad)(212)는 0 ~ 9의 숫자키 버튼들과, 메뉴버튼(menu), 취소버튼(지움), 확인버튼, 통화버튼(TALK), 종료

버튼(END), 인터넷접속 버튼, 네비게이션키(또는 방향키) 버튼(▲/▼/◀/▶) 등 다수의 기능키를 구비하며, 사용자가 누르

는 키에 대응하는 키입력 데이터를 상기 제어부(200)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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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메모리(210)에는 상기 제어부(200)에서 처리되는 각종 정보를 일시 저장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전화번호부

(Phone book), 발신메시지 및 수신메시지와 같은 갱신 가능한 각종 보관용 데이터를 저장하며, 전원부(214)는 상기 이동

통신단말기의 각종기능이 동작하도록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더욱이 본 발명에 따라 특정모듈 단축키의 입력

에 따라 상기 특정모듈에만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MP3모듈(206)은 MP3음악파일을 저장하고, 상기 저장된 MP3파일을 이용하여 오디오신호로 재생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 음성처리부(216)는 코덱이라고도 칭하며, 마이크(218)와 스피커(220)를 통한 음성신호의 입출력처리를 행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상기 제어부(200)에서 제공되는 디지털데이터를 아날로그 음성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스피커

(220)를 통해 외부로 출력하고, 상기 마이크(218)로부터 인가되는 음성신호를 디지털데이터로 변환하여 상기 제어부

(100)로 제공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에서 특정모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제어부(200)는 301단계에서 사용자의 키 조작에 의해 전원키가 입력되는지 확인한다. 만일,

상기 전원키가 입력되면, 상기 제어부(200)는 31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통신모듈(202) 및 부가기능 모듈(예 : MP3모듈

(206), 카메라모듈(204))을 활성화시킨 후, 상기 제어부(200)는 본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만일, 상기 전원키가 입력되지 않으면, 상기 제어부(200)는 303단계로 진행하여 사용자의 키 조작에 의해 제 1단축키(예 :

카메라 단축키, MP3단축키, TV 단축키)가 입력되는지 확인한다.

상기 제 1단축키가 입력되면, 상기 제어부(200)는 305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제 1단축키의 해당 모듈을 활성화시킨다. 즉,

상기 전원부(214)에서 상기 제 1단축키의 해당 모듈에만 전원을 공급한다. 예를 들어, 상기 제 1단축키가 디지털 카메라

단축키이면 상기 카메라 모듈을 활성화시키고, 상기 제 1단축키가 MP3 단축키이면, 상기 MP3모듈을 활성화 시킨다.

이후, 상기 제어부(200)는 307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제 1단축키의 해당 모듈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제 2단축키가 입력되

는지 확인한다. 만일, 상기 제 2단축키가 입력되면, 상기 제어부(200)는 309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제 1단축키의 해당 모듈

을 비활성화 시킨 후, 상기 제어부(200)는 311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제 2단축키의 해당 모듈을 활성화시킨다. 즉, 상기 전

원부(214)에서 상기 제 1단축키의 해당모듈의 전원을 차단한 후, 상기 제 2단축키의 해당모듈에 전원을 공급한다. 예를 들

어, 상기 제 1단축키의 해당모듈이 MP3모듈이고 제 2단축키의 해당모듈이 카메라 모듈로 가정할 경우, 상기 303단계에서

상기 MP3단축키가 입력되어 상기 MP3모듈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사용자의 키 조작에 의해 상기 카메라 단축키가 입력되

면, 상기 MP3모듈을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한 후, 상기 카메라 모듈을 활성화시킨다.

이후, 상기 제어부(200)는 본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상기 도 3은 제 1모듈만 활성화된 상태에서 제 2모듈을 활성화시킬 경우, 상기 제 1모듈을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한 후, 상

기 제 2모듈을 활성화시킨다. 다른 실시 예로는 상기 제 1모듈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다른 모듈의 활성화를 차단시ㅋ킨

다. 따라서, 제 2모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기 제 1모듈을 오프(Off)시킨 후, 상기 제 2모듈을 활성화시킨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에서 특정모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GSM

(Globla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단말기나 중국향 CDMA(Code Division Multiplexing Access)단말기는 부

팅시 SIM(Subscriber Identify Module)/UIM(User Identify Module)카드를 확인하는데 이하 설명은 상기 GSM단말기에

서 SIM카드를 확인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먼저 제어부(200)는 401단계에서 사용자의 키 조작에 의해 전원키기 입력되는지 확인한다. 만일,

상기 전원키기 입력되면, 상기 제어부(200)는 407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SIM카드가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상기 SIM

카드가 삽입되어 있으면, 상기 제어부(200)는 상기 SIM카드의 개인식별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확인하

여 통신 모듈(202) 및 부가 기능 모듈(예 : 카메라 모듈(204), MP3 모듈(206))을 활성화시킨다. 이후, 상기 제어부(200)는

본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만일, 상기 전원 키가 입력되지 않으면, 상기 제어부(200)는 403단계로 진행하여 사용자의 키 조작에 의해 제 1 단축키

(예 : MP3 단축키, 카메라 단축키, TV 단축키)가 입력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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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단축키가 입력되면, 상기 제어부(200)는 405단계로 진행하여 SIM카드의 확인 없이 상기 제 1단축키의 해당 모

듈을 활성화시킨다. 즉, 상기 전원부(214)에서 상기 제 1단축키의 해당 모듈에만 전원을 공급한다. 이후, 상기 제어부

(200)는 본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에서 특정모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먼저 제어부(200)는 501단계에서 사용자의 키 조작에 의해 전원키가 입력되는지 확인한다. 만일,

상기 전원키가 입력되면, 상기 제어부(200)는 511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통신모듈(202) 및 부가기능 모듈들(예 : MP3모듈

(206), 카메라모듈(204))을 활성화시킨 후, 상기 제어부(200)는 본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만일, 상기 전원키가 입력되지 않으면, 상기 제어부(200)는 503단계로 진행하여 사용자의 키 조작에 의해 부가기능모듈

활성키가 입력되는지 확인한다.

상기 부가기능모듈 활성키가 입력되면, 상기 제어부(200)는 505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통신모듈(202)을 제외한 부가기능

모듈들(예 : MP3모듈(206), 카메라모듈(204))을 활성화시킨다. 즉, 상기 전원부(214)에서 상기 부가기능 모듈들에만 전

원을 공급한다.

이후, 상기 제어부(200)는 507단계로 진행하여 사용자가 키조작을 통해 통신을 시도하는지 확인한다. 만일, 통신시도가

있으면, 상기 제어부(200)는 509단계로 진행하여 표시부(208)에 통신불가능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하여 상기 통신모듈

(202)이 비활성화가 되어있음을 알린다. 이후, 상기 제어부(200)는 본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상술한 특정모듈만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상기 특정 모듈을 종료하면, 상기 단말의 대기상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

특정모듈의 전원이 차단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

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이동통신단말기에서 단축키 또는 특정버튼을 이용하여 특정모듈만 활성화시킴에 따라, 통신 모듈이 비

활성화된 상태에서 MP3와 디지털 카메라 같은 특정 부가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및 시간의 제약 없이 상기 단말의

부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GSM이나 CDMA UIM 단말기에서 SIM/UIM카드 없이도 상기 단말의 부가 기능을 사용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에서 SIM카드를 이용한 부팅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에서 특정모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에서 특정모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및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에서 특정모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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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공개특허 10-2007-0028880

- 8 -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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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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