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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는 무선 전화 서비스, 전자 메일 서비스, 팩스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몇몇 무선 
통신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무선 통신 디바이스는 본체 하우징 소자(107) 및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 
무선 회로(113),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119) 및 스위치(127)를 갖는다. 폐쇄 위치에서, 상기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는 전화 번호 입력과 송신 및 수신 전화 호출과 같은 제1 집합의 제한된 무선 전화 기능들
을 갖는다. 개방 위치에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 무선 전화 기능들, 어드밴스드 무선 전화 기능들 및 
메시지 기능들을 포함하는 상이한 집합의 사용자 기능들을 갖는다. 스위치(127)는 개방 위치로 이동하는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에 응답하는 신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제1 집합의 사용자 기능들 및 제2 집합의 
사용자 기능들 사이에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를 스위치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이동형 하우징 소자 제어기를 갖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을 도시한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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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페쇄 위치의 무선 통신 디바이스를 도시한 상세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 디바이스를 도시한 상세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포트릿 모드(portrait mode)의 디스플레이를 도시한 도면.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랜드스케잎 모드(landscape mode)의 디스플레이를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무선 통신 시스템           101 : 원격 트랜시버

103 : 무선 통신 디바이스        105 : 안테나

107 : 본체 하우징 소자           109 : 이동형 하우징 소자

113 : 무선 회로                      115 : 프로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이동형 하우징 소자를 가진 통신 디바이스의 제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형 하
우징 소자에 의해 제어되는 2개의 집합의 사용자 기능들을 갖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무선 통신 디바이스들은 투웨이 무선 서비스, 무선 전화 서비스, 셀룰러 전화 서비스, 코드리스 
전화 서비스와 같은 무선 통신 서비스와 와이어리스 팩스, 전자 메일(e-mail) 및 단문 메시지 서비스와 
같은 와이어리스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재래적인 무선 전화와 같은 
단일 무선 통신 서비스 디바이스로 개별적으로 팩키지화된다. 개별 디바이스와 같은 이 무선 통신 서비스
들을 팩키지화함으로써, 제조자는 비교적 사용하기 쉬운 휴대용 또는 핸드폰 무선 통신 디바이스를 제공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상술된 일반적인 무선 통신 서비스들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중-기능 무선통신 디바이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이 무선 통신 서비스들을 단일 무선 통신 
디바이스에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는 잠정적인 고객에 의해 바람직하지 않고 방해가 되는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발생시킨다. 전형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스피커, 마이크로폰, 디스플레이 및 키패드와 같은 데이
터 입력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몇몇 무선 통신 서비스들을 위해 소형 디스플레이 및 소형 데이터 입력 영
역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휴대용  무선  전화에는  소형  디스플레이  및  고정형  데이터  입력  키패드가 
있다. 한편, 전자 메일과 같은 와이어리스 데이터 서비스는 펜 또는 키도브로부터의 광범위한 사용자 데
이터 입력뿐만 아니라 수신된 메시지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필요로 한다.

제조자가 무선 전화와 전자 메일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된 제품(intergrated product)을 제공하고자 하면, 
보다 간단한 무선 전화 서비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전자 메일 서비스에 필요한 복잡 사용자 인터페이
스에서 손실될 수 있따. 따라서, 사용자가 제2 데이터 서비스의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제1 데이터 서비
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집적 데이터 통신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에는 서로 결합된 본체 하우징 소자 및 이동형 하우징 소자를 갖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이동형 하우징 소자는 개방 및 연장된 위치와 폐쇄 위치 사이에서 움직일수 있다. 무선 통신 
디바이스는 무선 회로,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touch screen display) 및 스위치를 포함한다. 이동형 하
우징 소자는 이동형 하우징 소자가 폐쇄 위치에 있을 때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의 일부를 커버한다. 폐
쇄 위치에서, 무선 통신 디바이스는 제1 집합의 사용자 기능들을 갖는다. 제1 집합의 사용자 기능들은 전
화 번호 입력과 송신 및 수신 전화 호출과 같은 제한된 무선 전화 기능들을 포함한다. 이동형 하우징 소
자가 개방 또는 연장된 위치에 있을 때, 무선 통신 디바이스는 무선 전화 기능들, 어드밴스드(adevanced) 
무선 전화 기능들 및 메시지 기능들을 포함하는 제2 집합의 사용자 기능들을 갖는다. 메시지 기능은 전자 
메일, 팩스 기능 및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포함한다. 무선통신 디바이스 스위치는 개방 또는 연장된 위치
로 이동하는 이동형 하우징 소자에 응답하여 무선 통신 디바이스 프로세서에 신호를 보낸다. 따라서, 무
선 통신 디바이스는 제1 집합의 사용자 기능 및 제2 집합의 사용자 기능사이에서 스위치된다.

제1도는 무선 통신 시스템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무선 통신 시스템(100)은 원격 트랜시버(101)를 포함한
다. 무선 통신 시스템(100)에서 원격 트랜시버(101)는 고정된 지리 영역 내에서 무선 주파수(RF) 신호들
을 다중 무선 통신 디바이스들에 송신하거나 무선 통신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한다. 무선 통신 디바이스
(103)는 원격 트랜시버(101)에 의해 서브되는 지리학적 영역 내에 포함된 하나의 무선 통신 
디바이스이다. 원격 트랜시버(101)의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 사이에서 전송된 RF 신호들은 무선 전화 
서비스, 전자 메일 서비스, 와이어리스 팩스 서비스 및 단문 메시지 서비스와 같은 무선 통신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동일하게 만족할 만한 다른 실시예들은 이 통신 서비스들과 다른 무선 통신 서비스
들을 다르게 결합한 서비스들을 포함할 수 있다.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는 안테나(105), 본체 하우징 소자(107),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 및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를 본체 하우징 소자(107)에 결합하기 위한 힌지(111)를 포함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본체 하우징 소자(107)는 무선회로(113), 프로세서(115)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117)의 일부를 포함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117)는 디스플레이(119), 마이크로폰(121), 스키퍼(123) 및 키패드(125)를 포함한다. 
디스플레이(119),  마이크로폰(121)  및 스피커(123)는 본체 하우징 소자(107)  내에 배치된다. 키패드(12
5)는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 내에 배치된다. 또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는 본체 
하우징 소자(107) 내에 배치된 스위치(127) 및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 내에 배치된 스위치 활성화 디바
이스(129)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동일하게 만족할 만한 실시예들은 본체 하우징 소자 및 이동형 하
우징 소자 사이에 동일하게 배치된 무선 통신 디바이스를 포함함을 알 수 있다. 이 실시예는 본체 하우징 
소자내의 무선 회로의 적어도 한 부분에 배치한다.

RF 신호들을 수신할 때,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는 안테나(105)를 통해 RF 신호들을 수신한다. 안테나
(105)는 무선 회로(113)에 의해 사용되기 위해 수신된 RF 신호를 전기 RF 신호로 변환한다. 무선 회로
(113)는 전기 RF 신호를 복조하고 RF 신호를 사용하여 송신된 데이터를 복구한다. 또한, 무선 회로(113)
는 프로세서(115)로의 데이터를 출력한다. 프로세서(115)는 Motorola, Inc.로부터 입수 가능한 MC6804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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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적어도 하나의 메인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집적 회로들 또는 다른 공지의 기술들을 포함하는 다른 제
어 회로들 뿐만 아니라 관련된 메모리를 포함한다. 프로세서(115)는 무선 회로(113)로부터의 데이터 출력
을 사용자 인터페이스(117)에 의해 사용되기 위한 이식 가능 음성 또는 메시지 정보로 포맷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117)는 스피커(123) 및 디스플레이(119)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수신된 정보 또는 음성을 전
달한다.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로부터 원격 트랜시버(101)로 RF 신호들을 전송할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117)는 
프로세서(115)로 사용자 입력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 데이터는 음성 데이터 및 또는 메시지 정보를 포함
할 수 있다. 프로세서(115)는 사용자 인터페이스(117)로부터 획득된 포맷하여 포맷된 정보를 무선 회로
(113)에 전송한다. 무선 회로(113)는 원격 트랜시버(101)로 다시 전송하기 위해 포맷된 정보를 안테나
(105)로의 전기 RF 변조 신호로 변환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는 개방 위치 및 폐쇄 위칠고도 하는 제1 위치 제2 위치를 
갖는다. 제2도는 폐쇄 위치의 제1도의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를 상세히 도시한 것이다.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가 폐쇄 위치에 있을 때,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는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119)의 일부를 커
버하고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는 제한된 제1 집합의 유용한 사용자 기능들을 갖는다. 제한된 집합의 사
용자 기능들을 전화 번호 입력, 전화 호출 개시 및 종료와 메모리로부터의 전화 번호 재호출과 같은 무선 
전화 기능들만을 포함한다. 이 제한된 집합의 사용자 기능들은 오늘날 유용한 낮은 타이머 무선 전화에 
유용한 기능들과 관련된다. 폐쇄 위치에서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119)의 일부는 사용자에게 노출된다. 
이 노출된 부분은 전화 번호, 신호 강도, 배터리 레벨 및 로밍 정보와 같은 무선 전화 피드백을 디스플레
이하기 위한 데이터 디스플레이 영역(201)을 포함한다. 데이터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디스플레이된 정보는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직으로 배향되는데, 이를 포트릿 모드(portrait mode)라고 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는 키패드(125)를 포함한다. 키패드(125)는 제한된 수의 기
능 키들을 포함하는 다수의 개별 키들 및 0 내지 9의 번호를 갖는 개별 키들을 포함하는 번호 패드를 포
함한다. 각 개별 키는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 내에 배치된다. 각 키는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의 제1 
측면에 노출된 키의 제1 부 및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의 제2 측면에 노출된 키의 제 2 부를 갖는다. 키
들은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가 폐쇄 위치에 있을 때 다수의 키들이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119)의 사
용자 데이터 영역(도시되지 않음)에 인접하게 배치되도록 배치된다.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119)의 사용
자 데이터 영역은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에 의해 커버되고 키패드(125)의 다수의 키들에 대응하는 다수
의 사용자 데이터 부영역(sub-area)들로 분할된다. 제1 키의 제1 부가 사용자에 의해 눌려질 때, 제1 키
의 제2 부는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에 입력을 가하고 대응하는 사용자 데이터 부영역을 활성화시킨다. 
이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119)의 특정 사용자 데이터 부영역의 활성화는 활성화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
해 프로세서(115)로 반송되는 대응 신호를 생선한다. 이 신호는 디스플레이 버스(133)를 통해 송신된다.

제3도는 제1도의 개방 위치의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를  상세히 도시한 것이다.  이동형 하우징 소자
(109)가 개방 또는 연장된 위치로 이동됨에 따라, 스위치와 관련된 스위치 활성화 디바이스(129)는 제1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프로세서(115)로 송신되는 모드 변경 신호(131)를 생선한다. 모드 변경 신호(131)는 
프로세서(115)에게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가 개방되어 있고 제2 집합의 사용자 기능들이 사용자에게 유
용함을 알려준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제2 집합의 사용자 기능들은 어드밴스드 무선 전화 제어 기능들 및 
와이어리스 팩스 기능, 전자 메일 및 단문 메시지 서비스와 같은 메시지 기능들을 포함한다.

개방 또는 연장된 위치의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에 있어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는 제2 집합의 사
용자 기능들을 갖고 있다. 이 제2 집합의 사용자 기능들은 어드밴스드 무선 제어 기능들 및 메시지 기능
들을 포함한다. 어드밴스드 무선 전화 기능들은 무선 전화를 제어하기 위한 사용자의 특헤를 프로그래밍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화 번호를 저장하고 재호출하기 위한 메뉴를 포함한다. 어드밴스드 및 제한된 무
선 전화 제어 기능들을 포함하는 모든 무선 전화 제어 기능들은 무선 전화 디스플레이 구성으로 디스플레
이된다. 이 구성은 상술되고 제4도에 도시된 포트릿 모드로 디스플레이를 배향하는 것을 포함ㅎ나다. 전
자 메일, 팩스 기능 및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포함하는 모든 메시지 기능들은 메시지 디스플레이 구성으
로 디스플레이 된다. 이 구성은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를 수평 방향으로 배향하는 것을 포
함하는데 이를 랜드스케잎 모드(landscape mode)라고 한다. 또한,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가 개방 위치
에 있을 때,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119)의 디스플레이 장치는 재구성된다. 이 재구성은 전체 터치 스크
린 디스플레이(119)를 포함 하도록 데이터 디스플레이 영역(301)을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사용자 데
이타 영역(303)에서 사용자 데이터 부영역(305)의 번호를 또한 변경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데이터 디
스플레이 영역(301) 및 사용자 데이터 영역(303)은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가 연장된 또는 개방된 위치
에 있을 때 서로 오버랩한다.

또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는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에 응답하는 추가 기능들을 실행한다. 특히,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가 폐쇄 위치로부터 개방 위치로 이동함에 따라,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는 오
프-훅(off-hook)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가 개방 위치로부터 폐쇄 위치로 이동
함에 따라,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는 온-훅(on-hook)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게다가, 임의의 다른 선
정된 무선 통신 디바이스의 제어 기능은 제1 위치 및 제2 위치 사이에서 이동형 하우징 소자가 이동하는 
것에 응답하여 실행될 수 있다.

또한, 제1 집합의 사용자 기능들은 배타적 무선 전화 제어 기능들을 포함할수 있고, 제2 집합의 사용자 
기능들은 배타적 메시지 기능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다른 실시예에서,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가 폐쇄 
위치에 있을 때,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는 무선 전화로서만 작용한다.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가 개방 
또는 연장된 위치에 있을 때,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는 메시지 통신 시스템으로서만 동작한다. 따라서,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는 플립이 페쇄되는 동안 포트릿 모드로 배향되고, 개방 위치로 이동형 하우징 소
자(109)를 이동시키는 것에 응답하여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119)는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랜드스케
잎 모드로 재구성된다.

제2도 및 제3도의 휴대용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의 상세한 도면에서,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는 플립
이다.  따라서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의  다른  동일하게  유익한  실시예들은  대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다른 실시예들은 클램셸 타입(clam shell type) 하우징 소자, 스위블 타입(swivel type) 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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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 및 슬라이딩 타입 하우징 소자를 포함한다. 다수의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어하기 위해 2개의 구별된 
집합의 사용자 기능들을 갖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양호한 실시예는 다수의 무선 통신 서
비스들을 위한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선하는데, 이것은 다수의 무선 통신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의 사용자에게 유용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하우징 소자(109) 및 제2 하우징 소자(107)를 갖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를 제어하기 위한 사용자 
기능들을 갖고, 무선통신 시스템(100)에서 동작하는 무선 회로(113)를 갖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에 
있어서, 상기 제1 하우징 소자(109) 는 제1 위치 및 제2 위치 사이에서 이동 가능하고 상기 무선 회로
(113)의 일부는 상기 제2 하우징 소자(107) 내에 배치되며, 상기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는 상기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를 제어하기 위한 제1 집합의 사용자 기능들 ; 상기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를 제어
하기 위한 제2 지보합의 사용자 기능들 ; 및 상기 제1 하우징 소자(109)의 일부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집
합의 사용자 기능들 및 상기 제2 집합의 사용자 기능들 사이에서 스위치하기 위한 스위치(127)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하우징 소자(109)가 플립(flip)이고 상기 플립은 폐쇄 위치로부터 개방 위치로 
플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기능들은 무선 전화 기능들 및 메시지 기능들을 포함하고, 상기 제1 집합의 
사용자 기능들은 제한된 무선 전화 기능들을 포함하고,  상기 제2  집합의 사용자 기능들은 어드밴스드
(advanced)  무선  전화  기능들  및  메시지  기능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
(103).

청구항 4 

내부에 배치된 무선 회로(113) 및 다수의 사용자 기능들을 갖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에 있어서, 내부
에 배치된 무선 회로(113)의 적어도 일부를 갖는 본체 하우징 소자(107) ; 상기 본체 하우징 소자(107)에 
결합되고 적어도 제1 위치 및 제2 위치 사이에서 이동 가능한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 ; 상기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의 상기 본체하우징 소자(107) 내에 배치되고, 사용자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사용자 데이
터 영역(303) 및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데이터 디스플레이 영역(301)을 갖는 터치 스
크린 디스플레이(119)로서,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119)의 적어도 제1 부는 상기 이동형 하우징 소
자(109)가 제2 위치에 있을 때 상기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가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119)의 적
어도 제2 부를 커버하도록 상기 본체 하우징 소자(107)의 제1 측면에 노출되는,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119) ; 상기 제1 위치로 이동하는 상기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에 응답하여 제1 집합의 사용자 기능들 
및 제2 집합의 사용자 기능들 사이에서 스위치하기 위한 스위치(127)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
선 통신 디바이스(103).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기능들이 무선 전화 기능들 및 메시지 기능들을 포함하고, 상기 제1 집합의 
사용자 기능들이 무선 전화 기능들만을 포함하고 상기 제2 집합의 사용자 기능들이 무선 전화 기능들 및 
메시지 기능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디스플레이 영역(301) 및 상기 사용자 데이터 영역(303)을 배치하기 위한 
다수의 디스플레이 장치들을 더 포함하고, 모든 무선 전화 기능들을 상기 데이터 디스플레이 영역(301) 
및 상기 사용자 데이터 영역(303)을 포트릿 모드(portrait mode)로 배향하는 것을 포함하는 대응 무선 전
화 디스플레이 장치를 갖고, 모든 메시지 기능들은 상기 데이터 디스플레이 영역(301) 및 상기 사용자 데
이터 영역(303)을 랜드스케잎 모드(landscape mode)로 배향하는 것을 포함하는 대응 메시지 디스플레이 
장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적어도 제1 키를 포함하는 상기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에 배치된 키패드(125)를 더 포
함하고, 상기 제1 키는 상기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 내에 배치되고 상기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의 제
1 측면 상에 노출된 제1 부 및 상기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의 제2 측면 상에 노출된 제2 부를 가져서, 
상기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가 제2 위치에 있을 때, 상기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의 상기 제1 키 및 
상기 제1 측면의 상기 제1 부가 사용자에게 유용하게 하고,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제1 키의 상기 제1 부를 
누를 때, 상기 제 1키의 상기 제2 부가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119)에 압력을 가하여상기 터치 스
크린 디스플레이(119)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키패드(125)에 포함된 다수의 키들 ; 및 상기 다수의 키들 중 제 1 키가 사용자에 
의해 눌려질 때, 사용자 데이터 부영역(305 : user data sub-area)이 활성화되도록, 상기 다수의 키들에 
대응하는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119)의 상기 사용자 데이터 영역(303)에 있는 다수의 사용자 데이
터 부영역(305)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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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형 하우징 소자(109)가 제1 위치에 있을 때 사용자가 직접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119)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1 구성이 다수의 사용자 데이터 부영역(305)을 갖는 사용자 데이
터 영역(303)을 포함하도록, 상기 데이터 디스플레이 영역(301) 및 상기 사용자 데이터 영역(303)의 다수
의 구성들을 배치하기 위한 다수의 디스플레이 장치들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디바
이스(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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