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B 1/4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6월27일

10-0732114

2007년06월19일

(21) 출원번호 10-2005-0018820 (65) 공개번호 10-2006-0097919

(22) 출원일자 2005년03월07일 (43) 공개일자 2006년09월18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3월07일

(73) 특허권자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72) 발명자 김종환

서울 강서구 화곡7동 400-132

(74) 대리인 박장원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30088019 A

KR1020060031932 A

KR1020040062925 A

심사관 : 정성윤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54)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휴대단말기에서 사용되는 단문메시지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SMS) 메시지를 사진으로 변환하여 전송

혹은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본 발명은 휴대단말기의

SMS 메시지 저장공간이 모두 찬(Full) 경우에 저장된 메시지를 사진으로 변환하여 사진 보관함과 같은 여유공간이 있는

다른 영역에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며, SMS 메시지 작성 시 특수문자나 그래픽 이모티콘의 불분명한 호환 여부를 고

려하여 SMS 메시지를 사진으로 변환하여 사진 파일로서 전송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SMS 메시지 보관함을 지속

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용자의 불편함을 방지하며 특수문자나 이모티콘(emoticon)의 호환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의

도한 메시지를 사진으로서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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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단문메시지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SMS) 메시지에 대해 사진 변환을 설정하는 단계와;

휴대단말기가 상기 메시지의 사진 변환을 수행하여 사진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사진을 휴대단말기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

진변환 방법.

청구항 2.
청구항 2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휴대단말기에 저장된 메시지 중에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

변환 방법.

청구항 3.
청구항 3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사용자에 의해 새로 작성된 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

청구항 4.
청구항 4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항에 있어서,

메시지의 사진변환을 설정하면, 상기 설정된 메시지의 배경을 포함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여 구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

청구항 5.
청구항 5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배경을 포함한다고 선택한 경우, 현재의 배경을 포함하여 사진으로 변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

지의 사진변환 방법.

청구항 6.
청구항 6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배경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선택한 경우, 기초설정 값을 배경으로 포함하여 사진으로 변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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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청구항 7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기초설정 값은

흰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

청구항 8.
청구항 8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기초설정 값은

사용자의 설정에 의해 다른 색상이나 배경 용도의 그림, 사진, 동영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

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

청구항 9.
청구항 9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사진 변환은

트리 구조의 해당 메뉴를 설정함으로써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

청구항 10.
청구항 10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사진 변환은

핫키를 한번 누름으로써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

청구항 11.
청구항 11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핫키는

단순히 메시지의 사진 변환 용도만이 아닌 촬영을 위해 별도로 구비된 소정의 기능 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에

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

청구항 12.
청구항 12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핫키는

카메라 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

청구항 1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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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청구항 14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휴대단말기에 저장된 SMS 메시지 중에서 변환할 메시지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메시지의 사진 변환을 설정하여 사진으로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사진을 앨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과정과;

선택적으로, 상기 저장된 사진을 지정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

청구항 15.
청구항 15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특수문자나 이모티콘을 포함하는 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

청구항 16.
청구항 16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현재 자신의 배경을 포함하여 사진으로 변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

청구항 17.
청구항 17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기초설정 값을 배경으로 포함하여 사진으로 변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

지의 사진변환 방법.

청구항 18.
청구항 18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기초설정 값은

흰색이며 사용자의 설정에 의해 다른 색상이나 배경 용도의 그림, 사진, 동영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

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

청구항 19.
청구항 19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사진변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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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를 한번 누름으로써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

청구항 20.
청구항 20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핫키는

촬영을 위해 별도로 구비된 카메라 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

청구항 21.

특수문자나 이모티콘을 포함하는 SMS 메시지를 새로 작성하는 단계와;

상기 작성된 메시지의 사진 변환을 설정하여 사진으로 생성하는 단계와;

선택적으로, 상기 생성된 사진을 앨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사진을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에

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

청구항 22.
청구항 22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선택적으로, 현재 자신의 배경을 포함하여 사진으로 변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

청구항 23.
청구항 23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선택적으로, 기초설정 값을 배경으로 포함하여 사진으로 변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

환 방법.

청구항 24.
청구항 24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기초설정 값은

흰색이며 사용자의 설정에 의해 다른 색상이나 배경 용도의 그림, 사진, 동영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

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

청구항 25.
청구항 25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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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사진변환은

핫키를 한번 누름으로써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

청구항 26.
청구항 26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핫키는

촬영을 위해 별도로 구비된 카메라 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휴대단말기에서 사용되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SMS)

메시지를 사진으로 변환하여 전송 혹은 저장할 수 있는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SMS는 이동통신망이 디지털 방식으로 진화를 하면서, 이동통신망 내부와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에 디지털 데

이터가 전달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서비스이다. SMS에서 메시지 수신(Mobile Terminated SMS: MT SMS)은 가장 기

본적인 서비스에 속하며, 점-대-점(Point-to-Point) 전송방식으로 메시지를 가입자 단말기에 정확하게 전송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 SMS 메시지의 송신 및 수신은 가입자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거나 회의를 하고 있는 경우와 같은 전화를 할 수 없는 상

황에 유용하며, 간단한 메시지 전송에 드는 비용은 통화요금보다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입자의 통신

료를 절약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SMS는 전체 통신 서비스 중에서 상당히 높은 이용률을 갖는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휴대단말기의 경우, 수신된 SMS 메시지의 저장 용량의 한계로 인해 사용자는 새로 메시지를 수신하

기 위해서 이전에 수신된 메시지를 삭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SMS 메시지 수신함의 여유 공간을 관리해줘야만 하는 불편

함이 있다.

또한 별모양(★)이나 스마일모양( ), 하트모양(♡) 등과 같은 SMS 메시지 작성에 사용되는 특수 문자나, 다양한 색상이

나 형상 또는 움직임 등을 갖는 그래픽으로 사용자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는 이모티콘(emoticon)은 휴대단말기의 모델

또는 제조 회사가 다르면 휴대단말기들 상호간에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 1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이모티콘이 지원되는 휴대단말기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작성한 SMS 메시지를 이

모티콘이 지원되지 않는 휴대단말기에 전송하면 이모티콘이 생략되고 나머지 글자 및 기호만 표시된다.

상기와 같이, 종래 기술에서는 사용자가 특수문자나 이모티콘으로 꾸민 메시지를 애써 작성하여 전송하더라도 이 메시지

가 수신되는 단말기에는 메시지의 글자가 깨져서 표시되거나 특수문자나 이모티콘은 생략되어 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의 시간적, 금전적 손실 및 무선 자원의 낭비를 야기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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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휴대단말기의 수신메시지 보관함이나

발신메시지 보관함과 같은 SMS 메시지 저장공간이 모두 찬(Full) 경우에 저장된 메시지를 사진으로 변환하여 사진 보관함

과 같은 여유공간이 있는 다른 영역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휴대단말기에서의 SMS 메시지 작성 시 특수문자나 그래픽 이모티콘의 불분명한 호환 여부를 고려

하여 SMS 메시지를 사진으로 변환하여 사진 파일로서 전송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

환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의한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은, 저장된 SMS

메시지 중에서 변환할 메시지를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된 메시지의 사진 변환을 설정하여 사진으로 생성하는 과정과;

생성된 사진을 저장하는 과정과; 선택적으로 저장된 사진을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예에 의한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 변환 방법은, 새로

SMS 메시지를 작성하는 과정과; 작성된 메시지의 사진 변환을 설정하여 사진으로 생성하는 과정과; 선택적으로 생성된 사

진을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 혹은 저장된 사진을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변환될 메시지는 메시지 수신함, 발신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거나 사용자에 의해 새로 작성 혹은

수정된 SMS 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SMS 메시지는 특수 문자나 이모티콘을 포함한 메시지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메시지의 사진 변환은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메시지를 사진으로 변환시키는 트리 구조의 메뉴를 설정하

거나 소정의 핫키(Hotkey)를 누름으로써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핫키는 촬영을 위해 별도로 구비된 카메라

키와 같은 소정의 기능 키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사진은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메시지의 배경을 포함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배경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

우 기초설정(default) 값으로 지정된 색상을 배경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기초설정 값은 사용자에 의해 변

경될 수 있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설명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

다고 판단된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의 구현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휴대단말기의 수신메시지 보관함이나 발신메시지 보관함과 같은 SMS 메시지 저장공간의 용량이 모두 차서 더 이상 메시

지를 수신할 수 없거나, 수신 또는 발신된 메시지 중에서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이모티콘이 쓰인 메시지를 따로 보관하고

싶은 경우, 도 2를 참조하면, 사용자는 수신메시지 보관함이나 발신메시지 보관함과 같은 SMS 메시지가 저장된 위치에서

사진으로 변환하고 싶은 메시지를 선택한다(S210).

메시지를 선택한 사용자는 선택한 메시지를 사진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트리 구조의 해당 메뉴를 설정하거나 바로 사진변

환 용도의 핫키를 한번 누름으로써 상기 선택된 메시지에 대해 사진 변환을 설정한다(S220). 상기 핫키는 단순히 메시지의

사진 변환 용도만이 아닌 촬영을 위해 별도로 구비된 카메라 키와 같은 소정의 기능 키일 수 있다.

상기 사용자로부터 메시지의 사진 변환 설정을 입력 받은 휴대단말기는, 휴대단말기의 표시부에 알림 메시지, 예를 들어, '

현재 배경을 포함하시겠습니까?'와 같은 메시지를 표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메시지의 현재 배경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묻

는다(S230).

이때, 사용자가 현재 배경을 포함하는 것을 선택한다면(Yes) 현재 화면에 대해 사진을 찍는 것처럼 메시지의 현재 배경을

포함한 사진을 생성한다(S240). 한편, 사용자가 현재 배경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면(No) 메시지의 배경으로 기초

설정(default) 값으로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여 사진을 생성한다(S250). 상기 기초설정 값은 흰색일 수 있으며 사용자의 설

정에 의해 다른 색상이나 그림, 사진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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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진의 생성을 완료하면 휴대단말기는 상기 생성된 사진을 앨범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저장한다(S260).

사진 저장이 완료되면, 휴대단말기는 사용자의 해당 메뉴 설정을 통하거나, 또는 사용자의 선택을 요구하는 알림 메시지,

예를 들어, '저장된 사진을 전송하시겠습니까?'와 같은 알림 메시지의 표시 및 그에 따른 사용자의 선택을 통해 사진을 전

송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S270).

상기 판단 결과, 사용자가 사진을 전송하도록 설정하면 휴대단말기는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메시지에 상

기 저장된 사진을 첨부하고, 사용자의 명령 입력에 따라 사용자가 지정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e-

mail) 주소로 전송한다(S280).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예에 따른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의 구현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사용자가 SMS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는데 있어서, SMS 메시지 작성 시 사용된 특수문자나 이모티콘에 대해 자신의

휴대단말기와 수신자의 휴대단말기와의 불분명한 호환성을 고려하여 메시지를 사진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려는 경우, 도 3

을 참조하면, 사용자는 발신 메시지 작성이나 문자 보내기와 같은 메시지 작성/전송 메뉴를 설정하고 메시지를 수신할 적

어도 하나 이상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이 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신규 메시지를 작성한다(S310).

메시지의 작성을 완료한 사용자는 트리 구조의 메뉴를 설정하거나 바로 사진변환 용도의 핫키를 한번 누름으로써 상기 작

성한 메시지에 대해 사진 변환을 설정한다(S320).

상기 사용자로부터 메시지의 사진 변환 설정을 입력 받은 휴대단말기는, 휴대단말기의 표시부에 알림 메시지, 예를 들어, '

현재 배경을 포함하시겠습니까?'와 같은 메시지를 표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메시지의 현재 배경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묻

는다(S330).

이때, 사용자가 현재 배경을 포함하는 것을 선택한다면(Yes) 현재 화면에 대해 사진을 찍는 것처럼 메시지의 현재 배경을

포함한 사진을 생성한다(S340). 한편, 사용자가 현재 배경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면(No) 메시지의 배경으로서 기

초설정(default) 값으로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여 사진을 생성한다(S350). 상기 기초설정 값은 흰색일 수 있으며 사용자의

설정에 의해 다른 색상이나 배경 용도의 그림, 사진, 동영상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상기 사진의 생성을 완료한 휴대단말기는 사용자의 해당 메뉴 설정을 통하거나, 또는 사용자의 선택을 요구하는 알림 메시

지, 예를 들어, '생성된 사진을 저장하시겠습니까?'와 같은 알림 메시지의 표시 및 그에 따른 사용자의 선택을 통해 사진을

저장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S360).

상기 판단 결과, 사용자가 사진을 저장하도록 설정하면 휴대단말기는 상기 생성된 사진을 앨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S370).

또한 사용자의 해당 메뉴 설정을 통하거나, 또는 '사진을 전송하시겠습니까?'와 같은 사용자의 선택을 요구하는 알림 메시

지 표시 및 그에 따른 사용자의 선택을 통해 사진을 전송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S380).

이때, 사용자가 사진을 전송하도록 설정하면 휴대단말기는 MMS 메시지에 상기 생성 혹은 저장된 사진을 첨부하고 사용자

의 명령을 입력 받아 사용자가 지정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전송한다(S390).

그리고,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 된 실시 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 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

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 변환 방법은, 특수문자나 이모티콘을 포함하

는 용량이 비교적 큰 SMS 메시지를 사진으로 변환하고 생성된 사진을 앨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상대방에게 전송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SMS 수신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용자의 불편함을 방지하며 특수문자나 이모티콘의 호

환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의도한 메시지를 사진으로서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등록특허 10-0732114

- 8 -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SMS 메시지 전송 시 발생하는 문제점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의 구현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예에 따른 휴대단말기에서의 메시지의 사진변환 방법의 구현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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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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