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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

요약

본 발명은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에 관한 것으로서, 본체의 내측에 보조 표시창을 부착하고 폴더에 상

기 보조 표시창과 대응되는 개구부를 형성하여 폴더가 열려 있는 상태와 닫혀 있는 상태 모두 상기 보조 표시창이 사

용자에게 보일 수 있게 구성하여 보조 표시창의 활용도를 높이는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안테나를 통해 기지국과 송수신되는 신호를 분리하는 듀플렉서와, 전화통화 및 데이터 통신을

위해 휴대폰을 제어하는 엠에스엠과,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엠에스엠으로 부터 출력 되는 송신할 신호를 변조하여 

RF신호를 듀플렉서와 안테나를 통하여 송신하는 RF송신부와, 안테나 및 듀플렉서를 통해 수신되는 RF신호를 복조하

여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엠에스엠으로 출력하는 RF수신부와, 사용자로 부터 입력 받은 키 값을 상기 엠에스엠으로

전달하는 키패드와, 상기 엠에스엠의 제어신호에 의해 사용자에게 휴대폰의 상태 및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메인 표

시창과, 상기 메인 표시창을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해 본체의 내측에 부가되어 폴더가 열린상태와 닫힌상태 모두 사용

자에게 보일수 있는 보조 표시창과, 상기 보조 표시창을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한 휠 버튼과, 마이크를 통하여 입력 받

은 음성신호를 코딩하고, 상기 엠에스엠의 출력신호를 디코딩하여 스피커로 출력하는 코덱으로 구성 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의 구성을 보인 예시도.

도 2는 본 발명 보조 표시창과 휠버튼이 부가된 폴더형 휴대폰의 구성을 보인 블럭도.

도 3은 본 발명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에 있어서 보조 표시창이 본체 내부의 좌측 상단에 부착된 외형을

보인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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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에 있어서 보조 표시창이 본체 내부의 가운데 상단에 부착된 외

형을 보인 예시도.

도 5는 본 발명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에 있어서 보조 표시창이 본체 내부의 우측 상단에 부착된 외형을

보인 예시도.

도 6은 본 발명에 있어서 보조 표시창이 인터넷 검색시 히스토리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보인 예시도.

도 7은 상기 도 6에서 휠 버튼을 통하여 사용자에 의해 보조 표시창의 3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가 선택된 경우 보조 표

시창의 사용 용도를 보인 예시도.

도 8은 상기 도 7에서 키패드를 통하여 사용자에 의해 새로운 페이지가 검색된 경우 보조 표시창의 사용 용도를 보인 

예시도.

도 9는 본 발명에 있어서 보조 표시창이 인터넷 채팅시 대화입력창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보인 예시도.

도 10은 본 발명에 있어서 휠 버튼을 사용하여 보조 표시창을 활용하는 예를 보인 예시도.

도 11은 상기 도 10에서 보여진 휠 버튼을 상세히 설명한 설명도.

도 12는 본 발명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에 있어서 보조 표시창의 활용 방법을 보인 순서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100 : 폴더 11, 210 : 보조 표시창

12, 110 : 메인 표시창 20, 200 : 본체

21, 230 : 키패드 220 : 휠 버튼

300 : 메모리 410 : 안테나

420 : 듀플렉서 430 : RF수신부

440 : RF송신부 450 : 인터페이스

500 : 엠에스엠 520 : 코덱

530 : 마이크 540 : 스피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본체의 내측에 보조 표시창을 부착하고 폴더

에 상기 보조 표시창과 대응되는 개구부를 형성하여 폴더가 열려 있는 상태와 닫혀 있는 상태 모두 상기 보조 표시창

이 사용자에게 보일 수 있게 구성하여 보조 표시창의 활용도를 높이는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에 관한것

이다.

도 1은 종래의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의 구성을 보인 예시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측에 보조 

표시창(11)이 부착되고 내측에 메인 표시창(12)이 부착된 폴더(10)와, 내측에 키패드(21)가 부착된 본체(20)로 구성 

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종래의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에 있어서, 착신 대기상태에는 폴더(10)가 닫혀 있으며

상기 폴더(10)의 외측에 부가된 보조 표시창(11)으로 휴대폰의 전계강도, 메시지 수신상태 표시, 배터리 잔량 표시, 

시간표시 등의 용도로 사용 된다.

또한, 보조 표시창(11)이 폴더 휴대폰의 외측에 위치 하기 때문에 단문메시지를 발송 하거나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는 상기 보조 표시창(11)은 사용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종래에는 보조 표시창이 상단부의 바깥면에 부착되어 있어 폴더형 휴대폰을 펼치지 않고 휴대폰의 전계강도,

메시지 수신상태 표시, 배터리 잔량 표 시, 시간표시 등을 하는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기술에 있어서, 폴더에 부착된 메인 표시창과 보조 표시창이 서로 상반되는 면에 부착되

어 있으므로 보조 표시창은 메인 표시창과 동시에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창안한 본 발명은, 본체의 내측에 보조 표시창을 부착하고 폴더에 상기 보조 

표시창과 대응되는 개구부를 형성하여 폴더가 열려 있는 상태와 닫혀 있는 상태 모두 상기 보조 표시창이 외부에 보

일수 있게 구성하여 보조 표시창의 활용도를 높이는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안테나를 통해 기지국과 송수신되는 신호를 분리하는 듀플렉서와, 전

화통화 및 데이터 통신을 위해 휴대폰을 제어하는 엠에스엠과,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엠에스엠으로 부터 출력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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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할 신호를 변조하여 RF신호를 듀플렉서와 안테나를 통하여 송신하는 RF송신부와, 안테나 및 듀플렉서를 통해 

수신되는 RF신호를 복조하여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엠에스엠으로 출력하는 RF수신부와, 사용자로 부터 입력 받은

키 값을 상기 엠에스엠으로 전달하는 키패드와, 상기 엠에스엠의 제어신호에 의해 사용자에게 휴대폰의 상태 및 정보

를 디스플레이하는 메인 표시창과, 상기 메인 표시창을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해 부가된 보조 표시창과, 상기 보조 표

시창을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한 휠 버 튼과, 마이크를 통하여 입력 받은 음성신호를 코딩하고, 상기 엠에스엠의 출력

신호를 디코딩하여 스피커로 출력하는 코덱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의 작용 및 효과를 첨부한 도 2 부터 도 12 까지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 보조 표시창과 휠버튼이 부가된 폴더형 휴대폰의 구성을 보인 블럭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안

테나(410)를 통해 기지국과 송수신되는 신호를 분리하는 듀플렉서(420)와, 전화통화 및 데이터 통신을 위해 휴대폰

을 제어하는 엠에스엠(MSM:Mobile Station Modem)(500)과, 인터페이스(450)를 통해 상기 엠에스엠(500)으로 부

터 출력 되는 송신할 신호를 변조하여 RF신호를 듀플렉서(420)와 안테나(410)를 통하여 송신하는 RF송신부(440)와,

상기 안테나(410) 및 듀플렉서(420)를 통해 수신되는 RF신호를 복조하여 인터페이스(450)를 통해 상기 엠에스엠(50

0)으로 출력하는 RF수신부(430)와, 사용자로 부터 입력 받은 키 값을 상기 엠에스엠(500)으로 전달하는 키패드(230)

와, 상기 엠에스엠(500)의 제어신호에 의해 사용자에게 휴대폰의 상태 및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메인 표시창(110)

과, 상기 메인 표시창(110)을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해 본체의 내측에 부가되어 폴더가 열린상태와 닫힌상태 모두 사

용자에게 보일수 있는 보조 표시창(210)과, 상기 보조 표시창을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는 휠 

버튼(220)과, 마이크(530)를 통하여 입력 받은 음성신호를 코딩하고, 상기 엠에스엠(500)의 출력신호를 디코딩하여 

스피커(540)로 출력하는 코덱(520)으로 구성 된다.

실시예를 도 3, 도 4,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은 폴더형 휴대폰에 있어서 본체(200)의 내측 소정 지점에 보조 표시창(210)을 부착하고 폴더(100)에 상기 

보조 표시창(210)과 대응되는 개구부를 형성하여 폴더(100)가 열려 있는 상태와 닫혀 있는 상태 모두 상기 보조 표시

창(210)이 사용자에게 보일 수 있게 구성 된다. 또한, 상기 본체(200)의 좌측 또는 우측에 상기 보조 표시창(210)을 

활용하기 위한 휠 버튼을 부가하여 구성 된다

도 3은 본 발명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에 있어서 보조 표시창이 본체 내부의 좌측 상단에 부착된 외형을

보인 예시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착신 대기 상태에는 휴대폰의 현재 상태를 디스플레이하고, 사용 중인 상태

에는 메인 표시창(110)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본체(200) 내측의 키패드(320) 좌측상단에 부착된 보조 표시창(210)

과, 상기 보조 표시창(210)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휠버튼(220)과, 사용자에게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메인 표

시창(110)이 내측에 부착되고 상기 보조 표시창(210)에 대응되어 개구부가 형성된 폴더(110)로 구성 된다.

도 4는 본 발명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에 있어서 보조 표시창이 본체 내부의 가운데 상단에 부착된 외

형을 보인 예시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착신 대기 상태에는 휴대폰의 현재 상태를 디스플레이하고, 사용 중인 

상태에는 메인 표시창(110)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본체(200) 내측의 키패드 상단 가운데에 부착된 보조 표시창(21

0)과, 상기 보조 표시창(210)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휠버튼(220)과, 사용자에게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메인 

표시창(110)이 내측 에 부착되고 상기 보조 표시창(210)에 대응되어 개구부가 형성된 폴더(100)로 구성 된다.

도 5는 본 발명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에 있어서 보조 표시창이 본체 내부의 우측 상단에 부착된 외형을

보인 예시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착신 대기 상태에는 휴대폰의 현재 상태를 디스플레이하고, 사용 중인 상태

에는 메인 표시창(110)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본체(200) 내측의 키패드(230) 우측상단에 부착된 보조 표시창(210)

과, 상기 보조 표시창(210)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휠버튼(220)과, 사용자에게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메인 표

시창(110)이 내측에 부착되고 상기 보조 표시창(210)에 대응되어 개구부가 형성된 폴더(100)로 구성 된다.

이와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동작을 설명 한다.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정보 검색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조 표시창과 휠버튼을 활용하는 방법을 도 6, 도

7, 도 8을 참조하여 설명 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있어서 보조 표시창이 인터넷 검색시 히스토리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보인 예시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현재의 인터넷 페이지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는 메인 표시창(110)과, 사용자에 의해 검색된 페

이지의 타이틀들을 디스플레이하는 보조 표시창(210)과, 상기 보조 표시창의 타이틀에 해당되는 인터넷 주소를 저장

하는 메모리(300)의 제1히스토리 데이터 베이스(300a) 및 제2히스토리 데이터 베이스(300b)로 구성 된다.

사용자가 1, 2, 3, 4, 5 인터넷 페이지를 순차적으로 검색한 경우 키패드(230)에서 사용자로 부터 키값을 입력 받은 

엠에스엠(500)은 현재 5 인터넷 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메인 표시창(110)에 디스플레이 시키고, 상기 1, 2, 3 및 4

인터넷 페이지의 타이틀은 보조 표시창(210)에 순차적으로 디스플레이 시킨다. 또한, 엠에스엠(500)은 메모리(300)

의 제1히스토리 데이터 베이스(300a)에 상기 1, 2, 3 및 4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를 순차적으로 저장 한다. 현재 제2히

스토리 데이터 베이스(300b)에는 저장된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가 없는 상태이다.

도 7은 상기 도 6에서 휠 버튼을 통하여 사용자에 의해 보조 표시창의 3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가 선택된 경우 보조 표

시창의 사용 용도를 보인 예시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휠 버튼(220)을 조작하여 보조 표시창(210)에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3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를 선택하게 되면 휠 버튼(220)의 출력 신호를 입력 받은 엠에스엠(500

)은 메인 표시창(110)에 3 인터넷 페이지를 디스플레이 시키고, 상기 1, 2, 4 및 5 인터넷 페이지의 타이틀은 보조 표

시창(210)에 순차적으로 디스플레이 시킨다. 또한, 엠에스엠(500)은 메모리(300)의 제1히스토리 데이터 베이스(300

a)에 상기 1 및 2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를 순차적으로 저장시키고, 메모리(300)의 제2히스토리 데이터 베이스(300b)

에는 상기 4 및 5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를 순차적으로 저장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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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상기 도 7에서 키패드를 통하여 사용자에 의해 새로운 페이지가 검색된 경우 보조 표시창의 사용 용도를 보인 

예시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키패드(230)를 조작하여 새로운 6 및 7 인터넷 페이지를 순차적으로 검

색하게 되면 키패드(230)의 키값을 입력 받은 엠에스엠(500)은 메인 표시창(110)에 새로운 7 인터넷 페이지를 디스

플레이 시키고, 상기 보조 표시창(210)에는 1, 2, 3, 6 인터넷 페이지의 타이틀을 디스플레이 시킨다. 또한, 엠에스엠(

500)은 메모리(300)의 제1히스토리 데이터 베이스(300a)에 상기 1, 2, 3, 6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를 저장 시키고, 메

모리(300)의 제2히스토리 데이터 베이스(300b)에 저장된 상기 4 및 5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는 삭제하게 된다.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른 인터넷 사용자와 채팅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조 표시창과 휠버튼을 활용하는 방법을 도

9, 도 10, 도 11을 참조하여 설명 한다.

도 9는 본 발명에 있어서 보조 표시창이 인터넷 채팅시 대화입력창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보인 예시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채팅시 대화 내용을 디스플레이 시키는 메인 표시창(100)과, 상기 메인 표시창(110)에 대화

를 입력 시키기 위한 보조 표시창(210)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조 표시창(210)에 있어서 입

력 커서의 상단에는 최근 대화입력 내용이 순착적으로 디스플레이 되고, 입력 커서의 하단에는 최초 대화입력 내용이

순차적으로 디스플레이 된다. 또한, 메모리(300)에는 인터넷 채팅시 할당된 메모리의 크기 만큼 상기 대화입력 내용

을 저장 시킨다.

도 10은 본 발명에 있어서 휠 버튼을 사용하여 보조 표시창을 활용하는 예를 보인 예시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휠 버튼(220)을 스크롤하여 보조 표시창(210)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커서를 조작하면 엠에스엠(500)은 

이미 대화창에 입력되고 메모리(300)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입력 순서대로 디스플레이 시키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향으로 휠 버튼(220)을 스크롤 할 경우 최근의 대화 내용에 커서가 위치하게 되고, 사용자가 하향으로 휠 버튼(220

)을 스크롤 할 경우는 최초에 입력된 대화내용에 커서가 위치하게 된다. 커서가 위치한 대화내용은 사용자의 선택을 

받으면 메인 표시창으로 입력 된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라는 대화를 입력하고, 다시 "홍길동입니다"를 입력 한 상

태에서 새로운 채팅상대가 참여하게되면 "안녕하세요"라는 대화를 입력하기 위해 키패드(230)를 조작할 필요가 없이 

보조 표시창(210)에 디스플레이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대화를 휠 버튼(220)을 사용하여 이미 입력된 대화 중에서 

선택하여 대화창으로 입력 하면 된다.

도 11은 상기 도 10에서 보여진 휠 버튼을 상세히 설명한 설명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휠 버튼(220)을 한 칸 

스크롤 할때만다 커서가 상하로 한 칸씩 이동되게 동작 된다.

도 12는 본 발명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에 있어서 보조 표시창의 활용 방법을 보인 순서도로서, 이에 도

시된 바와 같이 휴대폰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사용자가 채팅을 할 것인가를 메인 표시창(110)에 디스플레이 시키는 채

팅확인단계(ST1)와, 상기 채팅확인단계(ST1)에서 사용자로 부터 채팅을 하겠다는 입력을 받으면 보조 표시창(210)

을 대화입력창으로 전환시키는 채팅단계(ST2)와, 상기 채팅확인단계(ST1)에서 사용자로 부터 채팅을 하지 않겠다는

입력을 받으면 보조 표시창(210)을 인터넷 검색용 히스토리창으로 전환시키는 인터넷검색단계(ST3)와, 상기 채팅단

계(ST2)와 인터넷검색단계(ST3)가 종료되면 인터넷을 종료 할 것인가를 사용자로 부터 입력 받아 사용자가 인터넷

을 종료하지 않겠다고 하면 상기 채팅확 인단계(ST1)로 회귀하는 종료확인단계(ST4)와, 상기 종료확인단계(ST4)에

서 사용자로 부터 인터넷 종료를 입력 받으면 보조 표시창(210)에 메시지수신상태, 매너표시모드, 배터리 잔량표시, 

현재 시간표시 등을 디스플레이 시키는 대기단계(ST5)로 이루어져 동작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보조 표시창이 폴더가 열려 있는 상태와 닫혀 있는 상태 모두 사용자에

게 보일수 있게 구성되어 보조 표시창의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휠 버튼을 부가하여 상기 보조 표시창의 활용

도를 높였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여 채팅시 이전에 입력된 대화내용을 휠 버튼의 조작만으로 다시 입력을 할

수 있고,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 검색시 이미 검색한 인터넷 페이지를 검색시 휠 버튼의 조작만으로 용이하게 

검색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가 무선 인터넷을 보다 용이하게 사용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에게 정보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보조 표시창과, 상기 보조 표시창의 위치에 대응되게 개구부가 형성된 폴

더와, 상기 보조 표시창을 활용하기 위한 휠 버튼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

형 휴대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보조 표시창은 본체 내측의 상단 좌측에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보조 표시창은 본체 내측의 상단 중앙에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보조 표시창은 본체 내측의 상단 우측에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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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보조 표시창은 착신대기시는 메시지 수신상태, 매너모드, 배터리 잔량, 현재 시간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보조 표시창은 사용자가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여 채팅시 이미 입력된 대화내용과 현재 대화내용을 

입력 받기 위한 커서를 디스플레이 시키고, 휠 버튼을 통하여 사용자로 부터 이미 입력된 대화내용을 선택 받아 대화

창에 입력 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보조 표시창은 사용자가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여 인터넷 검색시 이미 검색된 인터넷 페이지의 제목

을 디스플레이 시키고, 휠 버튼을 통하여 사용자로 부터 이미 검색된 인터넷 페이지를 선택 받아 검색창에 디스플레이

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조 표시창이 포함된 폴더형 휴대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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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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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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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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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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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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