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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동체 통신장치는 제1 표시장치(3a)와 제2 표시장치(3b)를 구비한다. 이 중 제2 표시장치(3b)는 하우징에 대하여 이

동가능하게 설치되고, 제2 표시장치(3b)의 이동은 센서(7)에 의해 검출된다. 또한, 이동체 통신장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제어장치(1)를 구비하고, 제2 표시장치(3b)가 이동했을 때, 이 이동에 연동하여 제1 표시장치(3

a) 또는 제2 표시장치(3b)의 표시내용을 자동적으로 갱신한다. 제2 표시장치가 닫힌 상태로부터 열린 상태로 변화된 

경우에는, 제어장치(1)는, 제1 표시장치(3a)의 표시내용에 관련된 표시를 자동적으로 선택하고, 제2 표시장치에 표시

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제2 표시장치를 이동시킨 것만으로, 그 때의 사용상황에 따른 표시내용을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고, 뛰어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메시지, 이동통신, 인터페이스, 표시장치, 제어방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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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휴대전화, 무선통신기능을 갖는 휴대정보단말 등의 이동체 통신장치, 그 표시제어방법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복수의 표시장치를 갖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 여러가지 타입의 휴대전화가 개발되어 이용되어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1개 표시장치를 갖는 것이었다. 또

한, 복수의 표시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일본특허공개평 9-247250호 공보에 기재된 휴대전화가 있다. 이 휴대전화에

서는, 접어넣기 가능한 2개의 표시장치를 1개의 스크린으로서 사용함으로써, 메일 및 무선호출에 의한 문자 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퍼스널 컴퓨터 등으로부터의 정보량이 많은 데이터 등을 표시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종래의 휴대전화에서는, 복수의 표시장치를 갖는 이동체 통신장치를 설치하여 많은 정보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복수의 표시장치의 조작에 관 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기술이 개시되어 있지 않고, 

복수의 표시장치를 바꾸어 표시하는 경우 등, 사용자의 조작성의 향상이 도모되지 않는다는 과제가 있었다.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은, 이상에서 설명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복수의 표시장치를 갖는 이동체 통신장치의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이동체 통신장치는, 하우징과, 문자 또는 화상을 표시하는 제1 표시장치와, 하우징에 대하여 이동가능하게 

설치된 제2 표시장치, 제2 표시장치의 위치에 따라 신호를 출력하는 센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제1 

표시장치에 제1 실행결과를 표시함과 동시에, 센서의 출력신호에 근거하여 제2 표시장치가 미리 정해진 위치로 이동

했을 경우에, 제1 실행결과에 관련된 제2 실행결과를 상기 제2 표시장치에 표시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것이다.

또한, 제어장치는,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가능하게 구성되고, 제2 표시장치에 제2 실행결과를 표시하

는 경우에는, 제1 표시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결과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다.

또한, 제어장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서, 전자메일을 열람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제1 표시장치는, 제1 

실행결과로서 전자메일의 수신 리스트를 표시하고, 제2 표시장치는, 제2 실행결과로서 상기 전자메일의 수신 리스트 

중 1개의 전자메일에 대하여, 메일의 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제어장치는, 제2 표시장치가 사용가능한 위치로 이동했을 경우에, 제2 표시장치에, 현재 표시되어 있는 제1 실

행결과의 헬프(help)표시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제1 표시장치는, 표시된 복수의 선택지를 갖는 메뉴를 표시함과 동시에, 제어장치는, 센서의 출력신호에 근거하

여 제2 표시장치가 이동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복수의 선택지로부터 1개의 선택지를 선택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제어장치는, 상기 센서의 출력신호에 근거하여 제2 실행결과를 표시하는 표시장치를 선택하고, 선택결과에 근

거하여 제1 표시장치 또는 제2 표시장치에 제2 실행결과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센서는, 제2 표시장치의 개폐를 검출하고, 제어장치는, 센서가 열린(open) 상태로부터 닫힌(close) 상태가 된 

것을 검출한 경우에, 열린 상태일 때에 제1 표시장치가 표시하고 있던 표시내용과 제2 표시장치가 표시하고 있던 표

시내용을 합성한 합성화상을 제1 표시장치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제1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구비하고, 제1 표시장치 및 제2 표시장치의 각각은, 열린 상태일 때에 통신상대

로부터 송신된 제2 영상 또는 제1 영상을 표시하고, 제어장치는, 센서에 근거하여 열린 상태로부터 닫힌 상태가 되었

을 경우에, 제1 영상을 축소함과 동시에, 이 축소한 제1 영상을 상기 제2 영상과 합성하고, 합성한 영상을 제1 표시장

치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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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1 표시장치 또는 제2 표시장치에 표시된 표시내용을 선택하는 입력 디바이스를 구비함과 동시에, 제어장치는

, 센서의 신호에 근거하여, 제2 표시장치의 비표시를 결정하고, 제1 표시장치 및 제2 표시장치가 각각 다른 표시를 행

하고 있을 때, 제1 또는 제2 표시장치 중 입력 디바이스의 조작대상이 되는 표시장치를 액티브 스크린으로서 선택적

으로 결정하고, 제2 표시장치가 비표시상태로 된 경우에, 제1 표시장치의 표시내용을 액티브 스크린에 표시되어 있던

내용을 사용하여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서의 표시제어방법은, 이동체 통신장치에 설치된 제1 표시수단 및 제2 표시수단 중, 제2 표시수단이 

비사용상태로부터 사용상태로 변화되었는지를 검출하는 검출스텝과, 검출스텝에서 사용상태로 변화되었다고 판단되

었을 경우에, 복수의 표시내용으로부터 제1 표시수단에 표시된 선택지에 관련된 표시내용을 선택하고, 제2 표시수단

에 표시하는 표시스텝을 구비한 것이다.

또한, 표시스텝은, 제1 표시수단을 사용하고 있던 애플리케이션의 다음 실행결과를 제2 표시수단에 표시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표시스텝은, 제2 표시수단이 비사용상태이고, 이동체 통신장치의 결정버튼이 눌러졌을 경우에, 제2 실행결과를

제1 표시장치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검출스텝은, 제2 표시수단이 제1 표시수단에 대하여 이동한 것을 검출하는 센서로부터의 출력신호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복수의 전자메일의 표제를 갖는 수신 리스트를 제1 표시수단 표시하는 리스트 표시스텝과, 수신 리스트 중으로

부터 1개의 전자메일을 지정하는 지정스텝 을 구비하고, 표시스텝은, 제2 표시수단에 표시하는 내용으로서, 지정스텝

에서 지정된 전자메일의 상세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통신상대로부터 송신된 제1 영상을 수신하는 스텝과, 이동체 통신장치에 설치된 카메라를 사용하여 제2 영상을

촬영하는 스텝과, 제1 및 제2 표시수단 중 어느 하나에, 제1 또는 제2 영상을 표시하고, 제1 및 제2 표시수단에 의해 

제1 및 제2 영상을 동시에 표시하는 2화면 표시스텝과, 제2 표시수단이 사용상태로부터 비사용상태로 된 경우에, 제1

및 제2 영상을 합성하고, 제1 표시수단에 표시하는 1화면 표시스텝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1화면 표시스텝은, 제2 영상을 축소하여 제1 영상과 합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표시스텝은, 제2 표시수단이 사용상태로 되었을 경우에, 제1 표시장치에 표시된 내용에 관련된 헬프표시를 제2

표시수단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제1 표시수단 또는 제2 표시수단에 표시된 표시내용을 선택하는 입력 디바이스로부터의 입력신호를 검출하는 

스텝과, 입력신호에 근거하여 표시내용을 선택하는 스텝과, 제1 표시수단 및 제2 표시수단이 각각 다른 표시를 행하

는 스텝과, 이동체 통신장치에 설치된 제1 입력 디바이스로부터의 신호에 근거하고, 제1 표시수단 및 제2 표시수단 

중 제2 입력 디바이스로부터의 신호에 근거하는 제어를 행하는 대상을 액티브 스크린으로서 선택하는 스텝과, 제2 표

시장치가 비표시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제1 표시장치의 표시내용을 상기 액티브 스크린에 표시되어 있 던 내용을 사

용하여 갱신하는 갱신스텝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프로그램은, 전술한 표시제어방법 중 어느 하나를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이동체 통신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이동체 통신장치의 정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이동체 통신장치의 정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이동체 통신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이동체 통신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전자메일 열람화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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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의 표시제어방법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개폐검출처리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기능설정화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표시제어방법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비디오 통화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비디오 통화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비디오 통화의 표시전환처리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애플리케이션 실행화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액티브 스크린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액티브 스크린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표시제어방법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애플리케이션 실행화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9는, 본 발명의 애플리케이션 실행화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0은, 본 발명의 애플리케이션 실행화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1은, 본 발명의 이동체 통신장치의 정면도이다.

도 22는, 본 발명의 이동체 통신장치의 측면도이다.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이동체 통신장치의 상세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MPU1 (Micro Processing Unit)은, 각 디바이스

의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고, 버스를 통해 비디오회로(2), 비디오 디코더/인코더, I/O(Input Output) 컨트롤러(6),

메모리(9), 송수신회로(10), 음성디코더/인코더(12)에 접속되어 있다. 비디오회로(2)는, 도시하지 않은 비디오 메모리

를 구비하고, 액정표시장치(3a, 3b)를 전기적으로 구동한다.

이하의 설명에서, 액정표시장치 3a를 주표시장치라 부르고, 액정표시장치 3b를 부표시장치라 부른다. 비디오회로(2)

는 주표시장치(3a)(제1 표시장치) 및 부표시장치(3b)(제2 표시장치)를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주표시장치(

3a) 및 부표시장치(3b)는, 비디오 회로(2)로부터의 제어신호에 따라 문자, 정지화상, 동화 상 등의 영상을 표시한다. 

비디오 디코더/인코더(4)는, 카메라(5)로 촬상된 영상을 MPEG4(Moving Picture Experts Group4) 등의 인코드 방

식에 따라 압축 데이터에 인코드하는 인코더와, 안테나(11) 및 송수신회로(10)를 통해 수신한 인코드된 데이터를 디

코드하고, 원래의 영상으로 복원하는 디코드를 갖는 회로이다. 이 비디오 디코더/인코더(4)로서, 예를 들면 시판되어 

있는 MPEG 디코더/인코더용 IC를 사용할 수 있다. I/O 컨트롤러(6)는, 각종 디바이스로부터 입력신호를 MPU1로 송

신하고, 또한 MPU1로부터 각종 디바이스로의 출력신호를 송신하는 입출력 처리를 행하는 컨트롤러이다. 개폐센서(7

)는, 이동가능하게 설치된 부표시장치(3b)의 위치를 검출하는 센서이다. 예를 들면, 부표시장치(3b)가 닫힌 위치로 이

동한 경우에, 스위치가 부표시장치(3b) 또는 그 하우징에 의해 밀리는 위치에 스위치를 설치해도 된다. 복수의 조작버

튼(8)은, 각각 대응하는 기능이나 문자가 나누어 부착되어 있고, 각각 입력 디바이스로서 사용된다. 메모리(9)는 각종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기억한다. 메모리의 종류(휘발성 메모리, 불휘발성 메모리 등)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송수신회로(10)는, 안테나(11)를 통한 음성이나 데이터의 통신을 행하는 회로이다. 송수신회로(10)는

여러가지 종류의 회로가 알려져 있고,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는 PDC(Personal Digital Cellular), GSM(Global Syste

m for Mobile Communications),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 혹은, 이제부터 널리 보급될 것인 

차세대의 통신방식, W-7 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 2000 방식 등의 통신방식용

의 송수신회로를 사용 할 수 있다. 음성디코더/인코더(12)는, 마이크(14)에 의해 취득된 음성신호를 부호화하는 인코

더와, 송수신회로(10)에서 수신한 부호화된 데이터를 음성신호로 디코드하는 디코더를 갖는 회로이다. 음성의 부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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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서는, CELP(Code Exited Linear Prediction) 방식의 부호화 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음성디코더/인코더(

12)에서 디코드된 음성신호는, 스피커(13)를 통해 재생된다. 이때, 스피커(13)는, 음성신호에 한정되지 않고, 도면에 

나타나 있지 않은 신디사이저 회로에서 생성된 전기신 호에 의해 음악, 효과소리를 재생한다.

도 2 및 3은, 이동체 통신장치의 정면도이고, 도 1과 동일한 부호는 동일 또는 해당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도 2는 부표시장치(3b)를 주표시장치(3a)의 배면측에 가린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부표시장치(3b)는 도 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본체 하우징(20)에 대하여 슬라이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용자는, 주표시장치 3a 및 3b를 동시에 사

용할 수 있다. 또한, 버튼 8a∼8c는 조작버튼 8로서 기능하는 입력 디바이스이다. 셀렉터(8a)는, 주연부를 누름으로써

방향지시하는 신호를 생성하는 방향키의 기능과, 버튼의 중심부를 누름으로써 지정한 선택지를 확정해 다음 동작을 

지시하는 결정버튼의 기능을 갖는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메뉴 상의 선택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스크린에 표시된 커서

또는 강조표시의 이동을 지시하고, 버튼을 누름으로써, MPU1은 그 선택지에 할당된 처리를 실행한다. 소프트키(8b)

는, 주표시장치 3a 또는 3b에 표시된 선택지에 대응하여 설치되고, 표시된 기능의 실행을 지시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입력 디바이스이다. 숫자버튼(8c)은, 숫자 또는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 사용되는 입력 디바이스이다.

도 4 및 5는, 도 2 및 3에 나타낸 이동체 통신장치의 측면도이고, 이들 도면 에서 도 1과 동일한 부호는 동일 또는 해

당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도 4는 도 2와 동일하게, 부표시장치(3b)가 가려져 있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도 5는 도 3에 대응하고, 주표시장치(3a)가 본체 하우징(20)에 대하여 슬라이드하고, 인출된 상

태를 나타내고 있다. 도 5를 보아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체 하우징(20)과 부표시장치(3b)를 지지하는 부하우징(2

1)과는, 슬라이드면이 곡면 상에 구성되어 있다. 그 때문에 부하우징(21)을 인출하면, 부하우징(21) 및 카메라(5), 부

표시장치(3b)가 정면측에 각도를 변하게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카메라(5) 및 부표시장치(3b)가 사용자로서 사용하기

쉬운 각도로 조정된다.

(1) E-메일 수신 열람동작

다음에 전술한 이동체 통신장치를 사용한 전자메일의 열람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기서, 복수의 전자메일이 송수신회로(10)에 의해 수신되어 메모리(9)에 기억되어 있는 상태를 생각한다. 사용자가 

주표시장치(3a)에 표시된 메뉴로부터 수신메일 일람의 기능을 선택하면, 도 6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복수의 수신메

일의 건명, 송신자, 송신시간 등을 갖는 리스트가 표시된다. 다음에 사용자가 버튼(8a)을 사용하여 원하는 수신메일을

지정한다. 이때, 이 상태에서는 수신메일을 지정하는 것만으로, 지정에 근거하는 다음 액션은 일어나지 않는다. 종래

의 이동통신단말에서는, 이 상태로부터 수신메일의 상세를 표시하기 위해 결정버튼을 누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본 발명의 이동체 통신장치에서는, 도 6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부하우징(21)을 인출함으로써, MPU1이 자동적으로 

부표시장치(3b)를 기동하고, 지 정된 수신메일의 상세를 부표시장치(3b)에 표시한다. 이때, 사용자는 부하우징(21)을

인출하는 조작 및 지정한 수신메일의 상세를 표시하는 결정버튼을 누르는 조작의 양쪽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

용자의 사용의 편리함을 향상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부표시장치(3b)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버튼(8a) 중심을 누름으로써, 수신메일의 열람 표시를 결정 할 수 있고, MPU1은 수신메일의 리스트 표시 대신에, 주

표시장치(3a)로 지정된 수신메일의 상세를 표시한다.

도 7은, 도 6을 사용하여 설명한 전자메일 열람동작의 플로우차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전자메일 열람에 대하

여 대표예로서 나타냈지만, 다른 기능을 실현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사용자에 의해 전자메일 열람기능이 선

택되면, MFU1은 메모리(9)로부터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판독하고, 열람 프로그램의 실행을 시작한다(스텝 S0). 다음

에, MPU1은 주표시장치(3a)에 메뉴를 표시한다(스텝 S1). 전자메일 열람의 경우에서는, MPU1은 메모리(9)에 기억

되어 있는 수신메일의 리스트로부터, 건명, 송신자 및 수신시간의 데이터를 판독하고, 건명, 송신자 및 수신 시간의 데

이터를 이미지로서 비디오 회로(2)의 비디오 메모리에 그려 넣는다. 이에 따라 주표시장치(3a)에 수신메일의 리스트

가 표시된다.

다음에, MPU1은 조작버튼(6)의 키 입력 접수처리를 행한다(스텝 S2). 구체적으로는, I/O 컨트롤러(6)에서 조작버튼(

8)으로부터의 신호를 판독한다. 이때, 셀렉터(8a)를 조작함으로써, 메뉴의 선택지의 지정을 변경하는 처리는, 이 키 

입력에 근거하여 MPU1이 행한다.

계속해서, MPU1은 셀렉터(8a)의 결정키의 입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한다 (스텝 S3). YES인 경우, MPU1은, 스

텝 S2에서 지정된 메뉴의 선택지에 할당된 처리를 실행하고, 실행결과를 주표시장치(3a)에 표시한다(스텝 S4). 전자

메일 열람인 경우에는, MPU1은 지정된 수신메일의 상세를 메모리(9)로부터 판독하고, 주표시장치(3a)에 표시한다. 

이때, 이 경우에는, 주표시장치(3a) 상의 표시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메일 리스트와 같은 메뉴표시는 실행결과(즉

, 전자메일의 상세)에서 대체된다.

한편, 스텝 S3에서 NO인 경우에는, 메모리(9)에 기억되어 있는 플래그를 체크하고, 부표시장치(3b)가 닫힌 상태로부

터 열린 상태로 되었는지를 조사한다(스텝 S5). 이 플래그의 설정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여기서, NO인 경우,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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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S2로 되돌아간다. 한편, YES인 경우에는, MPU1은 지정된 메뉴의 선택지에 할당된 처리를 실행하고, 실행결과

를 부표시장치(3b)에 표시한다. 예를 들면 지정된 전자메일의 상세를 부표시장치(3b)에 표시한다. 이때, 주표시장치(

3a)의 메뉴는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표시된다. 따라서, 도 6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표시장치(3a)에 메뉴(수신메일의

리스트)표시가 표시되고, 부표시장치(3b)에 상세가 표시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양쪽의 표시를 한번에 참조 할 수 있

다.

스텝 S4 또는 S6이 종료하면, MPU1은 다른 처리를 행한다. 예를 들면, 스텝 S2와 같은 조작버튼(6)의 조작에 근거하

여 회신메일의 편집처리나, 메일열람처리의 종료처리 등이다.

이때, 메모리(9)에는, 복수의 수신메일의 상세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전술한 설명과 같이 , MPU1은 부표시장치(3

b)를 여는 액션을 검출하면, 복수의 수신 메일의 상세로부터 1개 수신메일의 상세를 자동적으로 선택하고, 부표시장

치(3b)에 표시한다.

이상과 같이, 도 6 및 7에 표시된 처리에 의하면, 사용자는 1화면을 사용하는 경우와 2화면을 사용하는 경우를 용이

하게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지정된 선택지를 실행하기 위해, 부하우징(21)을 인출한 후, 일부러 셀렉터(8a)의 결정버

튼을 누르지 않아도, 그 선택지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사용의 편리함을 크게 향상한다.

다음에 도 8을 사용하여 부표시장치(3b)의 개폐검출동작을 설명한다.

MPU1은, 정기적으로 스텝 S10에서의 검출처리를 실행함으로써, 부표시장치(3b)의 개폐형태의 변화를 메모리(9) 상

에 플래그로서 기록한다.

처음에, MPU1은 I/O 컨트롤러(6)에 액세스하고, 부표시장치(3b)의 위치를 검출한다(스텝 S11). 예를 들면 부하우징(

21)이 도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본체 하우징(20)의 배면측에 수납되었을 경우, 부하우징(21)이 본체 하우징(20)

에 설치된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스위치가 유의한 신호를 출력한다.

다음에 MPU1은 스텝 S11에서 검출한 신호와 이전에 메모리(9)에 기억한 신호에 근거하여 부표시장치(3b)의 개폐상

태에 변화가 있었는가 아닌가에 대하여 판단한다. 여기서, 부표시장치(3b)가 닫힌 상태로부터 열린 상태로 변화한 경

우에는, 메모리(9)에 기록된 플래그의 값으로서 0을 셋트한다(스텝 S13). 한편, 상태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MPU1

은 플래그에 1을 셋트한다(스텝 S14). 또한, 열린 상태로부터 닫힌 상태로 변화되었을 경우에는, MPU1은 플래그에 2

를 셋트한다.

이상과 같이 MPU1이 동작함으로써, 각종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플래그를 참조하고, 부표시장치(3b)의 개폐상

태에 대하여 판단 할 수 있다.

(2) 헬프표시

계속해서, 부표시장치(3b)의 이동에 따른 실행결과의 자동표시에 대하여, 다른 예를 설명한다.

도 9a는, 사용자가 메인 메뉴로부터 기능설정의 선택지를 선택한 경우의 표시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기능설정에 대해

서는, 공지의 기능설정 기술을 사용하여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셀렉터(8a)를 사용하여 기능설정하고 한 

선택지를 지정하고, 또한, 사용자가 그 선택지에 대하여 헬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사용자는 부하우징(2

1)을 인출함으로써 헬프를 참조할 수 있다. 즉, MPU1은, 도 9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부표시장치(3b)가 열린 상태로 

변화된 것을 검출하면, 주표시장치(3a)에서 지정완료의 선택지를 인식하고, 그 선택지에 관련된 헬프를 부표시장치(3

b)에 표시한다.

이상과 같이 동작함으로써, 전술한 전자메일 열람기능과 동일하게, 조작이 적고, 직감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

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도 10은, 헬프표시에 대하여 상세한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10의 동작은, 도 7과 비교해서 수신메일 열

람과 헬프표시로 차이는 있지만, 기본동작은 동일하다.

우선, MPU1은, 주표시장치(3a)에 기능설정메뉴를 표시한다(스텝 S21). 다음에 MPU1은 키 입력을 접수하고, 셀렉터

(8a)에 따른 선택지의 지정처리를 행한다(스 텝 S22). 계속해서, MPU1은 셀렉터(8a)의 결정키의 입력이 있는지에 대

하여, 조사한다(스텝 S23). YES인 경우, MPU1은, 스텝 S22에서 지정된 메뉴의 선택지에 할당된 처리를 실행하여 기

능설정을 변경한다. 그리고, 실행결과를 주표시장치(3a)에 표시한다(스텝 S24). 한편, NO인 경우에는, 메모리(9)에 

기억되어 있는 플래그를 체크하고, 부표시장치(3b)가 닫힌 상태로부터 열린 상태로 되었는지를 조사한다(스텝 S25). 

NO인 경우, 처리는 스텝 S22로 되돌아간다. 한편, YES인 경우에는, MPU1은 지정된 메뉴의 선택지에 관련된 헬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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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검색하고, 메모리(9)로부터 판독한다. 메모리(9)에는, 복수의 헬프의 설명이 기억되어 있지만, 각 선택지에는 

미리 대응하는 헬프의 설명을 특정하는 어드레스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MPU1은 용이하게 헬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MPU1은 판독한 헬프의 설명을 부표시장치(3b)에 표시하고, 그 후에 스텝 S22로부터의 처리의 실행을 

행한다.

또한, 스텝 S24가 종료하면, MPU1은 다른 처리를 행한다. 예를 들면, 메인메뉴로 되돌아가는 등, 다음 처리를 실행한

다.

(3) 영상표시전환

다음에 부표시장치(3b)의 개폐 동작에 따라, 사용자측의 영상 및 통신상대로부터 수신한 영상의 표시를 전환하는 동

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1은,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도 송수신하는 비디오 통화기능을 사용한 통화시의 표시를 나타내고 있다. 부표시장치

(3b)는, 통화상대로부터 송신되고, 송수신회로(10)에 의해 수신된 영상을 표시한다. 이 영상은, MPU1의 제어에 의해,

비디오 디코더(4)가 수신 데이터를 디코드한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주표시장 치(3a)는, 카메라(5)가 촬영한 

영상을 표시한다. 이 영상은 비디오 인코더(4)에 의해 인코드되고, 송수신회로(10)를 통해 통신상대에게 송신된다.

다음에 사용자가 부하우징(21)을 닫고, 도 1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주표시장치(3a)만이 액티브하게 되면, MPU1은, 

개폐센서(7)의 출력신호에 근거하여 닫힌 상태로 변화된 것을 검지한다. 그리고, MPU1은 도 12에 나타내는 바와 같

이 통신상대의 영상과 카메라(5)의 영상을 합성하고, 주표시장치(3a)에 합성화상을 표시한다.

또한, 부표시장치(3b)가 닫힌 상태로부터 열린 상태로 변화되었을 경우에도, 도 12로부터 도 11에 나타내는 바와 같

이, 이 이동체 통신장치는 2화면 표시를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동작함으로써, 사용자는 부표시장치(3b)를 개폐하는 것만으로, 2화면 표시모드 또는 1화면 표시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영상이 표시되는 스크린의 크기에 따라 영상의 크기를 변환하고, 2개의 영상을 합성하기 위해, 

이 이동체 통신장치는, 통화에 적합한 영상의 표시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음에 전술한 영상표시 전환처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3은, 영상표시 전환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이다. 우선, MPU1의 제어에 의해 통화처리가 시작되면(스텝 S30

), 송수신회로(10)가 상대의 영상데이터를 수신한다. 동시에, 카메라(5)는 사용자의 영상을 촬영한다(스텝 S31). 다음

에 MPU1은 현재의 표시모드가 1화면 표시모드인지, 2화면 표시모드인지를 조사한다. 2화면 표시모드인 경우에는, 

MPU1은, 주표시장치(3a)에 카메라(5)가 촬영한 영상을 표시 하고, 또한, 부표시장치(3b)에 수신한 영상을 표시한다(

스텝 S33). 또한, 이때, MPU1은, 스피커(13), 마이크(14)를 사용한 음성통화처리나, 촬영한 영상의 송신처리를 종래

의 비디오 통화기능의 이동체 통신장치와 동일하게 실행한다.

다음에 MPU1은, 사용자에 의한 조작을 검출하기 위해, 키 입력을 접수한다(스텝 S34). 이때, MPU1은 조작버튼(8)에

의한 입력신호에 따라, 통화용으로 미리 준비된 기능, 예를 들면 볼륨의 변경처리 등을 실행한다. 계속해서, MPU1은 

사용자가 통화종료용으로 할당된 조작버튼(8)을 눌렀는가에 대하여 조사한다(스텝 S35). YES인 경우에는, MPU1은,

송수신회로(10)에 통신의 종료를 명령하고, 통화의 종료를 실행한다(스텝 S36 ). NO인 경우에는, MPU1은 메모리(9)

의 플래그를 체크하고, 부표시장치(3b)의 개폐상태로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하여 조사한다. 플래그가 '0'인 경우, 부표

시장치(3b)가 닫힌 상태로부터 열린 상태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MPU1은 메모리(9)에 2화면 표시모드로 이행한 것을

기록한다(스텝 S41). 또한, 플래그가 '2'인 경우, 부표시장치(3b)가 열린 상태로부터 닫힌 상태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MPU1은 메모리(9)에 1화면 표시모드로 이행한 것을 기록한다(스텝 S42). 스텝 S41 또는 S42가 종료했을 경우, 및 

플래그가 '1'인 경우에는, MPU1은 스텝 S31로부터의 처리를 재실행하고, 비디오 통화의 처리를 계속한다.

한편, 1화면 표시모드인 경우에는 처리가 다르다. 스텝 S32에서 1화면 표시모드인 경우에는, MPU1은 카메라(5)로 

촬영한 영상을 축소한다. 이 축소처리는, 공지의 화상처리기술에서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 다음에 MPU1은, 송수

신회로(10)에서 수신한 영상과 축소한 영상을 합성하고, 1개의 합성영상을 생성한다(스텝 S38). 화상의 합성에 대해

서는, 수퍼임포즈 기능 등 많은 공지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MPU1은 합성영상을 주표시장치(3a)에 표시한다

(스텝 S39). 합성화상을 표시한 후에는, MPU1은 전술한 바와 같이 스텝 S34로부터의 처리를 실행한다.

이상과 같이, MPU1은 부표시장치(3b)의 개폐를 검출하고, 검출결과에 근거하여 자동적으로 표시모드를 선택 할 수 

있다. 또한, 이 이동체 통신장치에서는, 통화 중이어도 동적으로 1화면 표시모드와 2화면 표시모드와의 전환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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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수의 애플리케이션의 전환

전술한 (1) 내지 (3)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이동체 통신장치는, 복수의 애플리케이션(예를 들면 전자메일, 기능설정,

비디오 재생, 인터넷 브라우저)을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부표시장치(3b)가 닫힌 상태로부터 열린 상태로 되어 사용

가능하게 되었을 때, 현재 주표시장치(3a)에서 실행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실행결과가 부표시장치(3b)에 표시된

다. 이 동작은, 전술한 (1) 내지 (3)에서도 설명한 대로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표시장치(3b)를 인출했을 때, MPU1

이 현재의 사용상황에 맞춘 표시내용을 자동선택하고, 부표시장치(3b)에 표시한다. 그 때문에 사용자로서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5)액티브 스크린의 전환

다음에, 부표시장치(3b)의 이동에 따른, 액티브 스크린의 제어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4에서, 주표시장치(3a)가 메뉴를 표시하고, 부표시장치(3b)가 메뉴에서 선택된 기능의 실행결과를 표시하고 있

다. 이 이동체 통신장치는, 복수의 표시장치 를 공통의 조작버튼(8)으로 제어하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셀렉터(8a

)의 입력신호가 어느쪽의 표시장치에 영향을 주는지 선택적으로 정해져 있고, 사용자는 조작버튼(8) 중 전환키를 누

름으로써, 조작하는 표시장치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조작 대상이 되어 있는 표시장치를 액티브 스크린이라 부른

다.

도 14는, 액티브 스크린이 주표시장치(3a)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고, 화면 아래 중앙에 셀렉터(8a)를 나타내는 타원이

표시되어 있다. 또한, 액티브 스크린을 강조 표시하기 위해, 셀렉터(8a) 및 소프트 키(8b)에 대응하는 아이콘 표시는, 

강조색 을 사용하여 표시된다.

도 14에 표시되는 열린 상태로부터 부표시장치(3b)를 닫힌 상태로 하면, MPU1은 닫힌 상태로 변화된 것을 검지하고

, 도 1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액티브 스크린을 주표시장치(3a)에 표시한다. 이때, 메뉴는 원래 주표시장치(3a)에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질 표시내용은 변화되지 않는다.

한편, 도 14에서 부표시장치(3b)기 액티브 스크린이고, 부표시장치(3b)에 셀렉터(8a)에 대응하는 타원의 아이콘이 표

시된 상태에 대해서는, MPU1은 아래와 같이 동작한다. 즉, 도 1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열린 상태일 때에 액티브 스

크린에서 표시되어 있던 비디오 표시가, 주표시장치(3a)에 표시되어 있던 메뉴를 대신하여 표시된다.

이상과 같이, 이동체 통신장치는, 닫힌 상태로 되었을 때에 액티브 스크린의 내용에서 주표시장치(3a)를 갱신하기 위

해, 닫힌 상태가 되어도 사용자는 계속 흥미가 있는 표시내용에 대하여 조작을 계속할 수 있다.

이하에, 도 17을 사용하여 상세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우선, MPU1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을 시작하면(스텝 S40), 전술과 동일하게 키 입력을 접수한다(스텝 S4

1). 다음에, MPU1은, 주표시장치(3a)가 액티브 스크린인지를 조사하고, YES인 경우, 접수한 키 입력에 근거하여 미

리 프로그램에서 정해진 처리를 실행하고, 결과를 주표시장치(3a)에 표시한다(스텝 S43). 계속해서, MPU1은 플래그

를 체크하고(스텝 S44), 플래그의 값에 따라 스텝 S45 , S47 또는 S41을 실행한다.

플래그가 '2'인 경우에는, 닫힌 상태로 변화되었을 경우이므로, MPU1은 부표시장치(3b)의 백라이트 전원을 OFF로 

설정한다(스텝 S47). 이때, MPU1은 부표시장치(3b)에서 표시되어 있던 내용, 혹은, 부표시장치(3b)용으로 실행되어 

있던 처리를 메모리(9)에 기억한다. 그리고, 스텝 S41의 처리를 재실행한다.

플래그가 '0'인 경우에는, 열린 상태로 변화한 경우이므로, MPU1은 부표시장치(3b)의 백라이트 전원을 ON으로 설정

한다(스텝 S45). 계속해서, 2화면 표시모드시의 화면구성을 메모리(9)로부터 판독하고, 이 결과에 근거하여 주표시장

치(3a) 및 부표시장치(3b)의 표시내용을 갱신한다(스텝 S46).

다음에 주표시장치(3a)가 액티브 스크린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MPU1은, 접수한 키 입력에 근거하여 미리 

프로그램에서 정해진 처리를 실행하고, 결과를 부표시장치(3b)에 표시한다(스텝 S48). 계속해서, MPU1은 플래그를 

체크하고(스텝 S49), 플래그의 값이 '1'인 경우에는, 스텝 S41의 처리를 재실행한다. 또한, 플래그의 값이 '2'인 경우

에는, MPU1은 부표시장치(3b)의 백라이트의 전원을 OFF로 설정하고(스텝 S50), 주표시장치(3a)를 부표시장치(3b)

가 표시하고 있던 표시내용에서 갱신한다(스텝 S51). 이때, 스텝 S47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MPU1은 주표시장

치(3a)에서 무엇이 표시되고, 어느 처리가 실행되어 있었는지를 메모리(9)에 기록한다. 또한, 스텝 S44, S46, S47, 또

는 S51의 처리가 종료하면, MPU1은 스텝 S41의 처리를 재실행한다. 이때, 애플리케이션의 종료는, 스텝 S43 또는 

스텝 S48에서 종료키가 눌러진 것을 MPU1이 검출했을 경우에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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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처리에 의해, 부표시장치(3b)가 개폐되어도 항상 액티브 스크린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이때, 전

술한 설명에서는, 1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복수의 애플리케이션을 각각의 표시장

치에서 병렬로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부표시장치(3b)가 닫힌 상태로 변화된 경우에는, 주표시장치(3a)의 

핸들러(리소스 점유권)를 액티브 스크린에서 실행되어 있던 애플리케이션에 인도하고, 액티브 스크린에서 실행되어 

있지 않았던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을 계속해도 된다. 이때,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을 계속하는 경

우에는, 부표시장치(3b)의 핸들러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위양되지만, 화면의 갱신은 해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복수의 애플리케이션을 병렬로 실행하는 경우에는, 주표시장치(3a)에 표시되는 내용과, 부표시장치(3b)에 표시

되는 내용은 반드시 관련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백라이트의 전원제어는 필요없을 경우에는,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

(6) 기타

또한, 이동통신단말에는, 도 18∼2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동작도 행한다.

도 18은, 대기화면이 표시되어 있을 때에, 부표시장치(3b)를 인출하면, 부표시장치(3b)가 사용자가 미리 등록한 애플

리케이션을 동작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메일 작성용의 애플리케이션이 표시되어 있다.

도 19는, 비디오 통화기능을 사용해서 통화 중에, 사용자가 부표시장치(3b)를 인출했을 때의 동작을 설명하고 있다. 

MPU1은, 비디오 통화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동작의 리스트를 메뉴로서 부표시장치(3b)에 표시하고 있다.

도 20은,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 부표시장치(3b)가 인출되었을 때의 동작을 설명하고 있다. MPU1

은, 사용자가 초기 설정한 어드레스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부표시장치(3b)에 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뛰어난 이동체 통신장치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전술한 설명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제어장치로서 MPU1을 예시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은 제어를 할 수 있으면 다른 제어 수단을 사용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1에 기재의 각 회로를 통합하여, 1개 또는 복수의 IC(Integrated Circuit)로 구성하는 것도 할 수 

있다. 또한, 범용 프로세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회로를 사용하여 실현하는 것도 할 수 있다.

또한, 각종 디코더는, 전용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폐센서(7)는, 스위치와 같은 실질적으로 2값의 신호를 출력하는 것이 아닌, 다치 또는 아날로그값을 출력하는 센서

를 사용하는 것이라도 된다. 그리고, 단순한 개폐뿐만 아니라, 본체 하우징 또는 주표시장치(3a)에 대한 부표시장치(3

b) 거리를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출력신호를 얻는 것으로 해도 된다. 센서는 광센서를 사용하는 것도 할 수 있다. 또한,

부표시장치(3b)의 위치의 변화를 검출할 수 있는 것이면, 다른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

전술한 (1) 내지 (5)에서 설명한 동작 및 구성은, 1개의 이동체 통신장치 상에서 동작하는 것이지만, 전부가 필수가 

아니라, 필요한 기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송수신회로(10)는, 휴대전화와 같은 광역의 무선통신에 한정하지 않고, 무선 LAN(Local Aria Network), 블루투스(

TM)와 같은 비교적 작은 에어리어에서 사용되는 무선통신, 또는 보다 광역의 위생통신용의 회로라도 된다. 또한, 소

프트웨어 무선과 같이, 적절히, 통신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도 된다.

조작버튼(8)은, 입력 디바이스의 일례로서 설명했지만, 입력 디바이스는 버튼형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트랙볼, 막

대를 움직임으로써, 좌표를 입력하는 것, 혹은, 음성인식에 의한 커맨드 입력을 행하는 것이라도 된다. 음성인식에 대

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또는 제품이 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카 네비게이션 장치에 탑재되어 있는 음성인식회로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카메라(5) 등의 광학 디바이스도 입력디바이스로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입력 디바이스는, 통신회로도 사용할 수 있다. 즉, 단거리무선에 의해 다른 기기로부터 이동체 통신장치를 제어할 때, 

다른 기기가 명령 또는 메뉴의 지시신호를 송신하고, 이 지시 신호에 따라 MPU1이 메뉴의 갱신을 하는 것도 할 수 있

다. 다른 예로서는, 하우징의 이동이나 기울기를 검출하기 위해 카메라(5)의 화상을 사용하거나 경사센서를 사용하거

나 할 수 있다.

표시장치는, 액정표시장치에 한정하지 않고, 문자 또는 영상을 표시하는 다른 표시장치를 사용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LED(Light Emitting Diode)를 복수 배열하여 1개 표시장치를 구성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또한, EL(Electro Lumines

cence) 디스플레이, PDP(Plasma Display Panel)를 사용하는 것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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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동가능한 표시장치는, 도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슬라이드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2개 폴

더형으로 구성된 하우징에 설치된 표시장치에서, 힌지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이라도 된다. 도 21 및 도 22에 이 예를

나타낸다. 도 21은 이동체 통신장치의 정면도, 도 22는 측면도이다. 이 도 21 및 도 22에서, 도 2와 동일한 부호는 동

일 또는 해당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부표시장치(3b)를 지시하는 부하우징(21)은, 힌지(30)를 통해 본체 하우징(20

)에 개폐가능하게 접속되어 있다. 도 21a 및 도 22a는, 연 상태를 나타내고, 도 21b 및 도 22b는 닫혔던 상태를 나타

내고 있다. 주표시장치(3a)는, 도 21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하우징을 닫았던 상태에서도, 부하우징(21)에 가리지 않

고 사용할 수 있다. 부하우징(21)은, 도 2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정면방향으로 회전할 뿐만 아니라, 측면방향으로 회

전하고, 부하우징(21) 수납시는, 본체 하우징(20)의 배면측에 가려지도록 구성해도 된다.

또한, 복수의 영상을 합성하는 경우에는, 축소처리는 필수적이지 않다. 화면의 크기 및 합성하는 영상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실행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통신상대의 영상 및 카메라의 영상의 양쪽을 축소처리하는 것

도 할 수 있다.

각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복수의 루틴으로 구성된다. 각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동일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통

합되어 있어도 되고, 전혀 별개의 프로그램으로서 구성되어 있어도 좋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항상 메모리(9)에

기억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송수신회로를 통해, 네트워크 경유에서 다른 기기로부터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전술한 처리는, 컴퓨터에서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에 의해 실현 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판독가능한

기록매체에 기록 할 수 있고, 또한, 무선통신에 의해 이동체 통신장치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주표시장치(3a)와 부표시장치(3b)의 크기는, 어느 쪽이 크더라도 상관없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관한 이동체 통신장치, 그 표시제어방법 및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복수의 표시장치를 갖는 

휴대전화, 휴대정보단말 등의 이동체 통신장치에 사용하는데도 적합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우징과,

문자 또는 화상을 표시하는 제1 표시장치와,

상기 하우징에 대하여 이동가능하게 설치된 제2 표시장치,

상기 제2 표시장치의 위치에 따라 신호를 출력하는 센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상기 제1 표시장치에 제1 실행결과를 표시함과 동시에, 상기 센서의 출력신호에 

근거하여, 상기 제2 표시장치가 미리 정해진 위치로 이동한 경우에, 상기 제1 실행결과에 관련된 제2 실행결과를 상

기 제2 표시장치에 표시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체 통신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가능하게 구성되고, 상기 제2 표시장치에 상기 제2 실행결과

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1 표시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결과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이동체 통신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서, 전자메일을 열람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상기 제1 표시장치는, 상기 제1 실행결과로서 전자메일의 수신 리스트를 표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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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표시장치는, 상기 제2 실행결과로서 상기 전자메일의 수신 리스트 중 1개의 전자메일에 대하여, 메일의 내

용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체 통신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제2 표시장치가 사용가능한 위치로 이동한 경우에, 상기 제2 표시장치에, 현재 표시되어 있는 

상기 제1 실행결과의 헬프표시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체 통신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표시장치는, 표시된 복수의 선택지를 갖는 메뉴를 표시함과 동시에,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센서의 출력신호에 근거하여 상기 제2 표시장치가 이동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기 복수의 

선택지로부터 1개의 선택지를 선택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체 통신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센서의 출력신호에 근거하여 상기 제2 실행결과를 표시하는 표시장치를 선택하고, 선택결과에

근거하여 상기 제1 표시장치 또는 제2 표시장치에 상기 제2 실행결과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체 통신장

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는, 상기 제2 표시장치의 개폐를 검출하고,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센서가 열린 상태로부터 닫힌 상태로 된 것을 검출한 경우에, 상기 열린 상태일 때에 상기 제1 

표시장치가 표시하고 있던 표시내용과 상기 제2 표시장치가 표시하고 있던 표시내용을 합성한 합성화상을 상기 제1 

표시장치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체 통신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제1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구비하고,

상기 제1 표시장치 및 제2 표시장치의 각각은, 상기 열린 상태일 때에 통신 상대로부터 송신된 제2 영상 또는 상기 제

1 영상을 표시하고,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센서에 근거하여 열린 상태로부터 닫힌 상태로 된 경우에, 상기 제1 영상을 축소함과 동시에, 

이 축소한 제1 영상을 상기 제2 영상과 합성하고, 합성한 영상을 상기 제1 표시장치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체 통신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표시장치 또는 제2 표시장치에 표시된 표시내용을 선택하는 입력 디바이스를 구비함과 동시에,

제어장치는, 상기 센서의 신호에 근거하여 상기 제2 표시장치의 비표시를 결정하고, 상기 제1 표시장치 및 제2 표시

장치가 각각 다른 표시를 행하고 있을 때, 상기 제1 또는 제2 표시장치 중 상기 입력 디바이스의 조작대상이 되는 표

시장치를 액티브 스크린으로서 선택적으로 결정하며, 상기 제2 표시장치가 비표시상태로 된 경우에, 상기 제1 표시장

치의 표시내용을 상기 액티브 스크린에 표시되어 있던 내용 을 사용하여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체 통신장

치.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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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체 통신장치에 설치된 제1 표시수단 및 제2 표시수단 중, 제2 표시수단이 비사용상태로부터 사용상태로 변화되

었는지를 검출하는 검출스텝과,

상기 검출스텝에서 사용상태로 변화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 복수의 표시내용으로부터 상기 제1 표시수단에 표시된 

선택지에 관련한 표시내용을 선택하고, 상기 제2 표시수단에 표시하는 표시스텝을 구비한 이동체 통신장치의 표시제

어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스텝은, 상기 제1 표시수단을 사용하고 있던 애플리케이션의 다음 실행결과를 상기 제2 표시수단에 표시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체 통신장치의 표시제어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스텝은, 상기 제2 표시수단이 비사용상태이고, 또한 상기 이동체 통신장치의 결정버튼이 눌러진 경우에, 상

기 제2 실행결과를 상기 제1 표시장치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체 통신장치의 표시제어방법.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스텝은, 상기 제2 표시수단이 상기 제1 표시수단에 대하여 이동한 것을 검출하는 센서로부터의 출력신호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체 통신 장치의 표시제어방법.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복수의 전자메일의 표제를 갖는 수신 리스트를 상기 제1 표시수단에 표시하는 리스트 표시스텝과,

상기 수신 리스트 중에서 1개의 전자메일을 지정하는 지정스텝을 구비하고,

상기 표시스텝은, 상기 제2 표시수단에 표시하는 내용으로서, 상기 지정스텝에서 지정된 전자메일의 상세내용을 표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체 통신장치의 표시제어방법.

청구항 15.
제 10 항에 있어서,

통신상대로부터 송신된 제1 영상을 수신하는 스텝과,

상기 이동체 통신장치에 설치된 카메라를 사용하여 제2 영상을 촬영하는 스텝과,

상기 제1 및 제2 표시수단 중 어느 하나에, 상기 제1 또는 제2 영상을 표시하고, 상기 제1 및 제2 표시수단에 의해 상

기 제1 및 제2 영상을 동시에 표시하는 2화면 표시스텝과,

상기 제2 표시수단이 사용상태로부터 비사용상태로 된 경우에, 상기 제1 및 제2 영상을 합성하고, 상기 제1 표시수단

에 표시하는 1화면 표시스텝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체 통신장치의 표시제어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1화면 표시스텝은, 상기 제2 영상을 축소하여 상기 제1 영상과 합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체 통신장치의

표시제어방법.

청구항 17.
제 1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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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시스텝은, 상기 제2 표시수단이 사용상태로 된 경우에, 상기 제1 표시장치에 표시된 내용에 관련된 헬프표시

를 상기 제2 표시수단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체 통신장치의 표시제어방법.

청구항 18.
상기 제1 표시수단 또는 제2 표시수단에 표시된 표시내용을 선택하는 입력 디바이스로부터의 입력신호를 검출하는 

스텝과,

상기 입력신호에 근거하여 상기 표시내용을 선택하는 스텝과,

상기 제1 표시수단 및 제2 표시수단이 각각 다른 표시를 행하는 스텝과,

상기 이동체 통신장치에 설치된 제1 입력 디바이스로부터의 신호에 근거하 여, 상기 제1 표시수단 및 제2 표시수단 

중 제2 입력 디바이스로부터의 신호에 근거하는 제어를 행하는 대상을 액티브 스크린으로서 선택하는 스텝과,

상기 제2 표시장치가 비표시상태로 된 경우에, 상기 제1 표시장치의 표시내용을 상기 액티브 스크린에 표시되어 있던

내용을 사용하여 갱신하는 갱신스텝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체 통신장치의 표시제어방법.

청구항 19.
청구항 10∼18 중 어느 한 항에 기재의 표시제어방법을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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