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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구항 수 : 총 32 항

(54)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음악 연주를 제어하는 장치 및 방법

(57) 요약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음악 연주를 제어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장치는 비트박스 연주에 필요한 사용자 입

력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연주할 비트박스에 대한 정보 화면을 표시하는 표시부와, 상기 단말기의 운동 상태를 순

시적으로 감지하는 관성 센서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트박스의 종류를 저장하는 영역이 구비되는 메모리부와, 상기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비트박스 배우기 기능 사용에 필요한 사용자 입력을 감지하고, 상기 표시부에 비트박스 배우기 기능

실행에 따른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하며, 상기 관성 센서에 의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운동이 감지되면 그 운동 상태

에 따라 비트박스가 연주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연주되는 비트박스를 소리로 출력하는 스피커를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한다.

대표도

도 6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음악 연주를 제어하는 장치에 있어서,

비트박스 연주에 필요한 사용자 입력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연주할 비트박스에 대한 정보 화면을 표시하는 표시부와,

상기 단말기의 운동 상태를 순시적으로 감지하는 관성 센서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트박스의 종류를 저장하는 영역이 구비되는 메모리부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비트박스 배우기 기능 사용에 필요한 사용자 입력을 감지하고, 상기 표시부에 비트박스 배

우기 기능 실행에 따른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하며, 상기 관성 센서에 의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운동이 감지되면 그

운동 상태에 따라 비트박스가 연주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연주되는 비트박스를 소리로 출력하는 스피커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표시부의 비트박스 설정화면, 비트박스 듣기화면, 및 비트박스 따라하기 화면 표시를 제어하며, 상기

비트박스 설정화면에서 감지한 설정 입력에 따라 상기 비트박스 듣기화면에서 비트박스가 연주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비

트박스 따라하기 화면 표시 상태에서 상기 관성 센서에 의해 상기 단말기의 운동이 감지되면 그 운동 상태에 따라 비트박

스가 연주되도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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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부가 비트박스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을 더 표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부는 악기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을 더 표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부는 볼륨을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을 더 표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상기 선택된 비트박스의 한 소절을 사용자가 미리 들을 수 있도록 출력하면서 상기 듣기 화면이 표시되도

록 제어하며, 상기 소절과 동일한 소절을 사용자가 따라함에 따라 비트를 출력하면서 상기 따라하기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

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음악 연주를 제어하는 장치에 있어서,

음악 연주에 필요한 사용자 입력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연주할 음악에 대한 정보 화면을 표시하는 표시부와,

상기 단말기의 운동 상태를 순시적으로 감지하는 관성 센서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음악 정보를 저장하는 영역이 구비되는 메모리부와,

상기 관성 센서에 의해 상기 단말기의 운동이 감지되면 그 운동 상태에 따라 상기 음악이 연주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연주되는 음악을 소리로 출력하는 스피커를 포함하고,

상기 음악 정보는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진 나만의 악기를 포함하여 악기 데이터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며, 상기 제어

부는 상기 메모리에 나만의 악기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녹음을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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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녹음을 위한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마이크를 더 구비하며,

상기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는 소리를 나만의 악기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 상기 제어부가 사용자가 녹음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 녹음시간이 선택되면 녹음을 시작하고 녹음 진행 화면, 녹음이 완료되면 저장될 파일에 부여할 악기 이름 입력

을 요구하는 화면이 상기 표시부에 표시되도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상기 녹음 진행 화면에 막대 그래프가 표시되어 상기 녹음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도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저장된 악기의 종류를 보여주는 화면을 표시한 뒤 사용자에 의한 악기 선택을 감지하면 상기 선택된 내용을

보여주는 화면을 표시하고 해당 악기 소리가 출력되도록 제어하여 상기 나만의 악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12.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음악 연주를 제어하는 장치에 있어서,

음악 연주에 필요한 사용자 입력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연주할 음악에 대한 정보 화면을 표시하는 표시부와,

상기 단말기의 운동 상태를 순시적으로 감지하는 관성 센서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음악 정보를 저장하는 영역과 일정 조건에 따라 미리 설정된 배경화면용 색깔을 저장하는 영역이 구비

되는 메모리부와,

상기 관성 센서에 의해 상기 단말기의 운동이 감지되면 그 운동 상태에 따라 상기 음악이 연주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연주되는 음악을 소리로 출력하는 스피커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박스가 연주될 때, 상기 제어부가 음원의 종류 혹은 음원 유무에 따라 배경화면의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도록 제

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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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음악 연주를 제어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자 오르골 연주에 필요한 사용자 입력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전자 오르골 연주를 할 곡에 대한 정보 화면을 표시하는 표시부와,

상기 단말기의 운동 상태를 순시적으로 감지하는 관성 센서와,

전자 오르골 연주를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곡을 저장하는 영역이 구비되는 메모리부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 오르골 기능 사용에 필요한 사용자 입력을 감지하고, 상기 표시부에 상기 연주 대상

으로 선택된 곡에 대한 정보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하며, 상기 관성 센서에 의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운동이 감지될

때마다 순차적으로 상기 선택된 곡의 계이름이 연주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계이름에 대응하는 소리를 출력하는 스피커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부가 계이름에 대응하는 색깔을 저장하는 영역을 더 구비하며,

전자 오르골 기능이 선택되면, 상기 제어부가 상기 표시부에 연주할 곡의 가사 일정 분량이 표시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곡

이 연주되어감에 따라, 상기 가사의 각 글자가 상기 곡의 계이름에 대응하는 색깔로 바뀌도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부가 연주 상태에 대응하는 색깔을 저장하는 영역을 더 구비하며,

전자 오르골 기능이 선택되면, 상기 제어부가 상기 표시부에 연주할 곡의 가사 일정 분량이 제1색깔로 표시되도록 제어하

고, 상기 곡이 연주되어감에 따라, 상기 가사의 각 글자가 제2색깔로 바뀌도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부가 계이름에 대응하는 색깔을 저장하는 영역을 더 구비하며,

전자 오르골 기능이 선택되면 상기 제어부가, 상기 곡이 연주되어감에 따라, 상기 표시부에 표시되는 배경화면이 상기 곡

의 계이름에 대응하는 색깔로 바뀌도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8.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음악 연주를 제어하는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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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오르골 연주에 필요한 사용자 입력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전자 오르골 연주를 할 곡에 대한 정보 화면을 표시하는 표시부와,

상기 단말기의 운동 상태를 순시적으로 감지하는 관성 센서와,

전자 오르골 연주를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곡을 저장하는 영역이 구비되는 메모리부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 오르골 기능 사용에 필요한 사용자 입력을 감지하고, 상기 표시부에 상기 연주 대상

으로 선택된 곡에 대한 정보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하며, 상기 관성 센서에 의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운동이 감지될

때마다 상기 선택된 곡의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계이름이 동시에 연주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계이름들에 대응하는 소리를 출력하는 스피커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9.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음악 연주를 제어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자 오르골 연주에 필요한 사용자 입력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전자 오르골 연주를 할 곡에 대한 정보 화면을 표시하는 표시부와,

상기 단말기의 운동 상태를 순시적으로 감지하는 관성 센서와,

전자 오르골 연주를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곡을 저장하는 영역이 구비되는 메모리부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 오르골 기능 사용에 필요한 사용자 입력을 감지하고, 상기 표시부에 상기 연주 대상

으로 선택된 곡에 대한 정보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하며, 상기 관성 센서에 의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운동이 감지될

때마다 상기 선택된 곡의 소정 구간에 해당하는 계이름들이 순차적으로 연주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계이름에 대응하는 소리를 출력하는 스피커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0.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음악 연주를 제어하는 장치에 있어서,

비트박스 설정화면, 비트박스 듣기화면, 및 비트박스 따라하기 화면을 표시하는 표시부와,

비트박스를 소리로 출력하는 스피커와,

상기 비트박스 배우기 기능 사용에 필요한 사용자 입력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상기 단말기의 운동 상태를 순시적으로 감지하는 관성 센서와,

비트박스의 종류를 저장하는 영역이 구비되는 메모리부와,

상기 표시부에 비트박스 배우기 기능 실행에 따른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비트박스 따라하기 화면 표시 상태에

서 상기 관성 센서에 의해 상기 단말기의 운동이 감지되면 그 운동 상태에 따라 비트박스가 연주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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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음악 연주를 제어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자 오르골 기능 사용에 필요한 사용자 입력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연주에 대한 정보 화면을 표시하는 표시부와,

상기 단말기의 운동 상태를 순시적으로 감지하는 관성 센서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곡을 저장하는 영역이 구비되는 메모리부와,

상기 전자 오르골 기능이 선택되고 상기 관성 센서에 의해 상기 단말기의 운동이 감지될 때마다 순차적으로 상기 곡의 계

이름에 대응하는 소리가 출력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2.

관성 센서를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음악 연주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비트박스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을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비트박스 설정 상태에서 혹은 초기 설정 상태에서 연주 명령의 입력이 감지되는지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연주 명령의 입력이 감지되면 상기 관성 센서에 의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운동이 감지되는지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운동이 감지되면 상기 설정 상태와 상기 감지한 운동 상태에 따라 비트박스를 출력하면서, 사용자

가 그 비트박스를 따라 하며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화면을 표시하는 연주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사용자에 의해 미리 녹음되어 파일 형태로 저장되는 나만의 악기를 만드는 과정을 더 포함하며,

상기 악기의 종류에는 상기 나만의 악기가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나만의 악기를 만드는 과정은,

녹음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표시하는 단계와,

녹음시간이 선택되면 녹음을 시작하고 녹음 진행 화면을 표시하는 단계와,

녹음이 완료되면 악기 이름 입력을 요구하는 화면을 표시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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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내용에 상기 입력된 악기 이름을 부여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나만의 악기를 확인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며,

상기 나만의 악기를 확인하는 과정은,

저장된 악기의 종류를 보여주는 화면을 표시하는 단계와,

악기의 선택을 감지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내용을 보여주는 화면을 표시하고 해당 악기 소리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악기의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을 표시하고 해당 악기 소리를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연주 과정은,

상기 선택된 비트박스의 동일 소절을,

사용자가 미리 들을 수 있도록 출력하면서 해당 화면을 표시하는 단계와,

사용자가 따라함에 따라 비트를 출력하면서 해당 화면을 표시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음악 연주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자 오르골 연주 대상인 곡을 선택하기 위한 화면을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된 곡에 대한 정보 화면을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의 운동이 감지될 때마다 상기 곡의 계이름에 대응하는 소리를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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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보 화면은 연주할 곡의 가사 일정 분량이 제1색깔로 표시되는 화면이며,

상기 곡이 연주되어감에 따라, 상기 가사의 각 글자가 제2색깔로 바뀌어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화면은 연주할 곡의 가사 일정 분량이 표시되는 화면이며,

상기 곡이 연주되어감에 따라, 상기 가사의 각 글자가 상기 곡의 계이름에 대응하는 색깔로 바뀜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곡이 연주되어감에 따라, 상기 정보 화면이 상기 곡의 계이름에 대응하는 색깔로 바뀌도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의 운동이 감지될 때마다 상기 선택된 곡의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계이름들에 대응하는 소리가 동시에 출력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의 운동이 감지될 때마다 상기 선택된 곡의 소정 구간에 해당하는 계이름들에 대응하는 소리가 순차적으로 출

력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관성 센서를 통해 연속 동

작을 인식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음악 연주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관성 센서를 통한 비트박스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기 저장된 악기소리를 이용하여 해당 연주가 이루어진다. 또

한 비트박스는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를 흔들 때마다 미리 설정해 놓은 음원으로 연주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주를 할

때 배경화면은 한 이미지로 고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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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 센서를 통한 소리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음원은 종류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한정된 악기 음

원을 사용하면 사용자들이 소리기능을 활용함에 있어 얻는 재미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음악 박자에 익숙하

지 않은 사용자들은 비트박스 연주 기능에 큰 호감을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소리기능을 사용할 때 배경화면이 한 가지

이미지로 고정되어 있으면 출력되는 사운드에 비해 시각적으로는 평범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관성 센서를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소리기능(비트박스, 전자 오르골 등) 활용에 있어서 자유도를 높

여 사용자가 느끼는 재미를 배가시킬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포함되어 있는 음원 외에도 다양한 음원으로 소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비트박스 배우기에 있어서 음악의 종류별 박자를 사용자가 따라 하며 배울 수 있도록 하여 배우는 재미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배경화면을 표현함에 있어서 소리기능을 사용할 때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본 제1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음악 연주를 제어하는 장치가, 비트박스 연주에 필요한 사용자 입력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연주할 비트박스에 대한 정보 화면을 표시하는 표시부와, 상기 단말기의 운동 상태를 순시적으로 감

지하는 관성 센서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트박스의 종류를 저장하는 영역이 구비되는 메모리부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통한 비트박스 배우기 기능 사용에 필요한 사용자 입력을 감지하고, 상기 표시부에 비트박스 배우기 기능 실행에 따

른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하며, 상기 관성 센서에 의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운동이 감지되면 그 운동 상태에 따라 비

트박스가 연주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연주되는 비트박스를 소리로 출력하는 스피커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제2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음악 연주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비트박스의 종류, 악기의 종류, 볼륨

을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을 표시하는 설정 과정과, 상기 비트박스 혹은 악기 혹은 볼륨 중 어느 한 가지가 변경된 상태에서

혹은 초기 설정 상태에서 연주 명령의 입력이 감지되면 해당 상태에 따른 비트박스를 해당 악기 소리로 해당 볼륨에 맞게

출력하면서, 사용자가 그 비트박스를 따라 하며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화면을 표시하는 연주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제3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음악 연주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자 오르골 연주 대상인 곡을 선택하

기 위한 화면을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된 곡에 대한 정보 화면을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의 운동이 감지될 때마

다 상기 곡의 계이름에 대응하는 소리를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메뉴 화면의 표

시(디자인) 등과 같은 특정(特定)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

일 뿐 이러한 특정 사항들 없이도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음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

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비트박스 배우기는 배우게 될 비트박스의 종류와 음원 및 볼륨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

과 비트박스를 따라 하며 배울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선택한 비트를 한 소절씩 미리 들려주어 사용자가 따

라 하는 방식으로 배우기가 진행된다. 또한 비트박스를 배우기 위해 사용자는 미리 저장되어 있는 비트(음악의 박자), 악

기, 그리고 볼륨을 선택한다. 배우기를 시작하면 사용자가 설정한 비트를 한 소절씩 따라 하며 비트를 배울 수 있도록 한

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비트박스 배우기를 설정하는 방법을 화면 변화에 의거하

여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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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는 비트박스 배우기 설정을 위한 초기 화면을 예를 들어 나타낸 것이다. 비트박스의 "힙합 1"과 악기의 "작은북" 및 볼

륨의 설정치는 디폴트로 표시된 것으로, 사용자가 바꾸고 싶으면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즉, 포커스가 비트박스에 있는 상태

에서 메뉴키를 누르면 (1b)와 같이 비트박스의 종류가 표시된 하위 메뉴 화면이 표시되고, 상/하 방향키를 사용하여 원하

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1c)와 같이 하 방향키를 사용하여 굿거리장단을 선택하고 확인키를 눌러 결정하면 (1d)와 같이

비트박스가 굿거리장단으로 바뀌어 표시된다. 악기나 볼륨은 바꾸고 싶지 않으면 바로 확인키를 누르면 (1g)와 같이 비트

박스 배우기 화면이 표시된다.

악기의 종류도 바꾸고 싶다면 (1d) 상태에서 하 방향키를 누르면 (1e)와 같이 악기 선택이 가능하도록 포커스가 아래로 내

려간다. 이후 구체적인 악기 종류 선택은 도시하지 않았으나 전술한 비트박스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이후 볼륨은 바꾸고

싶지 않으면 바로 확인키를 누르면 (1g)와 같이 비트박스 배우기 화면이 표시된다.

볼륨의 설정치도 바꾸고 싶다면 (1e) 상태에서 하 방향키를 누르면 (1f)와 같이 볼륨 선택이 가능하도록 포커스가 아래로

내려간다. 이때 좌/우 방향키를 이용하여 볼륨을 조정할 수 있다. 이후 확인키를 누르면 (1g)와 같이 비트박스 배우기 화면

이 표시된다.

(1g)와 같이 비트박스 배우기 화면이 표시된 이후에는 후술하는 비트박스 배우기 연주가 수행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비트박스 배우기 연주 방법을 화면 변화에 의거하여 나타

낸 도면이다.

비트박스 배우기 연주는 듣기와 따라하기가 번갈아 나타나며 이를 통해 선택한 비트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2소절의 비트

박스를 배우는 경우를 가정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a)는 전술한 도 1의 (1f)와 같은 화면으로, 비트박스는 "굿거리장단", 악기는 "작은북"으로 설정했다고 가정하고, 볼륨을

설정하는 단계부터 나타낸 것이다. 이때 좌/우 방향키를 이용하여 볼륨을 조정하고 확인키를 누르면 (2b)- 도 1의 (1g)-

와 같이 비트박스 배우기 화면이 표시된다. 만약 (2b) 상태에서 취소키를 누르면 (2a) 상태로 다시 돌아가 볼륨 조정을 할

수도 있다.

굿거리 장단의 1소절은 "덩 - 기덕 덩 더러러러", 2소절은 "쿵 - 기덕 쿵 더러러러"이다.

(2c)는 1소절 듣기 화면을 나타낸다. 이때는 비트의 일부를 들려준다. "연주" 소프트(soft)키는 비트 재생 완료 후 출력된

다. 확인키를 누르면, (2d)와 같은 따라하기 화면이 표시된다. 듣기화면에서 들은 비트를 이 따라하기 화면에서 사용자가

연주하면 된다. 이때 사용자가 단말기를 흔들면 그 흔들림에 따라 음원이 출력되어 비트박스 연주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흔들지 않으면 음원을 출력하지 않아 비트박스 연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후 확인키를 누르면, (2e)와 같은 2소절 듣기 화면이 표시된다. 이후 사용자가 다시 확인키를 누르면, (2f)와 같은 2소절

따라하기 화면이 표시된다. 2소절 듣기화면에서 들은 비트를 이 따라하기 화면에서 사용자가 연주하면 된다. 이때도 사용

자가 단말기를 흔들면 그 흔들림에 따라 음원이 출력되어 비트박스 연주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흔들지 않으면 음원을 출력

하지 않아 비트박스 연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후 메뉴키를 누르면 (2b)와 같은 비트박스 배우기 화면이 표시되고, 확

인키를 누르면 (2g)와 같이 모션 비트박스 초기 화면이 표시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나만의 악기를 만드는 방법을 화면 변화에 의거하여 나타

낸 도면이다.

기본적인 악기 외에도 사용자가 자신만의 악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나만의 악기는 음원을 녹음할 수 있는 만들기와

녹음된 음원을 재생하고 삭제할 수 있는 보관함으로 구성된다. 악기로 사용할 음원을 녹음하기 위해서는 먼저 녹음되는 시

간을 설정한다. 시간 설정 후 음원이 녹음되는 시점을 알려 주는 막대그래프가 나타나고, 녹음되는 시간 동안 사용자는 음

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악기 소리 또는 목소리를 내도록 한다. 이렇게 녹음된 음원은 비트박스 연주 및 배우기에서 사용

가능하다.

(3a)는 나만의 악기를 만들기 위한 초기 화면, 즉 모션 비트박스 화면이다. 상/하 방향키를 사용하여 포커스를 나만의 악기

항목으로 이동시키고 확인키를 누르면 (3b)의 나만의 악기 화면이 표시된다. 상/하 방향키를 사용하여 포커스를 만들기 항

목으로 이동시키고 확인키를 누르면 (3c)의 만들기 화면이 표시된다. 이 상태에서 좌/우 방향키를 사용하여 (3d)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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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녹음시간이 설정되면 (3e) - (3f)와 같은 과정을 거쳐 녹음을 한다. 이때 사용자는 녹음의 준

비(110), 시작, 실행(120), 완료를 막대 그래프의 변화로 인지할 수 있다. 녹음이 완료되면 (3g)와 같이 녹음파일 이름을

입력하는 화면이 표시된다. 사용자가 녹음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키를 누르면 (3h)와 같이 나만의 악기 화면이 다시 표

시되면서 작업이 종료된다.

상기 (3b) - (3e) 각 상태에서 취소키를 누르면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나만의 악기를 확인하는 방법을 화면 변화에 의거하여 나

타낸 도면이다.

(4a)는 나만의 악기를 확인하기 위한 초기 화면, 즉 모션 비트박스 화면이다. 상/하 방향키를 사용하여 포커스를 나만의 악

기 항목으로 이동시키고 확인키를 누르면 (4b)의 나만의 악기 화면이 표시된다. 상/하 방향키를 사용하여 포커스를 보관함

항목으로 이동시키고 확인키를 누르면 (4c)의 보관함 화면이 표시된다. 이 상태에서 상/하 방향키를 사용하여 포커스를 이

동시킬 수 있다. 포커스가 "목소리 1" 항목에 위치한 경우, 확인키를 누르면 (4d)와 같이 "목소리 1" 확인 화면이 표시된다.

또한 아래 "메뉴" 소프트키를 이용하여 상세 정보를 선택하고 확인키를 누르면 (4e)와 같이 "목소리 1"의 상세 정보 화면이

표시된다. 상세 정보는 예를 들어 파일 형식, 녹음 날짜, 용량, 녹음 시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4b), (4c) 각 상태에서 취소키를 누르면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전자 오르골 연주 방법을 화면 변화에 의거하여 나타낸 도

면이다.

(5a)는 전자 오르골 연주를 선택할 수 있는 초기 화면, 즉 모션 비트박스 화면이다. 상/하 방향키를 사용하여 포커스를 전

자 오르골 항목으로 이동시키고 확인키를 누르면 (5b)의 전자 오르골 메뉴 화면이 표시된다. 여기서 전자 오르골 메뉴란

전자 오르골 연주 대상이 되는 곡들의 리스트이다. 상/하 방향키를 사용하여 포커스를,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고향

의 봄 항목으로 이동시키고 확인키를 누르면 (5c)의 고향의 봄 가사 일정 분량이 화면에 제1색깔(예: 검정)로 표시된다.

(5c)의 상태에서 사용자가 단말기를 첫 번째로 흔들면, (5d)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고향의 봄의 첫 번째 계이름에 해당되는

소리를 출력하면서 화면에서 상기 첫 번째 계이름에 해당되는 가사의 글자 "나"의 색깔을 제2색깔(예: 파랑)로 바꾼다. 그

리고 다시 사용자가 단말기를 흔들면, (5e)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고향의 봄의 두 번째 계이름에 해당되는 소리를 출력하면

서 화면에서 상기 두 번째 계이름에 해당되는 가사의 글자 "의"의 색깔을 제2색깔로 바꾼다. 이후 연주가 진행됨에 따라,

즉 사용자가 단말기를 흔들 때마다 한 계이름씩 해당하는 소리를 출력하면서 글자의 색깔을 바꾼다. (5f)는 사용자가 단말

기를 24 번째로 흔들어 (5c)에서 표시했던 가사 전 분량이 연주된 상태임을 나타낸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비트박스의 종류, 악기의 종류, 볼륨을 변경할 수 있는 화면(메뉴 화면), 비트박스 듣기화면, 및 비트박스 따라하기 화면을

표시하는 표시부 510과, 상기 비트박스 배우기 기능 사용에 필요한 사용자 입력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520과, 상기 단

말기의 운동 상태를 순시적으로 감지하는 관성 센서 530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520을 통한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표

시부 510에 해당 메뉴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하고, 비트박스 배우기 설정, 비트박스 배우기 연주, 나만의 악기 만들기, 나

만의 악기 확인 등을 제어하며, 비트박스의 연주를 제어하고, 상기 비트박스 따라하기 화면 표시 상태에서 상기 관성 센서

530에 의해 감지되는 단말기의 운동 상태에 따라 연주되는 박자가 달라지도록 제어하는 제어부 540과, 녹음 등을 위해 입

력되는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마이크 551과, 전기적 신호를 소리로 변환하여 비트박스 등을 출력하는 스피커

552와, 마이크 551로부터 입력되는 전기적인 신호를 디지털 처리하고, 디지털 신호를 상기 스피커 552로 출력하기 위해

아날로그 처리하는 오디오처리부 550과, 연주와 관련된 음악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부 560을 포함한다. 상기 메모리부

560은 비트박스의 종류를 저장하는 영역(비트박스 보관함), 자체 악기와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진 나만의 악기를 저장하는

영역(악기 보관함), 및 배경화면 표시를 위해 일정 조건에 따라 미리 설정된 정보(예: 계이름 혹은 연주의 진행에 따른 색

깔, 아바타 등)를 저장하는 영역(배경 보관함), 전자 오르골 연주를 위한 곡 정보- 계이름 및 가사-를 저장하는 영역(전자

오르골 보관함) 등을 구비할 수 있다. 본 실시예는 비트박스 및 전자 오르골 관련 음악 정보를 가지는 것으로 이들 중 어느

하나만을 가지거나 다른 것도 가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비트박스 및 전자 오르골에서 음원이 출력될 때 배경화면의 색상이 다르게 출력된다.

사용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520을 통해 전자 오르골 기능의 수행을 명령하면, 제어부 540이 이를 감지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부 510을 통해 전자 오르골 연주 대상곡 리스트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이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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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선택한 곡이 가사가 없이 계이름만 있는 곡(예: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이면 해당 곡이 연주되어감에

따라 상기 표시부 510에 표시되는 배경화면이 상기 곡의 계이름에 대응하는 색깔로 바뀌도록 제어할 수 있다. 상기 색깔

정보는 배경화면 보관함을 참조할 수 있다. 이때 연주는 계이름 단위로 이루어지며, 다음 계이름으로의 진행(연주) 여부는

관성 센서 530에서 이동통신 단말기의 운동을 감지했는지 여부에 따른다. 다시 말해서, 전자 오르골 연주 대상인 곡의 계

이름은 미리 정해져 있지만, 후술하는 비트박스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단말기를 흔들어야 연주가 이루어지고 박자가 바

뀐다. 즉, 운동 감지 간격이 연주 간격인 동시에 박자이다. 다시 말해서, 단말기의 운동이 감지될 때마다 하나씩 순차적으

로 연주 곡의 계이름에 대응하는 소리를 출력한다. 또한 가사가 없으므로, 배경화면으로 특정 아바타를 표시할 수 있을 것

이다. 예를 들어, 계이름이 "솔솔라라솔솔미"일 때 빨강, 빨강, 파랑, 파랑, 빨강, 빨강, 노랑의 순서로 배경화면의 색깔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가사가 있는 곡이 선택된 경우, 제어부 540은 그 곡에 해당하는 가사가 일정 양만큼 배경화면에 표시되도록 표시부 510을

제어한 상태에서, 관성 센서 530에 의해 이동통신 단말기의 운동이 감지될 때마다 그 곡을 계이름 단위로 연주하는 동시에

각 계이름에 대응되는 글자(가사의 글자)의 표시 형태가 바뀌도록 제어한다. 여기서 표시 형태란 점멸, 색깔 등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 화면에 "나의 살던 고향은"이 검은색 글자로 표시된 상태

에서 현재 "던"에 해당하는 계이름 "파"의 전자음이 출력되고 있다면, 계이름 "솔"이 빨강, "미"가 노랑, "파"가 파랑색 글자

로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우, "나의 살던"까지는 계이름이 "솔솔미파"이므로 각각 빨강, 빨강, 노랑, 파랑 색깔의 글자

로 변했고, 나머지 "고향은"의 글자는 그대로 검은색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예로서,"나의 살던"까지는 빨강 색깔의

글자로 변했고, 나머지 "고향은"의 글자는 그대로 검은색을 유지하게 할 수도 있다. 이는 단지 연주의 진행 여부를 기준으

로 가사의 글자 색깔이 변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비트박스는 단말기를 흔들어 음원이 출력될 때 및 단말기를 흔들지 않아 음원을 출력하지 않을 때(무음원) 각기 다른 색상

을 배경화면에 출력해 준다. 예를 들어, 음원이 출력될 때는 빨강, 무음원일 때는 정해진 순서로 색깔을 바꾸거나 빨강색이

아닌 다른 한 가지 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트박스는 단말기의 흔들림이 없을 때는 음원을 출력하지 않아 비트

박스 연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흔들림이 있을 때는 그 흔들림에 따라 음원을 출력하여 비트박스 연주가 이루어진다.

한편, 관성 센서 530은 관성을 이용하여 물체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측정하는 센서로서, 물체의 위치 변화를 계산하기

위하여 가속도를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와 물체의 회전각 변화를 계산하기 위하여 각속도를 측정하는 각속도 센서{일명, '

자이로스코프(gyroscope)'}를 말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구현하는 데 가속도 센서 또는 각속도 센서가 다음과

같이 이용될 수 있으나, 센서 자체에 발명의 요지가 있지는 않다.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단말기를 흔드는 시점들을 감지해내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흔드는 동작은 급격한 가속도

의 변화를 발생시킨다. 급격한 가속도의 변화는 가속도를 시간축에 나타내었을 때 큰 기울기를 갖는 것으로 표현된다. 기

울기에 대한 소정의 임계치를 설정해 두고, 측정된 가속도의 기울기가 이 임계치를 넘었을 때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흔드는 동작은 가속도의 값 자체를 크게 만든다. 가속도의 값에 대한 소정의 임계치를 설정해 두

고, 측정된 가속도의 값이 이 임계치를 넘었을 때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상기 두 가지 방

법을 함께 적용하여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각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단말기를 흔드는 시점들을 감지해내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 흔드는 동작은 급격한 각속도

의 변화를 발생시킨다. 급격한 각속도의 변화는 각속도를 시간축에 나타내었을 때 큰 기울기를 갖는 것으로 표현된다. 기

울기에 대한 소정의 임계치를 설정해 두고, 측정된 각속도의 기울기가 이 임계치를 넘었을 때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흔드는 동작은 각속도의 값 자체를 크게 만든다. 각속도의 값에 대한 소정의 임계치를 설정해 두

고, 측정된 각속도의 값이 이 임계치를 넘었을 때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상기 두 가지 방

법을 함께 적용하여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비트박스 배우기 설정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611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비트박스 설정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612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메뉴키 입력

여부를 체크한다. 상기 체크결과 메뉴키 입력이 감지되면, 613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비트박스 메뉴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614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사용자가 화면에 따라 표시된 비트박스 항목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사용자에 의한 선택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하 방향키와 확인키 입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선택

이 감지되면, 615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비트박스 선택 내용을 표시한다. 그리고 616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선택이 종료

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선택이 종료되었으면 618단계로 진행하여 선택된 비트박스 배우기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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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선택이 종료되지 않았으면 617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악기 설정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619단계에

서 제어부 540은 사용자가 화면에 표시된 악기 항목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전술한 도 1에서는 악

기 선택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지만, 비트박스를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메뉴키, 상/하 방향키, 및 확인키 입력으로 악

기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악기 선택이 감지되면, 620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악기 선택 내용을 표시한다.

그리고 621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선택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선택이 종료되었으면 618단계로 진행하여 선

택된 비트박스 배우기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반면에, 선택이 종료되지 않았으면 622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볼륨 설정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623단계에

서 제어부 540은 사용자가 화면에 표시된 악기 항목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전술한 도 1에서는 볼

륨 선택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지만, 좌/우 방향키와 확인키 입력으로 볼륨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볼륨

선택이 감지되면, 624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볼륨 선택 내용을 표시한다. 그리고 625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선택이 종료

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선택이 종료되었으면 618단계로 진행하여 선택된 비트박스 배우기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한

다.

도 8a 및 도 8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비트박스 배우기 연주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

다.

도 8a의 711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비트박스 배우기 연주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712단계에서 제어부 540

은 확인키 입력 여부를 체크한다. 확인키 입력이 감지되면 713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비트박스의 종류를 표시한다. 그리

고 714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확인키 입력 여부를 체크한다. 확인키 입력이 감지되면 715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비트박

스 연주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716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확인키 입력 여부를 체크한다. 확인키 입력이 감지되면

717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따라하기 화면 표시 및 연주를 실시한다. 718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관성 센서 530에 의해 단

말기의 흔들림이 감지되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흔들림이 감지되면 719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그 감지된 흔들림에 따라

비트박스를 출력한다.

반면에, 흔들림이 감지되지 않으면 도 8b의 720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확인키 입력 여부를 체크한다. 확인키 입력이 감지

되면 721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비트박스 연주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722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확인키 입력 여

부를 체크한다. 확인키 입력이 감지되면 723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따라하기 화면 표시 및 연주를 실시한다. 724단계에

서 제어부 540은 관성 센서 530에 의해 단말기의 흔들림이 감지되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흔들림이 감지되면 725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그 감지된 흔들림에 따라 비트박스를 출력한다. 그리고 726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메뉴키 입력 여부를 체

크한다. 이때 만일 메뉴키 입력이 감지되면 도 8a의 713단계로 되돌아가 비트박스의 종류를 표시한다.

726단계에서 메뉴키 입력이 감지되지 않으면, 727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확인키 입력 여부를 체크한다. 확인키 입력이

감지되면 728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모션 비트 박스 화면을 표시하고 작업을 종료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나만의 악기를 만드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811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모션 비트박스 메뉴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812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나만의 악기를

선택했는지 체크한다. 나만의 악기가 선택되었다고 판단되면 813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나만의 악기 메뉴 화면이 표시되

도록 제어한다. 814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만들기가 선택되었는지 체크한다. 만들기 선택이 감지되면 815단계에서 제어

부 540은 녹음 시간 설정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816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녹음 시간 설정 여부를 체크한다. 녹음

시간이 설정되었음을 감지하면 817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녹음 준비와 막대 그래프 표시를 시작한다. 녹음 준비가 되면

녹음을 시작한다. 818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녹음이 완료되었는지 체크한다. 녹음이 완료되었으면 819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녹음파일 이름을 입력한다. 그리고 820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상기 입력된 이름으로 녹음파일을 저장하고 나만의

악기 메뉴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나만의 악기를 확인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911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모션 비트박스 메뉴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912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나만의 악기를

선택했는지 체크한다. 나만의 악기가 선택되었다고 판단되면 913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나만의 악기 메뉴 화면이 표시되

도록 제어한다. 914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보관함이 선택되었는지 체크한다. 보관함 선택이 감지되면 915단계에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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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540은 보관함 메뉴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916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목소리 1"을 단순 선택했는지 아니면 그

상세 정보를 선택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단순 선택이 설정되었음을 감지하면 917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목소리 1 재

생"을 표시한다. 반면에, 상세 정보를 선택했으면 918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상세 정보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전자 오르골 연주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1011단계에서 제어부 10은 표시부 30을 통해 모션 비트박스 메뉴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1012단계에서 제

어부 10은 전자 오르골 선택 여부를 체크한다. 전자 오르골이 선택되면 1013단계에서 제어부 10은 표시부 30을 통해 전자

오르골 메뉴 화면이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1014단계에서 제어부 10은 전자 오르골 메뉴 화면에 표시된 연주곡들

중 어떤 연주곡이 선택되는지 체크한다. 연주곡이 선택되면, 1015단계에서 제어부 10은 해당 연주곡의 곡 정보 화면이 표

시부 30에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곡 정보 화면 표시 후, 1016단계에서 제어부 10은 n번 째 흔들림을 감지하고 1017단계

에서 연주곡의 제n번 째 계이름의 소리를 출력한다. 이어서 1018단계에서 제어부 10은 연주곡의 모든 계이름을 연주했는

지 여부를 체크하여 모든 계이름을 연주했으면 작업을 종료하고, 모든 계이름을 연주하지 않았으면 1016단계로 되돌아간

다.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배경화면을 바꾸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1111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현재 상태가 비트박스 배우기 연주모드인지 여부를 체크한다. 현재 상태가 비트박스 배우기

연주모드임이 감지되면 1112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제1음원 연주인지 여부를 체크한다. 제1음원 연주임이 감지되면

1116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제3색깔의 배경화면을 출력한다. 제1음원 연주가 아니면, 1113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제2

음원 연주인지 여부를 체크한다. 제2음원 연주임이 감지되면 1117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제2색깔의 배경화면을 출력한

다. 제2음원 연주도 아니면 1114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무 음원인지 여부를 체크한다. 무 음원임이 감지되면 1115단계에

서 제어부 540은 제색깔의 배경화면을 출력한다.

각 연주는 단말기의 운동 감지 여부에 따르지만, 운동 감지와 연주의 관계는 도 8a 및 도 8b 도 11에서 충분히 설명되므로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또한 도 1 혹은 도 2를 참조하면, 악기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은 하나이므로 연주 악기가 고정되지만, 배우기 기능이 아니라

단순 연주 기능이라면 두 개 이상의 악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 연주할 때 단말기를 흔

듦과 동시에 특정 버튼을 누르는지 아닌지에 따라 "쿵-기덕 쿵"의 "쿵-기덕"은 작은북 소리로, "쿵"은 큰북 소리로 연주되

게 할 수 있다. 도시된 예에서 제1음원과 제2음원은 서로 다른 악기 소리임을 의미한다.

1111단계에서 비트박스 배우기 연주모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1118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전자 오르골 연주모드인지

여부를 체크한다. 전자 오르골 연주모드라고 판단되면 1119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선택된 곡의 가사를 화면에 표시한다.

1120단계에서 제어부 540은 흔들림이 감지될 때마다 해당 곡의 계이름에 해당하는 소리를 연주하면서 상기 계이름에 해

당되는 화면의 가사 글자의 색깔을 처음{1119단계, 예: 도 5의 (5c)} 표시되었을 때와 다른 색깔로 바꾼다{예: 도 5의

(5d), (5e), (5f)}.

또한 도시하지 않았으나, 흔들림이 감지될 때마다 해당 곡의 계이름을 하나씩 연주하되, 메모리부 560의 배경 보관함을 참

조하여 각 계이름에 따른 색깔을 가지는 배경화면을 출력하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또한 도시하지 않았으나, 곡 선택 후 화면에 미리 한 가지 색깔로 표시된 일정 양의 가사에서 현재 연주되는 계이름에 해당

하는 글자의 색깔을 상기 계이름에 해당하는 색깔로 변화시켜나가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또한 단말기의 흔들림이 감지될 때마다 다수의 계이름들을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연주할 수도 있다. 이를 이용하면, 흔

들림에 감지에 적응적으로 화음(chord) 연주 혹은 소정 구간(예: 마디) 연주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메모리부 560에 어떤 곡에 대한 멜로디와 화음들을 미리 저장해놓고 사용자가 단말기를 한 번 흔들면 한 음과 그 음에 대

응하는 화음이 연주되도록 할 수 있다. 다른 이용예로서, 메모리부 560에 어떤 곡에 대한 화음들만 미리 저장해놓고 사용

자가 단말기를 한 번 흔들 때마다 한 화음씩 연주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노래를 부르면서 단말기를

흔들어 그 노래의 화음을 연주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이용예로서, 메모리부 560에 어떤 곡을 마디 단

위로 구분하여 미리 저장해놓고 사용자가 단말기를 흔들 때마다 한 마디씩 순차적으로 연주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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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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며 후술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 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에 자신만의 악기를 만들어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음원의 선택이

가능하게 하고, 비트박스의 종류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트박스 연주에 더 많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 다양한 비트박스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더 많은 자유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나만의 악기 만

들기도 음원 선택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더 많은 자유도를 부여함으로써 각 사용자가 선호하는 비트박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비트박스, 전자 오르골 연주 등과 같은 소리 기능을 사용할 때 배경화면의 색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사용자에게 청각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즐거움도 제공하여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비트박스 배우기를 설정하는 방법을 화면 변화에 의거하

여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비트박스 배우기 연주 방법을 화면 변화에 의거하여 나타

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나만의 악기를 만드는 방법을 화면 변화에 의거하여 나타

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나만의 악기를 확인하는 방법을 화면 변화에 의거하여 나

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전자 오르골 연주 방법을 화면 변화에 의거하여 나타낸 도

면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비트박스 배우기 설정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8a 및 도 8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비트박스 배우기 연주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나만의 악기를 만드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나만의 악기를 확인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전자 오르골 연주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배경화면을 바꾸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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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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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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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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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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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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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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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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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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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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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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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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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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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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