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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동작 기능 선택에 대한 힌트 능력들을 지니는 이동 전화

요약

이동 전화 및 상기 이동 전화에서 힌트 능력들을 제공하는 관련된 방법이 개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선택된

동작 기능의 사용자 선택에 이용가능한 하나 이상의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동작 기능들을 인식한다. 상기 이용가능한 기능

들에 관련이 있는 제어 및 문자숫자 키들은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기능들에 대해 힌트를 제공하도록 식

별되는데, 이 경우에는 키의 동작이 선택된 원하는 동작 기능의 소정의 동작 문맥 및 시퀀스 진행 단계에 관련이 있다고 사

용자에게 제시하도록 상기 키들이 조명을 통해 식별되거나 상기 이동 전화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아이콘 표현들 또는 톤들

로서 보이게 된다.

대표도

도 19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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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기술하면 휴대용 전자 장치들의 사용자 동작에 관한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선택에 이용가

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기능들을 사용자가 인식하게 하기 위한 힌트 능력들을 제공하는 셀룰러폰과 같은 이동 전화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휴대용 전자 장치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셀룰러폰들과 같은 이동 전화들 내의 더 많은 특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왔다. 일반적으로는, 상기 특징들의 동작은 전형적으로 셀룰러폰들 상에서 찾아볼 수 있고 셀룰러폰과 함께 사용되는 것과

같은 선택 키들 또는 문자숫자 키들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키들의 조합을 동작시킴으로써 수행된다. 그 중 한 선행 기술의

셀룰러폰이 도 1에 도시되어 있으며 전반에 걸쳐 참조번호(10)로 나타나 있다. 상기 셀룰러폰은 텍스트 및/또는 그래픽들

을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12), 상기 셀룰러폰의 원하는 동작 기능들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 키들(14,16), 전반에 걸쳐

참조번호(18)로 나타나 있으며 상기 셀룰러폰에 문자숫자 캐릭터들을 입력하기 위한 키패드 수단, 전반에 걸쳐 참조번호

(20)로 나타나 있으며 선택된 동작 기능 내에서 서브 동작 기능들을 네비게이팅하기 위해 상기 키패드(18)의 일부일 수 있

는 스크롤링 수단, 및 예를 들면 전화를 걸거나 전화를 끊기 위한 여러 제어 키들(22,24)을 포함한다. 상기 문자숫자 키들

(26,26)은 예시된 바와 같이 물리적 키패드(18)의 일부일 수도 있고 가상적 키패드, 예를 들면 (도시되지 않은) 장치의 디

스플레이 스크린상에 존재하며 펜 및 터치 스크린 동작을 포함하는 널리 알려져 있는 방식으로 동작이 이루어지는 키패드

표현의 일부일 수도 있다.

상기 셀룰러폰과 같은 휴대용 전자 장치가 갖는 특징들 대부분은 복잡하고 그들의 동작이 예를 들면 도 2에 캐스케이딩

(cascading) 메뉴 형태로 예시된 바와 같이 네스트된 서브 메뉴들을 통해 이용가능한 다수의 선택 옵션들로 메뉴 구동될

수 있다. 종종, 메뉴 서브 동작 선택들은 직관적이 아니며 사용자로 하여금 소정의 선택된 원하는 기능에 대하여 원하는 동

작 선택을 수행하는데 어느 동작들 또는 키 선택들이 이루어져야 할지를 추정하게 한다.

더욱이, 다른 특징들 및 기능들은 종종 사용자로 하여금 원하는 특징의 동작에 대한 숙달을 위해 원하는 선택된 기능을 훨

씬 적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동작 단계들의 시퀀스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지침서에

는 상기 휴대용 전자 장치를 수반하여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단계별 동작들이 설명되어 있다. 분명한 점으로

는, 사용자 지침서를 휴대하는 것이 불편하고 사용자가 특징, 구체적으로는 익숙하지 않은 특징 또는 기능을 선택 및 동작

시키기를 원할 때마다 상기 사용자 지침서를 참조하는데 시간이 소비된다는 것이다. 비록 사용자 지침서를 통해서라도 원

하는 특징 또는 기능을 수행하거나 진행하도록 상기 단계들의 시퀀스에서 어느 메뉴 선택 단계를 수용해야 할지를 확실히

알기가 어렵다. 심지어 실제의 경우조차도, 원하는 특징 또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선택에 이용가능한 단계들 및 가능한

동작 기능들을 자신있게 학습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장치의 원하는 특징들 및 기능들을 학습하고, 선택하며 동작시킴에 있어서 선행기술의 한계들 및 결함들을 극복하는 이동

전화들, 특히 셀룰러폰들과 같은 휴대용 전자 장치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원하는 선택된 기능의 선택에 이용가능한 가능한 동작 기능들에 대한 추정 없이 장치의 사용자가 인식하게 될 수 있

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한 목적은 원하는 선택된 기능의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동작 기능들을 사용자가 인식하게

하기 위한 힌트 능력들을 지니는 이동 전화, 특히 셀룰러폰과 같은 휴대용 전자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한 목적은 원하는 선택된 기능의 필요한 동작 기능들을 학습하는데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는 학습 도구로서

의 역할을 하는 이동 전화, 특히 셀룰러폰과 같은 휴대용 전자 장치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원하는 선택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기능들을 사용자에게 알

려주기 위한 힌트 능력들을 지니는 이동 전화와 같은 휴대용 전자 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이동 전화의

힌트 능력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는, 이동 전화로서, 텍스트/그래픽

들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 상기 이동 전화에 문자숫자 캐릭터들을 입력하기 위한 수단, 상기 전화의 원하는 동작 기능들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 및 선택된 동작 기능 내에서 서브 동작 기능들을 네비게이팅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이동 전화가

제공되며, 상기 이동 전화는, 상기 선택된 동작 기능의 사용자 선택에 이용가능한 하나 이상의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동작

기능들을 사용자가 인식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점으로는 상기 이동 전화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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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동작 기능들에 관련이 있는 하나 이상의 선택 키들을 조명하는 것을 또한 특징으

로 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점으로는 상기 이동 전화가 사용자가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동작 기능들을 인식하게 하기 위

한 수단을 불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점으로는 상기 조명된 선택 키가 컬러 조명된다는 것

이다. 바람직한 점으로는 조명된 선택 키가 플래시 온 및 오프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점으로는 각각의 개별적인 톤(tone)

이 소정의 선택 키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개별적인 톤들이 사용자가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동작 기능들을 인식하게 하도

록 제공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점으로는 상기 디스플레이를 통해 단축키에 대응하는 키의 아이콘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다른 한 실시예에서는, 이동 전화로서, 상기 이동 전화가 텍스트/그래픽들을 보여주기 위한 디스플레이, 및 상기

이동 전화에 문자숫자 캐릭터들을 입력하고 상기 이동 전화의 원하는 동작 기능들 및 특징들을 선택하며 상기 이동 전화의

원하는 동작 기능들 및 특징들에 액세스하기 위한 키패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이동 전화가 적어도 하나의 메뉴 구동 동

작 기능을 포함하는 이동 전화가 제공되며, 상기 이동 전화는 메뉴 구동 동작 기능에서 이용가능한 하나 이상의 다음으로

가능한 특징 선택들을 사용자가 인식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메뉴 구동 동작 기능의 특

징들의 메뉴 리스트에 보이는 하나 이상의 특징 선택들이 하일라이트되거나 사용자에게 가능한 선택을 알려주도록 음성

안내될 수 있다. 상기 이동 전화는 사용자에 의해 음성 안내되는 특징 선택에 응답하기 위한 음성 인식 수단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실시예의 다른 실시태양에서는, 이동 전화가,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기 이동 전화의 기능들을 수행하는 적어도 하나

의 명령어 집합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고 상기 이동 전화를 동작시키기 위한 키패드, 및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소정의 원하는 기능의 동작 문맥 및 시퀀스 진행 단계들에 대응하는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기능

들에 대한 표시자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점으로는 상기 표시자를 제공하는 수단이 하나 이상의 키들의 시각적 표시자를 더 포함하며 상기 하나 이상의 키

들 각각이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기능에 관련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상기 키패드는 물리적

키패드일 수도 있고 가상적 키패드일 수도 있다. 바람직한 점으로는 상기 하나 이상의 키들 각각에 관련이 있는 텍스트 메

시지가 상기 키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통해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점으로는 상기

시각적 표시자는 조명된 키라는 것이다. 바람직한 점으로는 상기 조명된 키가 컬러 조명된 키라는 것이다. 바람직한 점으

로는 상기 컬러 조명된 키가 시각적 표시자를 제공하도록 컬러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한 실시예에서는, 이동 전화가,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기 이동 전화의 동작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전

자 회로 수단, 상기 전자 회로 수단에 연결되어 상기 이동 전화의 동작을 제어하는 적어도 하나의 명령어 집합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수단, 원하는 동작 기능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 및 소정의 선택된 원하는 기능의 동작 문맥 및 진행 단계에 대

응하는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동작 기능들에 대해 힌트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한 실시예에서는, 셀룰러폰과 같은 이동 전화에서 힌트 능력들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은, 원하는 동작 기능을 식별하는 단계; 예를 들면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와 같은 식별된 원하는 동작

기능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동작 기능에 이용가능한 추가적인 서브 기능들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이용가능한 서

브 기능들 각각에 상기 이동 전화의 제어 또는 문자숫자 키를 관련시키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동작 기능의 소정의 동작

문맥 및 시퀀스 진행 단계에 대응하는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기능들에 대해 힌트를 제공하도록 상기 관

련된 키들 중 하나 이상의 관련된 키들을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점으로는 상기 추가적인 서브 기능들을 결정하는 단계가 선택에 이용가능한 모든 추가적인 기능들을 식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점으로는 상기 하나 이상의 관련된 키들을 식별하는 단계는 상기 키가 다음으로 가능한 동작 기능으로서 선택용

으로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인식하게 하도록 상기 키를 조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

다. 상기 키는 서로 다른 컬러들로 조명될 수도 있고 플래시 온 및 오프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점으로는 상기 하나 이상의 관련된 키들을 식별하는 단계가 상기 관련된 키를 표현하는 아이콘이 다음으로 가능

한 동작 기능으로서 선택용으로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인식하게 하도록 상기 이동 전화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

기 관련된 키를 표현하는 아이콘을 보여주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점으로는 상기 관련

된 키가 단축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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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점으로는 상기 하나 이상의 관련된 키들을 식별하는 단계는 하나 이상의 개별적인 오디오 톤들을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하나 이상의 개별 오디오 톤들 각각이 식별이 이루어진 관련된 키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

이다.

바람직한 점으로는 상기 방법은 서브 기능을 선택하도록 상기 관련된 키를 동작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상기 관

련된 키는 상기 관련된 키의 명칭을 음성 안내함으로써 음성 인식 동작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한 실시예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본 발명의 방법의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해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내에 저장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들, 목적들 및 이점들은 이하 첨부도면들과 연관지어 취해진 서면에 의한 설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이해

하게 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을 대표하는 메뉴 구동 동작 선택 이동 전화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이전의 상위 레벨 메뉴 기능 항목 리스트로부터 차후의 하위 레벨 메뉴 기능 항목이 결정 및 선택되는 선행 기술의

네스트된 메뉴에 대한 일례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동작 기능 선택에 대한 힌트 능력들을 지니는 본 발명을 구체화하는 이동 전화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는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위한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기능 동작들을 나타내도

록 조명된 키들을 지니는 본 발명의 이동 전화에 대한 한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는 조명된 키들 중 대응하는 키를 동작시킨 결과로서 다음으로 가능한 사용자 동작에 대한 힌트가 제공되는 도 4의 이

동 전화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6은 윈도를 통해 보이는 URL 주소의 개시 캐릭터 스트링의 결과로서 키패드의 조명된 키들에 의해 다음으로 가능한 사

용자 동작에 대한 힌트가 제공되는 도 5의 이동 전화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7은 조명된 스크롤 키를 동작시킨 결과로서 URL 이력 리스트가 디스플레이를 통해 보이는 도 5의 이동 전화를 보여주

는 도면이다.

도 8은 URL 리스트를 통해 이동하여 원하는 URL 주소를 선택하기 위해 스크롤 키의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힌트를

제공하도록 스크롤 키가 조명되는 도 7의 이동 전화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9는 URL 주소가 선택되었고 서로 다른 URL 주소가 선택될 수 있거나 선택된 URL 주소가 통화 키의 동작을 통해 송신

될 수 있다는 힌트를 제공하도록 통화 키가 조명되는 도 8의 이동 전화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0은 원하는 URL 주소의 입력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도록 키패드의 문자숫자 키들이 조명되는 도 4의 이동 전화를 보여

주는 도면이다.

도 11은 원하는 URL 주소가 입력되었으며 URL 주소가 통화 키의 동작을 통해 송신될 수 있다는 힌트를 제공하도록 통화

키가 조명되는 도 10의 이동 전화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2는 URL의 룩-업 리스트로부터 원하는 URL 주소를 입력할 때 힌트를 제공하도록 키패드의 문자숫자 키들이 조명되

는 도 6의 이동 전화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3은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위한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기능 동작들에 대해 힌트

를 제공하도록 키들의 그래프 표현들을 보여주는 본 발명의 이동 전화에 대한 변형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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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키패드의 문자숫자 키들에 대한 동작을 제시하도록 문자숫자 텍스트에 의해 URL 주소의 개시 캐릭터 스트링 완

료에 대한 힌트가 제공되는 도 13의 이동 전화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5는 URL 주소의 입력을 위해 스크롤 키의 동작을 제시하도록 스크롤 키 표현으로 URL 주소의 입력에 대한 힌트가 제

공되는 도 13의 이동 전화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6은 원하는 URL 주소의 선택을 위해 URL 주소 리스트를 통해 이동할 때 힌트를 제공하도록 스크롤 키가 도시되어 있

으며 URL 주소가 통화 키의 동작을 통해 송신될 수 있다는 힌트를 제공하도록 통화 키가 표현되는 도 15의 이동 전화를 보

여주는 도면이다.

도 17은 이동 전화를 동작시키도록 선택 및 문자숫자 키들을 위해 디스플레이를 통해 보이는 가상 키패드를 채용하는 본

발명의 이동 전화에 대한 다른 변형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8은 본 발명을 구체화하는 이동 전화의 주요 기능 요소들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블록 선도이다.

도 19는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기능 동작들에 대해 힌트를 제공하기 위해 키들을 식별하도록 오디오 톤

들을 채용하는 본 발명의 이동 전화에 대한 다른 변형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0은 메뉴 구동 동작 기능의 특징 리스트로부터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특징화된 선택을 안내하도록 음성 생성을 채용하

는 본 발명의 이동 전화에 대한 다른 변형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1은 본 발명의 이동 전화에 대한 변형 실시예의 주요 기능 요소들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블록 선도이다.

도 22는 이동 전화의 다음으로 가능한 사용자 동작에 대해 힌트를 제공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에 대한 한 실시예를 보여

주는 플로차트이다.

도 23은 이동 전화의 다음으로 가능한 사용자 동작에 대해 힌트를 제공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에 대한 변형 실시예를 보

여주는 플로차트이다.

도 24는 이동 전화의 다음으로 가능한 사용자 동작에 대해 힌트를 제공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에 대한 다른 변형 실시예

를 보여주는 플로차트이다.

실시예

지금부터 전반에 걸쳐 동일한 참조번호들이 동일한 부품들을 언급하는 첨부도면들을 참조하며 본 발명을 더 상세하게 살

펴보면, 도 3은 전반에 걸쳐 참조번호(100)로 나타나 있으며 동작 기능 선택에 대한 힌트 능력들을 지니는 본 발명을 구체

화하는 셀룰러폰과 같은 이동 전화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셀룰러폰(100)은 외관상 어느 정도 종래의 것

이며 텍스트 또는 그래픽들을 보여주기 위한 디스플레이(102), 및 문자숫자 키들(106,106)을 통해 상기 셀룰러폰에 문자

숫자 캐릭터들을 입력하기 위한 키패드 또는 다른 유사한 수단(104)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셀룰러폰(100)은 상기 셀룰러

폰의 원하는 동작 기능들을 선택하기 위한 접촉 버튼들 또는 스위치 키들(108,110)과 같은 수단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셀룰러폰은 셀룰러폰의 선택된 동작 기능 내에서 서브 동작 기능들을 네비게이팅하기 위한 스크롤 키(112)와 같은 수단을

포함한다. 상기 기능들은 셀룰러폰들에 이용가능한 것이 전형적이며 예를 들면 짧은 텍스트 메시징,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

크에 대한 접속, 및 종래의 사전 프로그램된 메시지들, 주소들, 명칭들 또는 다른 전형적인 주소들의 리스트 및 종래의 셀

룰러 통신 장치들에 관련이 있는 정보 및 데이터의 선택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스크롤 키(112)는 상하 수직 방향 또는 측

방 좌우 수평 방향으로 디스플레이(102)를 통해 보이는 특정한 디스플레이 그래픽, 그림 또는 텍스트를 통해 네비게이팅

이나 이동하도록 가장자리 영역들(114,116,118,120)을 누름으로써 활성화되는 방향 능력들을 지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상기 스크롤 키(112)는 또한 동작 수행을 위해 전형적으로 스크롤 키의 중앙을 누름으로써 입력 또는 선택 접촉 스위

치로서의 기능을 하는 중앙 부분(122)을 포함한다. 상기 셀룰러폰(100)은 다른 제어 키들, 예를 들면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통화 달성을 위해 다이얼링 시퀀스를 개시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전형적인 통화 키(talk key; 124), 및 예를 들면 통화를 종

료 또는 종단하는데 사용되는 제어 키(126)를 추가로 포함한다. 또한, 상기 셀룰러폰(100)은 상기 셀룰러폰의 여러 기능

및 특징에 대한 액세스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전형적인 추가적인 제어 키들(128,130,132)로서, 이하에서 더 상세하게 설

명되겠지만 선택된 동작 기능, 다시 말하면 통화 진행(call progression) 또는 기능 액세스 시퀀스의 현재 단계로부터 다음

기능 선택의 동작에 대한 힌트 능력을 제공하는 선택된 동작 기능의 사용자 선택에 이용가능한 하나 이상의 다음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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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브 동작 기능들을 사용자가 인식하게 하도록 다른 키들로 채용되는 추가적인 제어 키들(128,130,132)을 포함한다.

비록 상기 셀룰러폰(100)이 본 발명의 여러 예시적인 실시예로 본원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상

기 셀룰러폰(100)이 예를 들면 도 2에 예시된 메뉴 시퀀스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은 종래의 메뉴 구동 모드로 또한 동작가

능하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이동 전화에 대한 한 실시예는 전반에 걸쳐 참조번호(100)로 나타나 있으며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기능 옵션들을 사용자가 인식하게 하거나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기

능 옵션들에 대해 힌트를 제공하도록 여러 조명 키를 지닌다. 본 발명의 설명 및 예시를 위해,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 기능

을 개시하도록 선택 키들, 예를 들면 참조번호들(108,110) 중 하나를 동작시킨 경우에 선택된 원하는 특정 기능은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에 관한 것이다. 도 4에 예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는 상기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 기능이 디스플레이(102) 및 상기 디스플레이(102) 상의 윈도(140) 외관을 통해 보이며 참조번호(134)로 나타나

있는 명령 텍스트 메시지 "URL 입력(Enter URL)"으로 표시된 바와 같은 추가의 동작을 필요로 한다. 글로벌 컴퓨터 네트

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위한 이러한 시퀀스 단계에서 사용자는 다음으로 가능한 단계 또는 동작이 어떤 것이여야 하는지를

추정할 수도 있고 본 발명에 의하면 제어 키(128)가 조명되며 스크롤 키(112)가 조명됨을 인식할 수도 있다. 조명된 키들

(128,112)은 이러한 키들 중 하나를 동작시키는 것이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URL을 입력하

는 기능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사용자에게 제시하거나 그러한 힌트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사용자

가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위해 의도된 기능을 달성하도록 이러한 키들 중 한 키 또는 다른 키를 아마도

동작시킬 수 있다고 셀룰러폰(100)에 의해 조명된 키들(112,128)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시된다. 본 발명의 예 및 설명을 위

해, 사용자는 제어 키(128)를 동작시키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동작으로 인해 URL 주소의 개시 캐릭터 스트링

"www."가 도 5에 예시된 바와 같이 셀룰러폰(100)의 디스플레이(102) 상의 텍스트 윈도(140)에 보이게 된다. 도 5에 예

시된 바와 같은 URL 주소의 개시 캐릭터 스트링의 외관은 추가 입력이 필요하다고 사용자에게 제시하거나 그러한 힌트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에 관련해서, 사용자는 스크롤 키(112)가 시도되고 있는 기능, 이러한 예에서는 글로벌 컴퓨터 네

트워크에 대한 액세스에 대한 가능한 동작 관계를 지닌다고 제시하도록 상기 스크롤 키가 조명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어

서, 사용자는 중앙 영역(122)을 누름으로써 스크롤 키(112)를 동작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URL 이력 리스트(150)가 도

7에 예시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102)를 통해 보이게 된다. 스크롤 키(112)는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102)를 통해 보이는

URL 주소 리스트를 통해 네비게이팅할 수도 있고 이동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스크롤 키(112)의 동작을 통해 추가로 가능

한 기능이 이용가능하다고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도 7에 예시된 바와 같이 계속 조명된다. 도 8에 예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는 스크롤 키(112)를 사용하여 URL 주소 리스트를 통해 네비게이팅하여 각각의 주소를 하일라이트함으로써 예를 들면 전

반에 걸쳐 참조번호(152)로 나타나 있으며 하일라이트된 바와 같은 원하는 주소를 선택하도록 널리 알려져 있는 방식으로

스크롤링 커서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식별시켜줄 수 있다. URL 주소(152)가 사용자가 원하는 주소인 경우에, 중앙 영역

(122)을 누름으로써 스크롤 키(112)를 동작시킴으로 인해 도 9에 예시된 바와 같이 윈도(140)에 URL주소가 나타나게 된

다. 여전히, 도 9를 참조하면, 스크롤 키(112) 및 통화 키(124)는 이러한 키들 중 하나의 키 또는 양자 모두의 키들이 가능

한 추가적인 기능 선택에 이용가능할 수 있다고 사용자에게 제시하도록 조명된다. 이에 관련해서, 상기 스크롤 키(112)는

URL 주소 이력 리스트(150)가 디스플레이(102)를 통해 재현되게 하며 서로 다른 URL 주소가 선택에 이용가능하게 하도

록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변형적으로는, 이에 관련해서, 상기 사용자는 윈도(140)를 통해 보이는 선택된 URL 주소가

원하고 올바른 URL 주소인 것으로 결정한 다음에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위해 널리 공지된 방식으로 셀

룰러폰(100)으로부터 URL 주소를 송신하도록 통화 버튼(124)을 동작시킬 수 있다.

다시 도 4를 참조하며 변형적인 사용자 동작 시퀀스를 살펴보면, 셀룰러폰(100)에는 디스플레이(102)를 통해 보이는 텍스

트 명령 메시지 "URL 입력(Enter URL)"(134)에 따라 URL 주소를 입력하기 위한 가능한 동작들을 사용자가 인식하게 하

며 URL 주소를 입력하기 위한 가능한 동작들에 대해 힌트를 제공하도록 조명된 스크롤 키(112) 및 조명된 제어 키(128)가

예시되어 있다. 이러한 예에서, 사용자는 조명된 제어 키(128)를 동작시키며 결과적인 URL 주소에는 도 6에 예시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102)의 윈도(140)를 통해 보이는 캐릭터 스트링 "www." 가 선두에 온다. 이에 관련해서 상기 제어 키

(128)의 동작으로 인해 상기 키패드(104)의 문자숫자 키들(106,106)이 선택된 원하는 기능에 대하여 액세스하거나 선택

된 원하는 기능을 달성하도록 다음으로 가능한 사용자 동작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사용자에게 제시하도록 키패드

(104)의 문자숫자 키들(106,106)이 조명된다. 도 6에 제공된 문맥에 관련해서, 셀룰러폰(100)은 문자숫자 키들(106,106)

의 동작이 원하는 URL 주소에 대한 캐릭터 스트링의 나머지 캐릭터들을 입력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힌트를 제공한다.

지금부터, 도 10을 참조하면, 도 10에 예시된 셀룰러폰(100)에는 상기 키들(106,106)이 윈도(140) 내에 URL 주소를 입력

하는 시퀀스 및 문맥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사용자에게 제시하거나 그러한 힌트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조명되는

키패드(104)의 문자숫자 키들(106,106)이 예시되어 있다. 이어서, 사용자는 도 11에 예시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102)

를 통해 보이는 원하는 URL 주소를 윈도(140)에 입력하도록 상기 키패드(104)의 적합한 조명된 문자숫자 키들(1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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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한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문자숫자 키들(106,106)은 URL 주소가 입력된 다음에 소등되며 통화 키

(124)는 현재 이러한 키의 동작이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위해 셀룰러폰(100)으로부터 URL 주소를 송

신하는 액세스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기능이라고 사용자에게 제시하도록 조명된다.

도 12에 예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다른 변형 실시예에서, 셀룰러폰(100)은 도 7에 예시된 바와 같이 이력 리스트를 제

시하여 보여주고 또한 윈도(140)에 내재하는 URL 주소의 선두 캐릭터 스트링 "www."의 외관을 초래하도록 도 6에 도시

된 문맥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원하는 동작 기능의 시퀀스 진행 단계들 동안 스크롤 버튼(122)을 동작시킨 결과로서 디스

플레이(102)를 통해 URL 이력 리스트(150)를 보여준다. 도 12에서는, 문자숫자 키들(106,106)은 이러한 문자숫자 키들

(106,106)이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에 대해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기능 동작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사용자에게 제시하도록 조명된다. 도 12에 도시된 예에서, 사용자는 URL 이력 리스트(150)에 예시되

거나 도시된 원하는 URL 주소(154)에 따라 문자숫자 키들(106,106)을 사용하여 URL 주소를 입력할 수 있다. 적합한

URL 주소의 입력시, 통화 키(124)는 이러한 키가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달성하는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기능 동작이라고 사용자에게 제시하도록 조명되게 한다. 문자숫자 키들(106,106)은 원하는 셀룰러

전화 동작에 따라 계속 조명될 수도 있고 소등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문자숫자 키들(106,106)은 서로 다른 컬러들로

조명될 수도 있고 시퀀스 진행시 자신들의 가능한 사용을 사용자가 인식하게 하여 원하는 기능을 달성하도록 플래시 온 및

오프될 수도 있다.

다시, 도 1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이동 전화에 대한 변형 실시예는 도 13에 개략적으로 예시되어 있으며 전반에 걸쳐 참

조번호(200)로 나타나 있다. 상기 이동 전화(200)는 셀룰러폰이며 디스플레이(202), 및 전반에 걸쳐 참조번호(204)로 나

타나 있으며 문자숫자 키들(206,206), 및 위쪽으로 이동하고(210), 아래쪽으로 이동하며(212),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214), 그리고 왼쪽으로 수평 이동하도록 외부 링 영역을 누름으로써 디스플레이(202)를 통해 보이는 커서의 이동 방향을

제어하는 스크롤 키(208)를 포함하는 키패드를 포함한다. 상기 스크롤 키(208)의 중앙 영역(218)은 셀룰러폰 분야에서 숙

련된 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방식으로 상기 스크롤 키를 채용하여 소정의 동작에 관련이 있는 시퀀스를 달성하거나 또

는 상기 기능 또는 특징을 선택 또는 입력하도록 눌려진다. 또한, 상기 키패드(204)는 상기 셀룰러폰(200)의 제어 및 동작

에서 사용되는 다수의 제어 키들(230,232,234)을 포함한다. 또한, 셀룰러폰(200)은 통화 키(224), 통화종료 키(226) 및

선택적으로는 원하는 소정의 동작 기능을 선택하는 선택 키들(220,222)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사용자는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기를 원하며 텍스트 메시지 명령 "URL 입력(Enter URL)"(246)은 디스

플레이 스크린(202)을 통해 보이게 된다. 그 외에도, 제어 키(234)에 대응하는 그래픽 표현 또는 아이콘(240) 및 스크롤

키(208)에 대응하는 그래픽 표현 또는 아이콘(242)은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기능 동작들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

한 서브 기능 동작들에 대해 힌트를 제공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를 통해 보이게 된다. 그 외에도, "abc 마커" 아이콘(244)

은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동작 기능들에 대해 사용자에게 다시 힌트를 제공하도록 제어 키 아이콘

(240) 및 스크롤 키 아이콘(242)과 함께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202)을 통해 보이게 된다. 한가지 가능한 시퀀스에서, 사

용자는 URL 주소의 선두 캐릭터 스트링 "www."가 도 14에 예시된 바와 같이 상기 디스플레이(202) 상의 윈도(260)를 통

해 나타나는 결과로 상기 셀룰러폰(200)의 디스플레이(202)를 통해 보이는 제어 키 아이콘(240)에 대응하는 제어 키

(234)를 동작시킨다. 또한, 명령 텍스트 메시지 "URL 입력(Enter URL)"(246)은 원하는 URL 주소의 캐릭터 스트링의 누

락 부분(missing portion)이 도 10과 연관지어 위에서 언급된 바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하는 URL 주소 캐릭터 스트링을 달

성하도록 상기 키패드(204)의 적합한 문자숫자 키들(206,206)을 동작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는 힌트를 사용자에게 제

공하도록 상기 "abc 마커" 아이콘(244)과 함께 상기 디스플레이(202)를 통해 나타난다. 변형적으로는, 상기 사용자가 상

기 명령 텍스트 메시지 "URL 입력(Enter URL)"(246)에 응답하여 도 13에서 상기 스크롤 키 아이콘(242)에 의해 제시된

바와 같이 상기 중앙 영역(218)을 누름으로써 상기 스크롤 키(208)를 동작시킬 경우에, URL주소들의 룩-업 이력 리스트

(250)는 도 15에 예시된 바와 같이 상기 디스플레이(202)를 통해 보이게 된다. 상기 명령 텍스트 메시지 "URL 입력(Enter

URL)"(246)은 스크롤 키(208)의 추가적인 동작이 원하는 주소를 선택할 목적으로 URL 주소 리스트를 통한 이동을 초래

한다고 사용자에게 제시하거나 스크롤 키(208)의 추가적인 동작이 원하는 주소를 선택할 목적으로 URL 주소 리스트를 통

한 이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힌트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상기 스크롤 키 아이콘(242)과 함께 상기 디스플레이(202)를

통해 계속 보이게 된다. URL 주소 리스트(250)를 통한 네비게이션은 스크롤 키 부분(210)을 동작시킴으로써 상측 수직 방

향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리스트를 통한 이동을 제어하도록 조이스틱과 매우 흡사하게 스크롤 키 부분(212)을 동작시키고

원하는 URL 주소, 예를 들면 전반에 걸쳐 참조번호(252)로 나타나 있는 URL 주소에서 정지함으로써 하측 방향으로 이루

어진다. 원하는 URL 주소는 URL 주소가 도 16에 예시된 바와 같이 상기 디스플레이(202)의 윈도(260)를 통해 나타난 결

과로 상기 스크롤 키(208)의 중앙 부분(218)을 동작시킴으로써 선택된다. 도 16에 예시된 바와 같이, 상기 스크롤 키 아이

콘(242)은 사용자가 상기 URL 주소(252)에 대응하는 윈도(260)를 통해 나타나는 주소와는 다른 상이한 원하는 URL 주소

를 선택하도록 URL 주소들의 리스트(250)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는 힌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상기 통화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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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에 대응하는 통화 키 또는 아이콘(246)은 또한 상기 윈도(260)를 통해 보이는 URL 주소가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에 대한 액세스를 위해 셀룰러폰(200)으로부터 URL 주소를 송신하도록 통화 키(224)를 동작시킴으로써 송신될 수 있다

는 힌트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202)를 통해 나타난다.

다시, 도 1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이동 전화에 대한 다른 변형 실시예가 도 17에 개략적으로 예시되어 있으며 전반에 걸

쳐 참조번호(300)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상기 이동 전화는 셀룰러폰(300)이며 디스플레이(302)를 통해 보이

는 가상 키패드를 지니고 각각의 문자숫자 키가 예를 들면 본 기술분야에 숙련된 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원

하는 키를 선택하도록 스타일러스 또는 다른 펜 또는 스크린 터치 동작으로 동작이 이루어지며 접촉에 응답할 수 있는 문

자숫자 키들(304,304)의 그래픽 표현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디스플레이(302)는 또한 스크롤 키(310), 통화 키(312) 및

통화 종료 키(314)의 그래픽 표현을 포함하며, 이들 각각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본 기술분야에 숙

련된 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스타일러스 또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접촉을 통한 동작이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디스

플레이(302)는 예를 들면 또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보이는 텍스트 윈도(320) 상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기 디스플레

이(302)를 통해 보이는 "URL 입력(Enter URL)" 명령 테스트 메시지(316)와 같은 원하는 소정의 기능에 대한 명령 텍스트

메시지 명령어를 포함한다. 상기 문자숫자 키들(304,304), 및 제어 키들(306,308)은 이러한 키들의 동작이 셀룰러폰들

(100,200)과 연관지어 위에서 언급된 바와 유사한 방식으로 상기 윈도(320) 내의 URL 주소의 입력을 통해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데 이용가능한 추가적인 서브 기능들에 관련이 있다는 힌트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조명되거나

플래시될 수 있다.

본 발명을 구체화하는 셀룰러폰과 같은 이동 전화의 주요 기능 요소들을 보여주는 개략적인 블록 선도가 도 18에 예시되어

있으며 전반에 걸쳐 참조번호(400)로 나타나 있다. 상기 셀룰러폰의 기능들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자 회로 수단(402)이

제공된다. 상기 전자 회로 수단(402)의 일부일 수 있으며 설명을 목적으로 도 18에서 개별 기능 요소로서 도시된 제어 회

로 수단(404)은 명령어 집합을 포함하는 메모리 수단(406), 입력 및 기능 선택 수단(408) 및 원하거나 필요할 수 있는 문

자숫자 텍스트 메시지들, 커맨드들, 그래픽들 또는 다른 표시자들, 그림들 및 표현들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수단(410)과

협동한다. 상기 이동 전화의 주요 기능 요소들의 동작 및 상호접속은 본 기술분야에 숙련된 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러한 당업자는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입수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적합한 문헌 또는 사용 설명서(instruction manual)

들이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문헌 및 사용 설명서들은 상기 주요 기능 요소들의 동작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데 필

요한 정도로 본원 명세서에 참조병합된다.

지금부터, 도 19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이동 전화의 다른 변형 실시예에 대한 개략적인 표현이 도 19에 예시되어 있으며

전반에 걸쳐 참조번호(350)로 나타나 있다. 상기 이동 전화(350)는 참조번호(352)로 나타나 있는 음표들로 전반에 걸쳐

표현된 하나 이상의 개별적인 톤(tone)들을 채용하며 이러한 톤들 각각은 예를 들면 사용자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동작 기능들에 관련이 있는 소정의 선택 키(106,112,128)에 대응한다. 다양한 개별적인 톤들은 전반에 걸쳐

브로드캐스트 화살표 심벌(354)로 나타나 있는 이동 전화 스피커 또는 이어피스로부터 브로드캐스트된다. 상기 개별적인

톤들(352)은 필요에 따라 대응하는 선택 키에 대한 할당을 위해 사용자 선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도

19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선택된 원하는 동작 기능에 대응하는 동작 시퀀스 진행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한 단축키에 대

응하는 전반에 걸쳐 참조번호(360)로 나타나 있는 키의 아이콘이 디스플레이(102) 상에 예시되어 있다. 예시된 예에서는,

숫자 1이 키패드(104) 상의 키 숫자 1이 선택된 원하는 동작 기능에 관련이 있는 동작 시퀀스를 수행하는 단축키라고 사용

자에게 나타내는 것으로 디스플레이 스크린(102) 상의 브래킷들 내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브래킷 내에 나타나 있는 단

축키는 세이브 기능, 재로드(reload) 기능, 또는 토글 기능을 나타낼 수 있으며, 각각의 기능은 서로 다르게 식별된 키에 대

응한다.

도 20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이동 전화의 다른 변형 실시예의 개략적인 표현이 도 20에 예시되어 있으며 전반에 걸쳐 참

조번호(380)로 나타나 있다. 이동 전화(380)에서, 전반에 걸쳐 참조번호(382)로 나타나 있는 특징들의 메뉴 리스트가 디

스플레이(102)를 통해 보이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상기 메뉴 리스트에서 보이는 하나 이상의 다음 특징 선택들이 선택된

메뉴 구동 동작 기능에서 이용가능하다. 도 20에 예시된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기능 동작들에 대해 힌트를 제공하도록 키패드(104) 상의 키들에 대응하는 이용가능한 하나 이상의 다음 특징 선택들의

음성 안내로 인식하게 된다. 상기 음성 안내는 전반에 걸쳐 참조번호(384)로 나타나 있으며 상기 이동 전화(380)로부터 스

피커 또는 이어피스를 통해 송신 또는 브로드캐스트된다. 예를 들면, 상기 음성 안내는 "찾기(FIND)" 기능이 제어 키(128)

와 관련이 있다고 나타낼 수 있으며 음성 메시지 "찾기를 위해 숫자 2를 누름(for FIND, press number 2)"의 형태로 이루

어질 수 있다. 사용자는 상기 음성 안내에 의해 안내되는 적합한 관련된 키를 누름으로써 응답할 수도 있고 원하는 서브 기

능을 선택하도록 음성 응답 화살표(386)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서 키의 명칭을 음성 안내함으로써 응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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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도 2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이동 전화에 대한 변형 실시예의 주요 기능 요소들을 보여주는 개략적인 블록 선도

가 도 21에 예시되어 있으며 전반에 걸쳐 참조번호(420)로 나타나 있다. 셀룰러 전화의 기능들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자

회로 수단(402)이 제공된다. 상기 전자 회로 수단(402)의 일부일 수 있지만, 설명을 목적으로 도 21에서 개별 기능 요소로

서 나타나 있는 제어기 수단(404)은 내부에 명령어 집합을 포함하는 메모리 수단(406), 입력 및 기능 선택 수단(408) 및

원할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는 문자숫자 텍스트 메시지들, 커맨드들, 그래픽들 또는 다른 표시자, 그림들 및 표현들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수단(410)과 협동한다. 톤 생성기 회로 수단(422)은 선택을 위한 다양한 관련된 키들을 식별해 내는

데 필요에 따라 다양한 톤들을 생성하도록 상기 제어기 수단과 협동한다. 음성 생성기 회로 수단은 선택적으로 제공되며

메뉴 구동 동작 기능에 이용가능한 다음 특징 선택들을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음성 안내를 제공하도록 상기 제어기 수

단과 협동한다. 전반에 걸쳐 참조번호(426)로 나타나 있는 음성 인식 회로 수단은 음성 안내되는 선택 키에 대응하는 것에

관련이 있는 다음 특징들을 선택하기 위해 상기 이동 전화에 대한 음성 입력을 인식하도록 상기 전자 회로 수단과 협동한

다. 상기 이동 전화의 주요 기능 요소들의 동작 및 상호접속은 본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러한 당업자는 더 세부

적인 사항에 대해 입수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적합한 문헌 및 사용 설명서들이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문헌 및 사용 설명서들

은 상기 주요 기능 요소들의 동작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본원 명세서에 참조병합된다.

지금부터, 도 22를 참조하면, 전반에 걸쳐 참조번호(450)로 나타나 있는 플로차트로서, 이동 전화, 특히 셀룰러폰에서 선

택된 원하는 동작 기능의 소정의 동작 문맥 및 시퀀스 진행 단계에 대응하는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동

작 기능들에 대해 힌트를 제공하는 본 발명의 방법에 대한 한 실시예를 보여주는 플로차트가 도 22에 예시되어 있다. 상기

플로차트(450)에 예시된 방법은 시작 단계(452)에서 개시되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특정한 기능 또는 특징을 결정 또는

식별하며 단계(454)에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한다. 상기 선택된 원하는 기능은 단계(456)에서 소정의 선택 또는 제어 키의

동작 검출을 통해 식별 및 감지된다. 상기 방법은 추가적인 기능들 또는 서브 기능들이 단계(454)에서 검출된 특정 동작에

대하여 단계(458)에서 이용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추가적인 기능들이 이용가능할 경우에, 상기 방법은 가능한 서브

기능들을 선택하기 위한 모든 관련 키들이 식별되는 단계(460)로 이동된다. 다음으로, 상기 방법은 단계(460)에서 식별되

는 관련된 키들 각각에 대하여 하나의 키를 조명 또는 표시하도록 단계(462)로 이동된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는 단계

(460)에서 식별되고 단계(462)에서 조명 또는 표시되는 키들 중 하나의 키를 단계(464)에서 동작시킨다. 소정의 키에 대

한 동작시, 상기 관련된 키에 대응하는 서브 기능은 단계(466)에서 표시된다. 상기 방법은 추가적인 키들을 동작시키고 단

계(466)에서 동작이 이루어진 관련된 키에 대응하는 서브 기능을 표시하도록 단계(464)로 복귀될 수 있다. 어떠한 추가적

인 키들도 상기 방법의 단계(464)에서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원하는 기능이 단계(468)에서 선택되며 원하는 기

능이 단계(470)에서 달성되고 상기 방법이 단계(472)에서 종료된다. 단계(458)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기능들도 단계(454)

에서 선택된 기능에 이용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상기 방법은 원하는 기능을 달성하도록 단계(470)로 이동

되고 상기 방법은 종료 단계(472)에서 종료된다.

도 23은 이동 전화, 특히 셀룰러폰에서 선택된 원하는 동작 기능의 소정의 동작 문맥 및 시퀀스 진행 단계에 대응하는 선택

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동작 기능들에 대해 힌트를 제공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에 대한 변형 실시예를 보

여주는 전반에 걸쳐 참조번호(500)로 나타나 있는 플로차트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방법은 시작 단계(502)에서 개시

되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특정하거나 고유한 특징을 식별한다. 원하는 특징 또는 기능은 단계(504)에서 선택되며 키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은 단계(506)에서 검출된다. 단계(508)에서 추가적인 서브 기능들이 단계(506)에서 검출된 동작 시퀀

스에 대응하는 단계(504)에서 선택된 원하는 기능에 대한 선택에 이용가능한지가 결정된다. 추가적인 서브 기능들이 이용

가능할 경우에, 관련된 서브 기능 키는 단계(510)에서 식별된다. 그리고 나서, 상기 방법은 단계(512)에서 추가적인 서브

기능 키들이 이용가능한지를 결정하고 만약 추가적인 서브 기능 키들이 이용가능하다고 결정되면 상기 방법은 관련된 서

브 기능 키를 식별하도록 단계(510)로 복귀된다. 만약 단계(512)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서브 기능 키들도 이용가능하지 않

는다고 결정되면 원하는 기능에 대응하는 키가 단계(514)에서 상기 기능을 선택하도록 동작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서,

상기 방법은 단계(514)에서 동작이 이루어진 키에 대응하는 기능을 표시하도록 단계(516)로 이동된다. 표시된 기능은 단

계(518)에서 선택되고 자신의 동작 시퀀스가 단계(506)에서 검출된다. 그리고 나서, 상기 방법은 단계(508)에서 추가적인

서브 기능들이 단계(518)에서 선택된 기능 및 단계(506)에서 검출된 동작 시퀀스를 기반으로 하여 이용가능한지를 결정하

게 된다. 만약 추가적인 서브 기능들이 단계(508)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이용가능하다면 상기 방법은 이때 관련된 서브 기

능 키를 식별하도록 단계(510)로 이동되고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진행된다. 만약 단계(508)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서브

기능들도 단계(506)의 동작 시퀀스를 통해 검출되는 바와 같이 단계(504)에서 선택된 원하는 기능에 이용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면 상기 방법은 원하는 기능을 달성하도록 단계(520)로 이동된다. 마찬가지로, 상기 방법은 단계(518)에서

선택된 기능을 달성하도록 이동되고 종료 단계(522)에서 종료된다. 여기서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점은 상기 방법에서

선택되는 특정한 서브-기능에 의존하여 다수의 반복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서로 달리 관련된 서브 기능 키들이 선택된 원

하는 동작 기능의 소정의 동작 문맥 및 시퀀스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으로 가능한 사용자 동작에 대해 힌트를 제공하도록

식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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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도 24를 참조하면, 전반에 걸쳐 참조번호(550)로 나타나 있는 플로차트는 이동 전화의 동작시 선택된 원하는 동

작 기능의 소정의 동작 문맥 및 시퀀스 진행 단계에 대응하는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동작 기능에 대해

힌트를 제공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에 대한 다른 변형 실시예를 보여준다. 상기 방법은 시작 단계(552)에서 개시되며, 이

경우에는 선택용으로 원하는 기능 또는 특징이 단계(554)에서 선택된다. 상기 방법은 단계(554)에서 선택된 원하는 기능

에 대응하는 이용가능한 추가적인 서브 기능들을 단계(556)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방법은 선택된 기능에 대응

하는 이용가능한 기능들을 단계(558)에서 식별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방법은 단계(560)에서 식별된 이용가능한 서브 기

능들에 관련이 있는 모든 키 심벌들 또는 아이콘들을 표시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방법은 단계(562)에서 표시된 키 심벌

또는 아이콘에 대응하는 키를 동작시키는데, 이로 인해 동작이 이루어진 키에 관련이 있는 기능이 단계(564)에서 표시된

다. 다음으로는 단계(566)에서 원하는 기능이 표시되는지가 결정된다. 만약 원하는 기능이 표시되면, 상기 방법은 상기 기

능이 선택되고 원하는 기능이 단계(570)에서 달성되는 단계(568)로 이동되고 종료 단계(572)에서 종료된다. 단계(556)에

서 어떠한 추가적인 서브 기능도 이용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면, 상기 방법은 원하는 기능을 달성하도록 단계(570)

로 이동되고 종료 단계(572)에서 종료된다. 만약 단계(566)에서 원하는 기능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면 상기 방법

은 추가적인 키들이 이용가능한지를 결정하도록 단계(574)로 이동된다. 만약 추가적인 키들이 이용가능하다면 상기 방법

은 단계(562)로 이동되고 상기 추가적인 이용가능한 기능 키에 대응하는 키는 동작이 이루어지며 상기 동작이 이루어진

키에 관련이 있는 기능이 단계(564)에서 표시된다. 만약 원하는 기능이 단계(566)에서 표시되면, 상기 방법은 표시된 기능

을 선택하도록 단계(568)로 이동되고 상기 방법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속행된다. 만약 단계(574)에서 어떠한 추가적

인 키들도 이용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면, 상기 방법은 표시된 기능을 선택하도록 단계(568)로 이동되고 종료 단계

(572)에서 종료된다.

선택된 원하는 동작 기능의 소정의 동작 문맥 및 시퀀스 진행 단계에 대응하는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기능들

을 사용자가 인식하게 하기 위한 힌트 능력들을 지니는 셀룰러폰과 같은 이동 전화가 상기 이동 전화에서 상기 힌트 능력

을 수행하는 관련된 방법과 함께 여러 바람직한 실시예로 위에서 언급되었다. 셀룰러폰 분야에 숙련된 자라면 여러 변경

및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URL 주소들의 이력 리스트를 제공하는 시퀀스가 위에서 언급된 것과는 다른 상

이한 진행 단계들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외에도, 다른 제어 키들 및 선택 키들은 이용가능할 수 있으며 음성 활성화 및

오디오 응답과 같은 다른 활성 수단은 본 발명의 기능 및 목적을 구현하도록 채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한정이

아니라 예로써 언급된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전화로서, 텍스트/그래픽들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 상기 이동 전화에 문자숫자 캐릭터들을 입력하기 위한 수단, 상기

이동 전화의 원하는 동작 기능들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 및 선택된 동작 기능 내에서 서브 동작 기능들을 네비게이팅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이동 전화에 있어서,

상기 이동 전화는 상기 선택된 동작 기능의 사용자 선택에 이용가능한 하나 이상의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동작 기능들을

사용자가 인식하게 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인식하게 하기 위한 수단은 선택에 이용가능한 제시된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기능들의 제

1 텍스트 메뉴 리스트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1 텍스트 메뉴 리스트는 상기 기능 선택 수단에 의해 선택되는 원하는 동작

기능에 응답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을 통해 보이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인식하게 하기 위한 수단은 또한 사용자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동작 기

능들에 관련이 있는 하나 이상의 선택 키들을 조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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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동작 기능을 포함하는 텍스트 메뉴 리스트는 상기 하나 이상의 선택

키들 중 대응하는 선택 키의 동작에 응답하여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전화는,

상기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동작 기능들을 사용자가 인식하게 하는 수단을 불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인식하게 하는 수단은 하나 이상의 사용자 동작 프롬프트 명령어들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동작 프롬프트 명령어가 텍스트 메시지 표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동작 프롬프트 명령어는 그래픽 메시지 표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9.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조명된 선택 키는 컬러 조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10.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조명된 선택 키는 플래시 온 및 오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표현은 또한 상기 선택된 원하는 동작 기능의 소정의 동작 문맥 및 시퀀스 진행 단계에 대응

하는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동작 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가능한 선택을 위한 하나 이상의 선택 키들을 상기 이동 전화 디

스플레이 수단을 통해 보여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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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인식하게 하기 위한 수단은 또한 하나 이상의 개별적인 톤들을 제공하고, 상기 하나 이상

의 개별적인 톤들 각각은 사용자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동작 기능들에 관련이 있는 소정의 선택 키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인식하게 하기 위한 수단은 상기 선택된 원하는 동작 기능에 대응하는 동작 시퀀스 진행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한 단축 키에 대응하는 키의 아이콘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14.

이동 전화로서, 상기 이동 전화가 텍스트/그래픽들을 보여주기 위한 디스플레이, 및 상기 이동 전화에 문자숫자 캐릭터들

을 입력하고 상기 이동 전화의 원하는 동작 기능들 및 특징들을 선택하며 상기 이동 전화의 원하는 동작 기능들 및 특징들

에 액세스하기 위한 키패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이동 전화가 적어도 하나의 메뉴 구동 동작 기능을 포함하는 이동 전화

에 있어서, 상기 이동 전화는 메뉴 구동 동작 기능에 이용가능한 하나 이상의 다음으로 가능한 특징 선택들을 사용자가 인

식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인식하게 하기 위한 수단은 또한 상기 메뉴 구동 동작 기능의 특징들의 메뉴 리스트에 보

이는 하나 이상의 다음 특징 선택들을 하일라이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인식하게 하기 위한 수단은 또한 상기 메뉴 구동 동작 기능의 특징들의 리스트로부터 이

용가능한 하나 이상의 다음 특징 선택들에 대한 음성 안내를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전화는,

사용자에 의해 음성 안내되는 특징 선택에 응답하는 음성 인식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18.

이동 전화로서,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기 이동 전화의 기능들을 수행하는 적어도 하나의 명령어 집합을 저장하기 위한 메

모리, 및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고 상기 이동 전화를 동작시키기 위한 키패드 수단을 포함하는 이동 전화에 있어서, 상기 이

동 전화는 소정의 선택된 원하는 기능의 동작 문맥 및 시퀀스 진행 단계들에 대응하는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기능들에 대한 표시자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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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자를 제공하는 수단은 하나 이상의 키들에 대한 시각적 표시자를 더 포함하며 상기 하나 이상

의 키들 각각은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기능에 관련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키패드 수단이 또한 물리적 키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키패드는 또한 가상적 키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키들 각각에 관련이 있는 텍스트 메시지는 또한 상기 키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통해 보이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시각적 표시자는 또한 조명된 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조명된 키는 또한 컬러 조명된 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컬러 조명된 키는 상기 시각적 표시자를 제공하도록 컬러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26.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자를 제공하는 수단은 하나 이상의 키들에 대응하는 오디오 톤들을 더 포함하며 상기 하나 이

상의 키들 각각은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기능에 관련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청구항 27.

이동 전화로서,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기 이동 전화의 동작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전자 회로 수단, 상기 전자 회로 수단

에 연결되어 상기 이동 전화의 동작을 제어하는 적어도 하나의 명령어 집합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수단, 및 원하는 동작

기능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이동 전화에 있어서, 상기 이동 전화는 소정의 선택된 원하는 기능의 동작 문맥 및

진행 단계에 대응하는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동작 기능들에 대해 힌트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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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이동 전화에서 힌트 능력들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원하는 동작 기능을 식별하는 단계;

상기 식별된 원하는 동작 기능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동작 기능에 이용가능한 추가적인 서브 기능들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이용가능한 서브 기능들 각각에 상기 이동 전화의 키를 관련시키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동작 기능의 소정의 동작 문맥 및 시퀀스 진행 단계에 대응하는 선택에 이용가능한 다음으로 가능한 서브 기

능들에 대해 힌트를 제공하도록 상기 관련된 키들 중 하나 이상의 관련된 키들을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에서 힌트 능력들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적인 서브 기능들을 결정하는 단계는 선택에 이용가능한 모든 추가적인 기능들을 식별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에서 힌트 능력들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관련된 키들을 식별하는 단계는 상기 키가 다음으로 가능한 동작 기능으로서 선택용으

로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인식하게 하도록 상기 키를 조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에

서 힌트 능력들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키를 조명하는 단계들은 상기 키를 컬러로 조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에서 힌트 능력들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키를 조명하는 단계는 상기 키를 플래시 온 및 오프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에서 힌트 능력들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관련된 키들을 식별하는 단계는 상기 관련된 키를 표현하는 아이콘이 다음으로 가능한

동작 기능으로서 선택용으로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인식하게 하도록 상기 이동 전화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기

관련된 키를 표현하는 아이콘을 보여주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에서 힌트 능력들을 제공하는 방

법.

청구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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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항에 있어서, 상기 관련된 키는 또한 단축 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에서 힌트 능력들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관련된 키들 중 하나 이상의 관련된 키들을 식별하는 단계는 하나 이상의 개별적인 오디오 톤들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하나 이상의 개별적인 오디오 톤들 각각은 식별이 이루어진 관련된 키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에서 힌트 능력들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관련된 키들 중 하나 이상의 키들을 동작시키는 단계로서, 상기 관련된 키들 중 하나 이상의 키들에 대한 동작을 통해

상기 동작이 이루어진 관련된 키에 대응하는 서브 기능을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에서

힌트 능력들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관련된 키들 중 하나 이상의 키들을 동작시키는 단계는 또한 상기 키의 명칭에 대한 음성 안내를 통

한 음성 인식 동작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에서 힌트 능력들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8.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 제28항의 단계들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프

로그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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