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B 1/4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12월05일

10-0654491

2006년11월29일

(21) 출원번호 10-2005-0027694 (65) 공개번호 10-2006-0105219

(22) 출원일자 2005년04월01일 (43) 공개일자 2006년10월11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4월01일

(73) 특허권자 (주)인트로모바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아셈타워 2502호

(72) 발명자 이창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현대3차아파트 102동 1005호

(74) 대리인 박경완

김성호

심사관 : 남인호

전체 청구항 수 : 총 18 항

(54)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 템플릿 유형을 변경하는 방법,이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있는 기록매체 및 그 기능을 갖는 이동통신 단말기.

(57) 요약

본 발명은 대기화면 기능이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변경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변경 방법은, (a)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하기 위해 기

설정된 어느 하나의 템플릿 유형을 선택하는 단계; (b) 상기 선택된 템플릿 유형에 따라 채널이 구성되는 단계; 및 (c) 상기

선택된 템플릿 유형이 표시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하기 위해 기 설정된 어느 하나의 템플릿 유형을 선택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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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기 선택된 템플릿 유형에 따라 채널이 구성되는 단계;

(c) 상기 채널이 구성된 템플릿 유형으로 기 표시된 템플릿 유형에서 변경된 템플릿 유형으로 변경되는 단계; 및

(d) 상기 변경된 템플릿 유형이 대기화면으로 표시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 화면 템플릿 유형 변경 방법.

청구항 2.

(a)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하기 위해 기 설정된 어느 하나의 템플릿 유형을 선택하는 단계;

(b) 상기 선택된 템플릿 유형에 따라 채널이 구성되는 단계;

(c) 상기 채널이 구성된 템플릿 유형으로 기 표시된 템플릿 유형에서 변경된 템플릿 유형으로 변경되는 단계; 및

(d) 상기 변경된 템플릿 유형이 대기화면으로 표시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 화면 템플릿 유형 변경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

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의 템플릿 유형의 선택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내의 템플릿 유형 변경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택하거나

웹(WEB) 또는 왑(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WAP)을 통하여 선택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 템플릿 유형

변경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템플릿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템플릿 유형에 해당하는 템플릿 유형 코드가 서비스

서버로 전송되고,

상기 웹 또는 왑을 통하여 템플릿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템플릿 유형에 해당하는 템플릿 유형 코드를 상기 서비

스 서버로부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 템플릿 유형 변경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

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 후,

(b-1) 상기 구성된 각각의 채널에 콘텐츠 정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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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상기 (b-1) 단계 후, 콘텐츠 정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채널이 있는 경우, 원하는 콘텐츠 정보가 채널에 할당되도록

설정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 템플릿 유형 변경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

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b-2) 단계의 원하는 콘텐츠 정보가 채널에 할당되는 것은 서비스 서버에 요청하여 상기 서비스 서버로부터 전송받

거나 기 수신되어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내의 콘텐츠 정보를 선택하여 할당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 템플릿 유형

변경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서버에게 요청되는 콘텐츠 정보는 콘텐츠 코드로 전송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 템플릿 유형 변경 방

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템플릿 유형에 포함된 채널은 문자 또는 이미지가 이동하며 표시되는 슬라이딩 영역 또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

이 표시되는 멀티미디어 영역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 템플릿 유형 변경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

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9.

대기화면에 표시하기 위해 기 설정된 어느 하나의 템플릿 유형을 선택하는 선택 수단;

상기 선택된 템플릿 유형에 따라 채널이 구성하는 채널 구성 수단;

상기 채널 구성 수단에 의해 채널이 구성된 템플릿 유형으로 기 표시된 템플릿 유형에서 변경된 템플릿 유형으로 변경하는

템플릿 유형 변경 수단; 및

상기 변경된 템플릿 유형이 대기화면으로 표시하는 표시 수단;

을 포함하는,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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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템플릿 유형의 선택은 이동통신 단말기 내의 템플릿 유형 변경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택하거나 왑을 통하여 선

택되는,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템플릿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템플릿 유형에 해당하는 템플릿 유형 코드가 서비스

서버로 전송되고,

상기 웹 또는 왑을 통하여 템플릿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템플릿 유형에 해당하는 템플릿 유형 코드를 상기 서비

스 서버로부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되는,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채널에 콘텐츠 정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채널 검사 수단,

상기 채널 검사 수단에 의해 콘텐츠 정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채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하는 콘텐츠 정보가

채널에 할당되도록 설정하는 채널 할당 수단,

을 더 포함하는,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원하는 콘텐츠 정보가 채널에 할당되는 것은 서비스 서버에 요청하여 상기 서비스 서버로부터 전송받거나 기 수신되

어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내의 콘텐츠 정보를 선택하여 할당하는,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

말기.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서버에게 요청되는 콘텐츠 정보는 콘텐츠 코드로 전송되는,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이동통

신 단말기.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템플릿 유형에 포함된 채널은 문자 또는 이미지가 이동하며 표시되는 슬라이딩 영역 또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

이 표시되는 멀티미디어 영역인,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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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a)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되는 템플릿 유형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단계;

(b) 상기 선택된 템플릿 유형을 추가 또는 삭제하기 위하여 서비스 서버와 통신하는 단계; 및

(c) 상기 템플릿 유형이 추가 또는 삭제된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을 구성하여 표시하는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a)단계의 템플릿 유형의 추가 또는 삭제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내의 템플릿 유형 변경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거

나 웹(WEB) 또는 왑(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WAP)을 통하여 추가 또는 삭제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 화면

템플릿 유형 추가 또는 삭제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 후,

(b-1) 추가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템플릿 유형이 서비스 서버에 존재하는지 검사하는 단계; 및

(b-2) 상기 (b-1) 단계 후,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 템플릿 유형 변경 프로그램에서 추가 또는 삭제할 템플릿 유

형 정보를 서비스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 화면 템플릿 유형 추가 또는 삭제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b-2) 단계 후,

(b-21) 상기 삭제한 템플릿 유형이 현재 대기화면 템플릿 유형인지 검사하는 단계; 및

(b-22) 상기 (b-21) 단계의 결과에 따라, 상기 삭제한 템플릿 유형을 제외한 기본 템플릿 유형으로 컨텐츠 정보가 채널에

할당되도록 구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 화면 템플릿 유형 추가 또는 삭제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대기화면 기능이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변경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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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사용자 중심의 정보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이는 무선 인터넷의 대중화를 가져오고 있

다.

일반적으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어떠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문 메시지(Short

Message Service; SMS) 형태로 전달하기 때문에 단문 메시지로 수신된 정보들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내에서 단순한 메시

지로 저장되며, 이 경우 금융 정보 및 엔터테인먼트 배너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컬러 화면 채용, 이동통신 휴대단말의 고 사양화 및 무선 인터

넷 속도의 발전 등을 통한 멀티미디어 정보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종래의 정보 전송은 사용자가 설정한 정보가 아니라, 특화된 정보에 한해서 SMS 서비스를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므

로 다양한 금융 정보 및 엔터테인먼트 정보를 사용자가 설정하여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의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전송 서비스는 한번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제한되므로 오디오나

비디오 타입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의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전송 서비스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서 그 서비스가 종료되며 하이퍼

링크 기능을 통하여 관련된 무선 인터넷 사이트와 접속하는 방식의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의 정보 제공은 사용자 스스로 이동통신 휴대단말에 내장된 인터넷 접속 애플리케이션 또는 브라우저를 이용해

접속하여야만 정보 획득이 가능하고, 사용자별로 특화된 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출원인이 출원하여 등록된 국내등록특허 제391291호가 있다.

국내등록특허 제391291호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정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기에 적합한

메시지 포맷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슬라이딩 메시지를 이동통신 단말장치로 전송하여 사용자가 콘텐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내등록특허 제391291호에는 콘텐츠 정보가 디스플레이되는 템플릿 구성 방법 내지 정보제공 방법의 구체적 실

시예가 개시되어 있지 않았다.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출원인은 '이동통신 단말 장치를 위한 대기화면 리소스 제어 및 운용 장

치와 방법'으로 국제출원(PCT/KR2004/000897)을 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리소스와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템플릿 구성 방법 및 정보 제공 방법이 개시되어 있을 뿐, 이

동통신 단말기, 웹(WEB) 또는 왑(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WAP)에서 대기 화면 정보 표시의 변경에 대한 구체적

인 사항은 없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대기 화면의 템플릿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용자 취향에 적

합하게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 및 그러한 기능을 갖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웹 또는 왑에서 대기 화면의 템플릿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용자 취향에 적합하게 이동통신 단말기

의 대기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변경 방법은 (a) 이동통신 단말기

의 대기화면에 표시하기 위해 기 설정된 어느 하나의 템플릿 유형을 선택하는 단계, (b) 선택된 템플릿 유형에 따라 채널이

구성되는 단계 및 (c) 선택된 템플릿 유형이 표시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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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 화면 템플릿 변경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a)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하기 위해 기 설정된 어느 하나의 템플릿 유형

을 선택하는 단계; (b) 선택된 템플릿 유형에 따라 채널이 구성되는 단계; 및 (c) 선택된 템플릿 유형이 표시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전술한 (a)단계의 템플릿 유형의 선택은 이동통신 단말기 내의 템플릿 변경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택하거나

웹(WEB) 또는 왑(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WAP)을 통하여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전술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템플릿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템플릿 유형에 해당하는 템플릿 코드가 서

비스 서버로 전송되고, 웹 또는 왑을 통하여 템플릿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템플릿 유형에 해당하는 템플릿 코드

를 서비스 서버로부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전술한 (b) 단계 후, (b-1) 구성된 각각의 채널에 콘텐츠 정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단계; (b-2) 콘텐츠 정

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채널이 있는 경우, 원하는 콘텐츠 정보가 채널에 할당되도록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전술한 (b-2) 단계의 원하는 콘텐츠 정보가 채널에 할당되는 것은 서비스 서버에 요청하여 서비스 서버로부터 전

송받거나 기 수신되어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내의 콘텐츠 정보를 선택하여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전술한 서비스 서버에게 요청되는 콘텐츠 정보는 콘텐츠 코드로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전술한 선택된 템플릿 유형에 포함된 채널은 문자 또는 이미지가 이동하며 표시되는 슬라이딩 영역 또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이 표시되는 멀티미디어 영역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 변경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는 대기화면에 표시하기 위해 기 설정된 어

느 하나의 템플릿 유형을 선택하는 선택 수단, 선택된 템플릿 유형에 따라 채널이 구성되는 채널 구성 수단 및 선택된 템플

릿 유형이 표시되는 표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전술한 템플릿 유형의 선택은 이동통신 단말기 내의 템플릿 변경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택하거나 왑을 통하

여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전술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템플릿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템플릿 유형에 해당하는 템플릿 코드가 서

비스 서버로 전송되고, 웹 또는 왑을 통하여 템플릿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템플릿 유형에 해당하는 템플릿 코드

를 서비스 서버로부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전술한 각각의 채널에 콘텐츠 정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채널 검사 수단, 채널 검사 수단에 의해 콘텐츠 정

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채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하는 콘텐츠 정보가 채널에 할당되도록 설정하는 채널 할

당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전술한 원하는 콘텐츠 정보가 채널에 할당되는 것은 서비스 서버에 요청하여 서비스 서버로부터 전송받거나 기 수

신되어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내의 콘텐츠 정보를 선택하여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전술한 서비스 서버에게 요청되는 콘텐츠 정보는 콘텐츠 코드로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전술한 선택된 템플릿 유형에 포함된 채널은 문자 또는 이미지가 이동하며 표시되는 슬라이딩 영역 또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이 표시되는 멀티미디어 영역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 화면 템플릿 유형 추가 또는 삭제 방법은 (a)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되는 템플릿 유형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단계, (b) 선택된 템플릿 유형을 추가 또는 삭제하기 위하여 서비스 서버와 통

신하는 단계 및 (c) 템플릿 유형이 추가 또는 삭제된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을 구성하여 표시하는 단계

를 포함하되, 전술한 (a)단계의 템플릿 유형의 추가 또는 삭제는 이동통신 단말기 내의 템플릿 유형 변경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웹 또는 왑을 통하여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등록특허 10-0654491

- 7 -



여기서, 전술한 (b) 단계 후, (b-1) 추가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템플릿 유형이 서비스 서버에 존재하는지 검사하는 단계 및

(b-2) 전술한 (b-1) 단계 후,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 템플릿 유형 변경 프로그램에서 추가 또는 삭제할 템플릿 유형

정보를 서비스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전술한 (b-2) 단계 후, (b-21) 삭제한 템플릿 유형이 현재 대기화면 템플릿 유형인지 검사하는 단계 및 (b-22) 삭

제한 템플릿 유형을 제외한 기본 템플릿 유형으로 컨텐츠 정보가 채널에 할당되도록 구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 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

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

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 화면 템플릿을 변경하기 위한 시스템 블록도 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 화면 템플릿을 변경하기 위한 시스템은 클라이언트(110), 이동통신사 서버

(120) 및 서비스 서버(13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클라이언트(110)는 이동통신 단말기인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101)와 휴대폰(102)과 개인용 단말기(103)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이동통신사 서버(120)는 클라이언트에서 설정된 대기모드 화면에 대한 무선 인터넷, 유선 인터넷을 통하여 대기 화면 템

플릿을 변경하도록 설정하기 위한 중간 단계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 왑에서 대기화면 변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서버와 함께 게이트웨이(gateway) 서버가 더 포함되어 구

성될 수 있다.

서비스 서버(130)는 대기화면을 설정하기 위한 단문 메시지로 푸쉬(PUSH) 또는 풀(PULL) 서비스를 담당한다.

즉, 클라이언트(110)는 무선 인터넷 또는 유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단문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

템플릿을 변경하도록 구성하는 서비스이다.

도 2a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할 템플릿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한 순서도 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하기 위해 기 설정된 어느 하나의 템플릿 유형을 선택한다

(S201a).

여기서, 사용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을 제어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템플릿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웹(WEB) 또는 왑(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WAP)을 통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을 표시하기 위한 템플릿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템플릿 유형을 선택하면, 이동통신 단말기의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템플릿 유

형에 해당하는 템플릿 코드를 서비스 서버로 전송하고, 서비스 서버에서 템플릿 코드를 갱신하게 된다.

여기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고, 웹 또는 왑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하기 위하여 선택한 템플릿 유형

에 대한 템플릿 코드를 서비스 서버로 전송하고, 서비스 서버에서는 사용자별 템플릿 코드를 갱신하며,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의 템플릿 유형을 변경하기 위하여 서비스 서버에서 웹 또는 왑에서 선택한 템플릿 유형에 대한 템플릿

코드를 이동통신 단말기로 푸쉬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템플릿 코드가 갱신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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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템플릿 유형에 따라 채널이 구성된다(S202a).

즉,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을 변경하게 되면,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템플릿 유형이 갱신되며,

갱신된 템플릿 유형에 설정되어 있는 채널이 변경하게 된다.

변경된 템플릿 유형에 따라 각각 채널이 설정되어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채널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채널을 설정하기 위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용자는 원하는 콘텐츠 정보가 채널에 할당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게 되고, 사용자가

수신하고자 하는 켄턴츠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서비스 서버로 콘텐츠 정보에 해당

하는 콘텐츠 코드를 전송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서비스 서버는 이동통신 단말기로 콘텐츠에 대한 코드를 갱신한다.

서비스 서버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할 템플릿 유형에 따라 채널이 구성되며, 구성된 채널에 대한 각각의 콘

텐츠 정보를 단문자 서비스 형태의 문자로 구성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로 푸쉬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템플릿 유형이 변경되어 표시된다

(S203a).

도 2b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할 템플릿 유형을 추가/삭제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한 순서도

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새로이 템플릿을 추가하거나 혹은 기 설정된 템

플릿 유형을 삭제하기 위하여 템플릿 유형을 선택한다(S201b).

여기서, 사용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을 제어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템플릿 유형을 추가/삭제할 수

있고, 웹(WEB) 또는 왑(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WAP)을 통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을 표시하기 위한

템플릿 유형을 추가/삭제할 수 있다.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템플릿 유형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서비스 서버와 이동통신 단

말기간 동기화가 수행된다(S202b).

즉,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템플릿 유형을 추가/삭제하면, 이동통신 단말기의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템플릿

유형에 해당하는 템플릿 코드를 서비스 서버로 전송하고, 서비스 서버에서 템플릿 코드를 갱신하게 된다.

여기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고, 웹 또는 왑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추가/삭제하기 위하여 선택한 템플릿

유형에 대한 템플릿 코드를 서비스 서버로 전송하고, 서비스 서버에서는 사용자별 템플릿 코드를 갱신하며, 사용자의 이동

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의 템플릿 유형을 추가/삭제하기 위하여 서비스 서버에서 웹 또는 왑에서 선택한 템플릿 유형에 대

한 템플릿 코드를 이동통신 단말기로 푸쉬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템플릿 코드가 갱신되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을 추가/삭제하게 되면,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템플릿 유형이 추

가/삭제되며, 추가/삭제된 템플릿 유형에 설정되어 있는 채널이 변경하게 된다.

추가/삭제된 템플릿 유형에 따라 각각 채널이 설정되어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채널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채널을 설정하기 위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용자는 원하는 콘텐츠 정보가 채널에 할당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게 되고, 사용자가

수신하고자 하는 켄턴츠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서비스 서버로 콘텐츠 정보에 해당

하는 콘텐츠 코드를 전송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서비스 서버는 이동통신 단말기로 콘텐츠에 대한 코드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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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서버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할 템플릿 유형에 따라 채널이 구성되며, 구성된 채널에 대한 각각의 콘

텐츠 정보를 단문자 서비스 형태의 문자로 구성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로 푸쉬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템플릿 유형이 추가/삭제되어 표시

된다(S203b).

도 3a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 구비된 대기화면용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템플릿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절

차를 도시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는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하기 위해 기 설정된 어느 하나의 템

플릿 유형을 선택한다(301).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선택된 템플릿 유형에 대한 템플릿 코드를 서비스 서버로 전송한다(302).

즉, 템플릿 유형은 대기화면에 사용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템플릿 유형이 준비되어 있게 된

다.

그러한 다양한 템플릿 유형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 코드로 템플릿 코드가 존재한다.

결국, 각각 다양한 템플릿에 따라 대응되는 템플릿 코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와 서비스 서버 간 데이터 양

을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서비스 서버에서 기존의 템플릿 코드를 수신된 템플릿 코드로 갱신한다(303).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템플릿 유형에 따라 채널이 구성된다(304).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대기화면에 표시되기 위한 템플릿 유형에는 각각 채널이 할당되어 있다.

각각의 채널에 다양한 콘텐츠가 할당되며, 채널을 통하여 콘텐츠 정보가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되어 대기화면에 표시되

는 것이다.

결국, 사용자가 템플릿 유형을 변경하면 채널이 추가되거나 혹은 감소하게 되고, 채널의 감소나 추가에 의하여 콘텐츠 정

보가 추가되거나 감소가 된다.

즉, 채널에 콘텐츠 정보를 할당하기 위한 식별 코드로 콘텐츠 코드가 존재한다.

그러하기에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채널 구성을 수행할 경우, 각각의 채널에 구성되어야 하

는 콘텐츠 정보에 대한 설정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 검사하게 된다(305).

앞서 검사 결과에 의하여 템플릿 유형에 구성되어 있는 채널에 콘텐츠 코드가 할당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

가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설정을 사용하거나, 사용자로 하여금 채널에 콘텐츠 코드가 할당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도

록 콘텐츠 미설정 메시지를 대기화면에 표시하도록 보낸다(306).

만약,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기 설정되어 있지 않은 콘텐츠 정보를 수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동통신 단

말기에 리스트로 나타나 있는 콘텐츠 항목 중에 수신을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수신 설정을 하게 된다(307).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에서는 수신을 원하고자 하는 콘텐츠 정보에 대응되는 콘텐츠 코드를 서비스 서버로

전송한다(308).

서비스 서버에서는 수신된 콘텐츠 코드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템플릿 유형에 구성되는 채널에 콘텐츠 코드를 갱신

하여 변경한다(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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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 응용 프로그램은 대기화면에 표시될 템플릿 유형을 변

경하게 된다(310).

도 3b는 본 발명에 따른 웹 또는 왑에서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될 템플릿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

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는 웹 또는 왑에서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하기 위해 기 설정된 어느 하나의 템플릿

유형을 선택한다(311).

웹 또는 왑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템플릿 유형에 해당하는 템플릿 코드를 서비스 서버로 전송한다(312).

서비스 서버에서는 수신된 템플릿 코드를 분석하여 서비스 서버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인별 템플릿 코드를 갱신한다(313).

서비스 서버에서 템플릿 코드가 갱신된 후, 템플릿 유형 변경을 지시하기 위한 단문자 서비스 유형으로 문자를 구성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로 푸쉬한다(314).

이동통신 단말기에서는 서비스 서버로부터 푸쉬된 단문자 서비스를 분석하여 템플릿 코드를 갱신하여 변경한다(315).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템플릿 유형에 따라 채널이 구성된다(316).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대기화면에 표시되기 위한 템플릿 유형에는 각각 채널이 할당되어 있다.

각각의 채널에 다양한 콘텐츠가 할당되며, 채널을 통하여 콘텐츠 정보가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되어 대기화면에 표시되

는 것이다.

결국, 사용자가 템플릿 유형을 변경하면 채널이 추가되거나 혹은 감소하게 되고, 채널의 감소나 추가에 의하여 콘텐츠 정

보가 추가되거나 감소가 된다.

즉, 채널에 콘텐츠 정보를 할당하기 위한 식별 코드로 콘텐츠 코드가 존재한다.

그러하기에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채널 구성을 수행할 경우, 각각의 채널에 구성되어야 하

는 콘텐츠 정보에 대한 설정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 검사하게 된다(317).

앞서 검사 결과에 의하여 템플릿 유형에 구성되어 있는 채널에 콘텐츠 코드가 할당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

가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설정을 사용하거나, 사용자로 하여금 채널에 콘텐츠 코드가 할당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도

록 콘텐츠 미설정 메시지를 대기화면에 표시하도록 보낸다(318).

만약,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기 설정되어 있지 않은 콘텐츠 정보를 수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웹 또는 왑

에 리스트 형태로 나타나 있는 콘텐츠 항목 중에 수신을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설정한다(319).

이렇게 하는 것으로, 웹 또는 왑에서 이동통신 단말기로 수신을 원하고자 하는 콘텐츠 정보에 대응되는 콘텐츠 코드를 서

비스 서버로 전송한다(320).

서비스 서버에서는 수신된 콘텐츠 코드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템플릿 유형에 구성되는 채널에 콘텐츠 코드를 갱신

하여 변경한다(321).

서비스 서버에서 콘텐츠 코드를 갱신하는 작업이 수행된 후, 이동통신 단말기로 콘텐츠 코드를 단문자 서비스 형태로 구성

하여 푸쉬한다(322).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콘텐츠 코드를 갱신하여 변경한다(323).

이렇게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 응용 프로그램은 대기화면에 표시될 템플릿 유형을 변

경하게 된다(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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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c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 구비된 대기화면용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템플릿 유형을 삭제하기 위한 절

차를 도시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 템플릿 중 삭제하고자 하는 템플릿 유형을 선택한다(321).

여기서, 이동통신 단말기의 다양한 템플릿 유형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 코드로 템플릿 코드가 존재하며, 각각 다양한 템플

릿에 따라 대응되는 템플릿 코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와 서비스 서버 간 데이터 양을 감소하게 된다.

이동통신 단말기는 서비스 서버로 사용자가 삭제하고자 하는 템플릿 유형에 대응되는 템플릿 코드를 서비스 서버로 전송

하게 된다(322).

서비스 서버에서 사용자마다 설정된 템플릿 코드 리스트에서 전술한 템플릿 유형 코드를 삭제한다(323).

이러한 과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저장된 템플릿 유형을 삭제할 수 있다.

도 3d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 구비된 대기화면용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템플릿 유형을 추가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는 대기화면 템플릿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이동통신 단말기에 구비된 템플릿 추가 메뉴를 선택한

다(331).

이동통신 단말기는 서비스 서버와 접속하여 추가할 템플릿 유형이 있는지 추가 템플릿 코드를 서비스 서버로 요청한다

(332).

서비스 서버는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요청을 분석하여 추가할 수 있는 템플릿 유형이 있는지 검사한다(333).

서비스 서버는 추가할 템플릿 유형이 존재한다면, 이동통신 단말기로 추가 템플릿 코드를 전송한다(334).

여기서, 서비스 서버는 이동통신 단말기로 추가할 수 있는 템플릿 유형을 전부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템플릿 유형을 간단

히 확인할 수 있는 프리뷰(preview) 정도의 화면을 제공하기 위한 전송이다.

추가할 수 있는 프리뷰 형태의 템플릿 유형을 사용자가 확인하고, 추가할 템플릿 유형을 선택한다(335).

이동통신 단말기는 추가할 템플릿 코드를 서비스 서버로 요청한다(336).

서비스 서버는 이동통신 단말기로 추가할 템플릿 코드를 전송한다(337).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는 새로운 템플릿 유형을 서비스 서버로부터 지속적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된다.

도 3e는 본 발명에 따른 웹 또는 왑에서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될 템플릿 유형을 추가/삭제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는 웹 또는 왑에서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 템플릿 중 삭제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템플릿 유

형을 선택한다(341).

웹 또는 왑에서 서비스 서버로 사용자가 추가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템플릿 유형에 대응되는 템플릿 코드를 서비스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342).

서비스 서버는 웹 또는 왑의 템플릿 추가 또는 삭제 요청을 분석하여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는 템플릿 유형이 있는지 검사

한다(343).

서비스 서버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로 사용자가 웹 또는 왑에서 추가 또는 삭제한 템플릿 코드를 이동통신 단말기에 SMS

형태의 메시지로 구성하여 푸쉬하게 된다(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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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는 서비스 서버에서 푸쉬된 메시지를 분석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의 템플릿 유형을 추가 또는 삭제하게 된

다.

도 4a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될 템플릿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이

동통신 단말기의 블록도 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410)는 선택수단(411), 채널 구성 수단(412) 및 표시 수단(413)을 포함한다.

선택 수단(411)은 이동통신 단말기(410)의 대기화면에 표시하기 위해 기 설정된 어느 하나의 템플릿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채널 구성 수단(412)은 앞서 선택된 템플릿 유형에 따라 채널이 구성하기 위한 것이고, 표시 수단(413)

은 앞서 선택된 템플릿 유형이 표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용자가 선택 수단(411)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의 템플릿 유형을 결정하게 되고, 채널 구성 수단(412)를 이용하

여 선택된 템플릿 유형에 채널을 구성하고, 각각의 채널에 각각의 콘텐츠 정보를 담게 되며, 표시 수단(413)을 이용하여 사

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될 템플릿 유형을 추가 또는 삭제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블록도 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420)는 선택 수단(421), 통신 수단(422) 및 표시 수단(423)을 포함한다.

선택 수단(421)은 이동통신 단말기(420)의 대기화면에 표시되는 템플릿 유형을 추가하거나 혹은 기저장된 템플릿 유형을

삭제하기 위하여 템플릿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통신 수단(422)은 앞서 선택된 템플릿 유형을 추가 또는 삭

제하기 위하여 서비스 서버와 접속하고, 템플릿 유형 코드 또는 제어 코드를 송수신하기 위한 것이고, 표시 수단(423)은 앞

서 추가된 템플릿 유형이 표시하거나 삭제된 템플릿 유형을 대신하여 기본적인 템플릿 유형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용자가 선택 수단(421)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의 템플릿 유형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하여 결정하고, 통신

수단(422)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의 템플릿 유형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작업을 서비스 서버와 단문자 서비스

를 이용하여 송수신하게 되고, 표시 수단(423)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을 추가하거나 삭제

한 뒤, 추가시에는 추가한 템플릿 유형을 표시하고, 삭제한 경우에는 삭제한 템플릿 유형을 제외한 기본적으로 기 설정된

템플릿 유형으로 채널을 구성하여 표시되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도시한 블록도 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500)은 슬라이딩 영역(501), 멀티미디어 영역(502) 및 아이콘 영역(503)

으로 구성된다.

슬라이딩 영역(501)은 기본 2개의 라인으로 구성되며 슬라이딩 영역(501)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슬라

이딩 되며 보이는 영역이다.

여기서, 슬라이딩 영역(501)에는 실시간 방송 (Data Push & Pull)텍스트 정보가 표시되거나 혹은 실시간 광고 또는 광고

이미지가 슬라이딩 된다.

멀티미디어 영역(502)은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4개 이상의 콘텐츠 정보를 도시할 수 있으나,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력이 과

하게 소비되며 아직까진 이동통신 단말기의 성능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최대 4개의 콘텐츠 정보를 이미지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콘 영역(503)은 작은 아이콘 형태로 메인 메뉴 실행을 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전체 서비스-설정-라이브'와 아

이콘 배열 우측에 'CLR:상위' 및 '#:정보보관' 등의 문자 유형으로 표시된다.

여기서, 슬라이딩 또는 멀티미디어 영역과 아이콘영역의 포커스(focus) 이동은 순환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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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 발명에 따라 템플릿 유형이 변경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슬라이딩 영역(501)과 멀티미디어 영역(502)을 다양한 유

형의 템플릿 유형으로 표시되게 된다.

템플릿 유형에 관해서는 도 6a 내지 도 6f에 자세히 설명한다.

도 6a 내지 도 6f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될 템플릿 유형을 도시한 블록도 이다.

도 6a의 템플릿 유형은 4분할 템플릿(Active) 형태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이다.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4분할 템플릿 유형(600a)은 2개의 슬라이딩 텍스트 영역(L1-④, L2-④), 1개의 슬라이딩 이미

지 영역(B-②) 및 4개의 이미지 영역(I1-①, I2-①, I3-① 및 I4-①)으로 구성된다.

도 6b의 템플릿 유형은 통짜 템플릿(Easy View) 형태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이다.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짜 템플릿 유형(600b)은 2개의 슬라이딩 텍스트 영역(L1-④, L2-④), 1개의 슬라이딩 이미

지 영역(B-②) 및 1개의 이미지 영역(I1-①)으로 구성된다.

도 6c의 템플릿 유형은 통짜 템플릿(Easy View) 형태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이다.

도 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슬라이딩 텍스트 템플릿 유형(600c)은 8개의 슬라이딩 텍스트 영역(L1-① 내지 L8-①)과 1개

의 슬라이딩 이미지 영역(B-②)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슬라이딩 텍스트 템플릿 유형(600c)은 뉴스 또는 주가정보 같이 간결한 리스트가 우선시 되는 사용자에게 유용한

템플릿 유형이다.

도 6d의 템플릿 유형은 2분할 템플릿(Couple) 형태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이다.

도 6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분할 템플릿 유형(600d)은 2개의 슬라이딩 텍스트 영역(L1-①, L2-①), 1개의 슬라이딩 이미

지 영역(B-②) 및 2개의 이미지 영역(I1-②, I2-②)으로 구성된다.

도 6e의 템플릿 유형은 부분 텍스트 템플릿(Partial Text) 형태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이다.

도 6e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분 텍스트 템플릿 유형(600e)은 2개의 슬라이딩 텍스트 영역(L1-①, L2-①), 1개의 슬라이

딩 이미지 영역(B-②) 및 OEM 바탕화면(OEM Wallpaper)으로 구성된다.

도 6f의 템플릿 유형은 부분 스크린 템플릿(Partial Screen) 형태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이다.

도 6f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분 스크린 템플릿 유형(600f)은 1개의 이미지 영역(I1-①)과 OEM 바탕화면(OEM

Wallpaper)으로 구성된다.

도 7a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웹 화면을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웹 화면(700)은 콘텐츠를 설정하기 위한 화면(701)과 템플릿 유형을 설정하기 위한 화면(702)으로 구

성된다.

여기서, 콘텐츠를 설정하기 위한 화면(701)은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슬라이딩 영역 혹은 멀티미디어 영역에 서비스하기 위

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택하게 된다.

또한, 템플릿 유형을 설정하기 위한 화면(702)은 앞서 도 6a 내지 도 6f에서 도시된 다양한 템플릿 유형을 선택하도록 제

공된다.

여기서, 각각의 템플릿 유형에 따라 설정되는 채널이 상이하므로, 템플릿 유형을 선택한 후 포커스를 이동하는 것으로 채

널에 관한 설정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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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b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을 추가/삭제하기 위한 웹 화면을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웹 화면(710)은 템플릿 유형을 프리뷰 할 수 있는 영역(711)과 각 개인별로 구성할 수 있는 템플릿 유형

과 추가할 수 있는 템플릿 유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템플릿 유형 리스트(713)가 포함된다.

여기서, 사용자는 템플릿 유형 내비게이터(712)를 이용하여 템플릿 유형을 프리뷰 할 수 있으며, 프리뷰 하는 템플릿 유형

은 리스트에 선택바(714)를 이용하여 현재 선택된 템플릿의 유형명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각 개인별로 템플릿 유형일 선택되어있는지(715b) 또는 신규 추가할 수 있는 템플릿 유형이 있는지(715a)를

한눈에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즉, 템플릿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715a, 715b)를 선택 또는 해제하는 것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의 템플릿 유형을

쉽게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왑 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템플릿 설

정 화면을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템플릿 설정 화면(800)은 템플릿 유형을 설정하기 위하여 화면 상단에 템플릿 유형을 선택하기 위한 템

플릿 선택부(801)를 포함한다.

여기서, 방향키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버튼을 이용하여 템플릿 선택부(801)에서 다양한 템플릿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도 9a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에 기 설정된 채널에 콘텐츠를 할당의 일례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콘텐츠 설정 화면(920a)은 콘텐츠를 할당하기 위하여 현재 수신되고 있는 콘텐츠 리스트(921a)와 콘텐

츠 선택부(922a)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즉, 도 8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템플릿 유형을 설정하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템플릿 유형 설정 화면(910a)에서 템플

릿 유형을 선택하고, 선택된 템플릿 유형에 할당되어 있는 슬라이딩 영역의 채널(911a)을 선택하면,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 설정 화면(920a)으로 분기하게 된다.

콘텐츠 설정 화면(920a)에서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에 수신되고 있는 콘텐츠를 리스트화 하여 콘텐츠 리스트(921a)로 보

이고, 콘텐츠 선택부(922a)에서 콘텐츠 옆에 나열된 체크박스를 선택하거나 취소하는 것으로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도 9b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에 기 설정된 채널에 콘텐츠를 할당의 일례를 설명하

기 위해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콘텐츠 설정 화면(920b)은 슬라이딩 영역 선택부(921b)와 현재 수신되고 있는 콘텐츠를 할당하기 위한

콘텐츠 선택부(922b)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즉, 도 8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템플릿 유형을 설정하기 위한 템플릿 설정 화면(910b)에서 템플릿

유형을 선택하고, 선택된 템플릿 유형에 할당되어 있는 2개의 슬라이딩 영역(911b)을 동시에 선택하면,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 설정 화면(920b)으로 분기하게 된다.

콘텐츠 설정 화면(920b)에서 앞서 2개의 슬라이딩 영역(911b) 중 하나의 슬라이딩 영역을 선택하기 위한 슬라이딩 영역

선택부(921b)가 존재하게 되며,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에 수신되고 있는 콘텐츠를 리스트화 하여 콘텐츠 선택부(922b)로

보이게 된다.

여기서, 콘텐츠 선택부(922b)에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택하며, 슬라이딩 영역 선택부(921b)에 있는 채널을

선택하는 것으로 콘텐츠 선택부(922b)의 리스트에 콘텐츠 리스트와 함께 선택된 채널 번호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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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슬라이딩 영역 선택부(921b)에서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방향키와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선

택할 수 있다.

즉, 콘텐츠 선택부(922b)에서 콘텐츠를 선택하고, 선택된 콘텐츠에 할당할 채널은 슬라이딩 영역 선택부(921b)에서 채널

을 할당하는 것으로, 콘텐츠를 선택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도 9c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에 기 설정된 채널에 콘텐츠를 할당의 일례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콘텐츠 설정 화면(920c)은 슬라이딩 영역 선택부(921c)와 현재 수신되고 있는 콘텐츠를 할당하기 위한

콘텐츠 선택부(922c)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즉, 도 8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템플릿 유형을 설정하기 위한 템플릿 설정 화면(910c)에서 템플릿

유형을 선택하고, 선택된 템플릿 유형에 할당되어 있는 2개의 슬라이딩 영역(911c)을 동시에 선택하면,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 설정 화면(920c)으로 분기하게 된다.

콘텐츠 설정 화면(920c)에서 앞서 2개의 슬라이딩 영역(911c) 중 하나의 슬라이딩 영역을 선택하기 위한 슬라이딩 영역

선택부(921c)가 존재하게 되며,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에 수신되고 있는 콘텐츠를 리스트화 하여 콘텐츠 선택부(922c)로

보이게 된다.

여기서, 콘텐츠 선택부(922c)에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택하며, 슬라이딩 영역 선택부(921c)에 있는 채널을 선

택하는 것으로 콘텐츠 선택부(922c)의 리스트에 콘텐츠 리스트와 함께 선택된 채널 번호가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슬라이딩 영역 선택부(921c)에서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방향키와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선

택할 수 있다.

즉, 콘텐츠 선택부(922c)에서 콘텐츠를 선택하고, 선택된 콘텐츠에 할당할 채널은 슬라이딩 영역 선택부(921c)에서 채널

을 할당하는 것으로, 콘텐츠를 선택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도 9d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에 기 설정된 채널에 콘텐츠를 할당의 일례를 설명하

기 위해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콘텐츠 설정 화면(920d)은 현재 수신되고 있는 콘텐츠를 할당하기 위한 콘텐츠 선택부(921d)를 포함하

여 구성된다.

즉, 도 8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템플릿 유형을 설정하기 위한 템플릿 설정 화면(910d)에서 템플릿

유형을 선택하고, 선택된 템플릿 유형에 할당되어 있는 한 개의 슬라이딩 영역의 채널(911d)을 선택하면,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 설정 화면(920d)으로 분기하게 된다.

콘텐츠 설정 화면(920d)에서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에 수신되고 있는 콘텐츠를 리스트화 하여 콘텐츠 선택부(921d)로 보

이게 된다.

여기서, 콘텐츠 선택부(921d)에서 콘텐츠 선택부(921d)의 리스트와 함께 체크박스가 나타나게 된다.

즉, 콘텐츠 선택부(921d)에서 체크박스를 선택하거나 취소하는 것으로 콘텐츠를 선택하거나 취소하게 된다.

도 9e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에 기 설정된 채널에 콘텐츠를 할당의 일례를 설명하

기 위해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콘텐츠 설정 화면(920e)은 콘텐츠 리스트(921e)와 현재 수신되고 있는 콘텐츠를 할당하기 위한 콘텐츠

선택부(922e)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등록특허 10-0654491

- 16 -



즉, 도 8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템플릿 유형을 설정하기 위한 템플릿 설정 화면(910e)에서 템플릿

유형을 선택하고, 선택된 템플릿 유형에 할당되어 있는 슬라이딩 영역의 채널(911e)을 선택하면,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 설정 화면(920e)으로 분기하게 된다.

콘텐츠 설정 화면(920e)에서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에 수신되고 있는 콘텐츠를 리스트화 하여 콘텐츠 리스트(921e)로 보

이고, 하단에 표시되는 콘텐츠 선택부(922e)에서 콘텐츠를 선택하거나 취소하는 것으로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도 9f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에 기 설정된 채널에 콘텐츠를 할당의 일례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콘텐츠 설정 화면(920f)은 콘텐츠 리스트(921f)와 현재 수신되고 있는 콘텐츠를 할당하기 위한 콘텐츠

선택부(922f)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즉, 도 8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템플릿 유형을 설정하기 위한 템플릿 설정 화면(910f)에서 템플릿 유

형을 선택하고, 선택된 템플릿 유형에 할당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영역의 채널(911f)을 선택하면,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 설정 화면(920f)으로 분기하게 된다.

콘텐츠 설정 화면(920f)에서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에 수신되고 있는 콘텐츠를 리스트화 하여 콘텐츠 리스트(921f)로 보이

고, 하단에 표시되는 콘텐츠 선택부(922f)에서 콘텐츠를 선택하거나 취소하는 것으로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

다.

도 9g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에 기 설정된 채널에 콘텐츠를 할당의 일례를 설명하

기 위해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콘텐츠 설정 화면(920g)은 콘텐츠 리스트(921g)와 현재 수신되고 있는 콘텐츠를 할당하기 위한 콘텐츠

선택부(922g)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즉, 도 8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템플릿 유형을 설정하기 위한 템플릿 설정 화면(910g)에서 템플릿

유형을 선택하고, 선택된 템플릿 유형에 할당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영역의 채널(911g)을 선택하면,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

는 콘텐츠 설정 화면(920g)으로 분기하게 된다.

콘텐츠 설정 화면(920g)에서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에 수신되고 있는 콘텐츠를 리스트화 하여 콘텐츠 리스트(921g)로 보

이고, 하단에 표시되는 콘텐츠 선택부(922g)에서 콘텐츠를 선택하거나 취소하는 것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도 10a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을 삭제하기 위한 일례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것이

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자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구비된 템플릿 유형 삭제메뉴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단

말기의 템플릿 유형 삭제화면(1010)으로 분기한다.

여기서, 템플릿 유형 선택(1011)을 하면, 그와 동시에 템플릿 프리뷰 화면(1012)이 나타나게 되고, 삭제를 하고 싶을 경우

에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삭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의 상세한 설명은 앞서 도 3c에서 상세히 설명을 참조한다.

도 10b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을 추가하기 위한 일례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것이

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자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구비된 템플릿 유형 추가메뉴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단

말기의 템플릿 유형 추가화면(1020a)으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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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동통신 단말기는 서비스 서버와 연결되어 각 개인별로 신규 추가할 수 있는 템플릿 유형이 무엇이 있는지 서비

스 서버로 추가 템플릿 유형을 검사하도록 요청한다.

이동통신 단말기와 연결되어 추가할 수 있는 템플릿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프리뷰가 내려받기가 완료된 후 사용자는 신규

추가할 수 있는 템플릿 유형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내비게이션 바(1021)를 이용하여 검색하고, 확인 버튼을 클

릭하는 것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의 상세한 설명은 앞서 도 3d에서 상세히 설명을 참조한다.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상술한 본 발명의 기술적 구성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본 발명의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닌 것

으로서 이해되어야 하고,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

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등가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

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사용자 취향에 적합하게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 화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대기 화면의 템

플릿을 변경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 취향에 적합하게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 화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웹 또는 왑에서 대기 화면의 템

플릿을 변경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 화면 템플릿을 변경하기 위한 시스템 블록도 이다.

도 2a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할 템플릿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한 순서도 이다.

도 2b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할 템플릿 유형을 추가/삭제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한 순서도

이다.

도 3a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 구비된 대기화면용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템플릿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절

차를 도시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도 3b는 본 발명에 따른 웹 또는 왑에서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될 템플릿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

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도 3c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 구비된 대기화면용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템플릿 유형을 삭제하기 위한 절

차를 도시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도 3d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 구비된 대기화면용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템플릿 유형을 추가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도 3e는 본 발명에 따른 웹 또는 왑에서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될 템플릿 유형을 추가/삭제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도 4a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될 템플릿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이

동통신 단말기의 블록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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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될 템플릿 유형을 추가 또는 삭제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블록도 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도시한 블록도 이다.

도 6a 내지 도 6f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에 표시될 템플릿 유형을 도시한 블록도 이다.

도 7a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웹 화면을 도시한 것이다.

도 7b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을 추가/삭제하기 위한 웹 화면을 도시한 것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왑 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템플릿 설

정 화면을 도시한 것이다.

도 9a는 내지 도 9g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에 기 설정된 채널에 콘텐츠를 할당의 일

례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것이다.

도 10a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을 삭제하기 위한 일례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것이

다.

도 10b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기화면용 템플릿 유형을 추가하기 위한 일례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것이

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관한 부호의 설명>

110 : 클라이언트

120 : 이동통신사 서버

130 : 서비스 서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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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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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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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d

도면3e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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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

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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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c

도면6d

도면6e

도면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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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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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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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a

도면9b

도면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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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d

도면9e

도면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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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g

도면10a

도면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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