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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하위메뉴 표시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그룹별로 색상이 다른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메뉴인

터페이스에 있어서, 하위메뉴로 내려갈수록 배경색의 톤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깊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 이동통

신 단말기의 하위메뉴 표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하위메뉴 표시 방법은 그룹별로 적어도 1개 이상의 하위메뉴를 갖도록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메뉴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하위메뉴 표시 방법에 있어서, (a) 사용자로부터 임의의 메뉴 표시 명령이 입력

되는 경우 상기 임의의 메뉴가 하위메뉴를 갖는가를 판단하는 단계; (b) 상기 단계 (a)에서의 판단 결과 하위메뉴를 갖는

경우 상기 임의의 메뉴가 속한 상기 그룹의 배경색상, 상기 그룹에서의 층위 및 상기 하위메뉴를 확인하는 단계 및 (c) 상

기 단계 (b)에서 확인된 상기 하위메뉴를 표시하되, 상기 배경색상의 톤을 상기 층위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시켜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그룹별로 적어도 1개 이상의 하위메뉴를 갖도록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메뉴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하위메

뉴 표시 방법에 있어서,

(a) 사용자로부터 임의의 메뉴 표시 명령이 입력되는 경우 상기 임의의 메뉴가 하위메뉴를 갖는가를 판단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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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기 단계 (a)에서의 판단 결과, 하위메뉴를 갖는 경우 상기 임의의 메뉴가 속한 상기 그룹의 배경색상, 상기 그룹에서

의 층위 및 상기 하위메뉴를 확인하는 단계 및

(c) 상기 단계 (b)에서 확인된 상기 하위메뉴를 표시하되, 상기 배경색상의 톤을 상기 층위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시켜 표

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이동통신 단말기의 하위메뉴 표시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톤은 명도 또는 채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하위메뉴 표시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톤은 명도와 채도의 조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하위메뉴 표시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하위메뉴 표시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이동통신 단말기 메뉴의 깊이

를 알 수 있도록 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하위메뉴 표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대인에게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는 꾸준한 발전으로 소형화 및 경량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mp3,

카메라 및 네비게이션 등의 다양한 기능을 겸비한 복합 통신 단말기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이동통신 단말기는 상기 기

능 이외에도 수신자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송신자가 수신자의 음성 사서함 또는 팩스 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보이스 이메일 서비스(Voice Mail Service; 일명 소리샘 서비스), 이동통신 단말기에 음성 인식장비를 연결하여 가입

자의 음성을 기억/등록시킨 후 가입자가 전화를 걸 때 일일이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고 음성으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는

음성인식 다이얼 서비스(Voice Activated Dialing Service), 숫자 및 문자를 이용하여 80byte 즉, 한글 40~50자, 영문 80

자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SMS) 및 단문 메시지 서비스보다 긴 문

장의 작성이 가능하며 음, 영상 등을 첨가할 수 있는 멀티 메시지 서비스(Multimedia Message Service; MMS) 등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동통신 단말기는 상술한 다양한 기능을 필요할 때 편리하게 실행 시킬 수 있도록 계층(tree)구조의 메뉴인터페이

스(menu interface)를 제공하는바,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종래 이동통신 단말기의 계층구조 메뉴의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 이동통신 단말기의 계층구조 메뉴는 비슷한 기능의 메뉴를 분류하여 그룹별로 표시 되는바,

환경설정기능, 소리설정기능 및 화면설정기능 등 각 기능별로 다수개의 하위메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각 메뉴는 하위메뉴가 있는 메뉴도 있고 없는 메뉴도 있는바, 하위메뉴가 있는 메뉴가 선택되는 경우 하위메뉴가 표

시되며, 더 이상 하위메뉴가 없는 최하위메뉴가 선택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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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래 이동통신 단말기의 메뉴인터페이스에 따르면 현재 표시된 메뉴가 어느 그룹에 속해있으며, 어느 깊이에 있는

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종래 메뉴인터페이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각 메뉴화면의 상단에 깊이를 표현할 수 있는 작은 아이콘을 삽입하

여 표시된 아이콘을 통해서 메뉴의 깊이를 알려주는 메뉴 단계가 표시되는 단말기 및 그 방법이 2003년 대한민국 특허 공

개번호 제29296호에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술한 아이콘을 통한 메뉴의 깊이 표현 방법은 아이콘을 통해서 메뉴의 깊이를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화면상에 표시되는 아이콘이 너무 작아서 현재 표시되는 메뉴의 깊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그룹별로 색상이 다른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메뉴인터페이

스에 있어서, 하위메뉴로 내려갈수록 배경색의 톤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깊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 이동통신 단말

기의 하위메뉴 표시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하위메뉴 표시 방법은 그룹별로 적어도 1개 이상의 하위메뉴

를 갖도록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메뉴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하위메뉴 표시 방법에 있어서, (a) 사용자로부

터 임의의 메뉴 표시 명령이 입력되는 경우 상기 임의의 메뉴가 하위메뉴를 갖는가를 판단하는 단계; (b) 상기 단계 (a)에

서의 판단 결과 하위메뉴를 갖는 경우 상기 임의의 메뉴가 속한 상기 그룹의 배경색상, 상기 그룹에서의 층위 및 상기 하위

메뉴를 확인하는 단계 및 (c) 상기 단계 (b)에서 확인된 상기 하위메뉴를 표시하되, 상기 배경색상의 톤을 상기 층위에 따

라 증가 또는 감소시켜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이동통신 단말기의 하위메뉴 표시 방법을 제공한다.

이하에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의 하위메뉴 표시 방법에 대해서 상

세하게 설명한다.

도 2a 및 도 2b는 각각 본 발명에 적용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외관을 보인 정면도와 배면도인바, 슬라이드 방식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예시하고 있다. 물론 본 발명이 이러한 방식과 구조의 단말기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

다. 도 2a 및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이하 줄여서 "단말기"라고도 한다)

(100)는 크게 주회로가 내장되어 있는 본체(110)와 평판 표시기(122)를 탑재한 채로 본체(110)에서 상하로 슬라이딩되는

슬라이더(120)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전술한 구성에서, 본체(110)의 전면에는 숫자 및 문자를 입력받는데 사용되는 숫자/문자 키버튼(112)이 배치되어 있고, 상

면에는 안테나 및 외부의 다른 통신 기기와 적외선 통신(IrDA)을 하는데 사용되는 적외선 통신소자(119)가 배치되며, 하

부의 적소에는 내부의 마이크(미도시)와 연통되어 있는 마이크 홀(113)이 천공되어 있다. 본체(110)에는 또한 배면의 적

소, 예를 들어 상부에는 카메라 렌즈(117) 및 야간 촬영시의 조명을 위한 플래시(118)가 설치되어 있고, 그 하부에는 배터

리팩(140)이 분리 가능한 구조로 장착되어 있으며, 본체(110)의 하면에는 타 단말기와 데이터를 송/수신하거나 본체(110)

에 결합된 배터리팩(140)을 충전하기 위한 전력이 전달되는 표준접속단자 슬롯(116)이 구비된다.

한편 슬라이더(120)의 전면에는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조작 및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각종 문자나 그래픽 요소 및 정지

화상과 동영상 등을 표시하는 평판 표시기(122)가 배치되어 있고, 그 하부에는 단말기(100)에 구비된 각종 기능을 선택 또

는 입력받는데 사용되는 기능 키버튼(121)이 배치되어 있다. 나아가, 슬라이더(120)의 적소, 예를 들어 평판 표시기(122)

의 상부에는 내부의 스피커(미도시)와 연통되어 있는 스피커 홀(123)이 천공되어 있다. 도면에서 미설명 부호 114는 음량

버튼을 나타내고, 115는 카메라 버튼을 나타내며, 143은 배터리팩(140)의 하부에 노출되어 있는 충전단자를 나타낸다.

도 3은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기적인 블록 구성도이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이 적용

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기적인 구성은 안테나(222)를 통해 기지국과 무선주파신호를 송/수신하는 무선주파 송/

수신부(220), 숫자/문자 키버튼(112)과 기능 키버튼(121)의 조작시에 상응하는 키신호를 발생시키는 기능키 입력부(232)

와 숫자/문자키 입력부(23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키입력부(230), 메뉴 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각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

램을 저장하는 프로그램 저장부(242)와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거나 가입자가 설정한 데이터를 저

장하는 데이터 저장부(24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메모리(240), 외부의 음파를 상응하는 아날로그 형태의 음성 신호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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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는 마이크(252), 단말기 내부에서 발생되는 아날로그 형태의 음성 신호를 음파로 변환하는 스피커(254), 마이크(252)

로부터 입력된 아날로그 형태의 음성 신호를 상응하는 디지털 음성 신호로 변환하고 디지털 음성 신호를 상응하는 아날로

그 음성 신호로 변환하여 스피커(254)로 출력하는 음성신호 처리부(250), 평판 표시기(262)와 이를 구동하는 평판표시기

구동부(260), 단말기(100)가 진동 모드로 동작할 때 진동을 발생시키는 진동 모터(272)와 그 구동부(270), 호나 메시지 수

신 등의 이벤트 발생시에 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LED(276)와 그 구동부(274), 근거리 통신 수단으로써 적외선을 발사

하고 외부로부터 발사된 적외선을 수신하는 적외선 송/수신부(286) 및 이들을 총괄적으로 제어하는 제어부(210)를 포함

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는 본체(110)나 슬라이더(120)의 적소에 설치되는 카메라(282), 제어부

(210)의 제어에 따라 카메라(282)를 구동하는 카메라 구동부(280), 카메라(282)로부터 출력된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영상 처리부(284) 및 GPS 위성으로부터 발사된 무선 신호를 수신하여 단말기의 절대 위치 데이터를 생성하는 GPS 처리

부(288)가 필요에 따라 더 구비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구성에서 메뉴 관리 프로그램은 그룹별로 분류된 메뉴마다 지정된 색상을 배경색으로 적용시켜 표시하되, 표시될

메뉴의 깊이(층위)에 따라 배경색의 톤(tone)을 미리 설정된 양 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켜 표시하는 프로그램으로써 달성된

다.

이때 상술한 톤은 명도 또는 채도로 달성되는바, 명도는 색상의 밝은 정도 또는 어두운 정도를 표현하며, 채도는 색상의 탁

한 정도 또는 맑은 정도를 나타낸다. 한편 톤은 명도 및 색상의 조합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깊이의 타 그룹 사이의 메뉴는 배경색상만 다르며, 동일 그룹의 타 깊이 사이에는 톤만 다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의 그룹별 메뉴의 색상 및 그 하위메뉴의 톤을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의 그룹별 메뉴(310)의 색상 및 그 하위메뉴(320)의 톤은 동일 깊이 즉,

같은 레벨에 있는 메뉴들 사이에는 색상만 다르며, 동일 그룹 즉, 같은 색상을 갖는 메뉴들 사이에는 톤만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의의 메뉴가 표시되었을 때 배경색의 색상 및 톤을 보면 표시된 메뉴의 그룹 및 깊이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하위메뉴 표시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하위메뉴 표시 방법은 먼저 단계 S11에서는 메뉴

표시 명령이 있는가를 판단한다.

단계 S11에서의 판단 결과, 메뉴 표시 명령이 없는 경우 메뉴 표시 명령이 입력될 때 까지 단계 S11을 반복하며, 메뉴 표시

명령이 있는 경우 단계 S13으로 진행하여 표시될 메뉴의 하위메뉴가 존재 하는가를 판단한다.

단계 S13에서의 판단 결과, 하위 메뉴가 존재 하지 않는 경우 단계 S23으로 진행하여 선택된 메뉴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실행 시키며, 하위 메뉴가 존재 하는 경우 단계 S15로 진행하여 표시될 메뉴가 속한 그룹의 배경색상을 확인한다.

이후 단계 S17에서는 표시될 메뉴가 속한 그룹에서의 깊이를 확인하고, 단계 S19에서는 표시될 메뉴의 하위메뉴를 확인

하며, 단계 S21에서는 확인된 깊이에 따라 확인된 배경색상의 톤을 변화시켜 확인된 하위메뉴와 함께 평판 표시기(262)에

표시한다.

본 발명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하위메뉴 표시 방법은 전술한 실시예에 국한 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이 허용하는 범

위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실시할 수가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하위메뉴 표시 방법에 따르면, 그룹별로 색상이 다른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메뉴인터페이스에 있어서, 하위메뉴로 내려갈수록 배경색의 톤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배경색만으로 현재

표시되는 메뉴의 깊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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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이동통신 단말기의 계층구조 메뉴의 구성도,

도 2a 및 도 2b는 각각 본 발명에 적용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외관을 보인 정면도와 배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적용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기적인 블록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의 그룹별 메뉴의 색상 및 그 하위메뉴의 톤을 설명하기 위한 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하위메뉴 표시 방법의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200, 101, 103: 이동통신 단말기 110: 본체

112: 숫자/문자키 버튼 113: 마이크 홀

114: 음량 버튼 115: 카메라 버튼

116: 표준접속단자 슬롯 117: 카메라 렌즈

118: 플래시 119: 적외선 통신소자

120: 슬라이더 121: 기능키 버튼

122: 평판 표시기 123: 스피커 홀

130: 안테나 140: 배터리팩

143: 충전단자 210: 제어부

220: 무선주파 송/수신부 222: 안테나

230: 키입력부 232: 기능키

234: 숫자/문자키 240: 메모리

242: 프로그램 저장부 244: 데이터 저장부

250: 음성신호 처리부 252: 마이크

254: 스피커 260: 평판 표시기 구동부

262: 평판 표시기 270: 진동 발생부

272: 진동모터 274: LED 구동부

276: LED 280: 카메라 구동부

282: 카메라 284: 영상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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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적외선 송/수신부 288: GPS 처리부

도면

도면1

공개특허 10-2007-0071858

- 6 -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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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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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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