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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단말기의 문자입력장치 및 그 입력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이동단말기의 문자입력장치 및 그 입력방법에 대해 개시된다. 개시된 본 발명에 따른 이동단말기의 문자입력장

치는, 방향에 따라 영문문자의 자/모음 및 숫자가 병기되어 있고, 각 방향을 선택하여 영문문자의 자모음 및 숫자를 입력하

도록 마련된 두 개의 방향키로 이루어진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이동단말기의 문자입력장치 및 그 입력방법은, 휴대폰에 네비게이션 또는 조이스틱 형태의 방향키를 적용

하여 영문 문자를 보다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다.

대표도

등록특허 10-0697518

- 1 -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방향에 따라 각각 다수개의 영문자와 숫자가 병기되어 있고, 입력 방향 및 입력 회수에 따라 제 1 그룹의 상기 방향에 따라

병기된 다수개의 영문자와 숫자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는 제 1 방향키와,

방향에 따라 각각 다수개의 영문자와 숫자가 병기되어 있고, 입력 방향 및 입력 회수에 따라 제 2 그룹의 상기 방향에 따라

병기된 다수개의 영문자와 숫자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는 제 2 방향키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의 문자 입력장치.

청구항 4.

사용자에 의해 기능선택 메뉴에서 영문 입력모드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영문 입력모드가 선택되면, 두 그룹으로 나뉘어 제 1 및 제 2 방향키에 병기된 영문자를 각 방향키의 방향에 따라 선

택하여 영문을 입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의 문자 입력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영문 입력모드를 선택한 후, 상기 제 1 및 제 2 방향키의 중앙 버튼을 동시에 눌러 영문자를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전

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의 문자 입력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영문을 입력하는 단계에서, 다수개의 영문자가 병기된 방향키를 누르는 횟수에 따라 각 영문자가 선택되어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의 문자 입력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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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이동단말기의 문자입력장치 및 그 입력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휴대폰에 네비게이션 또는 조이스틱 형태의 방

향키를 적용하여 영문 문자를 보다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이동단말기의 문자입력장치 및 그 입력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 시스템은 이동단말기를 호출하기 위하여 기지국의 호출채널을 통하여 호출되는 이동단말기의 고유

번호가 포함된 호출메시지를 송출한 후에 특정된 그 이동단말기로부터 응답이 오는 경우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이동단말기는 디지털 방식이 채용됨에 따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데이터 통신이 이

용되어 영문 문자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동단말기 사용자는 영문 정보를 이동 단말기 내에 저장하거나, 영문 문서를 전자 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여러

가지 동작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통신에 필요한 문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이동단말기에는 기존 전화기에서와 같이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키

패드에 숫자 외에 각각의 키패드에 할당되어 병기되는 문자를 부여받는데, 이러한 문자는 한글과 영어 및 특수 문자 등이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표현은 거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이동단말기의 문자입력 키보드는 많은 발전이 있어 왔다. 일반적이 구조는 숫자와 문자를 적절하게 조합한 12개의 버튼으

로 구성되어 있다. 키패드는 항상 일정한 모양을 갖추고 있고, 문자 입력 방식에 있어 제조 회사별로 달라 소비자가 요구하

는 문자 입력을 위해서는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다.

도 1은 종래에 따른 이동단말기의 키패드에 문자 입력장치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에 따른 이동

단말기는 디스플레이부(110)와 키패드부(120)로 나뉘게 된다.

상기 이동단말기의 키패드(120)에 표기된 영문 문자는 한글문자와 다르게 크게 자음, 모음이 받침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글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입력된다.

상기 이동단말기의 키 패드에는 영문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숫자 버튼(0 ~ 9)의 해당 버튼과 이에 대응되

는 영어 알파벳이 2 ~ 3 개씩 병기되어 있다.

즉, 1에는 QZ, 2에는 ABC, 3에는 DEF, 4에는 GHI, 5에는 JKL, 6에는 MNO, 7에는 PRS, 8에는 TUV, 9에는 WXY가 설

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동단말기의 사용자가 영문 문자를 입력할 경우에는 단말기의 문자 입력모드(예를 들어, '편리한 기능'의 '편집'모

드)에서 입력하려는 영문 문자의 키 패드상의 키 위치를 찾은 후 영문자의 배치 순서에 따라 숫자 키(0 ~ 9)를 여러 번 선

택하여 입력한다.

이와 같이 영문자가 병기된 키 패드를 이용한 종래의 문자입력 방법은, 먼저 숫자를 입력할 경우에 전화기의 숫자 입력 버

튼을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해당 숫자가 병기된 버튼을 다이얼링 함으로써 숫자가 입력되어진다.

그리고, 문자를 입력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능 버튼을 조작하여 통화모드에서 문자 입력 모드로 전환한 후에 같은 숫자 버

튼을 몇 번 연속하여 누름으로써 해당 버튼에 할당된 문자가 표시되는데, 동일한 숫자버튼을 몇 번이나 조작하였는지에 따

라 해당 버튼에 병기된 영문자가 순차적으로 변하면서 입력되어 진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BOY"를 입력하고 한다면 각각의 영문자 "B","O","Y"를 차례로 입력한다. 먼저, 숫자키 2번을 두 번

누르면, 디스플레이부에 "B"가 표시된다.

그리고, "O"는 숫자키 6을 세 번을 누르고, "Y"는 숫자키 9를 세 번 눌러 입력하여 "BOY"가 완성되어 표시된다.

이와 같은 종래의 영문 문자 입력 방식은 단말기 생산 업체에 따른 자판의 배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키 패드의

영문자 배치에 따라 입력할 영문을 숫자 판에서 찾아 영문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숫자 키(0 ~ 9)를 선택하여 입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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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간단한 성명이나 주고 등을 입력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나, 전자 우편을 전송하는 등의 상대적으로 긴 영문 문장

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숫자 키를 매우 많이 조작하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이동 단말기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편리

하게 영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기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동단말기에 네비게이션 또는 조이스틱 형태의 방향키를 적용하여 영문 문자를 보다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이동단말기의 문자입력장치 및 그 입력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동단말기의 문자입력장치는,

방향에 따라 알파벳 및 숫자가 병기되어 있고, 각 방향을 선택하여 알파벳 및 숫자를 입력하도록 마련된 두 개의 방향키로

이루어진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여기서, 특히 상기 방향키의 소정방향에 다수개의 알파벳이 함께 병기되어 있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여기서, 특히 상기 좌측 방향키 및 우측 방향키는 네비게이션 또는 조이스틱 형태로 구성되어 사방으로 버튼이 형성되어

있으며, 중앙에도 버튼이 형성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동단말기의 문자입력방법은,

사용자에 의해 기능선택 메뉴에서 영문자 입력모드를 선택하여 입력하는 단계와;

상기 영문자 입력모드가 선택되면, 방향키에 병기된 알파벳을 방향에 따라 선택하여 문자를 입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점

에 그 특징이 있다.

여기서, 특히 상기 방향키에 병기된 알파벳의 방향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상기 방향키의 소정방향에 다수개의 알파벳이 함

께 병기된 문자는 누르는 횟수에 따라 문자가 선택되어 입력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휴대폰에 네비게이션 또는 조이스틱 형태의 방향키를 적용하여 영문자를 보다 편리하게 입력

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단말기의 문자입력장치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단

말기의 문자입력장치는, 디스플레이부(230)와 방향에 따라 알파벳 및 숫자가 병기되어 있어, 각 방향을 조절하여 알파벳

및 숫자를 입력하도록 마련된 좌측 방향키(210) 및 우측 방향키(220)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좌측 방향키(210) 및 우측 방향키(220)는 네비게이션 또는 조이스틱 형태로 구성되어 사방으로 버튼이 형성되

어 있으며, 중앙에도 버튼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좌측 방향키(210)의 상측에는 1, A, B, C(201), 우측에는 2, D, E, F(202), 하측에는 3, G, H, I(203), 좌측에는 4, J,

K, L(204), 중앙에는 5, *(205) 이 병기되어 있다.

또한, 상기 우측 방향키(220)의 상측은 6, M, N, O(221), 우측에는 7, P, Q, R, S(222), 하측에는 8, T, U, V(223), 좌측에

는 9, W, X, Y, Z(224), 중앙에는 0, # (225)이 병기되어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이동단말기의 문자입력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사용자에 의해 이동단말기의 기능선택

메뉴를 조작하여 영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작업모드를 선택하는 단계가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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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영문자 입력모드가 선택되면, 상기 좌측 방향키(210) 및 상기 우측 방향키(220)에 병기된 알파벳을 방향에

따라 선택하여 문자를 입력하는 단계가 수행된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상기 좌측 방향키(210) 및 상기 우측 방향키(220)에 병기된 알파벳의 방향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상

기 방향키의 소정방향에 다수개의 알파벳이 함께 병기된 영문자는 누르는 횟수에 따라 문자가 선택되어 입력하게 된다.

즉, 사용자가 "GIRL"라는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G", "I", "R", "L"을 순차적으로 입력해야 된다. 따라서, "G"는 상기 좌

측 방향키(210)의 하측키(203)를 한 번 입력한다.

그리고, "I"는 상기 좌측 방향키(210)의 하측키(203)를 세 번 입력하여 "I" 가 표시되도록 하고, 상기 우측 방향키(220)의

우측키(222)를 두 번 입력하여 "R", 상기 좌측 방향키(220)의 좌측키(204)를 세 번 입력하여 "L"의 문자가 완성되어 표시

되도록 한다.

한편, 상기와 같이 입력되는 영문자는 대문자의 입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있다. 따라서, 영문자의 소문자를 입력하기 위

해서는 상기 좌측 방향키의 중앙키와 우측 방향키의 중앙키를 동시에 눌어 대문자, 소문자의 상호변환이 가능하여 입력되

도록 한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에서와 같이, 방향키를 구성하여 디자인도 간단하면서 문자를 입력할 때 간편하고 쉽게 입력할 수 있

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 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 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

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이동단말기의 문자입력장치 및 그 입력방법은, 이동단말기에 네비게이션 또는

조이스틱 형태의 방향키를 적용하여 영문자를 보다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에 따른 이동단말기의 키패드에 문자 입력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단말기의 문자입력장치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10 --- 좌측 방향키 220 --- 우측 방향키

230 --- 디스플레이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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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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