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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휴대정보 단말기의 스크린 팝업 키보드 상에서의 문자입력 방법

요약

1.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단말기에서의 수기 입력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
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휴대 정보 단말기 상에서 클릭 수에 따른 자소 변화와 제스처에 의한 자소 변화를 가져오는 입력 방식
을 적용하여 자판의 크기를 크게 하고, 자음 자판을 왼쪽, 모음 자판을 오른쪽에 배열하여 휴대 정보 단말기 상에서 양
손으로 입력이 가능하게 하여 현재 휴대정보단말기상에서의 늦은 입력 속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터치 스크린을 이용
한 단말기의 입력 방법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입력 방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3. 발명의 해결 방법의 요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휴대정보 단말기의 스크린 팝업 키보드 상에서의 문자 입력 방법에 있어서 한
글 키보드(제 1 모드 키보드) 왼쪽편에는 자음 자판 구성, 오른쪽에는 모음 자판을 구성하여 사용자가 왼손으로 자음 
자판을 클릭하고, 오른 손으로는 모음 자판을 클릭하도록 함으로써 문자를 입력 받는 제 1 단계; 및 상기 키보드 구성에 
있어서 상기 자판에 대한 클릭 횟수 또는 클릭된 자판에서의 제스처에 따라 해당 자소를 출력하는 제 2 단계를 포함하
는 휴대정보단말기의 스크린 팝업키보드 상에서의 문자 입력 방법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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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모든 단말기 특히 휴대정보 단말기 등에서 유용한 입력 방식으로 활용됨.

대표도
도 2

색인어
스크린 팝업 키보드, 터치스크린, 클릭 횟수 인식, 제스처 인식, 입력 모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단말기의 일 실시예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단말기에서의 키보드 입력 방법의 실시예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키보드 구성이 가능한 일예시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단말기에서의 모음 조합의 구체적인 일예시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단말기에서의 자음 조합의 구체적인 일예시도

도 6는 본 발명에 따른 제스처를 통한 입력 모드의 자동 변환을 나타내는 일예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단말기에서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입력 방식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단말기에서의 정보 입력 방식은 일반 키보드, 마우스와 같은 데스크탑 PC에서의 입력 방
식 외에도 스크린 팝업 키보드 입력 방식, 수기 입력(Handwriting Recognition)방식, 음성 인식 방식 등이 있다.

특히, 휴대정보단말기(휴대폰, IMT 2000 단말기, PDA, 핸드헬드PC 등)에서는 일반 키보드와 마우스의 휴대성 문제
로 스크린에 키보드 형태의 입력창을 띄워서 펜 클릭으로 입력을 받는 스크린 팝업 키보드(Screen Pop-up Keyboar
d) 입력 방식과 사람의 수기(필기)를 인식하여 데이터 코드로 변환시켜 주는 수기 입력(Handwriting Recognition) 
방식이 그들의 휴대성과 음성 인식의 기술적 난관에 따른 불완전성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현재 스크린 팝업 키보드 입력 방식은 일반 데스크탑컴퓨터의 자판을 그대로 본떠와서 구성하여 협소한 디스플레
이를 가진 휴대정보단말기에서 작은 자판으로 인한 낮은 가독성, 느린 문자입력 속도, 높은 오류확률 등 여러 가지 문제
점을 보유하고 있다. 수기입력은 필기를 통한 입력방식이라는 점 때문에 입력의 편리성 및 용이성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입력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휴대폰에서 사용되는 자판 입력 방식은 숫자위주로 자판이 구성되어 있고, 휴대폰의 특성상 작은 단말기 크기로 
인하여 현재 한글 및 영문 입력은 단지 10개의 자판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한글의 구성이 자음 19개, 모음 21개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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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현재 한글 자판의 입력이 불편하고 속도 또한 느리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회사에서 입력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입력 속도를 한 단계 상승시켰지만 여전히 적은 숫자의 자판으로 한글을 입력하기에는 
많은 불편한 점이 잔존하며 특히 초보자 및 중장년층에게는 매우 높은 사용 장벽이 되고 있다.
    

또한 현재 휴대 정보 단말기에서 어느 한 입력 모드에서 다른 모드, 즉 한글 입력 자판에서 영문 입력 자판모드로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입력 모드 변경 자판을 클릭, 또는 입력 모드 메뉴로 넘어가서 입력 방식을 변경해야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휴대 정보 단말기 상에서 클릭 수에 따른 자소 변화와 제스처에 의한 자소 변화를 가져오는 입력 방식
을 적용하여 자판의 크기를 크게 하고, 자음 자판을 왼쪽, 모음 자판을 오른쪽에 배열하여 휴대 정보 단말기 상에서 양
손으로 입력이 가능하게 하여 현재 휴대정보단말기상에서의 늦은 입력 속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터치 스크린을 이용
한 단말기의 입력 방법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입력 방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휴대정보 단말기의 스크린 팝업 키보드 상에서의 문자 입력 방법에 있어서 한
글 키보드(제 1 모드 키보드) 왼쪽편에는 자음 자판 구성, 오른쪽에는 모음 자판을 구성하여 사용자가 왼손으로 자음 
자판을 클릭하고, 오른 손으로는 모음 자판을 클릭하도록 함으로써 문자를 입력 받는 제 1 단계; 및 상기 키보드 구성에 
있어서 상기 자판에 대한 클릭 횟수 또는 클릭된 자판에서의 제스처에 따라 해당 자소를 출력하는 제 2 단계를 포함하
는 휴대정보단말기의 스크린 팝업키보드 상에서의 문자 입력 방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해 도면을 참고로 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단말기의 일 실시예 구성도이며,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단말기에서의 키보드 입력 방법의 실시예 흐름도이다.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단말기에서 이용자가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키보드 자판(101)을 클릭 할 경우 클릭 횟수 인식부(
102)가 클릭 횟수를 측정(202)하여 자소 지정부(104)에서 선택된 자판에 대해 클릭 횟수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 자소
로 정한다(204). 또한 상기 과정에서 선택한 자판을 누른 상태에서 제스처를 취하면 제스처 인식부(103)에서 제스처
를 인식(203)하여 선택된 자소를 자소 지정부(104)에서 기 설정되어 있는 다른 자소로 변화시킨다.

선택된 자소는 단어 조합부(105)에서 자음과 모음을 조합(205)하여 출력부(106)에서 단어를 출력한다(206).

이와는 별도로 어느 한 입력 모드(이하 ①한글은 제 1 모드, ②영문, ③숫자, ④특수 문자는 제 2 모드로 칭함)에서 위, 
아래, 오른쪽, 왼쪽의 방향 제스처를 취하면 제스처 인식부(103)에서 인식하여 입력 방식 변경부(107)에서 방향에 따
라 기 설정되어있는 입력모드로 자동 변화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키보드 구성이 가능한 일예시도이다.

    
자음 자판은 왼쪽에 배치, 모음 자판은 오른쪽에 배치함으로써 현재 데스크탑의 키보드의 자판의 구성과 비슷하게 하였
으며, 휴대정보단말기의 작은 디스플레이를 고려하여 자주 사용되는 자음과 모음의 빈도수에 따라 한 개의 자판을 1-
3개의 자소를 넣어 자판의 크기를 크게 하여 양손으로 입력 가능하게 하여 입력 속도를 한 단계 상승시킨다. 한 개의 자
판에 여러개의 자소를 넣는 방법은 영문 키보드에도 적용 가능하므로 영문 자판도 크게 하여 양손으로 입력 가능하도록 
구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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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단말기에서의 모음 조합의 구체적인 일예시도이다.

    
모음 키보드에서 복모음(ㅙ)을 만들 경우 'ㅗ ㅛ' 자판(402)을 한번 클릭하면 클릭 횟수 인식부에서 'ㅗ' 모음을 인식
한다. 그 후 'ㅏ ㅑ' 모음 자판(401)이 클릭될 경우 단어 조합부는 모음 조합을 하여 'ㅘ를' 출력한다. 출력된 결과 후에 
자음이 출력되면 모음 조합부는 모음을 'ㅘ'로 인식하고 'ㅣ' 모음 자판(403)이 클릭되면 단어 조합부에서는 모음 조합
을 하여 'ㅙ'를 출력한다. 만약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는 모음 조합이 나올 경우 모음을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모
음을 두 개로 분할하여 인식한다.
    

    
단모음(ㅏ, ㅓ, ㅗ, ㅜ)에서 복모음(ㅑ, ㅕ, ㅛ, ㅠ)으로 변화하고자 할 경우 선택 자판을 두 번 클릭하거나 또는 상기 
단모음이 있는 자판이 클릭된 상태에서 제스처가 입력된 경우에는 복모음 출력이 가능하다. 예로 'ㅑ' 모음을 출력할 경
우, 첫 번 째 방법은 'ㅏ, ㅑ'로 구성되어 있는 자판(410)을 두 번 클릭하면 클릭 회수 인식부에서 두 번째 단어인 'ㅑ'

를 인식한 후 또 다른 클릭이 없을 경우 'ㅑ'를 출력한다. 다른 방법으로 'ㅏ, ㅑ' 자판(420)을 선택한 후 누른 상태에서 
방향을 위로 제스처를 취하면 제스처 인식부에서는 제스처를 감지하여 기 설정되어 있는 단어 'ㅑ'를 출력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단말기에서의 자음 조합의 구체적인 일예시도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터치스크린 상에 'ㅂ, ㅍ' 자판(510)을 한번 클릭할 경우 자음 'ㅂ'을 출력한다. 그리고 'ㅈ, 
ㅊ' 자판(520)을 두 번 클릭할 경우 클릭 횟수 인식부에서 클릭을 두 번을 감지하여 'ㅈ'이후의 단어인 'ㅊ'을 출력한다. 
또한 연음이 있는 자판(ㄱ, ㄷ, ㅂ, ㅅ, ㅈ)에서 경음(ㄲ, ㄸ, ㅃ, ㅆ, ㅉ)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경우 연음이 있는 자판이 
세 번 클릭 되거나 또는 상기 연음이 있는 자판이 클릭된 상태에서 제스처가 입력 경우에는 상기 연음에 대응하는 경음
을 출력 가능하다. 예로 'ㄲ'과 같은 자음을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ㄱ ㅋ'자판(530)을 세 번 클릭(531)하거나 또는 '
ㄱ, ㅋ' 자판을 누른 상태에서 제스처를 위로 취하면 된다(532).
    

도 6는 본 발명에 따른 제스처를 통한 입력 모드의 자동 변환을 나타내는 일 예시도이다.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한 입력 모드(601)에서 다른 모드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스처를 취하면 다른 키보드 입력 
모드로 자동 변화되는 것을 뜻한다.

현재 PDA 또는 휴대폰의 키보드 상에서 다른 키보드 입력 모드로 변경하고자 할 때 자판을 눌러서 변경하던지 또는 휴
대폰 상에서는 입력 모드 메뉴로 넘어가서 입력 방법을 선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한글을 쓰다가 영문, 숫자 혹은 
특수 문자로 변경해야 할 경우에 많은 시간 지연이 생기게 되어 있다.

도면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어느 한 입력 모드에서 단지 위(602), 아래(604), 왼쪽(603), 오른쪽(605) 방향으로 제
스처를 취하면 자동으로 키보드 입력 모드가 변화하게 된다. 한 예로 제 1 모드 입력, 즉 한글 입력 모드 창(601)에서 
제 2 모드 입력, 즉 영문 입력 모드 창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단지 터치스크린 상에서 아래 방향을 제스처를 취하면 
제스처 인식부에서는 방향을 감지하여 기 설정되어진 입력 모드인 영문 키보드(604)로 자동 변환 시켜준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단말기에서 하나의 키보드에 사용하는 빈도수에 따라 자소를 1∼3개 배치
시켜 자판의 크기를 크게 하여 두 손으로 터치스크린 상에서 빠른 입력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입력속도의 향상 및 편
리성을 극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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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로 휴대폰의 기존 숫자 키패드를 통한 입력 방식 중 가장 많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천지인' 한글 입력 방식과 
비교하여 기존의 'ㅙ' 모음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 → 'ㅡ' → 'ㅣ' → '·' → 'ㅣ' 의 5번 클릭이 필요하지만 당 발명을 
활용할 경우 'ㅗ' → 'ㅏ' → 'ㅣ'의 3회 클릭만으로 가능하게 됨으로써 속도 및 사용의 편리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따라서, 휴대정보단말기의 가장 큰 취약점인 소형 디스플레이 및 입력 수단의 불편을 개선하여 무선 인터넷 사용의 인
식 제고 및 사용자 저변확대를 가져오는 파급 효과를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휴대정보 단말기의 스크린 팝업 키보드 상에서의 문자 입력 방법에 있어서 한글 키보드(제 1 모드 키보드) 왼쪽편에는 
자음 자판 구성, 오른쪽에는 모음 자판을 구성하여 사용자가 왼손으로 자음 자판을 클릭하고, 오른손으로는 모음 자판
을 클릭하도록 함으로써 문자를 입력 받는 제 1 단계; 및

상기 키보드 구성에 있어서 상기 자판에 대한 클릭 횟수 또는 클릭된 자판에서의 제스처에 따라 해당 자소를 출력하는 
제 2 단계를 포함하는 휴대정보단말기의 스크린 팝업키보드 상에서의 문자 입력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자주 사용되는 자음과 모음의 빈도수에 따라 한 개의 자판을 1-3개의 자소를 넣어 자판의 크기를 크
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정보 단말기의 스크린 팝업 키보드 상에서의 문자 입력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자판의 모드 사용 중 다른 입력 모드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기 자판 및 자판이 아닌 부분에서 
기 설정되어 있는 제스처를 취하면 상기 제 1 모드가 또 다른 모드(제 2 모드)로 변경되는 3 단계를 더 포함하는 휴대
정보 단말기의 스크린 팝업 키보드 상에서의 문자 입력 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의 제 2 모드는 영어, 숫자, 특수 문자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정보 단말기의 스크린 팝업 키보드 상에서의 문자 입력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연음이 있는 자판이 세 번 클릭 되거나 또는 상기 연음이 있는 자판이 클
릭된 상태에서 제스처가 입력된 경우에는 상기 연음에 대응한 경음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정보 단말기의 
스크린 팝업 키보드 상에서의 문자 입력 방법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단모음이 있는 자판이 두 번 클릭되거나 또는 상기 단모음이 있는 자판이 
클릭된 상태에서 제스처가 입력된 경우에는 상기 단모음에 대응하는 복모음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정보 
단말기의 스크린 팝업 키보드상에서의 문자 입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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