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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휠 입력 장치를 가지는 휴대 단말기의 가상 휠 인터페이스구조 및 이를 이용한 문자 입력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휠 입력 장치를 가지는 휴대 단말기의 가상 휠 인터페이스 구조 및 이를 이용한 문자 입력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휠 키와 선택키와 방향키를 포함하는 휠 입력 장치에 인접하여 표시부 상에 휠 형태의 가상 키패드가 표

시된다. 가상 휠 키패드는 휠 방향을 따라 나열된 다수개의 가상 키들을 구비한다. 포커스와 커서도 표시부 상에 표시되며,

포커스는 가상 휠 키패드의 특정 지점에 위치하여 가상 키의 선택을 나타내고, 커서는 문자 입력 위치를 나타낸다. 휠 키가

회전하면 이에 대응하여 가상 휠 키패드가 회전하면서 특정 가상 키에 포커스가 위치한다. 포커스 안의 가상 키에 할당된

문자는 선택키나 방향키의 눌림 또는 휠 키 회전에 의하여 커서의 위치에 입력된다. 본 발명의 인터페이스와 문자 입력 방

법은 여러 입력 방식에 적용 가능하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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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휴대 단말기의 제1 영역에 형성되는 표시부;

상기 표시부에 인접하여 상기 휴대 단말기의 제2 영역에 형성되며, 시계 방향 및 반시계 방향의 회전이 가능한 휠 키와, 상

기 휠 키의 중앙에 배치된 선택키와, 상기 휠 키의 주변에 배치된 방향키를 구비하는 휠 입력 장치;

상기 휠 키의 일부와 대응하는 휠 형태로 상기 표시부 상에 표시되며, 상기 휠 방향을 따라 나열된 다수개의 가상 키들을

구비하고, 상기 휠 키의 회전에 대응하여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가상 휠 키패드;

상기 표시부 상에 표시되며, 상기 가상 휠 키패드의 특정 지점에 위치하여 상기 가상 키의 선택을 나타내는 포커스; 및

상기 표시부 상에 표시되며, 문자 입력 위치를 나타내는 커서;

를 포함하는 휴대 단말기의 가상 휠 인터페이스 구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커서는 상기 가상 휠 키패드의 외부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기의 가상 휠 인터페이스 구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커서는 상기 포커스의 내부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기의 가상 휠 인터페이스 구조.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영역은 상기 제2 영역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기의 가상 휠 인터페이스 구조.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휠 키패드는 상기 휠 입력 장치와 인접한 상기 표시부의 일부 지역에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기

의 가상 휠 인터페이스 구조.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가상 키들은 두 개 이상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기의 가상 휠 인터페이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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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유형은 대문자, 소문자, 숫자, 기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기의 가상 휠 인터페이스 구조.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휠 키패드는 두 개 이상의 트랙을 포함하며, 각각의 상기 트랙에는 상기 유형이 서로 다른 상기 가상 키들이 배

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기의 가상 휠 인터페이스 구조.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키는 각각 하나의 문자가 할당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기의 가상 휠 인터페이스 구조.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키는 각각 두 개 이상의 문자가 할당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기의 가상 휠 인터페이스 구조.

청구항 11.

휴대 단말기의 제1 영역에 형성되는 표시부;

상기 표시부에 인접하여 상기 휴대 단말기의 제2 영역에 형성되며, 시계 방향 및 반시계 방향의 회전이 가능한 휠 키와, 상

기 휠 키의 중앙에 배치된 선택키와, 상기 휠 키의 주변에 배치된 방향키를 구비하는 휠 입력 장치;

상기 휠 키의 일부와 대응하는 휠 형태로 상기 표시부 상에 표시되며, 상기 휠 방향을 따라 나열된 다수개의 가상 키들을

구비하는 가상 휠 키패드;

상기 표시부 상에 표시되며, 상기 가상 휠 키패드의 특정 지점에 위치하여 상기 가상 키의 선택을 나타내는 포커스; 및

상기 표시부 상에 표시되며, 문자 입력 위치를 나타내는 커서;

를 포함하며, 상기 다수개의 가상 키들은 두 개 이상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상기 가상 휠 키패드는 두 개 이상의 트랙을 포

함하며, 각각의 상기 트랙에는 상기 유형이 서로 다른 상기 가상 키들이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기의 가상

휠 인터페이스 구조.

청구항 12.

휴대 단말기의 제1 영역에 형성되는 표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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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시부에 인접하여 상기 휴대 단말기의 제2 영역에 형성되며, 시계 방향 및 반시계 방향의 회전이 가능한 휠 키와, 상

기 휠 키의 중앙에 배치된 선택키와, 상기 휠 키의 주변에 배치된 방향키를 구비하는 휠 입력 장치;

상기 휠 키의 일부와 대응하는 휠 형태로 상기 표시부 상에 표시되며, 상기 휠 방향을 따라 나열된 다수개의 가상 키들을

구비하는 가상 휠 키패드;

상기 표시부 상에 표시되며, 상기 가상 휠 키패드의 특정 지점에 위치하여 상기 가상 키의 선택을 나타내는 포커스; 및

상기 표시부 상에 표시되며, 문자 입력 위치를 나타내는 커서;

를 포함하며, 상기 가상 키는 각각 두 개 이상의 문자가 할당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기의 가상 휠 인터페이스 구

조.

청구항 13.

시계 방향 및 반시계 방향의 회전이 가능한 휠 키와, 상기 휠 키의 중앙에 배치된 선택키와, 상기 휠 키의 주변에 배치된 방

향키를 구비하는 휴대 단말기의 문자 입력 방법으로서,

상기 휠 키의 일부와 대응하는 휠 형태를 가지며 상기 휠 방향을 따라 나열된 다수개의 가상 키들을 구비하는 가상 휠 키패

드를 상기 휴대 단말기의 표시부에 표시하는 단계;

상기 가상 키들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기 가상 휠 키패드의 특정 지점에 포커스를 표시하고, 문자 입력 위치를

나타내도록 상기 표시부의 특정 지점에 커서를 표시하는 단계;

상기 휠 키의 회전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

상기 휠 키의 회전에 대응하여 상기 가상 휠 키패드를 회전시키는 단계;

상기 가상 키들 중에서 상기 포커스에 위치한 가상 키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가상 키에 할당된 문자를 상기 커서의 위치에 입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가상 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문자 입력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키 선택 단계는 상기 선택키의 누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기 선택키의 누름이 있으면 상기 포커스에 위치한 가

상 키를 선택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문자 입력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키 선택 단계는 상기 방향키의 누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기 방향키의 누름이 있으면 상기 포커스에 위치한 가

상 키를 선택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문자 입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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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키 선택 단계는 소정의 시간이 경과하는지 확인하고 상기 소정 시간이 경과하면 상기 포커스에 위치한 가상 키

를 선택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문자 입력 방법.

청구항 17.

제13항 내지 제16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휠 키패드의 표시 단계는 상기 가상 휠 키패드를 상기 휠 입력 장치와 인접한 상기 표시부의 일부 지역에 표시하

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문자 입력 방법.

청구항 18.

제13항 내지 제16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휠 키패드의 표시 단계는 상기 가상 휠 키패드를 두 개 이상의 트랙으로 표시하고 상기 트랙에 상기 가상 키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배치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문자 입력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트랙 중의 하나는 나머지 트랙과 서로 다른 표시 형식으로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휠 인터페이스를 이용

한 문자 입력 방법.

청구항 20.

제13항 내지 제16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커서의 표시 단계는 상기 커서를 상기 가상 휠 키패드의 외부에 표시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휠 인터페이

스를 이용한 문자 입력 방법.

청구항 21.

제13항 내지 제16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커서의 표시 단계는 상기 커서를 상기 포커스의 내부에 표시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휠 인터페이스를 이용

한 문자 입력 방법.

청구항 22.

제13항 내지 제16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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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문자 입력 단계는 싱글-탭 방식, 멀티-탭 방식, 사전식 방식, 코드 방식 중의 어느 하나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가상 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문자 입력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입력 방법에 관한 것으로, 좀더 구체적으로는 휠 입력 장치를 가지는 휴대

단말기의 가상 휠 인터페이스 구조 및 이를 이용한 문자 입력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반도체 집적회로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휴대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MP3 플

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와 같은 각종 휴대 단말기가 현대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

고 있다. 휴대 단말기는 무엇보다 사용자가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휴대 단말기에 기존의 키보드 방식을 따르는 입력 장치를 채용할 경우, 인간공학적 측면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MP3 플레이어, PMP 등의 일부 휴대 단말기는 애초부터 문자 입력 기능을 배제하고, 방향키와 휠(wheel)

키를 입력 장치로 이용하여 메뉴 선택이나 곡목 선택과 같은 단순 작업에 기능을 최적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단

말기의 고유 기능들이 부분적으로 통합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따라, 문자 입력 기능이 없는 휴대 단말기에도 그 기능을

새로이 추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휴대 단말기의 제조업체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문자 입력 기능의

보완을 통하여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의 목적은 휠 입력 장치를 가지는 휴대 단말기에서 간편하게 문자 입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

조 및 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휠 입력 장치를 가지는 휴대 단말기에서 단말기의 외관과 일관성을 가지며 시각적으로 우수한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휠 입력 장치를 가지는 휴대 단말기의 메뉴 확장성 및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휠 입력 장치를 가지는 휴대 단말기의 가상 휠 인터페이스 구조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가상 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문자 입력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가상 휠 인터페이스 구조는 표시부, 휠 입력 장치, 가상 휠 키패드, 포커스, 커서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표시

부는 휴대 단말기의 제1 영역에 형성되고, 휠 입력 장치는 표시부에 인접하여 휴대 단말기의 제2 영역에 형성된다. 휠 입력

장치는 시계 방향 및 반시계 방향의 회전이 가능한 휠 키와, 휠 키의 중앙에 배치된 선택키와, 휠 키의 주변에 배치된 방향

키를 구비한다. 가상 휠 키패드는 휠 키의 일부와 대응하는 휠 형태로 표시부 상에 표시되며, 휠 방향을 따라 나열된 다수

개의 가상 키들을 구비한다. 포커스와 커서도 표시부 상에 표시되며, 포커스는 가상 휠 키패드의 특정 지점에 위치하여 가

상 키의 선택을 나타내고, 커서는 문자 입력 위치를 나타낸다.

이러한 가상 휠 인터페이스 구조에서, 커서는 가상 휠 키패드의 외부에 위치하거나, 포커스의 내부에 위치할 수 있다. 제1

영역은 제2 영역보다 큰 것이 바람직하며, 가상 휠 키패드는 휠 입력 장치와 인접한 표시부의 일부 지역에 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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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키들은 두 개 이상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에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기호 등이 있다. 이 경우, 가

상 휠 키패드는 두 개 이상의 트랙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각각의 트랙에는 유형이 서로 다른 가상 키들이 배치된다. 또한, 가

상 키는 각각 하나의 문자가 할당되거나 각각 두 개 이상의 문자가 할당될 수 있다.

가상 휠 키패드는 휠 키의 회전에 대응하여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포커스는 휠 키

의 회전에 대응하여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문자 입력 방법은, 시계 방향 및 반시계 방향의 회전이 가능한 휠 키와, 휠 키의 중앙에 배치된 선택키

와, 휠 키의 주변에 배치된 방향키를 구비하는 휴대 단말기의 문자 입력 방법으로서, 휴대 단말기의 표시부에 가상 휠 키패

드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여기서, 가상 휠 키패드는 휠 키의 일부와 대응하는 휠 형태를 가지며 휠 방향을 따라 나

열된 다수개의 가상 키들을 구비한다.

아울러, 본 발명의 문자 입력 방법은, 가상 키들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상 휠 키패드의 특정 지점에 포커스를 표

시하고, 문자 입력 위치를 나타내도록 표시부의 특정 지점에 커서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어서, 본 발명의 문자 입

력 방법은, 휠 키의 회전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와, 휠 키의 회전에 대응하여 가상 휠 키패드를 회전시키는 단계와, 가상

키들 중에서 포커스에 위치한 가상 키를 선택하는 단계와, 선택된 가상 키에 할당된 문자를 커서의 위치에 입력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이러한 문자 입력 방법에서, 가상 키 선택 단계는 선택키 또는 방향키의 누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누름이 있으면 포커스에

위치한 가상 키를 선택하는 단계이거나, 소정의 시간이 경과하는지 확인하고 소정 시간이 경과하면 포커스에 위치한 가상

키를 선택하는 단계일 수 있다.

가상 휠 키패드의 표시 단계에서, 가상 휠 키패드를 휠 입력 장치와 인접한 표시부의 일부 지역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가상 휠 키패드를 두 개 이상의 트랙으로 표시하고 트랙에 가상 키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트

랙 중의 하나는 나머지 트랙과 서로 다른 표시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커서의 표시 단계에서, 커서를 가상 휠 키패드의 외부에 표시하거나, 포커스의 내부에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문자 입력 단

계는 싱글-탭 방식, 멀티-탭 방식, 사전식 방식, 코드 방식 중의 어느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실시예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실시예를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익히 알려져 있고 본 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술 내용

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이는 불필요한 설명을 생략함으로써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리지 않고 더욱 명확히 전달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첨부 도면에 있어서 일부 구성요소는 과장되거나 생략되거나 개략적으로 도시되며, 각 구성

요소의 크기는 실제 크기를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도면을 통틀어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구성요소에는 동일한 참

조번호를 사용한다.

용어의 정의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일부 용어에 대하여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문자(letter): 통상적인 의미의 문자뿐만 아니라 입력 가능한 기호, 숫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2. 싱글-탭(single-tap) 방식: 하나의 문자를 입력하기 위하여 하나의 키를 한번만 누르는 방식으로, 하나의 키에 하나의

문자가 할당된다.

3. 멀티-탭(multi-tap) 방식: 하나의 문자를 입력하기 위하여 하나의 키를 여러 번 눌러 원하는 문자를 찾는 방식으로, 하

나의 키에 여러 문자가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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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식 방식: 싱글-탭 방식과 멀티-탭 방식의 장점을 모두 살린 방식으로, 멀티-탭 방식처럼 하나의 키에 여러 문자가

할당되지만, 싱글-탭 방식처럼 키를 한번만 눌러 문자를 입력한다.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문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키에

할당된 문자들의 조합 중에서 미리 등록된 사전에 있는 단어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T9 방식이 알려져 있

다.

5. 코드(code) 방식: 단어나 문장을 입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자들을 지정된 개수만큼 나열하여 입력하는 방식

이다. 예컨대, 암호나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의 방식이다.

가상 휠 인터페이스 구조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 단말기의 가상 휠 인터페이스 구조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휴대 단말기(100)의 한 면은 서로 인접한 제1 영역(110)과 제2 영역(120)으로 나뉘며, 제1 영역(110)에

는 표시부(10)가, 제2 영역(120)에는 휠 입력 장치(20)가 각각 형성된다. 본 발명의 가상 휠 인터페이스 구조는 제1 영역

(110)의 크기가 제2 영역(120)의 크기보다 큰 휴대 단말기(100)에 적합하다.

표시부(10)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PDP(plasma display panel),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등의 통

상적인 표시 장치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진다.

휠 입력 장치(20)는 휠 키(21; wheel key), 선택키(22; select key 또는 OK key), 방향키(23; navigation key)를 구비한

다. 휠 키(21)는 시계 방향 및 반시계 방향으로의 회전이 가능하다. 선택키(22)와 방향키(23)는 각각 휠 키(21)의 중앙과

주변에 배치되며 사용자의 누름 동작을 감지한다. 방향키(23)는 적어도 두 개 이상, 예컨대 네 개로 구성되며, 일부 방향키

(23)에는 고유의 방향지시 기능 외의 다른 기능이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

표시부(10)의 화면상에는 가상 휠 키패드(30)가 표시된다. 가상 휠 키패드(30)는 휠 형태를 가지는데, 이러한 형태는 휠 키

(21)의 일부와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가상 휠 키패드(30)는 휠 입력 장치(20)와 인접한 표시부(10)의 일부 지역에 표시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도시된 바와 같이 휠 입력 장치(20)가 표시부(10)의 오른쪽에 있을 경우, 가상 휠 키패드(30)

는 휠 키(21)의 왼쪽 부분 형태를 띠고 표시부(10)의 오른쪽 지역에 표시된다. 만약 휠 입력 장치가 표시부의 아래쪽에 있

다면, 가상 휠 키패드는 휠 키의 위쪽 부분 형태를 띠고 표시부의 아래쪽 지역에 표시될 것이다.

가상 휠 키패드(30)는 휠 방향(도 1에서는 위아래 방향)을 따라 목록 형태로 나열된 다수개의 가상 키(31)들을 구비한다.

가상 키(31)들은 두 개 이상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에는 예컨대, 대문자, 소문자, 숫자, 기호 등이 있다.

한편, 가상 휠 키패드(30)는 두 개 이상의 트랙(32; track)을 구비할 수 있다. 트랙(32)은 각각 휠 형태를 띠고 서로 인접하

여 배치된다. 트랙(32)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서로 유형이 다른 가상 키(31)들은 서로 다른 트랙(32)에 나열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도 1은 대문자 유형의 가상 키가 왼쪽 트랙에, 숫자 유형의 가상 키가 오른쪽 트랙에 배치된 예를 도시하고 있다.

모든 유형의 가상 키(31)가 표시부(10) 화면상에 동시에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 1의 예에서 대문자 유형과 숫자

유형은 별도의 조작을 통해 소문자 유형과 기호 유형으로 바뀔 수 있다. 한편, 가상 키(31)에는 각각 하나의 문자가 할당되

거나 두 개 이상의 문자가 할당된다. 도 1은 하나의 가상 키(31)에 하나의 문자가 할당된 예를 도시하고 있다.

표시부(10)의 화면상에는 또한 포커스(40; focus)와 커서(50; cursor)가 표시된다. 포커스(40)는 가상 휠 키패드(30)의 특

정 지점, 예컨대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그 안에 들어있는 가상 키(31)가 선택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커서(50)는 문자의 입

력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시부(10) 화면상의 특정 지점에 위치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커서(50)는 가상 휠 키패드

(30)의 외부에 위치할 수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다른 실시예와 같이 커서(50)는 포커스(40)의 내부에 위치할 수도 있다.

가상 휠 키패드(30)는 휠 키(21)의 회전에 대응하여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다. 이때, 포커스(40)는

회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포커스(40)가 휠 키(21)의 회전에 대응하여 회전하고 가상 휠

키패드(30)가 정지해 있을 수도 있다.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하여, 포커스(40)가 회전하다가 표시부(10) 화면의 맨 위쪽이나

맨 아래쪽에 위치하면 비로소 가상 휠 키패드(30)가 회전을 시작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어서, 가상 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본 발명의 문자 입력 방법에 대하여 실시예를 통해 설명한다.

문자 입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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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상 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문자 입력 방법의 흐름도이다. 아울러, 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상 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문자 입력 방법의 동작 예시도이다.

먼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휴대 단말기(100)의 표시부(10)에 가상 휠 키패드(30)를 표시한다(도 2의 S11). 이어서,

또는 동시에, 포커스(40)와 커서(50)도 표시부(10) 상에 표시한다(도 2의 S12). 포커스(40)는 가상 키(31)들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상 휠 키패드(30)의 특정 지점에 표시하고, 커서(50)는 문자 입력 위치를 나타내도록 표시부(10)의 특

정 지점에 표시한다.

이어서, 휠 키(21)의 회전이 있는지 확인한다(도 2의 S13).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휠 키(21)의 회전이 있으면, 그에 대

응하여 가상 휠 키패드(30)를 회전시킨다(도 2의 S14). 다른 실시예에서는 가상 휠 키패드(30)가 회전하는 대신에 포커스

(40)가 회전할 수도 있다.

가상 휠 키패드(30)의 회전 후, 또는 휠 키(21)의 회전이 없으면, 선택키(22)의 누름이 있는지 확인한다(도 2의 S15).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택키(22)의 누름이 있으면, 가상 키(31)들 중에서 포커스(40)에 위치한 가상 키를 선택하고, 선

택된 가상 키에 할당된 문자를 커서(50)의 위치에 입력한다(도 2의 16). 입력된 문자는 커서(50)의 위치에 나타나며, 커서

(50)는 다음 입력 위치로 이동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선택키(22)를 누르는 대신에 방향키(23; 예컨대,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 가상 키(31)를 선택하거나, 소정 시간(예컨대, 1초)이 경과하면 가상 키(31)가 선택되도록 할 수 있다.

선택된 문자의 입력 후, 또는 선택 키(22) 누름이 없으면, 다시 휠 키(21) 회전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도 2의 S13)로 돌

아간다.

이어서, 본 발명의 문자 입력 방법에 대하여 실시예별로 동작 예시도를 통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하의 설명으

로부터 가상 휠 인터페이스의 구조도 더욱 명료해질 것이다.

싱글-탭 방식

도 4a 내지 도 4f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문자 입력 방법의 다른 동작 예시도이다. 본 실시예는 가상 키 하나당 문자 하

나가 할당된 싱글-탭 방식에 관한 것이다.

먼저 도 4a를 참조하면, 가상 휠 키패드(30)는 두 개의 트랙(32a, 32b)을 가지며, 왼쪽 트랙(32a)에 대문자 유형의 가상 키

(31)들이, 오른쪽 트랙(32b)에 소문자 유형의 가상 키(31)들이 배치된다. 왼쪽 트랙(32a)은 오른쪽 트랙(32b)에 비하여 진

하게 표시되는데, 이는 왼쪽 트랙(32a)에 있는 대문자 유형의 가상 키(31)들이 현재 입력 대상으로서 활성화됨을 나타낸

다. 이와 같이 트랙들 중에서 입력 대상이 되는 특정 트랙은 나머지 트랙들과 표시 형식(예컨대, 색상, 명암, 문자 굵기 등)

이 다른 것이 바람직하다.

포커스(40)는 가상 휠 키패드(30)의 특정 지점에 위치하며 그 안에 들어있는 가상 키(31)가 선택됨을 나타낸다. 커서(50)

는 가상 휠 키패드(30)의 외부, 즉 메시지 본문에 위치하며, 문자의 입력 위치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의 인터페이스 구조는 입력 모드(input mode)와 커서 모드(cursor mode)를 가진다. 입력 모드는 포커스(40)가

표시되어 활성화된 상태이다. 입력 모드에서는 가상 휠 키패드(30)를 회전시켜 원하는 문자를 선택하거나 가상 키(31)의

유형을 바꿀 수 있다. 커서 모드는 포커스(40)가 사라지고 커서(50)가 깜박이면서 활성화된 상태이다. 커서 모드에서는 문

자를 입력하고자 하는 위치로 커서(50)를 이동시킬 수 있다. 도 4a는 입력 모드의 예이다. 도 4a에서 참조번호 60번이 가

리키는 가상 방향키는 왼쪽 방향키(23a)와 동일한 형상을 가진다. 이 가상 방향키(60)는 왼쪽 방향키(23a)를 누르면 모드

를 전환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도 4b는 선택키(22)를 눌러 문자를 입력시키는 단계를 보여준다. 선택키(22)가 눌리면, 포커스(40) 안에 위치한 가상 키

(31)에 배정된 문자(예컨대, 'E')가 커서(50)의 위치에 입력된다. 문자 입력 후 커서(50)는 다음 입력 위치로 이동한다.

도 4c는 오른쪽 방향키(23b)를 눌러 가상 키(31)의 유형을 바꾸는 단계를 보여준다. 현재 입력 대상의 유형이 왼쪽 트랙

(32a)에 있는 대문자일 때 오른쪽 방향키(23b)를 누르면, 입력 대상 유형이 오른쪽 트랙(32b)의 숫자로 바뀐다. 아울러, 트

랙(32a, 32b)의 표시 형식이 바뀌면서 오른쪽 트랙(32b)이 활성화된다. 표시부(10) 화면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가상 키

(31)의 유형은 더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맨 오른쪽 트랙(32b)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23b)를 다시 누르면 숨

겨진 유형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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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d는 왼쪽 방향키(23a)를 눌러 모드를 전환하는 단계를 보여준다. 맨 왼쪽 트랙(32a)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왼쪽 방향키

(23a)를 누르면, 입력 모드에서 커서 모드로 모드가 바뀌게 된다. 이때, 가상 휠 키패드(30)에 위치하던 포커스(40)가 사라

지는 대신에, 커서(50)가 깜박이면서 활성화된다. 아울러, 가상 방향키(60)는 오른쪽 방향키(23b)의 형태를 띠게 된다.

도 4e는 커서 모드에서 커서(50)를 이동시키는 단계를 보여준다. 휠 키(21)를 회전시키면 그에 따라 커서(50)가 메시지 본

문 안에서 이동한다. 예컨대, 휠 키(21)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커서(50)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위쪽으로 이동한다.

도 4f는 커서 모드에서 오른쪽 방향키(23b)를 눌러 다시 입력 모드로 전환하는 단계를 보여준다. 이후, 선택키(22)를 누르

면 포커스(40) 안의 가상 키(31)에 배정된 문자가 커서(50)의 새로운 위치에 입력된다.

도면에 도시되지 않았지만, 삭제(delete)와 같은 그 밖의 주요 기능은 별도의 하드 키(hard key)에 설정하거나 가상 휠 키

패드에 포함시킬 수 있다.

멀티-탭 방식

도 5a 내지 도 5c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문자 입력 방법의 동작 예시도이다. 본 실시예는 가상 키 하나당 문자 여

러 개가 할당된 멀티-탭 방식에 관한 것이다.

먼저 도 5a를 참조하면, 가상 휠 키패드(30)는 하나의 트랙(32)을 가진다. 따라서 가상 휠 키패드(30)에는 한 유형의 가상

키(31)들만 나타난다. 가상 키(31)의 유형을 바꾸어 표시하려면 예컨대 위쪽 방향키(23c)를 누르면 된다.

도 5b는 멀티-탭 방식에서 선택키(22)를 여러 번 눌러 문자를 입력시키는 단계를 보여준다. 포커스(40)가 위치한 곳의 가

상 키(31)에는 여러 문자가 배정되어 있으므로, 선택키(22)를 누를 때마다 입력되는 문자가 계속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포커스(40)가 'jkl'이 배정된 가상 키(31)에 위치한 상태에서 선택키(22)를 두 번 누르면 커서(50)의 위치에는 'k'가 나타난

다. 이때, 다시 한 번 더 선택키(22)를 누르면 'l'이 나타날 것이다.

도 5c는 문자 입력이 확정되는 단계를 보여준다. 선택키(22)를 눌러 원하는 문자를 입력한 후 소정 시간(예컨대, 1초)이 경

과하면, 커서(50)는 다음 입력 위치로 이동한다. 소정 시간이 경과하길 기다리는 대신에 특정 키(예컨대, 오른쪽 방향키

(23b))를 누르거나 휠 키(21)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커서(50)를 이동시킬 수도 있다.

사전식 방식

도 6a 내지 도 6d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문자 입력 방법의 동작 예시도이다. 본 실시예는 가상 키 하나당 문

자 여러 개가 할당되지만 가상 키를 한번씩만 눌러 문자를 입력하는 사전식 방식에 관한 것이다.

먼저 도 6a를 참조하면, 가상 키의 유형과 문자 입력 방식은 하나의 옵션 창 안에 옵션 목록(33)으로 나열될 수 있다. 옵션

창은 위쪽 방향키(23c)를 누를 때 가상 휠 키패드(30) 안에 나타난다. 휠 키(21)를 돌리면 가상 휠 키패드(30) 안에서(즉,

옵션 창 안에서) 포커스(40)가 회전한다. 선택하고자 하는 옵션 목록(33)에 포커스(40)를 위치시킨 후 선택키(22)를 눌러

가상 키 유형 또는 문자 입력 방식을 선택한다. 도 6은 문자 입력 방식으로서 사전식 방식을 선택한 예이다.

도 6b는 첫 번째 문자를 입력하는 단계를 보여준다. 가상 휠 키패드(30)에는 멀티-탭 방식과 동일한 가상 키(31)들이 나열

된다. 그러나 선택키(22)는 한번만 눌러 포커스(40) 위치의 문자를 입력한다. 예를 들어 'of'라는 단어를 입력하고자 할 때,

포커스(40)를 'mno'에 위치시키고 선택키(22)를 누른다. 이때 커서(50) 위치에는 'm'이 입력된다.

도 6c는 두 번째 문자를 입력하는 단계를 보여준다. 첫 번째 문자 입력 후 커서(50)가 두 번째 문자의 입력 위치에 오면, 휠

키(21)를 돌려 가상 휠 키패드(30)를 회전시킨다. 원하는 가상 키(31)에 포커스(40)가 위치하면 선택키(22)를 눌러 두 번

째 문자를 입력한다. 예를 들어 포커스(40)를 'def'에 위치시키고 선택키(22)를 누르면, 먼저 입력한 키의 'mno'와 나중에

입력한 키의 'def'로부터 가능한 단어 조합들 중에서 사전에 있는 단어(예컨대 'of')가 자동으로 추출되어 커서(50) 위치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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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d는 세 번째 문자를 입력하는 단계를 보여준다. 커서(50)가 세 번째 문자의 입력 위치에 오면, 다시 휠 키(21)를 돌려

포커스(40)가 원하는 위치에 오도록 하고 선택키(22)를 누른다. 예를 들어 포커스(40)를 'mno'에 위치시키고 선택키(22)

를 누르면 'mno', 'def', 'mno'로부터 가능한 단어 조합들 중에서 사전에 있는 단어(예컨대, 'men')가 자동 추출되어 표시된

다.

코드 방식

도 7a 내지 도 7d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문자 입력 방법의 동작 예시도이다. 본 실시예는 가상 키 하나당 문

자 하나가 할당되지만 단순히 문자들을 지정된 개수만큼 나열하여 입력하는 코드 방식에 관한 것이다.

먼저 도 7a를 참조하면, 전술한 실시예들은 커서(50)의 위치가 가상 휠 키패드(30)의 외부인 경우이지만, 본 실시예는 커

서(50)의 위치가 포커스(40)의 내부에 있다. 가상 키(31)들은 휠 키(21)의 회전을 통해 가상 휠 키패드(30) 안에 표시할 수

있으며, 이때 커서(50)는 포커스(40) 안의 가상 키(31)에 위치한다.

이어서,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휠 키(21)를 돌려 원하는 가상 키(31)에 포커스(40)를 위치시킨다. 휠 키(21)의 회전을

멈추고 소정의 시간(예컨대, 1초)이 경과하면, 도 7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상 키(31)들은 전부 숨김 기호(34; 예컨대, 별

표)로 바뀌게 된다. 즉, 본 실시예의 가상 키(31)들은 휠 키(21)를 움직이는 동안에만 표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암호

나 비밀번호의 입력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서, 도 7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택키(22)를 누르거나 오른쪽 방향키(23b)를 누르면, 포커스(40) 안의 가상 키(31)가

입력되고 커서(50)는 다음 입력 위치로 이동한다. 커서(50) 이동 후 다시 휠 키(21)를 회전시키면, 두 번째 입력 위치에 가

상 키(31)들이 표시된다.

이상, 본 명세서와 도면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개시하였으며, 비록 특정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의 기술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지,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개시된 실시예 외에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바탕을 둔 다른 변형예들이 실시 가

능하다는 것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휠 입력 장치를 가지는 휴대 단말기에서 문자 입력이 가능한 휠 형태의 가상 키패드

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제공한다. 이러한 가상 휠 인터페이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목록 형태의 인터페이스 구조이다. 따라

서 간편하게 문자 입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가상 휠 인터페이스 구조는 휠 입력 장치가 형성된 휴대 단말기의 외관과 일관성을 가지며 휠 키와 시각적

으로 일체화하여 연동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인지성이 좋으며 학습성이 우수해지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본 발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문자 입력 방법은 메시지 작성, 파일 관리 등의 메뉴로 확장할 수 있으므로 휴대

단말기의 메뉴 확장성과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가상 휠 인터페이스 구조와 문자 입력 방법은 다양한 입력 방식, 예컨대 싱글-탭 방식, 멀티-탭 방식, 사전식 방

식, 코드 방식에 적용 가능하며, 휠 입력 장치보다 표시부가 큰 휴대 단말기에 적합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 단말기의 가상 휠 인터페이스 구조를 나타내는 개략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상 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문자 입력 방법의 흐름도.

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상 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문자 입력 방법의 동작 예시도.

도 4a 내지 도 4f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문자 입력 방법의 다른 동작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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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a 내지 도 5c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문자 입력 방법의 동작 예시도.

도 6a 내지 도 6d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문자 입력 방법의 동작 예시도.

도 7a 내지 도 7d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문자 입력 방법의 동작 예시도.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753944

- 12 -



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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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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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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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d

도면4e

도면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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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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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c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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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도면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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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d

도면7a

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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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c

도면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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