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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르면, 케이스와 상기 케이스의 외측으로 노출되어 있어 외부장치와 연결되는 제1 커넥터를 구비하는 PDA
와 같은 개인 휴대 정보기기에 부착할 수 있는 키보드 장치가 제공된다. 키보드 장치는 하우징과, 하우징의 외측으로 노
출되는 다수의 키 버튼과, 상기 하우징 내에 장착되며, 상기 다수의 키 중에서 사용자가 누른 키에 해당하는 키 정보를 
발생시키는 회로장치를 포함한다. 회로장치는 고정되어 있고 상기 하우징 외측으로 노출되는 제2 커넥터를 구비한다. 
이 제2 커넥터는 상기 제1 커넥터와 결합한다. 키보드 장치와 결합되는 개인 휴대 정보기기는 CPU가 마련된 중앙제어
부와, 상기 중앙제어부에 연결되어 디스플레이 패널과 터치 센서 패널이 구비된 터치스크린 장치와, 상기 중앙제어부와 
연결된 기억장치와, 외부의 장치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상기 중앙제어부와 연결된 통신포트를 포함한다. 기억장
치에는 상기 CPU가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으며,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외장 키보드 장치가 상기 통신
포트를 통하여 접속되었을 때, 상기 터치 스크린 상에 상기 외장 키보드 장치의 입력키를 보완하는 대응 스크린 키보드
를 설정해준다.
    

대표도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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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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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키보드 장치가 장착된 PDA의 정면도 및 측면도

도2는 도1의 키보드장치와 PDA의 결합상태를 도시하기 위하여 일부를 절단하여 도시한 측면도

도3은 도1의 PDA의 블록다이어그램

도4는 도1의 키보드 장치의 블록다이어그램

도5는 도1의 PDA 본체의 BIOS 중 키 입력 흐름도

도6은 도1의 키보드 장치의 키 입력 흐름도

도7은 다른 실시예에 따른 키보드 장치가 장착된 PDA의 정면도 및 측면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키보드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PDA와 같은 개인 휴대 정보기기에 결합하여 사용자의 키 입력을 
용이하게 하는 키보드 장치 및 상기 키보드 장치가 장착되는 개인 휴대 정보기기에 관한 것이다.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와 같은 개인 휴대 정보기기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PDA에 문자, 숫자, 특수 기호 
등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가 터치스크린 상의 필기체 인식 영역에 사용자가 글씨를 쓰는 것
이다. 인식 영역에 사용자가 필기체로 문자, 숫자 또는 특수 기호를 쓰면, PDA가 이를 인식하여 그것들에 대응하는 키 
값 정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 입력방법은 사람이 필기하듯이 입력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인식 속도가 늦고, 글자를 
잘못 인식하는 불편이 있다.
    

    
PDA에 구비된 터치스크린 패널 상에 제공되는 자판을 펜으로 눌러 원하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를 입력하는 기능도 제
공한다. 이는 디스플레이 화면을 작은 영역으로 나누고 그 영역마다 문자가 나타나도록 한 것이다. 사용자가 전용 펜(
또는 손가락)으로 그 위치를 누르면 그 문자가 입력된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정확한 글자, 숫자 또는 특수 기호의 입력
이 가능하다. 그러나, 빠르게 입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낱 글자마다 할당되는 영역의 면적을 너무 작게 하면 손가
락으로 입력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영역의 면적을 크게 하면, 터치 스크린 장치에 설정되는 키보드는 그 키의 
수가 적기 때문에 사용자는 다른 키보드 설정으로 바꾸어가면서 입력해야 문자, 숫자, 특수 기호를 입력할 수 있다.
    

한편, 통상의 컴퓨터에 사용하는 키보드와 같은 크기의 키보드를 PDA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외부 키보
드는 그 크기가 커서 이동성이 떨어진다. 접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입력을 위해서는 키보드를 편평
한 곳에 놓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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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한 본 발명의 목적은 개인 휴대 정보기기에 일체로 장착될 수 있는 키보드 장치를 제공하는 것
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별도의 케이블이 필요 없이 개인 휴대 정보기기에 연결되며, 연결 상태에서 일체가 되도록 한 키
보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키보드 장치가 장착되면, 개인 휴대 정보기기에는 상기 키보드 장치에서 제공하는 키를 보완
하는 예를 들면, 제공되는 키 이외의 키가 구비된 스크린 키보드가 터치스크린 장치에 설정되는 개인 휴대 정보기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르면, 케이스와 상기 케이스의 외측으로 노출되어 있어 외부장치와 연결되는 제1 커넥터를 구비
하는 PDA와 같은 개인 휴대 정보기기에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하우징과,

하우징의 외측으로 노출되는 다수의 키 버튼과,

상기 하우징 내에 장착되며, 상기 다수의 키 중에서 사용자가 누른 키에 해당하는 키 정보를 발생시키는 회로장치를 포
함하며,

상기 회로장치는 고정되어 있고 상기 하우징 외측으로 노출되는 제2 커넥터를 구비하되, 상기 제2 커넥터는 상기 제1 
커넥터와 결합하는

외장 키보드 장치가 제공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하우징은 상기 PDA의 케이스와 선택적으로 결합되어 일체가 되도록 고정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회로장치는

프로세서를 구비한 중앙제어 회로부와,

상기 중앙제어 회로부에 연결되며 서로 연결된 메모리, 디코더, 매트릭스 키보드와,

상기 중앙제어 회로부에 연결되어 있고 외부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 포트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개인 휴대 정보기기로서,

CPU가 마련된 중앙 제어부와,

상기 중앙제어부에 연결되어 디스플레이 패널과 터치 센서 패널이 구비된 터치스크린 장치와,

상기 중앙제어부와 연결된 기억장치와,

외부의 장치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상기 중앙제어부와 연결된 통신포트를 포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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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억장치에는 상기 CPU가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으며,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외장 키보드 장치
가 상기 통신포트를 통하여 접속되었을 때, 상기 터치 스크린 상에 상기 외장 키보드 장치의 입력키를 보완하는 스크린 
키보드를 설정하는 개인 휴대 정보기기가 제공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1a, 도1b 및 도2를 참조하면, PDA(10)에 외장 키보드 장치(external keyboard)(12)가 결합되어 있다. PDA(10)
는 케이스(13)와 터치스크린 패널(14)을 구비한다. 터치스크린 장치(14)에는 LCD와 같은 디스플레이 패널과, 터치센
서 패널이 구비된다. 터치 스크린 장치(14)에 스크린 키보드가 마련되는데, 구획선으로 나누어지는 영역마다 입력키의 
기능이 부여된다. 해당 영역을 준비된 펜(대체로 플라스틱 막대) 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그 영역에 해당하는 문자, 숫
자 또는 특수 기호(본 명세서에서는 이들을 통틀어 '기호'라 한다) 등을 입력할 수 있다.
    

    
이 터치스크린 패널(14) 상의 화면을 잘게 잘라 각 기호에 해당하는 영역의 넓이를 작게 하면 손가락으로 입력이 어렵
다. 그렇다고 영역의 넓이를 크게 하면 입력할 수 있는 기호의 종류가 제한되어 설정을 바꾸어가면서 입력해야 한다. 후
술하는 기술내용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외장 키보드장치(12)를 사용할 때, 터치스크린 장치(14)에는 외장 키보드
장치(12)를 보완하는 적은 수의 키만을 배치하면 되므로 각각의 기호에게 할당되는 영역의 면적이 넓어 기호의 입력이 
편리해진다.
    

도1a에서는 외장 키보드장치(12)를 보완하도록 터치스크린 패널 상에는 숫자 키보드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되
어 있으나,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응용프로그램에 따라 터치스크린 장치에는 다른 종류의 키보드가 마
련될 수도 있다.

도2를 참조하면 PDA(10)는 그 아래쪽 끝단부에 외부의 장치와 연결되는 커넥터(16)(통상, RS232C 시리얼 통신 커
넥터)가 마련된다. 통상은 이 커넥터(16)에 외부 장치를 연결하는 연결 코드(끝에는 상기 커넥터와 맞물리는 커넥터가 
마련됨)가 접속된다.

    
터치스크린 패널(14)만으로 입력하는 불편을 고려하여 키보드 장치(12)가 PDA(10)에 장착된다. 키보드 장치(12)에
는 하우징(17) 밖으로 노출되는 다수의 키 버튼(18)이 마련된다. 이 키에는 각각 기호가 할당되어 인쇄되어 있다. 어
떤 버튼은 사용의 빈도를 고려하여 크게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예: 스페이스 바). 도1a에 도시한 키보드 장치는 한글과 
영문의 입력이 가능한 장치인데,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키보드 장치(12)의 각 버튼 배열은 다양할 수 
있다(예를 들면 한글의 경우 2벌식 또는 3벌식, 영문의 경우 QWERTY 또는 드보락). 숫자만을 입력하는 키패드일 수
도 있다.
    

도2를 참조하면, 키보드 장치(12)는 안쪽에 커넥터(20)가 마련되어 있다. 이 커넥터(20)는 회로기판(21) 상에 고정
된다. 커넥터(20)는 PDA(10)에 마련된 커넥터(16)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별도의 커넥터 연
결코드가 없이 PDA(10)에 키보드 장치(12)를 부착할 수 있다.

    
상세히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PDA(10)의 케이스(13)와 키보드 장치(12)의 하우징(17) 사이에는 결합 시, 결합을 견
고하게 유지하도록 서로 맞물리는 홈과 돌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결합을 유지하는 것으로는 홈과 돌기 이
외의 다른 체결 방법(예를 들면, 억지끼워맞춤, 스냅피트 등)들이 사용될 수 있음을 당업자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케이스(13)와 하우징(17)은 서로 결합할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고-즉,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고-결합 시에는 분리를 위한 외력보다 작은 외력이 가해지더라도 결합된 상태를 유지하여 키보드 장치(12)와 PDA
(10)는 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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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을 참조하면, PDA(10)는 중앙 제어부(22)와 여기에 연결된 터치스크린 장치(14)와, 기억장치(메모리)(24)와, 
통신 포트(26)를 구비한다. 중앙 제어부(22)는 CPU(예를 들면, 32bit RISC 프로세서 (ARM7TMI))와 주변 회로를 
구비한다. 터치스크린 장치(14)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14a)과 터치 센서 패널(14b)을 
구비한다. 기억장치 또는 메모리(24)는 예를 들면, 4 Mbyte 플래시 메모리와 2 Mbyte의 램으로 구성된다. 플래시 메
모리에는 PDA(10)의 BIOS, 오퍼레이팅시스템, 구동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등이 저장되어 있다. 램은 프로
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스택과 데이터 저장 공간으로 사용된다. 통신포트(26)는 외부 장치, 예를 들면, 키보드 장치(12)
와 통신을 위한 장치이다. 이 통신포트(26)를 통하여 데이터 및 제어신호를 주고받는다. 키보드장치(12)와 같은 장치
에는 통신포트(26)를 통하여 전원을 공급할 수도 있다. 통신포트(26)에는 커넥터(16)가 구비된다. PDA(10)는 전원
스위치, 방향이동 버튼과 같은 보조 입력기능을 수행하는 버튼을 더 구비할 수도 있다.
    

최근 무선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PDA(10)에 무선 통신 기능이 부가되었다. 그러한 예로는 본 출원인이 개발하여 
micess 또는 TWM III 라는 상표로서 판매되는 제품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PDA(10)는 무선 송수신 장치(30)를 
더 구비한다. 무선 송수신 장치(30)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어, PDA(10)로 이메일 송수신, 채팅, 인터넷 
서핑 등을 할 수 있다.

    
도4를 참조하면, 키보드 장치(12)는 중앙제어 회로부(32) 및 이에 연결된 메모리(34), 디코더(36), 매트릭스 키보드 
유닛(38), 통신포트(40)를 구비한다. 중앙 제어 회로부(32)는 CPU와 주변 회로(클럭공급회로, 리셋회로, 신호 버퍼 
등)를 구비한다. 메모리(34)는 ROM(Read Only Memory) 또는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와 RAM(Random 
Access Memory)으로 구성되어 있다. ROM이나 플래시 메모리에는 CPU가 실행할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고, RAM
은 그 프로그램이 실행하기 위한 스택과 데이터 저장 공간으로 사용된다. 메모리(34)는 중앙 제어 회로부(32), 매트릭
스 키보드 유닛(38), 디코더(36)와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제어신호를 받는다.
    

디코더(36)는 CPU로부터 출력되는 읽기(Read), 쓰기(Write) 등의 제어 신호들과 더불어 어드레스 신호를 디코딩하
여 메모리나 입출력 장치를 지정하고 제어하는 신호를 만들어 낸다. 매트릭스 키보드 유닛(38)은 매트릭스 구조로 되
어있는 키보드이다. 매트릭스 키보드 유닛(38)은 키가 눌려졌을 때 눌려진 키의 위치와 상태를 나타내는 스캔 데이터
(SCAN DATA)와 키 스캔(KEY SCAN) 값을 출력한다.

    
통신포트(40)는 데이터 통신 및 전원 연결을 위한 것이다. 이는 키보드 장치(12)와 PDA(10)를 서로 연결해주고 이를 
통하여 직렬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통신방식은 예를 들면, RS232C 시리얼 통신이다. 통신포트(40)는 직렬 송수신 
데이터 신호와 핸드셰이크(HANDSHAKE)를 위한 제어신호를 보내고 받는다. 본체로부터 공급되는 전원도 이 포트를 
통하여 키보드 장치(12) 내부 회로에 공급한다. 통신 포트(40)에는 커넥터(20)가 구비된다. 도4는 키보드 장치(12)
의 주요부분 사이의 연결관계도 도시하고 있다. 도4에서 빗금이 표시된 선은 다수개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
는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키보드 장치(12) 및 PDA(10)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5는 키보드 장치(12)가 P
DA(10)에 접속된 상태에서 PDA(10)의 BIOS에서 키입력을 받는 과정을 도시한다. 이는 CPU가 기억장치에 저장된 
BIOS 프로그램을 순서에 따라 실행하는 과정이다. 도5를 참조하면, 먼저 PDA(10)에 있는 터치스크린 장치(14)의 입
력 여부를 확인(501)한다. 즉, 터치스크린 장치(14)에 설정된 스크린 키보드가 눌려졌는지를 확인한다. 눌려진 것을 
인식하면, 그 스크린 키보드의 해당영역의 키 정보(key information)를 읽어들인다(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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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려진 것이 없으면, 통신포트의 RS232C 제어신호로부터 외장 키보드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505)한다. 연결
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으로 돌아간다. 연결되어 있으면, 외장 키보드 장치(12)로부터 데이터 발생이 있는지 확인(509)
한다. 없으면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으면 키 정보 데이터를 접수한다(511). 최종적으로 키 정보와 이벤트 정보(스크린 
키보드의 이벤트인지 외장 키보드 장치의 이벤트인지를 구분하는 정보)를 이벤트 제어 태스크 루틴(Event Control T
ask Routine)으로 보낸다(513). 이벤트 제어 태스크 루틴에서는 이들 정보로부터 코드 매핑 테이블(Code Mapping 
Table)을 참조하여 입력된 키의 코드를 찾아낸다. 코드값은 활성화되어있는 응용프로그램(키 입력 태스크)의 이벤트 
큐(Event Queue)에 넣어 응용프로그램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한다.
    

    
도6은 외장 키보드 장치(12)의 동작에 대해 도시한다. 도6을 참조하면, PDA(10)에 연결되면, CPU는 메모리(34)에 
저장된 프로그램의 순서에 따라 실행한다. 먼저, 주변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변수 등을 초기화(601)한다. 
그 다음 키가 눌려졌는지를 확인(603)한다. 키가 눌려지지 않았으면, 대기 상태로 돌아가고, 키가 눌려졌으면, 눌려진 
키 정보, 즉 스캔 데이터(SCAN DATA)와 키 스캔(Key SCAN) 값을 읽어 들인다(605). 읽어 들인 키 정보를 PDA 
본체로 송신(607)한다.
    

한편, 외장 키보드 장치(12)를 PDA(10)에 장착하였을 때, 터치스크린 장치(14)에 마련된 키보드는 외장 키보드 장치
(12)를 보완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즉, 도1과 같이, 한/영 입력이 가능한 키보드 장치(12)를 장착하면, PDA(1
0)의 터치스크린 장치(14)에는 숫자를 입력하는 키보드가 설정된다. 도7과 같이, 영문 및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키보
드 장치(12)가 장착되면, PDA(10)의 터치스크린 장치(14)에는 특수 기호를 입력하는 키보드가 설정된다.

    
이러한 설정은 PDA(10)의 OS가 제공하는 터치스크린 장치(14)의 키보드 설정 메뉴에서 사용자가 수동으로 설정하도
록 할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외장 키보드 장치(12)의 접속 시 스크린 키보드를 자동으로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먼
저, 키보드 장치(12)를 접속하면, 키보드 장치(12)에 전원이 공급된다. 전원공급이 이루어지면, 키보드 장치(12)의 중
앙제어 회로부(32)에서는 메모리(34)에 저장되어 있는 키보드 장치에 관한 정보(예를 들면, 한/영 키보드인지 영문/숫
자 키보드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통신 포트(40)를 통하여 PDA로 넘긴다. PDA(10)의 OS가 그 정보를 접수하고, 
외장 키보드 장치(12)에 상응하는 키보드 설정 데이터를 기억장치(34)로부터 가져와 터치스크린 장치(14)의 디스플
레이 패널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키보드 장치의 종류에 따라, 터치스크린 장치의 키보드 설정을 달리함으로써 사용자는 손쉽게 문자, 숫자, 특수 
기호 등을 입력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키보드 장치를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키보드 장치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다른 종류의 개인 휴대 정
보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상기 실시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취지 및 범위를 벗
어나지 않고 상기 실시예의 수정, 변경 등이 가능하며 이러한 수정과 변경 또한 본 발명에 속하는 것임을 당업자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상기 구성에 따르면, PDA와 같은 개인 휴대 정보기기에 외장 키보드 장치를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외
장 키보드 장치는 소형이고, 별도의 케이블 없이 직접 개인 휴대 정보기기에 연결할 수 있어, 외장 키보드 장치는 개인 
휴대 정보기기와 일체가 된다. 일체가 되면 사용자가 손으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도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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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종래의 개인 휴대 정보기기에 연결되는 통상의 키보드 장치를 사용할 때, 편평한 바닥에 그 통상의 키보드를 놓고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또한, 키보드 장치에 대응하여 개인 휴대 정보기기의 본체에 구비된 터치스크린 장치의 키보드를 서로 보완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는 입력하고자하는 문자, 숫자, 특수 기호 등을 키보드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도 입
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케이스와 상기 케이스의 외측으로 노출되어 있어 외부장치와 연결되는 제1 커넥터를 구비하는 PDA와 같은 개인 휴대 
정보기기에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하우징과,

하우징의 외측으로 노출되는 다수의 키 버튼과,

상기 하우징 내에 장착되며, 상기 다수의 키 중에서 사용자가 누른 키에 해당하는 키 정보를 발생시키는 회로장치를 포
함하며,

상기 회로장치는 고정되어 있고 상기 하우징 외측으로 노출되는 제2 커넥터를 구비하되, 상기 제2 커넥터는 상기 제1 
커넥터와 결합하는

외장 키보드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상기 PDA의 케이스와 선택적으로 결합되어 일체가 되도록 고정되는 외장 키보드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장치는

프로세서를 구비한 중앙제어 회로부와,

상기 중앙제어 회로부에 연결되며 서로 연결된 메모리, 디코더, 매트릭스 키보드와,

상기 중앙제어 회로부에 연결되어 있고 외부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 포트를 구비하는 외장 키보드 장치.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기재된 외장 키보드 장치와 결합되는 개인 휴대 정보기기로서,

CPU가 마련된 중앙 제어부와,

상기 중앙제어부에 연결되어 디스플레이 패널과 터치 센서 패널이 구비된 터치스크린 장치와,

상기 중앙제어부와 연결된 기억장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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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장치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상기 중앙제어부와 연결된 통신포트를 포함하되,

상기 기억장치에는 상기 CPU가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으며,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외장 키보드 장치
가 상기 통신포트를 통하여 접속되었을 때, 상기 터치 스크린 상에 상기 외장 키보드 장치의 입력키를 보완하는 스크린 
키보드를 설정하는 개인 휴대 정보기기.

청구항 5.

외장 키보드 장치가 결합되며, 터치 스크린 장치가 구비된 개인 휴대 정보기기에서 사용자의 키 입력을 받는 방법으로
서,

상기 외장 키보드를 보완하는 스크린키보드를 상기 터치 스크린 장치에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스크린 키보드와 외장 키보드 장치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키 누름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단계와,

눌린 키에 대한 키 정보를 접수하는 단계와,

눌린 키가 스크린 키보드인지 외장 키보드인지를 나타내는 이벤트 정보와 키 정보를 처리하여 코드값을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함으로써,

사용자가 외장 키보드 장치 및 터치스크린 장치를 사용하여 기호를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 휴대 정보기기에서 사
용자의 키 입력을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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