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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복수의 메인키이(21∼32)를 터치하여 입력하는 키이입력장치(2)에 관한 것이다. 5개의 키이(21
∼25)에, 모음을 나타내는 알파베트인「A」,「I」,「U」,「E」,「O」를 입력하는 문자키이를 개별로 설정
하고, 다른 각 키이(26∼32)에 복수의 자음을 설정한다. 그리고, 각 키이(21∼32)가 몇번 연속하여 터치
되었나를 검출하는 키이입력 검출수단과, 그 터치회수에 응한 문자키이를 출력하는 키이입력 처리수단을 
마련한다. 일본어나 영어로 사용빈도가 높은 모음을 독립한 키이(21∼25)에 설정하였기 때문에, 키이를 1
회만 눌러 모음을 입력할 수 있고, 복수회 키이를 누르면 입력할 수 없는 종래에 비교해서, 모음입력때의 
터치회수를 적게 할 수 있고, 조작성이 향상하여 고속입력도 가능해진다.

대표도

도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본어나 영어를 입력하는 키이입력장치에 관한 것이고, 자세히는, 휴대전화(PHS), 전자수첩, 
손목시계, 소형의 워드프로세서나 퍼스널 컴퓨터 등으로 입력조작을 행할 수 있도록 한 키이입력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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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최근에, 기업이나 가정에서 퍼스널 컴퓨터 등의 정보기기가 널리 이용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기기
로서는, 디스크 탑형이나 노트형의 퍼스널 컴퓨터나, PDA(휴대정보단말)를 통상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들의 정보기기로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 통상 키이보드가 사용되고 있다.  

이 키이보드입력에 있어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파베트를 이용한 입력이다. 즉, 알파베트의 26문
자를 이용한 입력은 기억하는 키이수가 적고, 블라인드 터치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영문입력뿐
만이 아니라, 일본어입력의 경우도 로마자입력으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종래의 키이보드는 80개 이상의 키이가 복잡하게 나란히 되어 있고, 소형화가 곤란한 문제가 있
었다. 또한, 다수의 키이를 양손을 이용하여 입력해야 하고, 익숙해지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근년의 전화나 손목시계 등으로서는 주소록 등의 데이터를 입력보존할 수 있도록 기능이 향상하고 
있어, 이러한 소형화를 꾀할 필요가 있는 각종의 기기에 있어서, 키이수를 적게 하여 일본어나 영어의 문
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조작성은 너무 좋지 않았다.  

예컨대, 전화번호부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로서는 전화번호의 수신인 이름 등을 입력하기 위해서, 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키이(button)에 문자입력의 기능을 마련하고 있다. 즉, 종래의 휴대전화로서는, 일본어
(카다카나)를 입력하기 위해서, 「1」∼「0」의 번호입력용의 키이에「ア」행,「カ」행,「サ」행, …,「
ラ」행, 「ワヲソ」이라고 하는 50음 배열로 문자를 설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컨대「ア」행에 설정된 키이로서는 1회 누르면「ア」이, 2회 누르면「イ」이, 3회 누르면「ウ
」이, 4회 누르면「エ」가, 5회 누르면「オ」가 각각 입력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영어를 입력하기 위해서, 7개의 키이에 각각「ABC」,「DEF」,「GHI」,「JKL」,「MNO」,「PQRS」,「
TUV」,「WXYZ」를 설정하여, 각각의 키이를 누르는 회수에 의해서 각 문자를 선택 입력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종래의 문자배열로서는, 카나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최대 5회, 영어를 입력하기 위
해서는 최대 4회 키이를 눌러야 하고, 입력조작이 복잡하게 되어, 문자입력의 고속화도 실현되지 않는다
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키이를 누르는 회수는 문자의 빈출빈도와 관계없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카나입력으로 복수의 문
자를 입력하는 경우나 영어입력시에, 평균하여 약 3∼4회 키이를 눌러야 하고, 조작이 번잡하였다.

더욱, 일본어로서는, 촉음「っ」이나 장음 은 비교적 대부분 이용하지만, 예컨대 촉음「っ」을 입력
하는 경우에는「タ」행에 설정된 키이를 3회 눌러 「つ」를 출력한 후에, 더욱 소문자키이를 눌러 입력하
여야 하고, 입력조작이 보다 한층 번잡해 지기 때문에, 문자입력 효율이 저하하여 버린다고 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휴대전화에 한하지 않고, 전화번호부 기능이나 스케줄 기능을 갖는 시계나, 각종의 전자수
첩, 소형의 퍼스널 컴퓨터 등으로 소형화를 꾀하기 위해서 키이수를 12∼15개 정도로 적게 한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키이수를 적게 할 수 있어 기억하기 쉽게 할 수 있고 또한 타이핑을 쉽게 할 수 있고, 
문자입력시에 키이를 누르는 회수를 적게 할 수 있어서 조작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소형화도 용이한 키
이입력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2의 목적은 상기 목적에 부가하여 일본어입력으로 빈도가 높은 촉음「っ」이나, 장음 

을 용이하게 입력할 수 있고, 문자입력 효율을 보다 일층 향상할 수 있는 키이입력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키이입력장치는 5개의 모음키이와 복수의 자음키이를 구비하고 상기 각 모음키이에는 모음을 
나타내는 알파베트인「A」,「I」,「U」,「E」,「O」를 입력하는 문자키이가 개별로 설정되었고, 상기 각 
자음키이에는 자음을 나타내는 문자가 여러개씩 설정되어, 상기 각 키이가 몇번 연속하여 터치되었는지를 
검출하는 키이입력 검출수단과, 그 키이가 터치된 회수에 응한 문자키이를 출력하는 키이입력 처리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키이입력장치로서는 일본어라도 영어라도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모음, 요컨대 
「A」,「I」,「U」,「E」,「O」를 독립한 키이에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것들의 문자는 키이를 1회만 눌
러 입력할 수 있다. 이때문에,「A」이외의 모음은 복수회 키이를 누르면, 입력할 수 없는 종래의 50음 배
열 혹은 영어배열에 비교해서, 모음입력때의 터치회수를 적게할 수 있어, 조작성이 향상하고 고속입력도 
가능해진다.  

또한, 적어도 각 자음키이에는 복수의 자음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키이에 1문자씩 설정하고, 있는 
통상의 키이보드에 비교해서 키이수를 적게 할 수 있고, 키이입력장치를 소형화할 수 있다. 또한, 키이수
가 적기 때문에 키이를 기억하기 쉽고 또한 타이핑하기가 쉽다.  

더욱, 각 키이로 설정된 복수의 문자키이는 그 키이를 누르는 회수로 선택할 수 있고, 시프트키이 등의 
다른 키이를 마련하여 선택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키이수를 적게 할 수 있고 보다 소형화를 꾀할 수 있
다. 더욱, 키이를 누르는 회수를 바꿀뿐이고 설정된 문자키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조작이 직감
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조작성을 보다 향상할 수 있다.  

이 문자키이 선택조작은 예컨대, 상기 각 키이에 제1∼제N의 N개의 문자키이를 설정하고, 상기 키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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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수단을 각 키이를 N회 누른 경우에는 제N의 문자키이를 선택하여 출력하도록 구성하면 좋다. 보다 구
체적으로는 상기 각 키이에 제1 및 제2의 문자키이를 설정한 경우에는 상기 키이입력 처리수단을 각 키이
를 1회 누른 경우에는 제1의 문자키이를 선택하여 출력하고, 키이를 2회 누른 경우에는 제2의 문자키이를 
선택하여 출력하도록 구성하면 좋다.  

이와 같이 설정하면, 문자키이의 번호와 키이를 누르는 회수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기억하기 쉽
게 조작을 쉽게 할 수 있다.  

상기 키이입력 검출수단은 키이에 설정된 복수의 문자키이의 수보다도 더 많은 키이가 눌러진 경우에는 
문자키이의 부분에 눌러지는 회수는 무시하여 두 번째 1회부터 눌러진 것으로 터치회수를 카운트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제1∼제3의 3가지의 문자키이가 설정되어 있는 키이를 4회 누른 경우에는 4회중의 3회(문자키이 
수분)는 무시되고, 나머지의 분, 요컨대 1회 누른 것으로 된다.  

이 경우에는, 틀린 회수 눌러버린 경우라도, 더욱 그 키이를 누르기를 계속하면 옳은 문자키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성을 향상할 수가 있다.  

또한, 키이입력 검출수단은 눌러지고 있는 키이 이외의 키이가 눌러진 시점에서, 상기 키이의 터치회수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문자키이를 선택입력하는 경우, 각 키이를 1회 이상 눌러지기 때문에,  어느 키이를 1회 누른상태에서
는 그 키이가 더욱 눌러졌는지, 1회 누르기가 끝났는지를 확정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누르고 있는 키
이와 다른 키이가 누르면, 그 시점에서 전에 누르고 있는 키이의 터치회수를 확정하면 좋다.  

이와 같이 구성하면, 복수의 키이를 연속하여 입력할 수 있어서, 입력조작성을 향상할 수가 있다.  

또한, 이 경우 터치회수를 확정하는 키이로서 소정의 보냄키이를 설정하고, 키이입력 검출수단은 그 보냄
키이가 눌러진 시점에서, 그 보냄키이를 누르기전에 누르고 있는 키이의 터치회수를 확정하도록 구성하여
도 좋다.

1개의 키이로 설정된 2개의 문자키이를 계속하여 입력하는 경우에는, 도중에서 다른 키이를 누룰 수 없지
만, 이 보냄키이를 설정해 놓으면 확실히 입력할 수가 있다.  

또한, 상기 키이입력장치는 자음키이에 계속해서 모음키이가 눌러진 시점에서, 상기 자음키이의 터치회수
를 확정하고, 또한 모음키이의 입력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어를 로마자입력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자음+모음」의 순차로 키이가 눌러진다. 이것 때문에, 모
음키이를 누른시점에서 입력문자를 확정하면, 보냄키이에 의한 조작이 불필요하여지고, 입력조작성을 보
다 향상할 수 있다.  

한편, 상기 키이입력장치는 자음키이에 계속해서 다른 자음키이, 모음키이 또는 소정의 보냄키이가 눌러
진 시점에서, 상기 자음키이의 터치회수를 확정하는 것이라도 좋다.  

영어입력 등의 로마자입력 이외의 입력으로서는 로마자입력과 같이「자음+모음」의 룰이 없기 때문에 같
은 키이로 설정된 2개의 문자를 계속하여 입력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보냄키이를 눌러 
입력을 확정하면 좋다. 한쪽에서, 영어입력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키이로 설정된 문자를 계속하여 입력하
는 경우도 많고, 이 경우에도 보냄키이를 눌러 확정하도록 하면, 키이를 누르는 회수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보냄키이 이외로 다른 자음키이나 모음키이를 누르더라도 입력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면, 입력조
작성을 향상할 수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키이입력장치는 적어도 상하 4단 좌우 3열의 12개의 키이를 대비함과 동시에, 그 속의 5
개의 키이는 모음을 나타내는 알파베트인 「A」,「I」,「U」,「E」,「O」를 입력하는 문자키이가 설정된 
모음키이로 되어 있고, 상기「A」,「I」,「U」,「E」,「O」가 설정된 키이 이외의 7개의 키이는 자음이 
여러개씩 설정된 자음키이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키이입력장치로서는 자음이 설정된 키이와 모음이 설정된 키이를 순차 누르는 것으로, 로마자입력
으로 일본어를 입력할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일본어를 입력하는 경우, 평균하여 2회 키이를 누르는 조
작을 하면 입력할 수가 있어, 평균하여 4∼5회의 키이를 누르는 조작이 필요한 종래의 50음 배열에 비교
해서 입력조작성을 향상할 수 있고 고속입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상단의 3개의 키이에는 모음을 나타내는 알파베트인 「A」,「I」,「U」를 입력하는 문자키
이가 설정되어 있고, 위에서 2단번째의 3개의 키이중의 2개의 키이에는「E」,「O」를 입력하는 문자키이
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키이입력장치로서는 일본어라도 영어라도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모음, 요컨대「A」,「I」,「U」,
「E」,「O」를 입력하는 문자키이가 위에서 2단에 종합되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빈도가 많은 모음의 
위치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고 조작성이 향상한다.  

이 경우에 최상단의 3개의 키이에는 좌측에서 순차로「A」,「I」,「U」를 입력하는 문자키이가 설정되어 
있고, 위에서 2단번째의 좌로부터 2개의 키이에는 좌측에서 순차로「E」,「O」를 입력하는 문자키이가 설
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순서로 모음이 배치되면, 키이위치를 기억하기 쉽고, 보다 조작성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상기 7개의 자음키이에는 알파베트 26문자중,  모음을 나타내는 알파베트인「A」,「I」,「U」,「E
」,「O」이외의 21개의 (「KGFSZJTDVNCQHBPRMLYWX」)를 나타내는 문자가 각 키이에 3개씩 설정되어 있더
라도 좋다.

이 경우에는 5개의 모음키이와 7개의 자음키이와의 12개와 대단히 적은 키이수로 알파베트 26문자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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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가 있어, 소형으로 휴대성에 뛰어난 키이입력장치를 형성할 수 있다. 더욱, 자음키이가 설정된 7개
의 키이에는 각각 3개씩 문자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 문자의 입력을 각 키이를 누르는 회수로 나누
고 있는 경우에, 각 키이를 최대 3회 누르면 어떤 문자라도 입력할 수 있고 조작성을 향상할 수 있고, 또
한 각 자음이 각 키이에 균등하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키이 터치조작의 발란스를 잘할 수 있고, 조작
성을 보다 한층 향상할 수 있다. 또한, 키이수를 그 정도 늘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키이입력장치를 용
이하게 소형화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알파베트 26문자 전부가 설정된 키이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자입력에 의한 일본어입
력과, 영어입력의 양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일본어입력 및 영어입력과 함께 사용하는 알파베트는 
같은 배열이기 때문에, 용이하게 기억할 수 있고 조작성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상기 7개의 자음키이중의 4개의 자음키이에는「K」,「S」,「T」,「H」를 입력하는 제1의 문자키이
가 각각 설정되어, 이것들의「K」,「S」,「T」,「H」가 설정된 키이에는 각각「G」,「Z」,「D」,「B」를 
입력하는 제2의 문자키이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로마자입력에 있어서,「カ」행을 입력하는「K」키이에 탁음의「ガ」행을 입력하는「G」키이를,
「サ」행을  입력하는「S」키이에「ザ」행을  입력하는「Z」키이를,「タ」행을 입력하는「T」키이에「ダ」
행을 입력하는「D」키이를,「ハ」행을 입력하는「H」키이에「バ 」행을 입력하는「B」키이를 각각 설정하
였기 때문에, 관련되는 청음과 탁음을 같은 키이를 이용하여(키이를 누르는 회수를 바꾸는 것 등으로)입
력할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탁음의 입력조작도 기억하여 쉽게 되어 고속으로 입력할 수가 있다.

또한, 상기 자음이 설정된 7개의 키이는 각각「KGF」,「SZJ」,「TDV」, 「NCQ」,「HBP」,「RML」,「YWX」
의 각 문자키이의 조합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배치로 하면, 로마자입력에 있어서 상기 모음키이와 조합되어져서「か」행∼「わ」행을 입력하는 
자음「K, S, T, N, H, M, Y, R, W」이 각 키이의 제1 또는 제2문자키이에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음에 
있어서 입력빈도가 높은 청음의 자음을 간단한 조작으로 입력할 수 있고, 조작성을 보다 일층 향상할 수
가 있다. 또한, 빈도가 높은 문자를 1∼2회의 터치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빈도에 관계없게 1∼5회의 
터치가 필요한 종래에 비교해서 조작성을 향상할 수가 있다.  

또한,  상기  12개의  키이중의  10개의  키이에는「1」,「2」,「3」,「4」,   「5」,「6」,「7」,「8」,「9
」,「0」의 숫자를 입력하는 숫자키이도 설정되어 있고, 키이입력의 모드를 숫자키이입력 및 문자키이입
력에 바꾸는 모드전환수단이 설치되더라도 좋다.  

숫자키이가 설치되면, 문자입력만이 아니라, 숫자입력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특히 휴대전화, 손목
시계, 전자수첩 등의 전화번호부 등에 수신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조작이나 전화를 거는 조작을 
할 수 있고, 최소한의 키이수로 숫자, 일본어, 영어를 입력할 수가 있다.  

즉, 12개의 키이로 전화 등으로 번호 등을 입력하기 위한 숫자입력과, 로마자입력에 의한 일본어입력과, 
영어입력과의 3가지의 입력 모드를 실현할 수가 있고, 여러가지 입력에 적용할 수 있고, 범용성이 높은 
키이입력장치(2)로 할 수 있다.  

더욱, 각 숫자를 개별의 키이에 설정하고 있기 위해서, 숫자입력 모드로서는 각 숫자를 1회의 터치조작으
로 입력할 수 있고, 휴대전화를 비롯하는 각종 전화나 FAX 등에 있어서의 전화를 거는 조작이나, 숫자입
력조작의 조작성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각 숫자를 상하 4단 좌우 3열에 배치된 키이에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휴대전화를 비롯하는 
각종 전화에 있어서의 누름버튼이나, 전자계산기, 텐키이 보드(ten key board)와 같은 숫자배열로 할 수 
있고, 전화나 FAX, 그 위에 전자계산기, 텐키이 보드 등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  

또, 상기 모드전환수단은 입력 모드를 숫자입력 모드, 일본어입력 모드, 영어입력 모드의 3가지의 모드에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3가지의 모드를 구비하면, 전화 등으로 번호 등을 입력하기 위한 숫자입력과, 
로마자입력에 의한 일본어입력과, 영어입력과의 3가지의 입력 모드를 실현할 수가 있어, 여러가지 입력에 
적용할 수 있고, 범용성이 높은 키이입력장치로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어입력과 영어입력으로 키이배열
이 동일하기 때문에, 50음 순서로 설정된 카나배열과 알파베트 순차로 설정된 영어배열을 설정하고 있는 
종래에 비교해서, 각 문자의 위치가 기억하여 쉽게 되어 조작성을 보다 향상할 수가 있다.  

또한, 상기 모음이 설정된 5개의 키이의 안의 1개의 키이에는 장음 을 입력하는 제2의 문자키이가 설
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 상기 모음이 설정된 5개의 키이의 안의 1개의 키이에는 촉음「っ」을 입력하는 제2의 문자키이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음키이에는 모음만이 설정된 모음키이에, 장음 이나 촉음「っ」을 제2의 문자키이로서 설정하면, 

각 모음키이를 예컨대 2회 터치하는 것으로 장음 이나 촉음「っ」을 입력할 수 있고, 일본어입력에 

있어서 출현빈도가 높은 장음 이나 촉음「っ」을 용이하게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A」나「E」가 설정된 키이에, 장음 이나 촉음「っ」을 입력하는 제2의 문자키이가 설
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어를 로마자입력하는 경우, 「A+A」, 「E+E」와 같이「A」나「E」가 연속하
여 입력되는 것은, 다른 모음「I」,「U」,「O」에 비교해서 적다. 이것 때문에,「A」,「E」가 설정된 키

이에, 장음 , 촉음「っ」을 제2의 문자키이로서 각각 설정하면, 로마자입력에 있어서, 「A」나「E」

가 설정된 키이를 2회 누르는 것으로 용이하게 장음 이나 촉음「っ」을 입력할 수가 있어, 일본어입

력에 있어서 사용빈도가 높은 장음 이나 촉음「っ」의 입력이 용이하게 되어, 문자입력 효율이 향상
하여, 조작성이 보다 한층 향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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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키이입력 처리수단은 장음설정 모음키이가 1회 터치된 경우에는 장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을 

출력하고, 장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2회 터치된 경우에는, 장음 을 출력하고, 장음설정 모음키

이가 연속하여 3회 터치된 경우에는, 장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과 장음 을「모음+장음」의 순
으로 출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키이입력장치로서는 모음이 설정된 5개의 모음키이중의 1개의 모음키이에, 장음 을 입력하는 
제2의 문자키이가 설정되어 있고, 이 장음설정 모음키이를 2회 연속하여 터치하면, 키이입력 처리수단에 

의해서 장음 을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어입력에 있어서 사용빈도가 높은 장음 의 입력이 

용이하게 되어 문자입력 효율이 향상되게 된다.  

마찬가지로, 장음설정 모음키이를 3회 연속하여 터치하면, 키이입력 처리수단에 의해서 모음과 장음 
이 일본어입력에 있어서 빈도가 높은「모음+장음」의 순으로 출력되어, 문자입력 효율이 보다 향상되게 
된다.

또한, 상기 키이입력 처리수단은 장음설정 모음키이가 1회 터치된 경우에는 장음설정 모음키이에 설정된 
모음을 출력하고, 장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2회 터치된 경우에는 장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
을「모음+모음」과 연속하여 2개 출력하고, 장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3회 터치된 경우에는 장음설정 

모음키이에 설정된 모음과 장음 을「모음+장음」의 순으로 출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라도 좋다.  

이러한, 키이입력장치로서는 모음이 설정된 5개의 모음키이중 1개의 모음키이에, 장음 을 입력하는 
제2의 문자키이가 설정되어 있고, 이 장음설정 모음키이를 3회 연속하여 터치하면, 키이입력 처리수단에 

의해서 모음과 장음 이 일본어입력에 있어서, 빈도가 높은「모음+장음」의 순으로 출력할 수 있어, 
문자입력 효율이 향상되게 된다.  

또, 장음설정 모음키이를 2회 연속하여 터치하였을 때에, 장음 을 입력할지,「모음+모음」을 입력할
지는 장음이 설정된 모음키이의 모음이 2개 연속하여 입력되는 빈도 등을 고려하여 어느 발명을 선택하면 
좋다.  

또한, 키이입력 처리수단은 장음설정 모음키이 이외의 4개의 모음키이중 어느 키이가 터치된 후에 장음설
정 모음키이가 1회 터치된 경우에는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과, 장음설정 모음키이에 설정된 모음을「모
음+장음설정 모음키이에 설정된 모음」의 순으로 출력하고, 장음설정 모음키이 이외의 4개의 모음키이중 
어느 키이가 터치된 후에 장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2회 터치된 경우에는 모음키이에 설정된 모음과 

장음 을「모음+장음」의 순으로 출력하고, 장음설정 모음키이 이외의 4개의 모음키이중 어느 키이가 
터치된 후에 장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3개 터치된 경우에는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과, 장음설정 모

음키이로 설정된 모음 및 장음 을「모음+장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장음」의 순으로 출력하도
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라도 장음설정 모음키이 이외의 4개의 모음키이중에 어느 것을 터치한 후, 장음설정 모음키이

를 2회∼3회 터치하는 것으로, 장음 을 포함하는 문자가 간단히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입력 효
율이 향상되게 된다.  

더욱, 키이입력 처리수단은 자음키이가 터치한 후에 장음설정 모음키이가 1회 터치된 경우에는 자음키이
에 설정된 자음과, 장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을「자음+모음」의 순으로 출력하고, 자음키이가 터
치된 후에 장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2회 터치된 경우에는 자음키이로 설정된 자음과, 장음설정 모음
키이에 설정된 모음을「자음+모음+모음」의 순으로 출력하고, 자음키이가 터치된 후에 장음설정 모음키이
가 연속하여 3회 터치된 경우에는 자음키이로 설정된 자음과, 장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 및 장음 

을「자음+모음+장음」의 순으로 출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A」를 장음설정 모음키이로 한 경우, 임의의 자음키이를 터치하여「W」를 선택하고, 계속해
서「A」를 1회 터치하면,「W+A」가 되어「わ」가 입력된다.  

또한, 이 경우에「A」를 연속하여 2회 터치하면,「W+A+A」로 되어「わあ」가 입력된다. 더욱,「A」를 연
속하여 3회 터치하면,「W+A+ 」이 되어「わ 」가 입력된다.  

이와 같이, 자음키이를 터치한 후에, 장음설정 모음키이를 3회 터치만 하고,「자음+모음」의 로마자입력

으로 일본어가 입력됨과 동시에, 이 문자에 장음 이 부가되어, 장음을 포함하는 문자를 용이하게 입
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으로부터도 문자입력 효율이 향상된다.  

특히, 통상의 일본어입력으로서는 자음의 뒤에 장음 이 오는 것은 없고, 자음의 뒤에는 반드시 모음
이 온다. 이 점을 고려하여, 다른 모음의 후에 장음설정 모음키이를 연속하여 2회 터치한 경우에는 장음 

이 입력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하여, 자음의 뒤에 장음설정 모음키이를 연속하여 2회 터치한 경우에는
「자음+모음+모음」이 출력되도록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자입력에 의한 특색을 살린 문자입력을 할 
수 있어, 일본어입력에 있어서의 문자입력 효율이 향상되게 된다.  

또한, 모음이 설정된 5개의 모음키이중의 1개의 모음키이가 촉음「っ」를 입력하는 제2의 문자키이가 설
정된 촉음설정 모음키이로 되어 있는 경우, 키이입력 처리수단은 촉음설정 모음키이가 1회 터치된 경우에
는 촉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을 출력하고, 촉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2회 터치된 경우에는 촉
음「っ」를 출력하고, 촉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3회 터치된 경우에는 촉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과 촉음「っ」를「모음+촉음」의 순으로 출력하도록 구성된 키이입력장치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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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키이입력장치로서는 모음이 설정된 5개의 모음키이중의 1개의 모음키이에, 촉음「っ」를 입력하
는 제2의 문자키이가 설정되고, 이 촉음설정 모음키이를 2회 연속하여 터치하면, 키이입력 처리수단에 의
해서 촉음「っ」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어입력에 있어서 사용빈도가 높은 촉음「っ」의 입력이 
용이하게 되어 문자입력 효율이 향상된다.  

마찬가지로, 촉음설정 모음키이를 3회 연속하여 터치하면, 키이입력 처리수단에 의해서 모음과 촉음「っ
」가 일본어입력에 있어서 빈도가 높은「모음+촉음」의 순으로 출력할 수 있어 문자입력 효율이 보다 향
상되게 된다.  

또한, 키이입력 처리수단은 촉음설정 모음키이가 1회 터치된 경우에는, 촉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
을 출력하고, 촉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2회 터치된 경우에는 상기 촉음설정 모음키이에 설정된 모음
을「모음+모음」으로 연속하여 2개 출력하고, 촉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3회 터치된 경우에는 촉음설
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과 촉음「っ」를「모음+촉음」의 순으로 출력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이러한 키이입력장치로서는 모음이 설정된 5개의 모음키이중의 1개의 모음키이에, 촉음「っ」를 입력하는 
제2의 문자키이가 설정되어 있고, 이 촉음설정 모음키이를 3회 연속하여 터치하면, 키이입력 처리수단에 
의해서 모음과 촉음「っ」가 일본어입력에 있어서 빈도가 높은「모음+촉음」의 순으로 출력할 수 있어, 
문자입력 효율이 향상되게 된다.  

또, 촉음설정 모음키이를 2회 연속하여 터치하였을 때에, 촉음「っ」를 입력할 것인가,「모음+모음」을 
입력할 것인가는 촉음이 설정된 모음키이의 모음이 2개 연속하여 입력되는 빈도 등을 고려하여 이중 하나
의 발명을 선택하면 좋다.  

또한, 키이입력 처리수단은 촉음설정 모음키이 이외의 4개의 모음키이중 어느 것의 키이가 터치된 후에 
촉음설정 모음키이가 1회 터치된 경우에는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과, 촉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
을「모음+촉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의 순으로 출력하고, 촉음설정 모음키이 이외의 4개의 모음
키이중 어느 것의 키이가 터치된 후에 촉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2회 터치된 경우에는 모음키이로 설
정된 모음과, 촉음「っ」를「모음+촉음」의 순으로 출력한다. 촉음설정 모음키이 이외의 4개의 모음키이
중 어느 것의 키이가 터치된 후에 촉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3회 터치한 경우에는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과, 촉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 및 촉음「っ」를「모음+촉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촉음
」의 순으로 출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라도, 촉음설정 모음키이 이외의 4개의 모음키이중 어느 하나를 터치한 후에, 촉음설정 모음
키이를 2회∼3회 터치하는 것으로, 촉음「っ」를 포함하는 문자가 간단히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입
력 효율이 향상되게 된다.

더욱, 키이입력장치는 모음이 설정된 5개의 키이의 그 외에 알파베트의 21개의 자음을 나타내는 문자가 
설정된 복수의 자음키이가 설정되어 있고, 키이입력 처리수단은 자음키이가 터치된 후에 촉음설정 모음키
이가 1회 터치된 경우에는 자음키이로 설정된 자음과, 촉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을「자음+모음」
의 순으로 출력하고, 자음키이가 터치된 후에 촉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2회 터치된 경우에는 자음키
이로 설정된 자음과, 촉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을「자음+모음+모음」의 순으로 출력하고, 자음키
이가 터치된 후에 촉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3회 터치된 경우에는 자음키이로 설정된 자음과, 촉음설
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 및 촉음「っ」을「자음+모음+촉음」의 순으로 출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 자음키이가 터치된 후에 촉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4회 터치된 경우에는 자음키이로 설정
된 자음과, 촉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 및 촉음「っ」를「자음+모음+모음+촉음」의 순으로 출력하
도록 설정하더라도 좋다.  

예컨대,「E」를 촉음설정 모음키이로 한 경우, 임의의 자음키이를 터치하여「N」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E」를 1회 터치하면,「N+E」로 되어「ね」가 입력된다.  또한,  이 경우에,「E」를 연속하여 2회 터치하
면,「N+E+E」로 되어「ねえ」가 입력된다. 흔히,「E」를 연속하여 3회 터치하면,「N+E+っ」가 되어「ねっ
」가 입력된다.  

또, 4회 터치시의 처리도 설정되는 경우에는「E」를 연속하여 4회 터치하면,「N+E+E+っ」로 되어「ねえっ
」가 입력된다.  

이와 같이, 자음키이를 터치한 후에 촉음설정 모음키이를 3회 터치만으로,「자음+모음」의 로마자입력으
로 일본어가 입력됨과 동시에, 이 문자에 촉음「っ」가 붙여지게 되어, 촉음을 포함하는 문자를 용이하게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으로부터도 문자입력 효율이 향상된다.

특히, 통상의 일본어입력으로서는 자음의 뒤에 촉음「っ」가 오는 것은 없고, 자음의 뒤에는 반드시 모음
이 온다. 이 점을 고려하여, 다른 모음의 뒤에 촉음설정 모음키이를 연속하여 2회 터치하는 경우에는 촉
음「っ」가 입력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하여, 자음의 뒤에 촉음설정 모음키이를 연속하여 2회 터치하는 경
우에는「자음+모음+모음」이 출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자입력에 의한 특색을 살린 문
자입력을 할 수 있어, 일본어입력에 있어서의 문자입력 효율이 향상되게 된다.  

또한, 자음키이를 터치한 후에, 촉음설정 모음키이를 4회 터치하는 경우에는 일본어로 놓을 수 있는 문자
순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자음+모음+모음+촉음」의 순으로 입력되도록 설정하면,「모음+촉음」을 포함
하는 문자를 보다 일층 용이하게 입력할 수 있고 문자입력 효율이 보다 향상된다.  

또한, 키이입력 처리수단은「N」이 설정된 자음키이가 1회 터치된 경우에는「N」을 출력하고,「N」이 설
정된 자음키이가 연속하여 2회 터치된 경우에는 「ん」을 출력하고「N」이 설정된 자음키이가 연속하여 3
회 터치된 경우에는 「ん」및「N」을「ん+N」의 순으로 출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로마자에서의 일본어입력에 있어서, 「N」이 설정된 자음키이를 촉음「ん」을 입력하는 키이

75-6

1019980706974



로서 이용하는 것으로, 입력조작 등의 조작성이 향상되어, 문자입력 효율이 향상된다. 특히, 3회 터치된 
경우에는 로마자입력으로서는「N+ん」의 순으로 출력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ん+N」이 출
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음을 포함하는 문자가 용이하게 입력되어 문자입력 효율이 보다 
일층 향상된다.  

또한, 키이입력장치로서는 5개의 모음키이와 복수의 자음키이와가 설정된 메인키이영역과 이 메인키이영
역의 위쪽, 오른쪽 및 아래쪽에 배치된 복수의 기능키이로 이루어지는 コ자모양의 자장의 기능키이영역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자입력에 많이 이용하는 메인키이의 주위에 각 기능키이를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인키이로부터 각 
기능키이에 용이하게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고 조작성을 보다 일층 향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복수의 기능키이중 1개의 기능키이에는 각 키이의 시프트상태에 설정된 문자나 기능을 
입력하는 시프트기능과, 미확정 문자의 카나한자변환을 하는 변환기능과, 스패이스를 입력하는 스패이스 
입력기능이 설정되어 있고, 상기 시프트기능은 상기 기능키이를 누른 상태로 또한 눌러 처음으로부터 일
정시간내에 다른 모음키이, 자음키이, 기능키이가 눌러질때를 누르면서 상기 변환기능은 일본어입력 모드
일 때에 입력문자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기능키이를 단독으로 눌러 때었을 때에 이동하고, 상기 스패이
스 입력기능은 상기 기능키이를 단독으로 눌렀을 때에 이동하록 설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1개의 기능키이에 시프트기능, 변환기능, 스패이스 입력기능의 3가지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몫 키이수를 적게 되고, 또한 조작성도 향상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장치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가리키는 정면도.  

도 2는 상기 제1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치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3은 상기 제1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치의 내부구성을 가리키는 블럭도.  

도 4는 제1실시형태로 일본어입력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조작이 예를 게시하는 도면.  

도 5는 제1실시형태로 영어입력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조작이 예를 게시하는 도면.  

도 6은 제1실시형태로 영어입력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조작이 예를 게시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제2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장치의 주요부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3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장치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가리키는 정면도.  

도 9는 상기 제3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치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4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장치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5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장치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가리키는 정면도.  

도 12는 상기 제5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치의 주요부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13은 본 발명의 제6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장치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가리키는 정면도.

도 14는 상기 제6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치의 주요부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15는 상기 제6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치의 내부구성을 가리키는 블록도.  

도 16은 제6실시형태로 일본어입력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조작이 예를 게시하는 도면.

도 17은 제6실시형태로 기호입력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조작이 예를 게시하는 도면.  

도 18은 제6실시형태로 기능입력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조작이 예를 게시하는 도면.  

도 19은 제6실시형태로 영어입력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조작이 예를 게시하는 도면.  

도 20은 본 발명의 제7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장치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가리키는 정면도.  

도 21은 제7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치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22는 제7실시형태로 일본어입력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조작이 예를 게시하는 도면.  

도 23은 제7실시형태로 영어입력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조작이 예를 게시하는 도면.  

도 24는 제7실시형태로 영어입력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조작이 예를 게시하는 도면.  

도 25는 본 발명의 제8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장치를 가리키는 정면도.

도 26은 제8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치에 의한 입력처리순서를 가리키는 블럭도.  

도 27은 제8실시형태로 일본어입력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조작이 예를 게시하는 도면.  

도 28은 제8실시형태로 장음설정 모음키이를 이용한 일본어입력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조작이 예를 게시하
는 도면.  

도 29는 제8실시형태로 촉음설정 모음키이를 이용한 일본어입력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조작이 예를 게시하
는 도면.  

도 30은 제8실시형태로 기호입력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조작이 예를 게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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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은 제8실시형태로 기능입력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조작이 예를 게시하는 도면.  

도 32는 제8실시형태로 영어입력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조작이 예를 게시하는 도면.  

도 33은 본 발명의 제9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장치의 주요부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34는 제9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입력 모드가 바꾸고 조작을 도시한 도면.  

도 35는 제9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전각모드 및 반각모드를 포함하는 입력 모드가 바꾸고 조작을 도시한 도
면.  

도 36은 제9실시형태에 있어서의 기능키이와 대응하는 일반적인 키이보드의 기능을 도시한 도면.  

도 37은 제9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카나모드에서의 입력을 나타내는 도면.

도 38은 제9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카나모드에서의 입력을 나타내는 도면. 

도 39는 제9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장음설정 모음키이 및 촉음설정 모음키이의 입력을 도시한 도면.  

도 40은 제9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영자모드 및 숫자모드에서의 입력을 나타내는 도면.  

도 41은 제9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영자모드 및 숫자모드에서의 입력을 나타내는 도면.  

도 42는 제9실시형태에 있어서의 각 입력 모드일 때의 메인키이의 입력처리 대응을 도시한 도면.  

도 4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장치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4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장치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4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장치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4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장치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4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장치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4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장치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4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장치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5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장치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5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장치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5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장치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5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장치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5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장치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5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장치를 적용한 전자계산기를 가리키는 사시도.  

도 56은 도 55의 키이입력장치의 주요부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57은 도 55의 키이입력장치의 주요부의 다른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5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치의 주요부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5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치의 주요부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6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치의 주요부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6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치의 주요부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6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치의 주요부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6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장치의 키이배열을 가리키는 평면도.  

도 64는 일본어 및 영어의 입력터치수를 비교한 도면.  

실시예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첨부의 도면에 따라서 이를 설명한다.  

이하에, 본 발명의 제1실시형태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는,  도 1에 도시되어 있듯이, 
휴대전화(1)의 키이입력장치(2)로서 이용된다.  

휴대전화(1)에는 마이크(3)와, 스피커(4)와, 액정 디스플레이(5)가 설치됨과 동시에, 복수의 키이가 배치
된 키이입력장치(키이입력부)(2)가 설치된다.  

키이입력장치(2)에는 도 2에 도시되어 있듯이, 상하 6단 좌우 3열의 계18개의 키이가 배치되어 있고, 그 
중간의 4단 3열의 계12개의 키이(21∼32)로 숫자나 문자를 입력하는 메인키이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
단 및 하단의 6개의 키이로 기능키이(51∼56)가 설정되어 있다.  

메인키이(21∼32)와 기능키이(51∼56)에는 각 문자나 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즉, 각 메인키이(21∼32)의 키이탑의 좌측에는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등에 쓰이는 숫자키이가 설정되
어 있고, 오른쪽에는 로마자에 의한 일본어입력이나 영어입력에 쓰이는 알파베트 등의 문자키이가 설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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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여기서, 상기 메인키이(21∼32)에서의 문자키이의 배열은 상단측에 모음키이가 설정되어 있고, 그 아래쪽
에는 로마자입력에 있어서 상기 모음키이와 조합되어 져서「か」행∼「わ」행을 입력하는 자음키이가 위
쪽에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본 발명의 특징의 하나는 종래의 휴대전화에서의 일본어의 입력이 카나문자의 50음 배열에 근거하는 입력
인데 대하여 로마자입력을 채용한 점이다.

로마자입력은 카나문자 50음에 비교해서 문자수가 적기 때문, 특히 키이수가 적은 휴대전화 등으로서는 
카나문자 50음을 각 키이에 설정한 경우에 비교해서 조작이 간단하고, 또한 최근의 퍼스널 컴퓨터 등의 
보급에 따라 일본어를 입력하는 사용자의 대부분이 로마자를 사용하여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한다는 
잇점이 있다.  

더욱, 로마자입력으로서는 각 문자의 출현빈도에는 규칙성이 있고, 모음의 빈도가 가장 높고, 다음에 자
음이「K, S, T, N…」의 50음 순서로 거의 출현한다.

따라서, 본 실시형태로서는 모음키이를 상단의 메인키이(21∼25)에 정리하여 설정하고, 자음키이를 그 아
래쪽의  키이(26∼32)에  빈도가  높은  순차적으로  한줄로  나란하기  때문에,  빈도로  합쳐져서  기억하기 
쉽고, 또한 치기가 쉬운 순서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  키이(21∼32)에는  숫자배열로서,  상단좌측에서  순차로  키이(21)에  숫자「1」이, 키이
(22)에 숫자「2」가, 키이(23)에 숫자「3」이, 키이(24)에 숫자「4」가, 키이(25)에 숫자「5」가, 키이
(26)에 숫자「6」이, 키이(27)에 숫자「7」이, 키이(28)에 숫자「8」이, 키이(29)에 숫자「9」가, 키이
(30)에 기호「*」가, 키이(31)에 숫자「0」이, 키이(32)에 기호「#」이 설정되어, 전화를 조작할 수 있도
록 설정되어 있다.  

또한, 문자배열로서 각 키이(21∼25)에는 각각 모음을 나타내는 「A」,「I」,「U」,「E」,「O」가 제1의 
문자키이로서 배열되어 있다.  

이 배열은 좌로부터 오른쪽 및 제1단으로부터 제2단에 감에 따라서, 「A」,「I」, 「U」,「E」,「O」가 
되도록 문자가 기억하기 쉬움을 배려하고 설정되어 있다.  

한편, 각 키이(27∼32)에는 제1의 문자키이로서, 일본어의 자음을 나타내는 「K」,「S」,「T」,「N」,「H
」,「R」의 자음키이가 배열되어 있고, 키이(26)에는 자음키이「Y」가 배열되어 있다. 이것들의 배열은「
か」행,「さ」행,「た」행,「な」행,「は」행,「ら」행,「や」행의 자음이 거의 アカサタナ순차로 나란하
게 배열되어 구성되어 있다.  

또한, 키이(32, 26)에는 제2의 문자키이로서,「M」,「W」의 자음키이가 배열되어 있다. 이 배열은, 나머
지의「ま」행,「わ」행이 나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키이(27∼29,  31)에는,  제2의 문자코드로서「G」,「Z」,「D」,「B」의 각 키이가 배열되어 있다. 
즉,「が」행,「ざ」행,「だ」행,「ば」행을 입력하는 자음「G」,「Z」,「D」,「B」가, 청음「か」행,「さ
」행,「た」행,「は」행을 입력하는「K」,「S」,「T」,「H」에 대응하여 설정되어 청음과 탁음이 대응하
도록 배열되어 있다.  

또한,「は」행,「ば」행을 입력하는「H」,「B」가 설정된 키이(31)에는 제3의 문자코드로서「ぱ」행을 입
력하기 위한「P」가 설정되어 있고,「ぱ」행의 입력도 기억하기 쉽고, 또한 조작성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있다.  

더욱,「A」,「E」가 설정된 모음키이(21, 24)에는 제2의 문자코드로서 장음 , 촉음「っ」이 각각 설
정되어 있다. 즉,  로마자입력에 있어서,「A」나「E」는 연속하여 사용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이 키이

(21, 24)를 2회 누룰 때는 장음 , 촉음「っ」이 입력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더욱, 키이(26∼29)에는 제3의 문자키이로서「X」,「F」,「J」,「V」가 각각 설정되어 있다.  

또한, 키이(30)에는 제2의 문자키이로서「C」가 설정되고, 제3의 문자키이로서「Q」가 설정되어 있다. 더
욱, 키이(32)에는 제3의 문자키이로서「L」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알파베트 26문자에 관해서는 12개의 메인키이(21∼32)의 내, 5개의 키이(21∼25)에 모음「A」,「
I」,「U」,「E」,「O」가  단독으로  설정되고,  다른  키이(26∼32)에  다른  21문자가  3문자씩  설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키이(26)에「YWX」, 키이(27)에「KGF」, 키이(28)에「SZJ」, 키이(29)에「TDV」, 키
이(30)에「NCQ」, 키이(31)에「HBP」, 키이(32)에「RML」이 각각 설정되어 있다.  

한편, 기능키이(51∼56)에는 전화용에 설정된 각종 기능이 설정된 것외, 문자입력용의 기능도 설정되어 
있다.  

즉, 키이(51)에는 문자입력 모드를 숫자(표준)입력 모드, 일본어입력 모드,  영어입력 모드 등에 변경하
는 메뉴 등을 표시하는 메뉴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또, 메뉴키이(51)로 모드전환 메뉴를 표시할 때는 전
원키이(54)를 이용하여 카나(일본어)입력이나 영어입력로 바꾸도록 되어 있다.  

또한, 키이(52, 53)에는 보냄키이(cursor key)가 설정되어 있다. 이 보냄키이는 커서(문자입력위치)의 이
동의 이외에, 영어입력에 있어서 입력을 확정하기 위해서도 쓰인다.  

또한, 기능키이(55)에는, 구점 , 독점  및 콤마「,」,  피어리드「.」가 설정되어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는 일본어입력 모드로서는 키이(55)를 1회 누르면 구점 이 입력되고, 2회 누르면 피어리드

「.」가 입력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또한, 영어입력 모드로서는 키이(55)를 1회 누르면 콤마「,」, 2회 
누르면 피어리드「.」가 입력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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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기능키이(56)에는  입력한  모음이나「ヤ」,「ユ」,「ヨ」를 소문자「ア」,「イ」,「ウ」,「エ」,「
オ」,「ヤ」,「ユ」,「ヨ」로 변환되거나, 알파베트를 소문자에 변환하는 소문자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다음에 전술의 것같은 키이배열의 키이입력장치(2)에 있어서의 입력처리기능에 관해서, 도 3에 도시된 블
럭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우선, 각 키이(21∼32, 51∼56)가 눌러졌는지 여부를 키이입력 검출수단(1O1)으로 검출한다. 예컨대, 일
정사이클(예컨대 1∼10ms)로 타임머 개입을 하고, 각 키이(21∼32, 51∼56)에 할당된 I/0포트 등을 체크
하여 키이입력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여 키이가 입력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면 좋다.

키이가 없다고 판정되면 타이머 개입을 일정사이클로 되풀이하여 키이입력을 유지한다. 한편, 키이입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키이입력 처리수단(102)에 있어서 입력처리가 행하여진다.  

또, 키이입력 검출수단(101)으로서는 각 키이(21∼32)가 몇번 연속하여 눌러질 지도 검출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이 경우에, 키이입력 검출수단(101)은 키이(21∼32)로 설정된 복수의 문자키이의 수보다도 많은 키이가 
눌러진 경우에는, 문자키이의 수분이 눌러진 회수는 무시하고 두 번째 1회부터 눌러진 것으로 하여 키이
(21∼32)의 터치회수를 카운트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예컨대, 제1∼제3의 3가지의 문자키이가 설정되어 있는 키이를 4회 누른 경우에는, 4회 중의 3회(문자키
이수분)는 무시되고, 나머지의 분, 요컨대 1회 누른 것으로 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키이입력 검출수단(101)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회수눌러버린 경우라도, 더욱 그 키이
를 누르기를 계속하면 옳은 문자키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성을 향상할 수가 있다.  

또한, 키이입력 검출수단(101)은 눌러지고 있는 키이 이외의 키이가 눌러진 시점에서, 상기 키이의 터치
회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각 문자키이를 선택입력하는 경우, 각 키이(21∼32)를 1회 이상 누르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
떤 키이를 1회 누른 상태로서는, 그 키이가 더욱 눌러져 있는지, 1회 누르기 끝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
다. 이것 때문에, 누르고 있는 키이와 다른 키이가 누르면, 그 시점에서 전에 누르고 있는 키이의 터치회
수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 메뉴키이(51) 및 카나/영자전환키이(54)가 눌러진 경우에는, 모드전환수단(103)이 작동되고, 키이입
력 처리수단(102)의 입력 모드가 설정된다.  

키이입력 처리수단(102)으로서는 설정된 입력 모드로 입력된 키이에 응해서 소정의 숫자, 문자가 출력되
도록 처리된다. 그리고, 출력할 수 있는 숫자, 문자는, 화면제어수단(104)을 통해 액정 디스플레이(5)에 
표시된다.

이하에, 키이입력 처리수단(102)에 있어서의 숫자, 문자의 출력처리에 관해서 상술한다.  

우선, 입력 모드가 숫자입력 모드로 설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각 키이(21∼32)를 누르면, 키이입력 처리
수단(102)은 그 키이(21∼32)에 설정된 숫자를 출력한다. 따라서, 전화의 발신상태이면 전화번호를 입력
하여 전화를 걸 수 있어,  또한 전화번호부로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상태가 되고 있으면 전화번호를 입력
하여 등록할 수가 있다.  

또한, 일본어입력 모드로 설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 4에 예시하도록 키이입력조작에 응한 
문자(카다카나)가 출력할 수 있어 액정 디스플레이(5)에 표시된다.  

즉, 키이(21∼25)를 1회 누르면,「ア」∼「オ」가 출력된다. 또한, 자음키이(26∼32)를 누른뒤에 모음키
이(21∼25)를 누르면, 청음「カ」∼「ワ」가 출력할 수 있다. 즉, 키이(27)를 1회 누르면「K」가 선택되
고, 계속해서 키이(21)를 누르면「A」가 선택되기 때문에,「K+A」로 되어「カ」가 출력된다. 마찬가지로, 
키이(27, 22)를 순차로 누르면「キ」가 출력된다.

또한, 키이(26)를 2회 누르면「W」이 선택되고, 계속해서 키이(21)를 누르면 「A」가 선택되기 때문에,「
W+A」로 되어「ワ」가 출력된다.

다른 청음도 마찬가지로, 키이(26∼32)를 1회 혹은 2회 누르고 제1 혹은 제2의 문자키이를 선택한 후, 키
이(21∼25)의 모음을 누르는 것으로「カ행」∼「ワ행」의 각 문자가 출력된다.  

더욱, 키이(27∼29, 31)를 2회 눌러「G」,「Z」,「D」,「B」를 선택한 후에,  키이(21∼25)의 모음을 누
르는 것으로「ガ」,「ザ」,「ダ」,「バ」행의 각 탁음이 출력된다.

또한, 키이(31)를 3회 눌러 제3의 문자키이인「P」를 선택한 후, 키이(21∼25)의 모음을 누르는 것으로 
「パ」,「ピ」,「プ」, 「ペ」,「ポ」의 각 문자가 출력할 수 있다.  

키이(21)를 2회 누르면 제2의 문자키이인 장음 이 출력할 수 있고, 키이(24)를 2회 누르면 제2의 문
자키이인 촉음「っ」가 출력된다. 또한, 일본어입력 모드로 키이(30)를 2회 누르면 발음「ん」을 출력할 
수 있다.  

흔히, 자음과 모음과의 사이에 키이(26)의「Y」를 누르는 것으로, 요음이 출력할 수 있다. 예컨대, 키이
(27, 26, 21)를 순차 1회 누르면 「K+Y+A」로「キョ」가 출력할 수 있다.  또한, 키이(27)를 2회 누른 뒤
에, 키이(26, 25)를 순차 1회 계속누르면「G+Y+O」로「ギョ」가 출력할 수 있다.  

또한, 키이(55)를 1회 누르면 구점 이 출력되고, 2회 누르면 독점 을 출력할 수 있다.  

또, 종래 휴대전화에 있어서 50음 배열의 카다카나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1문자마다 커서키이를 눌러 
이송조작을 하여 문자를 확정했었지만, 본 실시형태로서는, 기본적에「자음+모음」의 순차로 키이가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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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로마자입력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음키이(21∼25)를 누른시점(및 키이(30)를 2회 누른시점)에
서 문자를 확정할 수 있고 이송조작이 불필요하여 진다.

또한, 본 실시형태로서는 일본어입력으로서 카다카나를 입력하는 예를 게시하였지만 기능키이에 한자변환
기능을 마련하거나, 히라가나 입력 모드를 설정하는 것으로 가명한자로 하여 일반적인 일본어입력을 할 
수 있다.

한편, 영어입력 모드로 설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 5, 6에 예시되어 있듯이, 키이입력조작에 응한 문자
(알파베트)가 출력할 수 있어 액정 디스플레이(5)에 표시된다.

즉, 키이(21∼25)를 1회 누르면,「A」∼「O」가 출력된다. 또한, 키이(26∼32)를 1회 누르면, 제1문자키
이인「Y」,「K」,「S」,「T」,「N」,「H」,「R」이 출력할 수 있다.  

또한, 키이(26∼32)를 2회 누르면「W」,「G」,「Z」,「D」,「C」,「B」, 「M」이 출력할 수 있다.

흔히, 키이(26∼32)를 3회 누르면「X」,「F」,「J」,「V」,「Q」,「P」,「L」이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알파베트의 소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도 6에 도시되어 있듯이, 각 알파베트를 입력하는 키이를 
누른 뒤에 소문자 변환기능이 설정된 키이(56)를 누르면 좋다. 또, 메뉴(51)에 의해서 소문자의 입력을 
표준상태로 하여, 통상의 키이조작으로 알파베트의 소문자가 입력되고, 키이(56)를 누르는 것으로 알파베
트의 대문자에 변환되도록 설정하더라도 좋다.

또, 알파베트의 경우, 로마자입력과 같이「자음+모음」의 룰이 없기 때문, 예컨대,「K」와「G」를 입력하
기 위해서, 키이(27)를 1회와 2회 누른 경우와, 「F」를 입력하기 위해서 키이(27)를 3회 누른 경우로, 
입력을 구별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보냄키이(53)를 입력할 것인가 또는 다른 키이를 입력하는 것으로 
각 문자가 확정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예컨대,「K」가「G」라고를 계속하여 입력하는 경우, 키이(27)를 1회 누른 뒤에 키이(53)를 눌러「K」를 
확정하고, 그후 키이(27)를 2회 누른 뒤에 키(53)를 눌러「G」를 확정한다. 

또한, 다른 키이에 설정된 문자를 계속하여 입력하는 경우에는, 키이(53)를 누르지 않더라도 확정되도록 
되어 있다. 즉, 「K」가「S」로 계속하여 입력하기 위해서는 키이(27)를 1회 누른뒤에 키이(28)를 누르면 
좋다.  

이러한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1) 1개의 키이에 복수의 문자키이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종래의 키이보드에 비교해서 대폭 적은 12개
의 메인키이(21∼32)를 이용하여 로마자입력이나 영어입력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키이입력장치(2)
의 소형화가 도모할 수 있고 휴대전화나 손목시계 등의 대단히 소형의 기기 등에도 용이하게 적용할 수가 
있음과 동시에, 키이의 위치도 기억하기 쉽고, 한쪽 손이라도 조작할 수 있고 초보자라도 용이하게 익숙
할 수가 있다.  

2) 각 키이(21∼32)로 설정된 복수의 문자키이는 그 키이(21∼32)를 누르는 회수로 선택할 수 있고, 시프
트키이 등의 다른 키이를 마련하여 선택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키이수를 적게 할 수 있어 보다 소형화
를 꾀할 수 있다. 더욱, 키이(21∼32)를 누르는 회수를 바꿀뿐이고 설정된 문자키이를 선택할 수 있기 때
문에, 선택조작이 직감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조작성을 보다 향상할 수 있다.  

3) 각 키이(21∼32)를 1회 터치하는 것으로 제1의 문자키이를 입력할 수 있고, 2회 터치하는 것으로 제2
의 문자키이를 입력할 수 있고, 3회 터치하는 것으로 제3의 문자키이를 입력할 수 있고, 문자키이의 번호
와 키이(21∼32)를 누르는 회수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키이조작이 보다 기억하여 쉽게 되고, 조작성을 
향상할 수 있다.

4) 설정된 문자키이수 이상으로 키이(21∼32)를 실수로 터치하더라도, 설정된 분의 터치회수는 무시되고, 
흔히 그 키이를 누르기를 계속하면 옳은 문자키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성을 향상할 수가 있다.  

5) 키이(21∼32)의 터치회수는 계속해서 다른 키이, 예컨대 다른 자음키이나 모음키이를 터치하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문자를 연속하여 입력할 수 있어서 입력조작성을 향상할 수가 있다.  

6) 특히, 일본어입력 모드에 있어서는 로마자입력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음키이(26∼32)의 뒤에 모
음키이(21∼25)를 누른시점에서 문자를 확정할 수 있고, 키이(53)를 누르는 이송조작을 할 필요가 없고 
그 몫 키이 터치회수를 적게 할 수 있어서 조작성을 보다 향상할 수가 있다.

또한, 영어입력 모우드에 있어서도 서로 출원하기 쉬운 자음과 모음을 다른 키이에 설정하는 것으로, 다
른 알파베트를 연속하여 입력할 때에, 같은 키이를 연속하여 터치해야만 하는 빈도를 적게 할 수 있고 이
것 때문에, 문자보내기  키이(53)를 누르는 조작을 적게 할 수 있어 조작성을 향상할 수가 있다.  

7) 보냄키이(53)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영어입력시 등에 같은 키이로 설정된 문자를 계속하여 입력하는 
등, 다른 키이를 계속하여 입력할 수 없는 경우라도 보냄키이(53)로 확실히 확정할 수가 있다.

8) 일본어라도 영어라도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모음, 요컨대「A」,「I」,「U」,「E」,「O」를 독립한 키
이(21∼25)에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것들의 문자는 키이를 1회만 눌러 입력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A
」이외의 모음은 복수회 키이를 누르지 않으면 입력할 수 없는 종래의 50음 배열 혹은 영어배열에 비교해
서, 사용빈도가 높은 모음입력시의 터치회수를 적게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입력조작성을 향상할 수 
있고 고속입력을 할 수 있다.  

9) 모음「A」,「I」,「U」,「E」,「O」가, 제1단번째로부터 제2단번째에 향해서 또한 좌로부터 우로 향해
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각 모음의 키이위치를 기억하기 쉽고, 보다 조작성을 향상할 수 있다.  

10) 알파베트의 모음이외의 다른 21개의 문자를 7개의 키이(26∼32)에 3개씩 배열하고 있기 때문에, 12개
와 대단히 적은 키이수로 알파베트 26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어, 소형으로 휴대성에 뛰어난 키이입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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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를 형성할 수 있고, 휴대전화(1)도 소형화 할 수 있다.  

11) 자음키이가 설정된 7개의 키이(26∼32)에는 각각 3개씩 문자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 문자의 입
력을 각 키이를 누르는 회수로 나누고 있는 경우에, 각 키이를 최대 3회 누르면 어떤 문자라도 입력할 수 
있고, 최대 5회 누르지 않으면 안되는 종래의 50음 배열에 비교해서 입력조작성을 향상할 수 있고, 고속
입력을 할 수 있다.  

이외, 각 자음이 각 키이(26∼32)에 균등에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키이 터치조작의 발란스를 잘할 수 있
게 되어 있고, 조작성을 보다 일층 향상할 수 있다.  

12) 자음「K」∼「W」이 설정된 키이(26∼32)와, 모음「A」∼「O」가 설정된 키이(21∼25)와 분리되어 키
이를 설정하였기 때문에,「자음+모음」의 로마자입력으로 일본어를 입력할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일본
어를 입력하는 경우, 평균하여 2회 키이를 누르는 조작을 하면 입력할 수가 있어, 예컨대 10개의 키이에
「あ」행∼「わ」행을 설정하고, 각 키이를 1∼5회 눌러 각 문자를 입력한다, 즉 평균하여 4∼5회의 키이
를 누르는 조작이 필요한 종래의 50음 배열에 비교해서 입력조작성을 향상할 수 있고, 고속입력을 할 수 
있다.  

13) 마찬가지로, 영어에 있어서도 자음과 모음이 서로 출원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을 나눠 
키이설정하여 영어입력시에 있더라도 터치수(키이를 누르는 회수)를 적게 할 수 있어, 입력조작성을 향상
할 수가 있다. 특히, 다른 알파베트를 연속하여 입력할 때에, 같은 키이를 연속하여 터치해야만 하는 빈
도를 적게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보냄키이(53)를 누르는 조작을 적게 할 수가 있어 조작성을 향상할 
수가 있다.  

14) 각 키이(26∼32)로 설정된 자음은 일본어에 있어서도, 영어에 있어서도 비교적 사용빈도가 높은 문자
를 적은 터치수로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의 터치수를 보다 적게 할 수 있어, 입력
효율을 보다 일층 향상할 수가 있다.  

15) 알파베트의 배열은 일본어입력 모드라도 영어입력 모드라도 같은 배열 때문에 키이위치를 기억하기 
쉽게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어입력 모드와 영어입력 모드를 바꿔 병용하는 경우에, 키이배열이 기억하기 
쉽고 키이입력때의 조작성을 보다 일층 향상할 수가 있다.

16)「G」,「Z」,「D」,「B」를 이용하여 탁음을 입력하거나,「N」을 2회 눌러 발음「ん」을 입력하거나,
「자음+Y+모음」으로 각 음을 입력하고 있어, 종래가 일반적인 키이보드에 있어서의 로마자입력에 준한 
문자의 편성으로 탁음 등을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키이조작을 신속히 습득할 수가 있어, 조작성도 향상
할 수 있고 고속으로 입력할 수가 있다.  

17)  흔히 로마자입력에 있어서,「カ」행을 입력하는「K」와「ガ」행을 입력하는「G」를 키이(27)에,「サ
」행을 입력하는「S」와「ザ」행을 입력하는「Z」를 키이(28)에, タ행을 입력하는「T」와 ダ행을 입력하
는「D」을 키이(29)에, ハ행을 입력하는「H」와 バ행을 입력하는「B」를 키이(31)에 각각 설정하였기 때
문에, 관련하는 청음 및 탁음을 같은 키이를 써 키이를 누르는 회수를 바꾸어 입력할 수 있다. 이것 때문
에, 탁음용의 키이위치를 간단히 파악할 수 있고, 입력조작도 기억하여 쉽게 되어 고속으로 입력할 수가 
있다.  

18) 연속하여 사용되는 것이 적은「A」가 설정된 키이(21)의 제2의 문자키이로서 장음 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키이(21)를 2회 누르는 것으로 장음 을 용이하게 입력할 수 있고, 입력조작성을 보다 
한층 향상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연속사용이 적은「E」가 설정된 키이(24)의 제2의 문자키이로서 촉음「っ」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키이(24)를 2회 누르는 것으로 촉음「っ」를 용이하게 입력할 수 있고, 입력조작성을 향상할 수 
있다.  

19) 각 키이(21∼32)에는 숫자키이도 설치되기 때문에, 문자입력뿐만이  아니라, 숫자입력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특히 휴대전화, 손목시계, 전자수첩 등의 전화번호부 등에 수신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용이
하게 입력할 수가 있다.  

20) 즉, 12개의 키이(21∼32)로 전화 등으로 번호를 입력하기 위한 숫자입력과, 로마자입력에 의한 일본
어입력과, 영어입력과의 3가지의 입력 모드를 실현할 수가 있어, 여러 가지 입력에 적용할 수 있고, 범용
성이 높은 키이입력장치(2)로 할 수 있다.  

즉, 12개의 키이(21∼32)는 상하 4단 좌우 3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숫자키이의 배열이 휴대전
화를 비롯하는 각종 전화에 있어서의 누름버튼과 같은 배열이, 전화나 FAX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2실시형태에 관해서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상기 제
1실시형태와 동일 또는 상당 구성부분에는 동일부호를 붙여, 설명을 생략 혹은 간략한다.  

본 실시형태는 상기 제1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치(2)를 영어전용의 키이입력장치(2)로 한 것이다. 구체적
으로는, 도 7에 도시되어 있듯이, 메인키이(21∼32)중 일본어입력때에 밖에 쓰지 않은 모음키이(21)의 제

2문자키이인 장음 과, 모음키이(24)의 제2문자키이인 촉음「っ」를 제거한 것이다.

또한, 본 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치(2)를 휴대전화(1)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기능키이(51∼56)도 영어입
력에 합하여 설정되어 불필요한 기능키이가 없으면 좋다. 영어입력용의 기능키이로서는 키이입력을 확정
하는 보냄키이, 숫자 등을 입력하기 위해서 메인키이(21∼32)와 동시에 눌러 시프트입력을 하는「Shift」
키이,  스패이스를  입력하는「Space」키이,  숫자입력  모드로  하는「Num」키이,  기호입력  모드로 하는「
Mark」키이, Help를 표시하는 「Help」키이, 각종 모드전환 등의 메뉴를 표시하는「Menu」키이 등을 적절
히 설치하면 좋다.

이 영어전용의 키이입력장치(2)에 있어서의 입력조작은 도 5, 6에서 도시된 상기 제1실시형태의 영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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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와 동일이고, 각 키이(21∼32)를 1회 터치하면 제1의 문자키이가 입력되고, 키이(26∼32)를 2회 터치
하면 제2의 문자키이가 입력되고, 3회 터치하면 제3의 문자키이가 입력된다.  

또한, 각 키이의 입력확정도 보냄키이(53)를 입력한다든가 다른 키이를 입력하는 것으로 각 문자가 확정
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상기 제1실시형태와 동일하다.

이러한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도, 상기 제1실시형태의 1)∼20)의 효과중,   일본어입력때만의 효과 6), 
12), 16)∼18)이외의 각 효과 1)∼5),  7)∼11), 13)∼15), 19), 20)의 각 작용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3실시형태에 관해서, 도 8, 9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상
기 제1실시형태와 동일 또는 상당 구성부분에는 동일부호를 붙여, 설명을 생략 혹은 간략한다.  

본 실시형태는 문자입력용의 키이로서 12개의 키이(21∼32)에 3개의 키이(33∼35)를 부가하여 계15개의 
키이를 이용한점이 상기 제1실시형태와 다르지만, 휴대전화(1)에 이용된 점이나, 모음키이와 자음키이가 
분리하여 설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즉, 도 8 및 도 9에 도시되어 있듯이, 본 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치(60)에는, 상하 5단 좌우 3열의 15개의 
메인키이(21∼35)와, 상하 2단 좌우 3열의 6개의 기능키이(71∼76)가 설치된다.  

여기서, 기능키이(71∼76)에는 전화용으로 설정된 각종 기능이 설정된 것 외에, 키이(73)에는 문자입력 
모드를 숫자(표준)입력 모드, 일본어입력 모드, 영어입력 모드 등에 변경하는 모드전환기능이 설정되고, 
키이(72)에는 소문자 변환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또, 보냄키이(cursor key)는 도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키이(74, 76) 등에 적절히 설정되고 있다.  

한편, 메인키이(21∼32)에는, 제1실시형태와 같은 숫자키이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키이(33∼35)에는 전
화용의 각종 기능이 설정되어 있고, 이것들의 키이(33∼35)는 전화(1)에 있어서는 기능키이므로서 설정된 
것이지만, 본 실시형태로서는 문자입력용에도 병용할 수 있다.  

키이(21∼25)에는 상기 제1실시형태와 같이 제1의  문자키이로서 모음「A」,  「I」,「U」,「E」,「O」가 
설정되어 있다. 또, 키이탑은「ア」,「イ」,「ウ」, 「エ」,「オ」와 카다카나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키이(27∼35)에는 제1문자키이로서「K」,「S」,「T」,「N」,「H」,「M」,「Y」,「R」,「W」이 설정
되어 있다. 제1실시형태로서는「M」,「W」은 독립한 키이로 설정되고 있지 않지만, 본 실시형태로서는 문
자키이를 늘리었기 때문, 「M」,「W」도 독립한 키이(32, 35)로 설정되고 있다. 

더욱, 키이(26)에는 제1문자키이로서 촉음「っ」가 설정되고, 제2문자키이로  발음「ん」이 설정되어 있
다.  

또, 키이탑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키이(27∼29, 31)에는「G」,「Z」,「D」,「B」의 탁음입력용의 문
자가 제2문자키이로서 설정되어 있다.  

더욱, 영어입력용의「C」,「F」,「J」,「L」,「Q」,「V」,「X」를 각 키이(27∼35)의 제2의 문자키이 혹
은 제3의 문자키이로서 설정하더라도 좋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도, 상기 제1실시형태와 같이, 입력 모드를 바꿔 각 키이를 누르는 것으로, 숫자, 
일본어, 영어의 각 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각 문자의 입력조작은, 예컨대 제2의 문자키이면 그 키이를 2회 누르면 좋고, 상기 제1실시형태
와 같아 설명을 생략한다.  

이러한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도 상기 제1실시형태의 1)∼20)의 작용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21) 키이수를 늘리었기 때문에,「R」,「W」,「っ」를 1회의 터치 조작성을 입력할 수 있어 이것들의 문자
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조작성을 향상할 수가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4실시형태에 관해서,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치(10)는 퍼스널 컴퓨터 본체와, 액정이나 CRT로 이루어지는 디스플레이를 갖는 
퍼스널 컴퓨터의 입력장치로서 이용된다.  

키이입력장치(10)는, 도 10에 도시되어 있듯이, 상하 3단 좌우 5열의 15개의 메인키이(81∼95)로 이루어
지는 메인키이영역(80)과, 상기 메인키이영역(80)의 아래쪽에 상하 1단 좌우 5열의 5개의 서포트키이(151
∼155)로 이루어지는 서포트키이영역(150)을 주체로서 구성되어 있다.  

또, 이 키이입력장치(10)는 통상, 책상의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에 용이
하게 움직이기 쉬운 집게 손가락으로 좌측 2열의 키이(81, 82, 86, 87, 91, 92)를 입력하고, 다른 3열의 
키이(83∼85, 88∼90,  93∼95)를 각각 가운데 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으로 입력하고, 서포트키이
(151∼155)를 엄지손가락으로 입력하면 효율적이다. 단지, 이 설정은 어디까지나 기본동작이고, 복수의 
키이를 동시에 누르는 경우 등은 적당한 손가락을 이용하여 입력하면 좋다. 이외 왼쪽 손도 이용하여 입
력하더라도 좋고, 키이입력장치(10)를 책상위에 놓지 않고, 왼쪽 손으로 지탱하여 입력하더라도 좋다.  

또, 기본적인 홈위치(home position)는 메인키이영역(80)의 중단의 키이(87∼90)로 설정되고 있다.  

메인키이(81∼95)와 서포트키이(151∼155)에는 도 10에 도시되어 있듯이 각 문자가 설정되어 있다.

즉, 각 메인키이(81∼95)의 키이탑의 좌측상하에는 로마자에 의한 일본어입력이나 영어입력에 이용하는 
알파베트가 설정되고, 그 오른쪽 상하에는 기호 및 숫자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키이탑 하단측에는 기
능 및 F번호가 설정되어 있다.

메인키이영역(80)내에서의 문자키이의 배열은 메인키이영역(80)내의 각 키이의 타자의 용이함의 순서와, 
로마자입력할 때의 알파베트의 모음 및 자음의 사용빈도를 대조하여 배치되어 있고, 또한 모음 및 자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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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사용빈도가 높은 순차로 이 키이배열상에 있어서 설치되어 치기가 쉬운 순서인 중단, 상단, 하단으
로 배열됨과 동시에, 각 단의 키이는 기준측에서 반대측으로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또, 서포트키이(기능키이)(151∼155)는 주로 변환·무변환·시프트 등의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메인키이
영역(80)내에 배열된 15개의 키이(81∼95)와 조합되어서 키이입력장치(10)에 있어서의 각종 기능을 실행
하게 한다.  

따라서, 메인키이영역(80)의 15개의 키이(81∼95)에 의해서 각종의 문자가 설정된 문자키이가 구성되고, 
서포트 키이영역(150)내의 5개의 키이(151∼155)에 의해서 기능키이가 구성되어 있다.  

또, 문자키이로 설정되는 문자로는 알파베트에 한하지 않고, 숫자, 기호, 기능, 키이번호 등도 포함하는 
것이다.  

메인키이영역(80)중 한편측(도시예로서는 좌측)은 인지가 홈위치로 되는 기준측으로 되어 있고, 이 기준
측 2열의 키이군으로 이루어지는 존을 모음을 입력하는 모음존에 설정하고, 메인키이영역(80)의 나머지 3
열의 키이군으로 이루어지는 존을 자음을 입력하는 자음존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준측 2열의 키이군으로 이루어지는 모음존에는, 81, 82, 86, 87, 91, 92의 6개의 키이가 구비
되어 있고, 이들 각 키이(81, 82, 86, 87, 91, 92)에는 제1의 문자키이로서 각각 모음을 나타내는「A」,
「I」,「U」,「E」,「O」의 모음키이가 아래와 같이 배열되어 있다.  

즉, 모음키이중 중단의 키이(87, 86)에는 각각「A」,「I」의 터치키이가 배열되어 있고, 상단의 키이(82, 
81)에는 각각「U」,「E」의 터치키이가 배열되어 있고, 더욱 하단의 키이(92, 91)에는「O」과 발음「ん」
의 터치키이가 배열되어 있다.

이 배열은, 오른손인지를 모음존의 홈위치로 하였을 때에, 인지의 홈위치로 되는 홈위치로 되는 위치의 
키이(87)에, 사용빈도가 높은「A」, 그 가로의 키이(86)에「I」의 키이가 배치되어 있고, 더욱, 상단, 하
단에 감에 따라서, 사용빈도순차로 따라「U」,「E」,「O」의 키이가 배치된 것이다. 이 모음존상에서의 
배열은 중단, 상단, 하단에 감에 따라서,「A」,「I」,「U」,「E」,「O」가 되도록 문자가 기억하기 쉬움
도 배열하여 설정되어 있다.

한편, 오른쪽 3열의 자음존에는 제1의 문자키이로서 일본어의 자음을 나타내는「K」,「S」,「T」,「N」,
「H」,「M」,「Y」,「R」,「W」의 자음키이가 배열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단의 키이(88,  89, 
90)가 좌측에서 차로「K」,「S」,「T」의 키이로 되어 있고,  또한 상단의 키이(83, 84, 85)가 좌측에서 
순차적으로「N」,「H」,「M」의 키이로 되어 있고, 더욱 하단의 키이(93, 94, 95)가 좌측에서 순차로「Y
」,「R」,「W」의 키이로된 기본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의 배열은「か」행,「さ」행,「た」행,「
な」행,「は」행,「ま」행,「や」행,「ら」행,「わ」행의  자음이  アカサタノ순차로  키이의  중단,  상단, 
하단, 더욱 기준측에서 반대측으로 나란하게 되도록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다.  

또, 이러한 배열도 모음의 배열과 같이, 치기쉬운 순서와 로마자의 사용빈도의 순서를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오른손인지를 모음존의 홈위치으로 하였을 때에, 중단의 가운데 손가락의 홈위치로 
되는 위치의 키이(88)에, 일본어에 있어서 사용빈도가 높은「K」의 키이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전술의 가운데 손가락위치의 키이(88)의 옆에는「S」가 대비된 키이(89)가 구비되어 있고, 그 가로
의 키이(90)에는「T」의 키이가 배치된다. 그리고, 상단, 하단에 감에 따라서, 각 단의 키이에는 기준측
에서 반대측에 향해서, 사용빈도 순차에 따라서 키이(83)에는「N」이, 키이(84)에는「H」가, 키이(85)에
는「M」이,  키이(93)에는「Y」가,  키이(94)에는「R」이,  키이(95)에는「W」의  키이가  각각  배치되어 
있다.  

또한, 모음키이 및 자음키이의 제2의 문자키이(메인키이영역(80)의 각 키이(81∼95)의 상하에 배치된 문
자중의 위쪽의 문자이고, 각 키이(81∼95)를 2회 터치한 경우에 입력된다)에는, 영어입력으로 쓰이는 「Q

」,「J」,「X」,「.」,「,」, 촉음「っ」, 구점 , 독점 , 장음 , 점「·」 및 모음을 조합

하여 반탁음, 탁음을 구성하는「P」,「B」,「G」,「Z」,「D」가 할당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A」,「I」,「U」,「E」,「O」에  대응하는  키이(87,  86,   82,  81,  92)에는「Q」, 「J
」,「.」,「,」,「X」가 배열되어 있고,「ん」키이(91)에는 촉음「っ」가 배열되고, 자음존의 상단의「N
」,「H」,「M」에 대응하는 터치키이(83, 84, 85)에는「P」,「B」, 점「·」이 배열되어 있고, 중단의「K
」,「S」,「T」에 대응하는 터치키이(88, 89, 90)에는「G」,「Z」,「D」가 배열되어 있고, 더욱 하단의「

Y」,「R」,「W」에 대응하는 터치키이(93, 94, 95)에는 구점 , 독점 , 장음 이 배열되어 

있다.  

또, 본 실시형태로서는 오른손으로 조작하는 경우에 관해서의 키이배열로 되어 있지만, 왼쪽손으로 조작
하는 경우는 기준측이 도시예와는 반대로 되어 좌우반대로 배열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더욱 키이(85, 91, 93∼95)에는 영어입력 모드시에 입력가능해지는 키이가 설정되어 있다. 즉, 키이(85, 
91,  93∼95)에는  영어입력  모드때의  제2의  문자키이로서,「C」,「'」,「F」,「V」,「L」이  설정되어 
있다. 또한, 키이(91)에는 영어입력 모드때의 제1의 문자키이로서「CAPS」가 설정되어 있다.  

또, 키이(93, 94)로 설정된「F」,「V」는 로마자입력시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 때문에, 이것들
의 키이(93, 94)는 일본어입력 모드로서는 1회 터치한 경우에는「Y」,「R」이 입력되고, 2회 터치한 경우

에는 구두점 ,  이 입력되고, 3회 터치한 경우에는「F」,「V」가 입력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또한, 영어입력 모드로서는, 구두점 ,  은 쓰이지 않기 때문에, 키이(93, 94)를 2회 터치하면

「F」,「V」가 입력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한편, 서포트 키이영역(150)은 기준측(좌측)으로부터 시프트기능, 카나한자 변환기능 및 스패이스 입력기
능을 갖은 키이(151)와, 카나한자 무변환의 기능 및 입력 모드를 영어입력으로 바꾸는 기능을 갖은 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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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와, 백스패이스 입력의 기능 및 입력 모드를 수기호 입력에 바꾸는 기능을 갖은 키이(153)와, 삭제
(DEL)기능 및 입력 모드를 카다카나 입력에 바꾸는 기능을 구비한 키이(154)와, 행바꿈입력기능 및 반각
입력 기능을 가진 키이(155)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메인키이(81∼95)에는 수기호모드로 설정되었을 때에, 제1의 문자키이 요컨대 1회 터치로 입력
되는 숫자배열로 설정되어 있다. 이 숫자배열로서는 메인키이영역(80)의 중앙 3열에 숫자키이가 설정되어 
있고, 좌우 2열에 산술기호키이가 설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메인키이영역(80)의 상단좌측에서 순차적
으로 키이(81)에 기호「-」가, 키이(82)에 숫자「7」이, 키이(83)에 숫자「8」이, 키이(84)에 숫자「9」
가,  키이(85)에  기호「/」가 설정되어 있고,  또한 중단좌측에서 순차로 키이(86)에  기호「+」가, 키이
(87)에 숫자「4」가, 키이(88)에 숫자「5」가, 키이(89)에 숫자「6」이, 키이(90)에 기호「*」가 설정되
고, 더욱  하단좌측에서 순차적으로 키이(91)에 숫자「0」이, 키이(92)에 숫자「1」이, 키이(93)에 숫자
「2」가, 키이(94)에 숫자「3」이,  키이(95)에 기호「.」가 설정되어 있다.  

흔히, 각 메인키이(81∼95)에는 수기호모드로 설정되었을 때에, 제2의 문자키이, 요컨대 2회 터치로 입력
되는 기호배열도 설정되어 있다. 이 기호배열로서는, 메인키이영역(80)의 상단좌측에서 순차적으로 키이
(81)에  괄호기호「「」가,  키이(82)에  괄호기호「」」가,  키이(83)에  새미콜론기호「;」가,  키이(84)에 
콜론기호「:」가, 키이(85)에 기호「%」가 설정되어 있고, 또한 중단좌측에서 순차적으로 키이(86)에 괄
호기호「(」가, 키이(87)에 괄호기호「)」가, 키이(88)에 수식기호「@」가, 키이(89)에 
엔드기호「＆」가, 키이(90)에 샵기호「#」가 설정되어 있고, 흔히 하단좌측에서 순차적으로 키이(91)에 
수식기호「!」가, 키이(92)에 물음표기호「?」가, 키이(93)에 엔기호「￥」가, 키이(94)에 달러기호「$」
가, 키이(95)에 기호「=」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키이입력장치(10)에 있어서는 일본어입력 모드 또는 카다카나입력 모드로서는, 자음키이와 모음
키이를 순차 입력하는 것으로, 로마자입력에 의한 일본어입력이 행하여진다. 이 경우에, 상기 실시형태와 
같이, 자음키이는 1회 터치하는 것으로 제1의 문자키이가 선택되고, 2회 터치하면 제2의 문자키이가 선택
되고, 모음키이를 누른 단계에서 확정된다.  

또, 일본어입력 모드시에는 문자키이가 입력된 후에 변환키이(51)나 무변환키이(52)가 눌러진 경우에는 
가나한자 변환이나 무변환(히라가나) 등의 각종 변환처리가 행하여진다.  

이상에 의해, 1회의 터치조작에 대하는 처리가 완료하여, 다음 키이입력이 있으면 이상의 처리를 되풀이
하여 순차 키이입력을 한다.  

한편, 영어입력 모드로서는 각 키이를 순차적으로 눌러 입력한다. 이 경우에, 같은 키이로 설정된 문자 
혹은 같은 문자를 계속하여 입력하는 경우, 예컨대, 키이(83)의「P」,「N」을 계속하여 입력하는 경우는, 
키이(83)를 2회 터치한 후에, 무변환키이(152)나 리턴키이(155)를 눌러 이송조작을 한 후에, 키이(83)를 
1회 터치하여 입력한다.  

또한, 다른 키이로 설정된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 예컨대 키이(89)「S」, 키이(90)의「D」를 계속하여 입
력하는 경우는 키이(89)를 1회 터치한 후에, 키이(90)를 2회 터치하면 좋다.  

이와 같이, 영자모드로서는 어떤 키이를 터치한 후에, 다른 키이나 이송 조작을 할 수 있는 키이(152, 
155)를 누르는 것으로 입력이 확정한다.  

또한, 수기호모드로 설정된 경우에는, 각 키이(81∼95)를 1회 터치하면 숫자배열의 각 숫자(문자)가 입력
되고, 2회 터치하면 기호배열의 각 기호(문자)가 입력된다. 이 경우도, 영어입력 모드와 같이, 어떤 키이
를 터치한 후에, 다른 키이나 이송조작을 할 수 있는 키이(152, 155)를 누르는 것으로 입력이 확정된다.  

또, 숫자나 기호는 계속하여 입력하는 경우에는 숫자배열이나 기호배열의 고정모드를 설정하고, 각 키이
를 1회 터치만으로 숫자나 기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같은 숫자나 기호를 연속 입
력할 때에, 이송조작이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입력조작성을 보다 향상할 수 있다.  

또, 각 키이(81∼95)에 설정된 기능이나 F번호는 각각 키이(152, 153)와 각 키이(81∼95)를 동시에 터치
하여 입력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도 상기 각 실시형태와 같은 1)∼21)의 작용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22) 또한, 각 키이(81∼95)에 문자나 숫자뿐만이 아니라 기호등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호입력때 등의 
조작성을 향상할 수 있다.  

23) 더구나, 알파베트 26문자에 추가되어, 일본어입력에 있어서는 빈도가 높은 구점 , 독점  등

도 포함시키고, 각 메인키이(81∼95)에 설정할 수 있고, 적은 키이수라도 일본어입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알파베트 26문자에 추가되어 영어입력으로서는 빈도가 높은 콤마「,」, 피어리드
「.」등도 포함시키고 메인키이(81∼95)에 설정할 수 있고, 영어입력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5실시형태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상기 제1∼4실
시형태와 동일 또는 상당 구성부분에는 동일부호를 붙여, 설명을 생략 혹은 간략한다.

본 실시형태는 도 11에 도시되어 있듯이, 휴대전화(200)의 키이입력장치(2)로서 사용된다.  

휴대전화(200)에는 마이크(3)와, 스피커(4)와 액정 디스플레이(5)가 설정됨과 동시에, 복수의 키이가 배
치된 키이입력장치(키이입력부)(2)가 설치된다.  

키이입력장치(2)에는  상하  6단  좌우  4열의  계24개의  키이가  배치되어  있고,  도  12에서도  도시되어 
있듯이, 그 위아래방향 중앙에서 또한 좌측의 4단 3열의 계 12개의 키이(221∼232)로 숫자나 문자를 입력
하는 메인키이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른 12개의 키이로 기능키이(271∼282)가 설정되어 있다.  

메인키이(221∼232)와 기능키이(271∼282)에는 각 문자나 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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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각 메인키이(221∼232)의 키이탑의 좌측에는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등에 이용되는 숫자키이가 설
정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로마자에 의한 일본어입력이나 영어입력에 이용되는 알파베트 등의 문자키이가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메인키이(221∼232)에서의 문자키이의 배열은 상기 제1실시형태와 동일이고, 상단측에 모음
키이가 설정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로마자입력에 있어서 상기 모음키이와 조합하여서「か」행∼「わ」
행을 입력하는 자음키이가 위쪽에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 12에 도시되어 있듯이, 각 키이(221∼232)에는 숫자배열로서, 상단좌측에서 순차적으로 
키이(221)에 숫자「1」이, 키이(222)에 숫자「2」가, 키이(223)에 숫자「3」이, 키이(224)에 
숫자「4」가, 키이(225)에 숫자「5」가, 키이(226)에 숫자「6」이, 키이(227)에 숫자「7」이, 키이(228)
에  숫자「8」이,  키이(229)에  숫자「9」가,  키이(230)에  기호「*」가,  키이(231)에  숫자「0」이, 키이
(232)에 기호「#」이 설정되어 있고, 전화조작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또한, 문자배열로서 각 키이(221∼225)에는 각각 모음을 나타내는 「A」,「I」,「U」,「E」,「O」가 제1
의 문자키이로서 배열되어 있다.  

이 배열은 좌로부터 우 및 제1단으로부터 제2단에 감에 따라서,「A」, 「I」,「U」,「E」,「O」가 되도록 
문자가 기억하기 쉬움을 배열하여 설정되어 있다.

한편, 각 키이(226∼232)에는 제1의 문자키이로서, 일본어의 자음을 나타내는「Y」,「K」,「S」,「T」,「
N」,「H」,「R」의 자음키이가 배열되어 있다.  이것들의 배열은「か」행,「さ」행,「た」행,「な」행,「
は」행,「ら」행,「や」행의 자음이 대강 アカタナ순서로 나란하도록 배열되어 구성되어 있다.  

또한, 키이(232, 226)에는 제2의 문자키이로서,「M」,「W」의 자음키이가 배열되어 있다. 이 배열은 나머
지의「ま」행,「わ」행이  나란하도록  되어  있다.  또,  키이(232)에는  제1의  문자키이로서「M」을 

설정하고, 제2의 문자키이로서「R」을 설정하더라도 좋다.  

또한, 키이(227∼229, 231)에는 제2의 문자코드로서,「G」,「Z」,「D」「B」의 각 키이가 배열되어 있다. 
즉,「が」행,「ざ」행,「だ」행,「ば」행을 입력하는 자음「G」,「Z」,「D」,「B」가, 청음「か」행,「さ
」행,「た」행「は」행을 입력하는「K」,「S」,「T」,「H」에 대응하여 설정되어 청음과 탁음이 대응하도
록 배열되어 있다.  

또한,「な」행을 입력하는「N」은 로마자입력에 있어서는 발음「ん」을 입력하는 키이로서 이용되어 있기 
때문에,「N」이 설정된 키이(230)에 일본어입력 모드시에 놓을 수 있는 제2의 문자키이로서「ん」를 배열
하더라도 좋다.

또한,「は」행,「ば」행을 입력하는「H」,「B」가 설정된 키이(231)에는  제3의 문자코드로서「ぱ」행을 
입력하기 위한「P」이 설정되어 있고,「ぱ」행의 입력도 기억하기 쉽고, 또한 조작성도 양호하게 될 수 
있다.  

더욱,「A」,「E」가 설정된 모음키이(221, 224)에는 제2의 문자코드로서 장음 , 촉음「っ」가 각각 
설정되어 있다. 즉, 로마자입력에 있어서,「A」나「E」는 연속하여 사용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이 키이

(221, 224)를 2회 누를 때는 장음 , 촉음「っ」가 입력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더욱, 키이(226∼229)에는 제3의 문자키이로서「X」,「F」,「J」,「V」가 각각 설정되어 있다. 또한, 키
이(230)에는  제2의  문자키이로서「C」가  설정되어  있고,  제3의  문자키이로서「Q」가  설정되어  있다. 
더욱, 키이(232)에는 제3의 문자 키이로서「L」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알파베트 26문자에 관해서는 상기 제1실시형태와 같이, 12개의 메인키이(221∼232)의, 5개의 키
이(221∼225)에  모음「A」,「I」,「U」,「E」,「O」가  단독으로  설정되고,  다른  키이(226∼232)에  다른 
21문자가 3문자씩 설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키이(226)에「YWX」, 키이(227)에「KGF」, 키이(228)에「
SZJ」, 키이(229)에「TDV」, 키이(230)에「NCQ」, 키이(231)에「HBP」, 키이(232)에「RML」이 각각 설정
되어 있다.

이들의 각 문자는 도 12에 도시되어 있듯이, 각 키이(221∼232)의 오른쪽에 표기되어 있다.  

한편, 기능키이(271∼282)에는 도 11에 도시되어 있듯이, 전화용에 설정된 각종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것
외에, 문자입력용의 기능도 설정되어 있다.  

또, 각 키이(271∼282)에 있어서, 복수의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키이(271∼282)를 누르는 회
수나, F(function)키이(271)와 동시에 누름으로써 각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키이(275, 276, 277, 278)에는 보냄키이(cursor key)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키이(278)에는 입력된 일본어를 한자 등으로 변환하는 변환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키이(279)에는 
리턴키이와, 변환의 확정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기능키이(280∼282)로서는, 각 키이(280∼28)를 1회 누르면, 키이의 좌측에 기재된 기능이 실행되고, 2회 
누르면 키이의 오른쪽에 기재된 기능이 실행된다.  

즉, 키이(282)에는 영자입력 모드에의 전환기능과 숫자입력 모드에의 전환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또한, 
키이(281)에는 카나입력 모드(가나한자 입력 모드)에의 전환기능과, 카나입력 모드(카다카나 입력 모드)
로의 전환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더욱, 키이(280)에는 기호입력 모드에의 전환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또, 이것들의 키이(280∼282)는 키이입력을 각 모우드에 고정하기 위해서 이용되지만, 입력된 키이를 숫
자, 영자, 카나, 카나 등에 뒤에서 변환하는 키이로서 이용하더라도 좋다.  

키이(271)에는 전원키이와 F(function)키이가 설정되어 있다. 즉, 키이(271)를 단독으로 누르면, 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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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off가 행해지고, 키이(271)를 누른 채로 각 키이(277∼282)를 동시에 누르면, 각 키이(277∼282)의 위
쪽에 기재된 기능,  즉「메모리」,「코일」,「메너」등의 전화용의 기능이나,「취소」,「반각」,「소문자
」등의 문자입력용의 기능이 실행되게 되고 있다.  

키이(272∼274)에는 전화의 발신, 절단, 입력의 클리어 등의 전화용의 각 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키이배열의 키이입력장치(2)에 있어서의 입력처리기능은 메인키이(221∼232)의 키이배열이 동일한 
상기 제1실시형태와 기본적으로 동일한다.  

즉, 본 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치(2)에 있어서의 상기 제1실시형태의 도 3과 같은 키이입력 검출수단(101) 
및 키이입력 처리수단(102)을 구비하고 있고, 각 키이(221∼232, 271∼282)가 눌러졌는지 여부를 키이입
력 검출수단(101)으로 검출한다. 예컨대, 일정사이클(예컨대 1∼10ms)로 타임머 개입을 하여, 각 키(221
∼232, 271∼282)에 할당된 I/0포트 등을 체크하여 키이입력이 있는지 열부를 체크하면 좋다.  

키이입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타임머 개입을 일정사이클로 되풀이하여 키이입력을 기다린다. 한편, 키이
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키이입력 처리수단(102)에 있어서 입력처리가 행하여진다.  

또, 키이(280∼282)를 눌러 모드전환조작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모드전환수단(103)이 작동되고, 키이입력 
처리수단(102)의 입력 모드가 적시 전환되어 설정된다.  

키이입력 처리수단(102)에서는 설정된 입력 모드로 입력된 키이에 응해서 소정의 숫자, 문자가 출력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그리고, 출력된 숫자, 문자는 화면제어수단(104)을 통해 액정 디스플레이(5)에 표시된
다.  

아래에서 키이입력 처리수단(102)에 있어서의 숫자, 문자의 출력처리에 관해서 상술한다.  

우선, 입력 모드가 숫자입력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키이(221∼232)를 누르면, 키이입력 처리
수단(102)은 그 키이(221∼232)로 설정된 숫자를 출력한다. 따라서, 전화의 발신상태이면, 전화번호를 입
력하여 전화를 걸수있고, 또한 전화번호부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상태이면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등록할 
수가 있다.  

또한, 일본어입력 모드나 영어입력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메인키이(221∼232)가 상기 제1실시형
태와 같은 키이배열을 하기 때문에, 제1실시형태의 도 4 및 도 5에서 도시된 예와 같은 키이입력조작으로 
그 조작에 응한 문자가 출력할 수 있어 액정 디스플레이(5)에 표시된다.  

이러한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도 상기 제1실시형태의 1)∼20)와 같은 작용효과를 얻을 수 있다.  

24) 더욱, 제1실시형태에 비교해서 많은 기능키이(271∼282)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문자입력이나 전화사
용시에 편리한 기능을 보다 많이 설정할 수 있고, 조작성을 향상할 수가 있다.  

25) 문자입력에 다용하는 메인키이(221∼232)의 주위에, 각 기능키이(271∼282)를 배치하였기 때문에, 메
인키이(221∼232)로부터 각 기능키이(271∼282)에 용이하게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고, 예컨대, 키이(224
∼226)를 홈위치로 한 경우 등에, 메인키이(221∼232)뿐만이 아니라 각 기능키이(271∼282)도 용이하게 
칠수 있고, 조작성을 보다 한층 향상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6실시형태에 관해서 도 13∼도 19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는 상기 제5실
시형태와 같이 휴대전화(200)의 키이입력장치(2)에 관한 것이고, 각 메인키이(221∼232)로 설정된 문자키
이의 배열이나 메인키이(221∼232)의 위치 및 각 기능키이(251∼262)의 배치위치나 그 내용 등이 다르다.  

휴대전화(200)에는 마이크(3)와, 스피커(4)와, 액정 디스플레이(5)가 설치됨과 동시에, 복수의 키이가 배
치된 키이입력장치(키이입력부)(2)가 설치된다.

키이입력장치(2)에는 상하 6단 좌우 4열의 계24개의 키이가 배치되어 있고 도 14에 도시되어 있듯이, 그 
좌우의 4단 3열의 계12개의 키이(221∼232)로 숫자나 문자를 입력하는 메인키이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른 12개의 키이로 기능키이(251∼262)가 설정되어 있다.  

메인키이(221∼232)와 기능키이(251∼262)에는 각 문자나 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즉, 각 메인키이(221∼232)의 키이탑의 좌측에는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등에 이용하는 숫자키이가 설
정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로마자에 의한 일본어입력이나 영어입력에 이용하는 알파베트 등의 문자키이가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메인키이(221∼232)에서의 문자키이의 배열은 상단측에 모음키이가 설정되어 있고, 그 아래
쪽에는 로마자입력에 있어서 상기 모음키이와 조합하여「か」행∼「わ」행을 입력하는 자음키이가 위쪽에
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즉, 본 실시형태의 문자키이의 배열은 제1∼5실시형태와 같이, 일본어의 로
마자입력을 고려하고 설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 14에 도시되어 있듯이, 각 키이(221∼232)에는 숫자배열로서, 상단좌측에서 순차적으로 
키이(221)에 숫자「1」이, 키이(222)에 숫자「2」가, 키이(223)에 숫자「3」이, 키이(224)에 
숫자「4」가, 키이(225)에 숫자「5」가,  키이(226)에 숫자「6」이, 키이(227)에 숫자「7」이, 키이(22
8)에 숫자「8」이, 키이(229)에 숫자「9」가, 키이(230)에 기호「*」가, 키이(231)에 숫자「0」이,  키이
(232)에 기호「#」이 설정되어 있고, 전화조작이 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또한, 문자배열로서, 각 키이(221∼225)에는 각각 모음을 나타내는 「A」,「I」,「U」,「E」,「O」가 제1
의 문자키이로서 배열되어 있다.

이 배열은 좌로부터 우 및 제1단으로부터 제2단에 감에 따라서「A」,「I」,「U」,「E」,「O」가 되도록 
문자가 기억하기 쉬움을 배열하여 설정되어 있다.  

한편, 각 키이(226∼232)에는 제1의 문자키이로서, 일본어의 자음을 나타내는「K」,「S」,「T」,「N」,「
H」,「R」,「Y」의 자음키이가 배열되어 있다.  이것들의 배열은「か」행,「さ」행,「た」행,「な」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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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행,「ら」행,「や」행의 자음이 거의 アカサタナ순차로 나란하도록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다.

또한, 키이(231, 232)에는 제2의 문자키이로서,「M」,「W」의 자음키이가 배열되어 있다. 이 배열은 나머
지의「ま」행,「わ」행이  나란하도록  되어  있다.  또,  키이(231)에는  제1의  문자키이로서「M」을 

설정하고, 제2의 문자키이로서「R」을 설정하더라도 좋다.  

또한, 키이(226∼230)에는 제2의 문자코드로서,「G」,「Z」,「D」,「ん」,「B」의 각 키이가 배열되어 있
다.  즉,  「が」행,「ざ」행,「だ」행,「ば」행을 입력하는 자음「G」,「Z」,「D」,「B」이, 
청음「か」행,「さ」행,「た」행,「は」행을 입력하는「K」,「S」,「T」,「H」에 대응하여 설정된 청음과 
탁음이 대응하도록 배열되어 있다.  

또한,「な」행을 입력하는「N」은 로마자입력에 있어서는 발음「ん」를 입력하는 키이로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N」이 설정된 키이(229)에, 일본어입력 모드시에 놓을 수 있는 제2의 문자키이로서「ん」가 배
열하는 것으로, 기억하기 쉽게 조작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  

또한,「は」행,「ば」행을 입력하는 「H」,「B」가 설정된 키이(230)에는 제3의 문자코드로서「ぱ」행을 
입력하기 위한「P」가 설정되어 있고,「ぱ」행의 입력도 기억하기 쉽고, 또한 조작성도 잘할 수 있다.

흔히, 키이(231, 232)에는 일본어입력 모드시에 놓을 수 있는 제3의 문자키이로서 ,「·」가 설정되어 있
다.  

흔히,「E」가 설정된 모음키이(224)에는 제2의 문자코드로서 촉음「っ」가 설정되어 있다. 즉, 로마자입
력에 있어서,「E」는 연속하여 사용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이 키이(224)를 2회 누른 때는 촉음「っ」가 
입력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들의 각 문자는 도 14에 도시되어 있듯이, 각 키이(221∼232)의 오른쪽상단에 표기되어 있다.

더욱, 키이(221∼232)의 오른쪽 하단에는 영어입력에만 이용되는 문자가 각각 표기되어 있고, 각각 제3의 
문자키이(일부는 제2의 문자키이)로서 설정되어 있다.  

즉, 키이(226∼228)에는 제3의 문자키이로서「F」,「V」,「J」가 각각 설정되어 있다.  

또한, 키이(229)에는 영어입력 모드때의 제2의 문자키이로서「C」가 설정되어 있고, 제3의 문자키이로서
「Q」가 설정되어 있다.  

더욱, 키이(231, 232)에는 영어입력 모드때의 제3의 문자키이로서「L」,  「X」가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알파베트 26문자에 관해서는 12개의 메인키이(221∼232)의 안, 5개의 키이(221∼225)에 모음「A
」,「I」,「U」,「E」,「O」가 단독으로 설정되고, 다른 키이(226∼232)에, 다른 21문자가 3문자씩 설정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키이(226)에「KGF」, 키이(227)에「SZV」, 키이(228)에「TDJ」, 키이(229)에「
NCQ」, 키이(230)에「HBP」, 키이(231)에「RML」, 키이(232)에「YWX」가 각각 설정되어 있다.  

한편,  기능키이(251∼262)에는  도  13에  도시되어  있듯이,  전화용에  설정된  각종  기능이  설정되는  것 
외에, 문자입력용의 기능도 설정되어 있다.  

또, 각 키이(251∼259)에 있어서는 각 키이(251∼259)를 1회 누르면 키이아래쪽에 기재된 기능이 실행되
고, 2회 누르면 키이위쪽에 기재된 기능이 실행된다.  

즉,  키이(251,  255,  256, 258)에는 보냄키이(cursor key)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키이(257)에는 입력된 일본어를 한자 등에 변환하는 변환기능과, 각종의 메뉴를 표시하는 메뉴기능
이 설정되어 있다. 키이(259)에는 리턴키이와, 변환의 확정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기능키이(260∼262)로서는 각 키이(260∼262)를 1회 누르면, 키이의 좌측에 기재된 기능이 실행되고, 2회 
누르면 키이의 오른쪽에 기재된 기능이 실행된다.

즉, 키이(260)에는 숫자입력 모드에의 전환기능과, 영자입력 모드에의 전환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또한, 키이(261)에는 카나입력 모드(카나한자 입력 모드)로의 전환기능과, 카나입력 모드(카다카나 입력
모우드)로의 전환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또, 이것들의 키이(260, 261)는 키이입력을 각 모우드에 고정하기 위해서 이용되지만, 입력된 키이를 숫
자, 영자, 카나, 카나에 뒤에서 변환하는 키이로서 이용하더라도 좋다.

키이(262)에는 확장용의「기능」키이와, F(function)키이와 설정되어 있다. 즉,  키이(262)를 누른 채로 
각 키이(251∼261)를 동시에 누르면, 각 키이(251∼261)의 아래쪽에 기재된 기능이 실행된다.

구체적으로는 키이(262)를 누르면서 키이(251)를 동시에 누르면, 파일다운이 실행되고 키이(252)를 동시
에 누르면 삽입모드로 전환되고 키이(253)를 동시에 누르면 삭제기능이 실행되고, 키이(254)를 동시에 누
르면 취소기능이 실행되고, 키이(255)를 동시에 누르면 파일다운이 실행되고, 키이(256)를 동시에 누르면 
행두이동 기능이 실행되고, 키이(257)를 동시에 누르면 한자변환시에 전후보를 선택하는 기능이 실행되고 
키이(258)를 동시에 누르면 행미이동 기능이 수행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키이(262)를 누르면서 키이(259)를 누르면 기호입력 모드로 되어,  키이(260)를 동시에 누르면 입
력 모드를 반각에 설정하거나, 입력한 문자를 반각에 변환하는 기능이 실행되고, 키이(261)를 동시에 누
르면 소문자 변환기능이 실행되게 된다.

또한, 키이(262)를 누르면서 각 문자키이(221∼232)를 누르면, 각 키이(221∼232)의 아래쪽에 기재된 각 
기호가 입력된다. 즉, 키이(262)를 누르면서 키이(221)를 1회 누르면 가 입력되고, 2회 누르면「,」

가 입력된다. 마찬가지로하여 나머지 키이(222∼232)를 키이(262)와 동시에 누르면 , 각 기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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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력된다.  

흔히, 키이(262)를 2회 누른뒤에, 키이(221∼232)로 숫자「01」∼「99」를 누르면,「F01」∼「F99」에 설
정된 펑션기능이 실행된다.

다음에 전술의 것 같은 키이배열의 키이입력장치(2)에 있어서의 입력처리기능에 관해서, 도 15에 나타난 
블록도를 참조로 하면서 설명한다.  

우선, 각 키이(221∼232,  251∼262)가 눌러졌는가의 여부를 키이입력 검출수단(101)으로 검출한다. 예컨
대, 일정사이클(예컨대 1∼1Omg)로 타임머 개입을 하여, 각 키이(221∼232,  251∼262)에 할당된 I/0포트 
등을 체크하여 키이입력인지 여부를 체크하면 좋다.  

키이입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타임머 개입을 일정사이클로 되풀이하여 키이입력을 대기한다. 한편, 키이
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키이입력 처리수단(102)에 있어서 입력처리가 행하여진다.  

또, 키이(260, 261)를 눌러 모드전환조작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모드전환수단(103)이 작동하고, 키이입력 
처리수단(102)의 입력 모드가 적시 전환되어 설정된다.  

키이입력 처리수단(102)으로서는 설정된 입력 모드로 입력된 키이에 응해서 소정의 숫자, 문자가 출력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그리고, 출력할 수 있는 숫자, 문자는 화면제어수단(104)을 통해 액정 디스플레이
(5)에 표시된다.

이하에, 키이입력 처리수단(102)에 있어서의 숫자, 문자의 출력처리에 관하여 상술한다.

우선, 입력 모드가 숫자입력 모드로 설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각 키이(221∼232)를 누르면, 키이입력 처리
수단(102)은 그 키이(221∼232)에 설정된 숫자를 출력한다. 따라서, 전화의 발신상태이면, 전화번호를 입
력하여 전화를 걸수가 있고 또한 전화번호부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상태이면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등록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어입력 모드에 설정된 경우에는 도 16에 도시되어 있듯이, 키이입력조작에 응한 
문자(카다카나)가 출력할 수 있어 액정 디스플레이(5)에 표시된다.  

즉, 키이(221∼225)를 1회 누르면, 「ア」∼「オ」이 출력된다. 또한, 자음키이(226∼232)를 누른후에 모
음키이(221∼225)를 누르면, 청음「カ」∼「ワ」행이 출력할 수 있다. 즉, 키이(226)를 1회 누르면「K」
가 선택되고 계속해서 키이(221)를 누르면「A」가 선택되기 때문에,「K+A」로 되어「カ」가 출력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키이(226, 222)를 순차적으로 누르면「キ」가 출력할 수 있다.  

또한, 키이(232)를 2회 누르면「W」가 선택되고, 계속해서 키이(221)를 누르면「A」가 선택되기 때문에,
「W+A」로 되어「ワ」가 출력할 수 있다.

나머지 청음도 마찬가지로, 키이(226∼232)를 1회 혹은 2회 눌러 제1 또는 제2의 문자키이를 선택한 후, 
키이(221∼225)의 모음을 누르면 「カ」행∼「ワ」행의 각 문자가 출력할 수 있다.

흔히, 키이(226∼228, 230)를 2회 눌러 「G」,「Z」,「D」,「B」를 선택한 뒤, 키이(221∼225)의 모음을 
누름으로써「ガ」,「ザ」,「ダ」,「バ」행의 각 탁음이 출력할 수 있다.  

또한, 키이(230)를 3회 눌러 제3의 문자키이인「P」를 선택한 뒤, 키이(221∼225)의 모음을 누름으로써「
パ」,「ピ」,「プ」,「ぺ」,「ポ」의 각 문자가 출력할 수 있다.  

키이(224)를 2회 누르면 제2의 문자키이인 촉음「っ」가 출력되고, 키이(229)를 2회 누르면 제2의 문자키
이인 발음「ん」가 출력할 수 있다.

더욱,  자음과  모음과의 사이에 키이(232)의「Y」를  누름으로써 요음을 출력할 수  있다.  예컨대, 키이
(226, 232, 221)를 순차 1회누르면「K+Y+A」로「キャ」가 출력된다. 또한, 키이(226)를 2회 누른후에, 키
이(232, 225)를 순차 1회 누르면「G+Y+O」로「ギョ」가 출력할 수 있다.  

또한, 도 17에 도시되어 있듯이, 키이(262)를 누르면서 키이(221)를 1회 누르면 구점 이 출력할 수 

있고, 2회 누르면 콤마「,」가 출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각 키이(222∼232)를 키이(262)와 같이 누
르면, 기호「. 」…「∼」가 입력된다.  

더욱, 도 18에 도시되어 있듯이, 키이(262)를 2회 누른 뒤에, 키이(221∼232)로 숫자「01」∼「99」를 누
르면,「F01」∼「F99」에 설정된 펑션기능이 실행된다.  

또, 종래 휴대전화에 있어서 50음 배열의 카다카나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1문자마다 커서키이를 눌러 이송
조작을 하여 문자를 확정했었지만, 본 실시형태로서는, 기본적에「자음+모음」의 순차로 키이가 누른다.

로마자입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모음키이(221∼225)를 누른시점(및 키이(224,  229)를 2회 누른시점)으로 
문자를 확정할 수 있고, 이송조작이 불필요하여 진다.

또한, 본 실시형태로서는 일본어입력으로서 카다카나를 입력하는 예를 게시하였지만, 기능키이(261)로 히
라가나 입력 모드로 하고, 문자입력후에 키이(257)를 눌러 한자변환 기능을 실행하는 것으로, 가명한자 
변환의 일반적인 일본어입력을 할 수 있다.

한편, 영어입력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 19에 도시되어 있듯이, 키이입력조작에 응한 문자(알
파베트)가 출력할 수 있어 액정 디스플레이(5)에 표시된다.  

즉, 키이(221∼225)를 1회 누르면, 「A」∼「O」가 출력된다. 또한, 키이(226∼232)를 1회 누르면, 제1문
자키이인「K」,「S」,「T」,「N」,「H」,「R」.「Y」가 출력할 수 있다.  

또한, 키이(226∼232)를 2회 누르면「G」,「Z」,「D」,「C」,「B」,「M」,「W」이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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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키이(226∼232)를 3회 누르면「F」,「V」,「J」,「Q」,「L」,「X」가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알파베트의 소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각 알파베트를 입력하는 키이를 누른 뒤에 소문자 변환기
능이 설정된 키이(261)를 키이(262)와 동시에 누르면 좋다. 또, 키이(261, 262)를 먼저 눌러 소문자의 입
력 모드에 설정하더라도 좋다.  

또, 알파베트의 경우, 로마자입력과 같이「자음+모음」의 룰이 없기 때문, 예컨대 「K」와「G」를 입력하
기 위해서, 키이(226)를 1회와 2회 누른 경우와,「F」를 입력하기 위해서 키이(226)를 3회 누른 경우로, 
입력을 구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보냄키이(258)를 입력할 것인가 혹은 확정키이(259) 등의 다른 키이
를 입력하는 것으로 각 문자가 확정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예컨대,「K」와「G」를 계속하여 입력하는 경우, 키이(226)를 1회 누른 뒤에 키이(258)를 눌러「K」를 확
정하고, 그후 키이(226)를 2회 누른 뒤에 키이(258)를 눌러「G」를 확정한다.

또한, 다른 키이로 설정된 문자를 계속하여 입력하는 경우에는 키이(258)를 누르지 않더라도 확정되도록 
되어 있다. 즉, 「K」와「S」를 계속하여 입력하기 위해서는 키이(226)를 1회 누른 뒤에 키이(227)를 누
르면 좋다.

이러한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도 상기 각 실시형태의 1)∼20), 22)∼24)와 같은 작용효과를 나타낼 수 있
다.  

26)  더욱 자음이 설정된 키이(226∼232)에  있어서 로마자입력에도 이용되는 알파베트는 각 키이(226∼
232) 표면의 위쪽에 표기되고, 영어입력에만 이용되는 알파베트는 각 키이(226∼232) 표면의 아래쪽에 표
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어와 영어와 공통으로 이용되는 알파베트는 같은 배열로 되어, 키이위치를 기억
하기 쉽게 된다. 이 때문에, 특히 일본어입력 모드와 영어입력 모드를 전환병용하는 경우에, 키이배열이 
기억하기 쉽고, 키이입력때의 조작성을 보다 일층 향상할 수가 있다.  

또한, 영어의 입력에만 사용하는 알파베트가 키이(226∼232)표면의 아래쪽에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어입력용의 문자와 영어입력용의 문자를 구별하여 쉽게 되어, 조작성을 보다 향상할 수가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7실시형태에 관해서 도 20∼도 2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는 상기 제1실
시형태와 같이 휴대전화(1)의 키이입력장치(2)에 관한 것이고 각 메인키이(21∼32)로 설정된 문자키이의 
배열만이 상이하다.  

구체적으로는  각  키이(21∼32)에는  숫자배열로서,  상단좌측에서  순차로  키이(21)에  숫자「1」이, 키이
(22)에 숫자「2」가, 키이(23)에 숫자「3」이, 키이(24)에 숫자「4」가, 키이(25)에 숫자「5」가, 키이
(26)에 숫자「6」이, 키이(27)에 숫자「7」이, 키이(28)에 숫자「8」이, 키이(29)에 숫자「9」가, 키이
(30)에 기호「*」가, 키이(31)에 숫자「0」이, 키이(32)에 기호「#」이 설정되어 전화조작이 할 수 있도
록 설정되어 있다.

또한,  문자배열로서 각  키이(21∼25)에는 각각 모음을 나타내는「A」,「I」,「U」,「E」,「O」가 제1의 
문자키이로서 배열되어 있다.  

한편, 각 키이(26∼32)에는 제1의 문자키이로서, 일본어의 자음을 나타내는「K」,「S」,「T」,「N」,「H
」,「M」,「Y」의 자음키이가 배열되어 있다. 이것들의 배열은「か」행,「さ」행,「た」행,「な」행,「は
」행,「ま」행,「や」행의 자음이 アカサタナ순차로 나란하도록 고려하여 배열되어 있다.

또한, 키이(31, 32)에는 제2의 문자키이로서,「R」,「W」의 자음키이가 배열되어 있다. 이 배열은 나머지
의「ら」행,「わ」행이 나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키이(26∼30)에는  제2의  문자코드로서,「G」,「Z」,「D」,「ん」,「B」의  각  키이가  배열되어 
있다. 즉, 「が」행,「ざ」행,「だ」행,「ば」행을 입력하는 자음「G」,「Z」,「D」,「B」가, 청음「か」
행,「さ」행,「た」행,「は」행을 입력하는「K」,「S」,「T」,「H」에 대응하여 설정되어 청음과 탁음이 
대응하도록 배열되어 있다.  

또한,「な」행을 입력하는「N」은 로마자입력에 있어서는 발음「ん」를 입력하는 키이로서 이용되기 때문
에,「N」이 설정된 키이(29)의 제2의 문자키이로서「ん」가 배열되어 있다.

또한, 키이(30)에는 제3의 문자코드로서「ぱ」행을 입력하기 위한「P」이 설정되어 있다. 흔히, 키이(3
2)에는 제3의 문자코드로서 촉음「っ」가 설정되어 있다.  

이것들의 각 문자는 도 21에 도시되어 있듯이, 각 키이(21∼32)의 오른쪽상단에 표기되어 있다.  

더욱, 키이(21∼32)의 오른쪽하단에는 영어입력에만 이용되는 문자가 각각 표기되어 있고 각각 제3의 문
자키이(일부는 제4의 문자키이)로서 설정되어 있다.  

즉, 키이(26∼29, 31)에는 제3의 문자키이로서「C」,「F」,「J」,「L」,「V」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키
이(30, 32)에는 제4의 문자키이로서「Q」,「X」가 설정되어 있다.

한편, 기능키이(51∼56)는 상기 제1실시형태와 동일이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도, 상기 제1실시형태와 같이 각 키이(21∼32)를 적시 회수 누르는 것으로 각 문자
가 입력할 수 있다. 즉, 일본어입력 모드로 설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 22에 도시되어 있듯이, 모음키이
(21∼25)를 1회 누르면,「ア」∼「オ」가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자음키이(26∼32)를 1회 혹은 2회 눌러 
제1 혹은 제2의 문자키이를 선택한 뒤, 키이(21∼25)의 모음을 누름으로써 「カ」행∼「ワ」행의 각 문자
가 출력할 수 있다.  

흔히, 키이(26∼28, 30)를 2회 눌러「G」,「Z」,「D」,「B」를 선택한 뒤, 키이(21∼25)의 모음을 누름으
로써「が」,「ザ」,「ダ」,「ベ」행의 각 탁음이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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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키이(30)를 3회 눌러 제3의 문자키이인「P」를 선택한 뒤, 키이(21∼25)의 모음을 누름으로써「ペ
」,「ピ」,「プ」,「ぺ」,「ポ」의 각 문자가 출력할 수 있다.  

키이(32)를 3회 누르면 제3의 문자키이인 촉음「っ」가 출력할 수 있고, 키이(29)를 2회 누르면 제2의 문
자키이인 발음「ん」이 출력할 수 있다. 흔히, 자음과 모음과의 사이에 키이(32)의「Y」를 누르는 것으로 
요음이 출력할 수 있다.  

또한, 키이(55)를 1회 누르면 구점 이 출력할 수 있고, 2회 누르면 독점 이 출력된다.  

한편, 영어입력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도 23 및 도 24에 도시되어 있듯이, 키이입력조작에 응
한 문자(알파베트)가 출력되는 액정 디스플레이(5)에 표시된다.  

즉, 키이(21∼25)를 1회 누르면,「A」∼「O」가 출력할 수 있다. 또한, 키이(26∼32)를 1회 누르면, 제1
문자키이인「K」,「S」,「T」,「N」,「H」,「M」,「Y」가 출력할 수 있다.  

또한, 키이(26∼32)를 2회 누르면「G」,「Z」,「D」,「L」,「B」,「R」,「W」가 출력된다. 또,「L」은 키
이(29)의 제3문자키이에 설정되어 있지만, 제2문자키이의「ん」는 일본어입력용이기 때문에, 영어입력으
로서는 키이(29)를 2회 누르면「L」이 출력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더욱, 키이(26∼28, 30∼32)를 3회 누르면「C」,「F」,「J」,「P」,「V」,「X」가 출력할 수 있다. 키이
(32)의「X」는 제4문자키이이지만,  제3문자키이의「っ」가 일본어용이기 때문에, 영어입력으로서는「X」
가 입력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또한, 키이(30)를 4회 누르면「Q」가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알파베트의 소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도 24에 도시되어 있듯이, 각 알파베트를 입력하는 키이를 
누른 후에 소문자 변환기능이 설정된 키이(56)를 누르면 좋다. 또, 메뉴(51)에 의해서 소문자의 입력을 
표준상태로 하여, 통상의 키이조작으로 알파베트의 소문자가 입력되고, 키이(56)를 누름으로써 알파베트
의 대문자로 변환되도록 설정하여도 좋다.  

이러한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도, 상기 각 실시형태의 1)∼20), 22)∼26)와 같은 작용효과를 나타낼 수 있
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8실시형태를 도면에 따라서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는, 도시하지 않은 텔레비젼 수상
기(이하, TV수상기)나 퍼스널 컴퓨터(퍼스널 컴퓨터)의 화면 등에 문자 등을 입력하는 키이입력장치(40
0)로 이용된다.  

도 25에서는 본 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치(400)에 있어서, 복수의 키이가 배치된 키이입력부(2)가 도시되
어 있다.  

키이입력부(2)에는 상하 7단 좌우 3열의 계21개의 키이가 배치되어 있고, 아래쪽의 4단 3열의 계12개의 
키이(421∼432)에 숫자나 문자를 입력하는 메인키이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른 9개의 키이로 기능키이
(451∼459)가 설정되어 있다.  

메인키이(421∼432)와 기능키이(451∼459)에는 각 문자나 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즉, 각 메인키이(421∼432)의 키이탑에는 로마자에 의한 일본어입력이나 영어입력에 이용하는 알파베트 
등의 문자키이가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메인키이(421∼432)에서의 문자키이의 배열은 상단측에 모음키이가 설정되어 있고, 그 아래
쪽에는 로마자입력에 있어서 상기 모음키이와 조합하여「か」행∼「わ」행을 입력하는 자음키이가 배열되
어 있다. 즉, 본 실시형태의 문자키이(알파베트)의 배열은, 제1실시형태와 동일이고, 일본어의 로마자입
력을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 키이(421∼425)에는 문자배열로서 각각 모음을 나타내는「A」,「I」,「U」,「E」,「O」
가 제1의 문자키이로서 배열되어 있다.  

이 배열은, 좌로부터 우 및 제1단으로부터 제2단에 감에 따라서, 「A」,「I」,「U」,「E」,「O」가 되도
록 문자가 기억하기 쉬움을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다.

한편, 각 키이(427∼432)에는 제1의 문자키이로서, 일본어의 자음을 나타내는「K」,「S」,「T」,「N」,「
H」,「R」의 자음키이가 배열되고, 키이(426)에는 자음키이「Y」가 배열되어 있다. 이것들의 배열은「か
」행,「さ」행,「た」행,「な」행,「は」행,「ら」행,「や」행의 자음이 거의 アカサタノ순차로 나란하도
록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다.  

또한, 키이(432, 426)에는 제2의 문자키이로서 「M」,「W」의 자음키이가 배열되어 있다. 이 배열은 나머
지의「ま」행,「わ」행이 나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키이(427∼429, 431)에는 제2의 문자키이로서「G」,「Z」,「D」,  「B」의 각 자음키이가 배열되어 
있다.  즉,「が」행,「ざ」행,「だ」행,「ば」행을  입력하는 자음「G」,「Z」,「D」,「B」가 
청음「か」행,「さ」행,「た」행,  「は」행을 입력하는「K」,「S」,「T」,「H」에 대응하여 설정되어 청
음과 탁음이 대응하도록 배열되어 있다.  

또한,「は」행,「ば」행을  입력하는「H」,「B」가  설정된  키이(431)에는  제3의  문자키이로서「ぱ」행을 
입력하기 위한「P」이 설정되어 있고,「ぱ」행의 입력도 기억하기 쉽고, 또한 조작성이 매우 향상될 수 
있다.  

또한,「な」행을 입력하는「N」이 설정된 키이(430)는 로마자입력에 있어서는, 발음「ん」을 입력하는 키
이로서도 이용되어 있다.  

더욱,「A」,「E」가 설정된 모음키이(421, 424)는 제2의 문자키이로서 장음 , 촉음「っ」가 각각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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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장음설정 모음키이, 촉음설정 모음키이로 되어 있다.  

또한, 키이(426∼429)에는 제3의 문자키이로서「X」,「F」,「J」,「V」가 각각 설정되어 있다.  

더욱, 키이(430)에는 영어입력 모드때의 제2의 문자키이로서「C」가 설정되어 있고, 제3의 문자키이로서
「Q」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키이(432)에는 제3의 문자키이로서「L」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알파베트 26문자에 관해서는 12개의 메인키이(421∼432)의 안, 5개의 키이(421∼425)에 모음「A
」,「I」,「U」,「E」,「O」가 단독으로 설정되어 있고, 다른 키이(426∼432)에, 다른 21문자가 3문자씩 
설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키이(426)에「YWX」,  키이(427)에「KGF」,  키이(428)에「SZJ」, 키이(42
9)에「TDV」, 키이(430)에「NCQ」, 키이(431)에「HBP」, 키이(432)에「RML」이 각각 설정되어 있다.

한편, 기능키이(451∼459)에는 도 25에 도시되어 있듯이, 문자입력용의 기능이설정되어 있다.  

키이(451)에는 확장용의「기능」키이가 설정되어 있다. 즉, 키이(451)를 터치한 뒤에 각 키이(452∼459)
를 터치하면, 각 키이(452∼459)의 아래쪽에 기재된 기능이 실행되도록 되어 있다. 

또,  이  기능키이(451)를  누른  후에  각  키이(452∼459)를  눌러  각종의  기능모드를 입력하면, 기능키이
(451)의 비트(입력상태)는 해제되고, 눌러진 각종의 기능모드상태로 설정된다.  

또한, 키이(451)를 터치한 후에 각 문자키이(421∼432)를 터치하면, 각 키이(421∼432)의 아래쪽에 기재
된 각 숫자 및 기호가 입력된다. 즉, 키이(451)를 터치한 후에 키이(421)를 터치하면, 숫자「7」이 입력
된다. 마찬가지로, 키이(451)를 터치한 후에 다른 키이(422∼432)를 각각 터치하면, 각 숫자 및 기호「8
」,「9」, 「4」,「5」,「6」,「1」,「2」,「3」,「0」,「,」,「.」이 입력된다.

또,  기능키이(451)의  뒤에,  키이(421∼432)를  눌러  숫자를  입력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번째 기능키이
(451)를 터치할 때까지는 숫자입력 모드가 유지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키이(451)를 2회 터치하면, Fn(function)의 모드로 전환되고, 퍼스널 컴퓨터와 같이 F01∼F12의 입력을 
할 수 있다. 즉, 키이(451)를 2회 터치한 후에 키이(421∼432)로 숫자「01」∼「12」를 터치하면, 「F01
」∼「F12」에 설정된 기능이 실행되고 그후, 초기상태(일본어(히라가나)입력 모드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 경우에, 숫자「01」∼「12」까지의 숫자키이의 입력만이 유효가 되고, 그 이외의 숫자나 
숫자키이 이외의 키이입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되어 초기 상태에 되돌아간다.  

키이(452, 453)에는 입력 모드의 전환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즉, 키이(452)를 1회 터치하면 영어대문자입력 모드에의 전환기능이 실행되고, 2회 터치하면 영어소문자
입력 모드로의 전환기능이 수행되고, 더욱 미리 1회 터치하면, 초기 상태인 일본어입력 모드에 되돌아 가
도록 설정되어 있다.  

또한, 기능키이(451)를 터치한 경우에 영자키이(452)를 터치하면, 카다카나입력 모드로 전환되고 카다카
나를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술한 바와 같이 기능키이의 모드는 해제된다.  

또한, 카다카나 입력 모드의 해제는 기능키이(451)와 영자키이(452)를 두 번째 누름으로써 실행된다.  

키이(453)에는 기호입력 모드로 전환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기호키(453)를 1회 터치하면 화면에 기호의 
리스트가 표시되고, 기호입력 모드로 설정된다. 계속하여 키이(453)를 터치하면 다음 리스트로 진행하고, 
전후보키이(455)를 터치하면 1개 앞의 리스트로 복귀한다.  

또, 화면에 표시되는 기호 리스트에 각 기호에 대응하여 숫자가 표시되어, 이 숫자를 키이(421∼432)로 
입력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기호가 선택되게 되고 있다. 또, 숫자키이(421∼432) 이외의 키이입력을 한 
경우는 무효로 되어, 초기상태(히라가나 입력 모드)에 되돌아간다.  

또한, 기호를 선택후에 두 번째 기호키이(453)를 누르면 기호입력 모드는 해제된다.  

한편, 기능키이(451)를 터치한 후에 기호키이(453)를 터치하면, 반각입력 모드로 전환되고, 반각문자를 
입력할 수 있다. 또한, 반각입력 모드의 해제는, 기능키이(451)와 기호키이(453)를 두 번 누름으로써 실
행된다.  

키이(454)에는 삭제기능이 설정되어 있고, 1회 터치하면 커서위치(삽입모드때문에) 커서가 각 문자의 사
이에 있는 경우에는, 커서의 오른쪽에 표시된 문자나 숫자, 기호 등이 1개씩 소거되고 후에 계속되는 문
자 등이 1개씩 왼쪽으로 이동한다. 삭제키이(454)를 터치를 계속하면 연속소거할 수 있다.  

또한, 기능키이(451)를 터치한 후에 삭제키이(454)를 터치하면, 후퇴기능이 실행되고, 설정한 커서위치로
부터 좌측의 문자나 기호 등이 1자씩 소거되고, 커서위치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 경우에, 키이(454) 터
치를 계속하면, 연속하여 후퇴(소거)할 수 있다. 또, 후퇴모드를 해제하는 경우는 기능키이(451)와 삭제
키이(454)를 두 번 눌러 실행한다.  

키이(455)에는 입력한 문자를 변환키이(458)로 변환중에 후보로서 변환된 문자를 전의 변환된 문자에 귀
환을 가르칠수 있기전의 후보를 선택하는 기능이 설정되어 있고, 1회 터치할 때마다 한자나 카다카나 등
에의 변환시에 후보로서 오른쪽 문자 등을 귀환시켜서 표시한다.

또한, 키이(451)를 터치한 후에 앞 후보키이(455)를 터치하면, 이 키이(455)를 일회 누룰때마다 현재 설
정된 커서의 위치가 한줄앞의 같은 위치에 이동된 위 이동모드로 설정된다. 이때문에, 키이(455) 터치를 
지속하면 연속이동을 할 수 있다. 또 위 이동모드의 해제는 기능키이(451)와 앞 후보키이(455)를 두 번 
누룸으로써 실행된다.  

키이(456)에는 변환의 확정기능이 설정되어 있고, 변환키이(458)로 변환한 후보를 확정할 때나, 그대로 
무변환으로 문자를 확정할 때에, 예컨대 영자를 그대로 입력할 때에 쓰인다. 이에 따라, 영자입력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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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일키이로 설정된 각 문자를 확정키이(456)를 동시에 누름으로써 개별로 입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키이(456)를 1회 눌러 입력된 문자가 확정되고 커서는 이동된다.  

흔히, 확정키이(456)를 눌러 입력이 확정한 뒤에, 두 번째 키이(456)를 터치하면 행을 전환한다.  

또한, 기능키이(451)를 터치후에 확정키이(456)를 터치하면, 입력되어 있는 문자가 앞확정의 전까지 소거
되는 (확정되지 않은 모든 입력문자가 소거된다)취소기능이 실행된다. 이 경우에, 변환키이(458)를 터치
한 뒤에 키이(451) 및 확정키이(456)를 터치하여 장치하여 기능을 실행하면, 입력한 상태(직전에 확정한 
한자나 카다카나 등이 확정하기 전의 히라가나의 상태)에 되돌아 간다. 동시에 기능키이(451)의 기능이 
해제된다.  

키이(457, 459)에는 좌우에의 보냄키이(cursor key)가 설정되어 있고, 각 키이(457, 459)를 1회씩 터치하
면, 커서위치가 그 행의 왼쪽 옆 혹은 오른쪽 부근에 1자씩 이동되고 터치하기를 지속하면 연속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기능키이(451)를 터치한 뒤에 키이(457)를 터치하면 행두이동 기능이 실행되고 커서위치가 그 행의 
좌단으로 이동된다. 한편, 기능키이(451)를 터치한 후에 키이(459)를 터치하면, 행말이동 기능이 실행되
고 커서위치가 그 행의 우단에 이동된다. 또, 행두이동 기능이나 행말이동 기능이 실행되면, 동시에 기능
키이(451)의 기능도 해제된다.  

변환키이(458)에는 입력된 일본어를 한자 등에 변환하는 변환기능이 설정되어 있고, 1회 터치하면 입력한 
문자에 대하여 변환의 제1후보문자가 나타난다. 더욱 키이(458)를 터치하면 다음 후보가 나타난다. 키이
(458)의 터치를 지속하여 변환후보가 전부 나가버린 때에는 입력한 상태로 귀환한다.  

또, 문자의 확정후나 숫자, 영자의 입력시에 키이(458)를 터치한 경우에는 공백(space)이 입력된다.

또한, 기능키이(451)를 터치후에 변환키이(458)를 터치하면, 아래쪽에의 이동기능이 실행되고 키이(458)
를  각각  1회  터치할  때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커서위치가  한줄아래의  같은  위치에  이동된다.  이 
경우에,  키이(458)를  터치를 계속하면 연속이동을 할 수 있다.  또,  아래 이동모드의 해제는 기능키이
(451)와 변환키이(458)를 두번 누름으로써 실행된다.  

다음에 전술의 것같은 키이배열의 키이입력장치(400)에 있어서의 입력처리기능에 관해서, 도 26에 도시된 
블럭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우선, 각 키이(421∼432, 451∼459)가 터치되었는지 여부를 키이입력 검출수단(101)으로 검출한다. 예컨
대, 일정사이클(예컨대 1∼10ms)로 타임머 개입을 하여, 각 키이(421∼432, 451∼459)에 할당된 입출력포
트 등을 체크하여 키이입력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면 좋다.  

키이입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타임머 개입을 일정 사이클로 되풀이하여 키이입력을 대기한다. 한편, 키이
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키이입력 처리수단(102)에 있어서 입력처리가 행하여진다.  

또, 키이(452, 453)를 터치하거나, 기능키이(451)를 터치후에 키이(452,  453)를 터치하여 입력 모드의 
전환조작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모드전환수단(103)이 작동되고 키이입력 처리수단(102)의 입력 모드가 적
시 전환되어 설정된다.  

키이입력 처리수단(102)으로서는 설정된 입력 모드로 입력된 키이에 응해서 소정의 문자나 숫자 등이 출
력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그리고, 출력된 문자나 숫자는 화면제어수단(104)을 통해 도시하지 않은 TV수상기의 화면 등에 표시된다.

이하에, 키이입력 처리수단(102)에 있어서의 문자, 숫자의 출력처리에 관해서 설명한다.  

일본어입력 모드로 설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 27에 도시되어 있듯이, 키이입력조작에 응한 문자(히라가
나)가 출력할 수 있어 TV수상기의 화면등에 표시된다.  

우선, 5개의 모음키이(421∼425)중 장음이나 촉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음키이(422, 423, 425)를 포함
하는 경우의 일본어입력 모드의 입력처리에 관해서 설명한다.  

문자키이 이외의 다음 등, 상기 모음키이(422, 423, 425)를 단독이고 터치한 경우에는 1회 터치하면, 모
음「い」,「う」,「お」가 출력할 수 있어, 2회 연속하여 터치하면 같은 모음이 2개 출력할 수 있다. 또
한, 3회 연속하여 터치하면 1회 터치한 상태(초기상태)로 복귀한다.

다른 모음키이(421∼425)를 터치후에, 모음키이(422, 423, 425)중 어느 하나를 터치한 경우에는 각 모음
키이(421∼425)에 설정된 모음이 입력순차로 출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키이(421)를 터치한 후에 키이
(422)를 1회 터치한 경우에는 키이(421)에 설정된 모음「A」와, 키이(422)로 설정된 모음「I」가「A+I」
의 순서대로「A+I」로 출력할 수 있고, 키이(421)를 터치한 후에 키이(422)를 2회 터치하면, 키이(421)에 
설정된 모음「A」와 키이(422)로 설정된 모음「I」가「A+I+I」의 순으로「あいい」로 출력된다. 또, 키이
(421)를 터치한 후에 키이(422)를 연속하여 3회 터치하면, 키이(422)를 1회 터치상태(「A+I」)로 복귀한
다. 키이(423, 425)에 관해서도 같다.  

그리고, 다른 자음키이(426∼432)의 다음에 모음키이(422, 423, 425)중 어느 하나를 1회 터치한 경우에는
「자음+모음」이 입력되고, 모음키이(422, 423, 425)를 2회 터치한 경우에는「자음+모음+모음」이 입력된
다.  

예컨대, 키이(427)를 1회 터치하여「K」가 선택된 후에, 계속해서 키이(422)를 1회 터치하면,「K+I」이 
입력되고「き」가 출력된다.  

흔히, 키이(427)를 1회 터치한 후에, 모음키이(422)를 2회 연속하여 터치하면,「K+I+I」로 입력되어「き
い」가 출력된다. 마찬가지로, 키이(427)를 터치한 후에, 키이(423,  425)를 각각 2회 연속하여 터치하
면,「くう」,「こお」가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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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음키이(426∼432)를 터치한 후에, 모음키이(422, 423, 425)중 어느 하나를 3회 연속하여 터치한 경
우도, 초기상태 요컨대 모음키이는 1회 터치된 상태가 되어,「자음+모음」의 입력으로 복귀한다.  

다음에, 장음설정 모음키이(421), 촉음설정 모음키이(424)를 포함하는 입력처리에 관해서 각각 설명한다.  

도 28에서는 장음설정 모음키이(421)를 포함하는 키이입력에 대해 출력문자가 표시된다.  

문자키이 이외의 다음에 키이(421)를 단독으로 터치한 경우, 1회 터치하면, 키이(421)로 설정된 모음「A
」가 입력되고「あ」로 출력된다.  

한편, 키이(421)를 연속하여 2회 터치하면, 제2의 문자키이인 장음 이 출력된다. 또한, 키이(421)를 

연속하여 3회 터치하면, 키이(421)로 설정된 모음「A」및 장음 이 「A+ 」의 순으로 입력되어「あ

」출력할 수 있다.

더욱, 키이(421)를 연속하여 4회 터치하면, 키이(421)를 1회 터치한 상태로 복귀한다.

또한, 다른 모음키이(422∼425)의 다음에 키이(421)를 1∼3회 터치한 경우에도, 키이(421)를 단독으로 입

력한 경우와 같이「あ」, 장음 , 「あ+ 」이 다른 모음에 계속해서 입력된다.

즉, 모음키이(422∼425)중 어느 키이중 예컨대 키이(422)를 터치한 후에, 키이(421)를 1회 터치하면, 키
이(422)에 설정된 모음「I」와, 키이(421)로 설정된 모음「A」가「I+A」의 순으로 입력되어「いあ」와 출
력된다.  

더욱, 키이(422)를 터치한 후에 키이(421)를 연속하여 2회 터치하는 것으로, 키이(422)에 설정된 모음「I

」와 장음 가「I+ 」의 순으로 입력되어 「い 」로 출력된다.  

또한, 키이(422)를 터치한 후에 키이(421)를 연속하여 3회 터치함으로써,  키이(422)에 설정된 모음「I」

와, 키이(421)로 설정된 모음「A」및 장음 이「I+A+ 」의 순으로 입력되어「いあ 」로 출력된다.

더욱, 키이(422)를 터치한 후에 키이(421)를 연속하여 4회 터치하면, 키이(421)를 1회 터치한 상태(「I+A
」으로「いあ」를 입력한 상태)에 되돌아간다.  

한편, 자음키이(426∼432)의 다음에 키이(421)를 1∼3회 터치한 경우에, 일본어의 로마자입력에 있어서는 
기본적에「자음+모음」의 입력이 되는 점을 고려한 입력처리가 행하여진다.  

즉, 자음키이(426∼432)의 뒤에 키이(421)를 1회 터치하면,「자음+A」가 입력되고「あ」단의 문자가 출력
할 수 있다. 또한, 키이(421)를 2회 터치하면,「자음+A+A」가 입력되고「あ」단의 문자+「あ」가 출력할 

수 있다. 더욱 키이(421)를 3회 터치하면「자음+A+장음」이 입력되어「あ」단의 문자+장음 이 출력된
다.  

예컨대, 키이(426)를 2회 터치하여 자음「W」를 입력한 뒤에, 키이(421)를 1회 터치하면,「W+A」가 입력
되어「わ」가 출력된다.  

또한, 자음「W」를 입력한 후에 키이(421)를 연속하여 2회 터치하면,  「W+A+A」가 입력되어「わあ」가 
출력할 수 있다.  

흔히, 자음「W」를 입력한 후에 키이(421)를 연속하여 3회 터치하면,   「W+A+ 」이 입력되어「わ 」

가 출력 할 수 있다.  

또, 자음을 입력한 뒤에 키이(421)를 연속하여 4회 터치하면, 키이(421)를 1회 터치한 상태(「자음+ A
」)에 되돌아간다.

도 29에서는 촉음설정 모음키이(424)를 포함하는 키이입력에 대해 출력문자가 나타나게 된다.  

문자키이 이외의 다음에 키이(424)를 단독으로 터치한 경우, 1회 터치하면, 키이(424)로 설정된 모음「E
」가 입력되어「え」가 출력된다.  

한편, 키이(424)를 연속하여 2회 터치하면, 제2의 문자키이인 촉음「っ」가 출력할 수 있다. 또한, 키이
(424)를 연속하여 3회 터치하면, 키이(424)에 설정된 모음「E」와 촉음「っ」가「E+っ」의 순으로 입력되
어「えっ」로 출력된다.

더욱, 키이(424)를 연속하여 4회 터치하면, 키이(424)를 1회 터치한 상태에 되돌아간다.  

또한, 다른 모음키이(421∼423, 425)의 다음에 키이(424)를 1∼3회 터치한 경우에도, 키이(424)를 단독으
로 입력한 경우와 같이,「え」, 촉음「っ」,「え+っ」이 다른 모음으로 계속해서 입력된다. 

즉,  모음키이(421∼423,  425)중  어느  키이중  예컨대  키이(423)를  터치한  후에,  키이(424)를  1회 
터치하면, 키이(423)로 설정된 모음「U」와, 키이(424)로 설정된 모음「E」가「U+E」의 순으로 입력되어
「うえ」로 출력할 수 있다.

더욱, 키이(423)를 터치한 후에 키이(424)를 연속하여 2회 터치함으로써, 키이(423)로 설정된 모음「U」
와 촉음「っ」가「U+っ」의 순으로 입력되어「うっ」로 출력할 수 있다.  

또한, 키이(423)를 터치한 후에 키이(424)를 연속하여 3회 터치함으로써, 키이(423)에 설정된 모음「U」
와, 키이(424)에 설정된 모음「E」및 촉음「っ」와「U+E+っ」의 순으로 입력되어「うえっ」로 출력된다.  

더욱, 키이(423)를 터치한 후에 키이(424)를 연속하여 4회 터치하면, 키이(424)를 1회 터치한 상태(「U+E
」를 입력한 상태)에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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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음키이(426∼432)의 다음에 키이(424)를 1∼4회 터치한 경우에는 일본어의 로마자입력에 있어서
는 기본적으로「자음+모음」의 입력이 되는 점을 고려한 입력처리가 행하여진다.  

즉, 자음키이(426∼432)의 뒤에 키이(424)를 1회 터치하면,「자음+E」가 입력되고「え」단의 문자가 출력
할 수 있다. 또한, 키이(424)를 2회 터치하면,「자음+E+E」가 입력되어「え」단의 문자+「え」가 출력된
다.  더욱,  키이(421)를  3회  터치하면,「자음+E+촉음」이 입력되어「え」단의 문자+촉음「っ」가 출력할 
수 있다.  

예컨대, 키이(430)를 터치하여 자음「N」을 입력한 후에, 키이(424)를 1회 터치하면,「N+E」가 입력되어
「ね」가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자음「N」을 입력한 후에 키이(424)를 연속하여 2회 터치하면,   「N+E+E」가 입력되어「ねえ」가 
출력할 수 있다.  

더욱, 자음「N」을 입력한 후에 키이(424)를 연속하여 3회 터치하면,   「N+E+っ」이 입력되어「ねっ」가 
출력할 수 있다.  

더욱, 자음「N」을 입력한 후에 키이(424)를 연속하여 4회 터치하면,  「N+E+E+っ」이 입력되어「ねえっ
」가 출력된다.  

또,  자음을 입력한 뒤에, 키이(424)를 연속하여 5회 터치하면, 키이(424)를 1회 터치한 상태(「자음+E
」)에 되돌아간다.  

또, 각 자음키이(426∼432)로 설정된 제1∼3의 문자는 상술한 바와 같이, 각 키이(426∼432)를 누르는 회
수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 즉, 각 키이(426∼432)를 1회 누르면, 제1의 문자키이「W」,「K」,「S」,「
T」,「N」,「H」,「R」가 입력되고, 2회 연속하여 터치하면, 제2의 문자키이「W」,「G」,「Z」,「D」「C
」,「B」,「M」이 입력되고, 3회 연속하여 터치하면, 제3의 문자키이「X」,「F」,「J」,「V」,「Q」,「P
」,「L」이 입력된다.  

따라서, 키이(426∼432)를 1회 혹은 2회 연속하여 터치하고, 제1 혹은 제2의 문자키이를 선택한 후, 키이
(421∼425)의 모음을 터치함으로써「か」행∼「わ」행의 각 문자가 출력할 수 있다.  

또한, 키이(427∼429, 431)를 2회 터치하여「G」,「Z」,「D」,「B」를 선택한 후, 키이(421∼425)의 모음
을 선택함으로써「が」,「ざ」,「だ」,「ば」행의 각 탁음이 출력할 수 있다.  

더욱, 키이(431)를 3회 터치하여 제3의 문자키이인「P」를 선택한 뒤, 키이(421∼425)의 모음을 터치함으
로써,「ぱ」,「ぴ」,「ぷ」,「ぺ」,「ぽ」의 각 문자가 출력된다.  

또, 키이(426∼432)를 4회 연속하여 터치하면, 그 키이(426∼432)를 1회 터치한 상태에 되돌아간다.  

자음과 모음과의 사이에 키이(426)의「Y」를 터치함으로써, 요음이 출력할 수 있다. 예컨대, 키이(427, 
426,  421)를  순차로  1회씩  터치하면「K+Y+A」로「きゃ」가  출력된다.  또한,  키이(427)를  2회  터치한 
후에, 키이(426, 425)를 순차로 1회씩 터치하면「G+Y+O」로「ぎょ」가 출력할 수 있다.  

더욱, 일본어입력 모드로서는「N」이 설정된 자음키이(430)를 1회 터치함으로써, 「N」이 출력되고, 키이
(430)를 연속하여 2회 터치함으로써,「ん」가 출력할 수 있고, 키이(430)를 연속하여 3회 터치함으로써,
「ん」및「N」이「ん+N」의 순으로 출력할 수 있다. 또, 키이(430)를 연속하여 4회 터치함으로써, 키이
(430)를 1회 터치한 상태에 되돌아간다.  

단지, 키이(430)를 1회 터치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N」이 입력되지만, 그 키이(430)의 뒤에 모음이외의 
키이가 입력되는 경우에는「ん」이 출력된다.  

이와 같이, 일본어입력 모드로서는 키이(430)의 제2 혹은 제3의 문자키이인「C」,「Q」는 사용불가로 설
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ちゃ」,「ちゅ」,「ちょ」는 각각 키이(429, 426, 421)를 1회씩 터치하여「
T+Y+A」의 순으로「ちゃ」가 출력되고, 키이(429, 426, 423)를 1회씩 터치하여「T+Y+U」의 순으로「ちゅ
」가 출력할 수 있고, 키이(429, 426, 425)를 1회씩 터치하여「T+Y+O」의 순으로「ちょ」가 출력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또한, 키이(426)  또는 키이(432)를 3회 터치하여「X」혹은「L」을 선택한 뒤, 키이(421∼425)의 모음을 
터치함으로써 소문자의「ぁ」,「ぃ」,「ぅ」「ぇ」,「ぉ」가 출력된다.  

마찬가지로, 키이(426) 또는 키이(432)를 3회 터치하여「X」또는「L」을 선택한 후, 키이(429, 423)순으
로 터치하여「XTU」또는「LTU」이 입력하면「っ」가 출력되고, 키이(426, 421)를 순서로 터치하여「XYA」
혹은「LYA」이 입력되「や」가 출력할 수 있고, 키이(426, 423)를 순에 터치하여「XYU」또는「LYU」이 입
력하면「ゅ」가 출력할 수 있고, 키이(426, 425)를 순으로 터치하고「XY0」혹은「LY0」이 입력하면「ょ」
가 출력할 수 있고, 키이(426)를 2회 터치하면, 그 다음에 키이(421)를 터치하여「XWA」혹은「LWA」이 입
력하면「わ」가 출력할 수 있다.  

일본어입력 모드중에 있더라도, 도 30에 도시되어 있듯이, 기능키이(451)를 터치한 후에, 키이(421∼43
0)를 터치하면 숫자「0」∼「9」가 출력되고, 키이(431)를 터치하면 콤마「,」가 출력할 수 있고, 키이
(432)를 터치하면 피어리드「.」가 출력된다.  

또한, 도 31에 도시되어 있듯이, 기능키이(451)를 2회 터치한 후에, 키이(421∼432)로 숫자「01」∼「12
」를 터치하면,「F01」∼「F12」에 설정된 기능이 실행된다.  

또, 종래 휴대전화에 있어서 50음 배열의 히라가나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1문자마다 커서키이를 터치하여 
이송조작을 하고 문자를 확정했었지만, 본 실시형태로서는, 기본적에「자음+모음」의 순차로 키이가 터치
되는 로마자입력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음키이(421∼425)를 터치한 시점(및 키이(421, 424, 430)를 
2회 터치한 시점)에서 문자를 확정할 수 있고, 이송조작이 불필요하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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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본 실시형태로서는 일본어입력으로서 히라가나를 입력하는 예를 게시하였지만, 키이(451)를 터치한 
후에 키이(452)를 터치하여 카다카나 입력 모드에 전환하는 것으로, 일본어입력으로서 카다카나를 입력할 
수 있다.  또,  카다카나 입력 모드에서의 키이입력장치(400)의  각종 설정,  기능 및 키이입력 처리수단
(102)에 있어서의 출력처리 등은 일본어(히라가나) 입력 모드와 마찬가지다.

한편, 영어대문자입력 모드로 설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 32에 도시되어 있듯이, 키이입력조작에 응한 
문자(알파베트)가 출력할 수 있어 화면에 표시된다.

즉, 각 키이(421∼425)를 1회 터치하면,「A」∼「O」가 출력할 수 있고, 2회 연속하여 터치하면 같은 문
자가 2개 출력할 수 있고, 3회 연속하여 터치하면 1회 터치한 상태로 되돌아간다.  

또한, 각 키이(426∼432)를 1회 터치하면, 제1의 문자키이인 「Y」,「K」,「S」,「T」,「N」,「H」,「R」
이 출력되고, 각 키이(426∼432)를 2회 연속하여 터치하면, 제2의 문자키이인「W」,「G」,「Z」,「D」,「
C」,「B」,「M」이 출력할 수 있고, 각 키이(426∼432)를 연속하여 3회 터치하면, 제3의 
문자키이인「X」,「F」,「J」,「V」,「Q」,「P」,「L」이 출력된다. 더욱, 각 키이(426∼432)를 연속하여 
4회 터치하면, 1회 터치한 상태로 복귀한다.  

또한, 알파베트의 소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키이(452)를 2회 터치하여 영어소문자입력 모드로 설정하
면 좋다.  

또, 알파베트의 경우, 로마자입력과 같이「자음+모음」의 룰이 없기 때문에, 예컨대,「K」및「G」를 입력
하기 위해서, 키이(427)를 1회 및 2회 터치한 경우와,「F」를 입력하기 위해서 키이(427)를 3회 터치한 
경우로 입력을 구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같은 키이의 자음을 계속하여 입력하는 경우에는 확정키이
(456)를 터치하여 1문자씩 확정하면서 입력한다.  

예컨대,「K」와「G」를 계속하여 입력하는 경우, 키이(427)를 1회 터치한 후에 키이(456)를 터치하여「K
」를 확정하고, 그후 키이(427)를 2회 터치한 후에 키이(456)를 터치하여「G」를 확정한다.

또한, 다른 키이로 설정된 문자를 계속하여 입력하는 경우에는 키이(456)를 터치하지 않더라도 확정되도
록 되어 있다. 즉,「K」와「S」를 계속해서 터치하는 것에서는 키이(427)를 1회 터치한 후에 키이(428)를 
터치하면 좋다.

이러한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도, 상기 제1실시형태의 1)∼19)와 같은 작용효과를 얻을 수 있다.  

27) 모음이 설정된 5개의 모음키이(421∼425)중의 1개의 모음키이(421)에, 장음 을 입력하는 제2의 
문자키이를  설정하고,  키이(424)에  촉음「っ」를  입력하는  제2의  문자키이를  설정하고,  이  키이(421, 

424)를 2회 연속하여 터치하면, 키이입력 처리수단(102)에 의해서 장음  및 촉음「っ」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일본어입력에 있어서 사용빈도가 높은 장음  및 촉음「っ」의 입력을 용이하
게 되고 문자입력 효율을 향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키이(421, 424)를 각각 3회 연속하여 터치하면, 키이입력 처리수단(102)에 의해서, 모음 및 

장음  혹은 모음 및 촉음「っ」이 일본어입력에 있어서 빈도가 높은「모음+장음」및「모음+촉음」의 
순으로 출력할 수 있고, 문자입력 효율을 보다 향상할 수 있다.  

28) 키이(421)이외의 4개의 모음키이(422∼425)중 어느 하나를 터치한 후에, 키이(421)를 2회∼3회 터치

함으로써, 장음 을 포함하는 문자를 간단히 출력할 수 있고 문자입력 효율을 향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키이(424)이외의 4개의 모음키이(421∼423, 425)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후에, 키이(424)를 2
회∼3회 터치함으로써, 촉음「っ」를 포함하는 문자를 간단히 출력할 수 있고 문자입력 효율을 향상할 수 
있다.  

28) 자음키이(426∼432)를 터치한 후에 키이(421, 424)를 3∼4회 터치함으로써,「자음+모음」의 로마자입

력으로 입력된 문자에 장음 이나 촉음「っ」를 계속하여 출력할 수가 있어, 장음이나 촉음을 포함하
는 문자를 용이하게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으로부터도 문자입력 효율을 향상할 수 있다.  

특히, 자음의 뒤에 장음 이나 촉음「っ」가 오지않고, 자음의 뒤에는 반드시 모음이 온다고 하는 일
본어의 로마자입력에 있어서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른 모음의 뒤 혹은 단독으로 키이(421, 424)를 연속하

여 2회 터치하는 경우에는 장음 이나 촉음「っ」가 입력되도록 하는데 대하여, 자음의 뒤에 키이
(421, 424)를 연속하여 2회 터치한 경우에는「자음+모음+모음」이 출력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고 키이
(421, 424)를 3회 터치하였을 때에「자음+모음+장음」이나「자음+모음+촉음」이 입력되도록 되어 있기 때
문에, 로마자입력에 의한 특색을 살린 문자입력을 할 수 있고, 일본어입력에 있어서의 문자입력 효율을 
향상할 수 있다.  

30) 자음키이(426∼432)를 터치한 후에, 촉음설정 모음키이(424)를 4회 터치한 경우에는 초기상태로 귀환
하지 않고, 「자음+모음+모음+촉음」이 입력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컨대,「자음+모음+모음」의 로마
자입력으로 일본어를 입력하고, 그후 별도로 촉음「っ」을 입력하는 경우에 비교해서, 촉음을 포함하는 
문자를 용이하게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으로부터도 문자입력 효율이 향상된다.  

31)  일본어를 로마자입력으로 입력하는 경우,「A+A」,「E+E」와 같이「A」나「E」가 연속하여 입력되는 
것은  다른  모음「I」,「U」,「O」에  비교해서  적다.  이점을  고려하여,「A」,「E」가  설정된  키이(421, 

424)에 장음 , 촉음「っ」를 제2의 문자키이로서 각각 설정함으로써, 2중모음「II」,「UU」,「O0」의 
입력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문자입력 효율을 보다 일층 향상할 수 있다.

32) 로마자에서의 일본어입력에 있어서,「N」이 설정된 자음키이(430)를 발음「ん」을 입력하는 키이로서 
이용함으로써, 입력조작 등의 조작성을 향상할 수 있고, 문자입력 효율을 향상할 수 있다. 특히, 3회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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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경우에는 로마자입력으로서는「N+ん」의 순으로 출력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ん+N」이 출력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음을 포함하는 문자를 용이하게 입력할 수 있고, 문자입력 효율을 보다 일층 향
상할 수 있다.  

33) 기능키이(451∼459)가 키이입력장치(400)의 상단측에 종합되어 있어,  메인키이(421∼432)가 키이입
력장치(400)의 하단측에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위치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9실시형태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 33에 도시되어 있듯이, 본 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
치(500)는 텐키이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상기 제8실시형태와 동일 또는 같은 구
성부분에는 동일부호를 붙치고, 설명을 생략 혹은 간략히하였다.  

키이입력장치(500)는 퍼스널 컴퓨터 본체 등에 접속된 문자 등을 입력하는 키이보드의 대신에 이용되고, 
상기 제8실시형태와 같이, 도시하지 않지만 키이터치를 검출하는 키이입력 검출수단이나, 그 입력에 따라
서 퍼스널 컴퓨터 본체에 문자키이를 출력하는 키이입력 처리수단을 구비한다.  

키이입력장치(500)의  키이입력부(2)에는  키이입력장치(500)의  거의  중앙의  메인키이영역(520)에  배치된 
상하 4단 좌우 3열의 계12개의 메인키이(521∼532)와, 이 메인키이영역의 주위에 コ자모양으로 배치된 기
능키이영역(550)에 배치된 10개의 기능키이(551∼560)가 설치되어 있다.  

메인키이(521∼532)와 기능키이(551∼560)에는 각 문자나 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상기 메인키이(521∼532)에서의 문자키이의 배열은 상기 제8실시형태와 거의 동일하고 상단측의 키이(521
∼525)에 모음키이가 설정되어 있고, 그 아래쪽의 키이(526∼532)에는 로마자입력에 있어서 상기 모음키
이와 조합하여「か」행∼「わ」행을 입력하는 자음키이가 배열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 메인키이(521∼525)에는 문자배열로서 각각 모음을 나타내는「A」,「I」,「U」,「E」,
「O」가 제1의 문자키이로서 배열되어 있다.  

한편, 각 메인키이(527∼532)에는 제1의 문자키이로서, 일본어의 자음을 나타내는「K」,「S」,「T」,「N
」,「H」,「R」의 자음키이가 배열되고, 키이(526)에는 자음키이「Y」가 배열되어 있다. 또한, 키이(532, 
526)에는 제2의 문자키이로서,「M」,「W」의 자음키이가 배열되어 있다.

키이(527∼529, 531)에는 제2의 문자키이로서,「G」,「Z」,「D」,「B」의 각 자음키이가 배열되어 있다. 
또한,「は」행,「ば」행을 입력하는「H」,「B」가 설정된 키이(531)에는 제3의 문자키이로서 「ぱ」행을 
입력하기 위한「P」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な」행을 입력하는「N」이 설정된 키이(530)는 로마자입력에 있어서는, 발음「ん」을 입력하는 
키이로서도 이용된다.

「A」,「E」가 설정된 모음키이(521, 524)는 제2의 문자키이로서 장음 ,촉음「っ」가 각각 설정된 장
음설정 모음키이와 촉음설정 모음키이로 되어 있다.  

키이(526∼529)에는  제3의  문자키이로서「X」,「F」,「J」,「V」가  각각  설정되어  있다.  키이(530)에는 
영어입력  모드시의  제2의  문자키이로서「C」가  설정되어  있고,  제3의  문자키이로서「Q」가  설정되어 
있다. 키이(532)에는 제3의 문자키이로서「L」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알파베트 26문자에 관해서는 상기 제6실시형태와 동일이고, 12개의 메인키이(521∼532)의 안, 5
개의 키이(521∼525)에 모음「A」,「I」, 「U」,「E」,「O」가 단독으로 설정되고, 다른 키이(526∼532)
에, 다른 21문자가 3문자씩 설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키이(526)에「YWX」, 키이(527)에「KGF」, 키
이(528)에「SZJ」, 키이(529)에「TDV」, 키이(530)에「NCQ」, 키이(531)에「HBP」, 키이(532)에「RML」이 
각각 설정되어 있다.

각 메인키이(521∼532)의 키이탑 위쪽에는 후술하는 숫자모드시에, 각 키이(521∼532)를 눌렀을 때에 입
력되는 숫자「7」,「8」,「9」,「4」,「5」,「6」,「1」,「2」,「3」,「0」 및 콤마「,」, 피어리드「.」
가 설정되어 있다.  

더욱, 각 메인키이(521∼532)의 키이탑 아래쪽에는 후술하는 기호입력조작시에 입력되는 각종 기호가 설
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메인키이(521∼532)의  키이탑 아래쪽의 좌측에는 기호「(」,「「」,「*」,「:」,「!」,「

￥」,「@」,「/」,「+」,「·」, , 가 각각 설정되어 있고, 메인키이(521∼532)의 키이탑아래

쪽의  오른쪽에는  기호「)」,「」」,「#」,「;」,「?」,「＄」,「＆」,「%」,「-」,「'」,「∼」,「=」가 
각각 설정되어 있다.

한편, 기능키이(551∼560)에는 도 33에 도시되어 있듯이, 입력 모드의 전환이나 문자입력시에 이용되는 
각종 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입력 모드에는 크게 분류하여, 도 34에 도시되어 있듯이, 메인키이(521∼532)를 눌러 알파베트나 숫자를 
직접 입력하는「직접입력」과 히라가나, 카다카나, 한자 등을 입력하는「일본어입력시스템」이 있다.

이 2개의 입력의 전환은 기능키이(559)(Alt키이)를 누르면서 기능키이(552)(카나키이)를 누름으로써 행해
진다. 또, Alt키이(559)는 이 Alt키이(559)와 각 키이(521∼532, 551∼558)를 동시에 누름으로써, 각 키
이의 키이탑 아래쪽로 설정되어 있는 기호를 입력하거나, 각종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키이(552)의 키이탑 아래쪽에는 직접입력과 일본어입력시스템과의 전환기능을 나타내는「한자」
가 표기되어 있고, 이 키이(552)와 Alt키이(559)를 동시에 누름으로써 상기 입력의 전환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직접입력에는 알파베트를 입력하는「영자모드」와, 숫자를 입력하는「숫자모드」가 있고, 이들은 기능키
이(551)(영수키이)를 누룰 때 마다 전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기능키이(551)의 키이탑에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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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표기되어 있다.  

또한, 영소문자 및 영대문자의 전환은 기능키이(560)(Shift키이)를 누르면서 영수키이(551)를 누름으로써 
행해진다. Shift키이(560)는 이 Alt키이(559)와 달리, Shift키이(560)와 각 키이(521∼532, 551∼558)를 
동시에 누름으로써 각 키이의 키이탑 위쪽로 설정되어 있는 숫자를 입력하거나, 각종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되고 있다. 따라서, 키이(551)의 키이탑위쪽에는 영소문자 및 영대문자의 전환을 나타내는「
Caps(CapsLock)」이 표기되어 있고, 이 키이(551)와 Shift키이(560)를 동시에 누름으로써 상기 입력의 전
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본어입력시스템에  있어서의  입력  모드에는「히라가나모드」,「카다카나모드」,「영자모드」, 「숫자모
드」가 있다. 이것들의 각 모드의 전환은 도 34에 도시되어 있듯이 다음과 같은 조작으로 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다른 모드로부터 히라가나모드로의 전환은 카나키이(552)를 눌러 행해지고 히라가나모드와 카다카나모드
사이의 전환도 카나키이(552)를 눌러 행한다.  

다른 모드로부터 영자모드로의 전환은 영수키이(551)를 눌러 행한다. 또한, 영자모드 및 숫자모드사이의 
전환도 영수키이(551)를 눌러 행한다.

더욱, 영자의 소문자 및 대문자사이의 전환은 Shift키이(560)를 누르면서 영수키이(551)를 누름으로써 행
하여 진다.  

또한, 전각과 반각의 전환은 Shift키이(560)를 누르면서, 카나키이(552)를 누름으로써 행하여 진다. 이것 
때문에, 키이(552)의 키이탑위쪽에는「반각」이 표기되어 있다.  

이상의 일본어입력시스템에 있어서의 각 입력 모드나, 전각반각, 소문자, 대문자의 전환을 정리하면 도 
35에 도시되어 있다.  

이상의 기능키이의 기능을 포함하는 각 기능키이(551∼560)를 눌렀을 때의 입력은 도 36에 도시되어 있듯
이, 일반적인 키이보드로 설정된 각종 기능키이의 입력에 대응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예컨대,  기능키이(553)(BS키이)는「Back  Space」,「Del」,「Esc」의  입력에  이용된다.  또한, 기능키이
(554∼557)는 커서이동키이나「Home」,「End」,「Page  Up」,「Page  Down」의 키이로서 기능한다. 기능키
이(558)는「Enter」키이로서 기능한다.  

이 경우, 커서이동키이(554∼557)나 BS·Del키이(553)는 키이를 누르기를 계속하면 연속입력이 되도록 설
정되고,  누르기를 계속하는 시간에 응한 회수분이 입력된다.  한편,  Enter키이(558),  무변환키이(559), 
Space/변환키이(560)와 각 메인키이(521∼532)는 누르기를 계속하였을 때도 연속입력으로 되지 않도록 설
정되어 있다.  

이 키이입력장치(500)에 있어서의 문자, 숫자, 기호의 입력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하여 행하여진다.  

[히라가나모드·가타가나모드(일본어입력시스템)]

히라가나모드시에, 메인키이(521∼532)를 누르면, 로마자입력에 의해 히라가나가 입력된다. 즉, 모음키이
(521∼525)를 1회 누르면 모음이 입력되고, 자음키이(526∼532)와 모음키이(521∼525)를 누르면「자음+모
음」으로 로마자입력에 의한 히라가나가 입력된다.  

이 경우에, 각 자음키이(526∼532)에는 제1문자∼제3문자의 3가지의 자음이 각각 설정되어 있지만, 이들
은 상기 제8실시형태와 같이, 각 키이(526∼532)를 1∼3회 누름으로써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도 37 및 도 38에 도시되어 있듯이, 1회 누르면 각 키이탑의 좌측의 문자가, 2회 누르면 중앙
의 문자가 3회 누르면 오른쪽의 문자가 각각 입력된다.  

카다카나모드시에,  메인키이(521∼532)를  누르면,  히라가나모드와 같이,  로마자입력에 의해 카다카나가 
입력된다.  

히라가나모드 및 카다카나모드로, 모음키이(521∼525)를 누르면 그 모음이 입력되지만, 장음설정 모음키
이(521) 및 촉음설정 모음키이(524)를 2회 이상 계속하여 누른 경우에는, 도 39에 도시되어 있듯이, 조건
에 응해서 장음, 촉음이 입력된다.  

즉, 장음설정 모음키이(521)를 다른 모음의 뒤에 2회 누르면, 장음 이 입력된다. 한편, 장음설정 모
음키이(521)를 단독으로 혹은 자음의 뒤에 2회 누른 경우에는「AA」가 입력된다. 더욱, 장음설정 모음키
이(521)를 3회 연속하여 누르면, 전에 문자가 없는 경우나 모음의 뒤, 자음의 뒤에 관계없고,「모음+장음
」요컨대「A 」가 입력된다.

한편, 촉음설정 모음키이(524)를 다른 모음의 뒤에 2회 누르면, 촉음「っ」가 입력된다. 한편, 촉음설정 
모음키이(524)를 단독으로 혹은 자음의 뒤에 2회 누른 경우에는「EE」가 입력된다. 더욱, 촉음설정 모음
키이(524)를 3회 연속하여 누르면, 전에 문자가 없는 경우나 모음의 뒤, 자음의 뒤에 관계 없고,「모음+
촉음」요컨대「Eっ」가 입력된다.

또, 각 키이(521, 524)로도, 4회 누른 경우에는 1회 누른 상태에 되돌아가, 이후 누른 회수에 응해서 1∼
3회 눌렀을 때의 입력처리가 반복된다.  

더욱,「N」이 설정된 자음키이(530)는 도 38에 도시되어 있듯이, 상기 제8실시형태와 같이, 1회 터치함으
로써「N」이 입력되고, 2회 터치함으로써「ん」가 입력되고, 3회 터치함으로써「ん」및「N」이「ん+N」의 
순으로 입력되게 되어 있다. 또, 키이(530)를 연속하여 4회 터치함으로써, 키이(530)를 1회 터치한 상태
로 복귀한다. 또한, 키이(530)를 1회 터치한 경우에는 기본적에「N」이 입력되지만, 그 키이(530)의 뒤에 
모음이외의 키이가 입력된 경우에는「ん」이 입력된다.  

「Y」가 설정된 자음키이(526)는 3회 누르면「X」가 입력되지만, 그 다음에「모음」,「つ(TU)」등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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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에는 상기 제8실시형태와 같이「X」키이는 소문자입력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고, 소문자의 모음「ぁ
いぅぇお」이나 촉으「っ」가 입력된다.  

마찬가지로「R」이  설정된  자음키이(532)는  3회  누르면,「L」이  입력되지만,   그 다음에「모음」,「つ
(TU)」,「や(YA)」,「ゆ(YU)」,「よ(YO)」가 입력된 경우에는,  제8실시형태와 같이「L」키이는 소문자입
력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고, 소문자의 모음「ぁいぅぇぉ」이나 촉음「っ」, 소문자의「ゃゅよ」가 입력된
다.  

[영자모드(직접입력·일본어입력 시스템공통)]

영자모드(직접입력·일본어입력 시스템공통)시에, 메인키이(521∼532)를 누르면, 도 40 및 도 41에 도시
되어 있듯이, 각 알파베트가 입력된다. 이 경우에, 모음키이(521∼525)는 누를 때마다 그 알파베트가 1문
자씩 입력된다. 한편,  각 자음키이(526∼532)는 1회 누르면 각 키이탑의 좌측의 문자가, 2회 누르면 중
앙의 문자가 3회 누르면 오른쪽의 문자가 각각 입력된다.  

또, 같은 키이에 설정된 자음을 계속하여 입력하는 경우에는 기능키이(「→」보냄키이)(555)를 눌러 입력
을 구분하고 나서, 그 키이를 누르면 좋다. 이 보냄키이(555)에는 리피트기능도 설정되어 있다. 즉,「ALL
」과 같이 같은 문자가 연속할 때에, 최초의 문자(L)를 보냄키이(555)로 확정한 뒤, 더욱 보냄키이(555)
를 누르면 먼저 확정한 문자와 같은 문자가 입력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문자가 계속되는 경우
에 간단한 조작으로 입력할 수가 있다.  

또한, 영대문자와 소문자는 먼저 입력 모드를 전환입력할 수는 있지, 통상의 영문과 같이, 대문자나 소문
자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조작이 번잡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본 실시형태로서는, 영자모드에 있어서는,  
Shift키이(560)를 누르면서 메인키이(521∼532)를 누르는 것으로, 대문자 및 소문자를 바꿔 입력할 수 있
도록  되고  있다.  이  경우,  Shift키이(560)를  누르면서  각  메인키이(521∼532)를  1∼3회  눌러,  더욱, 
Shift키이(560)를 떼었을 때에 그 영자의 입력이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숫자모드(직접입력·일본어입력 시스템공통)]

숫자모드(직접입력·일본어입력 시스템공통)때는, 메인키이(521∼532)를 누르면, 도 40 및 도 41에 도시
하도록, 각 키이(521∼532)의 위쪽에 쓰여진 숫자 및 「,」,「.」이 입력된다. 복수회 눌러진 경우에는, 
각 숫자가 눌러진 회수분 입력된다.  

또, 숫자는 일본어의 글중에 입력하는 것도 대부분 많이, 그 경우 입력 모드를 바꾼다면 조작이 번잡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일본어입력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Shift키이(560)를 누르면서 메인키이
(521∼532)를 누르는 것으로 각 키이(521∼532)의 위쪽에 쓰여진 숫자 및「,」,「.」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고 있다.  

단지, Shift키이(560)와 메인키이(521∼532)를 누르는 동작은 영어의 대문자·소문자의 전환조작에도 쓰
이고, 이같은 조작의 처리를 각 모드에 의해서 다르게 한 것은 비교적 어렵다. 이것 때문에, Shift키이
(560)를 쓴 숫자입력은 하지 않도록 하더라도 좋다.  

또한, 기능키이(Enter키이)(558)를 누르면서 메인키이(521∼532)를 누르는 것으로 숫자를 입력할 수 있도
록 하더라도 좋다. 이 경우에는, 다른 조작과 다르기 때문에, 각 모드에 있어서도 숫자입력 조작으로서 
설정할 수 있다.  

[기호의 입력]

기호의 입력은, 직접입력, 일본어입력시스템과 함께, Alt키이(559)를 누르면서 메인키이(521∼532)를 누
르는 것으로, 도 37, 38, 40, 41에 도시하도록 각 키이(521∼532)의 아래쪽의 왼쪽으로 쓰여진 기호가 입
력된다.  

또한, Alt키이(559)를 누르면서 메인키이(521∼532)를 2회 누르는 것으로, 각 키이(521∼532)의 아래쪽의 
오른쪽으로 쓰여진 기호가 입력된다.  

이 경우, 각 모드시에 Alt키이(559)를 누르면서 메인키이(521∼532)를 1∼2회 눌러, Alt키이(559)를 뗄 
때에, 그 기호의 입력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다.  

또, 도 40, 41에 있어서,「*」가 붙어질 수 있는 기호는, 키이입력장치(500)에 표기된 기호와는 다르다. 
이것은, 키이입력장치(500)에는 일본어의 전각문자에 있어서 입력가능한 기호(괄호기호「」등)가 표기되
어 있는데 대하여 기호영자 및 숫자에 있어서의 반각기호에는 해당하는 기호가 없는 경우가 있어, 그 때
는 다른 기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각 모드에 있어서, 메인키이(521∼532)를 단독으로 누른 경우, Shift키이(560)와 동시에 누른 경
우, Alt키이(559)와 동시에 누른 경우의 입력처리를 정리하면 도 42에 도시된 것과 같다.

[변환·무변환·다음후보·앞후보]

일본어입력시스템에 있어서,  문자나 숫자의 확정전(기능키이(558)로  확정하기 전)에,  Shift키이(560)를 
단독으로 눌러 뗀 때로는, 가나한자변환 기능이 일하여, 입력한 문자나 숫자는 적시 한자나 한수자등으로 
변환된다.

문자나 숫자의 확정전에, Alt키이(559)를 단독으로 눌러 뗄 때에는 무변환기능이 일하여, 입력한 문자나 
숫자가 그대로 입력된다.  

변환때의 다음 후보는, Shift키이(560)가 아래 화살표키이(기능키이(557))로 선택하여, 앞후보는, 위화살
표키이(기능키이(556))로 선택하여, 리턴키(558)로 확정한다.  

변환 리스트의 후보에는 숫자가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Shift키이(560)를 누르면서 메인키이(521∼532)의 
숫자를 누르더라도 확정할 수 있다.  

75-29

1019980706974



Shift키이(560)는 상술의 대로, 다른 키이와 같이 누르는 것으로 숫자나 키이탑위쪽의 기능을 입력할 수 
있음과 동시에, 문자의 확정전에 단독으로 누르는 것으로 변환기능으로 역할을 하지만 흔히 스패이스 입
력의 기능도 구비한다.  

구체적으로는, 미확정문자가 없는 통상의 상태로 Shift키이(560)를 단독으로 누르면, 스패이스가 입력된
다. 이 경우, Shift키이(560)로 누르고 나서 일정시간, 예컨대 2초를 넘어서 Shift(560)를 누르기를 계속
하면 스패이스가 연속하여 입력된다.

즉, Shift키이(560)로 누르고 나서 일정시간(예컨대 2초)이내에 다른 키이를 누르면, 상기 시프트기능 역
할을 한다. 반대로 일정시간이내에 다른 키이가 눌러지지 않은 경우, 미확정상태의 문자가 있으면 변환기
능을 하고, 미확정상태의 문자가 없으면 스패이스 입력기능을 한다.

[펑션입력·숏트컷입력] 

일반의 퍼스널 컴퓨터 등으로서는, 키이보드의 최상단에 각종 기능이 설정된「F1·F2·F3…」의 펑션키이
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각 어프리케이션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기능 등을「콘트롤(Ctrl)키이」와 「문자
키이」를  동시에  누름으로써(예컨대,  Ctr1+S)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한  숏트컷키이를  마련하는  적도 
있다.

이러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 실시형태로서는, Alt키이(559)와 Enter키이(558)를 누르면서(Enter키
이(558)의 아래쪽에 기재된 Fn : 펑션키이기능을 선택하여), 각 메인키이(521∼532)를 누르면, 각 키이
(521∼532)의 숫자에 대응하여「F1∼F12」의 펑션이 입력할 수 있도록 되고 있다. 이에 따라, F1∼F12에 
소정의 기능을 할당하여 놓은 것으로,  그  기능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또,  F10는 Alt키이
(559)+Enter키이(558)+「O」키이(530)로  입력되고,  F11는,  Alt키이(559)+ Enter키이(558)+「,」키이(53
1)로 입력되도록 되어 있다. F12는, Alt키이(559)+ Enter키이(558)+「.」키이(532)로 입력되도록 되어 있
다.

또한,  숏트컷입력은,  Alt키이(559)와  Shift키이(560)를  누르면서  (Shift키이(560)의  아래쪽에  기재된 
Ctrl : control key기능을 선택하여), 각 메인키이(521∼532)를 누르면,「Ctr1+영자」(예컨대 Ctrl+S)의 
기능이 이동하여, 각종 기능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각 메인키이(521∼532)의 
영자는, 1∼3회 눌러 Alt키이(559)+Shift키이(560)를 뗄 때에 그 입력이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상기 제8실시형태의 효과 27)과 같이, 모음이 설정된 5개의 모음키이(521

∼525)중의 1개의 모음키이(521)에, 장음 을 입력하는 제2의 문자키이를 설정하고, 키이(524)에 촉음
「っ」를 입력하는 제2의 문자키이를 설정하고, 이 키이(521, 524)를 다른 모음의 뒤에 2회 연속하여 터

치하면, 키이입력 처리수단(102)에 의해서 장음  및 촉음「っ」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일본어입력에 있어서 사용빈도가 높은 장음  및 촉음「っ」의 입력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문자입력 
효율을 향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키이(521, 524)를 각각 3회 연속하고 터치하면, 키이입력 처리수단(102)에 의해서, 모음 및 

장음  혹은 모음 및 촉음「っ」가 일본어입력에 있어서 빈도가 높은「모음+장음」및「모음+촉음」의 
순으로 출력할 수 있고, 문자입력 효율을 보다 향상할 수 있다.  

흔히, 본 실시형태로서는, 상기 각 실시형태의 1)∼19), 22)∼25), 28), 29), 31), 32)로 같은 작용효과
를 얻을 수 있다.  

34) 외에 키이수가 22개의 텐키이 사이즈로 누를 수 있고, 또한 퍼스널 컴퓨터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의 
문자나 기능을 입력할 수 있도록 각 키이를 집약하여 배열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텐키이를 누르는 것
과 같은 손가락씀과 속도로, 문자, 숫자, 기호를 간단히 입력할 수 있고, 키이사이즈가 크게 옆에 넓어지
지 않은 배열들 때문에 한쪽 손으로 누르기 쉬운 키이입력장치로 될 수 있다.

35) 더욱 키이입력장치의 전유면적이 일반적인 전체 크기의 키이보드에 비교해서 작고, 또한 한쪽 손으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 손으로 서류를 취급하면서, 오른손으로 마우스와 교대로 조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치(500)에 의하면, 디스크탑 주위를 성 스패이스화 할 수 있어, 쾌적한 
입력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치(500)의 특징은, 일반적인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
이다. 즉, 근년의 디스크탑의 퍼스널 컴퓨터는, 화면의 아이콘이나 메뉴를 마우스로 선택하는 
GUI(graphical·user interface)가 널리 채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자나 숫자는 키이보드로 입력한다. 그 
때문, 책상의 위를 키이보트 및 마우스로 널리 점령하고, 또한 키이보드와 마우스를 구별지어 쓸 때에 손
을 좌우에 크게 움직여야 한다. 한쪽에서, 노트형 퍼스널 컴퓨터를 책상의 위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숫자입력를 위해 텐키보드를 배치하고, 마우스를 배치하고 있다. 노트형의 키이보드는 전체 크
기의 키이보드에 비교해서 작지만, 반대로 특히 숫자입력때의 조작성이 희생된다.  

전체 크기의 키이보드로서는, 키이수가 많기 때문에, 숏컷기능이나 풀키보드(full-keyboard)의 특수기능
(특수한 기능키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의 사용자는 이것들의 기능은 그다지 필요하
지 않다. 대부분의 사용자의 필요성 가까이에 서류를 확대하는 스패이스를 확보하여, 장소를 점유하지 않
고서 조작하기 쉬운 키이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여 입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본 실시형태의 키
이입력장치(500)는 대단히 알맞은 것이다.  

또, 일반적인 키이보드의 영자배열은, 알파베트를 불규칙에 나란히 설 수 있는 옛날의 기계식 파이프 라
이트의 배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모음과 자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로마자입력 등으
로서는 좌우의 손에서의 상호 터치로는 되지 않고, 양손형의 풀키이보드와 한쪽 손으로 조작하는 키이입
력장치(500)를 비교한 경우, 양손형이 반드시 누르기 쉽고 입력속도가 빠른 것은 아니다.  

이와는 달리 전자계산기나 텐키이를 대단히 빠르게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이 좋도록, 이로운 손만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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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은 키이를 누르는 쪽이, 다소 터치회수가 많아지더라도 빠른 입력으로 되어도, 키이입력장치(500)는 
입력속도의 점에서도 일반의 키이보드에 뒤떨어 지지는 않는다.  

36) 흔히, 1개의 기능키이(Shift키이)(560)에, 다른 키이와 동시에 눌렀을 때에 행하는 시프트 기능만이 
아니라, 미확정 상태에 카나한자변환을 하는 변환기능과, 단독으로 눌렀을 때에 스패이스를 입력하는 스
패이스 입력기능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그 몫 키이수를 적게 되고, 또한 조작성도 향상할 수 있다.  

특히, 상기 각 기능은 각각 Shift키이(560)를 눌렀을 때의 상황에 응해서 자동적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
에 조작자가 각 기능을 선택한 필요가 없고, 이 점에서도 조작성을 한층 더 향상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은 상기 각 실시형태의 구성에 한하지 않고,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의 변형은 
본 발명에 포함되는 것이다.

예컨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키이입력장치로서는, 휴대전화(1, 200)에 한하지 않고, 통상의 탁상의 전화
나 FAX에 적용하더라도 좋다. 더욱 전화에 한하지 않고, 팔목시계,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휴대용 퍼스널 
컴퓨터, PDA(휴대정보단말),  퍼스널 컴퓨터 등에 접속되는 텐키이 보드 등에 적용하더라도 좋다.  

결국, 본 발명의 키이입력장치는 문자입력이 필요한 각종의 기기에 적용할 수 있고, 특히 키이수가 12∼
15개 정도로 숫자, 일본어, 영어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소형의 각종 정보기기의 입력장치로 바람직하
다.

또한, 제4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치(10) 등으로서는, 문자(일본어입력이나 영어입력)모드와는 별도로 수기
호입력 모드를 마련하고 있었지만, 이 입력 모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도, 숫자나 기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각 키이(81∼95)를 3회 일부의 키이(일부의 키이(85, 93∼95) 등으로서는 4회) 터치하면 숫자
가 입력되고,  4회(일부의 키이로서는 5회) 터치하면 기호가 입력되도록 설정하더라도 좋다.

이 경우에는, 숫자나 기호를 입력할 때에, 모드전환 조작이 필요없기 때문에, 특히 문자입력의 도중에 1
∼3개 정도의 숫자나 기호를 입력할 때에, 조작성을 향상할 수가 있다.  

흔히, 각 키이입력장치로 설정되는 문자(숫자나 기호 등도 포함한다)의 종류나 구체적인 배열은, 상기 각 
실시형태에 기재된 것에 한하지 않고, 실시에 대응하여 적시 설정하면 좋다.

예컨대, 상기 제4실시형태로서는 키이입력장치(10)의 메인키이(81∼95)에 설정된 알파베트를 모음존 및 
자음존에 나눠 설정했었지만, 도 43에 도시되어 있듯이, QWERTY배열에 합쳐서 메인키이(81∼95)의 알파베
트를 설정하더라도 좋다.  

즉, 메인키이영역(80)의 상단1열의 키이(81∼85)에는, 제1의 문자키이로서 좌측에서 순차로「Q」,「W」,
「E」,「R」,「T」를 입력하는 키이가 설정되어 있고, 제2의 문자키이로서「Y」,「U」,「I」,「O」,「P」
를 입력하는 키이가 설정되고, QWERTY배열이 일반적인 키이보드에 있어서의 상단의 알파베트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메인키이영역(80)의 중단 1열의 키이(86∼90)에는, 제1의 문자키이로서「A」,「S」,「D」,「F」,
「G」가 제2의 문자키이로서「H」,「J」,「K」,「L」,「;(새미콜론)/ (장음)」을 입력하는 키이가 설정

되어 있다. 더욱, 하단1열의 키이(91∼95)에는, 제1의 문자키이로서「Z」,「X」,「C」,「V」,「B」가, 제
2의 문자키이로서「N」,「M」,「,(콤마)/ (구점)」,「.(피어리드)/ (독점)」,「Caps」를 입력하는 키

이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키이배열로 하면, 종래부터 널리 이용되어 익숙해져 가까이 지내여지고 있는 QWERTY배열의 키이순
서를 15개의 메인키이(81∼95)에 설정할 수 있고, QWERTY배열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있어서 키이배열을 용
이하게 기억하는 수 있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일본어에 있어서 사용빈도가 높은 구점 , 독

점 , 발음「ん」, 장음  등도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입력때 뿐만이 아니라, 로마자에 의한 

일본어입력때의 조작성도 향상할 수가 있다.

또한, 키이입력장치(10)로서는, 기호입력이 빈도가 낮은 경우, 도 44에 도시되어 있듯이, 기호배열을 생
략하더라도 좋다. 또, 이 키이입력장치(10)로서는, 문자나 숫자의 배열은 도 10의 키이입력장치(10)와 동
일한다.  

더욱 도 45에 도시되어 있듯이, 숫자키이도 없이 키이(81∼95)에 문자키이만을 설정하더라도 좋다.  

또한, 키이입력장치(10)를 영어전용에 쓰는 경우에는, 도 46에 도시되어 있듯이, 영어입력에 알맞은 키이
배열에게도 좋다. 즉, 키이(85, 93∼95)의 제2의 문자키이에는 알파베트「C」,「F」,「V」,「L」만이 설
정되고, 서포트키이(151∼155)에는, 「Shift/Space」,「Num」,「Mark」,「Help」,「Menu」가 설정되어 있
다. 그 밖의 키이는 도 45와 설정이 동일하다.  

또한, 도 47에 도시되어 있듯이, QWERTY배열에 합친 영어전용배열의 키이입력장치(10)로서도 좋다. 즉, 
메인키이(81∼95)에는 키이(90,  93,  94)의 제1의 문자키이에「;」, 「,」,「.」만을 설정한 이외는, 도 
43의 배열과 동일한 키이를 설정하고, 서포트키이(151∼155)는 도 46과 동일하게 설정하여도 좋다.

도 46 및 도 47에 도시되어 있듯이, 영어전용의 키이입력장치(10)로 하면, 영어입력에 알맞은 간단한 키
이입력장치로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각 실시형태와 같이 메인키이의 수가 12∼15개 정도의 키이입력장치(2, 10)에 한하
지 않고, 키이수가 보다 적은 혹은 보다 많은 키이입력장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결국, 1개의 키이에 복
수의 문자키이가 설정되어 있는 키이입력장치에 널리 적용할 수가 있다.  

또한, 상기 제1실시형태로서는 메인키이(21∼32)에 숫자키이를 설정했었지만, 예컨대 휴대전화(1)이외의 
키이입력장치로서 쓰는 경우 등으로 숫자입력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도 48에 도시하도록 메인키이(21∼
32)에 문자키이만을 설정하더라도 좋다. 또, 도시하지 않지만 제3실시형태의 키이배열에 있어서도 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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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에 문자키이만을 설정하더라도 좋다.

흔히, 영어입력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도 49에 도시하도록, 메인키이(21∼32)(제2실시형태의 키이배열로서
는 키이(21∼35))에, 일본어입력용의 알파베트나「っ」,「ん」만을 설정하더라도 좋다. 또, 도 49의 키이
배열에, 숫자키이를 가하더라도 좋다.  또한, 도 49에 있어서 복수의 문자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키이
탑의 표기는, 좌우에 배치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상하에 배치하더라도 좋다. 흔히, 3개이상의 문자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 좌우와 상하를 조합하여 배치하여도 좋다.

또한, 도 50에 도시되어 있듯이, 제1실시형태의 키이배열에 있어서, 모음키이(21∼25)의 표기를 제3실시
형태와 같이 카다카나로 행하여도 좋다.

또한, 도 51에 도시되어 있듯이, 메인키이(21∼32)에 알파베트만을 설정하고 영어용의 키이입력장치로서
도 좋다.  

흔히, 예컨대 전자계산기나 텐키이 보드에 본 발명의 키이입력장치를 적용하는 경우, 도 52에 도시되어 
있듯이, 숫자키이는 아래쪽으로부터 순차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키이도 숫자키이의 배열에 조합하
여 배치하더라도 좋다. 결국, 모음키이가 반드시 메인키이(21∼32)의 상부에 배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좋
고, 각 모음키이가 독립하여 배치되어 있으면 좋다.  

또한, 상기 각 실시형태로서는 키이가 좌우 3열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도 53에 도시되어 있듯이 좌우 4열
과 3열이외의 배열을 적용하여도 좋다.

더욱 휴대전화 등으로서는 제3실시형태의 키이(33∼35)로 설정된 기능 등을 갖는 키이를 숫자키이의 상하
가 아니라, 좌우의 위치에 배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컨대「Y」,「R」,「W」이 설정된 키이(33∼35)
를 메인키이(21∼32)의 옆에 배치하더라도 좋다.  

또한, 모음이나 자음의 각 키이의 순서는 상기 각 실시형태의 것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도 54에 도시되
어 있듯이, 키이(21∼23)에「U」,「A」,「I」를 배치하고 키이(25, 26)에「E」,「O」를 배치하여 순서를 
바꾸더라도 좋고, 자음키이를 상단으로부터 하단에 향하서 또한 좌측에서 오른쪽에 향해서 배치하여 순서
를 바꾸더라도 좋다.  

결국, 각 메인키이의 수, 배치, 각 키이에 대하는 문자의 배열 등은 실시에 대응하여 적절히 설정하면 좋
다.  

또한, 상기 각 실시형태로서는 1개의 키이에 복수의 문자키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키이를 누르는 
회수로 각 문자키이를 선택했었지만, 예컨대 그 키이를 단독으로 누른 경우에는 제1의 문자키이가 선택되
고 어느 설정된 다른 키이와 동시에 누른 경우에는 제2의 문자키이가 선택되도록 하는 등, 다른 조작으로 
각 문자키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좋다.  

또한, 도 55, 도 56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전자계산기(70)에 본 발명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숫자 및 문자가 
설정된 메인키이(721∼732)의 주위에, 전자계산기로 필요한 각종 기능키이(751∼763)를 마련한 키이입력
장치를 이용하더라도 좋다.  

또, 전자계산기(70)의 숫자키이는상기 각 실시형태의 전화의 숫자키이와 배열이 다르고, 상단좌측에서 순
차로 키이(721)에 숫자「7」이, 키이(722)에 숫자「8」이, 키이(723)에 숫자「9」가, 키이(724)에 숫자「
4」가, 키이(725)에 숫자「5」가, 키이(726)에 숫자「6」이, 키이(727)에 숫자「1」이, 키이(728)에 숫자
「2」가, 키이(729)에 숫자「3」이, 키이(730)에 기호「0」이, 키이(731)에 기호 「,」가, 키이(732)에 
기호「.」이 설정되고, 전자계산기 조작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모음 및 자음의 문자키이의 배열은 상기 제1실시형태와 동일하다. 단지, 도 56에 도시되어 있듯이, 
각 키이(721∼732)의 키이표면의 표기는 숫자가 상단에 기재되고 문자가 하단에 기재되어 있다.  

더욱, 각 기능키이(751∼763)는 전자계산기 기능이나 문자입력기능 등 각 키이표면이나 그 위쪽에 표기된 
각 기능이 실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키이입력장치를 갖는 전자계산기(70)에 의하면, 전자계산기 기능에 부가하여 문자입력을 할 수 있
어, 그 입력조작성도 향상할 수가 있다.  

또한, 전자계산기(70)에 있어서의 키이배열로서는 도 57에 도시된 것과 같은 것이라도 좋다. 이 키이배열
은 메인키이(721∼732)에 있어서의 숫자 및 문자의 배열은 키이(731)에 기호「.」이 설정되고, 키이(73
2)에 기호「=」가 설정되어 있는 것외에는 도 56의 예와 동일하다.

또한, 메인키이(721∼732)의 주위에 설정된 각종 기능키이(771∼783)에는 도 56의 예와 같이 전화나 문자
입력에 필요한 각종 기능키이가 설정되어 있다. 이 전자계산기(70)에 의해서도, 전자계산기 기능에 부가
하여 문자입력을 할 수 있어, 그 입력조작성도 향상할 수가 있다.  

또한,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메인키이(21∼32)에 숫자키이를 설정했었지만, 숫자입력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메인키이(21∼32)에 문자키이만을 설정하더라도 좋다.  

더욱,  영어입력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메인키이(21∼32)에  일본어입력용의  알파베트나「っ」,「ん」만을 
설정하더라도 좋다.  

또한, 메인키이(21∼32)에 알파베트만을 설정하고 영어용의 키이입력장치로서도 좋다.  

또한, 상기 제5, 6실시형태에서는 키이(221∼232) 및 기능키이(251∼262)나 기능키이(271∼282)가 좌우 4
열에 배치되어 있지만, 기능키이(251∼262, 271∼282)의 수를 적게 한 경우 등으로서는 좌우 3열의 배열
로서도 좋다.

더욱, 도 58에 도시되어 있듯이, 자음키이를 상단으로부터 하단에 향해서 또한 좌측에서 오른쪽에 향해서 
배치하여  순서를  바꾸더라도  좋다.  즉,  키이(221∼227)에 「KGF」,「SZV」,「TDJ」,「NCQ」,「H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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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L」,「YWX」의 각 문자를 설정하고, 키이(28∼32)에 모음「A」,「I」,「U」,「E」,「O」를 설정하더라
도 좋다.  

결국, 12개의 키이(21∼32)의 중의 5개의 키이에 5개의 모음이 각각 설정되어, 다른 7개의 키이에 자음 
21문자가 3문자씩 설정되어 있으면 좋고, 그 구체적 배열이나 각 자음의 조합은 실시에 대응하여 적절히 
설정하면 좋다.  

더욱, 숫자 및 알파베트의 키이표기는 도 59에 도시되어 있듯이, 각 키이의 표면에 문자(알파베트 등)를 
표기하고, 키이의 외측(아래쪽 등)에 숫자키이를 설정하더라도 좋고, 이것들의 표기형식도 실시에 대응하
여 적절히 설정하면 좋다.  

더욱, 상기 제1, 5, 7, 8실시형태로서는 모음키이(21∼25)의 제2문자키이로서, 촉음「っ」나 장음 을 
설정했었지만, 이들은 상기 제6실시형태와 같이, 어느 쪽이든 1개만을 설정하여도 좋다.  

또한, 촉음「っ」이나 장음 이 설정된 키이는「A」,「E」가 설정된 모음키이(21, 24)에 한하지 않고, 
「I」,「U」,「O」가 설정된 다른 모음키이라도 좋다. 예컨대, 도 60∼62에 도시되어 있듯이, 모음「O」

가 설정된 키이(25, 32)에 장음 을 설정하더라도 좋다. 단지, 촉음「っ」이나 장음 은 일본어의 

로마자입력시에 있어서는 연속하여 누름이 적은「E」나「A」의 키이에 설정하는 것이 조작성면에서 바람
직하다.  

더욱,  도  60에  도시되어  있듯이,  각  모음키이(21∼25)에는  구점 , 독점 ,  콤마「.」, 

피어리드「.」, 점「·」, 새미콘론「;」등의 각 기호가 제2의 문자키이로서 설정되어 있더라도 좋다. 예
컨대, 일본어입력 모드로서는 키이(21, 22, 23)를 2회 누르면 구두점이나 점「·」이 입력되고, 영어입력 
모드로서는, 키이(21, 22, 23)를 2회 누르면 콤마, 피어리드, 새미콘론이 입력되도록 설정하면 좋다.  

또,  자음+모음(예컨대「K」+「A」)으로 로마자(예컨대「か」)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 후,  더욱 모음키이

(21∼25)중 어느 것을 2회 누르면, 구두점이나「っ」, 가 입력된다.  

이와 같이, 각종 기호를 모음키이(21∼25)에 설정하면, 일본어나 영어입력으로 빈도가 높은 구두점이나 
콤마, 피어리드를 용이하게 입력할 수가 있다.  

또한, 구두점이나 콤마, 피어리드 등이 설정된 모음키이가 옆 혹은 종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면, 그 
배치가 기억하기 쉽게 된다고 하는 이점도 있다.

또한, 도 61 및 도 62에 도시되어 있듯이, 모음키이(21∼25,  28∼32)중 어느에, 발음「ん」을 설정하더
라도 좋다. 예컨대, 도 61에 도시되어 있듯이, 키이(23)에 발음「ん」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일본어입
력 모드의 경우에 키이(23)를 1회 누르면 모음「う」이 입력되고, 2회 누르면 발음「ん」이 입력된다. 이
와 같은 발음「ん」이 모음키이의 제2의 문자키이로서 설정되어 있으면, 일본입력의 조작성을 보다 일층 
향상할 수 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각 메인키이의 수, 배치, 각 키이에 대하는 문자의 배열 등은 실시에 대응하여 적절
히 설정하면 좋다.  

흔히, 상기 제9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치(500)는 일본어입력을 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도 63에 도
시되어 있듯이, 영어입력만을 하는 키이입력장치(600)로서도 좋다. 이 키이입력장치(600)로서는 메인키이
영역(520)에  설정된 메인키이(521∼532)와,  기능키이영역(650)에  설정되어 영어입력용의 기능이 설정된 

기능키이(651∼660)가 설치되어 있다. 메인키이(521∼532)는 키이(521)에 장음 이 설정되지 않고, 키
이(524)에 촉음「っ」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기호의 일부가 다른(일본어의 키이 코드에만 설정되는 기호
가 영어용의 기호에 변경된다) 이외는 제9실시형태의 키이입력장치(500)와 동일하다.

또한, 각 기능키이(651∼660)의 각 기능도 보냄키이(665)에 있어서의 리피트(repeat)기능 등, 상기 키이
입력장치(500)에  있어서의  각  기능키이(551∼560)의  영자모드때의  기능과  동일한다.  이 키이입력장치
(600)의 경우에도, 상기 제9실시형태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욱, 발음「ん」을 입력하는 키이로서 키이(530)가 설정되어 있지만, 이것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키이
(530)이외의 키이(521∼529, 531, 532)중 어느 키이를 발음「ん」을 입력하는 키이로서 설정하더라도 좋
다. 또한 「ん」이나「んN」을 출력할 때의 터치회수는 적절히 설정하면 좋다.  

단지,「N」이 설정되어 있는 키이(530)를 2회 터치하여 발음「ん」을 입력하는 것은 종래가 일반적인 키
이보드에 있어서의 로마자입력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자입력에 있어서, 키이(530)로 설정되어 있는 
쪽이 입력조작성을 향상할 수 있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결국, 본 발명의 키이입력장치는 휴대전화나 전자계산기 등의 문자입력이 필요한 각종의 기기에 적용할 
수 있고, 특히 키이수가 12∼15개 정도로 숫자, 일본어, 영어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소형의 각종 정
보기기의 입력장치에 바람직하다.  

더욱, 본 발명의 키이입력장치는 키이입력장치내에 키이입력 처리수단(102) 등을 실현하는 하드웨어를 짜
넣어 구성하더라도 좋지만, 키이보드장치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퍼스널 컴퓨터 등의 각종 기기에 짜놓음, 
그 기기의 CPU 등을 이용하여 상기 기능을 실현하더라도 좋다.  

본 발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어 및 영어의 문예를 이용하여, 본 발명의 입력방식(CUT식)과, 
종래방식(휴대전화에 있어서의 키이입력)으로, 일반적인 키이보드(QWERTY식)와 터치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도 64에 도시되어 있듯이, 본 발명에 의하면 종래의 약1/2∼2/3의 터치수로 입력할 수 있고, 입력
효율을 대폭 향상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본 발명의 유용성이 실증되었다. 또, 도 64에 있어서, 
회수로는 키이의 터치수이고, 비율은 본 발명의 입력방식의 터치수를 기준(1)으로 하였을 때의 각 방식의 
터치수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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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키이입력장치에 의하면, 키이수를 적게 되어 기억하기 쉽게 칠 수 있
고 또한 쉽게 소형화 할 수 있다. 용이하게 소형화할 수가 있다. 또한, 키이수가 적은 경우라도, 문자입
력시에 키이를 누르는 회수를 적게할 수 있어 입력조작을 간단히 할 수가 있다.  

또한, 단독으로 설정되는 모음키이에, 제2의 문자키이로서 촉음「っ」나 장음 을 설정하면, 일본어입

력할 때에 빈도가 높은 촉음「っ」나 장음 을 용이하게 입력할 수가 있어, 문자입력 효율을 향상할 
수가 있다.  

산업상이용가능성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이러한 키이입력장치는 각종의 정보처리장치에 있어서의 입력장치로서 유용하고, 
특히 각종의 휴대퍼스널 컴퓨터, 전자수첩, 휴대정보단말(PDA)  등의 소형의 정보처리장치나, 휴대전화, 
FAX 등에 짜넣어지는 입력장치에 이용하는데 적합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5개의 모음키이와 복수의 자음키이를 구비하고,  

상기 각 모음키이에는 모음을 나타내는 알파베트인「A」,「I」,「U」,「E」,「O」를 입력하는 문자키이가 
개별로 설정되고,

상기 각 자음키이에는 자음을 나타내는 문자가 여러개씩 설정되어 있고,  

상기 각 키이가 몇번 연속하여 터치했나를 검출하는 키이입력 검출수단과, 그 키이가 터치된 회수에 응한 
문자키이를 출력하는 키이입력 처리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키이에는 제1∼제N의 문자키이가 설정되어 있음과 동시에, 상기 키이입력 처리
수단은 그 키이를 N회 누른 경우에는 제N의 문자키이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키이입력 검출수단은 그 키이로 설정된 복수의 문자키이의 수보다도 많은 키이가 
눌러지는 경우에는 문자키이의 수번 눌러진 회수는 무시하고 두번째 1회부터 눌러진 것으로 하여 키이의 
터치회수를 카운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키이입력 검출수단은 눌러지고 있는 키이 이외의 키이가 
눌러진 시점에서, 상기 키이의 터치수를 확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키이입력 검출수단은 소정의 보냄키이가 눌러진 시점에서, 그 보냄키이를 누르기전
에 누르고 있는 키이의 터치회수를 확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키이입력장치는 자음키이에 계속해서 모음키이가 눌러진 
시점에서, 상기 자음키이의 터치회수를 확정하고, 또한 모음키이의 입력도 확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키이입력장치는 자음키이에 계속해서 다른 자음키이, 모
음키이 또는 소정의 보냄키이가 눌러진 시점에서 상기 자음키이의 터치회수를 확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키이입력장치에 적어도 상하 4단 좌우 3열의 12개의 키이를 대비함과 동시에,  

그속의 5개의 키이는 모음을 나타내는 알파베트인 「A」,「I」,「U」,「E」,「O」를 입력하는 문자키이가 
설정된 모음키이라도 되어 있음과 동시에,  상기「A」,「I」,「U」,「E」,「O」가 설정된 키이 이외의 7
개의 키이는, 자음이 여러개씩 설정된 자음키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최상단의 3개의 키이에는 모음을 나타내는 알파베트인 「A」,「I」,「U」를 입력하는 문
자키이가 설정되어 있고, 위에서 2단번째의 3개의 키이중의 2개의 키이에는「E」,「O」를 입력하는 문자
키이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최상단의 3개의 키이에는 좌측에서 순차로「A」,「I」,「U」를 입력하는 문자키이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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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고, 위에서 2단번째의 왼쪽으로부터 2개의 키이에는 좌측에서 순차로「E」,「O」를 입력하는 문
자키이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7개의 자음키이에는 알파베트 26문자중의 모음키이에 설정된「A」,「I」,「U」,「E
」,「O」이외의 21문자가 각 자음키이에 3개씩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7개의 자음키이중의 4개의 자음키이에는「K」,「S」,「T」,「H」를 입력하는 제1의 
문자키이가 각각 설정되어 있고, 이들의「K」,「S」,「T」,「H」가 설정된 키이에는 각각「G」,「Z」,「D
」,「B」를 입력하는 제2의 문자키이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자음이 설정된 7개의 키이는, 각각「KGF」,「SZJ」,「TDV」,「NCQ」,「HBP」,「RML
」,「YWX」의 각 문자키이의 조합으로 되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12개의 키이중의 10개의 키이에는「1」,「2」,「3」,「4」,「5」,「6」,「7」,「8
」,「9」,「0」의 숫자를 입력하는 숫자키이가 설정되어 있고 키이입력의 모드를 숫자키이입력 및 문자키
이입력으로 전환하는 전환수단이 설정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전환수단은 입력 모드를 숫자입력 모드, 일본어입력 모드, 영어입력 모드의 3
가지의 모드로 절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5개의 모음키이중의 1개의 키이는 장음 을 입력하는 제2의 문자키이가 설정된 
장음설정 모음키이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장음 을 입력하는 제2의 문자키이는 「A」를 입력하는 키이 및「E」를 입력하
는 키이의 한편에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키이입력 처리수단은 상기 장음설정 모음키이가 1회 터치된 경우에는 상기 장음설
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을 출력하고,  

상기 장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2회 터치된 경우에는 장음 을 출력하고,  

상기 장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3회 터치된 경우에는 상기 장음설정 모음키이에 설정된 모음과 장음 

을「모음+장음」의 순으로 출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키이입력 처리수단은 상기 장음설정 모음키이가 1회 터치한 경우에는 상기 장음설
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을 출력하고,  

상기 장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2회 터치된 경우에는 상기 장음설정 모음키이에 설정된 모음을「모음
+모음」이 연속하여 2개 출력하고, 상기 장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3회 터치된 경우에는 상기 장음설

정 모음키이에 설정된 모음과 장음 을「모음+장음」의 순으로 출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키이입력 처리수단은 상기 장음설정 모음키이 이외의 4개의 모음키이중 어느 키이
가 터치된 후에 상기 장음설정 모음키이가 1회 터치된 경우에는 상기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과, 상기 장
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을「모음+장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의 순으로 출력하고,

상기 장음설정 모음키이 이외의 4개의 모음키이중 어느 키이가 터치된 후에 상기 장음설정 모음키이가 연

속하고 2회 터치된 경우에는 상기 모음키이에 설정된 모음과 장음 을「모음+장음」의 순으로 출력하
고,

상기 장음설정 모음키이 이외의 4개의 모음키이중 어느 키이가 터치된 후에 상기 장음설정 모음키이가 연

속으로 설정된 모음 및 장음 을「모음+장음설정 모음키이에 설정된 모음+장음」의 순으로 출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21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키이입력 처리수단은 상기 자음키이가 터치된 후에 상기 장음설정 모음키이가 1회 
터치된 경우에는 상기 자음키이로 설정된 자음과, 상기 장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을「자음+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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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으로 출력하고,

상기 자음키이가 터치된 후에 상기 장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2회 터치된 경우에는 상기 자음키이에 
설정된 자음과, 상기 장음설정 모음키이에 설정된 모음을「자음+모음+모음」의 순으로 출력하고,

상기 자음키이가 터치된 후에 상기 장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3회 터치된 경우에는 상기 자음키이로 

설정된 자음과, 상기 장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 및 장음 를「자음+모음+장음」의 순으로 출력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5개의 모음키이중의 1개의 키이는 촉음「っ」를 입력하는 제2의 문자키이가 설정된 
장음설정 모음키이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촉음「っ」을 입력하는 제2의 문자키이는「A」를 입력하는 키이 및「E」를 입력하
는 키이의 한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키이입력 처리수단은 상기 촉음설정 모음키이가 1회 터치된 경우에는 상기 촉음설
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을 출력하고,

상기 촉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2회 터치된 경우에는 촉음「っ」을 출력하고,

상기 촉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3회 터치된 경우에는 상기 촉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과 촉음
「っ」를「모음+촉음」의 순으로 출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키이입력 처리수단은 상기 촉음설정 모음키이가 1회 터치된 경우에는 상기 촉음설
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을 출력하고,

상기 촉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2회 터치된 경우에는 상기 촉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을「모음
+모음」으로 연속하여 2개 출력하고, 상기 촉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3회 터치된 경우에는 상기 촉음
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과 촉음「っ」이라고「모음+촉음」의 순으로 출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26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키이입력 처리수단은 상기 촉음설정 모음키이 이외의 4개의 모음키이중 어느 키이
가 터치된 후에 상기 촉음설정 모음키이가 1회 터치된 경우에는 상기 모음키이에 설정된 모음과, 상기 촉
음설정 모음키이에 설정된 모음을「모음+촉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의 순으로 출력하고,

상기 촉음설정 모음키이 이외의 4개의 모음키이중 어느 키이가 터치된 후에 상기 촉음설정 모음키이가 연
속하여 2회 터치된 경우에는 상기 모음키이에 설정된 모음과, 촉음「っ」을「모음+촉음」의 순으로 출력
하고,

상기 촉음설정 모음키이 이외의 4개의 모음키이중 어느 키이가 터치된 후에 상기 촉음설정 모음키이가 연
속하여 3회 터치된 경우에는 상기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과, 상기 촉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 및 
촉음「っ」를「모음+촉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촉음」의 순으로 출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27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키이입력 처리수단은 상기 자음키이가 터치된 후에 상기 촉음설정 모음키이가 1회 
터치된 경우에는 상기 자음키이로 설정된 자음과, 상기 촉음설정 모음키이로 설정된 모음을「자음+모음」
의 순으로 출력하고,

상기 자음키이가 터치된 후에 상기 촉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2회 터치된 경우에는 상기 자음키이에 
설정된 자음과, 상기 촉음설정 모음키이에 설정된 모음을「자음+모음+모음」의 순으로 출력하고,

상기 자음키이가 터치된 후에 상기 촉음설정 모음키이가 연속하여 3회 터치된 경우에는 상기 자음키이로 
설정된 자음과, 상기 촉음설정 모음키이에 설정된 모음 및 촉음「っ」를「자음+모음+촉음」의 순으로 출
력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28 

제1항에 있어서,「N」이 설정된 자음키이를 구비함과 동시에,  

상기 키이입력 처리수단은「N」이 설정된 자음키이가 1회 터치된 경우에는「N」을 출력하고,

상기「N」이 설정된 자음키이가 연속하여 2회 터치된 경우에는「ん」을 출력하고,  

상기「N」이 설정된 자음키이가 연속하여 3회 터치된 경우에는,「ん」및「N」을「ん+N」의 순으로 출력하
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29 

제1항에 있어서, 5개의 모음키이와 복수의 자음키이가 설정된 메인키이영역이 배치되어 있고,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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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키이영역의 위쪽, 오른쪽 및 아래쪽에 배치된 복수의 기능키이로 이루어지는 コ자모양의 기능키이영
역이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기능키이중 1개의 기능키이에는 각 키이의 시프트상태로 설정된 문자나 기
능을 입력하는 시프트기능과, 미확정 문자의 가나한자변환을 하는 변환기능과, 스패이스를 입력하는 스패
이스 입력기능이 설정되어 있음과 동시에,

상기 시프트기능은 상기 기능키이를 누른상태로 또한 눌러 처음으로부터 일정시간내에 다른 모음키이, 자
음키이, 기능키이가 눌러질 때에 이동하고,  

상기 변환기능은 일본어입력 모드때에 입력문자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기능키이를 단독으로 눌렀을 경우
에 이동하고,

상기 스패이스 입력기능은 상기 기능키이를 단독으로 눌렀을 때에 이동하도록 설정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이입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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