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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휴대폰에서 각종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용되는 키입력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휴대폰에서 하나의 키로 각종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작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 입력이나 문자입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키 이용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의 키로 복수의 입력신호를 발생하는 다기능키를 구비하는 휴대폰에서 상기 다기능키를 이용하

는 방법에 있어서, 대기상태에서 상기 다기능키의 조작에 의한 제1입력신호가 발생되면 메뉴항목을 표시하는 제1과정과,

상기 다기능키의 조작에 의한 제2입력신호를 발생시켜 상기 원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기 메뉴항목 사이를 이동

선택하여 상기 표시된 메뉴항목 중에서 원하는 메뉴 위치로 이동하는 제2과정과, 상기 원하는 메뉴 위치로 이동 선택되면

상기 다기능키의 조작에 의한 제3입력신호를 발생시켜 상기 메뉴에 설정된 기능을 선택하는 제3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

징으로 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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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다기능키, 전화걸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실시예에 따른 휴대폰의 블록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기능키를 구비하는 와치타입 휴대폰의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기능키 종류의 예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단 다기능 구조를 갖는 기능 메뉴 상태에서 다기능키를 이용하여 기능을 선택하는 방법

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도 4에 따른 휴대폰 기능 메뉴 상태표의 일 예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1단 다기능키에 의해 생성 가능한 기능 입력방법 수를 나타낸 도면

도 7은 2단 슬라이드 구조의 다기능키에 의해 생성 가능한 기능 입력방법 수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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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a,b,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폰에서 다기능키를 이용한 숫자/문자 입력방법을 도시한 제어흐름

도

도 9a~h는 도 8에서 숫자/문자 입력시 다기능키 선택에 의해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내용을 나타낸 도면

도 10a는 도 9e에서 LCD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한글 입력 상태에 의해 다기능키로 한글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의 일 예

도

도 10b는 LCD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영어 대문자 입력 상태에 의해 다기능키로 영어 대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의 일 예도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다기능키를 이용한 특수 기능 수행방법을 나타낸 제어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폰에서 각종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용되는 키입력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휴대폰에서 하나의 키로 다기능

을 수행하며 전화번호 입력이나 문자입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키 이용방법에 관한 것이다.

요즘의 전자제품은 생활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저마다의 개성 표현 수단으로 이용되는 추세로서 실용적이면서도 독특한 디

자인의 다양한 전자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제품 중에서도 사용자가 항상 휴대할 수 있는 전화기, 특히 휴대폰

과 같은 이동 무선단말기들은 사용의 편리화, 휴대의 용이화, 휴대의 간편화 등의 실용적인 요소와 아울러 독특한 디자인

과 독특한 사용법 등의 소비자 개성이 고려된 상품화로 소비자의 취향에 부응될 수 있도록 설계, 제조되고 있다.

또한, 전자제품은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전자제품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에 비례하여 전자제품에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수의 키(key)가 설치되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과 같은 이동 무선단말기의 경우 3*4키, 각종 기능키, 업/다운키, 메뉴키 등의 많은 키를 구비하여

전화걸기, 이름등록 등의 각종 기능을 수행할 때 각 키에 설정된 기능에 따라 해당 키를 눌러 사용하였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휴대폰 이용시 다수의 키가 구성됨에 따른 조작방법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었고,

각 키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숙지하여야 했고, 많은 키에 설정된 각각의 기능들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또

한 제조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각 키들이 차지하는 공간으로 인해 제품 설계시 크기나 디자인의 제약이 따라 실용성 및 소

비자의 다양한 개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곤란성이 있었다.

또한, 숫자입력이나 문자입력 및 전화걸기에 있어 기존에 사용하였던 3*4키를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으나, 이

러한 3*4키 방식을 탈피하여 보다 간편하게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 개성있는 새로운 방식의 숫자 및 문자 입

력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제품, 특히 휴대폰과 같은 이동통신단말기에서 하나

의 키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키 이용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휴대폰에 다기능키를 구비하여 크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원하는 디자인을 설계할 수 있는 다기능키

이용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제3 목적은 기존의 3*4키 방식을 탈피하면서도 기존의 3*4키보다 간편한 사용방법을 제공하는 다기능키 이용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제4 목적은 숫자입력이나 문자 입력 및 다이얼시작 등을 하나의 다기능키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키

이용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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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5 목적은 휴대폰에서 하나의 다기능키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각종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다기능키 이

용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하나의 키로 복수의 입력신호를 발생하는 다기능키를 구비하는 휴대폰에서 상기 다

기능키를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기상태에서 상기 다기능키의 조작에 의한 제1입력신호가 발생되면 메뉴항목을 표시

하는 제1과정과, 상기 다기능키의 조작에 의한 제2입력신호를 발생시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기 메뉴항목

사이를 이동 선택하여 상기 표시된 메뉴 중에서 원하는 메뉴 위치로 이동하는 제2과정과, 상기 원하는 메뉴 위치로 이동

선택되면 상기 다기능키의 조작에 의한 제3입력신호를 발생시켜 상기 메뉴에 설정된 기능을 선택하는 제3과정으로 이루

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

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하기의 설명에서 구체적인 처리흐름과 같은 많은 특정 상세들은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나타나 있다. 이들 특정 상세들 없이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휴대폰의 블록구성도로서,

제어부(11)는 휴대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며 키입력부(21)에 구비된 다기능키의 입력방법에 따라 해당 기능이 수행

될 수 있도록 제어한다. 듀플렉서(12)는 안테나(ANT)(112)로부터 수신되는 무선신호를 수신하여 무선수신부(13)로 출력

하며, 무선송신부(15)로부터 수신되는 송신 신호를 상기 안테나(112)를 통해 출력한다. 상기 무선수신부(13)는 데이터 수

신시 이를 상기 제어부(11)로 출력하고, 통화모드시 수신되는 무선 음성신호를 음성처리부(16)로 출력한다. 주파수 합성

부(14)는 상기 제어부(11)의 제어에 의해 수신 채널에 대응하여 수신 캐리어 신호를 제거하기 위한 캐리어 제거신호를 발

생하여 상기 제어부(11)로 출력하며, 송신 캐리어 신호를 발생하여 상기 무선송신부(15)로 출력한다. 상기 무선송신부(15)

는 통화모드시 상기 제어부(11)의 제어에 의해 상기 음성처리부(16)로부터 수신되는 음성신호와 상기 주파수 합성부(14)

로부터 수신되는 캐리어 신호를 합성하여 상기 듀플렉서(12)로 출력한다. 상기 음성처리부(16)는 상기 무선수신부(13)로

부터 수신되는 코드화 된 음성을 복조하여 스위치부(17)를 통해 스피커(SPK)(113)로 출력하며, 마이크(MIC)(114)에 의

해 전기적인 음성신호로 변환된 신호를 상기 스위치부(17)를 통해 수신되는 전기적인 음성신호를 코드화 하여 상기 무선

송신부(15)로 출력한다.

링거부(18)는 상기 제어부(11)의 제어에 의해 링 신호 수신시 링거음을 출력한다. 메모리부(19)는 상기 제어부(11)의 제어

시 필요한 제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롬과, 각종 전화번호 및 이름 등을 저장하는 불휘발성

메모리(NVM: Non-Volatile Memory)와, 상기 프로그램 제어시 발생되는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여 처리하는 램으로 구

성된다.

키입력부(21)는 다기능키를 구비하며,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는 상기 다기능키의 입력방법에 대응하는 복수의 키신호를 발

생하여 상기 제어부(11)로 출력한다. 표시부(111)는 예를 들어 LCD(액정표시장치)를 사용하며, 상기 제어부(11)의 제어

에 의해 상기 휴대폰의 상태 및 동작과정 등을 표시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기능에 따른 각종 정보들이 상기 제어부(11)의 제어에 의해 표

시부, 일 예로 LCD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된다. 한편, 상기 표시부(111)에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정보 중에는 3*4키를 대용

하는 숫자 입력 상태(일 예로, 도 9a~9c, 도 9h), 문자키를 대용하는 문자 입력 상태(일 예로 도 9e), 그리고 특수문자 입

력 상태(일 예로, 도 9f,9g) 등의 정보가 해당 다기능키의 입력신호가 있는 경우 디스플레이 된다.

이러한 다기능키를 이용하는 휴대폰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가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상기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

른 다기능키를 구비하는 와치타입 휴대폰의 사시도로서, 2단 슬라이드 키로 구성된 다기능키(10)를 휴대폰 적소에 설치하

여 키입력 방법으로 예를 들어, 수직으로 누르거나 좌·우로 밀거나 하여 다양한 키 입력신호를 발생하여 여러 기능을 수행

한다. 한편, 상기 도 2에서 상기 다기능키는 예를 들어 수직으로 누르거나 상·하로 슬라이딩 하여 다양한 키 입력신호를 발

생하여 여러 기능을 조작하거나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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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기능키 종류의 예시도로서, 일체형으로 구성된 다단구조 또는 로터리 구조의 다기능키

종류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도 3에서 1단 다기능키는 수직으로 누름에 의해, 2단 다기능키는 수직 누름 및 좌·우 슬라이딩

에 의해, 3단 이상의 다기능키는 수직 누름 및 각 단으로의 슬라이딩에 의해, 로터리 다기능키는 수직 누름 및 로터리 방식

에 의해 다양한 입력신호를 발생하며, 기능종류는 수직 누름의 횟수, 수직 누름 및 좌·우 슬라이딩 장단에 따라 다양하게

생성 가능하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단 다기능 구조를 갖는 기능 메뉴 상태에서 다기능키를 이용하여 기능을 선택하는 방법

을 도시한 도면으로,

[I], [I-I], [I-I-I], [I-I-I-I],···, [I-I-I-I-I-…-I] 각각은 [I]의 메인 메뉴(초기화면)부터 단계적으로 하위의 서브 메뉴로

이행하는 기능 메뉴상태{예를 들어, [I]→[I-1],[I-2],,,[I-N]→[I-1-1],[I-1-2],,,[I-N-M]→…}과 메뉴 선택시 디스

플레이 되는 동일 등급의 다수의 서브 메뉴상태{예를 들어, 도 4의 [I-I] 그룹의 [I-1],[I-2], [I-3]…[I-N]}을 도시한 기

능 메뉴 상태이다.

상기 도 4에서 "A"는 상기 다기능키의 제1입력신호(또는 제1입력방법)로, 상기 "A"가 선택되면 하위의 특정 서브 메뉴가

선택되는 것이며, 실선은 상기 "A"가 선택됨에 따라 상위 메뉴에서 하위 메뉴로 이행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상기 도 4에서 "B"는 상기 다기능키의 제2입력신호(또는 제2입력방법)로, 상기 "B"가 선택되면 동일 그룹(상기에

서는 동일 등급의 서브메뉴 상태로 지칭) 내의 다른 메뉴로 이동 선택되는 것이며, 점선은 상기 "B"가 선택됨에 따라 동일

그룹 내의 다른 메뉴로 이행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상기 다기능키를 이용한 기능 선택방법을 일 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한다. 만약 사용자가 상기 도 4의 [I-1-2]를 다기능키

에 의해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기화면 [I]에서 사용자가 상기 다기능키의 제1입력방법을 선택하면 도면에 표시된 실

선 화살표 방향(401)과 같이 이행하여 서브 메뉴인 [I-I]그룹에 속한 각 서브 기능들([I-1],[I-2],,,,[I-N])이 LCD 화면

상에 디스플레이 되며, [I-1]에 이동 커서가 깜박거리게 점멸되어 현재 위치를 표시한다. 사용자는 현재의 이동 커서 위치

가 원하는 기능이므로 상기 [I-1]을 선택하기 위하여 다시 상기 다기능키의 제1입력방법을 선택하면 실선 화살표 방향

(403)으로 이행하여 하위의 서브 메뉴인 [I-I-I] 그룹에 속한 각 기능들([I-1-1],[I-1-2],,,,[I-1-N])이 LCD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되며, 이번에는 [I-1-1]에 이동 커서가 깜박거리게 점멸되어 현재 위치를 표시한다. 사용자는 [I-1-2] 위치

로 이동하기 위하여 상기 다기능키의 제2입력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면 상기 이동 커서는 동일 그룹내의 다음 기능인 [I-

1-2] 위치로 이행하여 상기 이동 커서를 [I-1-2] 위치에 깜박이게 점멸된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상기 다기능키의 제1

입력방법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I-1-2] 기능이 선택된다.

상기에서, 상기 다기능키의 제1입력방법은 예를 들어 1회 누름에 의한 입력방법, 제2입력방법은 예를 들어 2회 연속 누름

에 의한 입력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누름의 시간상 장/단(長/短)에 의해서도 입력방법을 구분할 수 있다. 상기 다기능키

의 입력방법은 후술하는 도 6 및 도 7에서 상세히 다루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언급을 생략한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의 다기능키만 이용하여도 각 메뉴 상태로 이행하여 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도 5는 상기 도 4에 따른 휴대폰 기능 메뉴 상태표의 일 예도로서, 상기 다기능키를 이용하여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

메뉴 상태표의 일 예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501의 [3.벨소리 크기] 기능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상기 도 4

에서 상술한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하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1단 다기능키에 의해 생성 가능한 기능 입력방법 수를 나타낸 도면으로, 상기 도 4에서 예

를 든 제1 및 제2입력방법이 "짧게 누름"과 "길게 누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도 6에서는 1단의 다기능키로도 다수의

기능 입력방법의 수를 생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짧게 누름"(610)의 경우; 1회 입력(611), 2

회 입력(612), 3회 입력(613),,,n회 입력(61n) 각각은 고유의 기능 입력방법(Func#1 ~ Func#n)(621 ~ 62n)이 될 수 있으

며, "길게 누름"(630) 1회 입력(631)도 고유의 기능 입력방법이 될 수 있으며, 상기 "짧게 누름"(610)과 "길게 누름"(630)

의 조합인 ["짧게 누름" 1회 입력+"길게 누름"](641), ["짧게 누름" 2회 입력+"길게 누름"](651), ["짧게 누름" n회 입력

+"길게 누름"](661)도 고유의 기능 입력방법(f#1, f#2,,,f#n)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다기능키의 누름 입력 횟수가 많아지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할 것이므로 상기 다기능키 이용시

에는 적정한 누름 입력 횟수로 제한하여 기능 입력방법을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짧게 누름" 입력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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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3회까지로 한다면 {[짧게 누름 1회], [짧게 누름 2회], [짧게 누름 3회], [길게 누름], [짧게 누름 1회+길게 누름],

[짧게 누름 2회+길게 누름], [짧게 누름 3회+길게 누름]}과 같이 상기 다기능키는 모두 7가지의 기능 입력방법이 생성가

능하며 상기 7가지의 기능 입력방법으로 상기 다기능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단 구조의 다기능키를 도 7을 통해 살펴본다. 상기 도 7은 2단 슬라이드 구조의 다기능키에 의해 생성 가능한 기능 입력

방법 수를 나타낸 도면으로, 상기 2단 슬라이드 구조의 다기능키는 예를 들어 상기 도 2의 다기능키 구조(10)를 형성하며,

상기 도 3의 2단 다기능키의 입력방법은 "수직 누름" 입력방법 및 "좌·우 슬라이딩" 입력방법에 의해 가능하다. 즉, 일체형

으로 형성된 2단 슬라이드 타입의 다기능키는 수직 누름의 경우 상기 도 6의 "수직 누름" 기능 입력방법(600)의 수를 생성

가능하며, 좌·우 슬라이딩시 "좌로 짧게"(720), "좌로 길게"(710), "우로 짧게"(730), "우로 길게"(740)에 의해서도 기능 입

력방법(Func)(711, 721, 731, 741)이 생성 가능하다.

상기 도 3 내지 도 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원발명에 적용되는 다기능키는 하나의 키로서 복수의 입력신호를 발생할 수

있는 키를 의미하며, 따라서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다수의 키들로 이루어진 키패드 구조를 벗어나 다기능키를 포함하는 소

수의 키만으로도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다수의 키들로 이루어진 키패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1단 구조와 2단 구조의 다기능키의 기능 입력방법 및 기능 입력방법의 수를 설명하였으나, 상기 도 3에서 예를

든 다른 다단 다기능키 및 로터리 타입의 다기능키도 상술한 "수직 누름"과 "좌·우 슬라이딩" 및 "길게 누름"과 "짧게 누름"

의 누름 간격, 그리고 입력횟수에 의해 보다 다양한 기능 입력방법 및 기능 입력방법 수를 생성할 수 있음은 본 발명이 속

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상기 다기능키

를 일체형의 슬라이드 타입으로 한정하여 설명하였으나 이는 설명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본 발명에 적용하려는 다기능키

는 하나의 키만으로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타입의 다기능키로 보아져야 할 것이다. 이것의 일 예로, 수직으로 다단

구조를 이루는 구조를 들 수 있다.

이하에 상술한 다기능키를 실제 전자제품, 여기서는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 3*4키 방식을 탈피한 휴대폰에 적용하여 설명

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상기 다기능키가 2단 슬라이드 타입의 다기능키(상기 도 3의 2단 다기능키 구조로 상기 도 7의

기능 입력방법 수를 가짐. 여기서 다기능키의 형상은 예를 들어 도 2의 (10)과 같음)를 이용하여 각종 기능을 수행하는 상

기 휴대폰에서 다기능키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도 8a,b,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폰에서 다기능키를 이용한 숫자/문자 입력방법을 도시한 제어흐름

도이며, 도 9a~h는 도 8에서 숫자/문자 입력시 다기능키 선택에 의해 LCD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내용을 나타낸 도면이

며, 도 10a는 도 9e에서 LCD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한글 입력 상태에 의해 다기능키로 한글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의 일

예도, 그리고 도 10b는 LCD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영어 대문자 입력상태에 의해 다기능키로 영어 대문자를 입력하는 방

법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다기능키를 이용한 문자 또는 숫자 입력방법의 특징은 문자 및 숫자 입력을 기존의 3*4키에 위치하고 있는 다수의 키

를 각각 눌러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에 구비되어 있는 표시부(111) LCD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숫자 입력상태(도

9a 내지 도 9c, 도 9h)와 각종 문자 입력 상태(도 9e 내지 도 9g)에서 해당 문자의 위치에 사용자가 상기 다기능키를 좌·우

로 밀어 이동한 후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서는 전화 다이얼링 방법과 전화번호

등록방법 및 문자 입력방법을 도 8의 제어흐름도에 의해 상세히 설명한다.

이하, 상기 도 1 내지 도 10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여기서, 본 발명의 키입력부

(21)가 구비하는 키는 일 예로 다기능키 하나만으로 가정할 수도 있고, 다른 예로 상기 도 2에 도시된 다기능키(10)와 더불

어 센드(send)키, 엔드(end)키, 클리어(clear)키라고 가정할 수도 있는데, 상기 다기능키 이외의 다른 키 이용 여부는 적용

되는 상황에서 부가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801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1)는 대기상태에서 상기 키입력부(21)에 구비된 다기능키(10)가 수직으로 길게 눌러지거나 센

드키가 눌러지면 이를 숫자 입력 설정으로 간주하여 803단계로 진행한다. 그러면 상기 803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1)는 미

리 저장시켜둔 숫자정보를 LCD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도록 제어한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숫자정보의 일 예가 상기 도

9a에 도시되어 있다. 이때, 상기 제어부(11)는 805단계에서 위치를 이동시키는 커서를 특정 숫자 위치에 깜박이게 점멸시

키는데, 상기 도 9a에서 음영된 부분이 상기 커서의 현재 위치가 된다. 상기 커서는 상기 LCD 표시부(111)의 화면상에서

사용자에 의해 조정되는 상기 다기능키(10)의 좌·우 슬라이딩에 의해 좌 또는 우로 이동된다. 807단계에서 상기 제어부

(11)는 사용자에 의한 상기 다기능키의 좌 또는 우 슬라이딩 입력방법의 조작에 따라 임의의 숫자 위치로 상기 커서를 이

동한다. 이렇게 LCD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숫자 입력 상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숫자 위치로 커서를 이동한 후 숫자 선

택을 위해 상기 다기능키가 수직으로 짧게 1회 입력되면 809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1)는 이를 감지하여 811단계로 진행

한다. 상기 811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1)는 상기 숫자정보 디스플레이 유지상태에서 화면에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숫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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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다. 이러한 일 예가 상기 도 9b에 [02-54]와 같이 도시되어 있다. 상기 도 9b는 선택된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이후

813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1)는 계속하여 상기 다기능키(10)의 좌 또는 우 슬라이딩이 선택되는가를 검사하여 상기 다기

능키(10)의 좌 또는 우 슬라이딩이 선택되는 다기능키 조정이 다시 있다면 상기 807단계로 리턴하여 이후 과정을 순차적

으로 수행하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다기능키가 수직으로 길게 눌러지거나 센드키가 눌러지면 상기 제어부(11)는 이를

전화걸기를 위한 다이얼링 선택상태로 감지하여 817단계에서 선택된 전화번호 정보를 이용하여 다이얼링을 수행한다.

그러나, 상기 815단계에서 다이얼링이 선택되지 않고 819단계에서 전화번호 등록이 상기 도 9c에 도시된 "등록" 위치에

커서를 이동하여 수직으로 누름에 의해 선택되면 상기 제어부(11)는 821단계로 진행하여 LCD 화면에 등록시킬 전화번호

가 저장될 번지정보를 LCD 화면에 디스플레이 한다. 이후, 상기 제어부(11)는 사용자가 상기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번

지정보 상태를 보고 상기 다기능키를 조정(좌 또는 우 이동방법 이용)하여 번지를 선택(수직 누름 짧게 1회 입력)하면 이를

감지하여 해당되는 번지를 입력한다. 이러한 번지 입력에 대한 번지확인 선택이 상기 다기능키의 수직 누름에 의해 선택되

면 상기 제어부(11)는 827단계로 진행하고 번지확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기823, 825단계를 재수행 한다. 번지선

택 및 번지확인 선택 화면 디스플레이 정보는 예를 들어 상기 도 9d에 도시된 바와 같다.

상기 827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1)는 상기 다기능키나 엔드키를 통해 종료가 선택되면 829단계로 진행하여 선택된 번지

에 사용자가 등록시킬 전화번호를 등록한 후, 831단계로 진행하여 기능모드를 대기모드로 구동시키고 LCD 화면을 초기

화면으로 복귀한 후 종료한다. 상기 종료 선택은 예를 들어, 다기능키를 수직 길게 누르거나 상술한 바와 같이 엔드키를 눌

러 선택한다. 이 경우는 이름을 넣지 않고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상기 825단계에서의 번지 선택후 종료가 선택되지 않고 이름 등록을 위한 문자입력 모드를 선택하는 상기 다기능

키의 입력이 있으면 상기 제어부(11)는 900단계로 진행하여 다기능키를 이용한 문자입력 모드를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문자모드를 선택하는 상기 다기능키의 입력방법은 예를 들어, "수직 누름 2회 연속 입력", 또는 "좌로 길게 슬라이딩 입력"

등이 될 수 있다.

도 8c를 통해 상기 다기능키를 이용한 문자입력 모드를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문자입력 모드가 선택되면 상기 제어부(11)는 상기 LCD 화면에 상기 도 9e의 한글 입력 상태, 상기 도 9f,9g의 특수

문자 입력 상태, 도 9h의 숫자 입력 상태와 도 10b의 영어대문자 입력 상태와 같은 각종 문자 입력 상태에 대한 정보 리스

트가 디스플레이 된다. 상기 문자 입력 상태는 상기 예를 든 바와 같이 한글 입력 상태, 영어 대문자 입력 상태, 특수문자 입

력 상태, 숫자 입력 상태 등과 같이 다양하여 한 화면에 모두 디스플레이 하기 어려우므로 각 문자 입력 상태에 다른 문자

입력 상태를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을 표시하여 다른 문자 입력 상태로 전환하는데 사용한다.

상기 900단계에서 상기 문자 입력모드가 선택되면 상기 제어부(11)는 901단계에서 LCD 화면에 상술한 문자정보를 디스

플레이 한다. 예를 들어, [1.한글 2.영어 대문자 3.영어 소문자 4.특수문자…] 등의 문자정보 리스트가 상기 LCD 화면에

디스플레이 된다. 이후, 903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1)는 사용자가 원하는 문자정보 리스트가 상기 다기능키의 조정에 의

해 선택되면 905단계에서 선택되어진 특정 문자 입력 상태를 LCD 화면에 디스플레이 한다.

이후 상기 제어부(11)는 907단계, 909단계로 진행하여 사용자가 입력하는 다기능키의 좌·우 슬라이딩 입력방법에 의거 원

하는 문자종류를 위치 이동 커서의 이동에 따라 위치된 특정 문자에서 "수직 누름 짧게 1회 입력"이 선택되면 이를 감지하

여 915단계에서 선택된 특정 문자를 상기 문자 입력 상태 디스플레이 상태에서 화면에 표시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자

는 원하는 문자를 907단계 내지 913단계의 반복 수행에 의해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문자 입력 상태에서 이웃하는 각 문자

로의 이동은 상기 좌·우 이동 입력방법을 사용하나 다중 라인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 상태에서 줄바꿈(라인변경)과 같은

화면상에서의 상기 위치 이동 커서 상·하 이동은 상기 다기능키를 수직 누름 2회 연속 입력과 같은 입력방법을 사용할 수

도 있다. 상기 913단계에서는 사용자가 동일 문자종류에서 문자 입력을 원할 경우에는 907단계로 진행하고, 다른 문자종

류에서 문자 입력을 원할 경우에는 다른 문자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903단계로 리턴할 수 있도록 임의의 문자 입력 상태의

디스플레이 정보에는 다른 문자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을 두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문자 입력방법으로 문자 입력을 마쳐 915단계에서 문자 입력 확인이 상기 다기능키의 수직 누름에 의해 선택되면

상기 제어부(11)는 917단계로 진행하여 문자 입력 모드를 종료한 후, 919단계에서 상기 823 및 825단계에서 선택된 번지

에 상기 819단계에서 선택된 전화번호와 이름을 등록한 후 831단계로 진행하여 초기 화면으로 복귀후 종료한다.

상기 도 10을 통해 상기 다기능키를 이용하여 한글 및 영어 대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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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글 입력 상태에서 상기 다기능키를 이용하여 "예쁘다"를 입력하는 방법을 상기 도 10a를 참조하여 순차적으로 설

명한다. 우선, 자음을 입력하려면 원하는 자음글자를 다기능키를 좌·우로 이동하여 선택한 후 수직 누름을 1회 입력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모음 입력시 "ㅡ,ㆍ,ㅣ"를 이용한다.

즉, "예" 입력과정을 보면; 이응('ㅇ')이 위치한 [ㅇㅁ] 선택후 상기 다기능키를 수직 누름 1회 입력하면 상기 이응('ㅇ')이

선택되고, 'ㅖ'를 선택하기 위하여 [ㆍ] 위치에서 상기 다기능키를 수직 누름 2회 입력하고, [ㅣ] 위치에서 상기 다기능키

를 수직 누름 2회 입력하면 글자 "예"가 완성된다.

다음, "쁘" 입력과정을 보면; 비읍('ㅂ')이 위치한 [ㅂㅍ] 선택후 상기 다기능키를 수직 누름 3회 입력하면 'ㅃ'가 선택되고,

[ㅡ] 위치에서 상기 다기능키를 수직 누름 1회 입력하면 글자 "쁘"가 완성한다.

다음, "다" 입력과정을 보면; 디귿('ㄷ')이 위치한 [ㄷㄹ] 선택후 상기 다기능키를 수직 누름 1회 입력하고, [ㅣ] 위치에서

상기 다기능키를 수직 누름 1회 입력하고, [ㆍ] 위치에서 상기 다기능키를 수직 누름 1회 입력하면 글자 "다"가 완성되어

전체적으로 "예쁘다"라는 문자를 입력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기 다기능키를 이용하여 "HIT"를 입력하는 방법을 상기 도 10b를 참조하여 순차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다기

능키로 [영대]를 선택하면 디스플레이 되는 영어 대문자 입력 상태에서 커서를 이동하여 [GH] 선택후 상기 다기능키를

수직 누름 2회 입력하면 "H"가, [IJ] 선택후 상기 다기능키를 수직 누름 1회 입력하면 "I"가, [ST] 선택후 상기 다기능키를

수직 누름 2회 입력하면 "T"가 선택되어 전체적으로 "HIT"라는 문자를 입력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적용되는 다기능키는 상술한 바와 같이 키 하나로서 메뉴를 선택하고, 메뉴사이를 이동하고, 기능을 설정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다기능키를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다이얼링을 수행하고, 전

화번호를 등록하고, 문자입력을 수행할 수 있다.

상술한 다기능키를 이용한 숫자 입력 및 문자 입력 이외에 상기 다기능키를 이용하여 휴대폰의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실시예를 도 1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상기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다기능키를 이용한 특수 기능

수행방법을 나타낸 제어흐름도로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는데 있어 상기 도 11의 흐름도와 상술한 도 1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상기 다기능키를 이용하여 매너기능, 최근에 통화한 번호로 발신기

능, 자동음성 다이얼링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에 한정지어 설명하지만, 상기 도 5에 예를 든 기능메뉴 상태표에 개시된 기

능들도 이하에 설명하는 다기능키를 이용한 기능수행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상기 다기능키를 이용한 특수기능 수행중 우선, 매너기능(1100)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상기 제어부(11)는 1101단

계인 대기상태에서 상기 다기능키로부터 좌로 길게 슬라이딩 입력신호가 발생되면 이를 매너기능 설정/해제 모드라 판단

하여 1103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103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1)는 현재 매너모드가 설정되어 있는가를 검사하여 상기 매

너모드가 설정되어 있으면 1107단계로 진행하여 매너모드를 해제하고, 매너모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면 1105단

계로 진행하여 매너모드를 설정한다. 이러한 다기능키 이용방법으로 매너기능을 설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상기 다기능키를 이용하여 최근에 통화한 번호로 발신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을 1200과정을 통해 설명하면;

상기 제어부(11)는 1201단계에서 상기 다기능키가 수직 누름 연속 2회 입력되면 이를 최근에 통화한 번호로 발신기능이

선택되었음을 감지하여 1203단계로 진행한다. 그러면 상기 제어부(11)는 상기 1203단계에서 LCD 화면상에 전화번호부

정보를 디스플레이 한다. 이후, 상기 제어부(11)는 1205단계에서 상기 다기능키가 사용자에 의해 좌·우로 조정되어 최근

번호 보기 기능 위치로 이동한다. 이때 사용자는 상기 다기능키를 좌 또는 우로 짧게 슬라이딩시켜 입력함으로써 전화번호

부 기능상의 다른 메뉴 보기 이동을 조정할 수 있다. 이후, 최근번호 보기 위치에서 상기 사용자가 상기 다기능키를 수직

누름 짧게 1회 입력하면 1207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1)는 최근번호 보기 모드를 선택하여 1209단계에서 최근번호 정보

를 상기 LCD 화면에 디스플레이 한다. 상기 디스플레이 된 최근번호 정보를 사용자는 다기능키를 좌 또는 우로 조정하여

원하는 최근 번호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때 상기 제어부(11)는 1211단계에서 상기 다기능키의 좌 또는 우 입력에 따

라 최근번호 위치를 이동한다. 이후 1213단계에서 특정 최근번호 위치에서 상기 다기능키의 수직 누름 1회 입력이 있으면

상기 제어부(11)는 현재 위치된 최근번호를 다이얼링 수행하여 발신한다.

또 다른 예로서, 자동 음성 다이얼링을 상기 다기능키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방법을 1300과정을 통해 설명하면;

상기 제어부(11)는 1301단계에서 상기 다기능키의 우로 길게 슬라이딩되어 우로 길게 이동입력이 있으면 1303단계로 진

행하여 이름 입력을 요구하는 안내멘트를 스피커(113)를 통해 송출한다. 이후 제어부(11)는 1305단계에서 마이크(11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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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입력되는 음성이 있는가는 검사하여 음성 입력이 있으면 1307단계로 진행하여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음성과 입력된 음

성이 일치하는가를 비교한다. 상기 등록된 음성이 입력된 음성과 일치할 시 상기 제어부(11)는 1309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음성에 미리 등록시켜둔 전화번호로 자동 다이얼링을 수행한다. 그러나 상기 1307단계에서 등록된 음성과 입력된 음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1311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스피커(113)를 통해 음성 재입력 안내멘트를 송출한 후 1305단계로 리턴

하여 이후 과정을 순차적으로 재수행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휴대폰에서 제공되는 각종 기능을 다기능키 하나만을 이용하여 입력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수

행하고, 전화걸기를 위한 전화번호 입력이나 문자입력을 다기능키와 LCD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수행

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상기 다기능키의 기능 입력방법과 이력신호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용

자의 견지에서는 다기능키의 기능 입력방법이 되고, 제어부의 견지에서는 다기능키의 입력신호가 됨에 따른 혼용이다.

또한,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

는 특허청구의 범위뿐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다른 효과는 전화걸기를 위한 전화번호 입력이나 문자 입력 등을 다기능 키 하나만으로 수행하여 기존에 사용하

던 방식을 탈피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성을 충족시킬 수 있고, 조작방법이 보다 간편한 숫자 및 문자 입력방법을 제공한다.

삭제

본 발명의 또 다른 효과는 하나의 키만 이용하면 제공되는 모든 기능을 선택하거나 메뉴 사이를 이동하거나 기능을 설정하

여 수행할 수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다는데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신호를 발생하는 다기능키의 동작방법에 있어서,

다기능키의 동작에 의하여 발생되는 복수의 입력신호 중에서 메뉴 표시 명령신호 역할을 하는 제1입력신호가 대기상태에

서 발생되면 메뉴를 표시하는 제1과정과,

다기능키의 동작에 의하여 발생되는 복수의 입력신호 중에서 메뉴 이동 역할을 하는 제2입력신호가 발생되면 메뉴의 이동

커서를 이동시켜 특정 메뉴항목에 위치시켜 표시하는 제2과정과,

다기능키의 동작에 의하여 발생되는 복수의 입력신호 중에서 선택신호 역할을 하는 제3입력신호가 발생되면 상기 이동커

서가 위치한 메뉴항목에 설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제3과정을 포함하는 다기능키 이용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제3과정에서 이동커서가 위치한 메뉴항목에 설정된 기능이 서브메뉴 디스플레이하는 기능인 경우,

상기 서브메뉴를 표시하는 제4과정과,

다기능키의 동작에 의하여 상기 제2입력신호가 발생되면 상기 서브메뉴의 이동커서를 이동시켜 특정 서브메뉴항목에 위

치시켜 표시하는 제5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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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키의 동작에 의하여 상기 제3입력신호가 발생되면 상기 서브메뉴의 이동커서가 위치한 서브메뉴항목에 설정된 기

능을 수행하는 제6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키 이용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다기능키의 조작에 의한 제3입력신호 발생에 따라 선택된 기능이 숫자 및 문자 입력 기능일 경우 상기 해당 숫자 및

문자 정보를 표시하는 제7과정과,

상기 다기능키의 조작에 의한 제2입력신호를 발생시켜 숫자 및 문자 사이를 이동 선택하여 상기 표시된 숫자 및 문자 정보

중에서 원하는 숫자 및 문자 위치로 이동하는 제8과정과,

상기 원하는 숫자 및 문자 위치에서 상기 다기능키의 조작에 의한 제3입력신호가 발생되면 상기 숫자 및 문자를 선택하는

제9과정과,

다른 숫자 및 문자의 입력을 원할 시 상기 제8과정과 제9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상기 숫자 및 문자를 선택하는 제10

과정과,

상기 숫자 및 문자 입력이 완료되면 상기 다기능키의 조작에 의한 제4입력신호를 발생시켜 상기 숫자 및 문자 입력을 완료

하는 제11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키 이용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다기능키의 조작에 의한 제4입력신호 발생시 상기 숫자 및 문자 입력에 연계된 다른 기능이 있을 시 해당 기능을 선

택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키 이용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대기상태에서 상기 다기능키로부터 특정 입력신호가 발생될 시 특정 기능으로 곧 바로 진입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키 이용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기능키는 일체형의 다단구조로 이루어져 복수의 입력신호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키 이용방

법.

청구항 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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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다기능키의 동작에 의하여 발생되는 복수의 입력신호는 수직 누름과 각 단으로의 좌·우 슬라이딩 선택에

의해 발생됨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키 이용방법.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다기능키의 동작에 의하여 발생되는 복수의 입력신호는 입력횟수 또는 누름 시간의 장단에 따라 발생됨

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키 이용방법.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다기능키의 동작에 의하여 발생되는 복수의 입력신호는 입력횟수와 누름 시간 장단의 조합에 따라 발생

됨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키 이용방법.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다기능키는 일체형의 2단 슬라이드 타입으로 수직 누름과 좌우 슬라이딩 및 수직 누름 횟수와 수직 누름 및 좌우 슬

라이딩의 장단 각각에 의해 특정 입력신호를 발생하는 키임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키 이용방법.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다기능키의 제2입력신호의 발생에 따른 메뉴사이 이동 선택시 화면에 위치 이동 커서를 깜박이게 점멸시켜 현재 위

치를 표시하는 것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키 이용방법.

청구항 15.

하나의 키로 복수의 입력신호를 발생하는 다기능키를 구비하는 휴대폰에서 상기 다기능키를 통해 발생하는 복수의 입력신

호를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초기화면에서 메뉴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는 제1입력신호를 발생하여 메뉴항목을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과정과,

상기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메뉴항목 사이를 이동하는 제2입력신호를 발생하여 상기 메뉴항목 사이를 이동하는 과정과,

상기 디스플레이 되는 메뉴항목 중에서 특정 메뉴를 선택하는 제3입력신호를 발생하여 특정 메뉴를 선택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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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초기화면에서 특정 기능으로 곧 바로 진입하는 제4입력신호를 발생하여 특정 기능으로 진입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키 이용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다기능키에서 발생되는 제1, 제2, 제3, 제4입력신호는 상기 다기능키의 수직 누름의 횟수 및 누름 장단 간격과 좌·우

슬라이딩에 의해 발생 가능한 복수의 입력신호 중에서 미리 설정한 특정 신호임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키 이용방법.

청구항 17.

수직 누름의 횟수와 상기 수직 누름의 장단과 좌·우 슬라이딩에 의해 복수의 입력신호를 발생하는 하나의 슬라이드 타입

다기능키를 구비하는 휴대폰에서 숫자/문자 입력을 위하여 상기 다기능키를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숫자/문자 입력설정을 위한 상기 다기능키의 조작에 의한 제1입력신호가 발생되면 상기 숫자/문자의 입력 상태를 화

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제1과정과,

상기 디스플레이된 숫자/문자 입력 상태에서 상기 다기능 키의 좌·우 슬라이딩 조정에 따른 입력신호가 발생 될 때마다 상

기 숫자/문자 입력 상태 내의 이웃하는 각 숫자/문자 사이를 이동하여 특정 숫자/문자 위치를 선택하는 제2과정과,

상기 선택된 특정 숫자/문자 위치에서 상기 다기능키의 조작에 의한 제2입력신호가 발생되면 상기 선택된 특정 숫자/문자

를 입력시키는 제3과정과,

상기 숫자/문자 입력 완료를 위한 상기 다기능키의 조작에 의한 제3입력신호가 발생되면 진행중인 숫자/문자 입력을 종료

하는 제4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키 이용방법.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다기능키의 제1입력신호 발생시 상기 숫자 및 문자의 종류를 선택하는 숫자/문자 선택메뉴를 상기 화면에 디스플레

이하는 과정과,

상기 디스플레이된 숫자 및 문자 선택메뉴 중에서 특정 숫자 /문자의 종류를 상기 다기능키의 조작에 의해 발생되는 제4입

력신호에 의해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된 특정 숫자/문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입력상태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

기능키 이용방법.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된 특정 숫자/문자를 상기 숫자/문자 입력 상태에서 상기 화면에 표시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

기능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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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 17항 또는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숫자/문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상기 숫자/문자 사이를 이동할 때 현재 숫자/문자 선택 위치를 알리는 위치 이동

커서가 현재 선택 위치에서 깜박이게 점멸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키 이용방법.

청구항 21.

제 17항 또는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제3, 제4입력신호는 상기 다기능키가 제공 가능한 복수의 입력신호 중에서 특정 입력신호로 미리 설정한

신호임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 이용방법.

청구항 22.

제 17항 또는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제3, 제4입력신호는 상기 다기능키의 수직 누름의 횟수 및 누름 장단 간격에 의해 각각 발생되는 신호임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키 이용방법.

청구항 23.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숫자 입력 완료에 따른 상기 다기능키의 조작에 의한 제3입력신호가 발생되면 입력된 해당 숫자를 전화번호로 인식

하여 다이얼링을 수행하는 과정을 더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키 이용방법.

청구항 24.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숫자/문자 입력 상태를 화면에 디스플레이시 다른 숫자/문자 종류로 전환할 수 있는 아이콘을 표시하는 것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키 이용방법.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숫자/문자 종류로 전환하는 아이콘 위치에서 상기 다기능키의 소정 입력신호가 발생되면 상기 아이콘에 설정된

특정 숫자/문자 입력 상태를 디스플레이한 후 상기 제2과정 내지 제4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

징으로 하는 다기능키 입력방법.

청구항 26.

제 1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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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스플레이 된 숫자/문자 입력 상태가 다중 라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상기 다기능키의 소정 입력신호가 발생될 때마다

줄바꿈 되도록 라인을 변경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키 이용방법.

청구항 27.

수직으로 누를 수 있고 좌·우로 슬라이딩 가능하며, 수직 누름의 횟수와 상기 수직 누름의 장단과 상기 좌·우 슬라이딩 각

각 및 조합에 의해 복수의 입력신호를 발생하는 하나의 슬라이드 타입 다기능키를 구비하는 휴대폰에서 전화걸기를 위한

상기 다기능키 이용방법에 있어서,

상기 휴대폰의 초기화면에서 상기 전화번호 입력 설정을 위한 상기 다기능키의 조작에 의한 제1입력신호가 발생되면 전화

번호 입력 상태를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제1과정과,

상기 디스플레이 된 전화번호 입력 상태에서 상기 다기능키의 좌·우 슬라이딩 조정에 따른 입력신호가 발생될 때마다 상기

전화번호 입력 상태 내의 이웃하는 각 번호 사이를 이동하여 특정 번호 위치를 선택하는 제2과정과,

상기 선택된 특정 번호 위치에서 상기 다기능키의 조작에 의한 제2입력신호가 발생되면 상기 선택된 특정 번호를 입력시

키는 제3과정과,

다이얼링을 위한 상기 다기능키의 조작에 의한 제3입력신호가 발생되면 현재까지 입력된 번호로 다이얼링을 수행하는 제

4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키 이용방법.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번호를 입력하기 위하여 상기 번호 사이를 이동할 때 현재 번호 선택 위치를 알리는 위치 이동 커서가 현재 번호

위치에서 깜박이게 점멸되는 것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키 이용방법.

청구항 29.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제3입력신호는 상기 다기능키가 제공 가능한 복수의 입력신호 중에서 특정 입력신호로 미리 설정한 신호임

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 이용방법.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제3입력신호는 상기 다기능키의 수직 누름의 횟수 및 누름 장단 간격에 의해 각각 발생되는 신호임을 특징

으로 하는 다기능키 이용방법.

청구항 31.

제 2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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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제2, 제3입력신호는 상기 다기능키의 수직 누름의 횟수 및 누름 장단 간격의 조합에 의해 발생되는 신호임을 특

징으로 하는 다기능키 이용방법.

청구항 32.

제 30항 또는 3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되는 번호를 상기 전화번호 입력 상태에서 상기 화면에 표시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키 이

용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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