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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요약요약요약

본 발명은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전화형 키패드
와 같은 12버튼형 축소형 키패드에 40개의 한글자모를 모두 배정하고, 기능키와 연동시켜 두 개의 손가락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한글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
다.

본 발명에 의한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시스템 및 방법은, 상기 키패드에 40개의 한글자모를 배정
함에 있어서는, 사용빈도, 착지 기준점, 형태적 또는 발성적 상관속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정하고, 이를 입력함
에 있어서는 좌측 및 우측 기능키와 연동시켜 별도의 자음 또는 모음의 조합과정없이 모든 한글자모를 확정적
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표도대표도대표도대표도

도7도7도7도7

색인어색인어색인어색인어

축소형 키패드, 한글 입력 방법, 기능키, 숫자키, 자음, 모음.

명세서명세서명세서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제 1 종래예에 의한 키패드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도 2는 제 1 종래예에 의한 한글자모의 입력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표,

도 3은 제 2 종래예에 의한 키패드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도 4는 제 2 종래예에 의한 한글자모의 입력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표,

도 5는 제 3 종래예에 의한 키패드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도 6은 제 3 종래예에 의한 한글자모의 입력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표,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한글 입력 시스템의 일례를 도시한 구성도,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키패드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도 9은 본 발명에 의한 한글자모의 입력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표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의 목적    발명의 목적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전화형 키패드
와 같은 12버튼형 축소형 키패드에 40개의 한글자모를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배정하고, 기능키와 연동시켜 빠르
고 간편하게 한글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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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전송이나 채팅은 이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IMT2000을 통한 무선 인터넷의 시
대가 도래하면, 휴대전화의 사용용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휴대전화의 기능 확대를 위해, 제한된 수의 키를 구비한 휴대전화의 키패드를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보
다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를 입력하느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물론, 이는 반드시 휴대전화에 한정된 과제만은 아니며, 각종 휴대용 통신기기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텔레비
젼 등에 있어서도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하여 문자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종래에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하여 한글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선출원은 다수 있으나, 여기서는 소위 '천지인 
방식'으로 불리면서 삼성 애니콜(제품명)에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한글 입력 방법(이하, 제 1 종래예라 
한다)과, 현대 걸리버(제품명)에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전화기 형태의 키패드를 이용한 문자입력시스템'(대
한민국 특허공개번호 제2000-50253호)(이하, 제 2 종래예라 한다) 및 엘지 싸이언(제품명)에 채택되어 사용
되고 있는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기반한 한글 입력 장치 및 방법'(대한민국 특허공개번호 제2000-49346호)
(이하, 제 3 종래예라 한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기 제 1 내지 제 3 종래예에 의한 한글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도 1은 제 1 종래예에 의한 키패드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예에서의 키패드는 「4」,「5」,「6」,「7」,「8」,「9」및「0」의 숫자키에는 
자음이 배정되고, 「1」,「2」,「3」의 숫자키에는 각각 모음을 형성하기 위한 「ㅣ」,「ㆍ」,「ㅡ」가 배정되
어 있다.

도 2는 이를 이용하여 40개의 한글자모를 입력하기 위해 눌러야 하는 키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두개의 자음이 배정된 숫자키에서 그 중 어느 하나는 상기 숫자키를 한 번 눌러서 입력하고, 다른 하나는 두 
번 눌러서 입력하며, 된소리「ㄲ,ㄸ,ㅃ,ㅆ,ㅉ」는 각각 「1」,「6」,「7」,「8」,「9」의 숫자키를 세 번 눌
러서 입력한다.

모든 모음은 「ㅣ」,「ㆍ」,「ㅡ」를 조합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기 제 1 종래예에서는 하나의 키에 배정된 두개의 자음 간에 연관성이 약해서 사용자가 이를 사용함
에 있어 문자연상의 오류를 범하기 쉽고, 또한 조합과정이 비논리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예컨대 「국
가」와 같이 앞글자의 종성이 뒷글자의 초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입력하기 위해 「국」의 종성인 「ㄱ」에 
해당하는 「4」의 숫자키를 누르고, 이어서「가」의 초성인 「ㄱ」에 해당하는 「4」의 숫자키를 눌러야 하는
데, 여기서 「4」의 숫자키가 두 번 눌러지면서 실제는 「ㅋ」이 되어, 「구카」로 입력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글자가 완성되면 일정한 시간차를 두어 확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보다 빠르고 편리
한 한글 입력 방법에 대한 요망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도 3은 제 2 종래예에 의한 키패드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예에서의 키패드는, 10개의 키에 각각 자음 하나와 모음 하나를 균일하게 배정
하였다.

도 4는 이를 이용하여 40개의 한글자모를 입력하기 위해 눌러야 하는 키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본 예에 의한 한글 입력 방법에 있어서도, 앞글자의 종성과 뒷글자의 초성이 동일한 경우에 상기 제 1 종래예
에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예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글자가 완성될 때마다 
확정키를 누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보다 빠르고 편리한 한글 입력 방법에 대한 요망에 역행하는 것이다.

더욱이, 예컨대 「추」및 「증」은 모두 「9」+「9」+「8」을 눌러서 입력되는 것이어서, 사용자는 기능키를 
사용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도 5는 제 3 종래예에 의한 키패드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예에서의 키패드는, 기본자음「ㄱ,ㄴ,ㄹ,ㅁ,ㅅ,ㅇ」이 각각 「1」,「2」,「3
」,「4」,「5」,「6」의 숫자키에 배정되고, 기본모음「ㅏ,ㅓ,ㅗ,ㅜ,ㅣ,ㅡ」은 「7」,「8」,「9」,「0」의 숫
자키에 배정되어 있으며, 두 개의 기능키 중 하나는 「가획」, 다른 하나는 「병서」로 각각 배정되어 있다.

도 6은 이를 이용하여 40개의 한글자모를 입력하기 위해 눌러야 하는 키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본 예는 「가획」이라는 키를 이용하여 기본자음 및 기본모음에 획을 더하여 다른 자음 또는 모음을 형성하도
록 하고, 「병서」라는 키를 이용하여 쌍자음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 제 1 종래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예컨대 「ㄸ」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ㄴ」+「가획」+「병서」가 되어야 하는데, 본 예에서
는 이에 대한 단축형으로 「ㄴ」+「병서」로도 「ㄸ」이 입력되도록 하여 타수를 줄이고, 「ㅜ」+「ㅏ」를 입
력하여도 「ㅝ」로 인식하도록 하는 소위 자동토글방식을 채택하여 입력타수를 저감시켰다.

그러나, 본 예에 의한 한글 입력 방법도 한글의 일반 문법에 어긋난 비논리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인
이 직관적으로 그 사용법을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이러한 비논리적인 한글 입력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자
칫 한글의 문법체계를 잘못 이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한글 입력 방법은, 40개의 한글자모를 모두 키패드에 배정하여 한
글의 일반 문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연관성이 높은 문자를 하나의 키에 배정하고 또한 컴퓨터 키보드의 자판
과 유사하게 자음은 좌측에 모음은 우측에 배정하여 그 사용에 있어 편리할 뿐 아니라, 두 손가락을 동시에 사
용하여 입력함으로써 입력 속도도 개선된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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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시스템은, 10개의 숫자
키에 각각 기본자음「ㅁ,ㅅ,ㄹ,ㄴ,ㅇ」과 기본모음「ㅜ,ㅗ,ㅓ,ㅏ,ㅣ」가 하나씩 배정되고, 상기 기본자음의 켤
레자음「ㅂ,ㅈ,ㄷ,ㄱ,ㅎ」과 된소리「ㅃ,ㅉ,ㄸ,ㄲ,ㅆ」 및 센소리「ㅊ,ㅍ,ㅌ,ㅋ」이 각각 대응하는 기본자음과 
동일한 키에 배정되며, 복모음에 있어서는 형태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ㅠ,ㅟ,ㅝ,ㅞ」는 「ㅜ」와 함께, 「
ㅛ,ㅚ,ㅘ,ㅙ」는 「ㅗ」와 함께, 「ㅕ,ㅖ,ㅔ」는 「ㅓ」와 함께, 「ㅑ,ㅒ,ㅐ」는 「ㅏ」와 함께, 「ㅡ,ㅢ」는 
「ㅣ」와 함께 각각 배정되어 이루어지는 키패드와, 상기 키패드를 통해 입력되는 각 키에 대한 코드를 순서대
로 저장하는 입력스택과, 상기 각 숫자키에 배정된 3~5개의 자음 또는 모음 중 어느 하나는 해당 숫자키를 단
독으로 눌러서 입력되고, 다른 하나는 상기 기능키 중 어느 하나를 누른 후 또는 누른 상태에서 해당 숫자키를 
눌러서 입력되고, 또 다른 하나는 상기 기능키 중 다른 하나를 누른 후 또는 누른 상태에서 해당 숫자키를 눌
러서 입력되고, 또 다른 하나는 해당 숫자키를 두 번 눌러서 입력되고, 또 다른 하나는 상기 기능키 두 개를 
함께 누른 후 해당 숫자키를 눌러서 입력되도록 상기 40개의 자음 및 모음에 대응하는 키의 코드 조합을 정해
놓은 문자테이블과, 상기 문자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입력스택에 저장된 코드로 음절을 조합하는 제어장치와, 
상기 제어장치에 의해 조합된 음절을 저장하는 음절스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나아가, 상기 키패드에서, 상기 기본자음은 좌측의 숫자키「1」,「4」,「7」,「8」,「0」에 배정되고, 상기 
기본모음은 우측의 숫자키「2」,「3」,「5」,「6」,「9」에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컴퓨터 자판과 유사한 
자모의 배정으로 사용자가 보다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이 된다.

더욱이, 한글자모의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상기 키패드에서, 상기 기본자음「ㅁ,ㅅ,ㄹ,ㄴ,ㅇ」은 각각 상기 좌
측의 숫자키「1」,「4」,「7」,「8」,「0」에 순서대로 배정되고, 상기 기본모음「ㅜ,ㅗ,ㅓ,ㅏ,ㅣ」는 각각 
상기 우측의 숫자키「2」,「3」,「5」,「6」,「9」에 순서대로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은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이 된다.

또한, 상기 문자테이블에서, 상기 해당 숫자키를 단독으로 눌러서 입력하는 것은 상기 기본자음 및 기본모음이
고, 상기 기능키 중 좌측의 키「*」를 누른 후 또는 누른 상태에서 해당 숫자키를 눌러서 입력되는 것은 「
ㅍ,ㅊ,ㅌ,ㅋ,ㅝ,ㅘ,ㅔ,ㅐ」이고, 상기 기능키 중 우측의 키「#」를 누른 후 또는 누른 상태에서 해당 숫자키
를 눌러서 입력되는 것은 「ㅂ,ㅈ,ㄷ,ㄱ,ㅎ,ㅟ,ㅚ,ㅖ,ㅒ」이 되도록 키의 코드 조합을 정해놓음으로써, 기능키
와 연동하는 자음 또는 모음 중에서도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두 개의 손가락으로 입력시 손가락이 엇갈리지 않
도록 하여 보다 용이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이 된다.

또한, 상기 문자테이블에서, 상기 해당 숫자키를 두 번 눌러서 입력되는 것은 「ㅠ,ㅛ,ㅕ,ㅑ,ㅢ」이고, 상기 
기능키 두 개를 함께 누른 후 해당 숫자키를 눌러서 입력되는 것은 「ㅃ,ㅉ,ㄸ,ㄲ,ㅆ,ㅞ,ㅙ」가 되도록 키의 
코드 조합을 정함으로써, 쌍자음의 입력시 앞글자의 종성과 뒷글자의 초성으로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는 것도 본 발명의 특징이 된다.

본 발명에 의한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은, 사용상 보다 사용자가 그 사용방
법을 직감할 수 있도록, 상기 각 숫자키에 배정된 3~5개의 자음 또는 모음 중 상기 숫자키를 단독으로 눌러서 
입력되는 자음 또는 모음은 중앙에 위치시키고, 그 좌측 및 우측에는 각각 상기 좌측 및 우측의 기능키를 누른 
후 또는 누른 상태에서 해당 숫자키를 눌러서 입력되는 자음 또는 모음을 위치시켜서 해당 키 상에 표시하여 
이루어지는 키패드를 구비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방법은,  상기  키패드의  10개의  숫자키에  각각 
기본자음「ㅁ,ㅅ,ㄹ,ㄴ,ㅇ」과  기본모음「ㅜ,ㅗ,ㅓ,ㅏ,ㅣ」를  하나씩  배정하고,  상기  기본자음의 

켤레자음「ㅂ,ㅈ,ㄷ,ㄱ,ㅎ」과 된소리「ㅃ,ㅉ,ㄸ,ㄲ,ㅆ」 및 센소리「ㅊ,ㅍ,ㅌ,ㅋ」를 각각 대응하는 기본자음
과 동일한 키에 배정하며, 복모음에 있어서는 형태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ㅠ,ㅟ,ㅝ,ㅞ」는 「ㅜ」와 함께, 
「ㅛ,ㅚ,ㅘ,ㅙ」는 「ㅗ」와 함께, 「ㅕ,ㅖ,ㅔ」는 「ㅓ」와 함께, 「ㅑ,ㅒ,ㅐ」는 「ㅏ」와 함께, 「ㅡ,ㅢ」
는 「ㅣ」와 함께 각각 배정하는 단계와, 상기 키패드의 상기 숫자키를 단독으로 누르거나, 상기 기능키 중 어
느 하나를 누른 후 또는 누른 상태에서 해당 숫자키를 누르거나, 상기 기능키 중 다른 하나를 누른 후 또는 누
른 상태에서 해당 숫자키를 누르거나, 해당 숫자키를 두 번 누르거나, 상기 기능키 두 개를 함께 누른 후 해당 
숫자키를 누름으로써, 각 숫자키에 배정된 3~5개의 자음 또는 모음을 구분하여 입력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
서 한글을 입력하기 위해 해당 키를 누름으로써 발생하는 코드를 일시 저장한 후, 순차적으로 추출하여 음절을 
완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물론, 상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자판배열과 유사하게 상기 기본자음은 좌측의 숫자키「1」,「4」,「7
」,「8」,「0」에 배정하고, 상기 기본모음은 우측의 숫자키「2」,「3」,「5」,「6」,「9」에 배정할 수 있으
며, 나아가 사용빈도까지 고려하여, 상기 기본자음「ㅁ,ㅅ,ㄹ,ㄴ,ㅇ」은 각각 상기 좌측의 숫자키「1」,「4
」,「7」,「8」,「0」에 순서대로 배정하고, 상기 기본모음「ㅜ,ㅗ,ㅓ,ㅏ,ㅣ」는 각각 상기 우측의 숫자키「2
」,「3」,「5」,「6」,「9」에 순서대로 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시스템의 일례를 도시한 구성도이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한글 입력 
시스템은, 본 발명에 의해 40개의 한글자모가 배정된 10 개의 숫자키와 두 개의 기능키를 구비하고, 각 키가 
눌러지면 고유값을 발생시켜 출력하는 키패드(10)와, 상기 키패드로부터 인가되는 고유값을 순서대로 저장하는 
입력스택(20)과, 완성된 음절을 저장하는 음절스택(30)과, 본 발명에 따라 각 키의 고유값 및 고유값의 조합
에 대응하는 한글자모를 저장하는 문자테이블(40)과, 상기 입력스택에 저장된 고유값을 추출하여 상기 문자테
이블을 참조하여 미리 저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조합한 후 음절을 확정하고, 확정된 음절을 상기 음절스택에 저
장하는 제어장치(50)와, 본 발명에 의한 한글 입력 방법에 의해 입력되는 한글자모를 결정하고 음절을 조합하
기 위한 프로그램이 저장된 롬(60)과, 입력되는 한글자모 및 확정된 음절을 디스플레이하는 표시장치(7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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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바람직하게는, 해당 숫자키를 단독으로 눌러서 입력되는 자음 또는 모음은 해당 숫자키의 중앙에 위치시키고, 
좌측  및  우측의  기능키와  연동하여  입력되는  자음  또는  모음을  그  좌측  및  우측에  각각  위치시켜 
표시함으로써, 사용자가 보다 용이하게 사용법을 익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시스템은, 40개의 한글자모를 모두 키패
드에 배정하여 자음 또는 모음을 조합하지 않고 바로 확정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자음 조
합 또는 모음 조합을 위한 별도의 모듈을 요하지 아니한다.

도 7에 도시된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시스템은 본 발명의 일례에 불과한 것으로, 본 발명의 권리
범위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에 의한 한글 입력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은 성질상 변형이 
용이한 바, 당해 분야의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기반으로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한글 입력 시스템에서 각 구성요소에 대한 명칭은 그 기능과 작용을 고려하여 임의로 정
한 것으로, 반드시 그 명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키패드의 한글자모 배정의 일례를 도시한 구성도이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예에 의한 키패드는, 우선 기본자음「ㅁ,ㅅ,ㄹ,ㄴ,ㅇ」이 각각 「1,4,7,8,0」
의 숫자키에 배정되고, 기본모음「ㅜ,ㅗ,ㅓ,ㅏ,ㅣ」이 각각 「2,3,5,6,9」의 숫자키에 배정되어 이루어진다. 

상기 기본자음은 5쌍의 켤레음「ㅇ,ㅎ」,「ㄴ,ㄱ」,「ㄹ,ㄷ」,「ㅁ,ㅂ」,「ㅅ,ㅈ」 중 각 쌍에서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추출한 것이다.

상기 기본모음은 3쌍의 켤레음「ㅡ,ㅣ」,「ㅏ,ㅓ」,「ㅗㅜ」 중 「ㅡ」를 제외한 나머지들로 정한 것이다.

상기 기본자음 및 기본모음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 배정되어 있는데, 이는 
컴퓨터 키보드의 자판 배열과 유사하게 하여 사용자에게 친숙한 느낌을 줄 뿐 아니라, 초성, 중성, 종성이 각
각 자음, 모음, 자음의 순으로 되는 한글 음절의 특징을 고려하여 양손을 번갈아 사용하여 입력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한글 입력 방법에 있어서, 기본자음 및 기본모음을 제외한 다른 자음 및 모음은 대부분 
기능키를 누른 후 또는 누른 상태에서 입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 있어서 키를 누르기 위한 두 
손가락의 착지 기준점은 두 개의 기능키가 된다.

여기서, 본 예에 의한 키패드는 상기 기본자음 및 기본모음의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사용빈도가 높
은 것을 착지 기준점인 기능키에 가깝게 배정하여, 사용자로하여금 보다 빠르게 한글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래의 표 1은 한글 자음 및 모음의 사용빈도를 나타낸 것으로(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한글 사용빈도의 분석' 
1997, 김흥규-강범모), 상위 10위까지만 나타내었다.

[표 1][표 1][표 1][표 1]

순위 자음 사용빈도(%) 모음 사용빈도(%)

1 ㅇ 21.091 ㅏ 21.847

2 ㄴ 14.871 ㅣ 15.328

3 ㄱ 12.277 ㅡ 12.742

4 ㄹ 10.720 ㅓ 10.672

5 ㅅ 6.806 ㅗ 9.801

6 ㄷ 6.418 ㅜ 6.846

7 ㅈ 5.881 ㅕ 4.741

8 ㅁ 5.290 ㅐ 4.604

9 ㅎ 5.032 ㅔ 4.332

10 ㅂ 3.843 ㅢ 2.057

본 예에 의한 키패드에는 상기 표 1에 나타난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기본자음 중 사용빈도가 높은 순으로 
「ㅇ,ㄴ,ㄹ,ㅅ,ㅁ」가 각각 기능키와 가장 가까운 순으로 「0,8,7,4,1」의 숫자키에 배정되고, 기본모음은 사
용빈도 뿐 아니라, 켤레음과의 상관성도 고려하여, 「9」의 숫자키에 「ㅣ」가 배정되고, 「5,6」의 숫자키에
는 각각 「ㅓ,ㅏ」가, 「2,3」의 숫자키에는 각각 「ㅜ,ㅗ」가 배정되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사용빈도와 착지 기준점 등을 고려하여 기본자음 및 기본모음의 배정이 완료되면, 다른 자
음 및 모음을 배정하여야 하는데, 본 발명에 있어서의 한글자모의 배정은 하나의 키에 함께 배정되는 자음 또
는 모음들 간의 형태적 또는 음성적 상관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즉,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1」의 숫자키에는 「ㅁ」과 상관속의 관계에 있는 「ㅂ,ㅍ,ㅃ」이 배정되고, 
「4」의 숫자키에는 「ㅅ」과 상관속의 관계에 있는 「ㅈ,ㅊ,ㅉ」이 배정되고, 「7」의 숫자키에는 「ㄹ」과 
상관속의 관계에 있는 「ㄷ,ㅌ,ㄸ」이 배정되고, 「0」의 숫자키에는 「ㅇ」과 상관속의 관계에 있는 「ㅎ,ㅆ
」이 배정된다. 여기서, 「ㅆ」은 「ㅅ」의 겹자음이지만 「ㅎ」과 발성적, 음성적 상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계속해서, 「2」의 숫자키에는 「ㅜ」와 상관속의 관계에 있는 「ㅝ,ㅟ,ㅞ,ㅠ」가 배정되고, 「3」의 숫자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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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ㅗ」와 상관속의 관계에 있는 「ㅘ,ㅚ,ㅙ,ㅛ」가 배정되고, 「5」의 숫자키에는 「ㅓ」와 상관속의 관계
에 있는 「ㅔ,ㅖ,ㅕ」가 배정되고, 「6」의 숫자키에는 「ㅏ」와 상관속의 관계에 있는 「ㅐ,ㅒ,ㅑ」가 배정되
고, 「9」의 숫자키에는 「ㅣ」와 상관속의 관계에 있는 「ㅡ,ㅢ」가 배정된다.

본 예에서의 키패드에는 40개의 한글자모 외에 마침표「.」와 쉼표「,」가 더 배정되어 있는데, 이는 한글 사
용에 있어서 자음 및 모음에 못지않게 이들 마침표 및 쉼표의 사용빈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이는 통일 컴
퓨터 한글자판 시안 '하나로 2000'의 자판배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상기 '하나로 2000'에서는 기존의 
일반 컴퓨터의 자판에는 없는 「ㅢ,ㅚ,ㅘ」를 최소입력단위로 하였을 뿐 아니라, 모음「ㅠ」보다 「.」 및 
「,」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본 예에서는 「.」를 「0」의 숫자키에, 「,」를 「9」의 숫자키에 배정하였는데,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기 「.」나「,」를 배정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기호나 사이띄
기, 삭제 등의 기능을 배정하여도 좋다.

사용빈도, 착지 기준점, 형태적 또는 음성적 상관성 등을 고려하여 40개의 한글자모를 배정한 상기 키패드를 
이용하여 한글을 입력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 자모의 입력을 위해 눌러야 하는 키의 순서는 도 8에 나타나 있
다.

본 예에 있어서, 상기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방법은, 우선 자음의 입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사용빈도
가 가장 높은 기본자음 및 기본모음은 해당 숫자키를 단독으로 눌러서 입력되도록 하고, 또한 상기 기본자음과 
함께 배정된 켤레자음과 센소리 중 상대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켤레자음은 우측의 기능키「#」를 누른 후 또
는 누른 상태에서 해당 숫자키를 눌러서 입력되도록 하며, 센소리는 좌측의 기능키「*」를 누른 후 또는 누른 
상태에서 해당 숫자키를 눌러서 입력되도록 하고, 된소리 즉 쌍자음은 두 개의 기능키를 모두 누른 후 해당 숫
자키를 눌러서 입력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켤레자음을 우측의 기능키「#」와 연동하여 입력되도록 하는 것은, 좌측의 숫자키에 배정된 켤레
자음과 우측에 위치한 기능키「#」를 연동시켜 두 손가락을 사용하여 입력하는 경우에 손가락의 엇갈림을 방지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켤레자음의 입력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기 된소리 즉 쌍자음을 두 개의 기능키를 모두 누른 후에 해당 숫자키를 눌러서 입력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숫자키를 두 번 눌러서 입력되도록 하는 것이 사용상 편리하기는 하나, 이렇게 할 경우 상기 제 1 
및 제 2 종래예와 같이 앞글자의 종성과 뒤글자의 초성이 같은 경우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즉, 예컨대 쌍자음을 해당 숫자키를 두 번 눌러서 입력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구까」가 
동일한 키의 조합으로 입력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모음의 입력에 있어서는, 상기 자음의 입력과 마찬가지로 기본모음은 해당 숫자키를 단독으로 눌러서 
입력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ㅝ,ㅘ,ㅔ,ㅐ,ㅡ」는 좌측의 기능키「*」를 누른 후 또는 누른 
상태에서 해당 숫자키를 눌러서 입력되도록 하며, 상대적으로 사용빈도가 낮은 「ㅟ,ㅚ,ㅖ,ㅒ」는 우측의 기능
키「#」를 누른 후 또는 누른 상태에서 해당 숫자키를 눌러서 입력되도록 하고, 「ㅠ,ㅛ,ㅕ,ㅑ,ㅢ」는 해당 숫
자키를 두 번 눌러서 입력되도록 하고, 사용빈도가 가장 낮은「ㅞ,ㅙ」는 두 개의 기능키를 모두 누른 후 해당 
숫자키를 눌러서 입력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ㅝ,ㅘ,ㅔ,ㅐ,ㅡ」는 상기 켤레자음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입력이 용이하도록 좌측의 기능키「*
」와 연동하여 입력되도록 한 것이며, 상기 「ㅠ,ㅛ,ㅕ,ㅑ,ㅢ」는 해당 숫자키를 두 번 눌러서 입력되도록 함
으로써 비교적 사용빈도가 높은 상기 모음을 간편하게 입력되도록 함은 물론, 그 형태적 측면에서 볼 때 두 번 
눌러서 입력되는 것을 용이하게 연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이를 사용함에 있어 그 사용방법을 보다 
직감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발명에 의한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방법에 있어서, 두 개의 기능키「*」「#」를 연동하여 한글
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기 기능키를 누른 후에 해당 숫자키를 눌러서 입력할 수도 있으나, 상기 기능키
와 동시에 또는 누른 상태에서 해당 숫자키를 눌러서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예컨대 휴대전화로 한글을 입력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두 개의 엄지 손가락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로 기능키를 누르고 다른 하나로 해당 숫자키를 누름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자음 및 모음이 한 박자에 
입력된다. 물론, 쌍자음이나 「ㅠ,ㅛ,ㅕ,ㅑ,ㅢ」및 「ㅞ,ㅙ」는 두 박자에 입력되지만, 종래의 한글 입력 방법
을 사용하는 경우에 상기 쌍자음이나 복모음을 입력하기 위해 통상 3~5타가 요구되는 것에 비하면, 입력속도면
에서 현저하게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시스템 및 방법은 휴대전화 뿐 아니라, 일반전화나 PDA, 
TV 리모콘, 디지털 도어록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응용 분야에 따라 그 구성을 다소 변형할 수 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기반
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가할 수 있는 변형으로는 본 발명의 권리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발명의 효과    발명의 효과    발명의 효과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시스템 및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
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종래의 한글 입력 방법이 모두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순서대로 키를 하나씩 눌러서 입력하는 것인데 
비해,  본  발명에  의한  한글  입력  시스템  및  방법은  기능키와  연동하여  두  개의  키를  함께  눌러서 
입력함으로써, 동일한 타수라 하더라도 입력속도면에서 현저하게 앞선다.

둘째, 40개의 한글자모를 모두 키패드에 배정함으로써, 사용자는 자음 또는 모음의 조합을 위한 별도의 규칙을 
익힐 필요가 없고, 따라서 규칙을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오타율을 저감시킨다.

세째, 형태적 또는 발성적 상관속의 관계에 있는 자음 또는 모음을 하나의 키에 배정하고, 또한 컴퓨터의 키보
드 자판과 유사하게 좌측에 자음을 우측에 모음을 배정함으로써, 사용자는 보다 빠르게 원하는 글자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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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할 수 있다.

네째,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착지 기준점인 기능키에 가깝게 배정함으로써, 입력속도를 
더욱 향상시킨다.

(57) 청구의 범위(57) 청구의 범위(57) 청구의 범위(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청구항 1 청구항 1 청구항 1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시스템에 있어서,

10개의 숫자키에 각각 기본자음「ㅁ,ㅅ,ㄹ,ㄴ,ㅇ」과 기본모음「ㅜ,ㅗ,ㅓ,ㅏ,ㅣ」가 하나씩 배정되고, 상기 기
본자음의 켤레자음「ㅂ,ㅈ,ㄷ,ㄱ,ㅎ」과 된소리「ㅃ,ㅉ,ㄸ,ㄲ,ㅆ」 및 센소리「ㅊ,ㅍ,ㅌ,ㅋ」이 각각 대응하는 
기본자음과 동일한 키에 배정되며, 복모음에 있어서는 형태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ㅠ,ㅟ,ㅝ,ㅞ」는 「ㅜ」
와 함께, 「ㅛ,ㅚ,ㅘ,ㅙ」는 「ㅗ」와 함께, 「ㅕ,ㅖ,ㅔ」는 「ㅓ」와 함께, 「ㅑ,ㅒ,ㅐ」는 「ㅏ」와 함께, 
「ㅡ,ㅢ」는 「ㅣ」와 함께 각각 배정되어 이루어지는 키패드와;

상기 키패드를 통해 입력되는 각 키에 대한 코드를 순서대로 저장하는 입력스택과;

상기 각 숫자키에 배정된 3~5개의 자음 또는 모음 중 어느 하나는 해당 숫자키를 단독으로 눌러서 입력되고, 
다른 하나는 상기 기능키 중 어느 하나를 누른 후 또는 누른 상태에서 해당 숫자키를 눌러서 입력되고, 또 다
른 하나는 상기 기능키 중 다른 하나를 누른 후 또는 누른 상태에서 해당 숫자키를 눌러서 입력되고, 또 다른 
하나는 해당 숫자키를 두 번 눌러서 입력되고, 또 다른 하나는 상기 기능키 두 개를 함께 누른 후 해당 숫자키
를 눌러서 입력되도록 상기 40개의 자음 및 모음에 대응하는 키의 코드 조합을 정해놓은 문자테이블과;

상기 문자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입력스택에 저장된 코드로 음절을 조합하는 제어장치와;

 상기 제어장치에 의해 조합된 음절을 저장하는 음절스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시스템.

청구항 2 청구항 2 청구항 2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키패드에서, 상기 기본자음은 좌측의 숫자키「1」,「4」,「7」,「8」,「0」에 배정되고, 상기 기본모음은 
우측의 숫자키「2」,「3」,「5」,「6」,「9」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
글 입력 시스템.

청구항 3 청구항 3 청구항 3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키패드에서, 상기 기본자음「ㅁ,ㅅ,ㄹ,ㄴ,ㅇ」은 각각 상기 좌측의 숫자키「1」,「4」,「7」,「8」,「0
」에 순서대로 배정되고, 상기 기본모음「ㅜ,ㅗ,ㅓ,ㅏ,ㅣ」는 각각 상기 우측의 숫자키「2」,「3」,「5」,「6
」,「9」에 순서대로 배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시스템.

청구항 4 청구항 4 청구항 4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문자테이블에서, 상기 해당 숫자키를 단독으로 눌러서 입력하는 것은 상기 기본자음 및 기본모음이고, 상
기 기능키 중 좌측의 키「*」를 누른 후 또는 누른 상태에서 해당 숫자키를 눌러서 입력되는 것은 「
ㅍ,ㅊ,ㅌ,ㅋ,ㅝ,ㅘ,ㅔ,ㅐ」이고, 상기 기능키 중 우측의 키「#」를 누른 후 또는 누른 상태에서 해당 숫자키
를 눌러서 입력되는 것은 「ㅂ,ㅈ,ㄷ,ㄱ,ㅎ,ㅟ,ㅚ,ㅖ,ㅒ」이 되도록 키의 코드 조합을 정해놓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시스템.

청구항 5 청구항 5 청구항 5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문자테이블에서, 상기 해당 숫자키를 두 번 눌러서 입력되는 것은 「ㅠ,ㅛ,ㅕ,ㅑ,ㅢ」이고, 상기 기능키 
두 개를 함께 누른 후 해당 숫자키를 눌러서 입력되는 것은 「ㅃ,ㅉ,ㄸ,ㄲ,ㅆ,ㅞ,ㅙ」가 되도록 키의 코드 조
합을 정해놓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시스템.

청구항 6 청구항 6 청구항 6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키패드는, 상기 각 숫자키에 배정된 3~5개의 자음 또는 모음 중 상기 숫자키를 단독으로 눌러서 입력되는 
자음 또는 모음은 중앙에 위치시키고, 그 좌측 및 우측에는 각각 상기 좌측 및 우측의 기능키를 누른 후 또는 
누른 상태에서 해당 숫자키를 눌러서 입력되는 자음 또는 모음을 위치시켜서 해당 키 상에 표시되어 이루어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시스템.

청구항 7 청구항 7 청구항 7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의한 한글 입력 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글을 입력하는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방법에 있어서,

상기 키패드의 10개의 숫자키에 각각 기본자음「ㅁ,ㅅ,ㄹ,ㄴ,ㅇ」과 기본모음「ㅜ,ㅗ,ㅓ,ㅏ,ㅣ」를 하나씩 배
정하고, 상기 기본자음의 켤레자음「ㅂ,ㅈ,ㄷ,ㄱ,ㅎ」과 된소리「ㅃ,ㅉ,ㄸ,ㄲ,ㅆ」 및 센소리「ㅊ,ㅍ,ㅌ,ㅋ」
를 각각 대응하는 기본자음과 동일한 키에 배정하며, 복모음에 있어서는 형태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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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ㅟ,ㅝ,ㅞ」는 「ㅜ」와 함께, 「ㅛ,ㅚ,ㅘ,ㅙ」는 「ㅗ」와 함께, 「ㅕ,ㅖ,ㅔ」는 「ㅓ」와 함께, 「ㅑ,
ㅒ,ㅐ」는 「ㅏ」와 함께, 「ㅡ,ㅢ」는 「ㅣ」와 함께 각각 배정하는 단계와;

상기 키패드의 상기 숫자키를 단독으로 누르거나, 상기 기능키 중 어느 하나를 누른 후 또는 누른 상태에서 해
당 숫자키를 누르거나, 상기 기능키 중 다른 하나를 누른 후 또는 누른 상태에서 해당 숫자키를 누르거나, 해
당 숫자키를 두 번 누르거나, 상기 기능키 두 개를 함께 누른 후 해당 숫자키를 누름으로써, 각 숫자키에 배정
된 3~5개의 자음 또는 모음을 구분하여 입력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한글을 입력하기 위해 해당 키를 누름으로써 발생하는 코드를 일시 저장한 후, 순차적으로 추출
하여 음절을 완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방
법.

청구항 8 청구항 8 청구항 8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자음은 좌측의 숫자키「1」,「4」,「7」,「8」,「0」에 배정하고, 상기 기본모음은 우측의 숫자키「2
」,「3」,「5」,「6」,「9」에 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방법.

청구항 9 청구항 9 청구항 9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자음「ㅁ,ㅅ,ㄹ,ㄴ,ㅇ」은 각각 상기 좌측의 숫자키「1」,「4」,「7」,「8」,「0」에 순서대로 배정
하고, 상기 기본모음「ㅜ,ㅗ,ㅓ,ㅏ,ㅣ」는 각각 상기 우측의 숫자키「2」,「3」,「5」,「6」,「9」에 순서대
로 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방법.

청구항 10 청구항 10 청구항 10 청구항 10 

제 7 항 내지 제 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숫자키를 단독으로 눌러서 입력하는 것은 상기 기본자음 및 기본모음이고, 상기 기능키 중 좌측의 키「*
」를 누른 후 또는 누른 상태에서 해당 숫자키를 눌러서 입력되는 것은 「ㅍ,ㅊ,ㅌ,ㅋ,ㅝ,ㅘ,ㅔ,ㅐ」이고, 상
기 기능키 중 우측의 키「#」를 누른 후 또는 누른 상태에서 해당 숫자키를 눌러서 입력되는 것은 「
ㅂ,ㅈ,ㄷ,ㄱ,ㅎ,ㅟ,ㅚ,ㅖ,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소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입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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