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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목적은 소수의 키와 소형의 키패드를 가진 정보 통신기기에서의 문자입력 방법인 멀티탭(Multi-tap) 방식

과 싱글탭(Single-tap) 방식의 단점 또는 결점을 개선하여 문자 입력의 효율성, 정보서비스에 대한 확장성, 적응성을 

보장하는 문자입력 방식 및 본 발명방법을 이용한 정보통신 서비스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의 특징은 12개 정도의 키 수를 가진 키패드로 다수의 

문자를 입력하는데 있어 본 발명에서 고안한 가상 키패드와 가상키 입력 방법에 있다. 즉 본 발명방법은 입력문자 대

상을 소집합화하고 소집화한 그 문자그룹에서 대표문자를 지정, 그 대표문자를 각각 키에 할당, 마킹하고 그것을 특정

문자집합에 속해 있는 문자를 입력하는 색인키로 사용하고 또한 입력모드를 가상 입력모드로 설정하는 제어키로 활

용하며, 가상입력 모드에서 특정문자를 선택, 출력,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국어문자의 입력 효율을 보장하는

문자 입력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모바일 정보통신기기에서의 정보서비스에 본 발명방법을 인터페이스로 하는 효율

적 방법을 제시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문자 입력, 영어 입력, 알파벳 입력, 베트남어 입력, 일본어 입력, 러시아 입력, 아라비아어 입력, 히브리어 입력, 타이

어 입력, 인도어(드방가리) 입력, 중국어 입력, 한글 입력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a는 휴대폰에서 일본의 사실상 표준인 일본어 가나문자 배치도

도1b는 휴대폰에서 세계의 표준인 알파벳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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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c는 휴대폰에서 사실상 표준인 히브리 문자 배치도

도1d는 휴대폰에서 태국어 문자 배치도

도1e는 휴대폰에서 중국어 한자 입력용 획 배치도

도1f는 휴대폰에서 중국어 한자 입력용 주음 배치도

도1g는 휴대폰에서 한글 입력용 한글자소 배치도

도1h는 싱글탭 방식의 eZi 문자입력 상황도

도1i는 일본어 예측 시스템을 구비한 POS의 문자 입력 상황도

도2는 본 발명방법1의 흐름도

도3은 본 발명방법2의 흐름도

도4는 본 발명방법3의 흐름도

도5는 본 발명방법4의 흐름도

도6은 영어 입력을 위한 본 발명방법3의 출력 예시도

도7은 본 발명방식의 가상 키패드의 입력 키 배치도

도8은 본 발명방법에서 고안한 러시아어 입력 키패드 구성도

도9는 본 발명방법에서 고안한 아라비아어 입력 키패드 구성도

도10은 본 발명방법에서 고안한 히브리어 입력 키패드 구성도

도11은 본 발명방법에서 고안한 타이어 입력 키패드 구성도

도12는 본 발명방법에서 고안한 인도어 입력 키패드 구성도

도13은 본 발명방법에서 고안한 중국어 입력 키패드 구성도

도14는 본 발명방법에서 고안한 한글 입력 키패드 구성도

도15는 본 발명방법에서 고안한 PDA용 영어 입력 예시도

도16은 본 발명방법을 이용한 정보서비스에서의 입력 예시도

도17은 본 발명방법을 이용한 URL 입력 예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소수의 키를 가진 소형의 키패드로 또는 PDA와 같이 액정 판넬을 매개로 하여 문자 입력을 하는 정보통신 

기기에서 익히기 쉽고, 쓰기 쉬우며, 시스템 구현이 용이한 문자입력 방법에 관한 것이다.

휴대폰과 같은 소형의 모바일 정보통신기기에는 10-12개 정도의 소수의 키로 문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이 주류

이어서 10-12개 정도의 문자 수를 가진 언어입력이라면 한 키위에 단수의 문자데이터를 할당, 마킹하여 입력수단으

로 하면 간단하나 대부분의 언어의 문자는 종류가 다양하고 그 수가 많아 그러하지 못하다. 또한 PDA와 같은 소형의 

기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풀 키보드(Full Keyboard)를 장착, 펜으로 터치하는 방식이어서 문자입력 방법이 자유스럽

지 못하다.

도1a 는 사실상 일본 표준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입력 방식을 가진 휴대폰의 키패드 구성도로서 가나문자와 기

호 등을 입력할 수 있으며 키패드 상의 일본어 구성은 비교적 단순하여 한 키위에 일본 문자의 구성표에 따라 그룹화

하여 숫자 1 의 키 상에는 '  '행에 속하는 '  ', 숫자 2 에는 '  '행에 속하는 '  '등의 형식으로 3,

4 ... 숫자키 위에 순서적으로 각각  , ...행이 할당되어 있어 각 키에는 각 행에 속하는 문자집합이 5개씩 할당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키 배열과 문자 배열을 가진 일본어 키패드로 문자입력을 행하는 방식으로 멀티탭(Multi-tap)방식이 기본

이 되어 있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일본어 멀티탭 방식을 설명한다. 가령  라는 단어를 

입력하고자 하면, 멀티탭 방식으로는 '  '가 속해져 있는 숫자 2의 키에서 한번의 탭으로 '  '를 선택하고 '  '는 숫

자1의 키에서 4번째 깊이에 있으므로 4번의 탭 수가 필요하며 '  '는 숫자 9 의 키 '  '행에서 맨 마지막 깊이에 할당

되어 있으므로 5번의 탭 수를 필요로 하게 되어 도합 10번의 탭으로　  가 입력되게 된다.

도1b 는 영문 알파벳의 국제표준인 휴대폰의 키패드 구성도로서 알파벳 26자가 10개의 키위에 할당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성에서 영문 역시도 일본어의 입력 방식에서 설명한 멀티탭 입력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도1c는 히브리 문자 입력이 가능하도록 휴대폰에 히브리 문자를 10개의 키위에 할당, 마킹한 구성도이다.

도1d는 타이어 문자입력이 가능하도록 휴대폰에 타이문자를 10개의 키위에 할당, 마킹한 구성도이다.

도1e는 중국어 문자입력(간자체)이 가능하도록 휴대폰에 중국문자를 10개의 키위에 할당, 마킹한 구성도이다.

도1f는 중국어 문자입력(번자체)이 가능하도록 휴대폰에 보포모포(BOPOMOPO) 기호를 10개의 키위에 할당, 마킹한

구성도이다.

도1g는 한글 문자입력이 가능하도록 휴대폰에 한글문자를 10개의 키위에 할당, 마킹한 구성도이다.

위에서 열거한 대부분의 언어문자도 전술한 바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문자입력 방법으로 멀티탭 방식이 쓰여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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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탭 방식은 다수의 문자집합을 소수의 키위에 중첩적으로 할당, 배치하였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오 입력

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것이 싱글탭(Single-tap)에 의한 문자

입력 방식이다. 이 방법의 대표적인 것으로 T9(http://www.t9.com), eZi(http://www.zicorp.com), itap(http://www

.mot.com/lexicus/html/itap.html)등이 있고 일본어에 국한하여 POS(www.muchy.com)가 있다. 이 방식의 특징은 

한 문자를 1번의 탭(키누름)으로 입력하는데 있다. 도1h는 eZi방식의 데모를 나타낸다. eZi방식의 영어입력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멀티탭 방식과 싱글탭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싱글탭 방식은 해당 언어의 어휘(단어)사전을 미리 구

비하여 입력문자 계열의 조합을 단어 사전에 조회하여 일치되는 어휘가 사전에 있으면 해당 어휘를 자동으로 출력하

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알파벳 표준 키패드 상에서 "boy"라는 단어를 입력하고자 하여 싱글탭 방식을 쓰면 첫문자 'b' 는 숫자키 1

에 할당되어 있는 ABC를 탭하고 이어서 'o'가 속해있는 숫자키 6 을 탭하고, 'y' 는 숫자키 9 에 속해 있으므로 9 을 

탭해 나간다. 여기서 'b'가 입력되었을 때 'b'를 검색키로 하여 사전을 검색하고 이어서 'o'가 입력되면 'bo'가 사전 검

색키가 되고 이어 'y'가 입력되면 'boy'가 되어 영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단어이므로 'boy'가 입력단위로 확정되게 

된다.

입력도중 과정을 설명하면, 실제 키 입력으로 ABC, MNO, WXY의 서로 다른 문자의 조합이 가능해져서 3 x 3 x 3 개

의 문자조합계열이 생기게 된다. 즉 첫 탭에서 ABC가 동시에 입력되고 이어서 두 번째 탭으로 MNO 가 동시에 입력

되므로 ABC x MNO에서 생성 가능한 문자 조합을 AM, AN, AO, BM, BN... 등 3 x 3개의 2문자 계열을 생성하게 되

나 사용자가 원하는 입력계열은 그중 하나, 'bo' 이다. 그러나 9개의 문자계열 중에는 영어 단어로서 바른 계열이 다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입력문자 계열을 계속 받아 사전에 등록된 단어를 계속 검색해 가면 이윽고 영어단어로서 확정되

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간에 생성된 영어단어의 어두로서 쓰일 수 있는 문자계열은 계속 출력표시 되

는데, 위의 예라면 두 번째 단계에서 그 중 하나를, 즉 bo를 선택하면, 'bo' 다음에 올 수 있는 문자를 사전에서 찾아 

시스템 자체가 해당 단어를 출력해 주는데 사용자는 이와 같이 시스템 자체가 예측하여 출력하는 단어 중에서 원하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서 입력과정은 끝이 난다.

도1i 는 전술한 POS 시스템으로 싱글탭 방식 같은 시스템 구성이며 일본어 예측입력 시스템이다. 그것의 알고리즘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소수의 키 수를 가진 소형의 키패드를 이용하여 다수의 문자를 할당, 배치, 마킹하여 문자입력의 효

율성을 추구하는 기술로서 멀티탭 방식 대신 싱글탭 방식이 대두되었고, 이들 기술들은 문자 입력의 효율성을 키입력

회수의 감소, 입력의 정확도에서 추구하고 있다.

이미 지적한대로, 소수의 키 수, 소형의 키패드에는 숙명적으로 소수 키에 여러 문자를 중복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환경에서 한 문자를 엑세스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멀티탭 방식이나 그것은 키 입력 횟수가 많고, 입력 

도중에 오입력 빈도가 많은 단점이 있다. 반면 싱글탭 방식은 키입력 횟수는 줄일 수 있으나 시스템에 사전구성이 필

요하며, 사용자의 신생어휘, 축약어의 사용 증대로 어휘 사전에 등록시켜야 할 신규항목이 계속 늘게 되고, 사람이름, 

인터넷 어드레스, 홈페이지 어드레스 등 정보통신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어휘를 사전에 등록시키는 것은 물리적

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어휘라면 어쩔 수 없이 멀티탭 방식을 병용해야하므로 한 문자당

한 키라는 싱글탭 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입력된 복수의 문자에 의한 조합문자수, 그 조합문자수에 의한 사전검색등 

시스템의 부하가 크다는 단점도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전술한 멀티탭 방식과 싱글탭 방식의 단점 또는 결점을 크게 개선하는 방식으로서 소수의 키 수를 

가진 소형의 키패드에서 문자 입력의 효율성, 정보서비스에 대한 확장성, 적응성을 보장하는 문자 입력 방식 그리고 

본 발명 방법을 이용한 정보통신 서비스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의 특징은 12개 정도의 키 수를 가진 키패드로 다수의 

문자를 입력하는데 본 발명에서 고안한 대표문자키, 가상 키패드와 가상 키패드 모드에서의 가상키 입력방법에 있다.

즉, 본 발명방법은 실제의 문자가 할당, 마킹된 키패드 상의 입력모드와 실제 문자가 마킹된 키패드의 입력관계와는 

관계없이 독자적 입력 상태를 유지하는 가상 키패드의 입력 모드를 따로 장치함으로서 각각의 모드에서 같은 키를 입

력하더라도 각각의 모드에서는 각각 지정된 방법에 따라 소정의 문자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부여한 문자입력 

방법에 있다.

본 발명의 특징인 가상 키패드 모드의 구현 방법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자입력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언

어문자집합을 특정 기준별로 소집합화(Grouping)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문자집합이 만들어진다. 전술한 "특정 기준

별" 의 기준은 문자들의 순서, 같은 음가를 갖는 문자들, 모양이 같은 문자들, 또는 문법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문자라

든가 문자 사용자의 시인성, 인지성에 가장 적합한 문자 집합을 정하는 임의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그룹핑은 5

개에서 12개 정도가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12개 정도의 키 수를 가진 소형의 키패드에 위와 같은 그룹화된 문자집합

을 할당, 배치하는데 가장 알맞고 조작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어서 각각 특정 문자집합이 결정되면 특정문자 집합에서

대표문자를 정한다.

대표문자는 각각 문자의 특성에 맞추어야 하나, 소수로 하는 것이(1개에서 3개 이하)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크기가 작

은 키위에 이 대표문자를 마킹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수가 많으면 사용자의 문자에 대한 시인성,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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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대표문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문자 사용자의 시인성, 인지도에 가장 적당한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위의 과

정이 끝나면 이 대표문자를 키패드 상의 12개 정도의 키에 할당, 배치한다. 도 1a에서 도 1g까지는 정보통신기기에서

의 언어별 문자 배치도를 예시하고 있고, 도 7은 본 발명방식의 가상 키패드 입력 키 배치도를 나타내며, 도 8에서 도 

14는 본 발명의 방법으로 구성된 정보통신기기의 키패드 구성에 실제적 적용 예들을 보여주고 있다.

도1b 는 영문 알파벳이 할당, 마킹된 키패드로서 본 발명의 기술 사상과는 무관하나 본 발명의 대표문자 개념을 설명

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인 도1b의 구성도를 예로 든다.

숫자키 2에는 ABC가 할당, 마킹되어 있고 각각 숫자키에는 또 다른 알파벳들이 할당, 마킹되어 있다. 이 키패드의 알

파벳 배치 방법을 추정하면 알파벳 순서에 따라 각각 3자씩을 소그룹화하고 Q, Z는 사용빈도가 낮기 때문에 따로 숫

자키1에 배치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알파벳 구성을 가진 키패드의 각각의 키에서 본 발명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대표 문자키를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BC중에서 A는 첫문자이므로 A로 정할 수 있고, 아니면 B가 중간에 위

치하므로 문자가 중간이다라는 기준별로 B를 대표 문자키로 정할 수도 있으며, 출현빈도 또는 같은 음가의 대표음가,

동종 계열 문자형태의 대표형태 등 다른 여러 기준으로도 대표문자를 정할 수 있다.

본 발명 방법에서의 이 대표문자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문자는 각각 키에 할당 혹은 마킹되어 있는 문자들을 대표하는 성격이 부여되며 특정문자집합에 속해 있는 문자

들을 입력하는 색인키(Index key)로 활용되며 구체적으로는 어느 특정 문자집합에 속한 문자들을 불러내거나(invok

e), 지정하거나, 입력하거나, 검색하는데 이용한다.

본 발명방법에서 대표문자의 또 하나의 기능적 특징은 이 키를 입력함과 동시에 리얼 키패드 키 입력모드(Real keyp

ad key input mode)에서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Virtual keypad key input mode)로 전환시켜주는 기능키로도 사용

한다는 점이다.

도2는 이 대표문자를 색인키와 모드변환 키를 활용하는 본 발명 방법에 의한 바람직한 1 실시예를 나타난다. (이하 본

발명방법 1 이라 한다.)

도2는 전 단계에서 문자들에 대한 그룹화와 그룹화된 문자집합을 대표하는 대표문자를 정하고 소수의 키에 할당, 마

킹된 키패드를 가정하고, 문자입력 수행과정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도2의 2에서는 입력대상 문자가 키패드 상의 어느 대표문자 키 속에 포함하는가를 인지, 결정하는 과정으로 본 발명

방법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인지결정 단계이다. 3은 2의 인지 결정 후, 입력 대상 문자가 속한 대표 문자키를 선택, 입

력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도2의 4.1과 4.2는 사용자가 대표문자키를 선택, 입력한 상태에서 본 발명방법이 구현된 시

스템에서의 응답결과를 나타낸다. 즉 시스템은 입력된 대표문자키에 속해 있는 모든 문자들을 표시부에 표시함과 동

시에 리얼 키패드(실재 키패드)의 입력모드에서 표시부에 표시된 문자만을 선택, 입력할 수 있는 가상 키패드 입력 모

드로 전환시킨다.

도2의 6은 대표문자키 입력으로 문자들이 표시되고, 가상 키패드 입력 모드로 변환된 상태에서 이미 표시된 문자들 

중에서 원하는 문자를 선택, 입력하는 단계과정이다.

이 선택 과정에서의 키패드 키입력 상태는 이미 리얼 키패드 상에 할당, 마킹된 문자의 입력 수단이 아니며 오직 표시

부에 표시된 문자만을 선택, 입력하는 모드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각 문자별로 지정한 키입력 

수단을 사용하여 키 입력하면 선택하고자 하는 문자의 입력과정을 완료됨과 동시에 다시 문자 입력의 초기 상태로 돌

아가 리얼 키패드 입력 모드가 된다.

도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예의 문자 입력 과정을 나타낸다.(이하 본 발명 방법2라 한다. )

전술한 도2의 본 발명방법1은 문자 한자 한자를 기본단위로 하여 입력하는 환경에 알맞은 방법이다. 도3의 본 발명방

법2는 발명방법1과 달리 문자 입력 단위를 복수의 문자로 하는 입력환경에서 알맞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문자입력시스템에서의 사용자는 4-5개의 문자키를 연속으로, 한 태스크(task)로 수행한다. 예를 들면 bo

y라는 영단어를 입력하고자 할 때, 그 단어 전부를 인지하고 boy전체를 입력의 한 단위로 하기 마련이다.

이런 때에는 발명방법1 보다는 발명방법2가 보다 효과적이다. 도3의 발명방법2의 문자입력과정은 도2의 발명방법1

의 처리 과정중 대부분이 동일하고 입력문자 단위가 복수문자가 되기 때문에, 발명 방법1의 구현 방식에 약간의 기능

부가가 필요하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방법에서는 시스템의 처리과정으로 연속 입력된 입력대표 문

자 계열을 입력버퍼에 차례로 저장하여 두고 사용자의 입력완료신호(또는 시스템 자체의 타이머 신호)를 입력하도록 

한다.

도3의 8과정에서는 입력문자계열의 첫 문자의 대표문자키에 소속된 문자들이 표시되고, 또 입력모드는 확인키 입력

에 따라 가상 키패드 모드이므로 전술한 방법으로 문자 선택이 끝나면 시스템은 즉시 입력 버퍼 속에 기억되어 있는 

다음 대표문자키에 소속된 문자들을 표시부에 출력, 표시하고,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 상태를 유지한 채 사용자의 선택

입력을 대기하는 상태가 된다. 이 과정은 첫 입력과정에서 사용자가 입력했던 확인키에 이를 때까지 연속과정이며, 또

자동적으로 되풀이된다. 따라서 발명방법2는 발명방법1에서와 같이 대표문자키를 문자마다 입력시키는 불편함을 개

선시키며 통상적 문자입력 사용자에게 알맞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도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다.(이하 본 발명방법3이라 한다.) 본 발명방법 1과 2에서는 사용

자가 대표 문자키를 입력하면 해당 대표문자 키에 속한 문자들만을 표시하는 방법이었다. 발명방법2에 각 언어 문자

권의 특성정보를 부가하여 보다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 방법3은 

각 언어의 표기 시스템에서 수집, 채택할 수 있는 문자구성, 표기 시스템의 특성정보를 본 발명 방법1,2에 첨가시킨 

방법이다. 본 발명방법 3의 구체적 설명은 각 언어 문자별 입력 시스템 구축의 실시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도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다.(이하 본 발명방법4라 한다.) 본 발명방법4의 처리과정을 도5

의 흐름도의 처리과정에 따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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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방법4의 처리과정 중 1, 2, 3, 4, 6은 발명방법1, 2, 3과 동일하고 발명방법2의 도3 의 4대신 5A, 5B, 5C가 각

각 부가된 새로운 기능구성이며 그 구성이 바뀌었으므로 도5의 7, 8, 9, 10의 처리과정이 부과된다.

본 발명방법4 또한 문자입력의 단위를 단어 또는 복수의 문자열로 연속 입력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도5의 3에서는 연

속 입력된 대표문자를 시스템 버퍼에 저장시키고 동시에 연속 입력된 2개 이상의 대표문자라면 해당 대표문자에 소

속된 문자들끼리의 조합을 생성하여 테이블에 저장시킨다.(5A, 5B).

예를 들면 사용자가 연속하여 ad를 입력을 하고자 하면 a, d의 대표문자는 각각 A와 D 임으로 A에 속한 문자들(A, B,

C), D에 속한 문자들(D, E, F)끼리 조합계열을 생성한다. 즉, 입력문자 수가 2개이므로 생성되는 문자 조합은 (AD, A

E, AF, BD, BE, BF, CD, CE, CF)으로 모두 9개가 생성된다. 이 생성과정은 본 발명이 구현된 시스템이 행한다. 한편

사용자는 표시부에 표시된 대표문자 A에 속한 문자들 즉, ABC가 표시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것들 중에서 A를 전술한

가상 키패드 입력키 모드에서 전술한 방법으로 문자선택 A를 하면 시스템은 A를 검색키로 하여 문자행렬조합테이블

을 검색하여 첫문자가 A인 문자계열을 찾아내고 그것을 출력한다. 그 결과 AD, AE, AF가 검색되어 다시 그 문자열을

검색키로 하여 구비된 5C의 언어별 단어사전(본 설명에서는 영어단어사전)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수많은 단어 중에서

AD, AE, AF로 시작되는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 추출하여 표시부에 출력시킨다. 사용자는 그들 단어 중에서 원하는 

단어만을 선택, 확정시키면 소수의 키입력으로 원하는 단어 입력이 끝나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는 A 한 자만을 입력시켰으나, A 입력 후, D에 속한 DEF가 자동적으로 표시되게 됨으로 D까지를 확정 

입력시키면 AD만으로 시작되는 어휘만을 생성하게 되므로 본 발명방법은 종래기술의 싱글탭 시스템보다 어휘 선택

과정에서 제시되는 어휘 수를 초기입력단계에서 감소시키므로 문자입력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고과정을 방해함이 적

고 그에 따른 입력 스트레스를 줄이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방법4의 또 하나의 이점은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어의 경우에도 입력한 문자계열 그 자체가 입력

이 되므로 종래 방법에서 행하는 멀티탭 방식보다 입력효율, 입력적응성, 활용성에서 뛰어나다.

즉, 종래의 싱글탭 방법에서는 4, 5, 6의 과정이 없이 3의 과정에서 생성된 입력키 문자요소간의 조합문자계열 생성 

결과가 곧바로 8의 과정으로 연결되어 수많은 문자열을 생성하므로 그 만큼 사전검색회수가 많아져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는 반면, 본 발명 방법4는 입력 단어의 첫 문자를 초기에 결정 선택시킴으로서 대표키 문자에 속한 문자 요소

끼리 만의 조합의 수를 줄여, 사전검색회수 및 항 수를 줄일 수 있으며, 사전에 정의되어 있지 않는 단어 또는 문자열

의 입력이 용이해진다.

한편, 기존의 방법에서는 사전등록이 안된 단어에 대해서는 멀티탭을 사용하고 있다. 전술한 영어예문 "Boy"를 입력

할 경우 멀티탭 방식으로는 8회의 키입력을 요하나 본 발명방법1로서는 6회로 가능하며 발명방법 2로는 4회 키입력

으로 족하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방법1, 발명방법2, 발명방법3, 발명방법4 에 의한 각 언어별 문자에 대한 바람직한 일 실시형태를

기술한다.

본 발명방법1에 의한 라틴 알파벳 문자에 대한 바람직한 일 실시형태를 설명한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는 라틴 알파벳

문자 집합 및 그룹핑은 국제표준인 도1b의 키패드와 키배치의 것을 이용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도1b의 키패드의 문

자구성은 이미 국제 표준화되어 있어 많은 사용자에게 익숙하다는 점과 본 발명방법의 특정문자그룹 지정과 대표키 

지정은 임의이기 때문이다.

도1b의 구성에서 본 발명방법1 즉, 도2에 개시한 과정을 적용하면 먼저 대표문자와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요소에 대

한 정의표가 필요하고 또 가상모드에서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들을 선택, 입력하기 위한 대표문자와 숫자키 또는 기능

키의 조합 규칙이 필요하다. [표 1a]은 라틴 알파벳(영문자) 입력을 위해 고안된 문자요소, 대표문자, 숫자조합키, 조

합기능키를 나타낸다.

본 발명방법1에 의한 [표 1a]의 대표문자는 입력하고자하는 문자를 대표하는 인덱스 키이고 숫자조합키 및 기능키 

조합키는 상기한 가상 키패드의 키 입력 모드에서 표시부에 표시된 문자들에서 특정 문자를 선택할 때 쓰는 입력키로

사용한다.

[표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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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a]에서 예시한 가상키패드상에서 입력키로 사용하는 조합키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요소문자의 첫글자로 할 수

있으며, 각 조합키의 키도 임의로 바꿀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정한 입력조합키는 각 대표문자와 조합키와의 상관관

계와 키입력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표 1b]는 라틴 알파벳(유럽어 문자) 입력을 위한 고안된 알파벳 요소

, 대표문자 및 가상키패드 입력키를 나타낸다. 본 발명방법1에 의한 [표 1b]의 대표문자는 입력하고자하는 문자를 대

표하는 인덱스 키이고 숫자조합키는 상기한 가상 키패드의 키 입력 모드에서 표시부에 표시된 문자들에서 특정 문자

를 선택할 때 쓰는 입력키로 사용한다. 이 표에서 예시한 가상키패드상에서 입력키로 사용하는 조합키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요소문자의 첫글자로 할 수 있으며, 각 조합키의 키도 임의로 바꿀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정한 입력조합키

는 각 대표문자와 조합키와의 상관관계와 키입력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표 1b] 

 이와 같이 대표문자와 키, 가상 키패드의 입력모드

에서 개시된 문자선택을 위한 대표문자와 숫자조합키, 또는 기능조합키를 이용하여 "good" 이란 영어 단어를 입력으

로 예시한다.

본 발명방법1의 도2에서 나타낸 처리 과정에 따르면 'g'는 대표문자 'G'에 속하므로 'G'키(숫자키 4)를 입력하면 표시

부에 대표문자 'G'에 속한 문자요소 "GHI"가 표시됨과 동시에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로 바뀌므로 이 모드에서 숫자 조

합키 입력으로 G에 해당하는 1의 숫자키를 누르면 표시부에 'G'가 출력으로 입력확정, 표시되며, 숫자 및 기능키 조합

키라면 '4'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표시부에 'G'가 출력, 입력확정이 된다. 이어서 'O'는 대표숫자 키가 'M'(숫자키 6)이

므로, 이 키를 누르면 'M'에 속한 문자 요소 "M, N, O"가 개시되고 상기한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에서 'O'의 선택 입력

을 위한 입력키, 9 에 이어서 '↓'를 눌러 문자입력을 확정시킨다.

본 발명방법2에 의한 영문 "good"의 입력과정을 설명한다. 본 발명방법1과 달리 입력단위는 "good"이 되므로 "good"

에 해당하는 대표문자 키를 누른다. 즉 "G, M, M, D"가 대표문자이므로 이들을 연속 입력한 후, 입력확인 키를 누르면

도3에서 나타낸 대로 시스템은 이 입력계열을 기억해 두고 'G','M','M','D' 첫 문자 'G'의 문자요소 "GHI"를 표시부에 

출력하여 선택을 기다리는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가 된다. 이 때 [표 1]에서 정한대로 문자 선택키를 선택하여 입력하

면 확정된 문자가 표시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그 다음 대표문자 'M'의 문자요소인 "MNO"가 표시부에 표시되므로 상

기한 같은 방법으로 문자선택을 행하고 이어서 다음 대표문자 'M','D'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행하면 문자 입력이 완

료된다.

본 발명방법3에 의한 같은 예문 "good"의 처리과정을 설명한다. 도6은 본 발명방법3을 설명하기 위한 일 실시예이다.

영어의 경우 단어 구성을 보면 대부분 자음+모음, 모음+자음, 모음+모음+자음, 자음+자음+모음 의 패턴으로 이어

지는 언어적 특성이 있다. 또한 영어 한 단어에서 모음은 필수 불가결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언어별 특성정보

를 본 발명방법1 또는 발명방법2와 융합한 방법이 본 발명방법3이다.

이 방법에서는 입력문자계열을 입력하고자하는 단어에서 모음을 뺀 자음부분만 입력하면 된다. 즉 "good"중에서 자

음부분은 'g', 'd'이므로 이를 입력하면 본 발명방법을 구비한 시스템은 도6의 상단부분에 "A, I, U, E, O"를 상시 표시

해두고 하단에는 'G', 'D'의 대표문자가 갖는 문자요소 6자를 각각 동시에 출력, 개시해 주고 사용자에게 선택하기를 

기다리는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로 변환시킨다. 이때 도7에서 예시한 가상키보드의 키를 눌러 "good"를 선택해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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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입력이 완성된다. 이와 같이 영어모음 "A, I, U, E, O"를 입력모드에 항상 표시 가능하도록 하고 단어의 자음만을

뽑아 그 대표문자를 입력시키면 창의 하단에 동시에 각 대표문자의 요소문자를 표시하도록 하면 사용자가 선택하는 

문자수는 10개 정도가 되므로 사용자의 표시 문자에 대한 인지도, 시인도가 크게 저하됨이 없이 하나의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에서 선택입력 문자수가 늘어 입력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입력한 자음군의 문자와 이미 개시된 모

음군과의 조합으로 생성 가능한 모든 단어를 창출하여 개시한 후, 원하는 단어를 사용자에게 선택시킬 수도 있을 것

이다.

본 발명방법3에 의한 영어의 바람직한 또 다른 일 실시예를 기술한다. 영어 단어의 경우, 2문자열(ch, sh, ad, ac, ...),

3문자열(the, ing, ... ), 4문자열(tion, ...) 등의 사용빈도가 높은 어두, 어미의 단어 구성요소가 있다. 이와 같이 어두, 

어미에 붙은 고빈도의 문자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영문을 소수의 키로 입력할 경우, 입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즉 영어의 경우, 어미 변화가 많으므로 이들 어미, 즉 "s, ed, ing, tion"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한 후, 이들 어미가 붙은 

단어의 경계를 지정하면 이들 단어에 붙은 어미 그룹을 표시하고, 선택, 입력시키면 소수의 키 입력에 의한 영문 입력

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어단어 act 뒤에 올 수 있는 어미는 s, ed, ing, ivity, ion등이 있으므로 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act를 입력시킨 후, 기능키로 act의 어미를 호출하여, 어미 후보 그룹을 표시시키고 이들 후보 중

에서 하나를 한 키로 선택, 입력할 수 있으므로 한 키 입력으로 이들 어미를 입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어휘

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 4의 언어 특성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장착하면 입력 효율이 뛰어난 영어 입력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발명방법은 모든 언어에서 공통이므로 본 발명방법3은 타 언어 입력 시스템에 있어서도 적응력이 

있다.

본 발명방법4에 의한 "good"에 대한 처리과정을 설명한다. 도 5 에서 표시 지시한 처리과정을 그대로 밟으면 "good"

의 입력 방법을 본 발명방법2 또는 발명방법3으로 하면 도 4 의 1에서 5까지의 과정은 상기한 순서와 같다. 첫 문자 

입력에서 'g'는 이미 지정, 선택되었기 때문에 'g'다음의 'o'는 대표문자가 'M'이므로, 문자조합생성계열은 "gm, gn, go

"에 지나지 않는다. 이어서 'o'를 선택하면, "go"가 확정되므로 생성테이블에서 "go"를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go"를 

검색어로 하여 사전을 검색하면 "go, good..."등 "go"로 시작되는 단어 등을 출력, 표시하게 됨으로 "good"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본 발명방법4의 특징은 종래 기술에서는 두 문자입력이 아닌 3문자 입력정도가 되어야 "good"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보다 빠른 단계에서 소정의 단어를 선택 입력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기는 것이다. 본 발명방법 4를 위한 영

어 사전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어사전을 컴퓨터화할 경우, 트리(Tree)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본 발

명방법 4에 있어서의 단어사전구성은 표 1c와 같은 구조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표 1c] 

 표 1c는 g와 o로 시작되는 입력 문자열을 예시한 것으로 표 1c에서 go를 

입력하면 go, good과 같이 영어단어로 정의되어 있는 단어집합을 검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 사전 구성

의 특징은 입력 문자열의 접두어에 해당하는 소수 문자열로 전체 문자열(단어)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각각의 노드(node

)에서 나오는 가지(edge) 검색이 가지수(number of edge)에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검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표 1d

은 본 발명방법에서 고안한 베트남어 입력을 위한 알파벳, 대표문자와 대표키, 가상키패드 입력키 및 성조입력(오성)

을 위한 추가입력키를 나타낸다. 본 발명방법1, 발명방법2, 발명방법3 그리고 발명방법 4에 따른 베트남어 입력에 대

한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나타낸다. 표 1d의 대표문자는 입력하고자하는 문자를 대표하는 인덱스 키이고 숫자조합키

는 상기한 가상 키패드의 키 입력 모드에서 표시부에 표시된 문자들에서 특정 문자를 선택할 때 쓰는 입력키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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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표 1d]  표 1d에서 예시한 가상키

패드상에서 입력키로 사용하는 조합키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요소문자의 첫글자로 할 수 있으며, 각 조합키의 키도 

임의로 바꿀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정한 입력조합키는 각 대표문자와 조합키와의 상관관계와 키입력의 편의성을 고

려하여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표문자와 키, 가상 키패드의 입력모드에서 개시된 문자선택을 위한 대표문자와 숫

자조합키를 이용하여 "  "이란 베트남어를 입력으로 예시한다. 본 발명방법1의 도 2에서 나타낸 처리 과정에 따르

면 '  '는 대표문자 'D'에 속하므로 키(숫자키 3)를 입력하면 표시부에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요소 "D, E, F,  ,  "가 

개시됨과 동시에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로 바뀌므로 이 모드에서 숫자 조합키 입력으로는 '  '에 해당하는 4의 숫자키

를 누르면 표시부에 '  '가 출력으로 입력 확정, 표시된다. 이어서 'i'는 대표숫자 키가 'G'(숫자키 4)이므로, 이 키를 누

르면 'G'에 속한 문자 요소 "G, H, I"가 개시되고 상기한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에서 'i'의 선택 입력을 위한 입력키, 3을

눌러 문자입력을 확정시킨다. '  '는 우선 '  '를 입력하고 오성기호 '  '를 입력하여 표시한다. '  '는 대표숫자 키가 '

D'(숫자키 3)이므로, 이 키를 누르면 'D'에 속한 문자 요소 "D, E, F,  ,  "가 개시되고 상기한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

에서 '  '의 선택 입력을 위한 입력키, 5을 눌러 문자입력을 확정시킨다. 이어서, 오성기호 '  '를 입력하기 위해 '  '의 

대표숫자 키 '  '(숫자키 0)을 입력하면, '  '에 속한 오성기호 요소 "  "가 개시되고 상기한 가상 키패드 입력모

드에서 '  '의 선택 입력을 위한 입력키, 2를 눌러 문자입력을 확정시킨다. 본 발명방법2에 의한 베트남어 "  "의 

입력과정을 설명한다. 본 발명방법1과 달리 입력단위는 "  "이 되므로 "  "에 해당하는 대표문자 키를 누른다. 

즉 "D, G, D,  , M"가 대표문자이므로 이들을 연속 입력한 후, 입력확인 키를 누르면 도 4 에서 나타낸 대로 시스템은 

이 입력계열을 기억해 두고, "D, G, D,  , M"의 첫 문자 'D'의 문자요소 "D, E, F,  ,  "를 표시부에 출력하여 선택을 

기다리는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가 된다. 이때 표 1c 에서 정한대로 문자 선택키를 선택하여 입력하면 확정된 문자가 

표시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그 다음 대표문자 'G'의 문자요소인 "G, H, I"가 표시부에 표시되므로 상기한 같은 방법

으로 문자선택을 행하고 이어서 다음 대표문자 "D,  , M"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행하면 문자 입력이 완료된다. 본 

발명방법3에 의한 베트남어 문자입력을 도 4 에서 예시한대로 베트남어 표기시스템에 관련하는 지식, 정보를 부가함

으로서 보다 지능적인 입력시스템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본 발명방법 3에 타 언어의 입력에서와 같이 각 문자간 

전이확률표를 본 시스템에 부가시키면 입력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술한 특정 어두, 어

미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장착하면 입력효율을 올릴 수 있는 베트남어 입력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방법4

에 따른 베트남어 문자처리입력은 전술한 영어방식에서와 똑같은 순서와 처리를 행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본 발명방법1, 발명방법2, 발명방법3 그리고 발명방법4에 따른 일본어 가나문자 입력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기술한다.

본 발명방법1에 의한 일본어 가나문자에 대한 실시형태이다. 본 발명방법에서는 일본어 가나문자 집합 및 그룹핑과 

대표문자 지정은 일본의 사실상 표준인 [도1a]의 키패드와 문자배치를 이용한다. 이미 이 키패드 구성에 익숙해진 사

용자 수가 많기 때문이며 본 발명 방법이 이 키패드 구성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 발명방법1 즉 [도2]에 개시한 과정을 일본어 가나문자에 적용하면 먼저 대표문자와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요소에 

대한 정의표가 필요하고 또 가상모드에서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들을 선택, 입력하기 위한 대표문자와 숫자키 규칙이 

필요하다. [표 2]는 일본어 가나문자 입력을 위해 고안된 문자요소, 대표문자, 숫자조합키, 조합기능키를 나타낸다. 

본 발명방법1에 의한 [표 2]의 대표문자는 입력하고자하는 문자를 대표하는 인덱스 키이고 숫자조합키는 상기한 가

상 키패드의 키 입력 모드에서 표시부에 표시된 문자들에서 특정 문자를 선택할 때 쓰는 입력키로 사용한다. [표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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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예시한 대표문자키와 조합키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요소문자의 첫글자로 할 수 있으며, 각 조합키의 키도 바꿀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정한 각 대표문자는 조합키와의 상관관계와 키입력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표문자와 키, 가상 키패드의 입력모드에서 개시된 문자선택을 위한 대표문자와 숫자조합키를 이용하여  란 일

본단어를 입력으로 예시한다.

본 발명방법1의 도2에서 나타낸 처리 과정에 따르면  는 대표문자  에 속하므로  키(숫자키 8)를 입력하면 

표시부에 대표문자  에 속한 문자요소 "  "가 표시됨과 동시에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로 바뀌므로 이 모드

에서 숫자 조합키 입력으로는  에 해당하는 3의 숫자키를 누르면 표시부에  가 출력으로 입력확정 된다. 이어

서  는 대표숫자 키가  (숫자키 3)이므로, 이 키를 누르면  에 속한 문자 요소  가 표시되고 

상기한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에서  의 선택 입력을 위한 입력키, 2 을 눌러 문자입력을 확정시킨다. 멀티탭 방식에

의한  입력은 5회 키입력, 본 발명방법1에 의한 키입력은 4회로 족하다.

[표 2]

본 발명방법2에 의한 일어 가나  의 입력과정을 설명한다. 본 발명방법1과 달리 입력단위는  가 되므로 

 에 해당하는 대표문자 키를 누른다. 즉  ,  가 대표문자이므로 이들을 연속 입력한 후, 입력확인 키를 누

르면 [도 3]에서 나타낸 대로 시스템은 이 입력계열을 기억해 두고  ,  첫 문자  의 문자요소"  "를 

표시부에 출력하여 선택을 기다리는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가 된다. 이때 [표 2]에서 정한대로 문자 선택키를 선택하

여 입력하면 확정된 문자가 표시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그 다음 대표문자  의 문자요소인  가 표

시부에 표시되므로 상기한 같은 방법으로 문자선택을 행하면 문자 입력이 완료된다.

본 발명방법3에 의한 일본어 가나  입력과정을 설명한다. 가나 문자 입력에 있어서 문자표기의 특징을 고려한다

면, 일본어에서 본 발명방법3에 도입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로는 각 문자간의 전이확률일 것이다. 즉,  다음에 올 

수 있는 문자로서의 정보 등을 담은 확률표 등을 본 발명방법3에 도입하면 보다 지능적인 가나문자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표문자  행 중에서 첫 문자  다음에 오는 문자 중 전이확률이 가장 높은 문자를 특별한 방

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전술한 본 발명방법3에 의한 영어입력 방식에서 설명한대로 사용빈도가 높은 

어휘, 예를 들면 "  " 등등의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4의 언어 특성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장착하면 입

력효율이 뛰어난 일본어 입력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방법4에 의한 일본어 처리과정은 전술한 영어방식에서와 똑같은 순서와 처리를 행하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등록특허  10-0377432

- 10 -

본 발명방법1, 발명방법2, 발명방법3 그리고 발명방법4 에 따른 러시아 문자입력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기술

한다.

본 발명방법1에 의한 러시아 문자입력에 대한 실시형태이다.

본 발명방법에서는 러시아 문자 집합 및 그룹핑과 대표문자 지정방법은 본 발명에서 정의한 도8의 키패드의 문자 배

치를 사용해서 행한다.

본 발명방법1 즉, 도2에 개시한 과정을 적용하면 먼저 대표문자와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요소에 대한 정의표가 필요하

고 또 가상모드에서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들을 선택, 입력하기 위한 대표문자와 숫자키 또는 기능키의 조합 규칙이 

필요하다.

[표 3]은 러시아어 글자 입력을 위해 고안된 문자요소, 대표문자, 숫자조합키, 조합기능키를 나타낸다. 본 발명방법1

에 의한 [표 3]의 러시아문자의 대표문자는 입력하고자하는 문자를 대표하는 인덱스 키이고 숫자조합키 및 기능키 

조합키는 상기한 가상 키패드의 키 입력 모드에서 표시부에 표시된 문자들에서 특정 문자를 선택할 때 쓰는 입력키로

사용한다.

[표 3]

[표 3]에서 정한 대표문자키와 조합키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요소문자의 첫글자로 할 수 있으며, 각 조합키의 키도 

바꿀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정한 각 대표문자는 조합키와의 상관관계와 키입력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표문자와 키, 가상 키패드의 입력모드에서 개시된 문자선택을 위한 대표문자와 숫자조합키, 또는 기능조

합키를 이용하여  이란 러시아어를 입력으로 예시한다.

본 발명방법1의 도2에서 나타낸 처리 과정에 따르면 'P'는 대표문자 'P'에 속하므로 키(숫자키 6)를 입력하면 표시부

에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요소 "P, C, T"가 개시됨과 동시에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로 바뀌므로 이 모드에서 숫자 조합

키 입력으로는 'P'에 해당하는 6의 숫자키를 누르면 표시부에 'P'가 출력으로 입력확정, 표시되며, 숫자 및 기능키 조

합키라면 6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표시부에 'P'가 출력, 입력확정이 된다. 이어서 'y'는 대표숫자 키가 'y'(숫자키 7)이

므로, 이 키를 누르면 'y'에 속한 문자 요소  가 개시되고 상기한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에서 'y'의 선택 입력을 

위한 입력키, 7을 눌러 문자입력을 확정시킨다.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행하면 문자 입력이 완료된다.

본 발명방법2에 의한 러시아어  의 입력과정을 설명한다. 본 발명방법1과 달리 입력단위는  가 되므

로  에 해당하는 대표문자 키를 누른다. 즉  가 대표문자이므로 이들을 연속 입력한 후, 

입력확인 키를 누르면 도 4에서 나타낸 대로 시스템은 이 입력계열을 기억해 두고,  의 첫 문자 '

P'의 문자요소 "P, C, T"를 표시부에 출력하여 선택을 기다리는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가 된다. 이때 [표 3]에서 정한

대로 문자 선택키를 선택하여 입력하면 확정된 문자가 표시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그 다음 대표문자 'y'의 문자요소

인  가 표시부에 표시되므로 상기한 같은 방법으로 문자선택을 행하고 이어서 다음 대표문자  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행하면 문자 입력이 완료된다.

본 발명방법3에 의한 러시아어 문자입력을 도4에서 예시한대로 러시아어 표기시스템에 관련하는 지식, 정보를 부가

함으로서 보다 지능적인 입력시스템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본 발명방법 3에 타 언어의 입력에서와 같이 각 문자간

전이확률표를 본 시스템에 부가시키면 입력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술한 특정 어두, 어

미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장착하면 입력효율을 올릴 수 있는 러시아어 입력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방법4에 따른 러시아어 문자처리입력은 전술한 영어방식에서와 똑같은 순서와 처리를 행하므로 설명을 생략

한다.

본 발명방법1, 발명방법2, 발명방법3, 발명방법4 에 따른 아라비아 문자 입력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기술한다.

본 발명방법1에 의한 아라비아 문자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설명한다.

본 발명방법에서는 아라비아 문자 집합 및 그룹핑과 대표문자 지정방법은 본 발명에서 정의한 도9의 키패드의 문자 

배치를 사용해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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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방법1 즉 도2에 개시한 과정을 적용하면 먼저 대표문자와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요소에 대한 정의표가 필요하

고 또 가상모드에서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들을 선택, 입력하기 위한 대표문자와 숫자키 규칙이 필요하다. [표 4]는 아

라비아 문자 입력을 위해 고안된 대표문자, 문자요소, 숫자조합키, 조합기능키를 나타낸다.

[표 4]

본 발명방법1에 의한 [표 4]의 대표문자는 입력하고자하는 문자를 대표하는 인덱스 키이고 숫자조합키는 상기한 가

상 키패드의 키 입력 모드에서 표시부에 표시된 문자들에서 특정 문자를 선택할 때 쓰는 입력키로 사용한다.

[표 4]에서 예시한 대표문자키와 조합키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요소문자의 첫글자로 할 수 있으며, 각 조합키의 키

도 바꿀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정한 각 대표문자는 조합키와의 상관관계와 키입력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

다. 이와 같이 정한 대표문자와 키, 가상 키패드의 입력모드에서 개시된 문자선택을 위한 대표문자와 숫자조합키를 

이용하여 "  "이란 아라비아어 단어를 입력으로 예시한다.

본 발명방법1의 도2에서 나타낸 처리 과정에 따르면 '  '는 대표문자 '  '에 속하므로 '  '키(숫자키 7)를 입력하면 표

시부에 대표문자 '  '에 속한 문자 요소 "  " 가 표시됨과 동시에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로 바뀌므로 이 모드에

서 숫자 조합키 입력으로는 '  '에 해당하는 1의 숫자키를 누르면 표시부에 '  '가 출력으로 입력확정, 표시된다.

이어서 다음 대표문자 "  "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행하면 문자 입력이 완료된다.

본 발명방법2에 의한 아라비아어 "  " 의 입력과정을 설명한다. 본 발명방법1과 달리 입력단위는 "  "이 되므로 " 

"에 해당하는 대표문자 키를 누른다. 즉 "  "가 대표문자이므로 이들을 연속 입력한 후, 입력확인 키를 누르면 도 

3에서 나타낸 대로 시스템은 이 입력계열을 기억해 두고 "  " 첫 문자 '  '의 문자요소 "  "를 표시부에 출

력하여 선택을 기다리는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가 된다. 이때 [표 4]에서 정한대로 문자 선택키를 선택하여 입력하면 

확정된 문자가 표시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그 다음 대표문자 '  '의 문자요소인 "  "가 표시부에 표시되므

로 상기한 같은 방법으로 문자선택을 행하고 이어서 다음 대표문자 "  "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행하면 문자 입력

이 완료된다.

본 발명방법3에 의한 아라비아어 문자입력을 도4에서 예시한대로 아라비아어 표기시스템에 관련하는 지식, 정보를 

부가함으로서 보다 지능적인 입력시스템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본 발명방법 3에 따른 타 언어의 입력에서와 같이 

각 문자간 전이확률표를 본 시스템에 부가시키면 입력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술한 특정

어두, 어미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장착하면 입력효율을 올릴 수 있는 아라비아어 입력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방법4에 따른 아라비아어 문자처리입력은 전술한 영어방식에서와 똑같은 순서와 처리를 행하므로 설명을 생

략한다.

본 발명방법1, 발명방법2, 발명방법3 그리고 발명방법4에 따른 히브리 문자 입력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기술

한다.

본 발명방법1에 의한 히브리 문자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설명한다.

본 발명방법에서는 히브리 문자 집합 및 그룹핑과 대표문자 지정방법은 본 발명에서 정의한 도10의 키패드의 문자 배

치를 사용해서 행한다.

본 발명방법1 즉 도2에 개시한 과정을 적용하면 먼저 대표문자와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요소에 대한 정의표가 필요하

고 또 가상모드에서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들을 선택, 입력하기 위한 대표문자와 숫자키 또는 기능키의 조합 규칙이 

필요하다. [표 5]는 히브리 문자 입력을 위해 고안된 대표문자, 문자요소, 숫자조합키, 조합기능키를 나타낸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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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방법1에 의한 [표 5]의 대표문자는 입력하고자하는 문자를 대표하는 인덱스 키이고 숫자조합키 및 기능키 조

합키는 상기한 가상 키패드의 키 입력 모드에서 표시부에 표시된 문자들에서 특정 문자를 선택할 때 쓰는 입력키로 

사용한다. [표 5]에서 예시한 대표문자키와 조합키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요소문자의 첫글자로 할 수 있으며, 각 조

합키의 키도 바꿀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정한 각 대표문자는 조합키와의 상관관계와 키입력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정한 대표문자와 키, 가상 키패드의 입력모드에서 개시된 문자선택을 위한 대표문자와 숫자

조합키, 또는 기능조합키를 이용하여 "  " 이란 히브리 단어를 입력으로 예시한다.

본 발명방법1의 도2에서 나타낸 처리 과정에 따르면 '  '는 대표문자 '  '에 속하므로 '  '키(숫자키 5)를 입력하면 표

시부에 대표문자 '  '에 속한 문자요소 "  "가 개시됨과 동시에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로 바뀌므로 이 모드에

서 숫자 조합키 입력으로는 '  '에 해당하는 5의 숫자키를 누르면 표시부에 '  '가 출력으로 입력확정, 표시되며, 숫자

및 기능키 조합키라면 ###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표시부에 '  '가 출력, 입력확정이 된다. 이어서 '  '는 대표숫자 키

가 '  '(숫자키 4)이므로, 이 키를 누르면 '  '에 속한 문자 요소 "  "가 개시되고 상기한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

에서 '  '의 선택 입력을 위한 입력키, 2 또는 *를 눌러 문자입력을 확정시킨다. 다음 문자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이 완

료된다.

본 발명방법2에 의한 히브리어 "  "의 입력과정을 설명한다. 본 발명방법1과 달리 입력단위는 "  "이 되므

로 "  "에 해당하는 대표문자 키를 누른다. 즉 "  "가 대표문자이므로 이들을 연속 입력한 후, 입력확인 키를

누르면 도 4에서 나타낸 대로 시스템은 이 입력계열을 기억해 두고 "  "첫 문자 '  '의 문자요소 "  "를 

표시부에 출력하여 선택을 기다리는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가 된다. 이때 [표 5]에서 정한대로 문자 선택키를 선택하

여 입력하면 확정된 문자가 표시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그 다음 대표문자 '  '의 문자요소인 "  "가 표시부에

표시되므로 상기한 같은 방법으로 문자선택을 행하고 이어서 다음 대표문자 '  '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행하면 문

자 입력이 완료된다.

본 발명방법3에 의한 히브리어 문자입력을 도4에서 예시한대로 히브리어 표기시스템에 관련하는 지식, 정보를 부가

함으로서 보다 지능적인 입력시스템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본 발명방법 3에 따른 타 언어의 입력에서와 같이 각 

문자간 전이확률표를 본 시스템에 부가시키면 입력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술한 특정 

어두, 어미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장착하면 입력효율을 올릴 수 있는 히브리어 입력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방법4에 따른 히브리 문자처리입력은 전술한 영어방식에서와 똑같은 순서와 처리를 행하므로 설명을 생략한

다.

본 발명방법1, 발명방법2, 발명방법3, 발명방법4 에 따른 타이어 문자 입력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기술한다.

본 발명방법1에 의한 타이어 문자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설명한다.

본 발명방법에서는 타이어 문자 집합 및 그룹핑과 대표문자 지정방법은 본 발명에서 정의한 도11의 키패드의 문자 배

치를 사용해서 행한다.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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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방법1 즉 도2에 개시한 과정을 적용하면 먼저 대표문자와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요소에 대한 정의표가 필요하

고 또 가상모드에서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들을 선택, 입력하기 위한 대표문자와 숫자키 규칙이 필요하다. [표 6]은 타

이어 문자 입력을 위해 고안된 대표문자, 문자요소, 숫자조합키를 나타낸다. 본 발명방법1에 의한 [표 6]의 대표문자

는 입력하고자하는 문자를 대표하는 인덱스 키이고 숫자조합키는 상기한 가상 키패드의 키 입력 모드에서 표시부에 

표시된 문자들에서 특정 문자를 선택할 때 쓰는 입력키로 사용한다. [표 6]에서 정한 대표문자키와 조합키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요소문자의 첫글자로 할 수 있으며, 각 조합키의 키도 바꿀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예시한 각각의 대표문자는 조합키와의 상관관계와 키입력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문자순서에 의한 특정

문자집합을 정한 후, 결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정한 대표문자와 키, 가상 키패드의 입력모드에서 개시된 문자선택을 

위한 대표문자와 숫자조합키, 또는 기능조합키를 이용하여 "  "이란 타이어 단어를 입력으로 예시한다.

본 발명방법1의 도2에서 나타낸 처리 과정에 따르면 '  '는 대표문자 '  '에 속하므로 '  '키(숫자키 7)를 입력하면 

표시부에 대표문자 '  '에 속한 문자요소 "  "가 개시됨과 동시에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로 바뀌므로 이 모

드에서 숫자 조합키 입력으로는 '  '에 해당하는 1의 숫자키를 누르면 표시부에 '  '가 출력으로 입력확정이 된다. 

이어서 '  '는 대표숫자 키가 '  '(숫자키 5)이므로, 이 키를 누르면 '  '에 속한 문자 요소 "  "가 개시되고 상

기한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에서 '  '의 선택 입력을 위한 입력키, 5를 눌러 문자입력을 확정시킨다. 마지막으로 '  '는 

대표숫자 키가 '  '(숫자키 9)이므로, 이 키를 누르면 '  '에 속한 문자 요소 "  "가 개시되고 상기한 가상 키

패드 입력모드에서 '  '의 선택 입력을 위한 입력키, 3을 눌러 문자입력을 확정시킨다.

본 발명방법2에 의한 타이어 "  "의 입력과정을 설명한다. 본 발명방법1과 달리 입력단위는 "  "이 되므로 "  "

에 해당하는 대표문자 키를 누른다. 즉 "  "가 대표문자이므로 이들을 연속 입력한 후, 입력확인 키를 누르면 도 3

에서 나타낸 대로 시스템은 이 입력계열을 기억해 두고 "  " 첫 문자 '  '의 문자요소 "  "를 표시부에

출력하여 선택을 기다리는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가 된다. 이때 [표 6]에서 정한대로 문자 선택키를 선택하여 입력하

면 확정된 문자가 표시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그 다음 대표문자 '  '의 문자요소인 "  "가 표시부에 표시되

므로 상기한 같은 방법으로 문자선택을 행하고 이어서 다음 대표문자 '  '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행하면 문자 입력

이 완료된다.

본 발명방법3에 의한 타이어 문자입력을 도4에서 예시한대로 타이어 표기시스템에 관련하는 지식, 정보를 부가함으

로서 보다 지능적인 입력시스템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본 발명방법 3에 따른 타 언어의 입력에서와 같이 각 문자

간 전이확률표를 본 시스템에 부가시키면 입력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술한 특정 어두, 

어미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장착하면 입력효율을 올릴 수 있는 타이어 입력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방법4에 따른 타이어 문자처리입력은 전술한 영어방식에서와 똑같은 순서와 처리를 행하므로 설명을 생략한

다.



등록특허  10-0377432

- 14 -

본 발명방법1, 발명방법2, 발명방법3 그리고 발명방법4 에 따른 인도 드방가리 문자 입력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형태

를 기술한다.

본 발명방법1에 의한 인도 드방가리 문자입력에 대한 실시예이다.

본 발명방법에서는 인도 드방가리 문자 집합 및 그룹핑과 대표문자 지정방법은 본 발명에서 정의한 도12의 키패드의 

문자 배치를 사용해서 행한다.

본 발명방법1 즉 도2에 개시한 과정을 적용하면 먼저 대표문자와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요소에 대한 정의표가 필요하

고 또 가상모드에서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들을 선택, 입력하기 위한 대표문자와 숫자키 규칙이 필요하다.

[표 7-1], [표 7-2]는 인도 드방가리 입력을 위해 고안된 대표문자, 문자요소, 숫자조합키, 조합기능키를 나타낸다. 

본 발명방법1에 의한 [표 7-1], [표 7-2]의 대표문자는 입력하고자하는 문자를 대표하는 인덱스 키이고 숫자조합키

는 상기한 가상 키패드의 키 입력 모드에서 표시부에 표시된 문자들에서 특정 문자를 선택할 때 쓰는 입력키로 사용

한다. [표 7-1], [표 7-2]에서 정한 대표문자키와 조합키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요소문자의 첫글자로 할 수 있으며,

각 조합키의 키도 바꿀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정한 각 대표문자는 조합키와의 상관관계와 키입력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표

문자와 키, 가상 키패드의 입력모드에서 개시된 문자선택을 위한 대표문자와 숫자조합키, 또는 기능조합키를 이용하

여  이란 드방가리어를 입력으로 예시한다.

[표 7-1]

[표7-2]



등록특허  10-0377432

- 15 -

본 발명방법1의 도2에서 나타낸 처리 과정에 따르면 '  ' 는 대표문자 '  ' 에 속하므로 키(숫자키 5)를 입력하면 표

시부에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요소  개시됨과 동시에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로 바뀌므로 이 모드에서 

숫자 조합키 입력으로는 '  ' 에 해당하는 1의 숫자키를 누르면 표시부에 '  '가 출력으로 표시되며, 입력확정이 된

다. 이어서 '  ' 는 대표숫자키가 '  '(기능키 '  ')이므로, 이 키를 누르면 '  '에 속한 문자 요소 "  "가 개

시되고 상기한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에서 '  '의 선택 입력을 위한 입력키, 1을 눌러 문자입력을 확정시킨다.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행하면 문자 입력이 완료된다.

본 발명방법2에 의한 인도 드방가리 "  "의 입력과정을 설명한다. 본 발명방법1과 달리 입력단위는 

 가 되므로  에 해당하는 대표문자 키를 누른다. 즉 "  ", "  ", "  ", "  ", "  "

가 대표문자이므로 이들을 연속 입력한 후, 입력확인 키를 누르면 도 3에서 나타낸 대로 시스템은 이 입력계열을 기억

해 두고 "  ", "  ", "  ", "  ", "  " 의 첫 문자 '  '의 문자요소  를 표시부에 출력하여 선택을 기

다리는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가 된다. 이때 [표 7-1], [표 7-2]에서 정한대로 문자 선택키를 선택하여 입력하면 확정

된 문자가 표시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그 다음 대표문자 '  '의 문자요소인 "  "가 표시부에 표시되므로 

상기한 같은 방법으로 문자선택을 행하고 이어서 다음 대표문자 "  ", "  ", "  "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행하면 문

자 입력이 완료된다.

본 발명방법3에 의한 인도 드방가리 문자입력을 도4에서 예시한대로 인도 드방가리 표기시스템에 관련하는 지식, 정

보를 부가함으로서 보다 지능적인 입력시스템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본 발명방법 3에 따른 타 언어의 입력에서와 

같이 각 문자간 전이확률표를 본 시스템에 부가시키면 입력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술한

특정 어두, 어미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장착하면 입력효율을 올릴 수 있는 인도 드방가리 입력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본 발명방법4에 따른 인도 드방가리 문자처리입력은 전술한 영어방식에서와 똑같은 순서와 처리를 행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본 발명방법 1, 발명방법 2, 발명방법 3 그리고 발명방법 4에 따른 중국어 한자 입력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기

술한다.

본 발명방법에 있어서의 중국어 한자에 대한 그룹핑은 기존의 한자표기 시스템의 지식을 이용한다.

전통적으로 컴퓨터에서 한자의 입력 또는 검색 방법에서 한자 입력 정보로 이용하는 것에는 획, 부수 그리고 한자 형

태 정보가 있다. 획에는 기본적으로 5개 또는 8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수는 222개, 한자 형태는 14개( 

 )가 있다. 본 발명방법에 따른 12키의 키패드를 이용한 

중국어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발명방법에 의한 각 한자 및 부수에 대한 획 및 한자 형태 대표키는 표 8a과 같고

, 표 8a의 해당 부수 예시 항과 해당 한자의 예시 항의 각각은 한자의 첫 획을 대표키로 그리고 한자 형태 키를 조합하

여 출력 가능한 부수와 한자를 예시한 것이다. 도 13은 표 8a의 획 키 및 한자 형태 키를 조합한 본 발명방법에 의한 

중국어 한자 입력 방식의 일 실시예에 따른 키패드 배열이다. 도 13은 키패드 상의 홀수 키에는 획 키가, 짝수 키에는 

한자 형태 대표키가 각각 문자로서 정의, 할당, 배치, 마킹되어 있고, #키에는 222개의 한자 부수를 대표하는 대표키

로서 部키가 할당, 배치, 마킹되어 있다. 한자 형태 대표키는 

 과 같이 유사한 형태를 가진 한자 형태를 대표하며 각각의 대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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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한 한자 형태 키가 빈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지고 복수로 할당, 배치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방법에 의한

중국어 한자 입력의 대표문자 키 입력 수단은 획과 한자 형태 키가 된다.

[표 8a]

표 8a의 한자 형태 키 14개는 한자 그룹, 부수 그리고 획과의 내부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사용자가 획을 입

력할 때는 획 입력단계에서 어떤 부수가 어떤 한자에서 쓰여지는가의 문자지식을 바탕으로 한자를 입력하므로 그와 

같은 지식을 한자 형태 키 14개와 조합하여 함께 입력하면 다수의 획 키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한자의 입력 과정

이 간단해 진다. 또한, 한자 형태 키를 먼저 입력하고 다음에 한자 획을 입력하는 방법도 구현이 가능하다.

본 발명방법을 이용하여, "  "라는 한자를 입력하고자 하면 원하는 부수는 "  "이며 첫 획은 "  " 이고 "  "의 한

자 형태는  으로서 숫자 2키의 2번째 위치에 속하므로 "  "과  의 키 입력 즉, 3번의 키 입력으로 "  "를 찾아

낼 수 있다. 즉, "  "의 첫 획은 "  "이며, 한자형태는  이라는 지식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의미가 되어 "  "

획에서 부수, 부수에서 한자로 이어지는 처리과정에서 소정 한자의 형태 지식이 입력되므로 해당 한자 검색, 선택이 

빨라지고 선택 후보한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의 한자 형태 대표키를 먼저 입력하고 "  "의 획 키을 입력

하여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기한 발명방법의 변형으로서 다음과 같은 또 하나의 중국어 입력 방법의 구현도 

가능해진다. 먼저, 한자를 구성하는 첫 획 키를 입력하고 그 입력획으로 이루워지는 부수를 출력, 개시시킨 후, 그 가

운데에서 원하는 부수를 선택하면, 그 부수를 구성요소로 하는 한자 전체는 결정되므로, 해당 한자 전체를 출력시킨 

후, 이어서 다음 구성요소의 첫 획 키를 입력하면 그것들을 구성요소로 하는 한자를 출력하고, 그 가운데에서 원하는 

한자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  "의 예에서 "  "과 "  "를 입력하면 첫 획 "  "으로 시작되는 부수 " 

 "등 가운데에서의 "  "의 형태를 가지는 부수는 "  "이므로 "  "의 부수를 가진 모든 한자가 출력, 표

시된다. 이어서 "吾"의 첫 획 "ㅡ"를 입력하면 "  "으로 구성되는 한자집합을 출력시키고 그 중에서 원하는 한자를 선

택하면 입력이 완료된다. 이 방법 또한 한자 입력에서 입력키 회수를 줄일 수 있으며, 입력 에러를 줄일 수 있다. 본 발

명방법에 의한 중국어 한자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은 조합 방법이 가능하다. (1) 한자를 구성하는 획 5개 키만으로 입

력 (2) 한자를 구성하는 획 5개 키와 부수를 결합한 입력 (3) 한자를 구성하는 획 5개 키와 한자 형태 키를 결합한 입

력 (4) 한자를 구성하는 획 5개 키와 한자 형태 키 그리고 부수를 결합한 입력 본 발명방법 1, 발명방법 2 그리고 발명

방법 3을 본 발명방법 4와 융합시키면 소정 한자로 이루어지는 단어까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구성, 인덱스 파

일을 구성할 수 있고, 종래의 방법, 기술에 의한 중국어 입력 시스템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다. 위의 설명과 같이 본 발

명방법에 의한 중국어 입력 방식은 본 발명방법 1, 발명방법2, 발명방법3 그리고 발명방법4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융

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본 발명방법의 설명에서 획과 한자 형태의 도형을 편의상 문자로서 다루고 있으나, 본 발명

방법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본 발명방법에 의한 중국어 한자 입력 방식과 기존 방식(Symbol definition apparatus, 

미국 특허등록 제 5,187,480호, 등록일자: 1993. 2. 16, 이하 T방식이라 함)과를 비교, 평가한다. 기존 방식의 주요한

특징은 한자 입력 수단을 5획 또는 8획으로 하여 한자의 필기순으로 이들 획을 입력하면 입력획에 매치되는 해당 한

자와 부수가 표시되고 표시된 한자에서 원하는 한자를 선택, 입력하는 방법이며, 표시 한자는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선두에 두는 고정 위치를 가진 정적 사전 구성을 하고 있다. 반면, 본 발명방법에 의한 중국어 한자 입력 방식의 입력 

수단은 5획과 한자 형태를 나타내는 14개의 형태 키로 구성하고 있으며, 입력 방법으로 첫째, 5획 입력 방법, 둘째 5

획과 부수를 조합한 방법, 셋째 5획과 한자 형태 키의 조합 방법, 넷째 5획, 부수 그리고 한자 형태키를 조합한 방법등

4가지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한자 표시 방법은 사용빈도를 동적으로 계산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한자를 우선적으로 

앞자리에 표시하는 동적후보 표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선호도에 맞추어 입력법을 선택할 수 있

으며, 동적 사전 구성 및 표시방법은 입력 속도를 기존 방법보다 크게 개선시킨다. 표 8b와 표 8c는 본 발명방법과 T

방식의 입력 속도를 평가한 것이다. 본 발명방법에 의하면, 표 8b에서와 같이 랜덤하게 한자를 입력할 경우, 약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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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력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표 8b]  한편, 표 8c에

서와 같이 일상적인 회화체 문장의 경우, 본 발명방법은 T방식보다 약 13%의 입력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표 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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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번자체 입력방법으로 쓰이고 있는 Bopomopo(注音) 문자 기호에 의한 또 다른 중국어 입력 방법에 본 발명방

법1, 발명방법2, 발명방법3 그리고 발명방법4를 적용한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예시한다.

도1f 는 Bopomopo 기호가 할당, 마킹된 키패드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표 9]을 이용하여 예문 '早安' 의 입력을 예시한다. '早安'의 Bopomopo 표기는  과 같은 계열로 이루어진다.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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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표 9]의 구성형태로 보아 본 발명방법 1, 발명방법2, 발명방법3 그리고 발명방법4에 의한 영어 입력 방법과 

동일한 순서와 처리 과정으로 중국어 입력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중국어에 대한 본 발명방식의 바람직한 또 다른 일 실시형태를 설명한다.

중국어에는 핑잉(Pinyin) 입력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한자의 발음을 알파벳으로 나타내고 그 알파벳을 기본 입력으

로 해당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이다. 표 10a은 핑잉과 대응 한자, 사성정보, 대표문자 그리고 가상 키패드 입력키를 예

시한 것이다.

[표 10a]

표 10a에서와 같이 각 한자의 핑잉에서 대표문자키와 가상 키패드 입력키가 정해진다. 중국어의 한자 핑잉 표기는 알

파벳으로 구성된 단어와 같으므로 알파벳 입력 효율과 해당 핑잉 문자열의 입출력 방법에 따라 한자 입력 효율이 결

정된다. 본 발명방법1, 발명방법2, 발명방법3 그리고 발명방법4에 의한 중국어 핑잉 입력 방법은 본 발명방법의 영어

입력 방식과 유사하다. 또한 중국어 단어는 한자가 가지는 동음이의성 때문에 한자가 다르더라도 음은 같을 경우가 

많다.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성을 상시 표시부에 출력토록 하고 핑잉 입력 후에 이 사성을 추가 입력함으로서 선택 

대상이 되는 후보 한자 수를 줄일 수 있어 본 발명방법 3의 효율적인 구현이 가능해 진다. 또한 자음만의 입력에 의한 

입력방법도 가능해지며, 중국어 고빈도 음절을 문자특성데이터베이스에 두고 한자의 첫 핑잉 해당 문자를 입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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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핑잉뒤에 올 수 있는 고빈도 음절을 제시하는 방법에 의한 중국어 입력도 가능할 것이다. 본 발명방법 4에 따른 

중국어 핑잉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발명방법에서 중국어 핑잉 문자열은 첫 음과 후속음과의 사이에 일정한 규

칙이 존재하므로 이들 규칙을 데이터 사전 정보로 구성하여 핑잉 입력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즉, 본 발명방법에서

는 핑잉의 첫 음이 자음인 경우, 후속 모음 또는 자음에 각각 "A, E, I, O, U"와 "N, H" 등이 있고 이들 음에 이어서 올 

수 있는 후속음 또한 일정한 계열이 규칙적으로 존재하므로 이들 계열을 예측하여 출력, 표시해 주고 사용자가 선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핑잉 "MING"을 입력하고자 할 경우, 첫 음 "M"은 키패드의 숫자키 6에 할당, 배치되

어 있으므로 "M"을 키 입력하면, "M"의 후속 모음은 "A, E, I, O, U"가 있다는 규칙이 있으므로 이들 "A, E, I, O, U"의 

모음 계열을 "M"의 후속 모음으로 예측하여 출력, 표시하고 그들 모음 가운데에서 "I"를 선택하면 "I" 다음의 후속음에

는 "AN, AO, E, N, NG, U"만이 올 수 있다는 규칙이 있으므로 이들 후속음을 예측하여 "MI"가 입력된 시점에서 이들 

후속음을 디스플레이에 출력 표시하고 사용자는 원하는 후속음을 선택, 입력하면 한 키의 입력으로 복수음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핑잉 문자열에 대한 지식을 본 발명방법4의 사전 정보로서 제공하

므로서 중국어 핑잉 입력의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방법 4에 의한 중국어 핑잉 입력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핑

잉에 대응하는 입력 후보 한자군의 출력 표시 방법에 있다. 예를 들면, 핑잉 "de(德)"를 처음 사용하는 단어로 입력했

을 경우의 한자 후보군의 출력은 "的,地,得,德,底,  ,等,登"의 순으로 출력, 표시되나 두번째로 "de(德)"를 입력했을 

경우, 과거 사용한 이력을 기억하고 있다가 "德,的,地,得,底,  ,等,登" 순으로 출력, 표시함으로서 사용자는 쉽게 원하

는 단어를 선택,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한자 선택 과정에 수반하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10b는 중국어 한자를 랜덤하게 선택하여 1회 입력 후, 두번째 입력할 때의 입력 키 수를 비교한 것이다. 본 발명방

식에 의한 것이 기존방식(Symbol definition apparatus, 미국 특허등록 제 5,187,480호, 등록일자: 1993. 2. 16, 이

하 T방식이라 함)보다 2배의 입력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10b] 

본 발명방법에 따른 한글 입력에 대한 바람직한 일 실시 형태를 기술한다. 본 발명방법에서 이용하는 키패드와 문자

키 구성은 [도 14]와 같은 한글 자모의 배치, 할당, 마킹에 의한 것을 이용한다.

[표 11]은 본 발명방법1, 발명방법2, 발명방법3 그리고 발명방법4에서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위한 한글입력문자, 대

표키 그리고 가상입력모드에서의 문자 선택키를 나타낸다.

[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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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의 한글 모음 부분의 입력문자에 대한 정의에는 기본 단자음 "ㅏ", "ㅜ", "ㅓ", "ㅗ", "ㅣ", "ㅡ" 6개만이 있고, 2중

모음 "ㅑ", "ㅕ", "ㅛ", "ㅠ", 복자음 "ㅙ", "ㅘ", "ㅢ", "ㅛ", "ㅝ", "ㅔ", "ㅖ", "ㅐ" 등에 대한 그룹핑 및 대표문자에 대한 지정

이 각각 있다. 본 발명에서는 이들 모음들은 기본모음 6개로 조합,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본 발명에서의 한글 모

음 입력을 위한 기본모음조합에 의한 규칙 정의는 표 12a 와 같다.

[표 12a]

[표 12a]의 기본 모음키 조합에 따른 한글 모음 입력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글 모음을 조합에 의해서 생성함

에 따라 한글 언어구조에 적당하며 본 발명방법1, 발명방법2, 발명방법3 그리고 발명방법4의 적용에도 효과를 발휘

한다. [표 11]에서의 화살표는 휴대폰에서의 기능키 "↑"과 "↓"에 각각 해당한다. [표 12a]에서 설명한대로 "ㅑ", "ㅕ"

, "ㅛ", "ㅠ", "ㅔ", "ㅐ" 등의 모음과 "ㅓ", "ㅚ", "ㅝ" 등의 모음은 모두 "ㅏ", "ㅜ", "ㅓ", "ㅗ", "ㅣ", "ㅡ" 등의 모음으로 조합

하여 생성한다. 본 발명에서의 한글 입력 특징은 이들 조합모음을 각각의 대표키에 조합시켜 대표키가 선택, 입력되면

이들에 속한 각 모음이 동시에 표시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 입력하는 것으로 모음 입력의 효율을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면, "ㅏ", "ㅗ"가 할당, 마킹되어 있는 1번키를 한번 누르면 대표키 "ㅏ"에 속해 있는 모음군, "ㅏ, ㅐ, ㅘ, ㅒ"를 

동시에 표시 출력하여 그 중에서 한 글자를 선택되도록 하여 입력회수를 줄임과 동시에 키 3개에 할당된 모음 6개로 

21개의 한글 모음을 애매성 없이 입력, 생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자음의 입력에 있어서도 종래기술에서 난

점으로 여겨왔던 격자음(ㅋ, ㅌ, ㅍ, ㅊ, ㅎ), 겹자음(ㄲ, ㄸ, ㅃ, ㅆ)의 입력을 각각의 대표키에 할당시켜 입력하므로 서

멀티탭 방식이나, 다른 기호 붙침등의 규칙암기가 불필요하며, 한 키에 단수의 자음을 할당, 마킹하였으므로 시인성, 

인지도가 높은 한글 입력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모음 조합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기술인 천지인 ("ㅡ", "ㆍ", "ㅣ")방법으로 한글모음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 12-b 는 본 발명방법을 천지인 한글 모음 입력방법에 적용한 예시이다. [표 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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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표 12a 와 표 12b 에서 알 수 있

듯이 같은 키 입력으로 복수의 모음이 생성되는 수도 있으나 이들은 본 발명방법인 복수 표시, 선택키에 의한 방법을 

사용한다. 특히, 본 발명방법3, 4에 의한 한글입력방법을 고려할 경우, 위의 한글 입력 키패드 구성 및 입력 규칙은 효

과를 더욱 발휘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음 키들은 1, 2, 3 숫자키에 자음과 섞임 없이 배치, 할당, 마킹되어 있으므로 

모음은 상시 표시되는 효과가 있어 한글 단어 입력에는 그 단어에 속해있는 자음만의 입력으로 한글 단어를 입력, 생

성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한글 사전을 부과하면 다양한 한글 입력 방법에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발명방법에 따른 한글 입력 관련 사항을 정의해 두고 한글문 '아버지'를 입력실행, 예시한다.

예문의 첫 자음은 "ㅇ"으로 대표문자는 "ㅇ"이므로 숫자키 0을 탭하면 바로 "ㅇ"이 입력 출력되고 표시부에 "ㅎ"이 표

시, 출력되어 해당 기능키 또는 숫자키의 작동으로 "ㅎ"을 선택 입력할 수 있다. 이어서, 모음 "ㅏ"의 대표문자키는 "ㅏ"

임으로 숫자키 1를 탭하면 "ㅏ, ㅐ, ㅘ, ㅒ"의 문자들이 출력, 표시됨으로 해당 선택키로 선택하면 "ㅏ"가 입력 확정되

어 "아"의 입력이 종료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글 사용자라면 '아버지'를 한꺼번에 인지, 연속 입력하기 마련이므

로 본 발명방법 2의 순서대로 실행하면 같은 입력절차에 따라 차례로 입력과정은 완료된다.

발명방법 3에 따른 한글입력방법은 보다 효율적이다. 한글 문자의 구성을 [자+모], [자+모+자], ... 등 규칙적 패턴

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언어적 특성을 도입할 수 있다. 즉, 한글 모음을 전술한 바대로 상시 출력 상황으로 하

면 한글 단어의 입력은 모음부분을 생략하고 자음 부분만을 입력한 후, 모음부분은 상시 개시된 모음부분의 것을 쓸 

수 있다. '학교'를 입력하고자 하면 자음 부분 "ㅎ", "ㄱ", "ㄱ" 만을 입력하면 본 발명방법을 구현한 시스템은 이 입력문

자열을 버퍼에 저장하고 첫 문자의 대표 숫자키에 소속된 "ㅇ", "ㅎ"를 출력, 표시할 것이고 이 문자들 중 "ㅎ"을 소정키

로 선택하여 "ㅎ"의 입력을 확정시킨 후, 시스템은 표시기능으로 다음 모음입력 요구를 하게되고, 사용자는 "ㅏ"를 선

택 입력한다. 이 결과, '하'가 생성되었고, 이미 버퍼에 지정된 다음문자 "ㄱ"의 대표 문자키에 소속된 문자들을 표시, 

출력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를 선택하고 다시 모음을 요구하는 순서를 자동적으로 하여 한글입력을 수행할 수 

있다. 발명방법3에 한글 단어 사전을 부가하면 발명방법4가 된다.

발명방법 4에 따른 한글입력 방법은 한글입력 효율을 더욱 지능화 할 수 있다. 본 발명방식에서의 한글입력의 성력화

를 위한 단어사전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발명방식에 의한 한글입력 방식을 사용하여 한글 텍스트를 만들어 가면, 한

글 텍스트에 포함된 단어를 기반으로 본 발명방식의 사전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사전을 구성시킨다. 따라서, 본 사

전에는 사용자가 본 발명방식의 입력방식으로 한글 텍스트에서 사용한 만큼의 한글 단어가 등록되어 자동적으로 이

용자 사전이 구축된다. 한번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그 이후에 같은 단어를 입력하고자 하여 단어의 첫 음절 정도의 키

수만 입력하면 입력한 첫 음절과 같은 음절을 가진 단어가 자동적으로 사전에 검색되어 출력 표시되게 된다. 예를 들

면 대학교, 대한민국, 대항 등과 같이 접두어가 '대'로 시작되는 단어를 트리(Tree) 구조를 가진 사전으로 구성하면 표

13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 [표 13]  사용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메시지 텍스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본 발명방법의 시스템은 트리 구조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사용

자가 두 번째로 같은 단어를 메시지로 작성하고자 할 경우, 예를 들면, '대한민국'을 다시 메시지 문장의 단어로 입력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의 한글자 입력으로 나머지 문자열 '한민국'에 대한 키 입력 없이 검색, 선택할 수 있다. 본 발

명방법 4에 의한 한글입력 방식은 소수의 키 입력으로 전체 단어를 출력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한글입력의 성력화에 

기여하는 기능이 있다.

본 발명방법에 따른 한글입력 방식을 다른 한글입력 방식, 대한민국 특허등록 특 0159191호(문자입력 코드 발생장치

및 방법, 등록일자: 1998. 08. 10, 이하 A방식이라 함), 특허출원 제 10-1999-0052648호(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기

반한 한글 입력 장치 및 방법, 출원일자: 1999. 11. 25, 이하 B방식이라 함), 특허출원 제 10-1999-0052650호(천지

인 제자 원리에 기반한 한글 입력 장치 및 방법, 출원일자: 1999. 11. 25, 이하 C방식이라 함) 그리고 특허출원 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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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62182호(문자/기호 생성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정보 통신 서비스 방법, 출원일자: 2000. 10. 21, 이하 D방

식이라 함)의 한글입력 방식과 성능 비교 평가한 결과, 표 14 과 같은 이점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표 14] 

 평가 비교 결과, 한글입력 방식의

자음입력에서 본 발명방식은 A방식 대비 19％, B방식 대비 24％, C방식 대비 24％ 그리고 D방식 대비 15％의 입력 

효율(입력 회수)의 개선효과가 있고, 모음입력에서 본 발명방식은 A방식 대비 23％, B방식 대비 4％, C방식 대비 23

％ 그리고 D방식 대비 23％의 입력 효율(입력 회수)의 개선효과가 있다.

도15는 본 발명방법을 PDA(Personal Date Assistant)에 구현한 평면도이다. PDA는 일반적으로 스타일러스(Stylus

)라는 펜을 입력도구로 사용한다. 본 발명방법을 키 스타일러스 입력 방식을 취한 문자입력시스템으로 구현한다면 휴

대폰과 같이 키를 눌러쓰는 방법과는 다른 입력효율이 뛰어난 문자 입력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즉 휴대폰의 키패

드상의 키는 하드웨어로 구현되어 있고 PDA는 액정 판넬에 소프트웨어의 키패드가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입력수단

이 물리적으로 다르다.

소프트웨어 키는 각 키를 탭할 수도 있고, 펜으로 긋거나 하는 방법으로 입력신호를 보낼 수 있으므로 본 발명방법을 

PDA에 도입했을 때, 가상모드에서의 문자입력은 2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자를 입력하는데 사용

했던 숫자키 탭 대신에 펜으로 출발점과 진행 방향(상하좌우)신호로 소정의 문자입력이 가능해 진다. 예를 들면 A가 

대표문자라면 A는 A의 숫자키를 입력하고, B는 A키에서 위방향으로 가볍게 선을 긋고, C는 A키에서 아랫방향으로 

가볍게 선을 긋듯이 하면 숫자키에 의한 문자 입력 방법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타 언어권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법론을 이용해 구현할 수 있다.

도16은 본 발명방법을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휴대폰을 위시한 모바일 정보가전에서의 정보

서비스는 현재 활성화 단계에 있다. 그것의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로 표현되는 예약서비스, 전화번호, 지리정보 등의 

정보검색서비스, 어학 학습 서비스 등 다종다양하다. 이와 같은 대부분의 정보통신서비스에서 문자데이터 입력부분이

존재한다. 입력 데이터는 문자, 숫자, 기호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서비스에서 데이터 입력의 용이함이 서비

스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 도 16은 항공기 예약 서비스를 가정한 것으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시나리오도 가상

의 것이긴 하나 최소한 문자 입력 엔트리로서 이용자의 성명, ID, 출발지와 행선지 등에 입력을 요하는 경우, 본 발명 

방법의 문자입력 방식의 데이터 엔트리 인터페이스는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도17은 현재 휴대폰 상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모바일 익스플로러 초기 메뉴 화면이다. 이 메뉴화면에서 

4번째 URL입력부분의 있으나 이곳에서 문자입력 방식의 효율성이 중요하다. 이 예시로서 본 발명 방식에 의한 문자

입력 방식과 기존의 방식을 비교하여 본 발명 방식의 우위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URL은 전형적으로 형태가 www.

neopad

.com 와 같은 형식을 가지며 www 부분과 com 부분은 고정적인 반면, ___줄친 부분이 입력효율을 요구하는 부분이 

된다. 기존의 멀티탭 방식으로 www는 비교적 쉽게 5번의 키 입력 횟수 또는 w와 w사이에 2초 정도의 타이밍으로 기

다리는 방법으로 입력이 된다.

다음 neopad를 입력하려고 하면 숫자키 6 (MNO), 숫자키 3 (DEF), 숫자키 6(MNO), 숫자키 7 (PRS), 숫자키 2 (AB

C), 그리고 숫자키 3 (DEF) 의 6개 키가 필요하고 멀티탭 방식으로는 합계 14번의 키 입력회수를 요한다. 그러나 본 

발명 방식에서의 문자입력 방식2를 사용한다면 9번의 키 입력으로 가능하여 키입력 횟수는 약 64% 감소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방법은 소수의 키 수와 소형의 키패드로 다양한 국어의 문자 입력을 위한 효율성을 보장한다.

본 발명의 문자 입력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정보서비스 방법은 전술한 실시예에 국한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사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실시할 수가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문자입력방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휘된다.

1. 기존의 소수의 키 수를 가진 소형의 키패드 입력방식에서 일반적인 입력 방법인 멀티탭 방식이 가진 키입력 회수, 

오입력의 가능 회수를 대폭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2. 한 문자당 한 키라는 싱글탭 방식의 기능을 본 발명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어 기존의 사전첨가 방식에서 필요로 하

는 시스템 자원(메모리, 처리속도)을 절약할 수 있다.

3. 문자요소의 소집합화와 대표문자 키 제정방법과 그것을 이용한 대상문자의 선택방법, 리얼 키패드의 입력 모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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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키패드 입력모드의 설정 방법과 기능으로 다수의 언어 문자 입력 시스템에 적응 가능하여 기술의 적응력, 확장

성, 경제성에서 뛰어나며,

4. 기존의 사전첨가 문자입력처리 시스템과 융합시키면 보다 효율적인 문자입력 방법과 시스템 처리 과정을 지능화할

수 있고,

5. 본 발명방법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에서의 데이터 엔트리 인터페이스를 개선할 수 있어 다양한 정보서

비스 컨텐츠의 개발,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수의 키와 소형의 키패드를 갖는 문자 입력 장치의 문자/단어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입력 처리 대상 언어의 문자들이 소집합화 되는 단계;

각 소집합화 된 문자집합에 대표문자가 선택되는 단계;

상기 대표문자가 키 위에 할당되고 마킹되는 단계;

입력되는 문자가 속해 있는 상기 문자집합의 상기 대표문자 키가 해당 문자 입력키로 처리되는 단계;

상기 대표문자 키가 단독으로 입력되면 상기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들이 문자 입력 장치의 표시부에 출력되어 표시되

는 단계;

리얼 키패드 입력모드에서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로 전환되어 설정되는 단계; 및

표시된 문자 중 선택될 문자가 대표문자 키, 숫자키, 또는 기능키로 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단어 생성 방법.

청구항 2.
소수의 키와 소형의 키패드를 갖는 문자 입력 장치의 문자/단어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입력 처리 대상 언어의 문자들이 소집합화 되는 단계;

각 소집합화 된 문자집합에 대표문자가 선택되는 단계;

상기 대표문자가 키 위에 할당하고 마킹되는 단계;

입력되는 문자가 속해 있는 상기 문자집합의 상기 대표문자 키가 해당 문자 입력키로 처리되는 단계;

상기 대표문자 키가 연속으로 입력되면 연속으로 입력된 상기 대표문자 키들의 계열이 기억장치에 저장되는 단계;

첫 문자 선택과정만 수행되면 나머지 문자계열의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들이 출력되어 표시되는 시스템 자체가 제공

하는 단계;

리얼 키패드 입력모드에서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로 전환되어 설정되는 단계; 및

상기 대표문자 키의 재 입력 절차 없이 상기 나머지 문자계열의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들이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단어 생성 방법.

청구항 3.
터치 도구로 문자를 입력하는 정보처리 통신기기의 문자/단어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입력 처리 대상 언어의 문자들이 소집합화 되는 단계;

각 소집합화 된 문자집합에 대표문자가 선택되는 단계;

상기 대표문자와 상기 대표문자 속에 속한 문자들이 입력 패널 키위에 할당되고 마킹되는 단계;

리얼 키패드 입력모드에서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로 전환되어 설정되는 단계; 및

상기 대표문자에 해당하는 문자는 마킹된 문자 키 위에 터치 도구로 입력되고,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들은 대표문자와

미리 정한 상하좌우 조합방향에 따라 터치 도구로 입력되도록 문자가 생성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

로 하는 문자/단어 생성 방법.

청구항 4.
제 1항, 제 2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대표문자는 특정문자 집합의 상관관계, 키 입력의 편의성, 출현빈도, 같은 음가의 대표음가 및 동종계열문자 형

태의 대표형태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으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단어 생성 방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 1항, 제 2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

각 언어의 표기 시스템과 관련한 문자의 속성 정보는 표시부에 상시 표시되며, 문자/단어 생성이 수행되는 단계를 포

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단어 생성 방법.

청구항 9.
제 1항, 제 2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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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어별 단어사전이 부가되며, 적은 수의 키 입력으로 전체 단어가 예측되고, 문자/단어가 생성되는 단계를 포함하

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단어 생성 방법.

청구항 10.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대상 언어의 문자들은 알파벳을 기반으로 하는 언어권의 문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단어 생성 

방법.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대상 언어의 문자들은 알파벳을 기반으로 하는 언어권의 문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단어 생성 

방법.

청구항 12.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대상 언어의 문자들은 알파벳을 기반으로 하는 언어권의 문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단어 생성 

방법.

청구항 13.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대상 언어의 문자들은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히브리어, 아라비아어, 타이어, 인도어, 중국어 및 한글 중 하

나의 언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단어 생성 방법.

청구항 14.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대상 언어의 문자들은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히브리어, 아라비아어, 타이어, 인도어, 중국어 및 한글 중 하

나의 언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단어 생성 방법.

청구항 15.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대상 언어의 문자들은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히브리어, 아라비아어, 타이어, 인도어, 중국어 및 한글 중 하

나의 언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단어 생성 방법.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소수의 키와 소형의 키패드를 갖는 중국어 한자 입력 장치의 중국어 한자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자 핑잉(Pinyin) 입력에서 핑잉의 첫 문자가 대표 핑잉 키로 지정되는 단계;

상기 대표 핑잉 키가 입력되는 단계;

상기 대표 핑잉 키가 입력되고 후속한 음이 예측되어 상기 중국어 한자 입력 장치의 표시부에 출력되고 표시되는 단

계; 및

상기 핑잉이 숫자 조합키 또는 기능키로 선택되어 입력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중국어 한자 

생성 방법.

청구항 20.
소수의 키와 소형의 키패드를 갖는 중국어 한자 입력 장치의 중국어 한자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표문자 키가 기본 5획, 한자 형태, 또는 부수로 지정되는 단계;

상기 대표문자 키가 키패드 위에 할당되고 마킹되는 단계;

상기 대표문자 키가 입력되는 단계;

상기 대표문자 키에 속한 획 요소, 한자 형태 요소, 또는 부수 요소의 집합군이 상기 중국어 한자 입력 장치의 표시부

에 출력되고 표시되는 단계; 및

상기 획 요소, 한자 형태 요소, 또는 부수 요소가 숫자 조합키 또는 기능키로 선택되어 입력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

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중국어 한자 생성 방법.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소수의 키와 소형의 키패드를 갖는 중국어 한자 입력 장치의 중국어 한자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국어 한자 획 또는 핑잉 입력에 대응하는 복수의 한자 후보군의 출력 표시방법이 사용자의 사용 빈도에 따라 동적

으로 고빈도 문자를 선두에 표시되게 하고 출력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국어 한자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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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문자는 단어에 붙은 어두 또는 어미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단어 생성 방법.

청구항 25.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문자는 단어에 붙은 어두 또는 어미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단어 생성 방법.

청구항 26.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문자는 단어에 붙은 어두 또는 어미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단어 생성 방법.

청구항 27.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한글 단어/문자 생성방법은,

상기 단어사전의 단어가 과거 입력된 텍스트에서 추출되는 단계; 및

상기 단어사전에서 단어를 검색할 때, 한 문자/음절로 하여 전체 단어 또는 문장이 예측되어 생성되는 단계를 포함하

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단어 생성 방법.

청구항 28.
제 4항의 방법으로 된 데이터 엔트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방법.

청구항 29.
제 8항의 방법으로 된 데이터 엔트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방법.

청구항 30.
제 9항의 방법으로 된 데이터 엔트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방법.

청구항 31.
제 1항의 방법을 적용한 소수의 키와 소형의 키패드를 갖는 문자 입력 정보통신기기의 키패드 구조.

청구항 32.
제 2항의 방법을 적용한 소수의 키와 소형의 키패드를 갖는 문자 입력 정보통신기기의 키패드 구조.

청구항 33.
제 3항의 방법을 적용한 소수의 키와 소형의 키패드를 갖고 터치도구로 문자를 입력하는 정보통신기기의 키패드 구

조.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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