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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천지인 제자 원리에 기반한 한글 입력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전자식 전화형 키패드와 같은 축소형 한글 자판부에 발음기관을 상형하여 만든 기본 자음군과, 
천(·), 지(ㅡ), 인(ㅣ) 삼재를 상징하는 기본 모음군을 배치한 상태에서 각각의 키버튼을 선택하는 키버
튼 조작을 인가받음에 따라 해당 키버튼에 배정된 코드를 생성하면, 한글 자음 생성 과정에서는 기본 자
음 코드만 입력받아 해당 자음을 생성하거나 또는 기본 자음 코드와 추가적으로 입력되는 병서 코드 및 
가획 코드를 조합하여 기본 자음군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자음군 중의 어느 하나의 자음을 생성하고, 한
편 한글 모음 생성 과정에서는 천지인 제자 원리에 따라 기본 모음군 키버튼으로부터 추출한 천(·), 지
(ㅡ), 인(ㅣ) 삼재의 조합으로 모음을 생성하며, 최종적으로, 한글 음절 발생 과정에서는 한글 자음 생성 
과정과 한글 모음 생성 과정에서 생성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음과 모음을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 원
리에 따라 조합하여 한글 음절을 구성하는 천지인 제자 원리에 기반한 한글 입력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
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한글을 필기하는 것과 같은 획순으로 모음을 발생시킬 수 있고 자음을 가획과 병서에 
의해 기본 모음군으로부터 잔여 모음군을 용이하게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의 키버튼이 각
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키보드에서와 같이 양손으로 한글 자모를 키입력할 수 있어 사용자 친화성
이 높을 뿐만 아니라 키배열에 대한 숙지 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 신속하게 원하는 한글 문자를 입력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표도

도1

색인어

천지인 제자원리, 한글입력, 오토마타, 병서, 가획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천지인 제자 원리에 기반한 한글 입력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낸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천지인 제자 원리에 기반한 한글 입력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낸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장치에 바람직한 실시예에 나타낸 기본 개념도,

도 4a는 본 발명의 축소형 한글 자판부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낸 예시도,

도 4b는 본 발명의 축소형 한글 자판부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예시도,

도 4c는 본 발명의 축소형 한글 자판부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예시도,

도 5a는 자음의 생성 원리를 그림으로 나타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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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b는 가획/병서  자음 조합부를 구현하기 위한 유한 상태 변환기를 나타낸 예시도,

도 6a는 모음의 생성 원리를 그림으로 나타낸 개념도, 

도 6b는 천지인 모음 조합부를 구현하기 위한 유한 상태 변환기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낸 예시도,

도 7은 본 발명의 스택 구조를 나타낸 예시도,

도 8은 한글 음절을 구성하기 위한 한글 입력 오토마타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도면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축소형 한글 자판부          20 : 가획/병서 자음 조합부

30 : 천지인 모음 조합부          40 : 음절 결합부

50 : 입력 스택                   60 : 모음 스택

70 : 음절 스택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본 발명은 천지인 제자 원리에 기반한 한글 입력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
는 전자식 전화형 키패드와 같은 축소형 한글 자판부에 발음기관을 상형하여 만든 기본 자음군과, 천
(·), 지(ㅡ), 인(ㅣ) 삼재를 상징하는 기본 모음군을 배치한 상태에서 자음 제자에는 가획 및 병서 원리
를 적용하고 모음 제자에는 삼재 결합 원리를 적용하여 한글 음절을 구성하도록 한 천지인 제자 원리에 
기반한 한글 입력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자식 전화형 키패드와 같이 제한된 수의 키버튼을 구비한 축소형 한글 자판부를 이용하여 한글 전송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언어의 자모를 전자식 전화형 키패드 상에 효과적으로 중복배
치하거나 기능키 조작에 의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신속하게 원하는 한글 자모를 추출하거나 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기술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한글 입력 체계가 공지되어 있는 데, 전자
식 전화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코드 입력 방법과 관련된 대표적인 선출원예들로는, 대한민국 특허출원 
공개번호 제 92-005489 호, 대한민국 특허출원 공개번호 제 92-008579 호, 대한민국 특허출원 공개번호 
제 93-005413  호,  대한민국 특허출원 공개번호 제 96-006547  호,  대한민국 특허출원 공개번호 제 96-
020207 호, 대한민국 특허출원 공개번호 제 96-027934 호, 대한민국 특허출원 공개번호 제 96-043680 호, 
대한민국 특허출원 공개번호 제 97-002558 호, 대한민국 특허출원 공개번호 제 97-056560 호, 대한민국 
특허출원 공개번호 제 97-056585 호, 대한민국 특허출원 공개번호 제 97-064093 호, 대한민국 특허출원 
공개번호 제 97-072853  호,  대한민국 특허출원 제 97-031661  호,  대한민국 특허출원 공개번호 제 97-
072848 호, 대한민국 특허출원 공개번호 제 97-078245 호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된 선출원예들 중에서 대한민국 특허출원 공개번호 제 97-072848 호는 자모 배치가 혼재되
어 있어 자판을 숙지하는 데 불편이 있으며 하나의 글자에 대한 조합이 완료되는 시점마다 종료 표시 문
자를 입력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한편, 잘 알려진 바 있는, 현재 PCS폰 등에서 쓰이고 있는 코드표상의 X 좌표식, XY 좌표식, 연속 푸쉬 
한글 입력 방식은 별도의 모드 변환 버튼(일례로. LG 사이언(상표명))을 사용하고 있을 뿐더러 좌우 화살
표 키버튼(→, ←) 등의 기능 버튼들은 별도로 구비해야 하며 키버튼의 조작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자
판의 좌표를 판독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과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상에
서 열거한 종래 기술에 따른 전자식 전화형 키패드를 이용한 한글 코드 입력 방법은 일반적인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서 제공하는 한글 입력 체계와의 극히 상이하여 사용자 친화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된 선출원예들 중에서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착안해 모음을 천(·), 지(ㅡ), 인(ㅣ) 삼재
의 결합으로 처리한 대한민국 특허출원 공개번호 제 97-002558 호, "콤팩트 키보드의 한글 코드 입력 장
치"는  최소한  기본  모음  10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식론을  뒤집어  간편한  자모  배치를  실현하고 
있다.

대한민국 특허출원 공개번호 제 97-002558 호는 『 …모음의 자획 천(.), 지(ㅡ), 인(ㅣ)을 세 키에 하나
씩 함당하여 고유 코드를 부여하되 필기순으로 키를 입력하여 단모음 및 복모음 코드를 산출하게 하고, 
둘 이상의 자음을 천이가족으로 모아 한키에 할당하고 천이가족 내의 자음코드를 산출하게 하며, 제어부
는 다른 천이가족키 또는 모음키가 입력되었을 때 자음조합 구분기호로 인식하고, 모음키조합 유형을 벗
어나는 모음키가 입력되었을 때 또는 자음키가 입력되었을 때 모음조합 구분기호로 인식하며, 조합이 완
료된 문자코드를 키버퍼에 수록하여 주처리장치에서 참조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콤팩트키보드의 
한극코드 입력장치.…』에 그 기술적 요지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특허출원 공개번호 제 97-002558 호는 매우 우수한 모음 제자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반
면에, 둘 이상의 자음을 천이가족으로 모아 한키에 할당한 상태에서 서로 다른 키조작을 통해 자음을 발
생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의 키버튼에 복수의 자음를 배정할 경우, 아무리 정연한 규칙성을 갖는 키
배열 구조를 이용하더라도 이를 숙지하는 데, 많은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키조작의 숙달에 많은 어
려움이 있으며, 키버튼을 푸쉬하는 횟수에 있어서 불필요한 중복성을 갖고 있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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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전자식 전화형 키패드와 같은 축소
형 한글 자판부에 발음기관을 상형하여 만든 기본 자음군과, 천(·), 지(ㅡ), 인(ㅣ) 삼재를 상징하는 기
본 모음군을 배치한 상태에서 키버튼 조작에 의해 기본 자음군 중 어느 하나의 자음을 추출하거나 또는 
추출한 자음에 가획과 병서 키버튼 조작을 수행하여 잔여 자음군 중 어느 하나의 자음을 발생시키고, 천
지인 제자 원리에 따라 기본 모음군 키버튼으로부터 추출한 천(·), 지(ㅡ), 인(ㅣ) 삼재의 조합으로 모
음을 발생시켜 한글 음절의 구성 원리에 의해 한글 음절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한글을 필기하는 것과 같
은 획순으로 모음을 발생시킬 수 있고 자음을 가획과 병서에 의해 기본 모음군으로부터 잔여 모음군을 용
이하게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의 키버튼이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키보드에서와 
같이 양손으로 한글 자모를 키입력할 수 있어 사용자 친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키배열에 대한 숙지 노
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 신속하게 원하는 한글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천지인 제자 원리에 기반한 한글 
입력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천지인 제자 원리에 기반한 한글 입력 장치 및 방법은, 
축소형 한글 자판부에 각 키버튼에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든 6개의 자음으로 구성된 기본 자음군과, 천
(·), 지(ㅡ), 인(ㅣ) 삼재를 상징하는 모음으로 구성된 기본 모음군을 각각 키입력하기 위한 기본 자음
군 키버튼과 기본 모음군 키버튼을 소정 형태로 분리하여 배정하고, 기본 자음군에 획을 하나 더하기 위
한 가획 키버튼과 기본 자음군을 겹쳐 쓰기 위한 병서 키버튼을 배정한 상태에서, 각각의 키버튼을 선택
하는 키버튼 조작을 인가받음에 따라 해당 키버튼에 배정된 코드를 생성하면, 한글 자음 생성 과정에서는 
기본 자음 코드만 입력받아 해당 자음을 생성하거나 또는 기본 자음 코드와 추가적으로 입력되는 병서 코
드 및 가획 코드를 조합하여 기본 자음군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자음군 중의 어느 하나의 자음을 생성하
고,  한편  한글  모음  생성  과정에서는  천지인  제자  원리에  따라  기본  모음군  키버튼으로부터  추출한 
천(·), 지(ㅡ), 인(ㅣ) 삼재의 조합으로 모음을 생성하며, 최종적으로, 한글 음절 발생 과정에서는 한글 
자음 생성 과정과 한글 모음 생성 과정에서 생성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음과 모음을 초성, 중성, 종성
의 조합 원리에 따라 조합하여 한글 음절을 발생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천지인 제자 원리에 기반한 한글 입력  장치 및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천지인 제자 원리에 기반한 한글 입력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낸 블록도이
다.

본 발명의 장치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키버튼에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든 6개의 자음으로 구성된 기본 자음군과, 천(·), 지(ㅡ), 인(ㅣ) 삼재를 상징하는 모음으로 구성된 
기본 모음군을 각각 키입력하기 위한 기본 자음군 키버튼과 기본 모음군 키버튼을 소정 형태로 분리하여 
배정하고, 상기 기본 자음군에 획을 하나 더하기 위한 가획 키버튼과 상기 기본 자음군을 겹쳐 쓰기 위한 
병서 키버튼을 배정한 상태에서, 상기 각각의 키버튼을 선택하는 키버튼 조작을 인가받음에 따라 해당 키
버튼에 배정된 코드를 생성하는 축소형 한글 자판부(10)와;

상기 축소형 한글 자판부(10)로부터 기본 자음 코드만 입력받아 해당 자음을 생성하거나 또는 상기 기본 
자음 코드와 추가적으로 입력되는 병서 코드 및 가획 코드를 조합하여 상기 기본 자음군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자음군 중의 어느 하나의 자음을 생성하는 가획/병서 자음 조합부(20)와;

상기 축소형 한글 자판부(10)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본 모음 코드를 입력받음에 따라 천지인 제자 
원리에 입각하여 천(·), 지(ㅡ), 인(ㅣ) 삼재의 조합으로 모음을 생성하는 천지인 모음 조합부(30)와;

상기 가획/병서 자음 조합부(20)와 상기 천지인 모음 조합부(30)로부터 생성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음
과 모음을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 원리에 따라 조합하여 한글 음절을 발생시키는 음절 결합부(40)와;

상기 가획/병서 자음 조합부(20)와 상기 천지인 모음 조합부(30) 및 상기 음절 결합부(40)에서 글자 조합
에 실패한 경우, 현재 해당 스캔 코드값을 새로운 글자 조합에 이용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입력 스택(50, 
input stack)과;

상기 천지인 모음 조합부(30)에서 모음을 조합하면서 발생하는 각각의 모음을 저장하기 위한 모음 스택
(60, vowel stack); 및

현재까지 조합이 된 글자를 저장하기 위한 음절 스택(70, syllable stack)을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축소형 한글 자판부(10」는 「0」에서 「9」까지의 숫자 키버튼과 「*」 및 「#」의 기호/기능 키버
튼을 포함하는 전자식 전화형 키패드에 상기 기본 자음군 키버튼, 상기 기본 모음 키버튼, 상기 가획 키
버튼, 상기 병서 키버튼을 소정 형태로 배정한 키패드인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기본 자음군은 「ㄱ, ㄴ, ㅁ, ㅅ, ㅇ, ㄹ」이고, 상기 기본 모음군은 「·」, 「ㅡ」, 「ㅣ
」인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축소형 한글 자판부(10)는 4행 3열의 키버튼을 구비한 한글 자판부로, 제1행의 3개의 키버
튼에는 각각 「·」, 「ㅡ」, 「ㅣ」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2행의 3개의 키버튼에는 「ㄱ」,「ㄴ」「ㄹ」을 배정하고, 제3행의 3개의 키버튼에는 「ㅁ」,「
ㅅ」,「ㅇ」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4행의 3개의 키버튼에는「가획」,「사이」 「병서」를 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천지인 제자 원리에 기반한 한글 입력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낸 흐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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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축소형 한글 자판부(10)에 각 키버
튼에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든 6개의 자음으로 구성된 기본 자음군과, 천(·), 지(ㅡ), 인(ㅣ) 삼재를 
상징하는 모음으로 구성된 기본 모음군을 각각 키입력하기 위한 기본 자음군 키버튼과 기본 모음군 키버
튼을 소정 형태로 분리하여 배정하고, 상기 기본 자음군에 획을 하나 더하기 위한 가획 키버튼과 상기 기
본 자음군을 겹쳐 쓰기 위한 병서 키버튼을 배정한 상태에서, 상기 각각의 키버튼을 선택하는 키버튼 조
작을 인가받음에 따라 해당 키버튼에 배정된 코드를 생성하도록 설정하는 단계(S10)와;

상기 축소형 한글 자판부(10)를 통해 한글 입력을 위해 동작 모드를 한글 입력 모드로 전환하는 단계
(S20)와;

상기 축소형 한글 자판부(10)로부터 기본 자음 코드만 입력받아 해당 자음을 생성하거나 또는 상기 기본 
자음 코드와 추가적으로 입력되는 병서 코드 및 가획 코드를 조합하여 상기 기본 자음군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자음군 중의 어느 하나의 자음을 생성하여 제 1 음절의 초성으로 결정하는 단계(S30)와;

상기 축소형 한글 자판부(10)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본 모음 코드를 입력받음에 따라 천지인 제자 
원리에 입각하여 천(·), 지(ㅡ), 인(ㅣ) 삼재의 조합으로 모음을 생성하여 상기 제 1 음절의 초성과 조
합된 상기 제 1 음절의 중성으로 결정하는 단계(S40);

상기 축소형 한글 자판부(10)로부터 기본 자음 코드만 입력받아 해당 자음을 생성하거나 또는 상기 기본 
자음 코드와 추가적으로 입력되는 병서 코드 및 가획 코드를 조합하여 상기 기본 자음군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자음군 중의 어느 하나의 자음을 적어도 1회 이상 추출하여 단자음 또는 자음 종성 유형을 벗어나지 
않는 복자음을 생성한 후, 상기 제 1 음절의 초성 및 상기 제 1 음절의 중성과 조합된 상기 제 1 음절의 
종성으로 간주하는 단계(S50); 및

상기 제 1 음절을 조합한 후, 상기 기본 자음군 키버튼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되어 해당 자음 코드가 입력
되면, 상기 해당 자음 코드로 제 2 음절의 초성으로 결정하는 반면에 상기 기본 모음군 키버튼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되어 해당 모음 코드가 입력되면, 상기 제 1 음절의 종성이 단자음인 경우에는 상기 제 1 음
절의 종성을 상기 제 1 음절로부터 분리하여 상기 제 2 음절의 초성으로 결정하고 상기 제 1 음절의 종성
이 복자음인 경우에는 상기 제 1 음절 종성의 복자음 중 두번째 자음을 상기 제 1 음절로부터 분리하여 
상기 제 2 음절의 초성으로 결정하는 단계(S60)를 수행하도록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천지인 제자 원리에 기반한 한글 입력 장치 및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
의 작용 및 수행 절차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간력하게 살펴보면, 본 발명은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기반하여 입력을 위
한 자판을 최소화하고 최소의 사용자 노력으로 한글 11,172자 모두를 입력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는 자음의 제자원리와 모음의 제자원리로 나뉠 수 있다. 

자음의 제자 원리는 발음기관을 상형하여 기본 자음 「ㄱ, ㄴ, ㅁ, ㅅ, ㅇ, ㄹ)을 설정하고 이 기본 자음
에 가획(加劃)과 병서(竝書)를 통해 소리를 표현하는 글자를 고안한 것이다. 모음의 제자 원리는 하늘, 
땅, 사람(天地人) 삼재(三才)를 본 뜬 기본 모음 3개를 바탕으로 소리를 표현하는 글자를 만드는 것을 원
리로 한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본원의 설명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기본 자음군, 기본 모음군, 가획, 병서, 
초출자, 재출자와 같은 용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기본 자음군은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든 「ㄱ, ㄴ, 
ㅁ, ㅅ, ㅇ, ㄹ」을 지칭하는 것이다. 가획(加劃)은 기본 자음에 획을 하나 더하는 것을 말하면, 병서(竝
書)는 자음을 겹쳐 쓰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컨데, 자음 「ㄱ」을 병서하면 「ㄲ」이 만들어진다.

기본 모음군은 천(·), 지(ㅡ), 인(ㅣ)을 본 떠서 만든 모음으로, 「·, ㅡ, ㅣ」을 의미한다. 그리고, 
초출자 모음은 천(天)+지(地), 천(天)+인(人)으로 이루어지는 「ㅓ, ㅓ, ㅗ, ㅜ」을 지칭하며, 재출자(再
出字) 모음은 초출자(初出字) 모음에 기본 모음 중 천(天)에 해당하는 (·)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모음 
「ㅑ, ㅕ, ㅛ, ㅠ」를 지칭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용어 정리에 기초하여 본 발명의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장치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는 도 1과 같이, 축소형 한글 자판부(10)와, 가획/병서 자음 조합
부(20), 천지인 모음 조합부(30) 및 음절 결합부(40)로 구성되는 데, 도 3은 본 발명의 장치에 바람직한 
실시예에 나타낸 기본 개념도를 도시한 것이다.

축소형 한글 자판부(10)는 제한된 키패드에서 FST(Finite State Transducer), 즉, 가획/병서 자음 조합부
(20)와 천지인 모음 조합부(30)에 사용되는 입력 단위를 추출하는 모듈이다.

축소형 한글 자판부(10)의 실시예는 다수가 있을 수 있다. 도 4a는 본 발명의 축소형 한글 자판부의 바람
직한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고, 도 4b는 도 4a에 삭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삭제 키버튼을 추가한 축소형 
한글 자판부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또한, 도 4c는 본 발명의 축소형 한글 자판부의 또 다
른 실시예를 나타낸 예시도로, 기본 모음군 키버튼들을 하단에 배치한 예이다.

자판에 필수적인 키버튼의 갯수는 모두 11개이다. 여기에 도 4a와 같이 사이(space) 키버튼를 추가하거나 
도 4b와 같이 사이(space) 키버튼 및 삭제(delete) 키버튼을 추가할 수 있으며, 더불어, 이동(좌측 이동, 
우측 이동) 키버튼 등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수도 있으며 키배열의 위치를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음은 주
지의 사실이다. 축소형 한글 자판부(10)는 키버튼(자판)에서 발생하는 키패드 푸쉬(keypad push) 신호를 
스캔 코드(scan code)값으로 가획/병서 자음 조합부(20)나 모음 조합부(30에 전송한다. 표 2는 도 4a에 
나타낸 축소형 한글 자판부(10)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키버튼 조작이 발생할 시 생성되는 스캔 코드값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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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ey Pad Push Scan Code

「·」 「1」

「ㅡ」 「2」

「ㅣ」 「3」

「ㄱ」 「4」

「ㅡ」 「5」

「ㄹ」 「6」

「ㅁ」 「7」

「ㅅ 「8」

「ㅇ」 「9」

「가획」 「*」

「병서」 「#」

가획/병서 자음 조합부(20)는 상기 축소형 한글 자판부(10)로부터 기본 자음 코드만 입력받아 해당 자음
을 생성하거나 또는 상기 기본 자음 코드와 추가적으로 입력되는 병서 코드 및 가획 코드를 조합하여 상
기 기본 자음군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자음군 중의 어느 하나의 자음을 생성한다.

현대 한글에서 초성은 모두 19개이며, 종성은 27개이다. 본 발명에서는 초성을 구성하는 19개의 자음은 
자음 생성의 원리에 의해서 모두 입력이 가능하며, 종성은 음절 구성 오토마타에 의해서 자음 입력의 원
리에 바탕을 두고 종성을 구성한다. 훈민 정음 제자원리에 따라 기본 자음「ㄱ, ㄴ, ㅁ, ㅅ, ㅇ, ㄹ」 6
개를 설정하고, 이 6개의 기본 자음을 바탕으로 가획, 병서 원리를 적용하여 자음 19개를 생성한다.기본 
자음군(또는 기본 자음)은 자판에 할당되는 자음들로서, 「ㄱ, ㄴ, ㅁ, ㅅ, ㅇ, ㄹ」으로 구성된다. 훈민
정음  제자해에  따르면  자음은  기본  자음과  가획,  병서를  통해  만들어지는  자음,  그리고  기타  자음이 
있다.

자음 입력 방식은 훈민정음 제자해의 원리에 따라 기본 자음(훈민정음 기본 자음 + 기타 자음) 6개를 바
탕으로 가획과 병서를 통해 글자를 조합하도록 한다. 한글 자음 19개는 표 3과 같은 방식으로 조합된다. 
도 5a는 이러한 자음의 생성 원리를 그림으로 나타낸 개념도이고, 도 5b는 가획/병서 자음 조합부(20)를 
구현하기 위한 유한 상태 변환기(FST; Finite State Transducer)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표 3과 도 5a 및 도 5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가획/병서 자음 조합부(20)에서는 기본 자음 중 {ㄱ, ㄴ, 
ㅁ, ㅅ, ㅇ}에서 가획 키버튼 조작에 의해 {ㅋ, ㄷ, ㅂ, ㅈ, ㅎ}이 생성되고, 이렇게 생성된 자음 중 
{ㄷ, ㅂ, ㅈ}에서 가획에 의해 {ㅌ, ㅍ, ㅎ}이 생성된다. 또 {ㄷ, ㅂ, ㅈ}에서 병서 키버튼에 의해 {ㄸ, 
ㅃ, ㅉ}이 생성된다. 본 자음 중 {ㄱ, ㅅ}에서 병서 키버튼 조작에 의해 {ㄲ, ㅆ}이 생성된다.

도 5b에서 상태(state)는 0∼19까지 있으며, 각 상태로 전이될 때마다 자음이 생성된다. 자음 「ㄲ」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기본 입력 단위인 「ㄱ」, 「병서」의 순서로 입력하면 위 FST에서 S0→S1→S2의 순서
로 전이하면서 「ㄱ」, 「ㄲ」의 순서로 자음이 생성된다.

[표 3]

자음 조합 방식

 ㄱ 「ㄱ」

 ㄲ 「ㄱ」 + 병서

 ㄴ 「ㄴ」

 ㄷ 「ㄴ」 + 가획

 ㄸ 「ㄴ」 + 가획 + 병서

 ㄹ 「ㄹ」

 ㅁ 「ㅁ」

 ㅂ 「ㅁ」 + 가획

 ㅃ 「ㅁ 」 + 가획 + 병서

 ㅅ 「ㅅ」

 ㅆ 「ㅅ」 + 병서

 ㅇ 「ㅇ」

 ㅈ 「ㅅ」 + 가획

 ㅉ 「ㅅ」 + 가획 + 병서

 ㅊ 「ㅅ」 + 가획 + 가획

 ㅋ 「ㄱ」 + 가획

 ㅌ 「ㄴ」 + 가획 + 가획

 ㅍ 「ㅁ」 + 가획 + 가획

 ㅎ 「ㅇ」 + 가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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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한글 입력 시스템과의 차이점은 6개의 기본 자음만으로 모든 자음을 생성해 내며, 훈민정음 창제 원
리에 기반하여 기본 자음+가획/병서 연산으로 자음을 생성해 낸다는 점이다.

한편, 천지인 모음 조합부(30)는 상기 축소형 한글 자판부(10)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본 모음 코드
를 입력받음에 따라 천지인 제자 원리에 입각하여 천(·), 지(ㅡ), 인(ㅣ) 삼재의 조합으로 모음을 생성
한다.

이를 좀 더 상술하기 위해 모음 생성의 원리를 설명하기로 한다. 훈민정음 제자해에 따르면 모음은 삼재
(三才)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삼재(三才)에서 초출자(初出字)가 나오며, 초출자(初出字)에서 재출자(再
出字)가 이루어진다.

천지인 모음 조합부(30)에서는 천(·), 지(ㅡ), 인(ㅣ) 삼재(三才) 3자를 기본 입력 단위로 삼는다. 다시 
말해서, 도 4a의 자판 배열을 기준으로 모음을 생성할 대, 천(·), 지(ㅡ), 인(ㅣ) 3개의 기본 모음 키버
튼만으로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21개의 모든 모음을 생성해 낸다. 도 6a는 이러한 모음의 생성 원리를 
그림으로 나타낸 개념도이고, 도 6b는 천지인 모음 조합부(30)를 구현하기 위한 유한 상태 변환기(FST; 
Finite State Transducer)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도 6a에서 상태(state)는 0∼22까지 있으며, 각 상태로 전이될 때마다 모음이 생성된다. 모음 「ㅔ」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기본 입력 단위인 「·」, 「ㅣ」, 「ㅣ」의 순서로 입력하면 위 FST에서 S0→S1→S10
→S11의 순서로 전이하면서 「·」, 「ㅓ」, 「ㅔ」의 순서로 모음이 생성된다.

최종적으로, 음절 결합부(40)는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상기 가획/병서 자음 조합부(20)와 상기 천지
인 모음 조합부(30)로부터 생성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음과 모음을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 원리에 따
라 조합하여 한글 음절을 발생시킨다.

도 7은 본 발명의 스택 구조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사용하는 스택(stack)은 기존 스택 자료 구조를 변형하여 다음과 같은 연
산을 스택 ADT(Stack Abstract Data Type)에서 사용한다.

본 발명의 스택은 후입선출(LIFO; Last In First Out) 구조를 지원하는 ADT로 푸쉬(PUSH) 연산과 팝(POP) 
연산만이 기본 연산으로 정의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는 자소 단위의 삭제 연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산을 ADT에서 정의한다. 

·PUSH

- 스택(STACK)의 최상위(TOP)에 데이터 엘리먼트(DATA ELEMENT)를 넣는 것.

·POP

- 스택(STACK)의 최상위(TOP)에서 데이터 에리먼트(DATA ELEMENT)를 빼내는 것.

·PEEK

- 스택(STACK)의 최상위(TOP)에 있는 데이터 엘리먼트(DATA ELEMENT)값을 참조하는 것.

·REPLACE

-  스택(STACK)의  최상위(TOP)에  있는  데이터  엘리먼트(DATA  ELEMENT)를  새로운  데이터  엘리먼트(DATA 
ELEMENT)로 대체하는 것.

- PUSH → POP 연산의 조합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스택 연산을 사용함에 따라 스택에 대한 대체(REPLACE) 연산과 스택에 대한 상태 추적(state 
tracking)을 통해 자소 단위 삭제를 지원한다.

본 발명의 스택은 입력 스택(50, input stack), 모음 스택(60, vowel stack), 음절 스택(70, syllable 
stack) 3개를 유지하며 글자를 조합해 나간다. 

[표 4]

Current

State

Current 

Scan Character

Next

State

Operation

S0 V S1 Call VST

C S2 PUSH Syllable Stack

S1 V

VST(V) = true

S1 Replace Syllable Stack

V

VST(V) = false

F1 PUSH Input Stack

S2 V S3 PUSH Syllable Stack

C F3 PUSH Input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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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 V

VST(V) = true

S3 PUSH Syllable Stack

V

VST(V) = false

F2 PUSH Input Stack

S4 V S6 PUSH Syllable Stack

C S5 PUSH Syllable Stack

C F5 PUSH Input Stack

(복자음 종성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S5 V S7 PUSH Syllable Stack

S6 PUSH Input Stack

PUSH Input Stack

Initiate Automata

S7 PUSH Input Stack

PUSH Input Stack

Initiate Automata

F1 Initiate Automata

F2 Initiate Automata

F3 Initiate Automata

F4 Initiate Automata

F5 Initiate Automata

입력 스택(50)은 FST(Vowel Shift FST, Consonant Shift FST, Syllable Combination FST), 즉, 가획/병서 
자음 조합부(20)와 천지인 모음 조합부(30) 및 음절 결합부(40)에서 글자 조합에 실패한 경우, 현재 해당 
스캔 코드값을 새로운 글자 조합에 이용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공간이다. 모음 스택(60, vowel stack)은 
모음 조합부(30, Vowel Shift FST)에서 모음을 조합하면서 발생하는 각각의 모음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며, 음절 스택(70, syllable stack)은 현재까지 조합이 된 글자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다.

한편, 한글 음절을 구성하는 한글 입력 오토마타는 내부에서 자음을 구성하는 오토마타와 모음을 구성하
는 오토마타를 통해서 각 낱소리를 만들고 글자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도 8은 한글 음절을 구성하기 위
한 한글 입력 오토마타를 나타낸 예시도이고, 표 4는 한글 입력 오토마타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도 8에서 'V'는 스캔 코드가 모음을 구성하는 경우이고, 'Vt'는 스캔 코드가 모음을 구성하는 경우, 모음 
입력 오토마타 호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Vf'는 모음 입력 오토마타가 실패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
이고, 'C'는 스캔 코드가 자음인 경우를 나타낸 것이며, 'F1∼F5' 는 실패 상태(failed state)를 나타낸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의 수행 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는 각 키버튼에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든 6개의 자음으로 구성
된 기본 자음군과, 천(·), 지(ㅡ), 인(ㅣ) 삼재를 상징하는 모음으로 구성된 기본 모음군을 각각 키입력
하기 위한 기본 자음군 키버튼과 기본 모음군 키버튼을 소정 형태로 분리하여 배정하고, 상기 기본 자음
군에 획을 하나 더하기 위한 가획 키버튼과 상기 기본 자음군을 겹쳐 쓰기 위한 병서 키버튼을 배정한 상
태에서, 상기 각각의 키버튼을 선택하는 키버튼 조작을 인가받음에 따라 해당 키버튼에 배정한 축소형 한
글 자판부(10)를 이용함은 명백하다.

우선, 단계 S10에서는 상기 각각의 키버튼을 선택하는 키버튼 조작을 인가받음에 따라 해당 키버튼에 배
정된 코드를 생성하도록 설정하면, 단계 S20에서는 상기 축소형 한글 자판부(10)를 통해 한글 입력을 위
해 동작 모드를 한글 입력 모드로 전환한다. 이 과정은 한글 모드만 단독으로 쓰이는 자판 구조에서는 생
략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이후, 단계 S30에서는 상기 축소형 한글 자판부(10)로부터 기본 자음 코드만 입력받아 해당 자음을 생성
하거나 또는 상기 기본 자음 코드와 추가적으로 입력되는 병서 코드 및 가획 코드를 조합하여 상기 기본 
자음군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자음군 중의 어느 하나의 자음을 생성하여 제 1 음절의 초성으로 결정한다.

다음으로, 단계 S40에서는 상기 축소형 한글 자판부(10)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본 모음 코드를 입
력받음에 따라 천지인 제자 원리에 입각하여 천(·), 지(ㅡ), 인(ㅣ) 삼재의 조합으로 모음을 생성하여 
상기 제 1 음절의 초성과 조합된 상기 제 1 음절의 중성으로 결정한다.

이어서, 단계 S50에서는 상기 축소형 한글 자판부(10)로부터 기본 자음 코드만 입력받아 해당 자음을 생
성하거나 또는 상기 기본 자음 코드와 추가적으로 입력되는 병서 코드 및 가획 코드를 조합하여 상기 기
본 자음군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자음군 중의 어느 하나의 자음을 적어도 1회 이상 추출하여 단자음 또는 
자음 종성 유형을 벗어나지 않는 복자음을 생성한 후, 상기 제 1 음절의 초성 및 상기 제 1 음절의 중성
과 조합된 상기 제 1 음절의 종성으로 간주한다.

최종적으로, 단계 S60에서는 상기 제 1 음절을 조합한 후, 상기 기본 자음군 키버튼 중 어느 하나가 선택
되어 해당 자음 코드가 입력되면, 상기 해당 자음 코드로 제 2 음절의 초성으로 결정하는 반면에 상기 기
본 모음군 키버튼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되어 해당 모음 코드가 입력되면, 상기 제 1 음절의 종성이 단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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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에는 상기 제 1 음절의 종성을 상기 제 1 음절로부터 분리하여 상기 제 2 음절의 초성으로 결정하
고 상기 제 1 음절의 종성이 복자음인 경우에는 상기 제 1 음절 종성의 복자음 중 두번째 자음을 상기 제 
1 음절로부터 분리하여 상기 제 2 음절의 초성으로 결정하도록 한다(S61, S62, S63, S64, S65).

본원에서  사용되는  용어(terminology)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  내려진 용어들로
써 이는 당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정의는 본원의 전
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원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통해  본  발명을  설명했으므로  본  발명의 기술적
인 난이도 측면에서 고려할 때, 당분야에 통상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 용이하게 본 발명에 대한 또 다
른 실시예와 다른 변형을 가할 수 있으므로, 상술한 설명에서 사상을 인용한 실시예와 변형은 모두 본 발
명의 청구 범위에 모두 귀속됨은 명백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식 전화형 키패드와 같은 축소형 한글 자판부에 발음기관을 상
형하여 만든 기본 자음군과, 천(·), 지(ㅡ), 인(ㅣ) 삼재를 상징하는 기본 모음군을 배치한 상태에서 각
각의 키버튼을 선택하는 키버튼 조작을 인가받음에 따라 해당 키버튼에 배정된 코드를 생성하면, 한글 자
음 생성 과정에서는 기본 자음 코드만 입력받아 해당 자음을 생성하거나 또는 기본 자음 코드와 추가적으
로 입력되는 병서 코드 및 가획 코드를 조합하여 기본 자음군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자음군 중의 어느 하
나의 자음을 생성하고, 한편 한글 모음 생성 과정에서는 천지인 제자 원리에 따라 기본 모음군 키버튼으
로부터 추출한 천(·), 지(ㅡ), 인(ㅣ) 삼재의 조합으로 모음을 생성하며, 최종적으로, 한글 음절 발생 
과정에서는 한글 자음 생성 과정과 한글 모음 생성 과정에서 생성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음과 모음을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 원리에 따라 조합하여 한글 음절을 구성하는 본 발명에 따르면, 한글을 필기하
는 것과 같은 획순으로 모음을 발생시킬 수 있고 자음을 가획과 병서에 의해 기본 모음군으로부터 잔여 
모음군을 용이하게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의 키버튼이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키
보드에서와 같이 양손으로 한글 자모를 키입력할 수 있어 사용자 친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키배열에 대
한 숙지 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 신속하게 원하는 한글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 키버튼에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든 6개의 자음으로 구성된 기본 자음군과, 천(·), 지(ㅡ), 인(ㅣ) 
삼재를 상징하는 모음으로 구성된 기본 모음군을 각각 키입력하기 위한 기본 자음군 키버튼과 기본 모음
군 키버튼을 소정 형태로 분리하여 배정하고, 상기 기본 자음군에 획을 하나 더하기 위한 가획 키버튼과 
상기 기본 자음군을 겹쳐 쓰기 위한 병서 키버튼을 배정한 상태에서, 상기 각각의 키버튼을 선택하는 키
버튼 조작을 인가받음에 따라 해당 키버튼에 배정된 코드를 생성하는 축소형 한글 자판부와;

상기 축소형 한글 자판부로부터 기본 자음 코드만 입력받아 해당 자음을 생성하거나 또는 상기 기본 자음 
코드와 추가적으로 입력되는 병서 코드 및 가획 코드를 조합하여 상기 기본 자음군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자음군 중의 어느 하나의 자음을 생성하는 가획/병서 자음 조합부와;

상기 축소형 한글 자판부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본 모음 코드를 입력받음에 따라 천지인 제자 원리
에 입각하여 천(·), 지(ㅡ), 인(ㅣ) 삼재의 조합으로 모음을 생성하는 천지인 모음 조합부; 및

상기 가획/병서 자음 조합부와 상기 천지인 모음 조합부로부터 생성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음과 모음을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 원리에 따라 조합하여 한글 음절을 발생시키는 음절 결합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천지인 제자 원리에 기반한 한글 입력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 자음군은,

「ㄱ, ㄴ, ㅁ, ㅅ, ㅇ, 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지인 제자 원리에 기반한 한글 입력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축소형 한글 자판부는,

「0」에서 「9」까지의 숫자 키버튼과 「*」 및 「#」의 기호/기능 키버튼을 포함하는 전자식 전화형 키
패드에 상기 기본 자음군 키버튼, 상기 기본 모음 키버튼, 상기 가획 키버튼, 상기 병서 키버튼을 소정 
형태로 배정한 키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지인 제자 원리에 기반한 한글 입력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축소형 한글 자판부는, 

제1행의 3개의 키버튼에는 각각 「·」, 「ㅡ」, 「ㅣ」을 배정하고, 제2행의 3개의 키버튼에는 「ㄱ」,
「ㄴ」「ㄹ」을 배정하고, 제3행의 3개의 키버튼에는 「ㅁ」,「ㅅ」,「ㅇ」을 배정하며, 제4행의 3개의 
키버튼에는「가획」,「사이」 「병서」를 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지인 제자 원리에 기반한 한글 
입력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획/병서 자음 조합부와 상기 천지인 모음 조합부 및 상기 음절 결합부에서 글자 조합에 실패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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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현재 해당 스캔 코드값을 새로운 글자 조합에 이용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입력 스택(input stack)과;

상기 천지인 모음 조합부에서 모음을 조합하면서 발생하는 각각의 모음을 저장하기 위한 모음 스택(vowel 
stack); 및

현재까지 조합이 된 글자를 저장하기 위한 음절 스택(syllable stack)을 더 포함하여 각 스택에 대한 대
체(REPLACE) 연산과 상태 추적(state tracking)을 통해 자소 단위 삭제를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지인 제자 원리에 기반한 한글 입력 장치.

청구항 6 

축소형 한글 자판부에 축소형 한글 자판부(10)에 각 키버튼에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든 6개의 자음으로 
구성된 기본 자음군과, 천(·), 지(ㅡ), 인(ㅣ) 삼재를 상징하는 모음으로 구성된 기본 모음군을 각각 키
입력하기 위한 기본 자음군 키버튼과 기본 모음군 키버튼을 소정 형태로 분리하여 배정하고, 상기 기본 
자음군에 획을 하나 더하기 위한 가획 키버튼과 상기 기본 자음군을 겹쳐 쓰기 위한 병서 키버튼을 배정
한 상태에서, 상기 각각의 키버튼을 선택하는 키버튼 조작을 인가받음에 따라 해당 키버튼에 배정된 코드
를 생성하도록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축소형 한글 자판부를 통해 한글 입력을 위해 동작 모드를 한글 입력 모드로 전환하는 단계와;

상기 축소형 한글 자판부로부터 기본 자음 코드만 입력받아 해당 자음을 생성하거나 또는 상기 기본 자음 
코드와 추가적으로 입력되는 병서 코드 및 가획 코드를 조합하여 상기 기본 자음군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자음군 중의 어느 하나의 자음을 생성하여 제 1 음절의 초성으로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축소형 한글 자판부(10)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본 모음 코드를 입력받음에 따라 천지인 제자 
원리에 입각하여 천(·), 지(ㅡ), 인(ㅣ) 삼재의 조합으로 모음을 생성하여 상기 제 1 음절의 초성과 조
합된 상기 제 1 음절의 중성으로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축소형 한글 자판부로부터 기본 자음 코드만 입력받아 해당 자음을 생성하거나 또는 상기 기본 자음 
코드와 추가적으로 입력되는 병서 코드 및 가획 코드를 조합하여 상기 기본 자음군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자음군 중의 어느 하나의 자음을 적어도 1회 이상 추출하여 단자음 또는 자음 종성 유형을 벗어나지 않는 
복자음을 생성한 후, 상기 제 1 음절의 초성 및 상기 제 1 음절의 중성과 조합된 상기 제 1 음절의 종성
으로 간주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음절을 조합한 후, 상기 기본 자음군 키버튼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되어 해당 자음 코드가 입력
되면, 상기 해당 자음 코드로 제 2 음절의 초성으로 결정하는 반면에 상기 기본 모음군 키버튼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되어 해당 모음 코드가 입력되면, 상기 제 1 음절의 종성이 단자음인 경우에는 상기 제 1 음
절의 종성을 상기 제 1 음절로부터 분리하여 상기 제 2 음절의 초성으로 결정하고 상기 제 1 음절의 종성
이 복자음인 경우에는 상기 제 1 음절 종성의 복자음 중 두번째 자음을 상기 제 1 음절로부터 분리하여 
상기 제 2 음절의 초성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지인 제자 원리에 기반한 한
글 입력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 자음군은,

「ㄱ, ㄴ, ㅁ, ㅅ, ㅇ, 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지인 제자 원리에 기반한 한글 입력 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축소형 한글 자판부는,

「0」에서 「9」까지의 숫자 키버튼과 「*」 및 「#」의 기호/기능 키버튼을 포함하는 전자식 전화형 키
패드에 상기 기본 자음군 키버튼, 상기 기본 모음 키버튼, 상기 가획 키버튼, 상기 병서 키버튼을 소정 
형태로 배정한 키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지인 제자 원리에 기반한 한글 입력 방법.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축소형 한글 자판부는, 

제1행의 3개의 키버튼에는 각각 「·」, 「ㅡ」, 「ㅣ」을 배정하고, 제2행의 3개의 키버튼에는 「ㄱ」,
「ㄴ」「ㄹ」을 배정하고, 제3행의 3개의 키버튼에는 「ㅁ」,「ㅅ」,「ㅇ」을 배정하며, 제4행의 3개의 
키버튼에는「가획」,「사이」 「병서」를 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지인 제자 원리에 기반한 한글 
입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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