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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PC중심의 IT산업은 미국을 미롯하여 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T산업의 

무게 중심이 모바일 쪽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선진기업들보다 앞서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다. 특히, 모바일 관련 부품 및 Solution, 무선 네트워크 관련 분야

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경쟁력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이런한, 모바일 기기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문자 입력시스템이다. 핸드폰의 경우, 각 언어별

로 10-12개의 버튼을 이용하여 문자를 입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술동향보고서에서는 

핸든폰의 문자입력의 기술적 특징들과 특허동향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Ⅱ. 본 론

   1. 핸드폰 문자입력 시스템

     1-1. 국내업체 소개

       핸드폰용 문자입력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는 대략 5-6개 업체가 있다. 이들 업체 

중, 단말기에 탑재되어 출시되고 있는 제품으로는 삼성의 천지인, 언어과학의 나랏글, 다날

의 세종얼 등이 있으며, 각각 삼성, LG, 팬텍&큐리텔 단말기에 탑재되어 판매되고 있다.



     1-2. 삼성전자-천지인

       천지인 입력 방식으니 모음 입력 방식을 천지인으로 응용한 방식이다.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123”버튼을 각각 천지인으로 배치하였고, 나머지 자판을 활용하여 한자판에 

자음을 2개씩 배치하고 있다. 천지인은 모음 입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입력하고자 하는 자음의 위치를 외워야 하며, 연속된 자음 입력이 되지 않는 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나는나”를 연속해서 입력하게 되면, “나는너”로 입력이 된다. 이

러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삼성 핸드폰에서 채택함으로써 폭넓은 사

용자 층을 확보하고 있다.



    1-3. LG전자-나랏글

       나라글 입력방식은 "ㄱ ㄴ ㄷ ㄹ ㅁ ㅅ ㅇ“의 6개 자음을 배치하고 나머지 자음을 

덧쓰기(가획)와 나란히(병서)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모음의 경우는 “ㅏ ㅓ ㅗ ㅜ ㅢ”를 

기본 모음으로 하고 덧쓰기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나랏글은 천지인에 비해 연속글자 입력

이 가능하다는 것과 지우는 과정에서 자소 단위로 지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덧쓰기와 나란히 기능으로 인해 자판배열이 직관적이지 않아서 다음 글자를 연상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현재 나랏글 입력방식은 LG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핸드폰에서 탑재되고 있

는 상황이다.

    1-4. 팬택&큐리텔-세종얼

       세종얼 입력방식은 모든 모음을 자판에 할당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개의 자판에 모든 모음을 배치하고 중복해서 기본 자음을 각 자판에 할당하고 있으

며, 따라서 모음 입력부분은 다른 입력기에 비해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자소를 배치함으로써 인지도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한 자판

에 자음과 모음이 동시에 배치됨으로써 연속글자가 입력이 되지 않아 입력도중 이동키를 입

력해야하는 단점이 있고, 현재 세종얼은 팬택&큐리텔에서 판매하고 있는 단말기에 탑재되고 

있다.   



   2. 최근 개발 현황

    한글 88은 직타방식(연속누름)을 채택함으로써 단순하고 빠른 방식으로, 모음키 3개와 

자음키7개로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였고, 기능 키(*, #)에 문자를 배열하지 않으므로 자판이 

깨끗하고 추후 기능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만들어지 6자의 모음(ㅏ, ㅓ, 

l, ㅡ, ㅗ, ㅜ)선택 입력할 수 있고, ㅑ, ㅕ, ㅢ, ㅛ, ㅠ모음의 입력방식은 길게 누름으로써 

단순하게 입력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탑재하고 있는 제품은 없으며, 시제품으로 아직까지 

사용하는 업체가 없는게 흠이다.

      



    2. 클러드 방향키 문자 입력시스템

       

       클로드 방향키는 중앙, 좌, 상, 우 , 하, 5개 키만으로 한글은 물론이고 특수문자 입

력도 가능하며, 공백을 입력하려면 중앙 키를 두 번 누르고, 삭제는 좌측의 키를 일정시긴 

이상 누르면 먼저 Buffer에 입력된 문자가 지워지는 순으로 실행된다. 

       ― 실예



   3. 기타 제품

    

       ― VK : 한돌

         한돌입력 시스템은 단순한 규칙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버튼을 Shift Key기능으로 

사용하는데 #1은 ㄲ으로 , 복모음 합성 기능으로는 ㅏ#1는 ㅐ로 표현하고, *버튼을 한글자 

입력마침 기능으로 사용한다.

           



Ⅲ. 특허동향

   본 자료는 국내 출원과 개인출원에 있어서 모바일 단말기(핸드폰)의 문자입력 시스템 출

원을 바탕으로 구성 되어있음을 알려둔다. 

   

   1. 출원인별 출원비율

     출원인별 출원현황은 기업체 출원도 꾸준히 출원하지만 개인들의 출원이 활발함을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휴대폰 문자 입력방식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

에 개인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2. 년도별 출원 동향 

       년도별 출원 현황은 IMF후에 2000년대 경제성장 및 핸드폰의 공급확대로 인하여 다

출원이 시작되었고 그 후 꾸준한 출원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003년―2004년은 출

원되었지만 공개되지 않은 건으로 아직 정확한 출원을 확인할 수 없지만 꾸준한 출원이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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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허분쟁 

   

   1994년 당시 삼성전자 개발팀 소속으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최씨는 1998년 회사가 

최씨로부터 특허권을 양도받아 등록을 마친 후 이를 적용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생산 판매하

면서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자 회사를 상대로 266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년 연말 직무발명자 최씨에게 ’보상금액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액을 지급하고 소송을 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최씨에게 지급

한 보상금이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적 하고 있으며, 휴대폰 문자 입력방식에서는 대표적

인 특허분쟁으로 알려지고 있다.

Ⅳ.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대폰, 리모콘 등에서 문자 입력 방식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 

시장을 노린 문자 입력방식의 특허 출원이 붐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특허는 기존 

방식에서 음소의 위치를 바꾸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크게 주목 받지는 못하고 있으며, 또한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국내 시장만은 국내업체의 한글 시스템이 시장

을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존업체들(삼성, LG, 팬택&큐리텔)이 고유한 한글입

력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업체들의 시장진출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된

다. 하지만, 휴대폰 문자입력 시스템은 아이디어만으로 특허 출원이 가능해 개인들의 참여

가 계속되리라고 생각되며, 끝으로 문자입력 방식도 업체간 경쟁에서 벗어나 표준화에 대하

여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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