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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ode CJK IME에 대하여
Unicode CJK IME(Unicode Chinese, Japanese, Korean Input Method
Editor)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KISTI)과 평양정보센터(Pyongyang Informatics
Center, PIC)가 남북 정보 기술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 개발한 Windows 용
유니코드 다국어 문자 입력 프로그램입니다.
Unicode CJK IME 는 Windows 2000 및 XP 운영 체제에서 동작하는 각종 응용
프로그램 상에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하고, 특히 한 중 일 통합 한자(CJK Unified Ideographs)와 확장
한자(CJK Ideographs Extension A)를 비롯한 유니코드 전영역의 문자와
기호들을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Unicode CJK IME 의 개발 보급은 남북한 및 중국 일본 러시아의 정보 사이트에
대한 검색, 조회와 다국어 정보 콘텐츠 개발의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한자 입력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한국학 정보화 분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KISTI 의 시스템 설계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신 PIC 개발 팀과 이 프로그램을 위한 유니 코드 한자 속성 사전 편찬
업무를 맡아 주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3. 6. 1
김

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시스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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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ode CJK IME의 이용 방법
기동, 전환과 종료
기동
언어 지시기 아이콘을 선택하여 IME 선택 창을 열고 여기에서 입력하고자 하는
언어(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의 IME 를 기동시킵니다.

IME 전환
Unicode CJK IME 의 어느 하나가 기동된 상태에서 [Shift + 왼쪽 Alt] 키를 누르거나
조작판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 다른 IME 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종료
Unicode CJK IME 는 IME 가 표준 입력기로 설정된 경우에는 Windows 운영 체제가
종료될 때까지 실행 상태에 있게 되며 그 외에는 응용 프로그램 단위로 선택되어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종료됩니다.

조작판의 사용법
조작판 단추들의 기능은 전각/반각 기호 선택 단추(
단추(

), 보조 입력 단추(

), 도움말

)를 제외하고는 Unicode CJK IME 에 따라 다릅니다.

전각/반각 선택 단추
영어, 숫자, 기호들의 전각, 반각 입력 상태를 나타냅니다. 전각, 반각 입력 전환은 마우스
혹은 [Shift + 공백] 키로 할 수 있습니다.

반각 영어와 숫자, 기호의 입력상태
전각 영어와 숫자, 기호의 입력상태
예:
반각입력상태

전각입력상태

아름다운 우리나라!

아름다운

우리나라！

Unicode CJK IME 의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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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 abcd

ＡＢＣＤ

ａｂｃｄ

ｱｲｳｴｵ

アイウエオ

간편 입력 단추
이 단추를 누르면 한자 입력을 간편히 할 수 있는 간편 입력창이 기동합니다. 한자 입력
방법에는 단어 변환에 의한 입력, 사각호마에 의한 입력, 뿌리법에 의한 입력, 재춘법에 의한
입력 등이 있습니다.

한자 변환 단추
이 단추를 누르면 한 글자 한자 변환을 진행합니다.
미확정 상태 혹은 변환하려는 글자에 커서를 위치시켜 놓고 이 단추를 누르면 지정된
글자에 대한 한자 변환이 진행됩니다.

보조 입력 도구 단추
이 단추를 누르면 유니 코드 전영역의 코드들을 모두 입력할 수 있는 보조 입력 도구가
기동합니다.

환경 설정 단추
이 단추를 누르면 Unicode CJK IME 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항목( IME 마다 서로
다릅니다.)들을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환경 설정 대화창이 표시됩니다.

도움말 단추
이 단추를 누르면 Unicode CJK IME 에 대한 도움말이 표시됩니다.

언어 전환 단추
마우스 혹은 오른쪽 [Alt] 키에 의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입력 상태
영어 입력상태
히라가나 입력상태
카타카나 입력상태
중국어 입력상태
러시아어 입력상태

문장부호 단추
이 단추는 중국어 문장부호 상태를 나타냅니다.
[Ctrl + .]단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Unicode CJK IME 의 이용 방법

6

영어 직접 입력 상태 단추
영어 직접 입력은 조작판의 제일 왼쪽 위에 표시되어 있는 빨간 점단추를 마우스로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이 단추를 선택하면

으로 변화되어 영어의 직접 입력 상태를 표시합니다.

위치 변경
부분을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끌기를 하여 조작판의 위치를 변경합니다.

Unicode Koren IME 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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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ode Korean IME의 기능
한국어를 입력하려면 언어 지시기 아이콘을 선택하여 IME 선택 대화창을 열고 여기에서
Unicode Korean 을 한국어 IME 를 선택하면 한국어 입력을 위한 조작판이 표시되며
조작판에서

가 선택되었을 때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입력
한국어는 한국어는 환경 설정에서 설정하는 데 따라 표준(남)이나 표준(북)의 입력
방식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또한 옛글 입력도 할 수 있습니다.
옛글 입력에서는 설정에 따라 완성형 5000 여 자 및 조합형 160 여만 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문자의 미확정 상태는 글자 바탕색이 검은색，글자는 흰색으로 표시되는
상태입니다.
미확정 상태일 때에는 검은색의 글자 바탕이 깜박거립니다.
입력된 미완성 한글은 환경 설정에서 설정되는 삭제 단위 방식에 따라서 자소 단위와 문자
단위로 지울 수 있습니다.
예:

자소 단위 지우기: 한글 + [Backspace] -> 한그

글자 단위 지우기: 한글 + [Backspace] -> 한
※ 입력된 옛글 문자의 표시는 옛글 문자 모임을 지원하고 있는 폰트를 선택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현재 옛글 문자 모임을 지원하고 있는 폰트는 “새바탕” 뿐입니다

한국어 옛글 입력
한국어 옛글(한글 고문자) 입력은 환경 설정에서 ¨옛글 포함〃을 선택한 경우, 자판 입력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글 자판의 고문자 자소 배열은 한국어 IME 자판을
참조하십시오.

한국어 한자 변환
한국어 한자 변환은 문자 단위로 진행됩니다.
한국어 미확정 상태 혹은 확정된 한국어 문자에 커서를 놓고 건반의 오른쪽［Ctrl］키를
누르면 한국어 문자에 대한 한자들이 나타납니다.
한자 후보들에서 ［Space］키, 방향 키(↑↓), ［Home］키, ［End］키를 이용하여 필요한
한자를 선택하고 ［Enter］키를 누르거나 숫자 키를 누르면 선택된 한자가 확정 문자로
됩니다.

Unicode Koren IME 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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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입력
한자를 빠르게 입력 하는 ¨간편 입력〃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에
의한 한자 입력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 입력 조작판〃 이 열리면 ¨한글 독음 입력〃, ¨사각호마 입력〃, ¨뿌리법 코드 입력〃,
¨재춘법 코드 입력〃 등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코드 입력 후 엔터 키나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해당 문자가 ‘문자 선택 영역’에 표시되며
스페이스 키 또는 숫자 키를 눌러 문자를 확정합니다.
후보 문자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 것도 표시되지 않으며 ESC 키를 누르면 다시 코드 입력
모드로 돌아갑니다.
후보 문자(단어)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스페이스 키를 한 번 더 누르거나 다음 문자의 입력
코드를 누르기 시작할 때 바로 확정됩니다.
후보 문자(단어)가 2 개 이상일 때에는 차례대로 숫자를 눌러 확정할 수 있습니다. 0 번
문자는 0 번 키 또는 스페이스 키, 엔터 키를 눌러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한자 한글 독음 입력
한자 단어에 대한 한글 음을 입력하여 한자로 변환하는 입력을 진행합니다.
예: 한자 -> 漢字

한자 사각호마 입력
한자의 네 귀퉁이 모양을 부호화 한 사각호마 코드 값에 의한 한자 입력을 진행합니다.
예: 60100 -> 日
각 귀퉁이 모양에 대응하는 번호(사각호마)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0

뚜껑 모양

□

1

수평선 모양

一

2

수직선 모양

｜

3

점

□

4

십 자 모양

十

5

꼬치 모양

キ

6

구 자 모양

口

7

엄 자 모양

□

8

팔 자 모양

八

9

소 자 모양

小

번호의 순서는 “좌상→우상→좌하→우하”의 순서로 하고, 코드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귀퉁이 바로 위의 모양을 첨가합니다.

한자 고속 입력(뿌리법)
이 입력법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Unicode Koren IME 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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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의 모양을 분석하면 약 248 종의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의 뿌리’라고 하고 이 248 개의 뿌리를 비슷한 모양 또는 의미에 있어
유사성이 있는 것끼리 묶되, 모아 쓸 경우 중복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40 종의 뿌리
집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40 종의 뿌리 집합을 코드화하여 검퓨터 자판의 40 개 키에 배당한 것이 바로 뿌리
코드입니다.
뿌리법에서는 이 뿌리 코드에 의하여 한자를 고속으로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 I3 -> 相
각각의 한자를 이루는 뿌리의 수는 적게는 한 개에서부터 많게는 열 개 이상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뿌리 입력법을 쓸 때 한자 한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 그 글자를 이루는 모든
뿌리들을 다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뿌리 코드는 각각의 한자를 구성하는 뿌리 중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 뿌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한자의 뿌리 코드 구성 예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 그레이 부분은 생략되는 뿌리들입니다.
※ 한자 뿌리 목록에 대해서는 한자 뿌리 목록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한자 고속 입력(재춘법)
재춘법의 원리는 한자를 이루고 있는 기본 한자들의 조합을 파악하고, 이들 기본 한자들의
한글 음으로 한자들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재춘법에서는 임의의 한 문자를 ¨? 〃 나 여러 문자들을 임의 지정하는 ¨*〃 같은 와일드
카드 문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한자의 구성 요소들을 다 입력하지 못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일월 -> 明
※ 재춘법에서 사용하는 기본 한자와 파자 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자 입력 기본
글자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Unicode Koren IME 의 기능

한국어 IME 자판
한국어 표준식(남)

한국어 표준식(북)

※ 빨간색으로 표시된 자모들은 옛글 자모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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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ode Chinese IME의 기능
중국어를 입력하려면 언어 지시기 아이콘을 선택하여 IME 선택 대화창을 열고 여기에서
Unicode Chinese 를 선택합니다. 중국어 IME 를 선택하면 중국어 입력을 위한 조작판이
표시되며 조작판에서

단추가 표시되었을 때에 중국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입력 방법에는 3 가지가 있습니다. 즉 병음식(간체, 번체), 부수식(간체) 입력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에 대한 설정은 환경 설정 대화창에서 진행합니다.
※ 간체는 GB2312, 번체는
오필자형입력법을 의미합니다.

Big5

부호계

문자를

가리킵니다.

부수식

입력법은

병음식(간체, 번체) 입력 방법

입력하려는 한자 또는 단어의 병음을 입력 표시창에 입력하면 후보 한자 표시창에 그
병음에 해당한 한자(단어)들이 표시됩니다.
입력하려는 한자(단어)의 자음만을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 단어 <朝鮮> => <chaoxian> 또는 <chx>
혹은 단어를 이루는 한자들 중 어느 한 한자의 자음만을 이용하여 단어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단어 <朝鮮> => <chaox> 또는 <chxian>
입력하려는 한자나 단어가 후보중의 제일 첫 위치에 표시된 경우에는 숫자 키[1] 또는
[Space] 키 혹은 ［Enter］키를 눌러 입력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후보들 중에 해당 한자나 단어가 없는 경우에는 마우스로 스크롤 단추를 누르거나
키보드의 방향 키 또는 [PageUp], [PageDown] 키를 이용하여 찾아 볼 수 있습니다.
[Home]건을 누르면 후보의 제일 첫 위치에로 이행하며 [End]건을 누르면 제일 마지막
위치에로 이행합니다.
후보들 중에 없는 단어를 입력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병음을 입력하고 그 단어를 이루는 매
한자를 차례로 찾아서 앞에 붙은 숫자 키를 누릅니다.
숫자 키를 누를 때마다 입력 표시창에서 그 한자에 해당한 병음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한자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한번 입력한 단어는 다음 번 입력시 후보 한자 표시창의 제일 첫
위치에 표시됩니다.
만일 이 단어를 삭제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삭제하려는 단어의 앞에 붙은 숫자
키를 누르면 됩니다.
한번 선택하여 입력된 한자(단어)는 다음 번 입력시 제일 첫 위치에 표시됩니다.
12 개 이상의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발음이 비슷한 자음(C CH, S SH, Z ZH, F H, L N)으로 된 한자(단어)들을 [환경설정]의
모호음 항목을 이용하여 한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Unicode Chinese IME 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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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과 모음을 가르려고 할 때 [ ]건을 이용합니다.
실례로 chan + a 을 입력하면 cha na 로 갈라집니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chan +

+ a 라고 입력하면 chan a 로 됩니다.

성조 입력
해당 병음 뒤에 ［Shift + 성조］를 입력합니다. 경성인 경우에는 숫자 [5]를 입력합니다.
예: yi2

부수식(간체) 입력 방법
한자 구조 분석
한자를 쓸 때 연속적으로 한 번 그어서 이루어지는 선을 한자의 획이라고 합니다. 모든
한자를 구성하는 개개의 획은 방향에 따라 가로긋기, 내려긋기, 왼쪽으로 빗선긋기,
오른쪽으로 빗선긋기, 곡선 긋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번호

획

방

1

가로긋기

왼쪽 → 오른쪽

2

내려긋기

위 → 아래

3

왼쪽으로 빗선긋기

오른쪽 위 → 왼쪽 아래

4

오른쪽으로 빗선긋기

왼쪽 위 → 오른쪽 아래

5

곡선긋기

향

형

태
一

乙

한자는 좌우형, 상하형, 혼합형한자로 나눌수 있습니다.

건반 배치
영문 건반을 5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매 구역에 5 개의 건반이 놓이도록 합니다.
125 개의 부수들을 Z 건을 제외한 25 개의 영문 건반에 위에서 설명한 5 개의 획에 준하여
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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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역에는 첫획이 가로긋기인 부수들이 놓입니다. (G~A)
2 구역에는 첫획이 내려긋기인 부수들이 놓입니다. (H~M)
3 구역에는 첫획이 왼쪽으로 빗선긋기하는 부수들이 놓입니다. (T~Q)
4 구역에는 첫획이 오른쪽으로 빗선긋기하는 부수들이 놓입니다. (Y~P)
5 구역에는 첫획이 곡선긋기하는 부수들이 놓입니다. (N~X)
매 구역에서 두번째 획이 가로긋기인 부수는 그 구역의 첫번째 위치에, 내려긋기인 부수는
두번째 위치에, 왼쪽으로 빗선긋기하는 부수는 세번째위치에, 오른쪽으로 빗선긋기하는
부수는 네번째 위치에, 곡선긋기하는 부수는 다섯번째 위치에 배치하였습니다.
건반 Z 에는 대응된 부수가 없으며 특수하게 쓰입니다.
매 건반에 대응된 부수들 중에서 왼쪽 윗부분에 위치한 부수를 주부수라고 합니다.

입력 방법
부수에 의한 입력법은 한자를 부수로 분할하고 그 부수에 해당한 키를 사용하여 한자 또는
단어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건반을 최대로 4 번 쳐서 한 개의 한자 또는 한 개 단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자를 부수로 나눌 때에는 분할 갯수가 작아지도록 제일 큰 부수들로 가릅니다.

예:

부수 입력 방법
25 개의 주부수는 대응된 키를 4 번 반복하여 눌러 입력합니다.
예: 金 (QQQQ)

Unicode Chinese IME 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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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부수들은 대응된 건반, 첫번째 획에 해당한 건반, 두번째 획에 해당한 건반, 마지막
획에 해당한 건반을 눌러 입력합니다.
예:

5 개의 획은 대응된 건반을 두번 누르고 《L》건을 두번 눌러 입력합니다.
예:

한자 입력 방법
나누어 진 부수가 4 보다 적을 때에는 부수에 해당한 건반을 누르고 마지막에 식별건을
첨가합니다. 나누어 진 부수가 4 개일 때에는 그 부수들에 해당한 건반을 눌러 입력합니다.
예:

나누어진 부수가 4 개를 초과할 때에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제일 마지막 부수에 해당한
건반을 눌러 입력합니다.
예:

한자를 부수로 분할하기가 어려울 때, 분할된 부수에 해당한 건반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식별건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 [Z]건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출되는 후보
한자들의 개수는 많아지게 됩니다.
예: 한자 <敬> 의 두번째부수에 해당한 건반을 모르는 경우

만일 입력하려는 한자가 제일 첫 위치에 표시되였을 때에는 숫자건[1] 또는 [Space]건,
[Enter]건을 누릅니다.
한자를 부수로 분할할 때 분할순서를 틀리게 결정하거나 식별건을 이용할 때 한자의 형을
틀리게 고찰하는 경우에도 요구하는 한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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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키의 이용
매 키에 2 ˜ 6 개의 부수들이 대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자들을 부수로 나누면 대응되는
키 조합이 같아져 후보 한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나누어진 부수가 4 보다 작으면 제일 뒤에 보충적으로 식별키를
첨가합니다.
식별 키는 한자의 제일 마지막 획과 한자의 형에 따라 결정합니다.
번호

획

좌우형

상하형

혼합형

1

가로긋기

G

F

D

2

내려긋기

H

J

K

3

왼쪽으로 빗선긋기

T

R

E

4

오른쪽으로 빗선긋기

Y

U

I

5

곡선긋기

N

B

V

예:

단어 입력 방법
- 2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
매 한자의 첫번째 부수와 두번째 부수에 해당하는 키를 눌러 입력합니다.
예:

- 3개의 한자로 이루어 진 단어
매 한자의 첫번째 부수와 마지막 한자의 두번째 부수에 해당한 건반을 눌러 입력합니다.
예:

- 4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
매 한자의 첫번째 수에 해당하는 키를 입력합니다.

Unicode Chinese IME 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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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5개 이상의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자의 첫번째 부수에 해당한 키와 마지막 한자의 첫번째 부수에
해당한 키를 눌러 입력합니다.
예:

기호 키 대응
중국어 입력 특성에 맞게 일부 키들에 다음의 기호들을 대응시킵니다.
키

중국어

V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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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ode Japanese IME의 기능
일본어 입력 방법에는 로마자와 카나 입력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자 입력 방법에서는 여러개의 로마자들로써 일본어 문자를 입력합니다.
카나 입력 방법에서는 로마자 키 하나에 일본어 문자 하나를 대응시켜 입력합니다.
일본어 입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문자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히라가나

あいうえお

전각카타카나

アイウエオ

반각카타카나
전각영어문자

ａｂｃｄｅ

반각영어문자

Abcde

일본어 입력에서 한번에 입력할 수 있는 문자 개수는 전각 문자는 최대로 123 문자, 반각
문자로는 246 문자입니다.
일본어 IME 에서는 로마자 입력 방법과 카나 입력 방법에 의한 히라가나, 카타카나, 반각
카타카나들을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된 내용에 대한 카나-한자 변환, 문절 가르기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어의 특성에 맞게 일부 기호들을 키에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로마자 입력 방법
로마자 입력은 일본어 로마자 변환 규칙을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같은 자음을 연속 두 번 누르면 っ가 입력됩니다.
또한 n 을 입력하고 자음을 누르면 ん이 입력됩니다.

히라가나 입력
일본어 IME 조작판에서

단추가 선택되었을 때에 히라가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례를 들어 로마자를 watasi 라고 입력하면 화면에는 “わたし”라고 입력됩니다.

히라가나 글자 밑에 생기는 점선은 일본어가 미확정 상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카나-한자
변환 상태에서는 점선이 실선으로 변화됩니다. 입력시에 생기는 빨간점은 입력 위치를
표시합니다. 입력할 때 ［Delete］키나 ［Backspace］키를 누르면 앞 또는 뒤의 글자를 지울
수 있습니다. 방향 키(→ ←)를 이용하여 입력 위치 점을 이동시켜서 문자를 지울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Enter］건을 누르면 입력된 히라가나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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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가나 입력 상태에서 ［Shift］키를 누르면서 로마자를 입력하면 히라가나 대신에 전각
카타카나가 입력됩니다.

카타카나 입력
일본어 IME 조작판에서
단추가 선택되었을 때 카타카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카타카나 입력 방법도 하라가나와 같습니다. 전각 카타카나일 때에는 전각 카타카나가
입력되고 반각 카타카나일 때에는 반각 카타카나가 입력됩니다.
예:

로마자 watasi -> 전각 카타카나 ワタシ

로마자 watasi -> 반각 카타카나
전각 카타카나와 반각 카타카나 입력 전환은 조작판을 이용할 수도 있고 ［Shift +
Space］키를 이용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확정은 ［Enter］키로 진행합니다.

영어 입력
일본어 입력 IME 에서는 전각 영어, 반각 영어를 입력할 수 있으며 히라가나, 카타카나
입력상태에서 반각 영어를 입력하려면 ［Alt + `］건을 누른 다음에 입력합니다.

히라가나, 카타카나, 영어, 기호를 혼합하여 입력
일본어 IME 에서는 입력 방식을 변경시키면서 히라가나, 카타카나, 영어 문자들을 연속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にほんからスミコが ABC へきました。”라고 입력하려면
1. 히라가나입력상태에서 먼저 “にほんから”를 입력합니다.

2. 그 다음에 ［Shift］키를 누르면서 sumiko 라고 입력하면 “スミコ”가 입력됩니다. 혹은
오른쪽［Alt］키를 눌러 카타카나 입력 상태로 전환시키고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3. [Shift] 키를 눌렀다면 ［Shift］키를 놓고 “が”를 입력합니다.
오른쪽［Alt］키를 눌렀다면 다시 오른쪽［Alt］키를 눌러 히라가나 입력 상태로 전환시킨
다음에 “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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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lt］키를 눌러 영어 입력 상태로 놓고 “ABC”라고 입력합니다.

5. 다시 ［Alt］키를 눌러 히라가나 입력 상태로 놓고 “へきました。”라고 입력합니다.

6. ［Enter］ 키를 눌러 확정시킵니다.

카나 입력 방법
카나 입력 방법에서는 건반 하나에 일본어 문자 하나를 대응시켜서 입력합니다.

카나 입력에서 탁음(だ, が, ざ, ば, ぱ) 입력은 た, か, さ, は와
입력합니다.

혹은

의 결합으로

예: ［すずみ］라고 입력하려면 す＋す＋ ＋み라고 입력합니다.

일본어 한자 변환
히라가나 혹은 카타카나, 영어 문자를 입력하고 [Space] 키를 누르면 입력된 문자들을
한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일본어 문자열 가운데 문법적으로 변환할 수 없는 문자들에 대해서는 변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법적 해석이 가능한 문자들에 관해서는 모두 해석되어 한자로 변환됩니다.
카나-한자 변환 상태로 넘어갈 때에는 입력 문자열의 밑에 생긴 점선이 실선으로 변화되어
카나-한자 변환 상태라는것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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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실례로 히라가나로 “わたし”라고 입력하고 [Space] 키를 누르면 변환된 1 차 후보 한자가
표시됩니다.

또 한번［Space］키를 누르거나 혹은 방향 키(↑,↓)를 누르면 “ わ た し ”에 대한 한자
후보들이 표시됩니다.
한자 후보 대화창에서 방향 키(↑,↓) 혹은 ［Space］키 혹은 [Page Up] 키, ［Page
Down］ 키, [Home] 키와 ［End］키로 필요한 한자를 선택합니다. 한자 후보 대화창을
없애려면 ［Enter］키 혹은 ［Esc］키를 누릅니다. 한자 후보창에서 해당 한자를 선택하고
[Enter]키를 누르면 그 한자가 학습이 되어 다음번 카나-한자 변환시에 1 차 후보로
나타납니다. 한자 후보창에서 한자를 선택하다가 [Esc] 키를 누르면 후보 한자의 선택이
무시됩니다.
카나-한자 변환을 진행하면 여러개의 문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개의 문절에서 굵은 밑선은 현재의 문절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한자 후보창은 현재의
문절에 관해서만 생깁니다. 카나-한자 변환 상태는 미확정 상태이므로 이 상태에서 [Enter]
키를 누를 때에만 확정 상태로 됩니다.
카나-한자 변환을 진행하다가 취소하고 다시 히라가나, 카타카나 입력 상태로 넘어가려면
[Esc] 키를 누릅니다.

문절 가르기
카나-한자 변환을 진행하였는데도 요구되는 문자열이 생기지 않으면 ［Shift + →］혹은
［Shift + ←］키를 눌러 문절 가르기를 진행합니다.
실례로 “これはなんですか”라고 입력하고 [Space]건을 누르면 카나-한자 변환 결과가
요구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Shift + →］건을 누르면 문절 가르기가 진행되어 변화된 문절에 관한 카나한자 변환 결과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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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에서 ［Enter］키를 눌러 확정시키면 문절 가르기 학습이 되어 다음번 “これはなん
で す か ”라고 입력하고 ［Space］키를 누르면 “ こ れ は 何 で す か ”라고 카나-한자 변환이
됩니다. 현재 문절 상태의 변화는 방향 키(→, ←)를 이용합니다.

히라가나, 카타카나, 반각 카타카나 사이의 번환
입력된 일본어문자열을 히라가나 혹은 카타카나, 반각 카타카나로 변환하려면 기능 키인
[F6], [F7], [F8]들을 이용합니다.
이미 공백 키를 눌러 카나-한자 변환을 진행한 상태이면 현재 문절에 대하여 변환을
진행하며, 카나-한자 변환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면 카나-한자 변환을 진행하고 첫문절에
대하여 변환을 진행합니다.
[F6]: 히라가나로 변환
[F7]: 카타카나로 변환
[F8]: 반각 카타카나로 변환

기호 키 대응
일본어의 특성에 맞게 일부 기호들을 키에 대응시킵니다.

키

일본어 기호

［

「

］

」

,

、

.

。

/
{

『

}

』

~

˜

기호 키 대응은 환경 설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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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로마자 변환표
あ い う え
A I
U E

お
O

だ ぢ
DA DI

づ で ど
DU DE DO

みゃ みぃ みゅ みぇ みょ
MYA MYI MYU MYE MYO

か き く け こ
KA KI KU KE KO

ば び ぶ べ ぼ
BA BI BU BE BO

りゃ りぃ りゅ りぇ りょ
RYA RYI RYU RYE RYO

さ し す せ そ
SA SI SU SE SO

ぱ ぴ ぷ ぺ ぽ
PA PI PU PE PO

ぎゃ ぎぃ ぎゅ ぎぇ ぎょ
GYA GYI GYU GYE GYO

た ち つ て と
TA TI TU TE TO
CHI TSU

くぁ くぃ くぅ くぇ くぉ
QA QI QU QE QO

じゃ じぃ じゅ じぇ じょ
ZYA ZYI ZYU ZYE ZYO
JA JYI JU JE JO

な に ぬ ね の
NA NI NU NE NO

でゃ でぃ でゅ でぇ でょ
DHA DHI DHU DHE DHO

ぢゃ ぢぃ ぢゅ ぢぇ ぢょ
DYA DYI DYU DYE DYO

は ひ ふ へ ほ
HA HI HU HE HO

ヴぁ ヴぃ ヴ ヴぇ ヴぉ
VA VI VU VE VO

びゃ びぃ びゅ びぇ びょ
BYA BYI BYU BYE BYO

ま み む め も
MA MI MU ME MO

きゃ きぃ きゅ きぇ きょ
KYA KYI KYU KYE KYO

ぁ
XA
LA

や
YA

しゃ しぃ しゅ しぇ しょ
SYA SYI SYU SYE SYO
SHA
SHU SHE SHO

ゃ
XYA
LYA

ら り る れ ろ
RA RI RU RE RO

ちゃ ちぃ ちゅ ちぇ ちょ
TYA TYI TYU TYE TYO
CHA
CHU CHE CHO

ゎ
XWA

わ ゐ う ゑ を
WA WI WU WE WO

にゃ にぃ にゅ にぇ にょ
NYA NYI NYU NYE NYO

っ
XTU
LTU

ん
NN

ひゃ ひぃ ひゅ ひぇ ひょ
HYA HYI HYU HYE HYO

ヵ
ヶ
XKA XKE
LKA LKE

が ぎ ぐ げ ご
GA GI GU GE GO

ふぁ ふぃ ふ ふぇ ふぉ
FA FI FU FE FO

ざ じ ず ぜ ぞ
ZA ZI ZU ZE ZO

ぴゃ ぴぃ ぴゅ ぴぇ ぴょ
PYA PYI PYU PYE PYO

ゆ
YU

いぇ よ
YE YO

ぃ
XI
LI
ゅ
XYU
LYU

ぅ
ぇ ぉ
XU XE XO
LU LE LO
ょ
XYO
L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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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ode Russian IME의 기능
러시아어를 입력하려면 언어 지시기 아이콘을 선택하여 IME 선택 대화창을 열고 여기에서
Unicode Russian 을 선택합니다. 러시아어 IME 를 선택하면 러시아어 입력을 위한 조작판이
표시됩니다.
러시아어 자판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조 입력 도구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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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입력 도구의 기능
단추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보조 입력 도구는
보조 입력 도구의 호출은 조작판에서
유니 코드 전영역 문자들, 특히 유니 코드 한자를 입력할 때 유용합니다. 보조 입력 도구
대화창에서는 부수-획수에 의한 한자 변환 입력, 독음·기호에 의한 한자 변환 입력, 사용자
정의 영역 문자 선택, 유니 코드 전영역 문자 선택, 문장 부호 및 심볼 문자, 화면 자판에
의하여 문자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한자 밑에 생기는 4 개의 점은 한자 식별 정보를 표시하며 이 식별정보는 유니코드
0x3400 ~ 0x9FFF 구역의 한자들에 대해서만 나타납니다.
첫째 점 : 중국어 한자
둘째 점 : 대만 한자
셋째 점 : 일본어 한자
넷째 점 : 한국어 한자
[기본 안내문]단추를 이용하여 이 한자 식별 정보의 표시가 가능하게 합니다.

부수-획수에 의한 한자 변환 입력
부수와 한자의 획수에 기초하여 한자를 입력합니다.

A 구역: 부수의 획수를 선택하는 구역
B 구역: A 구역에서 선택한 부수의 획수를 제외한 나머지 획수를 선택하기 위한 구역
C 구역: A 구역에서 선택한 획수를 가진 부수들이 표시되는 구역
C 구역에서 빨간색의 부수한자는 자기 앞에 놓인 부수한자의 이체자를 나타냅니다.
D 구역: A 구역에서 선택된 부수획수와 B 구역에서 선택된 획수를 더한 획수를 가진 한자들
가운데서 C 구역에서 선택된 부수만을 가진 한자들을 표시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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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구역에서 파란색 의 한자는 유니코드 전영역에서 확장 구역인 0x3400 ~ 0x4DFF 구역의
한자를 나타내며 검은색의 한자는 유니코드 전영역에서 통합한자 구역인 0x4E00 ~
0x9FFF 구역의 한자를 나타냅니다.
E 구역: D 구역에서 마우스로 선택한 한자를 확대하여 표시하는 구역
F 구역: 선택한 한자에 대한 유니코드 16 진수값, 유니코드 16 진수 0x00 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일련번호, 선택된 한자의 부수, 선택된 한자의 부수를 제외한 나머지 획수,
한국어 한자의 독음과 중국어 한자의 병음, 일본어 한자의 음독과 훈독을 표시하는 구역
G 구역: D 구역에서 선택된 한자의 이체자들을 표시하는 구역
이 구역에 표시되는 이체자들은 유형에 따라 색상으로 표시되게 되며 유형에 따르는 색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체 : 검은색
번체 : 붉은색
이체자 : 파란색
통용자 : 하늘색
부분 통용자 : 분홍색

독음·기호에 의한 한자 변환 입력

다음과 같은 방식의 한자 변환 입력을 진행합니다.
［한국 독음］: 한국어의 한 글자 변환과 단어변환을 진행합니다.
［중국 병음］: 중국어 병음 입력으로 진행합니다.
중국어 병음 또는 병음과 성조를 함께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본 음독］: 일본어 음독을 로마자 입력으로 진행합니다.
［일본 훈독］: 일본어 훈독을 로마자 입력으로 진행합니다.
［사각호마］: 사각호마 입력으로 진행합니다. 사각번호는 5 자리 십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 입력 도구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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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획수번호］: 유니코드 부수-획수 번호(Unicode Radical Stroke Number)에 의한
한자 변환은 5 자리 십진수로 표현된 부수-획수 번호 입력으로 진행합니다. 앞의 3 자리는
부수 번호이고 뒤의 2 자리는 부수를 제외한 나머지 획수입니다.
［유니코드(H)］: 유니코드 16 진수 입력으로 진행합니다. 16 진수 입력에서 0x 를
입력하지 않고 16 진수 값만을 입력합니다.
［일련번호(D)］:유니코드 일련 번호(Unicode Sequence Number)에 의한 한자 변환은
유니코드 일련번호 입력으로 진행합니다. 일련번호는 유니코드 16 진수 0x00 을 0 으로 한
번호입니다.

사용자 정의 영역 문자 선택
유니코드 영역에서의 사용자 영역 0xE000 ~ 0xF8FF 에 속하는 문자를 입력합니다.

여기에는 소구역 선택 영역과 문자 선택 영역이 있습니다. 소구역 선택 영역에서는 사용자
영역 코드에서 상위값을 선택합니다.
문자 선택 영역에서는 소구역 선택 영역에서 선택한 상위값에 따르는 소구역에 해당한
문자들을 표시합니다.
폰트 선택 부분에서는 문자선 택영역에 표시될 문자의 폰트를 선택합니다.
문자 속성 표시 부분에서는 선택한 문자의 속성 정보를 표시합니다.
문자 속성 정보에는 문자 이름, 출전, 등록 기관, 등록 일자, 설명이 있습니다.
문자의 속성 정보는 어떤 폰트 파일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니코드 전영역 문자 선택
유니코드 전영역(0x0000 ~ 0xFFFF )에 해당한 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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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대영역 선택 부분과 소구역 선택 부분, 문자 선택 부분, 폰트 선택 부분, 소구역
명칭 표시부분이 있습니다. 문자 선택 부분에서 문자를 선택하고 마우스를 두 번 누르면
문자가 확정됩니다.
대영역 선택 부분에서는 유니코드 전영역을 다음과 같은 7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선택합니다.
[다국 문자 및 기호]구역:

( 0x0000 ~ 0x33FF )

[확장 한자]구역:

( 0x3400 ~ 0x4DFF )

[통합 한자]구역:

( 0x4E00 ~ 0x9FFF )

[한글]구역:

( 0xAC00 ~ 0xD7FF )

[대체 영역]구역:

( 0xD800 ~ 0xDFFF )

[사용자정의]구역:

( 0xE000 ~ 0xF8FF )

[기타]구역:

( 0xF900 ~ 0xFFFF )

소구역 선택 부분은 대영역 선택 부분에서 선택한 대영역에 해당한 상위값들을 표시합니다.
문자 선택 부분에서는 소구역 선택 부분에서 선택한 소구역의 해당한 문자들을 표시합니다.
문자 선택 부분은 폰트 선택부분에서 선택한 폰트로 표시됩니다.
소구역의 명칭 표시 부분은 소구역 선택 부분에서 선택한 소구역의 명칭을 표시합니다.

문장 부호 및 심볼 문자 선택
유니코드에 정의되어 있는 문장 부호 및 심볼 문자 등을 해당 언어의 코드 배열 순서에
준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조 입력 도구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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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대영역 선택 부분과 소구역 선택 부분, 문자 선택 부분, 폰트 선택 부분, 소구역
명칭 표시 부분이 있습니다.
문자 선택 부분에서 문자를 선택하고 마우스를 두 번 누르면 문자가 확정됩니다.

화면 자판
현재 선택된 IME 에 해당한 화면 자판을 표시합니다.
입력 방법이 여러개인 IME 에서는 환경 설정에서 현재 선택된 입력 방법의 자판이
표시됩니다.
한국어 표준식(남) 자판

보조 입력 도구의 기능
중국어 부수 입력법 자판

일본어 카나 입력법 자판

러시아어 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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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자판에 의한 문자 입력도 가능합니다. 자판의 키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해당 자소가 입력됩니다. Shift 키를 써야 할 문자에 대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십시오.

환경 설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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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정에 대하여
환경 설정은 조작판의 환경 설정

단추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한자 사전 관리
［한자 사전 관리］항목을 선택하면 서버로부터 제공자측이 갱신한 한자 사전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대화창이 표시됩니다.

［서버:］난에 갱신된 한자 사전을 공급하는 제공자측의 URL 주소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단추를 누르면 해당 URL 주소로부터 ¨기본 한자 사전〃을, 암호란에
단추를 누르면 한자 고속 입력을

제공자측으로부터 받은 암호를 입력하고
위한 ¨보조 한자 사전〃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추를 누르면 ¨Private Use Area 폰트와 속성

※ 서버측과 사용자의 한자 사전의 버전이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되지 않습니다.
※ 한자 고속 입력을 위한 ¨보조 한자 사전〃은 이 기능에 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분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Unicode Korean IME 의 환경 설정
환경 설정 대화창에서 ［한국어］항목을 선택하여 필요한 항목을 설정합니다．

환경 설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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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방법]에서는 표준(남) 방식과 표준(북) 방식을또한 옛글 입력을 위한 옵션도 있습니다.
[삭제 단위]에서는 미완성 글자를 지우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Backspace] 키를 누를 때
자소 단위 삭제에서는 받침, 모음, 자음순서로 지워지며 문자 단위 삭제에서는 한꺼번에
지워집니다.
[한자 폰트]에서는 한자 후보창에 표시되는 한자의 폰트를 설정합니다.

Unicode Chinese IME 의 환경 설정
환경 설정 대화창에서 ［중국어］를 선택하고 필요한 항목을 설정합니다．
중국어 입력 환경 설정에는 입력 방법과 모호음 설정, 커서에 따르는 입력창 위치 조정,
학습사전 삭제, 중국어 폰트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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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방법］에서는 병음식(간체, 번체) 또는 부수식(간체) 방법 선택합니다.
［모호음 설정］에서는 중국이 입력시 발음이 비슷한 자음(C CH, S SH, Z ZH, F H, L
N)을 함께 호출할지의 여부를 설정합니다.
［커서 위치에 입력창 표시］항목을 선택하면 커서위치에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이 항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고정된 위치에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학습 사전 삭제］단추를 누르면 병음(간체, 번체) 입력 방법에서 이용하는 학습 사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간체 폰트］에서는 중국어 간체 입력시 입력창에 표시될 문자의 폰트를 지정합니다.
［번체 폰트］에서는 중국어 번체 입력시 입력창에 표시될 폰트를 지정합니다.

Unicode Japanese IME 의 환경 설정
환경 설정 대화창에서 ［일본어］를 선택하고 입력에 필요한 항목들을 설정합니다.
일본어 입력 환경 설정에는 입력 방법, 입력 방식, 구두점, 괄호와 사선 기호 설정, 일본어
폰트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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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방법］에서는 로마자와 카나 입력 방법을 선택합니다.
［입력 방식］에서는 ［이전 상태］, ［히라가나］, ［전각 카타카나］, ［전각 아스키］,
［반각 카타카나］, ［반각 아스키］입력 방식을 설정하며 여기에서 설정된 방식이 Unicode
Japanese IME 가 기동할 때 설정될 입력 방식으로 됩니다.
입력 방식을 ［이전 상태］로 설정하면 사용자가 조작판의 입력 방식 선택 단추(

,

)로 선택한 입력 방식이 계속 유지됩니다.
［구두점］항목에서는 반점(,)과 점(.)을 누를 때 입력되는 문자를 설정합니다.
［괄호와 사선］항목에서는 괄호([,]), 사선(/)을 누를 때 입력되는 문자를 설정합니다.
［일본어 폰트］선택 항목에서는 후보창에 표시될 일본어에 대한 폰트를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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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키 일람
조작판에서의 단축 키
Shift + Space
오른쪽

Alt

반각/전각 기호 입력의 전환.
Unicode CJK IME 에서 입력 방식 전환

Shift + 왼쪽 Alt

모든 IME 들 사이의 전환

왼쪽 Alt 건 + `

영어 직접 입력 방식으로 전환
(일본어 IME 에서만 유효)

왼쪽 Ctrl 건+Space

일반 입력/한자 고속 입력의 전환

한국어 입력 단축 키
왼쪽 Ctrl + [

기호 《 입력

왼쪽 Ctrl + ]

기호 》 입력

한국어 한자 변환 단축 키
오른쪽 Ctrl

한글 문자를 한자로 변환

Space 혹은 ↑,↓

한자 후보를 표시

Home

한자 후보열에서 제일 첫번째 후보를 선택

End

한자 후보열에서 제일 마지막 후보를 선택

간편 입력 단축 키
Enter, Space

입력된 코드에 대한 한자 변환

↑,↓

한자 후보열의 행 스크롤

PageUp,PageDown

한자 후보열의 페이지 스크롤

Home

한자 후보열에서 제일 첫 번째 후보를 선택

End

한자 후보열에서 제일 마지막 후보를 선택

Enter

현재 선택된 후보 확정

Space

첫번째 후보 확정.

0~9

숫자에 해당한 후보 확정

Esc

한자 후보창의 취소

단축 키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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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입력 단축 키
Enter

첫번째 후보를 선택

Esc

후보 창을 없애기

숫자 키

후보를 선택

Space

첫번째 후보를 선택

Ctrl + 숫자 키

학습된 후보를 삭제

Shift + 숫자(1~5)

성조를 입력

Home

후보의 첫 페이지로 이동

End

후보의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 PageUp, 후보의 페이지를 전환
PageDown
Backspace

입력창에서 입력된 영문자를 지우기
병음식 입력에서 자음과 모음을 가르려고 할 때

일본어 입력 단축 키
Enter

입력 문자열을 확정

Esc

카나-한자 변환 상태이면 입력상태로
한자 후보창에서는 한자 후보 선택의 취소
입력 상태에서는 입력된 문자열을 없애기

Space

카나-한자변환,
다시 한번 더 누르면 현재 문절의 후보들이 표시

Shift + 로마자

히라가나 입력 상태에서 전각 카타카나 입력

Backspace

일본어 입력시: 앞의 문자를 지우기
카나-한자 변환시 : 카나-한자 변환 상태에서 입력 상태로 귀환
후보 한자 표시시 : 후보창을 없애기

F6

현재 문절의 내용을 히라가나로 변환

F7

현재 문절의 내용을 카타카나로 변환

F8

현재 문절의 내용을 반각카타카나로 변환

Delete

일본어입력시: 뒤문자를 지우기

Home

일본어 입력시: 입력 위치점이 제일 앞으로 이동
카나-한자 변환시: 첫번째 문절을 선택
후보 문자열 표시시: 제일 첫 후보를 선택

End

일본어 입력시 : 입력 위치점을 제일 뒤로 이동
카나-한자 변환시 : 마지막 문절을 선택

단축 키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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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문자열 표시시 : 제일 마지막 후보를 선택

→, ←

일본어 입력시: 입력 위치점이 앞,뒤로 이동
카나-한자 변환시 : 앞,뒤 문절을 선택
후보 문자열 표시시 : 후보창이 없어지고 다음 문절을 선택

Shift + →, ←

카나-한자변환시 : 문절 가르기를 진행

Ctrl + →, ←

[Home], [End] 키 기능과 같다.

↑,↓

일본어 입력시: ［Home］,[End] 키 기능과 같다.
카나-한자 변환시 : 한자 후보들이 표시

부

록

부록
뿌리법 뿌리 한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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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춘법 파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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