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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용어>

설치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NiHan benedea’를
검색해서 ‘NiHan’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 [설정] > [일반] > [언어 및 입력 방식] > [기본
키보드] > 키보드를 [JapaneseHan]으로 설정
하세요.

화면 구성

1. 단문자 (Single Character)
- 각 키 위쪽에 한 선으로 이뤄진 모양
- 키를 가볍게 클릭해 입력합니다.
2. 복문자 (Multiple Character)
- 각 키의 위쪽과 아래쪽에 두 획 이상으로
이뤄진 모양
- 키를 2초이상 누르거나, SHIFT키를 클릭해
위 아래 모양의 위치를 바꾼 후 입력합니다.
3. 로마자 입력 (Romaji Input)
-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를 로마자
발음 표기를 통해 입력합니다.

입력창
입력진행창
자동완성창
糸

키보드

<중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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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FT 키를 누르면 각 키의 위쪽 모양과 아래쪽 모양의

言

辶

貝

위치가 바뀝니다.

입력 방식 변경
✓ NiHan에서 한자의 '처음입력문자'
1) 각 한자를 입력할 때 쓰이는 첫번째 단문자 또는

입력진행창
현재 입력되고 있는 글자를 클릭해 각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완성창
|

▲▼

‘글자 구분선’은 SPACE키를 클릭하면
생기며, 입력되고 있는 한자들을 나누어
줍니다.
자동완성창을 열었다 닫을 수 있습니다.
열린 창은 위 아래로 스크롤 가능합니다.

2) 각 한자에 포함된 복문자를 말합니다.
✓ 한자의 첫번째 단문자는 각 한자의 가장 윗부분 또는
가장 왼쪽 윗부분에 있는 단문자 입니다.
✓ 한자를 입력할 때, '처음입력문자'를 먼저 입력한 이후에
나머지 모양을 원하는 순서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단어 혹은 한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입력할 수 있습
니다. 창의적으로 입력해 보세요.
✓ 복문자를 입력하면 자동완성창에 그 모양과 동일한 의미

키보드
#+=

⇧

SPACE

다양한 기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자판이
바뀝니다.
‘SHIFT’ 키는 각 키의 위에 있는 모양과
중간, 그리고 아래에 있는 모양의 위치를
돌아가며 바꿔줍니다.
매뉴얼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NiHan 또는 영어 입력으로
전환합니다.
현재 입력 중인 한자를 다음에 입력할
한자와 구분 지을 때 사용합니다.

의 모양을 포함한 부수가 나타납니다.
✓ 함께 입력 가능한 부수:

人 亻

心 忄

氵水

礻示

糸 糹

辶 辶

✓ 자주 쓰는 단어는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앞쪽에 추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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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방법>
A. 한 글자 입력
1) 처음입력문자를 입력하면, 자동완성창 위에 입력진행창이 나타납니다.
2) 이후 원하는 단문자나 복문자를 더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이 때 자동완성창에 원하는 한자가 나타나면 클릭합니다
4) 원하는 한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단문자/복문자를 더 입력하거나 ▲ 버튼을 눌러 한자를 더 확인합니다.

예시: 私
1.

완성

방법
- 私의 처음입력문자 중 하나인 ⼃을 입력하고, 나머
지 복문자인 木나 ⼛를 길게 클릭해 입력합니다.
추천 한자를 줄이려면 복문자를 둘 다 입력합니다.
- 자동완성창에 원하는 한자인 私가 나왔다면 클릭해
입력을 완료합니다.
* 위의 패턴 세 개 (⼃, 木, ⼛)는 모두 처음입력문자
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맨 먼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한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면 ▲을 눌러
확인해 봅니다.

B. 단어 입력 (한자로만 구성된 단어)
1) 처음입력문자를 입력합니다. 이후 생각나는 단문자나 복문자를 한 개 더 입력합니다.
2) 다음 한자의 모양을 입력하기 위해 SPACE 키를 클릭합니다 (이 때 글자 구분선이 나타납니다).
3) 다음 한자 입력으로 넘어가지면 1)을 반복합니다.
(이미 원하는 단어가 자동완성창에 나타났다면, 바로 4)로 넘어갑니다.)
4) 원하는 한자나 단어가 자동완성창에 나타나면 클릭합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면, 입력진행창에서 원하는 위치를 클릭해 모양을 더 입력하거나
▲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단어를 확인합니다.)

예시: 東京
C. Typing a word (with Hiragana/Katakana + Kanji characters)
1.

2.

3.

1) Type Hiragana or Katakana parts with romaji input, using pronunciations.

완성

2) Type the rest of the word by using the autocomplete function.
If it does not appear, click ▲ to check more suggestion of words.
If you wish to type the Kanji characters, type with the ways written above: A or B.

방법
1. 처음입력문자인 一와, 口를 2초 이상 눌러 입력합니다.
2. SPACE 키를 눌러 다음 한자 입력으로 넘어갑니다.
3. 처음입력문자인 ⼂를 입력하고, 단문자 一를 입력합니다. 원하는 단어인 東京가 자동완성창에 나타나면
클릭해 입력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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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단어 입력 (히라가나/가타카나 + 한자로 구성된 단어)
1) SHIFT 키 (⇧)를 클릭해 로마자 입력기로 변환합니다.
2) 로마자 입력기로 히라가나 또는 가타카나를 발음을 통해 입력합니다.
3) 나머지 단어를 자동완성 기능으로 완성합니다.
만약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을 클릭해 더 많은 추천 단어를 확인합니다.
3) 한자를 직접 더 입력하고 싶다면, 위의 방법 A와 B를 통해 입력합니다.
예시: この店
1.

2.

완성

방법
1. 로마자 입력기를 통해 히라가나 부분을 입력합니다. 자동완성창에 ‘この’가 나타나면 클릭합니다.
그 다음 SHIFT 키(⇧)를 클릭해 NiHan 입력기로 돌아갑니다.
2. 한자 ‘店’의 처음입력문자인⼂ 그리고/또는 口를 클릭합니다. 더 많은 단문자인 ⺁나 ▲를 눌러 더 많은 추
천을 확인합니다. 원하는 한자가 나타나면 클릭해 입력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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