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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동통신용 전화기의 숫자 자판에서 다수의 한  자소가 한 개의 키에 할당되기 때문에 한  입력에 

많은 번거로움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모든 단자음과 단모음

이 키에 모두 표시되도록 설계한 분산형 한  자판 배열과 자를 구성하는 자소를 필기순서에 따라 

해당키를 한번씩만 눌러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한  입력 방식을 제안한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제안된 방법이 기존의 방식들에 비해서 키누름 동작에 따르는 입력 효율이 높

은 것을 확인했다.     

1. 서론

   지난 10여 년 동안에 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동 전화 사용자가 3,3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4 정도가 한대 이상의 전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 이에 따르는 단말기의 발달과 부가적인 기능에 

의해서 과거 전화기의 기능과 사용 용도가 기존의 

음성의 전달이라는 개념에서, 개인 정보 기기의 개

념으로 확장 되었다. 특히 인터넷과의 결합으로 단

말기를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얻고, 증권, 금융 거

래, 전자 쇼핑,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컨텐츠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차세대 이동 통신에는 

단말기의 사용 용도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처럼 이동 전화의 패러다임이 변해간다는 것은 

음성의 전달과 더불어 문자(Text)의 전달이 중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이동 전화 단말기들은 문

자 입력을 이용한 SMS(Short Message Service) 및 

장문 메시지,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e-mail) 서비스, 

채팅 등 여러 가지 부가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러나 각종 컨텐츠 이용에 따르는 정보의 입력이나 

개인용 단말기로서의 다양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한  문자의 입력 방식은 한  조합 규칙에 따르기 

위해 자음과 모음을 분리 배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

다. 이로 인해 한 개의 키에 과도하게 많은 자소가 

배치되어 있고 이 때문에 자판에 보이지 않고 숨겨

진 자소들이 많아서 사용자가 원하는 자소를 입력하

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자 입력에 따르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분산형 한  자판 배열과 사

용자 중심의 대화형 한  문자 입력 방식을 제안한

다. 이 방법에서는 한 개의 키에 할당되는 자소의 

수를 줄이기 위해 모든 단자음과 단모음이 키에 나

타나 보이도록 분산시켜 배치하 다. 또한 입력하고

자 하는 자의 자소를 필기순서에 따라 해당키를 

한번 씩만 눌러서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단말

기 액정에서 나타난 자를 선택하도록 하여 사용자

가 문자 입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

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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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배경

   한 은 한 자가 자음+모음+(자음)으로 이루어

져 한 음절을 형성함으로써 이동 전화의 숫자 키를 

이용하여 알파벳을 나열하는 어 입력과는 달리 

자 조합과 배치의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즉 문의 

경우에는 알파벳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으나 이를 선

택하는 방식에 의해 구분되고 한 의 경우에는 자, 

모음의 배열, 위치, 조합 방식에 따라 여러 입력 방

식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다양한 입력 방식 때문에 단말기 제조업

체마다 다른 한  입력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입력 방식이 많이 사용되는

가 하는 것은 각 회사의 시장 점유율에 의해 결정된

다고 볼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단말기 

보급 현황은 삼성의 애니콜(Anycall)과 LG의 사이

언(Cyon)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두 가지 단말

기 제조업체에서는 천지인 입력 방식과 한  사랑 

2000 입력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천지인 방식은 모음을 1∼3번 키에 조합하고, 연

관된 자음을 4∼0번 키에 각각 배치하 다. 모음의 

경우 3개의 키[( l ), (•), (ㅡ)]를 사용하여 필기 순

으로 모음 21자를 모두 표현하기 때문에 타건수가 

많고, 자음의 경우는 배치 있어서 일정한 규칙이 없

고 초성이 앞 자의 종성과 같을 경우 기다리거나 

(#)키를 눌러 자리 이동을 하여야 한다. “ㅞ”를 입력

할 경우 5번의 타건수가 나오며, “각가”의 입력 시 

2∼3초를 기다리거나 Timeout Kill을 하게 하는 특

정키를 눌러 커서를 이동시켜야 한다.   

  한  사랑은  자음을 6개의 키에, 모음을 4개의 

키에 배치하고 반복 누름과 덧쓰기(*)키와 나란히(#)

키를 이용하여 단어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이는 숨

겨진 자소가 많으며 키를 누르기 위해 손가락을 이

동해야하는 거리가 길고, 자판을 익히는 편리함과 

한 조합 규칙성 면에서 취약하고 자판의 배치에 통

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ㅉ”을 입력할 경우, [

(ㅅ)+(*)+(#)]와 같이 다른 키를 3번 눌러야 하기 때

문에 처음 접하는 사용자가 이러한 방식에 익숙해지

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2003년 국내 핸드폰 한  입력 방식 표준화를 위

해 새롭게 선보인 한  통일 방식은 자, 모음이 0∼

9까지의 키에 고루 퍼져있다. 그러나 받침이 없는 

경우 한  조합 규칙을 위해 받침 대신 (#)키를 눌

러야 하고, 자판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복자음과 복

모음의 선택을 위해 (*)키(후순위)를 눌러야 하는 번

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숙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자판에 없는 자소를 기억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고안된 

한 88 방식은 자음을 6개의 키에, 모음을 3개의 키

에 배치하여 효율성을 높 다. 그러나 자음이 키에 

중복 배치되어 있어 타건수가 많으며 여전히 숨겨진 

모음이 많아 숙지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ㅕ”를 입력할 경우 (ㅓ)키를 길게 누른 후 다시 

(ㅓ)키를 짧게 눌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한  입력 방식은 사용자의 편

리성을 위해서 라기 보다는 한  조합 규칙을 보다 

쉽게 구현하기 위한 방법들로 단말기가 담당해야하

는 소프트웨어나 처리의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

다. 반면 단말기에 정해진 한  조합규칙을 사용자

가 꼭 기억해야하는 방식들로서 키패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자, 모음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숙

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문자 입력을 통한 단말

기 사용에 큰 불편함이 따른다.

3. 제안한 문자 입력 방식

  한  입력 방식이 한  조합의 간소화를 위한 

단말기 중심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간편하게 자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용자 중심의 방법이 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점적으로 설계되어야한다.

① 단순한 자판 문자 배열

② 사용자가 자판배열을 익히는데 필요한 시간

③ 해당 자의 자소의 선택과 자 조합 규칙을  

    을 위한 부가 입력 타수

④ 입력에 따르는 손가락 이동 거리

⑤ 오타 발생률이 적은 입력 방식

  (그림 1)은 제안된 분산형 한  자소배치에 의한 

키패드배열을 표시하고 있다. 이 키패드 배열은 기

존의 통일성 없는 배열이나 적은 수의 자, 모음만 

배열되어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키패드와 달리 한

의 기본 초성 중 복자음을 제외한 14개의 자음과 

기본 모음 10개가 0∼9까지의 키에 통일성 있게 배

치하 다. 한  자소에서 빠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입력 규칙이 간단하고 직관적이므로 처음 접하는 사

용자도 쉽게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복자

음이나 복모음을 입력할 때 필기 순서대로 키를 눌

러 문자를 표시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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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가 있다. 

   이러한 분산형 자소 배치에서는 자음과 모음이 

동일키에 배열되었기 때문에 키를 조합했을 경우 여

러 가지 경우의 문자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하나

의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키 조합에 두 개 이상의 

문자가 나올 경우를 말한다. 

(그림 1) 분산형 한  자소 배치

  (그림 2)는 KSX 1001에 정의된 한  2350자를 

(그림 1)에 나와 있는 자소배치로 한 자 씩 입력

했을 때 키의 조합에 대한 경우의 수와 각 키 조합

에 의해 생기는 한 의 자 수에 대한 비율을 나타

낸 것이다. 2350개의 자 중 73.9%에 해당하는 

1339개의 자는 유일한 키 조합에 의해 입력됨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의 문자는 한 개의 고유 키 

조합에 의해서 입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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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합 가능한 키의 분포

   (그림 2)에서 경우의 수가 2∼5일 때와 같이 한 

개의 키 조합에 복수의 문자가 나올 때 그 중 하나

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대화형 한  입력 

방식을 고안하 다. 대화형 입력 방식은 사용자가 

누른 키에 따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단

말기 화면에 나오고, 선택하고자 하는 문자를 (*)키

로 움직이고 (#)키로 선택하여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기존의 한  입력 방식은 단말기에서 정해준 한

 입력 방식에 따라 문자를 써야 하기 때문에 키패

드에 나오지 않는 자, 모음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숙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특히 복모음

의 경우와 입력하기 어려운 문자의 경우 사용자가 

틀리게 입력하기 쉽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

가 많았다. 그러나 대화형 한  입력 방법은 대화 

입력 방식이기 때문에 복잡한 문자를 쓰는데 편리하

여 키패드 조작에 미숙한 중, 장년층도 쉽게 익힐 

수 있다. 게다가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사용 빈도(frequency)에 따라 확률 상 가장 많이 나

오는 문자를 경우의 수 중 가장 앞에 놓아 조작 시

간을 단축하 다. 대화형 한  입력 방식은 눈에 보

이는 데로 문자를 입력하고 단말기 액정에서 선택하

는 대화형 입력 방식이다. 

  예를 들어,

① 1을 1번 눌 을 경우: [ㄱ, ㅋ, ㅏ] 라는 3가지   

    경우가 나타남. 

② 1을 2번 눌 을 경우: [가, 카, ㄲ] 라는 3가지   

    경우가 나타남.

③ 1을 3번 눌 을 경우: [까, 각, 칵] 라는 3가지   

    경우가 나타남.

④ 1을 4번 눌 을 경우: [깍] 라는 1가지 경우가  

    나타남.

   이와 같이 3가지의 경우가 나타날 때 가장 앞에 

배열된 「ㄱ」,「가」,「까」는 각 시퀀스에서 일반

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경우의 문자이다. 만약 

「ㅋ」문자를 사용할 경우 (*)키로 움직이고 (#)키로 

선택한다. 이와 같이 문자를 표현하고 선택하기 때

문에 대화형 한  입력 방식은 간단하고 입력하기 

어려운 문자도 처음 접하는 사용자가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해준다.

4. 실 험 

  본 장에서는 기존의 한  입력 방식과 새로운 

입력 방식,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대화형 한

입력 방식에 대해 비교 분석하 다.

  첫 번째 실험 <표 1>은 문자 입력 시 많이 사용

되는 [안녕하세요]란 단어를 각 단말기의 화면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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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방식
키 조합 배열 총 

타건수 안  녕  하  세  요

천지인 0125→   52210 8812 8211 0223 22

한 사랑 832    233# 8*3 7339 86# 17

한 통일 812    248 01# 73* 86 14

한  88 915→  5119→ 991 8112 93 18

대화형 812    248 01 730# 86 14

천지인
한  

사랑

한  

통일

한

88
대화형

입력 

타수
3.87 3.40 3.11 3.99 3.09

천지인
한  

사랑

한  

통일

한

88
대화형

입력 

타수
5.54 4.98 4.19 5.42 4.05

현하는데 필요한 입력 타수를 비교한 것이다. 대화

형 한  입력 방식은 다른 방식과는 달리 숨겨진 

자, 모음이 없고 조합만 하면 되기 때문에 타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 한 통일과 대

화형이 같은 타건수를 보이나 숨겨진 자모(ㅋ,ㅌ,ㅊ,

ㅍ 등)를 표현할 경우 대화형보다 많은 타건수를 보

인다. 

<표 1> [안녕하세요] 타건수 비교

(→: Timeout Kill을 나타냄)

  

  두 번째 실험은 KSX 1001에 의거한 한  2350

자를 바탕으로 한 자 당 평균 타건수를 비교 분석

한 것이다. <표2>는 데이터에 나온 자의 발생 빈

도를 고려한 경우를 나타낸다.

<표 2> 문자의 발생 빈도 고려

  

  <표 3>은 발생 빈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각 

입력 방식에 따라 타건수를 비교 분석한 것으로 대

화형의 효율성을 보여준다. 

<표 3> 문자의 발생 빈도 고려하지 않음

  위 실험을 통해서 대화형 한  입력 방식은 사

용 빈도에 따라 문자 배치를 하 기 때문에 문자 입

력 타수가 적어짐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 수행된 실험 결과와 같이 기존의 한

 입력 방식보다 더 빠른 입력 타수를 볼 수 있다. 

실험에서 쓰인 한국 현대 소설은 의 특성상 복잡

한 단어가 없고 표준어이기 때문에 문자의 발생 빈

도가 높다. 하지만 SMS(Short Message Service)나 

장문 메시지와 같이 이동 통신 단말기에 쓰는 문자

들은 일상에서 쓰이는 문자보다 생소하고 입력하기 

어려운 문자들이 많다. 그런 경우 다른 한  입력 

방식보다 적은 타수로 문자의 입력이 가능하다.

  대화형 입력 방식은 지금까지의 한  입력 방식

과는 다른 대화형 방식으로 사용자가 처음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필기 순서대로 키를 누름으로써 조

작을 쉽게 하 다. 특히 복자음과 복모음의 입력이 

아주 간편하게 되었다. 

  제안한 한  입력 방식의 문제점은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 (*), (#)키를 많이 누르게 되기 때문에 문

맥과 사용자의 언어습관에 따라 필요한 경우의 수를 

줄이고, 경우의 수가 한가지일 경우 연속 쓰기가 가

능하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모음 배열도 사용자가 

많이 쓰는 모음을 키패드의 중앙에 놓이게 하고 그 

키를 중심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통해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쓰도록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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