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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이 격하게 발달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 화 되었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과 

휴 성은 화의 시발 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에 사용자들이 가장 기

으로 사용하는 문자 입력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기 한 방법들에 한 많은 연구  

응용 로그램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키패드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가 습득하기 한 지연시간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오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

마트 UI/UX를 통해 최소 한 번의 름으로 문자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SUI-K를 제안한다. 

1. 서론1)

  최근 UI/UX의 한 부분인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은 편

리한 휴 성과 다양한 기능의 결과로 부분의 많은 사용

자가 필수 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보다 편리함과 새로

운 기능을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2,3]. 

스마트폰의 이용자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으며, 비례 으

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어 리 이션들이 개발되고 

있다[1,2,3,4,5,6,7]. 사용자는 어 리 이션의 개발 능력이 

있으면 자신만의 고유 어 리 이션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앱 마켓을 통해 타인들과 공유할 수 

있다.

  이 듯 증하는 사용자와 다양하고 많은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가장 원시 인 부분에 해서는 미흡한 

진 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문자 입력부분이다. 

재 부분의 스마트폰 내의 문자입력 방식은 기존의 버

튼식 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UI 측면에 

한 장 을 살린 SoftKeyboard를 통해 ‘모아키’[8], 네오

스타일[9], 딩굴[10] 등 다양한 문자 입력 어 리 이션들

이 등장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문자 입력을 

한 자소 배치의 인지가 용이 하지 않아 입력에 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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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존재한다. 사용하는 연령층 에 은 층은 기에 

문자 입력을 한 습득 과정이 빠른 반면에, 어르신 층에

서는 다소 느릴 뿐만 아니라 많은 불편함을 내재하고 있

다[11].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기존의 문자 입력 방법을 

토 로 응 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한 번의 름으로 문

장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효율 으로 문자 입력이 

가능한 SUI-K(Smart User-Interface Keyboard)를 제안한

다. 

2. 기존 문자 입력 방법

  지 까지 효율 인 문자 입력을 해 많은 응용 로그

램들이 개발되었다. 여기서는 모아키, 네오스타일, 딩굴의 

문자 입력 방법에 해 다루도록 한다. 

  모아키는 한 번의 름으로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문자

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한 문자씩 입력이 가능하고 문장

을 입력하기 해서는 여러 번 떼어야 하는 불편함이 존

재하며 삼성단말기에서만 작동한다. 

  네오스타일은 버튼식과 약간의 드래그가 방식이 겸하

지만, 문장을 입력하기 해서는 여러 번 떼어야 한다. 

  딩굴은 슬라이드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각 자음과 모음

에 해 한 번의 름으로 모두 입력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능의 복잡성으로 기에 습득시간이 늦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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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에서는 다소 사용하기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3. SUI-K의 설계

  SUI-Keyboard는 Android Platform에서 제공해주는 

InputMethodService 라는 입력 클래스를 사용하여 구성하

으며, (그림 1)은 SUI_Keyboard Cycle에 한 체 구

성도이다.

(그림 1) SUI-Keyboard Architecture

(그림 1)의 좌측 박스는 기본 으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

해주는 InputMethodService의 Life-cycle을 나타낸다.  

SUI-Keyboard는 InputMethodService의 클래스를 활용하

여 우측 박스와 같이 설계하 다. onInitializeInterface()는 

InputView에서 사용할 Keboard를 셋 하는 곳으로 본 논

문에서 설계한 SUI_Keyboard와 사용자에게 기본 인 입

력 방법들로 쿼티 방식인 QwertyKey-board, 심볼들을 나

타내는 SymbolsKeyboard와 SymbolsShiftedKeyboard, 번

호를 나타내는 NumberKeyboard, 마지막으로 특수문자를 

나타내는 SpecialKeyboard를 로드한다. 

  onCreateInputView()에서는 입력시 기본키보드를 SUI-

Keyboard를 기본으로 설정한다. onStartInputView()는 

Android의 EditBox나 입력 가능한 곳에서 호출되는 것으

로 한 을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입력

을 마치기 까지 FinishInput()에서 StartInputView()로 

순환하게 되며, 입력을 종료하게 되면 onDestroy()가 자동 

호출되어 입력을 마치게 된다. 

4. SUI-K 구

SUI-Keyboard은 기에 자음 입력에 한 기로 (그림 

2)와 같이 활성화 된다. 터치스크린의 슬라이드 방식을 활

용한 것으로 실제 자를 쓰듯이 자음과 모음의 입력하는 

방향으로 슬라이드를 하면서 입력한다. 문자의 입력방향에 

따라서 ‘∕’, ‘|’, ‘ㅡ’를 제공한다. 자/모는 자음 입력이 활성

화된 경우에 모음의 입력을 원할 경우에 슬라이드하거나 

모음의 입력이 활성화 되었을 때 자음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에 슬라이드를 한다. Other는 특수문자나 기본 인 

문자 입력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Next는 하나

의 문자를 완성한 후에 다음의 문자를 입력할 때 사용한

다. 문자 ‘o’은 쉽게 입력하기 하여 쪽에 배치되어 있

다.

(그림 2) SUI-Keyboard

  ‘ㄱ’을 입력하기 해서는 먼 , (그림 3)처럼 른 상태

에서 오른쪽의 ‘ㅡ’버튼까지 슬라이드를 한다. 이 게 되면 

다시 ‘ㅡ’의 자리가 심자리로 활성화 되고 이후 아래의 

‘|’까지 슬라이드를 하면 입력된다.

(그림 3) SUI-Keyboard를 통한 ‘ㄱ’ 입력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를 입력한 후에 다음의 문자를 

입력하기 해서는 (그림 4)에서 보이는 것처럼 Next 버

튼으로 슬라이드를 하면 새롭게 활성화 된다. 이후 문자를 

작성하게 되면 두 번째 문자가 작성되고 계속  반복이 

가능하다.

(그림 4) 다음 문자의 입력을 한 Next 기능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UI/UX의 한 부분인 스마트폰의 터치스

크린을 통하여 한 번의 름으로 문자  문장을 완성시

킬 수 있는 SUI-K를 제안하 다. SUI-K는 입력을 한 

행 가 단지 문자 선택을 한 이동으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 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로 인하여 

은 층은 물론이거니와 고령층 사용자에게 부담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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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다

양한 언어의 문자에 한 입력 기능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 사용자가 원하는 문자를 장하여 필요시에 반 구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한다. 한, 슬라이

드하는 입력 패턴을 최소화하여 보다 빠르게 입력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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