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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에는 다수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탑재된다. 이 응용 프로그램들의 탑재, 삭제, 배치 등을 관리하는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을 런처라고 하며 다양한 런처들이 사용된다. 기존 런처들 중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자 활용 패턴

들을 분석하여 아이콘을 자동으로 배치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폰 화면에서 아이콘

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아이콘을 자동으로 배치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사례를 통하여 이 방식의 자동 배치가 사용자

에게 유용함을 보였다. 이 경우 높이가 m이고 너비가 n인 m × n 화면 레이아웃에서 n이 홀수이면 전체 화면이 n 값과 

관계없이 항상 균형을 이루도록 배치할 수 있음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였다. 

ABSTRACT

There are dozens of applications on the smartphone. The service application that manages the loading, deletion, and 
deployment of these applications is called a smartphone launcher, and various launchers are used. Some of the existing 
launchers provide a function to automatically place icons by analyzing user application usage patterns. In this paper, we 
present a method of automatically arranging icons so that the icons are balanced on the smartphone screen. The usefulness 
of our method is illustrated by some exaples. In this case, it is proved that in an m × n screen layout with a height of 
m and a width of n, if n is an odd number, the entire screen can always be arranged in a balanced manner regardless 
of the n value by mathematical indu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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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의 범위

가 넓어졌다. 전화와 문자뿐 아니라 이메일, 음악, 상품 

결제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1,2].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 들은 홈 및 메뉴 화면에서 아이

콘으로 표시되고 사용자들은 이 아이콘들을 화면에 적

절히 배치한다. 한 화면에 전체 응용 프로그램을 배치하

지 못하면 여러 화면에 나누어 배치한다[3].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이 증가함에 따라 응용 프로그

램의 아이콘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런처(launcher) 서비

스에 대한 수요가 크다. 런처는 스마트폰 화면의 배경 

설정과 아이콘의 배치, 디자인 등을 관리한다. 사용자는 

아이콘을 수동으로 배치하거나 런처가 자동으로 배치

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4].
런처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사용자화 런처 방식을 들 

수 있다. Tang은 응용 프로그램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아이콘을 자동으로 배치하는 iLauncher를 개발하였다

[5]. Chunhui는 여러 가지 아이콘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

로 다음으로 사용할 응용 프로그램을 예측하여 아이콘

을 자동 배치해 주는 사용자 친화형 런처, Nihao를 개발

하였다[6].
Böhmer는 아이콘 배치에 관한 연구로서 사용자들의 

아이콘 배치 방식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분석

하였다[7]. 김도훈은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의 최적 배치 

형태에 대해 연구하였다[8]. 양술화는 아이콘의 외곽 형

태와 아이콘 사이 배치 간격이 어린이와 성인의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9].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아이콘을 자동으

로 배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식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아이콘들이 대칭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배치되는 것을 선호하는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다.
이때 수평 배열의 아이콘 배치 가능 수가 짝수일 때는 

균형 배치가 안 될 수도 있다. 기존 연구[10-12]에서 

1×n(n은 홀수) 배치에서 객체의 수 i가 1≤i≤n일 때 언

제나 정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증명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이를 활용하여 화면에서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들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자동으로 배치해 주는 기법을 제시

한다.
우리는 아이콘 배치 화면의 가로줄을 홀수로 맞추어 

설정한 후,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에 알맞게 아이콘 균

형 배치를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 이 알고리즘

이 m×n 화면 배치에서 n이 홀수일 때 n의 값에 관계없

이 항상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Ⅱ. 배 경

2.1. 스마트폰 런처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

라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

받는다[1,2]. 아이콘을 배치하는 방식은 스마트폰 사용

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응용 프로

그램 아이콘 배치는 중요하다. 따라서 아이콘의 배치나 

디자인 등을 관리해 주는 런처(launcher) 서비스가 흔히 

사용된다[3,4].
런처(launcher)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서만 작동

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스마트폰 화면들의 디자인 

및 배치 등을 관리하며 그림 1과 같이 다양한 테마를 제

공한다. 사용자는 런처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바탕화면

과 아이콘, 디자인 등을 원하는 대로 바꾸고 배치할 수 

있으며 런처가 아이콘을 자동으로 배치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Fig. 1 Lots of Launchers’ Display

2.2. 아이콘 자동 배치

런처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서 Tang은 스마트폰 사용

자의 응용 프로그램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사용하기에 

알맞게 아이콘을 자동으로 배치하는 iLauncher을 개발

하였다[5]. Chunhui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의 아이콘을 빠르게 찾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아이콘을 자동 배치해 주는 사용자화 런처 Nihao를 개

발하였다[6]. 이 런처는 사용 시간, 요일, 위치,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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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행한 응용 프로그램 등을 바탕으로 다음으로 사용

할 응용 프로그램을 예측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Böhmer는 사용자들의 아이콘 배치 스크린샷을 분석, 연
구하여 아이콘 배치의 다섯 가지 유형을 나눈 후, 각각

의 유형과 응용 프로그램 설치/제거 빈도, 응용 프로그

램 재배치, 사용자 경험치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7]. 
김도훈은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배치에 따른 디스플레

이적 측면과 콘트럴적 측면을 연구하여 아이콘의 적절

한 배치에 대해 연구하였다[8]. 3가지 실험과 설문 결과

를 바탕으로 Grid 형태의 아이콘 비율이 가장 큰 배치 형

태가 최적임을 도출하였다. 양술화는 어린이와 성인의 

차이를 고려하여 아이콘의 외곽 형태와 아이콘 사이 배

치 간격이 스마트 기기 사용자의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9]. 아이콘의 외곽 형태와 간격을 달

리 하면서 제시된 아이콘을 빠르게 찾는 실험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배치 간격을 찾았고 배치 간격과 상응하

여 효율성을 높이는 아이콘 형태를 도출하였다.

2.3. 무게 균형 연구

지혜강은 계란 포장 시 계란 수가 변화할 때 무게 균

형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정리하였다[10]. 은성

배는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1×n(n은 홀수) 배치에서 1
≤i≤n 인 모든 객체의 수 i에 대하여 언제나 정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증명하였다[11]. 이 문제를 3D로 확장한 

2020년 논문[12]에서 컨테이너 선박 등에 컨테이너를 

적재할 때 무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배치하는 알고리즘

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상기한 무게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을 스마

트폰의 아이콘 배치에 적용한 것이다. 스마트폰 화면에 

아이콘들이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배치되는 것을 

선호하는 사용자들에게 본 논문의 연구는 실질적인 도

움을 준다. 본 논문에서는 아이콘을 자동으로 배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Ⅲ. 아이콘 자동 배치

3.1. 아이콘 배치의 균형감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화면에서 응용 프로그램 아이

콘을 배치하는 방식의 유형은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화면 전체에서 아이콘들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자동 배

치 방식을 제안한다. 이때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림 2-a)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이콘들이 중심축을 중

심으로 좌우 대칭을 유지하면서 배치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림 2-b)에서는 균형이 맞지 않는 예이다. 

Fig. 2 a) An Example of Balanced Arrangement, 
b) An example of Unbalanced Arrangement

3.2. 균형 배치의 이슈

그림 3은 균형 배치가 가능한 화면 배열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a)는 4*6 배열인데 수평 방향으로 4개의 아이

콘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이콘의 수가 짝수개일 

때는 균형배치가 가능하나 홀수일 때는 그림에서처럼 

균형 배치를 할 수 없다. b)는 5*6 배열인데 수평 방향으

로 5개의 아이콘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아이콘의 

수가 1개부터 5개까지, 언제나 균형 배치를 찾을 수 있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균형 배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평

방향의 화면 배열이 홀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Fig. 3 a) 4*6: Even Horizontal Slots, 
b) 5*5: Odd Horizontal S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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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배치에서 또 다른 이슈를 그림 4에서 보여준다. 
그림 4에서 가운데 선 위쪽이나 아래쪽 모두 좌우 대칭

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상부의 3
가지 배치는 가운데에 우선적으로 배치된 것이고 하부

의 3가지 배치는 테두리에 우선적으로 배치된 것이다. 
이는 사용자의 기호에 따른 문제로서 설정에서 지정된다.

Fig. 4 Another Issue in Balanced Arrangement

3.3. 아이콘 배치 절차

스마트폰에서 런처는 먼저 아이콘 균형배치를 위한 

사용자 설정을 입력받는다. 먼저 아이콘 균형배치를 할

지, 말지를 입력받으며 사용자의 화면 배치 옵션을 입력

받는다. 
화면 배치는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1. 가로줄이 홀수가 되도록 화면 배치 설정

2. 사용자가 화면 배치 옵션 선택

    - 아이콘의 수직 설정: 위 우선 배치, 중앙 우선 배

치, 아래 우선 배치

    - 아이콘의 수평 설정: 테두리 우선 배치, 가운데 우

선 배치 

3. 설정에 부합하도록 아이콘 자동 배치

4. 화면 표시

절차의 수행 결과를 그림 5와 6에서 표시한다. 그림 5
의 a)는 원 화면 표시를 보여준다. 아이콘들이 균형배치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의 b)는 아래 배치 옵

션에 의한 결과이다. 아이콘들이 모두 아래쪽에 균형 배

치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의 a)는 중앙 배치의 결과인

데 아이콘들이 원래 있던 높이에서 중앙으로 균형배치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의 b)는 위 배치의 결과이다. 
그림 7의 a)는 가운데 우선 배치된 결과를 보여준다. 그
림 7의 b)는 테두리 우선 배치된 경과를 보여준다.

Fig. 5 a) Original Layout, b) Bottom Layout

Fig. 6 a) Middle Layout, b) Top Layout

Fig. 7 a) Center First, b) Border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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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학적 분석

그림 9는 스마트폰에서 아이콘이 배치되는 화면 구

조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가로로는 m개의 아이콘이 배

치되고 세로로는 n개의 아이콘이 배치된다. 이러한 화

면 구조에서 3.2 절의 균형배치 조건에 의해 m은 홀수로 

가정한다.
3.3 절의 균형배치 방법은 총 6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모든 경우에서 균형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수

학적으로 증명하려 한다.
증명은 먼저 그림 8에서처럼 각각의 수평 배열인 1⨉

n(n=홀수) 구조에서 균형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정리 1]
을 증명하고 n 개의 수평 배열이 쌓인 경우에도 균형배

치가 가능하다는 것[정리 2]을 증명하려 한다.
[정리 1] 수평 배열의 구조는 1⨉n(n=홀수)이고 아이

콘의 수가 1≤i≤n 일 때 언제나 균형배치를 찾을 수 

있다.
[증명]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증명함.
1. n = 1 일 때, 아이콘의 수는 0 또는 1이며 정중앙에 

배치하면 균형배치가 유지된다.
2. n=k(k는 홀수)일 때, 성립을 가정하면 1≤i≤k까지 

언제나 균형배치를 찾을 수 있다.
3. i=k+2(홀수) 일 때,
   a) 1≤i≤k 까지는 2에서 성립을 가정하였으므로 

균형배치를 찾을 수 있다.
   b) i = k+1 일때, 그림 8의 위에서 보듯이 k+1개의 

아이콘은 왼쪽 끝에 배치하고 k개의 균형배치 

계에서 임의의 아이콘(정중앙)을 하나 꺼내어 

오른쪽 끝으로 보내면 균형배치를 찾을 수 있다. 
이때 k개의 균형배치 계에서 1개를 빼더라도 2
의 가정에서 균형배치를 찾을 수 있으므로 전체

의 균형배치는 유지된다.
   c) i = k+2일 때, 그림 7의 아래에서처럼 k+1 번째 

아이콘은 왼쪽에, k+2 번째 아이콘은 오른쪽에 

배치하면 균형배치를 찾을 수 있다.
그 결과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n 이 임의의 홀수일 때, 

모든 경우에 균형배치를 찾을 수 있다. Q.E.D.

Fig. 8 Weight Balancing in 1D[12]

그림 8은 일반적인 3D 메쉬 구조에서 객체를 배치할 

때 무게균형을 찾는 논문[12]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이
는 3D 메쉬의 무게균형 문제를 스마트폰의 아이콘의 배

치에 적용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리 2] 수평 배열이 적층된 구조에서도 언제나 균형

배치를 찾을 수 있다.
[증명] 그림 9의 어떤 경우에도 각 수평 배열에는 1≤i

≤n 개의 아이콘만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정리 1]
에 의하여 언제나 균형배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런

처의 3가지 옵션을 처리한 결과인 수평배열의 적층구조

에서도 언제나 균형배치를 찾을 수 있다. Q.E.D.

Fig. 9 An Example of Icon Arrangement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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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아이콘을 자동으

로 배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식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아이콘들이 대칭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배치되는 것을 선호하는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는 아이콘 배치 화면의 가로줄을 홀수로 맞추어 

설정한 후,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에 알맞게 아이콘을 

균형배치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 방식에서는 스마트

폰의 아이콘 배치 구조가 m×n일 때, n이 홀수이기만 하

면 n의 값과 관계없이 항상 가능하다는 것을 수학적 귀

납법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아이콘 배치가 균형배치일 때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이를 선호하는지 조사하는 것이

다. 연령별, 성별에 따른 선호도를 실험을 통하여 수행

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런처의 설계 및 구현도 진행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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