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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휴대폰으로 영문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멀티탭 (multitap) 방식을 사용한다. 멀티탭 방식은 
원하는 알파벳을 입력하기 위해 키를 반복적으로 눌러줘야 한다. 본 논문은 키를 누르는 횟수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키패드를 구한다. 기존의 멀티탭 기반의 휴대폰 키패드 설계와 자동 띄어쓰기 관련 연구를 
조사한다. 그리고 자동 띄어쓰기 사용을 가정한 상태에서의 휴대폰 키패드를 설계하고 이를 비교한다. 키
가 눌러진 총 횟수가 작을수록 효율적인 키패드인 것으로 평가했다. 알파벳 순서를 유지한 키패드 디자인
과 유지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나누고 8 ∼ 12개의 키를 가지는 키패드에 대한 디자인을 각각 구했다. 평
가를 위한 데이터로 실제 사용되는 영문 SMS 데이터를 구해 사용했다. 실험 결과 자동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키패드보다 자동 띄어쓰기를 한 키패드의 성능이 약간 개선됨을 볼 수 있다.

그림 1. 일반적인 키패드 디자인

Fig. 1. Typical keypad design

1. 서 론

멀티탭 방식은 제한된 키패드에 모든 알파벳을 넣기 위해 사

용되는 방법이다. 각 키에 두 개 이상의 알파벳이 존재하기 때

문에 원하는 알파벳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키를 반복해서 눌러

줘야 한다. 그림 1과 같은 키패드에서 “this is test”라는 문장

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844→4447777→→4447777→→83377778”

순서로 키를 눌러야 한다. 공백을 포함해 총 12개의 문자를 입

력하기 위해 30번의 키 입력을 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T9, QWERTY 등이 연구되었다.

QWERTY 방식은 26개의 알파벳이 각 키에 바인딩 돼있고

일반 키보드와 같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빠르게 글을 입력할 수

있다. 알파벳 하나에 하나의 키가 필요하기 때문에 26개의 키

가 필요하다. 휴대폰 크기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T9 방식의 키 배치는 그림 1과 같이 하나 이상의 알파벳을

8개의 키에 나누어 배치한다. 소프트웨어 방식을 통해 원하는

문자가 들어있는 키를 한 번씩만 누르게 된다. 내부 프로그램

에 의해 키 조합을 계산하여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자동으로

계산해 입력해주기 때문에 키를 누르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가

능하다. T9은 소프트웨어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구동하기위해

데이터사전이 필요하고 원하지 않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 추가

적인 동작들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하지도 않는 단어들 때문에

휴대폰 자원을 낭비하기도 한다.

저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멀티탭 방식에

서 키를 누르는 횟수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1]. 동적

프로그래밍과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키패드를 생

성하는 것이 가능했다.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할 때 띄어쓰기를 자동으로 처리 해 주

는 것을 볼 수 있다. 띄어쓰기는 실제 문서를 작성할 때뿐만

아니라 작성한 후 맞춤법 검사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

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자동으로 띄어쓰기를 지원한다면 그만

큼 키 입력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본 논문

은 자동으로 띄어쓰기를 지원하는 환경에서 효율적인 키패드

디자인을 찾는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키

패드 디자인과 자동 띄어쓰기에 관련된 연구에 대해 알아본다.

3장에서는 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제한사항에 대해 소개한다. 4

장에서는 실험결과를 정리하고 5장에서 결론을 낸다.

2. 관련 연구

2.1 효율적인 키패드 디자인
저자들의 이전 논문인 “최적의 휴대폰 키패드 디자인을 위한

알고리즘”에서는 키의 갯수, 입력 데이터에 따른 효율적인 키

패드 디자인을 제안했다[1]. SMS 메시지, 문어(written

english), 구어(spoken english), 논문, 사전으로 각 상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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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obeornottobe’에 대한 PPM 모델링[4]

Fig. 2. PPM model after processing the string

tobeornottobe

 = count,  = prediction probability

영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멀티탭 방식의 키

입력 상황에서 동적 프로그래밍과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해 알

파벳을 각 키에 배치하고 실제 키가 눌러진 횟수를 세어 성능

을 평가했다. 각 제안방법은 본 논문에서도 사용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겠다.

동적 프로그래밍 디자인은 키를 누르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서 자주 사용되는 알파벳을 각 키의 앞쪽에 위치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알파벳이 사용되는 횟수를 각 알파벳마다 구한다. 다

음 점화식을 세우는데 원리는 26개의 알파벳이 k개의 키에 바

인딩된 최적 키패드는 i개의 알파벳이 k-1개의 키에 바인딩된

최적 키패드에 i+1부터 z까지의 알파벳이 나온 횟수의 합이다.

알파벳 순서를 유지한 키패드는 동적 프로그래밍만으로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전 논문에서 제시한 유전 알고리즘은 알파벳 순서를 유지

한 키패드와 순서를 유지하지 않은 키패드에 동시에 사용했다.

알파벳을 유지한 키패드는 각 키에 할당되는 알파벳을 구분하

는 구분 점을 이진 유전자형으로 지정해 일점 교차 연산과 임

의 돌연변이 연산을 통해 최적 해를 구했다. 알파벳을 유지하

지 않은 키패드는 각 키의 위치만을 순열로 표현한 후 PMX

교차 연산과 swap 돌연변이 연산을 통해 알파벳의 순서를 정

하고 동적 프로그래밍을 통해 각 키로 재배치했다.

2.2 자동 띄어쓰기 방법
띄어쓰기는 언어학적으로 먼저 연구되었다. 띄어쓰기가 존재

하지 않는 중국어, 일본어 등과 달리 한글과 영어 등은 의미

전달을 위해 띄어쓰기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띄어쓰기

는 1988년 1월에 문교부(지금의 교육부)에서 제정 고시한 ‘한글

맞춤법’ 제5장의 띄어쓰기 규정에 따르고 있다. 문장의 각 단어

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영어 띄어쓰기는 각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를 한다. 그렇

기 때문에 단어 오류를 검색하는 알고리즘으로 띄어쓰기 위치

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

한글 자동 띄어쓰기 방법들은 크게 형태소 분석과 통계적 방

법으로 나뉜다. 형태소 분석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분석 결

과를 적용시키는 게 어렵다. 통계적인 분석은 두 문자를 띄어

쓸 것인지를 확률적으로 계산해 저장하고 적용한다. 정보를 얻

기 위해서 모델링을 해 두면 자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언어학적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식을 구성하

는 게 쉽고 비용이 적게 들며 새로운 단어에 대한 안정성이 높

다[2].

이도길 등[3]은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사용해 자동 띄어쓰기

를 구현했다. 은닉 마르코프 모델은 모델링하는 시스템이 미지

의 모수를 가진 마르코프 과정일 것이라고 가정하여, 그 가정

에 기초해서 관측된 모수로부터 숨겨진 모수를 결정하려하는

하나의 통계모델이다. 실험결과는 98.33%의 음절 단위 정확도

와 93.06%의 어절 단위 정확률을 확인할 수 있다.

Teahan 등[4]은 띄어쓰기가 존재하지 않는 중국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띄어쓰기를 넣어주는 방법을 연구했다. 이 방법을

구현하는데 있어 영문 띄어쓰기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

한다. PPM(Prediction by partial matching)과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사용한다. 그림 2는 문자열 ‘tobeornottobe’를 PPM 모델

링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다. PPM은 통계자료 압축 기술로

이전 심볼을 통해 다음의 심볼을 예측하기 위한 집합을 이용

통계화 시켜 띄어쓰기를 처리한다. 이를 위해 finite-context 모

델을 기반으로 -gram을 사용한다. 논문[4]에서는 영문에서

PPM을 사용할 때의 정확도가 99.52%임을 보여주었다.

3. 시뮬레이션 제한 사항

키패드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실험하기 좋은 방법은 실제 입

력을 하는 것이다. 이는 숙련도와 개인의 능력 차이가 존재하

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 키

패드 디자인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키가 눌러지는 횟수를

계산한다. 이는 몇 가지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키의 개수는 8 ∼ 12개로 제한하고 알파벳만을 실험대상으로

한정한다. 문자를 입력하다보면 여러 가지 다른 심벌들이 들어

갈 수 있는데 이는 각 휴대폰 마다 다르게 설정되어있다. 우리

는 문자이외의 심벌들은 공백으로 취급한다.

같은 키에 있는 연속된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키를 누른

후에 옆으로 이동 후 다시 키를 눌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정

한 시간을 대기하거나 다음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키를 눌러

줘야 같은 키에 다른 문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되는데 딜레이를

주는 경우를 배제하고 이동키만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이

동키를 눌러 입력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처리해 키를 누르는

횟수를 한 번 늘리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자동 띄어쓰기를 사용하더라도 자동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방식과 비교를 하기 위해 공백처리 방식을 정해야 한다. 문자

를 입력하는 도중 공백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문자입력을

위한 이동키를 한 번 눌러주고 다시 공백을 위해 이동키를 한

번 더 눌러줘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단어를 입력하는 도중 공백

문자 한 칸을 넣어 주기 위해서는 총 두 번의 이동키를 눌러줘

야 한다.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를 계산해주었다. 대

문자를 사용하다가 소문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소문자 변환

키를 한 번 눌러 주면 되기 때문에 누르는 키 횟수를 한번 늘

려주는 것으로 처리했다.

키패드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데이터 셋을 사용했

다. 하나는 정형화된 SMS 메세지들을 모아둔 사이트에서

SMS 리스트를 추출했다[5]. 이를 “Training set”으로 정의한다.

다른 하나의 데이터는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에서

연구 목적으로 조사한 SMS 리스트이다[6]. 이를 “Test set”으

로 정의한다. 첫 번째 리스트는 동적 프로그래밍에서는 각 알

파벳의 등장 빈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유전 알고리즘

에서는 평가를 위해 사용되었다. 두 번째 리스트는 만들어진

키패드 디자인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실험을 위한 시뮬레이터에서는 자동 띄어쓰기를 구현하지 않

았다. 자동 띄어쓰기에 관한 연구가 충분하고 이것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키패드 디자인을 작성했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 데이터의 공백을 모두 제거해 입력했다. 알파

벳이외의 문자 역시 공백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제거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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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띄어쓰기를 사

용하지 않은 키패드

자동 띄어쓰기 기반

키패드

FKD GAKD FKD GAKD

8 keys 282993 290424 224378 232265

9 keys 282993 278226 224378 218505

10 keys 282993 266718 224378 207978

11 keys 282993 259980 224378 199510

12 keys 282993 253811 224378 194399

표 5. 알파벳 순서를 유지하지 않은 키패드 성능 비교

Table 5. Performance comparison of non-alphabetical

constraints keypad designs

자동 띄어쓰기를 사

용하지 않은 키패드

자동 띄어쓰기 기반

키패드

T9KD GAKD T9KD GAKD

8 keys 368772 315604 310587 257265

9 keys 368772 299984 310587 241431

10 keys 368772 285413 310587 226639

11 keys 368772 273938 310587 214534

12 keys 368772 266515 310587 207344

표 3. 알파벳 순서를 유지한 키패드 성능 비교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 of alphabetical

constraints keypad designs

자동 띄어쓰기를 사용

하지 않은 키패드 배열

자동 띄어쓰기 기반

키패드 배열

8 keys
abcd efg hijk lm

nopq rs tuv wxyz

abcd efg hijk lm

nopq rs tuv wxyz

9 keys
ab cd efg hijk lm

nopq rs tuv wxyz

ab cd efg hijk lm

nopq rs tuv wxyz

10 keys
ab cd efg hijk lm n

opq rs tuv wxyz

ab cd efg hijk lm n

opq rs tuv wxyz

11 keys
ab cd efg h ijk lm n

opq rs tuv wxyz

ab cd efg h ijk lm n

opq rs tuv wxyz

12 keys
ab cd efg h ijk lm n

opq rs t uvwx yz

ab cd efg h ijk lm n

opq rs t uvwx yz

표 4. 알파벳 순서를 유지한 키패드 배열

Table 4. Keypad designs with alphabetical

constraints

1

abc

2

def

3

ghi

4

jkl

5

mno

6

pqrs

7

tuv

8

wxyz

9

표 1. T9KD

키패드 디자인

Table 1. T9KD

keypad design

1

alv

2

edg

3

imk

4

op

5

sux

6

tcw

7

nyq

8

rfj

9

hbz

표 2. Frequency

키패드 디자인

Table 2.

Frequency keypad

design

그림 3. 알파벳 순서를 유지한 키패드 성능 비교

Fig. 3. Performance comparison of alphabetical

constraints keypad designs

4. 시뮬레이션 및 결과

실험 결과는 키패드를 직접 누른 횟수를 비교했다. 자동 띄

어쓰기를 가정하지 않은 Training set은 공백을 포함해 총

175,923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동 띄어쓰기를 가정한

Test set은 140,742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보다 쉽게 키패

드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존의 키패드

디자인과 제안된 방법을 통해 제안한 키패드 디자인을 비교해

보았다. 표 1은 T9KD(T9-based Keypad Design)로 T9 방식의

키패드 디자인이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

로 8개의 키를 가진다. 표 2는 FKD(Frequency-based Keypad

Design)로 입력 데이터의 각 알파벳 빈도수를 확률화 시켜 자

주 등장하는 알파벳을 키의 앞에 배치하는 연구에서 찾은 키패

드 배치이다[7]. 9개의 키를 가지고 알파벳 순서와 상관없이 배

치되었다.

GAKD(Genetic Algorithms for Keypad Design)는 저자들의

이전 논문[1]에서 제안한 키패드 디자인 방법을 통해 생성한

디자인이다.

표 3과 그림 3은 알파벳 순서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동 띄어

쓰기를 사용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봤다. 알

파벳 순서를 유지한 경우에는 T9KD와 비교를 했다. T9KD와

키의 갯수가 같은 8개의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자동 띄어쓰

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4.4%, 자동 띄어쓰기를 사용할 경

우 17.2%의 성능 개선을 볼 수 있다.

GAKD를 비교하면 공백문자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자동 띄

어쓰기를 한 키패드의 성능이 좋은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백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 띄어쓰기 유무에

따라 키패드 배열이 달라지는 것을 기대했었다. 표 4를 보면

키패드 배열이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자동 띄

어쓰기에 의해 각 키가 눌러진 횟수는 바뀌지만 알파벳 순서를

유지해야 하는 제한 사항을 극복할 만큼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와 그림 4는 알파벳 순서를 유지하지 않은 키패드의 성

능을 비교한 결과이다. 자동 띄어쓰기 구현한 키패드의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 있다. 알파벳 순서를 유지하지 않은 FKD 키

패드 디자인은 여기에서 비교한다. 9개의 키를 가진 것을 비교

하면 자동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7%, 자동 띄어

쓰기를 사용할 경우 2.6%의 성능 개선을 보인다. 알파벳 순서

에 관계없이 자동 띄어쓰기를 사용할 경우 더 좋은 결과를 보

여 주는데 이는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한 키패드 디자인이 자동

띄어쓰기 환경에서 더 효과적으로 동작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6을 보면 자동 띄어쓰기 유무에 따른 GAKD의 키패드

배열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것만으로는 자동 띄어쓰기를

사용한 GAKD가 좋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 표 7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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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띄어쓰기를 사용

하지 않은 키패드 배열

자동 띄어쓰기 기반

키패드 배열

8 keys
auk ew iybj nmfz

ocpq rh slvx tdg

agp eu iyb nhfx od

rwkz slv tmcjq

9 keys
agx eu hl iyjq nmv

oc rwkz sfb tdp

ag euz hmb iyj nfp

odxq rwk sc tlv

10 keys
agxq eu hmk iy lc

npz ob rwj sfv td

ag eu hdk iyj lmx

npq ob rwz sfv tc

11 keys
agx ef hbzq iy lm np

ok rvj sc td uw

afq eg hd ibj lmz np

okx rw sc tv uy

12 keys
axq dc ejz hb iy lm

np ok rv sf tg uw

ag dc ej hfz ib lmq

np ox rw sv tk uy

표 6. 알파벳 순서를 유지하지 않은 키패드 배열

Table 6. Keypad designs with non-alphabetical

constraints

자동 띄어쓰기를 사용

하지 않은 키패드 배열

자동 띄어쓰기 기반

키패드 배열

8 keys 231506 231405

9 keys 218226 217904

10 keys 207762 207823

11 keys 199789 199518

12 keys 194583 194310

표 7. 자동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은 키패드 배열에 자

동 띄어쓰기를 가정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성능 비교

Table 7. Performance comparison when using

auto-spacing with non-auto-spacing keypad designs

그림 4. 알파벳 순서를 유지하지 않은 키패드

성능 비교

Fig. 4. Performance comparison of non-alphabetical

constraints keypad designs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성된 GAKD 키패드를

이용해 자동 띄어쓰기를 사용한 상태에서 추출한 실험 결과와

자동 띄어쓰기를 사용한 상태에서의 키패드 실험 결과와 비교

한 것이다. 10개의 키를 제외하고 모든 키에서 약간의 성능 개

선을 볼 수 있다. 10개의 키에서도 Training set에서는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은 멀티탭 방식의 키패드에서 자동 띄어쓰기를 지원

할 때 효율적인 키패드를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저자들이

이전에 제안했던 유전 알고리즘 기반의 키패드 설계 방법[1]을

통해 생성된 키패드를 T9과 Frequency와 비교했다. 그리고 자

동 띄어쓰기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했다.

실험결과 기존의 키패드와 비교했을 때 성능이 더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동 띄어쓰기를 사용했을 때 개선율이 더

높았다. 자동 띄어쓰기 유무에 따른 성능 개선은 알파벳 순서

를 유지했을 경우 키 배치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개선되지는 않

았다. 하지만 알파벳 순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키 배열

이 모두 달랐고 약간씩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상당한 연구가 진척되어 있는 자동 띄어쓰기를 키패드 배열

부분에 응용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키패드를 생성할 수 있었

던 것이 이 연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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