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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안드로이드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구현되는

어플리케이션은 키 제어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키 제어 기능을 사

용한 어플리케이션을 기획, 구현하여 테스트 한다.

   

I. 서론

시장조사기업인 가트너에 의하면 2011년 1분기 스

마트폰 점유율 1위를 점유율 36%로 안드로이드 폰

이 차지하였다.[1]

안드로이드가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

플리케이션 또한 여러 가지 방면과 기능으로 발전해

야 할 것이다. 이에 보통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다양

한 기능을 사용하여 응용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 매

우 활발하다. 반면에 기능을 제한하여 유용한 어플

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연구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

다. 본문에서는 안드로이드 키 제어 기법을 활용하

여 키 입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II. 안드로이드 키 제어

안드로이드에는 volume(up, down), home, back,

menu 등 많은 키가 있다. 기종마다 약간씩의 차이

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

는 키가 위 4가지이다.

보통 위 키들을 굳이 제어하여 사용할 수 없게 만

들 필요는 없으나, 게임을 개발할 때 또는 편법적

사용이나 키 오입력 등을 방지할 때 사용하지 못하

게 하는 것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구현하고자하는 알람 어플리케이션은 알람 설정

시각이 되면 게임이 실행되고, 게임을 클리어 하거

나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게임과 알람사운드가

꺼지지 않는다. 알람이 작동되어 게임이 시작 되었

다면 게임과 알람 사운드를 임의로 종료할 수 없도

록 키 입력을 제한하여 volume down과 back키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 이 때 home키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어한다면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을 때 사용

자에게 큰 타격이 되므로 제어하지 않았다.

III. 키 제어 구현

안드로이드에서는 키 입력 시 해당 키에 반응하는

이벤트 기능 구현을 위해 KeyEvent 클래스를 지원

한다. KeyEvent 클래스 안에는 안드로이드 키 입력

에 관한 필드들이 들어있는데, 앞에서 말한 volume,

home, back, menu 등 또한 정의되어 있다.

키 제어 구현에는 KeyEvent 클래스와

onKeyDown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하였다. 핸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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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2]

내에서는 keyCode라는 변수에 사용자가 입력한 키

의 값을 받게 되는데, 이 값이 back키 혹 volume

down키이면 true를 반환하게 하였다. 아래는 키 제

어를 위한 부분이며, 이는 해당 키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알람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

한 것이다.

@Override
public boolean onKeyDown(int keyCode,

KeyEvent event) {

if(keyCode==KeyEvent.KEYCODE_VOLUME_DOWN) {
return true;
}

if(keyCode==KeyEvent.KEYCODE_BACK)
{

return true;
}

return false;
}

IV. 알람 어플리케이션 구현

알람 어플리케이션은 그림 1과 같은 사용자 인터

페이스로 구현되었으며 키 제어 또한 성공적으로 작

동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은 Android 2.2 SDK로 개발

하여 안드로이드2.2버전 이하의 스마트폰에서 작동

한다.

알람이 설정되어 해당 시각이 되었을 때, 그림 2

와 같은 게임이 실행되면서 게임의 BGM(Back

Ground Music)이 알람의 소리 기능을 담당하게 된

다. 이 때 사용자는 게임을 진행하여 일정 수준의

스코어에 도달하거

나 10분이 경과되면

알람이 종료된다.

즉 사용자로 하여금

알람 기능을 소멸시

키기 위하여 스마트

폰을 계속 사용하게

하여 알람의 역할을

극대화 한다.

사용자 6명이 실

험한 결과 10분 혹

은 스코어를 50까지

올릴 수 있는 정도

면 충분히 사용자가 각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안드로이드의 시장 점유율은 이미 상당히 높으며,

갈수록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기존에 어플리케이션은 많이 나와 있으며,

소위 ‘있을만한 어플리케이션’은 다 구현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기능의 구현’

측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볼 것이 아니라 ‘기능의

억제’측면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안드로이드 키 제어를 구현을 위해 알

람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잘 사용

되지 않는 키 사용 방지 기능이나, 무시할 수 없으

며 키 제어가 적용된 더욱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개

발 될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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