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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휴 용 기기에서 내장되어 사용되는 주소록에 하여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에서 용

으로 사용되는 호칭어를 통한 주소록 기능 개선에 해 제안한다. 

1. 서론

   주소록이란 여러 사람의 성명, 화번호, 주소 등을 모

아 기록하여 정리한 것이다. 휴 화기, 개인휴 단말기

(PDA),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 내장되어 기기 사용자에게 

다수의 상자의 이름, 화번호 등을 리하기 용이하도

록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휴 용 기기에 내장되어 제공되는 주소록은 사용자가 

입력하고자 하는 입력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하는 선택에 

의한 입력만이 가능한 정 인 입력 양식을 지원하며 사용

자가 선택하는 항목에 해 반응하는 동 인 기능을 지원

하지 않는다[1].

   본 논문에서는 휴 용 기기에 내장된 기존 주소록에 

해 알아보고, 기존의 정 인 주소록에서 사용자가 선택

하는 항목에 반응하도록 하는 개선된 주소록 기능을 제안

한다. 한, 제안하는 기능이 고려해야 될 사항에 해 알

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낸다.

2. 기존의 내장 주소록과 주소록 어 리 이션

   기존 스마트폰에 내장된 주소록은 새 연락처를 입력하

고 추가하려는 상의 이름, 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룹 

등의 입력 옵션을 지원한다. 그 외에 구  스토어에서 다

운로드  설치를 지원하는 주소록 어 리 이션의 경우 

일반 인 주소록 입력 옵션에 시 를 반 한 입력 옵션인 

닉네임,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의 연동 등을 

추가 옵션으로 지원한다.

3. 제안하는 주소록 기능 개선

   주소록 시스템에서 상을 추가할 때 사용자가 어떠한 

상을 주소록에 입력하느냐에 따라 입력하는 형식이 달

라진다. 이때 사용자가 입력하고자 하는 상의 이름을 입

력할 때에 용 으로 사용하는 호칭어(terms of address)

를 이름의 뒤에 추가하여 입력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주소록의 그룹 옵션을 자동으로 선택하도

록 기존의 주소록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호칭어란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단어 는 표 들을 말

한다. 를 들어 부(父)를 호칭할 때에 ‘아버지’ 는 ‘아버

님’이라 하고, 모(母)를 호칭할 때에 ‘어머니’ 는 ‘어머님’ 

이라고 호칭하는 것처럼 상자를 부를 때에 용 으로 

사용되는 단어나 표 으로 친척과 인척 사이에서 쓰이는 

것과 일반인 사이에서 쓰이는 것이 따로 발달되어 있다.

   제안하는 방안은 기존의 주소록 시스템의 이름 입력란

에 호칭어가 입력될 경우 주소록의 그룹을 호칭어에 따라 

지정해주는 기능으로  <표 1>의 호칭어와 <표 2>의 일

반 으로 쓰이는 호칭어에 의한 구분을 기 로 한다. 사용

자는 상자의 이름 입력란에 <표 1>의 상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어만을 입력할 경우 가족 혹은 친척의 

그룹으로 지정되도록 하며, 일반인 사이에서 쓰이는 호칭

어의 경우 <표 2>를 참고하여 ‘이름+호칭어’ 형식으로 입

력될 경우에 해당하는 호칭어에 맞는 그룹으로 지정해주

도록 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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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상자를 부를 때 상자 상자를 부를 때

부 아버지, 아버님 부(남편) 당신

모 어머니, 어머님 모(아내) 여보, 마 라

조부 할아버지 외조부 외할아버지

조모 할머니, 할머님 외조모 외조모, 외할머니

형
형, 큰형, 작은형, 

둘째형
고모 고모

형수
아주머니, 형수씨, 

형수
고모부 고모부

제 아우, 동생, 사제 이모 이모

제수 아주머니, 제수씨 이모부 이모부

장인 장인어른 장모 장모님

<표 1> 친인척 호칭

상자 상자를 부를 때 상자 상자를 부를 때

사장 사장(님) 교수 교수(님)

부장 부장(님) 선생 선생(님)

차장 차장(님) 사 사(님)

과장 과장(님) 검사 검사(님)

리 리(님) 변호사 변호사(님)

주임 주임(님) 간호사 간호사

<표 2> 일반/공동체에서 사용되는 호칭

4. 고려사항

   제안하는 주소록 기능은 사용자의 소속, 직 , 연령 등

의 변수를 갖는다. 사용자가 자 업을 하며 업을 하기 

해 거래처의 상자를 입력할 경우 ‘홍길동 사장님’, ‘김

철수 사장님’ 등으로 ‘사장(님)’의 호칭 는 상자의 직

를 나타내는 호칭어를 복 사용되게 될 수 있으며, 사

용자가 회사에 소속되어 업을 할 경우 회사의 직  체

계를 따르면서 업하는 상자가 소속된 곳의 직  체계

를 따라 호칭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5. 주소록 기능 개선 흐름도

   기존의 주소록에서 추가된 기능을 사용하도록 주소록 

설정 항목에 자동 그룹 지정 옵션을 만들어 사용자가 추

가된 기능을 사용하기 원할 경우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가 상자를 주소록에 입력하기 해 주소록을 

활성화하여 이름 입력란에 이름을 입력을 할 때에 자동 

그룹 지정 옵션의 활성화 여부를 검사한다. 만일 자동 그

룹 지정 옵션이 활성화 된 경우 이름 입력란에 <표 1>의 

상자를 부를 때 사용되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호칭

어만 입력된 경우 호칭어에 맞는 그룹을 지정해 다. 호칭

어만 입력되지 않고 ‘이름+호칭어’ 형식으로 입력된 경우 

호칭어 목록에 있는 호칭어일 경우 해당하는 그룹으로 지

정한다. 자동 그룹 지정 옵션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을 경

우 자동 그룹 지정을 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주소록에 상자의 이름을 입력할 때에 호칭

어를 통한 자동 그룹 지정이 임시 장되며 사용자가 이

름 다음의 입력란으로 이동을 조작할 때에 자동으로 지정

된 그룹 분류가 맞는지 확인하도록 팝업창을 띄운다.

(그림 1) 그룹 자동 지정 기능 흐름도

6. 결론

   제안하는 개선된 주소록 기능은 용 으로 사용되는 

호칭어를 으로 제안되었으며 그 외의 일반 인 공동

체/회사에서 사용되는 호칭어에 한 용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이며 주소록 기능 개선을 통해 친인척 는 직장 그

룹에 주로 사용되어 연락처를 찾기 한 시간을 많이 

여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일반인 사이에서 쓰이는 호

칭어의 경우 사용자와 상자의 연령, 소속, 직  등의 변

수가 발생하므로 향후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외국어에서 

사용되는 호칭어를 연구하여 용이 가능한지에 한 향

후 연구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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