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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물리적 버튼이 존재하지 않는 평면방식의 스마트 기기를 시각 장애인이 기존 음성 인식 기반의 문자 입력 방식 

대비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제스처 기반 가상 문자 입력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식의 원리는 스마

트폰의 터치화면을 8개 방향으로 설정하고 사용자의 드래그 동작에 따른 입력값의 초기위치와 중앙점, 드래그 형태 등을 이용하

여 숫자, 영문, 한글, 특수기호 등을 입력하거나, 스마트기기의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자연스럽게 제어하고 동작시킬 수 있

는 제스처 기반의 문자입력 방법이다. 실제 시각장애인의 필드 테스트를 통해 제안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입증해보인다. 

키워드: 평면 스크린(Touch Screen), 스마트 기기(Smart Device), 제스쳐 기반 문자 입력방식(Character Input 
Method)

I. Introduction

최근의 스마트 기기들은 통신 및 전자 ,가전 기기에 이르기 까지 

기존의 버튼식 입력 방식이 아닌 터치 스크린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터치 스크린 방식이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사용환

경 및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확장성 및 편리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인한다. 하지만 터치 스크린 방식은 기존 버튼식 입력 방식과 비교했

을 때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음성과 촉감을 이용하여 문자를 찾아 입력하는 

방식이 아닌 평면 방식의 입력 방식은 시각적인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는 정확한 영역을 구분하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입력 방식 대비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제스처 기반 가상 문자 입력 방법을 제안한다. 

II. 본론

1. 시스템의 구동 윈리 

제안하는 시스템의 기본 원리는 그림 1과 같이 스마트폰의 터치화면

을 8개 방향으로 설정하고, 사용자의 드래그 동작에 따른 입력 값의 

초기 위치와 중앙점, 드래그 형태 등을 이용하여 숫자, 영문, 한글, 
특수기호 등을 입력하거나, 스마트기기의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자연스럽게 제어하는 동작시는 방식이다. 

Fig. 1. The Overall Process of System

그림 2에서 빨간색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상, 하, 좌, 우, 좌상, 
좌하, 우상, 우하 8개의 노란색 방향점을 이용하여 기준점에서 각 

8가지의 방향점으로 드래그하는 8개의 드래그 입력패턴과 각 방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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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준점으로 드래그 하는 8가지의 드래그 입력패턴을 이용하면 

총 16가지의 다른 입력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다. 

  Fig. 2. Drag Input Pattern

2. 문자 별 제스처 정의

Fig. 3. Gesture Definition(Hangul Mode)

그림 3과 같이 각각의 드래그 입력 패턴을 버튼값과 매칭하여 

적용하게 되면 제스처를 이용한 키보드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림 

3의 경우 한글 모드에 대한 문자 키패드를 정의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3. 실험 및 결론

 Fig. 4. Field Test(The Visually Disabled)

Fig. 5. Field Test(Hangul Input)  

그림 4와 5는 실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전 학습을 수행한 

후 필드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 음성기반 입력 

방식과 비교 실험을 수행한 결과 평균 3배이상 빠르고 편리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제스처를 기반으로 하는 문자 입력 방식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문자를 입력할 수 잇는 방식으로 시각장애인

들도 쉽게 터치스크린 방식의 스마트 기기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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