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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친화적인 동적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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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ser Friendly Dynamic Key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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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친화적이면서 좁은 영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입력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키
보드를 제안한다. 기존의 키보드는 문자의 배열 형태나 사용 방식은 다르지만 대부분 키를 나열한 다음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키보드 내용이 동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보 입력 
장치인 Dynamic Keyboard(DynaKey)를 설계한다. Dynakey는 정확한 위치 선택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화면이 작은 이
동기기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정보입력장치이다. 

주제어 : 입력장치, 유니버설 디자인, 키보드, 상호작용

Abstract  A new style keyboard which is user friendly and can be used efficiently in a small area is proposed 
in this paper. The most pre-existing keyboards were using the style of selecting a key among the arranged keys 
even the formats of key arrangement and the ways of using them were different. A new style of information 
input device called Dynamic Keyboard(DynaKey) is designed in this paper. Dynakey is a useful information 
input device which can be used efficiently for a mobile device with small display and for handicapped persons 
who has difficulties of selecting precise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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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 사회의 특성상 정보입력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 

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과 기기에 맞는 입력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한 을 비롯한 여러 문자나 수자 그리고 

기호들을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자기기에 입력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음성을 이용하거나 스캐

를 사용할 수 도 있지만 일반 으로 키보드를 많이 사용

한다. 일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키보드가 있고 이동

화기나 다른 기기에서 사용하는 여러 형태의 키보드가 

있다. 이러한 키보드들은 문자의 배열 형태나 입력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입력 효율에도 

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양한 키보드 배열이나 입력 방식

에 한 연구[1,2,3]가 이동기기를 이용한 입력에 한 연

구[4,5], 펜을 이용한 입력에 한 연구[6,7], 기타 터치페

드나 가상입력 장치에 한 연구[8,9] 등이 있어왔으나 

장애인을 한 키보드 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재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동 키보드[Fig. 1]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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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입력하 을 경우 다음에 입력할 확률이 많다고 생

각되는 모음이 크게 확 되어 오타 없이 빠르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해 다. 하지만 키보드의 내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Fig. 1] A Dynamic Keyboard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 키보드는 키보드의 내용이 

변화하는 키보드이며, 기존의 키보드를 이용한 입력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려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용한 동

 키보드 Dynamic Keyboard(DynaKey)이다.   

DynaKey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용한 키보드로 구

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은 1990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학의 로

드 메이스가 제창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제품, 환경, 서

비스 등을 특수설계나 응의 필요 없이 보다 편하고 안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이며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계없이 모두에게 용되는 디자인으

로 '보편 인 디자인' 혹은 '모든 사람을 한 디자인'이

라고도 한다. 

[10]에 의하면 유니버설 디자인의 7가지 원칙은 첫째 

구에게나 공평하게 유용성이 있어야하고, 둘째 사용하

는 데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법이 간단하고 직

 이여야 하며, 넷째 필요한 정보를 곧바로 이해할 수 

있고, 다섯째 실수나 험에 용이 있는 디자인, 여섯째 

무리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은 힘으로도 편하게 이용

할 수 있으며, 일곱째 취 하기 쉬운 공간과 크기로 디자

인할 것 등이다[10].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용가능하며 교육 장에서도 많이 연구  활

용되고 있다[11, 12].

DynaKey는 키보드가 화면에 나타나며 그 양상이 동

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DynaKey는 입력을 한 체 

문자를 한꺼번에 모두 보여주기 어려운 좁은 역에서 

구 하기 용이하다. 한 키보드 의 문자를 찾거나 

르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는 정보 입력 도구가 될 것이다. DynaKey는 한 을 비롯

한 모든 문자를 입력하는데 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을 

염두에 두고 개발 되었으나 작은 입력장치에서의 정보 

입력과 같은 특수목 에 맞는 입력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DynaKey의 소개를 하여 먼  다음 장에서는 기

존의 정보 입력 장치와 키보드에 하여 살펴보고, 3장에

서 DynaKey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2. 키보드의 변화 

키보드는 가장 통 이며 보편 인 입력 장치이며 

재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키보드는 ‘QWERTY’키보

드이다. ‘QWERTY‘키보드는 자 의 맨  의 왼쪽 6

개의 쇠를 따서 명명되었다. ‘QWERTY’키보드는 원래 

기계식 타자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계식 타자기에서는 

가까이 배치되어 있는 문자들을 빠르게 연속 으로 입력

하면 쇠가 서로 얽히게 된다. 이러한 얽힘 상을 막기 

해 연속 입력 가능성이 많은 쇠들을 ‘QWERTY’키보

드에서는 서로 떨어져 배치되게 하 다.  흔히 나오는 

‘A’나 ‘E’같은 모음을 약하고 느린 손가락에 할당하 고 

자주 발생하는 AS, TR같은 자모조합을 같은 손에 할당

하 다. 이는 기계식 타자기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생

겨난 문제이다. 

이런 기계식 자  배열의 문제 을 극복하고자 제안

된 키보드  잘 알려진 것이 ‘Dvorak’키보드이다[13]. 

'Dvorak'키보드의 자 배열은 가장 빈번한 digraph가 빨

리 입력되도록,  이 digraph가 가능한 힘센 손가락으로 

입력되도록 자 을 배열하 다. [Fig. 2]는 'Dvorak'키보

드의 자 배열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 행의 

왼쪽에 모음5개를 배치하여 왼손으로 입력하도록 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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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주 사용되는 자음 5 개(D, H, T, N, S)를 간 행의 

오른쪽에 배치하여 오른손으로 입력하도록 하 다. 이

게 하면 오른손의 작업부담이 왼손보다 많고  각 손가

락의 능력에 맞게 작업부담이 가해진다.

[Fig. 2] Dvorak Keyboard

이제까지 제안된 키보드는 ‘QWERTY’키보드나 

Dvorak키보드처럼 자 배열 형태가 일자형 배열을 이루

고 있다. 이런 일자형으로 배열된 키보드를 사용할 때는 

손목이 외 된 상태가 지속되어 외상성질환

(Cumulative Trauma Disorders)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이의 결과로 입력수행도도 낮아지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새로운 키보드가 개발되고 있다. 

이런 새로운 키보드들을 그 특징에 따라 구분하면 양

손분리 고정식 키보드(Fixed Split Keyboards), 양손분리 

조 식 키보드(Adjustable Split Keyboards), 윤각형 키

보드 (Sculpted Keyboards)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Fig.3].

[Fig. 3] Two Hands Separated Keyboards

양손분리 고정식 키보드는 자  배열은 QWERTY 자

배열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양손의 자연스러운 치에 

맞도록 자 을 분할하고, 왼손과 오른손이 자 에 자연

스럽게 근할 때의 자세에 맞도록 자 배열 분리각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한, 일반 으로 손목을 지지할 수 

있는 손목 받침 가 있다. 양손분리 조 식 키보드는 키

보드의 자  배열을 오른손과 왼손용으로 각각 분리하되 

분리각을 사용자가 조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외에도 손가락이 자 에 하거나 로 지나가면 

자 이 입력되도록 설계한 쓸어내리는 키보드

(Wipe-Activated Keyboard)가 있다[Fig. 4]. 이 키보드

는 자 의 상하 이동이 없으므로 키보드를 아주 얇게 설

계할 수 있다. 이 키보드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동작

으로 여러 단어를 입력할 수 있다는 이다. 를 들면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THE'를 입력하려면 T부터 

E까지 손가락을 그냥 쓸어내기만 하면 된다.

[Fig. 4] Montgomery’s Keyboard 
 

따라서  이 입력 장치를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고 설

계한다면 업무의 효율은 물론 사용자가 즐겁고 안 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Fig. 5]는 최근에 학생들의 경진 회 아이디어를 이

용하여 Microsoft에서 제작한 Adaptive Keyboard이다.

[Fig. 5] Microsoft Adaptive Keyboard Prototype 
with LCD Touch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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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의 Adaptive Keyboard는 터치스크린이 있

어 터치를 인식할 수 있고 물리 인 동일 키 자체가 여러 

용도로 변화한다. 를 들어 A를 입력하는 키가 필요에 

따라 기호 ▲를 입력하는 키로 바뀔 수 있다(키에 보이는 

문자도 자동으로 바 다)[14].   

[Fig. 6]는 Touch-Display Keyboard로 각각의 키는 

터치 센서기능이 있고 이들은 디스 이 화면과 직  

연동된다. 이는 키보드와 화면을 연동하여 키보드를 통

한 화면 요소의 직  조작이 가능하도록 한다[15]. 

 [Fig. 6] The Touch-Display Keyboard

[Fig. 7]은 Optimus Tactus Keyboard로 키보드 상에 

물리 인 키는 존재하지 않고 터치패드와 같이 자유로운 

크기와 형태로 로그램에 의해 키보드를 구성할 수 있

다.

[Fig. 7] Optimus Tactus Keyboard

따라서 키보드는 자 을 배열시킬 수 도 있고 디스

이 화면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16]. 다음 장에서는 지

까지 개발된 키보드와는 다른 형태의 동  키보드 

DynaKey를 제안한다.

3. 새로운 동적 키보드 DynaKey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  키보드 ‘Dynamic 

Keyboard’(DynaKey)는 이동 화기나 터치패드에서처

럼 디스 이 화면에 표시되는 키보드로 마우스나 기타 

도구를 이용하여 한 번에 하나의 알 벳을 입력하기 편

리하게 동 으로 변화한다. 기존의 부분의 키보드들은 

문자의 배열 형태나 입력 방식 등에는 차이가 있으나 키

보드의 형태는 동 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하지만 

DynaKey는 키보드의 문자 배열이 계속 변화 하면서 사

용자의 입력을 돕는다. 즉, 입력하여야할 알 벳을 다른 

알 벳보다 쉽게 인지되고 선택될 수 있도록 입력 알

벳은 다른 알 벳들 보다 크게 나타나고 치도 앙(입

력창)에 치한다. 이는 좁은 역의 정확한 치선정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

되었다. 이는 최근에 연구된 모바일 터치패드에서의 입

력에 한 연구[17,18,19]와도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입력 

양식이다. 이러한 DynaKey는 모든 문자나 수자의 입력

에 용할 수 있으나 먼  한  입력의 경우를 설명하기

로 한다.

3.1 DynaKey에서 한글 입력

DynaKey의 기본 입력창은 [Fig. 8]과 같이 배경창과 

선택창 두 개로 구성된다. DynaKey의 기본 입력창의 배

경창(Background Window)에는 해당언어의 알 벳이 

순서 로 나열된다. 그리고 크기가 큰 선택창(Selection 

Window)에 나타나는 알 벳은 입력정보로 선택할 수 있

다. 기본 으로 배경창에 있는 알 벳이 좌우로 이동하

면서 순서 로 하나의 알 벳이 선택창에 보이게 된다. 

사용자는 선택창에 보이는 기호(알 벳이나 수자)를 입

력으로 선택할 수 있다. DynaKey의 옵션에 따라 배경창

에 있는 알 벳의 이동은 자동으로 할 수 도 있고 수동으

로 할 수 도 있다. 배경창은 좌측 끝과 우측 끝이 서로 연

결되어 있어 원통모양의 원형 큐이다. 따라서 알 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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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배경창의 맨 좌측 끝으로 사

라진 알 벳은 우측으로 순서 로 나타나고, 우측 끝으

로 사라진 알 벳은 좌측으로 순서 로 나타난다. 

기본 입력창 아래에는 선택 버튼 세 개가 있는데 좌우 

화살표 버튼과 앙에 있는 선택 버튼(Select)이다. 좌우 

화살표 버튼은 배경창의 알 벳을 좌우로 이동 시킬 때 

사용한다. 그리고 선택 버튼은 재 선택창에 나타난 알

벳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다.

Background Window           Selection Window

⇦ Select  ⇨

[Fig. 8] Windows for DynaKey       

한 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문

자는 자음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DynaKey는 한 을 입

력할 경우에는 [Fig. 8]과 같이 자음을 먼  보여 다. 

자음을 입력 하여야 할 경우에는 선택키를 한번 길게 

르면 된다. 이 게 자음이 입력되고 나면 DynaKey의 기

본 입력창은 자동으로 [Fig. 9]와 같이 모음 입력을 한 

형태로 바 다. 

  

⇦ Select  

[Fig. 9] DynaKey for Vowel        

모음 입력 시 ‘ㅚ’나 ‘ㅟ’와 같은 이  모음의 입력이 필

요한 경우 선택 버튼을 두 번 연속 클릭하여 배경창에 이

들이 보이도록 한 다음 선택하면 된다. 한 은 성과 

성 는 성, 성, 그리고 종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성과 종성은 자음 그리고 성은 모음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음이 입력되고 나면(즉, 성이 입력되고 나면) 

DynaKey는 다시 자음 입력을 한 기본 창으로 자동 변

환되어 종성을 입력하거나 새로운 문자의 성을 입력하

도록 돕는다. 

DynaKey의 이러한 동  변화는 입력을 쉽게 하고 화

면을 작게 차지하는 키보드를 만들기 쉽도록 한다. 한 

여러 곳의 세 한 선택 들의 선정이 어려운 사용자들

에게 선택버튼 하나만을 클릭하여 문자를 입력할 수 있

도록 하여, 물리  장애가 있는(e.g., 손을 사용할 수 없

는) 사용자들도 근 도 센서를 이용한 입력도구 등을 이

용하여 정보 입력이 가능 하도록 한다. 

3.2 DynaKey에서 영어 입력

DynaKey를 이용하여 한 을 입력하다가 어 입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드 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어 입력 

모드로 바꾼 다음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DynaKey에서의 어 입력도 한  입력과 유사하다. 

어 입력의 경우 어 알 벳이 순서 로 나타난다. 좌.우

로 이동하여 원하는 알 벳이 선택창에 나타나면 Select 

버튼을 러 그 문자를 입력한다[Fig. 10]. 

Select ⇨

[Fig. 10] DynaKey for English

이처럼 언어를 선택할 수 도 있고 숫자나 특수기호 등

도 선택하면 정해진 순서 로 선택창에 나타나게 되고 

같은 방식으로 입력할 수 있다.

3.3 선택사항

앞에서 DynaKey의 기본 인 동작과 기능을 살펴보았

다. 본 에서는 DynaKey의 변형 가능한 선택사항을 설

명한다. DynaKey는 [Fig. 8]과 같은 기본 인 입력창 들

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배경창이 있어서 화면상 면

을 많이 차지한다. 따라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처럼 

화면이 작은 기기에서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다. 이때 선

택 사항으로 [Fig. 11]처럼 DynaKey를 배경창 없이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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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ynaKey without Background Window

한 선택버튼이나 좌.우 화살표 없이도 사용할 수 있

다. 이때는 선택창 만을 사용하고 선택창의 좌.우 변을 화

살표처럼 이용하고, 선택버튼은 선택창 내부 문자를 클

릭하여 신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창의 윗변을 모드 선

택 버튼으로 아랫변을 어의 ·소문자 한 의 자음

으로의 변환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사항

을 이용하면 좁은 역에서도 DynaKey를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래 [Fig. 12]는 DynaKey가 이동 화기에 구 되었

을 때의 모습을 보여 다. DynaKey는 이동 화기 뿐만 

아니라 일반 컴퓨터를 비롯한 모든 입력장치에 용 가

능하다.

(a) (b)
[Fig. 12] Dynakey

[Fig.12](a)는  배경창과 함께 한 을 입력하는 경우이

고 [Fig. 12](b)는 배경창이 없이 어를 입력하는 것이

다. 이처럼 DynaKey는 다양한 방식의 구 이 가능하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키보드와는 달리 동 으로 키

의 내용이 변화하는 새로운 동  키보드 DynaKey를 설

계하 다. DynaKey는 별도의 물리 인 키보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화면에 표시되는 키보드이다. 한 기

존의 키보드와 달리 키보드 상에 모든 키가 미리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입력하고자 하는 문자나 기호가 입력창에 

동 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나고 이를 보고 사용자가 선택

하여 입력하는 새로운 키보드이다. 따라서 DynaKey는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장애인이나 키보드의 정확한 치 

선택이 어려운 노인 등이 사용하기 쉬워 유니버설 디자

인의 목표에도 맞는 사용자 친화  키보드이며, 스마트

폰이나 스마트워치처럼 화면이 작은 기기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을 용한 키보드이다. 

DynaKey는 새로운 정보 입력 방식을 용한 키보드로 

의 정보기기에 효율 으로 용할 수 있고 사용자들

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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