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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현재 지구는 스마트폰 없이 살기는 어려운 ‘스마트폰의 행성’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상이 스마트폰 없이 살기 어려운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시대로 변했다.’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스마트폰은 역사상 가장 빨리 팔린 기계에 

속한다. 또한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202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스마트 기기를 소유할 것으로 측정되

며 스마트폰이 현재보다 더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의 장애인이 존재한다. 과

거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보 격차가 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스마트 문명 시대의 도래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사라

질 수 있게 되어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 장애인들 또한 

자신이 지닌 장애 요소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장애인들도 스

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비장애인들과의 정

보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마트 기기에서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용 편리성이나 보안 기

능을 중점으로 개발하고 있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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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터치스크린 기반의 스마트 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우며, 

이용할 수 있더라도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매일 고군분투하여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가 앞서 말한 것과 반대로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게 되는 것이

다.  

  약 10억 명의 장애인들 중에서도 2억 8500만 명 정도는 시각장애인으로 다양한 장애 

요소를 고려한다면 시각 장애가 꽤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각 장애인

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음성인식 및 명령 기능’을 이용

하여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및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입력 방식

은 시각장애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에는 주변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

담스러운 기능이다. 그렇다고 해서 값비싼 블루투스 점자 키보드나 제법 무게가 나가는 

리더기를 번거롭게 매번 들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 시각장애인들의 현실이다.  

  본 프로젝트는 위와 같이 스마트 문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다양하고 넓은 사용자 층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게 되었지만 장애인과 같은 일부 특정 사용자들은 편리성이 많이 결

여되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시

각장애인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자 위에서 언급한 문제

들을 해결하고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텍스트 입력 방식을 고안하고자 한다. 입력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Inpris가 개발한 ‘Upsense Super Invisible Keyboard’를 기반으로 할 것

이다. 손가락 터치 모션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음성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오입

력을 줄일 수 있는 기능 또한 구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프로젝트 기능 구성

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한글 입력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한글 특화 멀티 터치 키

보드를 고안 및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개발 결과  

 

 기획 관련 

o 프로그램 UI 설계 및 데모 구현 [완료]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아이디어의 틀을 잡고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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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업무로 ‘Just in Min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아래는 해

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데모의 초안이다. 

 

 [Figure 1]누르미 애플리케이션 홈 화면 초안 

o 프로그램 이미지 디자인 및 제작 [완료] 

 해당 프로그램은 키보드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접목되어 사용되기 때

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짙은 회색과 하늘색, 하얀색을 이용하여 표현하였

다. 아래의 이미지들은 실제로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된 이미지들의 예

시이다. 

 

 [Figure 2] 누르미 애플리케이션 적용 이미지 예시 

o 새로운 한글 입력 방식의 오토마타 고안[완료] 

사용자의 ‘손동작 입력’을 통해 한글 글자정보를 결합하는 새로운 입력방식

을 개발하기 위해선, 새로운 입출력 방법론이 고안되어야 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 팀은 새로운 입력방식을 위한 ‘한글 오토마타’의 설계 및 구현을 

시작하여 완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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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Hangul Automata Type - 1 

 

 

 

 

 

 

 터치 모션 인식 및 멀티 터치 모듈 구현[완료] 

멀티 터치 및 모션 인식을 위한 모듈을 간단히 표현한 도식이다. 쉬운 이해를 위하여 

[Figure 4] Hangul Automata Type - 2 

 

[Figure 5] Hangul Automata Type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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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내용은 생략하였다. 터치 이벤트를 인식하는 View 클래스에서 터치 이벤트를 

받으면 이를 onTouchEvent()에서 처리한다. 이때 Eevent의 getAction과 함께 멀티 터치 

인식을 위해 MotionEvent_ACTION_MASK를 같이 사용한다. 이는 멀티 터치 이벤트인 

ACTION_POINTER_UP/DOWN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Down의 이벤트에서는 

oldPtArr에 처음 화면을 터치하였을 때의 위치가 저장된다. 그 이후로 일어나는 move 

이벤트에서는 현재 터치되고 있는 위치가 ptArr에 저장되며 checkDirection()에 보내진

다. checkDirection()에서는 oldPtArr의 위치들을 checkTouchedCircle()에 보내어 각 포인

트들의 처음 시작된 지점의 기준 원 번호를 받아온다. 또한 oldPtArr와 ptaRR의 위치

를 비교하여 각 포인트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 포인트들은 어떤 기준원의 

이벤트인지를 계산하여 motion 배열에 저장한다. 또한 포인트들의 정보를 onDraw()에 

보내어 기준원, 각 원들에서 일어난 모션 등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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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멀티 터치 및 모션 인식을 위한 모듈을 표현한 도식  

 

 애플리케이션 기본 템플릿 구현(메뉴, 팝업창 등…)[완료] 

 NurumiIME는 Input method service를 구현한 것으로 텍스트박스에 커서가 올려질 시에 

활성화되는 키보드이다. NurumiIME는 두 개의 하위 View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각각 

MKeyboardView와 화면왼쪽의 메뉴막대이다. MKeyboardView는 투명한 배경화면을 가졌으

며 멀티터치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이다. 키보드가 활성화되면 기본적으로 키보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기기 입력 방식 고안 

팀 명 새벽네시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5-SEP-16 

 

캡스톤 디자인 I I Page 9 of 13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드를 위한 공간이 확보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NurumiIME는 전체화면 모드의 키

보드로 구현되었다. 

 

[Figure 6] 전체화면 적용 전(좌측)과 전체화면 모드 적용 후(우측) 

[Figure 6]과 같이 기존에 설계된 UI에서는 메뉴 버튼이 Information, Tutorial, Mute, Setting

으로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너무 많아 오히려 사

용 편의성을 해치는 결과로 인해 Tutorial의 기능을 삭제하고 Information의 기능을 구체화

하고자 했다. 또한 Mute의 기능은 Talk Back 기능을 접근성 서비스로 자체 내부적으로 제공

하고 있다. Talk Back의 기능이 Google/Daum의 TTS보다 성능적으로나 제한 사항등에서 더

욱 뛰어났고 자유로웠다. 그로인해 Mute의 기능을 삭제하고 Talk Back의 기능을 사용하기로 

했다.해당 결과의 이미지는 [Figure 7]를 참고하면 된다. 

 

 

 

 

 

 

 

 

 

 

UI의 구성 UI 구성 요소 중 Information은 설정 조건에 맞는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

어야 하므로, 다이얼로그 기반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미지 내의 많은 경우의 입

[Figure7] UI 기본 화면(좌) Information 버튼 활성화 상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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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방법이 제시되므로 기기의 화면에 크게 차지하도록 구현하였다. 하지만 Service 기반

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다이얼로그 함수가 없고 Activity 기반에서 제공되는 다이얼

로그를 통해 구현하면 동작은 하나 세세한 조정이 어렵고 애플리케이션의 불안정성이 높

아졌다. 이러한 이유로 Activity를 Intent 기반으로 다이얼로그화 시켜 구현하였다. 위의 

이미지 [Figure 7]은 Information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설정되어있는 조건에 따라 발생한 

이미지이다. 

Application Menu의 마지막 기능인 Setting은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편의성

을 높여주기 위해 구현된 기능으로 Activity 기반으로 구현하였다. 사용자의 주요 입력 언

어, 손의 방향과 같이 사용자의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

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입력 방법을 제시하여 

다양한 사용자의 기호에 맞추고자 하였다. 해당화면은 현재 제시된 설정 범주 외에도 1

학기 캡스톤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추가적인 제안 사항에 대해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전

체 화면 상태의 Activity로 보여주게 하였다. 아래의 [Figure 16]은 이러한 것들을 구현한 

이미지이다. 

  

 모든 결과물의 병합 [완료] 

객체지향 개발을 위해 Automata 부분과 IME부분을 패키지로 나누었다. 

MKeyboardView클래스는 가장 먼저 완성 되었으며 NurumiIME클래스를 그 다음으로 

완성시킨 후 이를 병합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둘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OnMKeyboardGesture 라는 interface를 만들고 MKeyboardView 클래스에서 터치 이벤

트가 완료되는 시점을 IME에서 포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완성 된 이후에 

InformationActivity와 SettingActivity를 NurumiIME위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작업이 진

행되었다. 각각의 Automata들은 IME_Automata라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 받는 구조로 

하였으며, 공통된 상수와 변수들은 부모클래스에 두어 사용하였다. 

[Figure 8] Setting 버튼 활성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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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 문제점 및 추가 내용 

 오토마타의 문제 

현재 각 손가락 마다 입력값을 확인하여 그값을 일일이 비교 분석하여 해당되는 

자음이나 모음으로 변경해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구현되어 있다. 

이 방식은 유지보수도 힘들고, 새로운 방식의 키보드 형식이 나올 시 새로운 오

토마타의 추가가 힘들다. 

 

 몇몇의 입력시 버그  

현재 입력을 할 때 도깨비불 현상에 의해 꼬이는 부분들과 몇몇 글씨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오토마타 상의 문제로 글자를 완성 시킬 때 오토마타가 

인지 하지 못하는 입력이 들어오면 버그가 발생한다. 

 

 새로운 기능 추가 

현 프로그램은 캡스톤 디자인 1의 계획대로 3가지의 입력 방식만을 지원하고 있

다. 캡스톤 디자인 2에서는 사용자가 자기 자신만의 입력 방식을 직접 커스터마

이징 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igure 9] 객체지향 개발을 위해 Automata 부분과 IME 부분을 패키지로 나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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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기능에 대한 UI 제작과 UI 개편 

커스터 마이징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UI제작과 현재 있는 UI를 좀 더 보기 

편하게 개편하도록 한다. 

 

2.3 해결 방안 

 편의성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코드 유지 보수 

캡스톤 디자인 1에서의 코드를 대대적인 리팩토링을 통해 주석, 변수 등을 정리

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함수들로 묶어 길어진 코드부분을 간결하게 만들도록 한

다. 오토마타를 각자 만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을 그 위의 IME_AUTOMATA에

서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여 추가 기능에 대해서도 사용하기 쉽도록 한다. 

 

 버그 수정 및 새로운 기능 추가 

각 손가락의 값을 비트연산으로 처리하여 데이터 베이스 안의 오토마타 정보와 

연동하여 해당되는 자음이나 모음을 출력해주는 방식으로 수정하겠다. 

비트 연산 코드로 변경시 현재 프로그램 보다 입력값 확인이 적어 성능도 향상

될 것이고 현재 소스코드로 되어 있는 오토마타도 데이터 베이스로 변환되므로 

소스코드의 유지 보수 및 유저들이 직접 원하는 키보드 입력 형식으로 오토마타 

제작도 가능 할 것 이다. 

 

 새로운 기능에 대한 UI 제작과 UI 개편 

입력 방식을 새롭게 작성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그 기능에 씌워줄 UI를    

제작한다. 그에 따라서 보여줄 수 있는 UI를 개편하도록 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기기 입력 방식 고안 

팀 명 새벽네시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5-SEP-16 

 

캡스톤 디자인 I I Page 13 of 13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3 개발 일정 

 

 

 

 

 

 
 

4 공모전 지원 계획 

항목 세부내용 9 월 10 월 11 월 비고 

코드 분석 
코드 리뷰                 

코드 문제 분석                 

설계 
비트 연산 설계                 

커스터마이징 및 DB 설계                 

구현 
리팩토링                 

키보드 커스터마이징                 

테스트 및 

유지보수 

리팩토링                 

키보드 커스터마이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