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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Recently light weight notebook that has good performance produced commonly. In order to reduce the
size of a laptop keyboard, the keyboard arrangement is important but 108 key used in the must
computer are difficult to reduce the size. As a result, almost all lightweight notebooks and net books in
the case of produce light weight, drastically the existing 108-key keyboard with numeric keypad keys
removed to reduce the size and weight. In this paper, users who were having discomfort of using the
keyboards of size reduced in lightweight notebooks and netbooks, to use easy as before solved by
Android smartphones. Proposed a virtual numeric keypad system, which is implement on Android
smartphone and a laptop connected with a wireles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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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해 성능이 좋은 컴
퓨터와 과거 고가였던 노트북의 가격도 하락 하였고,
무거운 노트북의 사양을 낮추는 대신 휴대성을 높이
살린 넷북이라는 제품들도 등장하기 시작 하였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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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성능이 아닌 휴대성을 강
조하는 디자인의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 하였다. 휴대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면의 크기를 줄이는 것보다
키보드의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 효율적인데 기존의
108키 키보드의 오른쪽에 위치한 17개의 숫자 키패
드를 제거해 제품의 크기를 줄이게 되었다[1,2]. 노
트북과 넷북의 오른쪽 숫자패드가 제거 되면서 기존
의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던 사용자들에게는 업무를
보는데 큰 불편함이 생겼다. 따라서 노트북과 넷북에
서 숫자패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USB형 숫
자패드를 구매해야 할 것이다[3,4]. 2007년
APPLE사의 아이폰 3GS를 시작으로 풀 터치스크린
기반의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스마트폰
의 보급으로 기존의 제한적이었던 무선 인터넷 시장
도 활성화 되었는데 수도권 중심이었던 Wi-Fi존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언제 어디서든 Wi-Fi를 통해 무
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본 논문
에서는 숫자 키패드가 제거된 노트북 사용자들의 불
편함을 해결해 주기위해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
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가상의 숫자패드를 구현하
는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본
다. 제 3장에서는 가상숫자패드 시스템 설계과정을
설명하며, 제 4장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을 구현한 후
수행결과를 보인다. 제 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사례

년 iPhone 3GS를 시작으로 스마트폰이 빠르
게 보급되어 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로는
심비안, iOS, Android OS가 대표적인 스마트폰의 운
영체제이다. 최근에 보급되기 시작한 Android OS는
심비안과 iOS의 뒤를 이어 빠르게 스마트폰 시장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5,6].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
로 무선 네트워크인 Wi-Fi를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
2007

폰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Wi-Fi Zone이라 불리는 장소도 생겨나게 되었
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모바일 플랫폼과 안드로이
드 유사한 어플리케이션 및 Robot Class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2.1

안드로이드 모바일 플랫폼

구글에서 2007년 11월에 발표한 안드로이드 플랫
폼은 모바일 운영체제로 운영체제, 미들웨어 및 주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모바일 기기용 소프트웨어
모음을 의미한다. 안드로이드는 컴포넌트의 재사용
과 재배치가 가능한 응용 프레임워크와 모바일 디바
이스에 최적화 된 Dalvik 가상머신, Webkit 엔진 기
반의 통합 브라우저, 구조화된 데이터 스토리지를 위
한 SQLite를 가지고 있다. 디바이스 에뮬레이터, 디
버깅 툴, 메모리 및 퍼포먼스 프로파일링 그리고 이
클립스 IDE를 위한 플러그인을 포함하는 풍부한 개
발환경을 지원한다. 모바일 플랫폼으로서의 안드로
이드 플랫폼의 장점은 자기가 개발한 응용을 안드로
이드 마켓을 이용해 자유롭게 올리고 다른 사람이 개
발한 응용을 받을 수 있는 자체 모바일 마켓 플레이
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드로이드 마켓에는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응용을 개발해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사람들에게 무료
나 유료로 응용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다. 안드로이
드 마켓에는 약 5만 여개의 유료, 무료 응용이 업로
드 되고 있으며 응용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7,8].

그림 1>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내
고 있다. 안드로이드의 시스템 구조를 보면 상위
계층으로 응용 프레임 워크가 존재하며 하위 계
층으로는 라이브러리 , 안드로이드 런타임, 리눅스
커널로 이루어져 있다. 2.6 기반의 리눅스 커널은
카메라, 키보드와 같은 각 장치를 제어하고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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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와 IPC Binder 드라이버를 담당한다. 안드로이
드 런타임은 Dalvik을 포함하는 가상 머신과 Core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라이브러
리는 안드로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C와 C++ 라이브
러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와 같은 라이브러리
로 구성되어 있다. System C Library는 BSD 기반의
Standard C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Media
Library는 MPEG4, H264를 지원하는 OpenCore 라
이브러리를 포함한다. Surface Manager는 2D와 3D
의 여러 개의 화면 레이어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
한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고 LibWebCore는 웹 브라
우저 라이브러리를 포함하며,

의 유사한 어플리케이션

2.2 Android

의 안드로이드는 애플의 아이튠즈에서 서
비스하는 앱스토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안드로이
드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10,11]. 기능은 아이튠즈
의 앱스토어와 유사하다. 어플리케이션의 개수는 아
이폰의 앱스토어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상
당량의 어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림 2>는 안드로이드 마켓에
서 인기있는 어플리케이션인 Gmote를 보여주고 있
다.
Google

그림 2. 안드로이드 Gmote 어플리케이션
그림 1. 안드로이드 시스템 구조

Figure 2. Android Gmote

applications

Figure 1. Android System Architecture

안드로이드 자체 데이터베이스인 SQLite와 OpenGL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다. 응용 프레임 워크 층은
응용을 지원하는 각 매니저로 구성 되어 있다. 안드
로이드 화면을 구성하는 View를 관리하는 View
Manager, 응용과 응용 사이의 데이터 공유를 관리하
는 Content Provider, 그래픽과 레이아웃 파일을 관
리하는 Resource Manager, 안드로이드 상태를 알리
는 Notification Manager, 안드로이드 응용을 구성하
는 Activity를 관리하는 Activity Manager 등으로 구
성 되어 있다.

2.3 Robot Class

윈도우즈 운영체제 환경에서 실제 키보드와 마우
스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클래스가 필요하다.
Java의 AWT 컴포넌트의 robot를 import를 하면 실
제 윈도우즈 운영체제상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제
어할 수 있다. <그림 3>은 robot 클래스를 이용하
여 마우스를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 예제이다.

Journal of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Systems(JKITS), 22~29, Vol.9, No.2, April 2014
public class MouseMoveEx{
public MouseMoveex()
{ try
{ Robot robot=new Robot();
robot.mouseMove(200,200);
}
catch (AWTException ae)
{
ae.printStackTrace();
}
}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s)
{ new=MouseMoveEx();
System.exit(0);
}
}

그림 3. robot 클래스를 이용한 마우스를 움직이는 예
Figure 3. example using a mouse moving robot class

3.
3.1

가상 숫자패드 시스템 설계
시스템 설계

기존의 USB형 키패드의 단점은 별도의 비용을 들
여 구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 숫자패드는 안
도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무선 네트워크에 접
속을 하여 노트북에 연결한다.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
이 된 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노트북의 숫자
키패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4>는 가상 숫
자패드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시스템 구성도

Figure 4, System Configuration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노트북과 무선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게 된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가상 숫자
키패드, 가상 키보드, 가상 마우스, 가상 리모컨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4가
지 기능을 이용하여 노트북을 제어하게 되는데 가상
숫자키패드의 경우 실제 숫자 키패드의 기능을 노트
북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노트북은 일종의 서버 역
할을 수행하게 된다. 무선네트워크로 연결이 된 노트
북은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제어신호를 받아 해당되
는 기능을 수행하여 실제로 노트북의 키보드와 마우
스 값을 입력 시키게 된다. 노트북은 Java의 AWT 컴
포넌트의 Robot 클래스를 통하여 스마트폰에서 온
제어신호를 가지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구분하여 실
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동작을 하게 된다. 차후에
숫자 패드와 키보드뿐만 아니라 음악플레이어 리모
컨과 같은 편의 기능도 추가할 수가 있다.
3.2

흐름도

가상 숫자패드의 흐름도는 <그림 5>에서 보여주
고 있다. 스마트폰은 노트북에 접속을 하게 된다.
접속이 완료되면 스마트폰은 각 마우스, 숫자패드,
PPT 리모컨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스마트폰에서
마우스를 선택하면 마우스의 제어신호를 보내고
노트북으로 보내게 된다. 노트북은 Java의 AWT 컴
포넌트의 Robot클래스를 이용하여 마우스를 움직
인다. 스마트폰에서 숫자패드를 선택하여 숫자패드
의 제어신호를 보내면 노트북의 Java의 AWT 컴포
넌트의 Robot 클래스에서 키보드 제어 신호를 보
내게 된다. 한 예로 동작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에서
PPT 리모컨을 선택하여 제어신호를 보내면 노트북
Java의 AWT컴포넌트의 Robot 클래스를 통해 PPT
를 제어하게 된다. 이런 흐름도를 바탕으로 순차적
으로 실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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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스템 흐름도

Figure 5. System flow chart

3.3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UI 설계

그림 6>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기본 프로
토타입 UI를 보여주고 있다.
<

그림 6. 안드로이드 UI
Figure 6. Android UI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초기화면은 6개의 버튼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버튼이 눌리면 자신이 해

당하는 액티비티를 호출하게 되고 호출된 엑티비
티는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노트북에 연결을 하
게 된다. 가상 숫자패드는 모두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구성된 버튼 하나하나는 서로 다른 값
을 네트워크 스트림을 이용하여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서버인 노트북은 네트워크 스트림을 통해 안
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보낸 값을 받게 된다. 서버
는 이 값을 가지고 자신이 어떤 기능을 작동해야
하는지를 판별하게 된다.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가상 숫자패드 엑티비티가 ‘9’라
는 캐릭터를 네트워크 스트림을 통해 전송하게 되
는데 Java 서버를 가진 노트북 이 네트워크 스트림
을 통해 ‘9’라는 캐릭터를 받게 된다. 이 캐릭터
는 서버 내부의 switch문 안으로 들어오면 캐릭터
‘9’에 대한 case에 걸리게 되어 이 case 문안의
명령문을 실행하게 된다. 명령문 안에는 Robot 클
래스를 동작시켜 노트북의 실제 숫자 키패드를 누
른것과 같은 신호를 보내게 되어 노트북에 숫자 9
가 찍히게 된다. <그림 7>은 구현중인 Java 서버와
안드로이드 엑티비티간의 통신을 보여주는 프로그
램이다. (a)프로그램은 onClick 이벤트가 발생하면
서버로 전송하는 일부분이고 (b)프로그램은 자바
서버인 안드로이드에서 보낸 값을 받아 키보드 이
벤트를 발생시키는 과정이다.
Public void onClick(View v){
try {
setSock(ip,port);
}catch {IOException e1} {
e1.printStackTrace();
}
switch (v.getId()) {
case R.id.nine;
PrintWriterout9=new PrintWriter(netWorkWriter);
char return_msg9='9';
out9.println(return_msg9);
break;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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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race){
Socket client=serverSocket1.accept();
System.out.println("S:Receving...");
try{
rebot=new Robot();
BufferedReader in= new BufferedReader();
new InputStreamReader(client.getInputStream()));
char str=(char) in.read();
switch(str) {
case '9':
robot.KeyPress(numKey9);
rebot.delay(DelSec);
rebot.keyRelease(numKey9);
System.out.println("S: Received:'" + str +"'");
break;

화면에 나타나는 메뉴, 숫자패드, 마우스, PPT, 리
모컨의 엑티비티들을 볼 수 가 있다. <그림 9>는
메인 엑티비티에서 onClick 이벤트가 발생하면 해
당 엑티비티를 호출하는 일부의 프로그램이다.

(b)

그림 7. (a)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b) Java 서버
Figure 7. (a) Android Application (b) Java Sever

4.

구현 및 테스트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가상 숫자패드가 구현되어
있는 엑티비티이다. 키보드의 키패드와 동일한 구성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숫자패드 버튼을 누르면 네트
워크 스트림을 통하여 서버로 캐릭터 값을 전송하게

그림 8. 최종 어플리케이션 구성

Figure 8. final application configuration

된다. <그림 8>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활용한
가상 키보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그림 9. 메인 엑티비티 onClick 이벤트
Figure 9. Main Activity onClick event

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switch문이 동작
하게 된다. switch문에서 4개의 이벤트인 숫자패
드, 터치마우스, PPT, 리모컨, 종료 엑티비티를 호
출하는 이밴트가 발생하게 된다. 메인 엑티비티에
서 숫자패드 버튼을 누를 경우 onClick 이벤트에서
TouchGompad 클래스를 호출하게 된다. <그림 10>
은 onClick 이벤트가 발생시 호출되는 숫자패드 엑
티비티의 일부분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7개
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엑티비티의 동
작을 살펴보면 우선 숫자패드 엑티비티도 onClick
이벤트의 발생으로 엑티비티가 동작하게 된다. 버
튼을 누르면 onClick 이벤트가 발생하며 이벤트가
발생하면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게 된다. 예외처리
를 통해 서버가 Alive 상태면 이벤트가 발생된 값
을 가지고 swicth 문을 실행하게 된다. 이벤트 id
값을 이용하는데 버튼 9가 눌렸다고 가정하면 버
튼 9는 XML 코드에서 ‘nine'이라고 주어지게 된
다. switch문에 버튼 9에 해당하는 nine의 값이 넘
어가게 된다.
on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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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엑티비티의 일부분이다. 총 5개의 버튼으로
구성되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파워포인트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게 해주는 엑티
비티이다.

그림 10. TouchGomPad onClick 이벤트
Figure 10. TouchGomPad onClick event

그림 11>은 메인 엑티비티에서 발생한 이벤트
가 TouchGomMouse의 경우 실행되는 엑티비티이
다. 앞절에서 잠깐 언급한 TouchDown, TouchMove,
TouchUp 이벤트를 이용하여 마우스가 어떻게 이동
할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부분이다. 마우스는 모션
이벤트는 크게 down, move, up이 발생하게 되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누른 상태에서 손가락을 움직
일 경우 move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이때 down 이
벤트때 받았던 처음 좌표에서 움직인 만큼의 값을
빼 이동한 거리를 서버에 전송한다. 서버는 이좌
표 값을 받아 실제 윈도우즈 상의 마우스 좌표에
증감 값을 적용하여 마우스를 움직이게 된다.
<

그림 11. TouchGomMouse의 onTouch이벤트

Figure 11.

TouchGomMouse onTouch event

그림 12>는 메인 엑티비티에서 PPT 버튼을 누
를 경우 onClick 이벤트에서 TouchGomPpt가 실행
<

그림 12. TouchGomPpt 클래스의 onClick 이벤트
Figure 12. TouchGomPpt Class onClick Event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쇼시작, 이전, 다음,
현재 쇼부터, 종료를 구현한 것으로 역시
TouchGomPad와 같이 해당버튼이 눌리면 그 버튼
의 값을 NetWorkWriter를 통해 서버에 전송하게
된다. <그림 13>은 메인 엑티비티에서 리모컨 버
튼을 누를 경우 실행되는 엑티비티이다.

그림 13. TouchGomRemoon의 onClick 이벤트

Figure 13. onClick event of TouchGomRemo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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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엑티비티는 윈도우즈 상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른 응용프로그램을 접근하여 제어하는 엑티비티
이다. TouchGom Ver1.2에서 추가된 기능으로 현재
는 KMPlayer만 제어가 가능하다. 아래 화살표 부분
은 5초 앞으로, 5초 뒤로 가게 해주는 버튼이고 위
에 있는 화살표 버튼은 이전 파일과 다음 파일을
넘어가는 버튼이다. 가운데 버튼은 시작과 일시정
지로 구성되어 있는 버튼이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가상 키보드인 4가지
엑티비티별로 살펴보면 <그림 14>는 가상 숫자패드
실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메모장뿐만 아니라 워드, 한글 등의 문서편집이
가능한 곳이라면 버튼에 해당되는 값들이 표시가
된다. <그림 15>는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켜 마우
스를 움직이고 마우스의 버튼을 누르는 과정을 보
여주고 있다. 마우스의 왼쪽버튼과 오른쪽버튼, 그
리고 더블클릭의 기능을 모두 실행할 수가 있다.
<그림 16>는 PPT 리모컨을 실행한 동작을 나타
내고 있다. 실행 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파
워포인터를 실행하고 PPT 리모컨을 누르면 파워포
인트를 컨트룰 할 수가 있다.

그림 16. PPT 리모컨의 실행

Figure 16. PPT Remote Execution

그림 14. 가상 숫자패드 실행

Figure 14. virtual number pad Run

실제로 구동된 어플리케이션에서 버튼이 눌린
경우 윈도우즈 메모장에 숫자가 표시되는 것을 보
여주는 예이다.

그림 15. 터치 마우스의 실행

Figure 15. Touch Mouse execution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과 노트북 사이의 가상 숫자 키패드를 구현하여 기존
의 경량화된 노트북에서 사라진 숫자키패드를 대신
할 수 있음을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
급률이 2000만데 이상이 보급되면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 되었고, 노트북을 이
용하는 사람 중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논문에서 제시한 무선 인
터넷 가상 키패드를 구현하여 어느 정도 실현 가
능성을 보여 줬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은 하
나의 기능이 아닌 통합적인 기능으로 사용자의
편의도 크게 도모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추
가적으로 멀리서도 자신의 컴퓨터와 관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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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격지원 기능을 구현하여 간단한 숫자 키패드
제어로 시작하여 컴퓨터 전체를 제어하는 통합적
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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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의 성능이 좋고 무게도 가벼운 노트북들이 많
이 나오고 있다. 노트북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키
보드의 배열이 중요한데 이러한 키보드는 일반 컴퓨
터에서 사용하는 108키의 방식으로는 크기를 줄이는
데 힘들다. 따라서 대부분 가벼운 경량 노트북과 넷북
의 경우 과감하게 기존의 108키 키보드의 오른쪽에
배열되어 있는 숫자 키패드를 제거하여 키의 배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크기를 줄이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량화를 거쳐 크기가 줄어든 노트북
과 넷북에서 기존의 숫자 키패드를 사용하던 사용자
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 하였다. 노트북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스마트폰에 가상으로 숫자 키패
드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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