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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스마트폰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무선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점점 화면의 크기가 커져가고 있다. 최근

에는 5인치 이상의 화면 크기를 가진 스마트폰이 출

시되고 있다. 그러나 큰 화면을 가진 스마트폰은 휴

성이 떨어진다. 특히 한 손으로 조작할 때 화면의 

크기에 따라 사용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3.5인치를 기준으로 5가지 프로토

타입을 제작하여 가로와 세로 방향에 한 한 손 조

작에 관한 사용성 평가를 하였다. 스마트폰 입력 방

식은 Tap, Long Tap, Drag, Flick, Rotate에 관하여 

실험을 하였고 ANOVA 분석을 통해 실험결과를 분

석하였다. 그 결과로 스마트폰을 한 손으로 조작할 

경우 3.5인치 화면은 다양한 입력이 가능한데 반해 

4.0인치부터 제한된 입력 방식이 가능하다. 그리고 

5.5인치가 되면 화면 가운데 Tap 기능 외에 다른 입

력 방식은 사용이 제한이 된다. 

주제어

한 손 조작, 스마트폰 화면, 사용성 평가

Abstract

Faster wireless internet and variety functions of smart 

phone are growing. The size of mobile screen also is 

growing. In recent, the screen size of newly released 

smart phone is 5 inch or more. But it is not always 

good just because a smart phone has the wide screen. 

Especially, when you use the smart phone with one 

hand, the size of wide screen makes a problem in 

usability. We made the five kinds of prototype for this 

study. And we tested the usability of smart phone for 

directions (horizontal, vertical) and input-methods (Tap, 

Long Tap, Drag, Flick and Rotate) with one han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ANOVA analysis. As a 

result, 3.5 inch screen with one hand is possible to use 

the various input-methods. But people should use only 

the limited input from 4.0 inch or more smart phones 

with one hand. And 5.5 inches of smart phone is only 

possible to use Tap at the center part of it.

Keyword 

one-handed, smart phone screen, us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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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최근 무선 인터넷 시장의 규모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며, 많은 사용자들이 편리한 환경에서 쉽고 빠르

게 스마트폰(Smartphone)1)에 접근 할 수 있게 되었

다. 스마트폰이 가진 고성능의 하드웨어와 운영체계

는 퍼스널 컴퓨터의 기능을 체하고, 모바일 환경에

서 기존 컴퓨터 환경이 가진 기동성의 한계를 보안할 

수 있는 체 수단으로 각광 받게 되었다.

스마트폰의 이동성 및 휴 성이라는 특성상 한 손

을 이용한 스마트폰 사용이 빈번하며 이에 따라 한 

손을 이용한 문자 입력의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류

태범, 2011). Karlson(2006)은 스마트폰과 같은 휴 기

기의 사용 실태를 공항에서 관찰하였다. 그 결과 한 

손을 이용한 기기 사용이 전체 관찰 횟수 중 74%로 

매우 빈번하였고, 한 손의 사용은 걷기, 서기, 앉기 

등의 자세와 여유 손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하

였다.

현재 스마트폰을 통해 웹서핑, 사진 감상뿐만 아니

라 전자책과 전자 필기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해지면

서 점차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림 1] 스마트폰 화면 크기 변화

이전의 스마트폰 제조업계에서는 화면크기가 4.7

인치 이상으로 커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왜냐하면 화면이 커지면 그립감과 휴 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전에 나온 5인치  스마트폰인 

델 '스트릭'과 팬택 '베가 넘버5' 등이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이학렬, 2012).

그러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5.3인

치)가 인기를 끌면서 5인치 스마트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4세  통신(LTE) 서비스와 함께 무선 인

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동영상 감상에 한 수요가 

커지면서 5인치 이상의 형화면을 가진 스마트폰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 처음에는 5인치 이상의 스마트

폰은 휴 전화로 쓰기에는 화면 크기가 너무 크다는 

1) 컴퓨터 기능이 내장된 휴 폰을 지칭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

는 말(www.terms.co.kr).

우려도 있었지만, 영화·TV·DMB를 시청하거나 인터

넷·게임을 즐길 때 화면 크기가 커서 시원하다는 인

식이 늘면서 5인치  제품이 주력 스마트폰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됐다(권영전, 2012). 그러나 아직 5인치 이

상의 디스플레이를 가진 스마트폰은 그립감과 휴 성

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조작

성2)에서도 문제가 된다. 

1.2 연구 목적

스마트폰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고, 스마트폰 

특성상 한 손으로 조작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다. 기존의 3인치 이하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

에서 점차 5인치 이상의 화면으로 커져가면서 사용자

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입력하고, 조작하는데 불편함

을 느끼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 손으로 스마

트폰을 조작할 때 스마트폰의 화면크기에 따른 사용

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의 사이즈와 조작 

범위를 알아보는데 있다. 

1.3 연구 범위 및 방법

사용자가 편하게 느끼는 화면의 사이즈와 조작 방

법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와 입력 방식에 따른 사용성 평가를 통해 밝히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잡은 상태에

서 조작하는 방법에 해 한정하여 사용성 실험을 하

였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해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스마트폰 중에서 표되

는 5개의 스마트폰 화면 크기를 상으로 각 제품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을 조

작하는 표적인 5가지 입력 스타일을 선정하여 사용

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

를 화면 크기와 입력방식에 따른 조작에 관한 사용성

을 분석하였다. ANOVA 분석을 이용하여 유의확률

(0.05)에 들어온 항목 중에서 ‘보통이다’(3.0)을 기준으

로 5개의 스마트폰 프로토타입에 한 5가지 입력 방

법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한 손 조작시 사용자가 불

편함을 느끼지 않는 스마트폰 화면의 크기, 그리고 

조작 방법과 범위에 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2) 조작성 [ operability ] : 기계,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하에 있는 경우에 이것을 사용해서 의도한 로 동작하기 쉽고, 

또한 이것을 운전, 조작하기 쉬움에 한 능력을 말한다(산업안

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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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폰

2.1 스마트폰의 사이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은 [표 

1]과 같다. 애플社의 아이폰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

이 팔리고 있고 그 뒤로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2위로 

팔리고 있다. 스마트폰의 시장은 아이폰과 갤럭시의 

경쟁 가운데 기존의 다른 스마트폰 회사들의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크기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2011년 2/4분기

1위 애플 2034 만

2위 삼성전자 2000 만  이상

3위 노키아 1670 만

4위 RIM 1320 만

5위 HTC 1210 만

6위 LG전자 615 만

7위 소니에릭슨 532 만  이상

8위 모토로라 440 만

[표 1] 세계 스마트폰 시장 판매량 순위 (자료 : 스트

래티지애널리틱스(SA). 일부는 추정치)

기존의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는 4:3으로 공통적이

었지만 현재는 영화 콘텐츠를 감상하거나, 전자책이

나 전자잡지, 그리고 문서를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16:9 나 16:10 비율의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아이폰, 갤럭시, 옵티머스, 배가레이서이다. 각 스마트

폰의 제품 전체 사이즈과 화면 크기는 다음과 같다. 

전체 사이즈 (mm)
(가로*세로*높이)

디스플레이
사이즈 (inch)

애플
아이폰 4S

115.2 * 58.6 * 9.3 3.5

삼성
갤럭시 S2

125.3 * 66.1 * 8.49 4.3

LG
옵티머스 4G

133.9 * 67.9 * 10.5 4.5

HTC
Rezound

129 * 65.5 * 13.7 4.3

소니에릭슨
Xperia arc 125 * 63 * 8.7 4.2

[표 2] 스마트폰 사이즈

현재는 3.5인치에서 4.5인치 크기의 스마트폰 화면

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큰 화면에 한 사용자의 요구

가 많아짐에 따라 스마트폰 화면도 점점 커지고 있다. 

2.2 스마트폰의 한 손 조작

오늘날에는 이동하면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가 많은데, 이 때 사람들은 두 손을 모두 이용하여 조작

하는 것에 불편함을 겪게 되어 한 손으로만 조작하는 것

을 선호한다(Karlson, Bederson, Contreeas-Vidal, 2006). 

[그림 2] 활동하면서 모바일폰 사용할 때 손의 수

하지만 한 손으로 모바일 기기를 조작할 때에는 주

로 손바닥으로 기기를 받치고 그 손의 엄지손가락만으

로 터치스크린을 조작하게 된다. 

Karlson와  Bederson(2007)은 모바일폰의 화면을 

12개로 나누어 한 손으로 조작할 때 엄지손가락이 닿

기 어려운 부분과 쉬운 부분을 분석했는데, [그림 3]

의 연회색은 닿기 쉬운 부분이고 진회색은 닿기 어려

운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엄지손가락이 닿기 쉬운 부분과 어려운 부분 구분

그러나 이 연구는 오른손을 기준으로 당시 PDA

의 제한된 화면 사이즈에서 이루어진 실험이다. 

현재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는 3인치에서 5인치 이

상 화면의 크기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의 다양한 화면 크기에 한 왼손과 오른손에 관한 

조작성에 관한 연구는 현재 미비한 실정이다. 

3. 스마트폰 입력 방식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입력 방식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진다. [표 3]은 육호준(2009)이 정의한 스마트폰

의 입력 인터랙션 스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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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설명

Tap 마우스의 포인팅, 클릭과 같이 선택할 
오브젝트를 가볍게 한번 두드리는 동작

Double 
Tap

마우스의 더블 클릭과 같이 Tap을 
빠르게 두 번 두드리는 동작

Long 
Tap(Hold)

휴 폰의 Long-Press와 같이 터치지점 
한 군데를 일정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누르는 동작

Drag
마우스의 드래그 기능과 같이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끄는 동작

Flick
특정 명령(Command)과 관련된 빠른 
선형의 움직임 (Flick Up, Flick Down, 

Flick Left, Flick Right)

Multi-touch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터치 지점을 
누르는 동작

[표 3] 터치스크린에서의 6가지 입력 인터랙션 스타일

또한 이동수(2001)도 스마트폰의 입력방식을 6가
지로 구분하고 있다. 입력방식을 크게 베이직 액션과 
액티브 액션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세부 항목으로 
스마트폰의 입력방식을 정의하였다. 

(1) 베이직 액션
1) Tap : 마우스 포인팅, 클릭과 같이 타겟을 가볍

게 한번 두드리는 동작
2) Double Tap : 마우스의 더블 클릭과 같이 빠르

게 두 번 두드리는 동작
3) Hold Single/Multi : 터치 지점의 포인트에 

해 탭을 유지한 상태

(2) 액티브 액션
1) Drag : 베이직 액션 ‘홀드’에 의해 나타나는 모

션 피드백, 타켓 포인트를 홀딩 한 상태에서 상하 또
는 좌우로 이동하는 모션

2) Flick : 베이직 액션 ‘홀드’를 바탕으로 특정 입
력방향으로 던지듯 진행

3) Free / Rotate : 홀딩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자
유로운 이동을 위한 모션

두 논문의 스마트폰 입력방식을 기준으로 본 연구
에서는 사용성 실험을 할 스마트폰 입력 방식으로 
Tap, Long Tap, Drag, Flick, Rotate 이렇게 5가지로 
선정하였다. Multi-Touch는 한 손으로 조작시 이루어
지기 힘든 동작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성 실험의 
입력방식  상으로 삼지 않았다. 

4. 입력방식에 한 사용성 실험

본 연구에서 사용할 스마트폰 화면 크기는 5가지이다. 

아이폰의 화면크기인 3.5인치를 기준으로 4.0인치, 4.5인
치, 5인치, 5.5인치이고, 화면 비율은 4:3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될 프로토타입은 아크릴을 이용하여 5가
지 화면 사이즈에 따라 제작하였다. 프로토타입의 전체
적인 크기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이폰과 
갤럭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모든 프로토타입의 높이는 
9mm로 통일하였고 좌우 폭은 5mm, 상하 폭은 20mm

로 정하였다. 상하 폭은 스마트폰 상단의 마이크 부분
과 하단의 버튼 구조를 고려하여 20mm로 하였다. 

 4.1 사용성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 실험에 적용할 스마트 폰의 입력 방식

은 5가지(Tap, Long Tap, Drag, Flick, Rotate)로 각 항

목에 하여 5점 척도를 적용하여 화면 크기에 따른 입

력 방식에 한 사용성 실험을 실시한다. [표 4, 5,6,7]은 

설문지에서 각 입력방식에 따른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번호 구간을 정리한 것이다. 모든 설문지는 세로방향과 

가로방향에 해 설문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4] 실험에 사용한 프로토타입과 구간별 번호 (세로/가로)

Task 1) Tap 

각 번호에 Tap 행위에 한 실험을 실시하고 설

문지에 사용성에 관한 설문을 작성한다. (Double Tap

은 Tap과 같은 기능으로 판단)

Task 2) Long Tap

각 번호에 2~3초간 지속적으로 누르는 동작으로 

실험을 실시하고 그에 한 평가를 한다. 

Tap & 

Long Tap

(세로방향)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설문지 
번호

번호 구간
설문지 
번호 

번호 구간

1 1 1 1

2 2 2 2

3 3 3 3

4 4 4 4

5 5 5 5

6 6 6 6

7 7 7 7

8 8 8 8

9 9 9 9

10 10 10 10

11 11 11 11

[표 4] Tap & Long Tap 평가 항목

Task 3) Drag

1번과 3번으로, 1번과 9번, 3번과 11번, 9번과 11

번에 한 각 끝 모서리에 관한 Drag 행위와 5번에

서 7번, 2번에서 10번에 한 스마트폰 중앙에서 이

루어지는 Drag 행위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고 그에 

한 평가를 한다. 



- 144 -

Drag

(세로방향)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설문지 
번호 

번호 
구간

설문지 
번호 

번호 
구간

1 1 → 3 1 1 → 3

2 5 → 7 2 4 → 8

3 7 → 5 3 9 → 11

4 9 → 11 4 1 → 9

5 2 → 6 5 2 → 10

6 6 → 10 6 10 → 2

7 4 → 8 7 3 → 11

8 8 → 4 8 4 → 6

9 1 → 5 9 6 → 8

10 5 → 9 10 5 → 7

11 3 → 7 11 7 → 5

12 7 →11 ․ ․

[표 5] Drag 평가 항목

Task 4) Flick

Drag와는 다르게 가볍게 터치하는 방식으로 스마

트폰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4번에서 6번

까지, 6번에 8번까지, 5번에서 6번까지, 6번에서 7번

까지 가볍게 터치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실시하고 그

에 한 평가를 실시한다. 

Flick

(세로방향)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설문지 
번호

번호 구간
설문지 
번호 

번호 구간

1 4 → 6 1 5 → 6

2 6 → 4 2 6 → 5

3 6 → 8 3 6 → 7

4 8 → 6 4 7 → 6

5 5 → 6 5 2 → 6

6 6 → 5 6 6 → 2

7 6 → 7 7 6 → 10

8 7 → 6 8 10 → 6

[표 6] Flick 평가 항목

Task 5) Rotate

화면 중앙에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조작

하는 행위이다. 

Rotate

(세로방향)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설문지
번호

번호 구간
설문지 
번호 

번호 구간

1 4 → 5 → 8 1 2 → 5 → 10

2 8 → 5 → 4 2 10 → 5 → 2

3 4 → 7 → 8 3 2 → 7 → 10

4 8 → 7 → 4 4 10 → 7 → 2

[표 7] Rotate 평가 항목

4.2 실험의 목적 및 상

본 실험의 목적은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잡은 상

태에서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입력 행위에 관한 사

용성 평가이다. 한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5가지 화면

의 크기 변화와 가로, 세로방향에 해 사용성 평가

를 하여 화면 사이즈에 따른 한 손 조작시 이루어지

는 입력 방식에 한 만족도를 알아보는데 있다. 

본 실험의 피실험자는 스마트폰의 조작 방식(터

치, 화면끌기 등)에 익숙하면서 모바일 웹의 사용이 

거부감이 없는 스마트폰 사용경험이 있는 20  성인 

남녀를 상으로 하였다. 피실험자는 총 50명으로 각

자 자신이 스마트폰을 조작할 때 사용하는 손으로  

실험 실시하였다. 피실험자 중에서 왼손으로 스마트

폰을 조작하는 인원은 20명이었고, 나머지 30명은 오

른손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하였다. 

4.3 실험 방법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빛 등 사람의 심

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모두 제어할 수 있는 

실험실에서 사용성 평가를 실시했다. 그리고 피실험

자를 상으로 실험을 한 후 설문지에 사용성에 관한 

각 조작방법에 따른 사용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실

험은 스마트폰 화면크기에 따른 5 종류(3.5인치, 4.0인

치, 4.5인치, 5.0인치, 5.5인치)와 스마트폰의 방향성 2 

종류 (세로방향, 가로방향), 그리고 5가지 입력 방식

(Tap, Long Tap, Drag, Flick, Rotate)에 한 각 항목

별로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즉 화면의 크기가 다른 

프로토타입 5종류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에 한 2가

지 조작동작을 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각 동작의 

항목은 Tap과 Long Tap은 11개, Drag는 12개, Flick

은 8개, Rotate는 4개이다. 

5. 설문지 분석

각 문항에 해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

점)’, ‘그렇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를 부여했다.

설문지 분석을 ANOVA(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이

루어졌다. 즉 각 문항의 평균 점수를 ANOVA을 통해 

피실험자의 만족도를 알 수 있다. 유의 확률(p값)이 

 ≤ 이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분석결과가 유의

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면 귀

무가설을 기각하기 못하여 분석결과가 유의적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각 항목별로 유의 확

률(p값)이  ≤ 인 것으로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만 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유의한 차

이가 있는 항목에 해서 3.0(보통이다)을 기준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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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에 한 구분을 하였다. 즉 3.0 이상이면 조작하는

데 보통 이상으로 문제가 없는 반면에 3.0 미만은 조

작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5.1 ANOVA 분석

각 항목에 하여 유의확률(p값)이 0.05이하인 항

목을 분류하였다. [표 8]은 왼손으로 조작할 때 세로

방향에 한 5가지 화면 사이즈에 한 입력 방식에 

관한 항목 중에서 유의확률이 0.05이하의 항목만을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3.0(보통

이다) 이상인 것은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즉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 중에서 음영으로 표

시된 것은 사용자 조작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음영으

로 표시가 안 된 곳은 사용자가 조작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T
a
p

2

3.5 4.10 .852

2.815 .030

4.0 4.20 .616

4.5 3.80 1.005

5.0 3.80 1.005

5.5 3.20 1.508

3

3.5 3.10 1.488

6.047 .000

4.0 2.80 .768

4.5 2.40 1.314

5.0 2.10 .718

5.5 1.60 .821

6

3.5 4.50 .513

3.151 .018

4.0 4.50 .513

4.5 4.50 .688

5.0 3.70 1.302

5.5 4.00 1.298

7

3.5 3.90 1.165

15.811 .000

4.0 4.00 .918

4.5 4.20 .768

5.0 2.90 1.334

5.5 1.90 1.165

9

3.5 2.80 1.196

2.569 .043

4.0 3.20 1.105

4.5 3.40 1.231

5.0 3.30 1.455

5.5 2.30 1.302

10

3.5 3.80 1.281

4.564 .002

4.0 3.60 .821

4.5 3.40 1.046

5.0 3.10 1.483

5.5 2.30 1.380

11

3.5 3.40 1.231

11.688 .000

4.0 3.20 1.361

4.5 2.60 1.231

5.0 2.00 1.376

5.5 1.20 .410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L

o

n

g

T

a

p

2

3.5 4.10 .968

2.836 .029
4.0 4.00 .795
4.5 3.90 1.071
5.0 3.90 .852
5.5 3.10 1.483

3

3.5 2.70 1.302

4.522 .002
4.0 2.60 .940
4.5 2.50 1.318
5.0 2.50 .688
5.5 1.50 .688

7

3.5 4.00 .918

14.423 .000
4.0 4.20 1.005
4.5 4.30 .657
5.0 3.10 1.410
5.5 2.10 1.334

10

3.5 3.40 1.231

3.011 .022
4.0 3.70 .657
4.5 3.50 1.051
5.0 2.80 1.508
5.5 2.60 1.465

11

3.5 3.60 1.314

11.794 .000
4.0 3.30 1.302
4.5 2.50 1.318
5.0 1.80 1.005
5.5 1.50 .946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D

r

a

g

T

a

p

2

3.5 3.40 1.046

3.523 .010
4.0 3.40 1.231
4.5 3.30 1.525
5.0 3.50 1.318
5.5 2.20 1.281

3

3.5 3.30 1.129

2.552 .044
4.0 3.20 1.361
4.5 3.30 1.525
5.0 3.20 1.281
5.5 2.20 1.281

4

3.5 2.80 1.105

3.671 .008
4.0 2.30 1.129
4.5 2.50 1.539
5.0 2.20 1.105
5.5 1.50 .513

6

3.5 3.50 1.147

4.039 .005
4.0 3.30 1.129
4.5 3.00 1.451
5.0 3.00 1.026
5.5 2.10 1.165

11

3.5 3.00 1.026

9.518 .000
4.0 2.60 1.392
4.5 2.00 1.026
5.0 2.30 1.129
5.5 1.10 .308

12

3.5 2.90 1.334

15.216 .000
4.0 2.00 1.124
4.5 1.30 .470
5.0 1.40 .681
5.5 1.00 .000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F

l

i

c

k

7

3.5 4.10 .968

5.131 .001
4.0 3.40 1.231
4.5 3.20 1.281
5.0 3.50 1.235
5.5 2.40 1.314

8

3.5 4.10 1.071

5.225 .001
4.0 3.10 1.334
4.5 3.00 1.298
5.0 3.30 1.302
5.5 2.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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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R

o

t

a

t

e

3

3.5 3.90 .718

7.043 .000
4.0 2.80 1.281
4.5 2.60 1.142
5.0 2.90 1.252
5.5 2.00 1.298

4

3.5 3.70 1.031

5.796 .000
4.0 2.70 1.302
4.5 2.50 1.147
5.0 2.90 1.165
5.5 2.00 1.124

[표 8] 세로 방향에 관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 분류

왼손으로 세로방향으로 조작할 때 유의확률(p값)

이 0.05 이하로 나온 항목은 전체 항목 중에서 Tap에

서는 2, 3, 6, 7, 9, 10, 11이고, Long Tap에서는 2, 3, 

7, 10, 11이다. Drag Tap에서는 2, 3, 4, 6, 11, 12이고, 

Flick은 7, 8 Rotate는 3, 4이다. 

나머지 설문조사의 결과도 유의확률이 0.05 이하

로 나온 것을 중심으로 표로 만들고 음영으로 표시하

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왼손으로 가로방향으로 조작할 때 유의확

률이 0.05 이하는 Tap 과 Long Tap 은 모두 10번만 

해당되었고, Drag Tap은 1, 2, 3, 5, 6, 8, 9에서 나왔

다. Flick은 4, 5, 6, 8에서 Rotate는 1, 2, 3이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세로 방향으로 조작할 때는  

Tap에서는 전체 항목이, Long Tap은 1, 2, 3, 5, 6, 8, 

9, 10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왔다. Drag Tap은 1, 2, 3, 

4, 5, 6, 9, 10, 11에서 Flick은 2, 3, 4, 5, 6, 8에서 나

왔고, Rotate는 전체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오른손으로 가로 방향으로 조작할 때는 Tap과 

Long Tap은 2, 3, 6, 7에서, Drag는 1, 2, 3, 5, 6, 7, 

9, 10, 1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lick은 3, 4, 5, 

6, 7, 8에서 Rotate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2 ANOVA 분석을 통한 그래픽 작업

5.1장에서 도출된 ANOVA 분석 결과를 그래픽으

로 보기 쉽게 변환하는 작업을 하였다. 각 항목 중에

서 유의한 차이가 보인 항목에 하여 평균값이 3.0

이상(보통이다)으로 나타난 경우에 ●(색으로 칠함)표

시하였다. 즉 ●로 표시된 것은 사용자가 한 손으로 

조작할 때 보통이상으로 입력방식과 조작 범위에서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와 [그림 6]은 Tap과 Long Tap, Drag 

Tap, Flick, Rotate의 결과를 표시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5] 세로로 세운 상태에서 조작한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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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가로로 누운 상태에서 조작한 결과 분석

5.3 결과 분석

5.2장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 중에서 사용성이 ‘보

통’(3.0이상)으로 나온 부분만을 선택하여 화면 크기

에 해당하는 스마트폰 그래픽에 모두 적용하였다. 

그 결과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세워서 조작하게 

되면 3.5인치는 왼손, 오른손 모두 입력 방식의 많은 

부분을 만족하는데 반해 4.0인치, 4.5인치, 5.0인치는 

일부 입력 방식만을 만족한다. 그리고 5.5인치는 한 

손으로 조작하는데 만족하는 조작 방법 및 범위가 작

아 사용하는 많은 불편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왼손으로 조작 오른손으로 조작

[그림 7] 세로 방향에서 조작한 결과 분석

왼손으로 조작

오른손으로 조작

[그림 8] 가로 방향에서 조작한 결과 분석

그리고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눕혀서 조작하게 되면 

한 손으로 잡으면 안정적으로 잡을 수 없어서 스마트폰 

조작에는 세로 방향에 비해 불편하다. 그리고 가로 방

향은 잡고 있는 손의 엄지로만 할 수 있는 일부 Tap과 

Drag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을 한 손으로 조작할 때 화

면의 크기에 따른 입력방식의 사용성에 관한 연구이

다. 최근 다양한 기능과 빠른 무선 인터넷으로 스마

트폰의 화면 크기도 점차 커져가고 있지만 두 손이 

아닌 한 손으로 조작할 경우 그립감이 떨어지고 입력

방식의 사용성에 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3.5인치를 기준으로 4.0, 4.5, 5.0, 5.5인

치를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하여 스마트폰에서 사용되

는 입력 방식인 Tap, Long Tap, Drag, Flick, Rotate

에 해 사용성 실험을 하였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ANOVA 분석을 통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들에 

해서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한 결과를 각 화면크기의 스마트폰 그래

픽에 적용해 본 결과, 스마트폰을 세워서 사용할 경

우 3.5인치는 부분의 입력방식과 조작범위에서 사

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4.0인치, 4.5인치와 5.0인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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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일부 제한된 입력방식만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5.5인치가 되면 한 손으로 조작하

는데 불편함이 많아진다. 

또한 스마트폰을 한 손으로 가로로 누워서 사용할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잡고 조작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사용하고 조작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진다. 그래서 가

로로 사용할 때는 동영상 감상과 같은 조작이 덜한 

기능을 위주로 사용할 때가 적당하다. 그리고 가로로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동영상 정지나 재생 기능을  

화면 가운데 위치하는 것이 입력하거나 조작하는데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판매 중인 5.0인치 이상의 스마트폰 중에서 

한 손 조작 모드라는 기능을 가진 제품이 나오고 있

다. 이 기능은 기존의 전체 화면 하단에 전체에 나타

나는 키패드를 한 손 조작이 쉽도록 손 방향에 따라 

한 쪽으로 치우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는 기능이다. 

하지만 이 기능은 단순히 한 쪽 방향으로 치우쳐서 

나타내는 것으로 한 손으로 조작할 때 실제 사용성이 

편리한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단순히 

한 쪽으로 치우치기 보다는 화면의 크기에 따라 엄지

손가락이 조작하기 쉽고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범

위 내에서 키패드를 배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실험자를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왼손, 오른손 

피실험자를 늘리고 20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에

서 실험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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