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보드 이런 것 아세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물리적으로 가장 혹사당하는 주변기기는 무엇일까 파워서플라이? ,
하드디스크 그래픽카드가 얼핏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충격을 받CPU, , . ,

는 것은 키보드가 아닐까 손가락으로 두드려대는 그 충격을 고스란히 견뎌낼 뿐 아니라.
과자 부스러기와 먼지 손때 음료수와 담뱃재 등의 오물로 더렵혀지는 것이 키보드이다, , .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사람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다른 주변장치보다 인체공학적

인 설계가 요구되는 것 또한 키보드이다 그래픽 카드 램 하드디스크 등이 빠른 속. CPU, , ,
도와 대용량 처리 기술로 발전하는 속에서 키보드는 어떻게 발전하며 손가락과 함께 했

는지 되짚어 보자.

1. 본체 일체형의 키보드가 분리되기까지

년대 이전에만 해도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에 주로 사용된 방법은 천공1970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한 년대 후반. , 1970
부터 보다 쉬운 입력장치를 필요로 했다 그래서 년대 세대 컴퓨터에서 사용되. 1960 1
었던 컴퓨터 키보드가 개인 사용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디자인되면서 지금 우

리가 사용하는 키보드의 기본이 되었다 년대 등장한 초기 키보드는 본체와 일체. 1970
형으로 붙어 있다가 점차 분리되기 시작하고 키보드의 글쇠수도 개에서 여개, 83 100
이상으로 늘기 시작했다 새로운 운영체제가 출시되면서 조용하게 키보드는 새로운.
컴퓨터 환경에 맞게 진화를 거듭했다.

타자기에서 시작된 키보드의 운명

키보드는 입력장치로서 컴퓨터에 명

령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장치이다.
컴퓨터가 미국에서 시작되었기에 컴

퓨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영문자

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해야 했고,
그래서 세기의 발명품인 타자기가19
키보드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 타.
자기는 발명 이후에 레이아웃이 변경

되지 않은채 수백년을 유지했었다 다.
만 키보드 자판의 배열만이 부분 이

동해왔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쿼티,
자판이 지금 우리가 사용(QWERTY)

하는 키보드의 표본이 되었다.

키보드의 영문 자판 배열은 쿼티 자

판 한글은 벌식을 사용하고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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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티 자판은 자판의 시작 부분이 의 순으로 배열된 것을 일컫는다 이Q-W-E-R-T-Y .
자판은 년에 개발되었음에도 년이 넘게 사용되고 있다 사실 쿼티 자판 배열1873 130 .
은 외우기도 쉽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아 년 드보락 자판이 개발되었다1932 (DVORAK) .
드보락 자판은 타이핑 시의 손가락 움직임과 타자 시간을 연구하여 A, O, E, U, I, D,

등을 중앙에 배치하고 덜 사용되는 알파벳은 위 아래로 분산시킨 과학적인H, T, N ,
배열법이다 쿼티 자판은 두 손가락을 이용해 타자기를 두드릴 때 두 개의 연속하는.
키를 입력할 때에 서로 엉키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타이핑 속도를 줄이고자

고안한 방식이기 때문에 고속 타이핑에는 불편할 수 밖에 없는 배열이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해 개발된 드보락 자판은 양손을 이용해 보다 빠르고 손목의 무리가 가지 않

게 타이핑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지만 보편화되지 못했다 그것은 쿼티 자판에 이.
미 익숙해져버린 사용자의 습관을 되돌릴 수 없었기 떄문이다 한글 자판인 벌식과. 2
벌식 역시 이와 유사하다 년에 텔레타이프용으로 개발된 벌식 자판의 불편함3 . 1969 2
을 개선한 벌식 자판은 사용자의 습관 때문에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이러한 사용자3 .
의 습관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의 입력방식은 영문은 쿼티 자판 한글은 벌식, 2
이 널리 이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키보드의 시작이 기계식 타자기에서 비롯되다보니 디지털을 다루는 의 입PC
력장치로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마우스의 경우에는 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 PC
되면서 마우스의 형태나 설계방식이 다양해지고 파생 상품트랙볼 펜마우스 공중 마( , ,
우스 등이 다양해질 수 있었다 키보드는 자판 배열의 한계로 인해 기본 레이아웃이) .
고정될 수 밖에 없어 다양한 형태로 진화 혁명적 변신을 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이다, .

년 애플사에서 개인용 컴퓨터인 를 발표하면서 키를 장착한 키보드가1977 Apple II 52
본체에 일체된 형태로 제공되었다 초기 키보드는 운영체제에서 지원되는 기능키가.
거의 없었기에 숫자와 영문자 스페이스바 엔터 등의 글쇠만 있었을 뿐이, , Shift, , ESC
다.

애플 의 일체형 키보드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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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키보드와 달리 년 출시된 의 인 은 그나마 지금 사용하1983 IBM PC IBM PC Jr.
는 키보드와 부분 유사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개의 키로 구성된 키보드는 애. 62
플과 달리 와 분리형으로 출시되었다 이후 가 출시되면서 불편했던 엔터키PC . XT, AT ,

키의 크기와 위치 등의 배열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운영체제와 프로그램Shift . ,
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키보드에 필요로 하는 키패드와 방향키 기능키 등이 포함, Alt,
되면서 키보드의 글쇠수는 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용 키보드가 출시된 이래 약. , PC 30
여년이 넘도록 키보드의 자판배열은 달라지지 않았다.

주니어에 사용된 키보드BM PC

개에서 여개 이상으로 늘기 시작83 100

키보드의 자판은 초기 여개에 불과했지만 계속 늘어나 배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50 2
었다 키보드 글쇠수가 많아진 이유는 운영체제에서 다양한 기능키가 지원되었기 때.
문이다 컴퓨터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조작하기 위해서 단축키가 제공되다보니 기.
존의 글쇠수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글쇠수가 늘어가기 시작했다 사실 키보드의 글쇠.
수가 늘어가면서 컴퓨터는 다루기 어려운 복잡한 전자기기라는 인식 또한 커지기 시

작했다 대표적인 전자기기인 나 라디오 오디오만 해도 버튼이 여개 이내에 불. TV , 10
과한 반면 키보드는 무려 여개가 넘는 버튼들이 있다보니 컴퓨터를 처음 다루는100
사용자에게는 이것이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키보드는 미완성의 제품이었다 메인보드 그XT, AT, 386 . CPU, ,
래픽 카드 등의 컴퓨터 주변기기가 보다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한데 반하여 키보드

는 미흡하고 불편했던 편의성이 개선되어가는 과정이었다 비록 운영체제가 다양한.
기능키를 지원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키보드 그 자체는 상품으로서 완전했어야 하지만

불편함이 속속 드러났었다 에서 사용하던 키의 키보드는 엔터키와 가. XT 83 IBM Shift
너무 작아 자주 사용하는 엔터키를 누를 때 불편했다 게다가 우측의 키패드는 엔터.
키와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서 방향키를 누르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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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있는 것은 기능키 역시 좌측에 배열되어 있어서 키보드가 좌우로 긴 편이었다 이.
렇게 초기 키보드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비인체공

학적으로 설계되었다.

불편했던 의 용 키보드IBM XT

이후 가 등장하면서 키보드는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된다 의 출시를 통해서 키보AT . XT
드의 불편한 점에 대해 은 적극 수용하여 지금 내놓아도 구형이라 여기기 어려울IBM
만큼 키배열이 지금의 키보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개를 가진 제품을 출시했101/103
다 일견하기에도 키보드와는 크게 달라졌다 우선 기능키가 개로 늘면서 상단. XT . 12
으로 배치되었으며 불편했던 키패드가 맨 우측으로 떨어져서 사용성이 개선되었다.
특히 키보드는 와 내부 인터페이스도 달라졌기 때문에 호환이 되지 않는다 이AT XT .
후 년에 가 출시되면서 확장 키보드는 이후 키1987 IBM PS/2(Personal System/2) 101
보드의 표준이 되었다.

세계 표준이 된 확장 키보드101

이때 확장 키보드가 표준으로 자리 잡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가 출시되면서101 . XT
키보드가 나오면서 키보드는 상당히 불편한 제품이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83 .

자 은 년에 키를 더한 키보드를 내놓는다 그리고IBM 1984 PRINT SCREEN/SYSRQ 84 . ,
호환 제조사들은 키보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그 외IBM PC 86, 88 .

에 여러 제조사마다 키보드의 글쇠수를 제조한 컴퓨터에 맞게 제멋대로 제작해서 사

용하다보니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핵심이 되는 입력장치가 통일되지 않음으로써 발생

하는 문제점이 컸다 이때 이 확장 키보드를 국제 규격에 맞게 설계하고 이. , IBM 101
것이 표준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의 모태가 된 것이다 확장 키. 101
보드는 키보드 출시 이후 여러 제조업체에서 저마다 연구하며 개발한 다양한83 PC
키보드의 장점만 취합되어 통합 발전된 모델인 것이다 단 한국에서는 한영 전환을. ,
위한 한 영 변환키와 한자키가 추가되어 국내에서는 키가 표준이 되었다 참고로/ 103 . ,

키에서도 한영 전환은 가능하다 한 영 변환키는 오른쪽 한자키는 오른쪽101 . /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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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쇠로 대체하여 사용한다CTRL .

한국의 표준이 된 키보드103

키 확장 키보드는 도스에서 윈도우로 운영체제가 전환된 것처럼 키보드 시장에101
서는 커다란 변화이다 단 이 변화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즉 사용자. , User Interface
편의성을 위한 커다란 발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키보드와 키보드를 비교해. 83 101
보면 뚜렷하게 알 수 있다 기능키의 위치가 상단으로 이동하면서 개씩 분리됨으로. 4
써 버튼을 누를 때에 빠르게 위치를 인지하고 두 개를 함께 누리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등의 키를 함께 모아두고 페이지 이동 시에, NumLock, ScrollLock, PrintScreen ,
사용하는 등의 편집키를 한 곳에 모아Insert, Home, End, PageUp, PageDown, Delete
두었다 이렇게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버튼을 뭉쳐두고 사용 목적입력 이동 등에. , ( , )
따라 키뭉치를 분리해둠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키보드는 초기 정돈되지 않았던 제품이 점차 표준화되면서 국제 규격을 갖추

게 되었다 이후 윈도우 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키가 요구되었다 바로 윈. 95 .
도우 키이다 윈도우 키가 추가되면서 키는 키가 되었고 국내에서 사용되던. 101 103 ,

키는 키 개의 윈도우키와 응용 프로그램키가 되었다 하지만 사실 윈도우키103 106 (2 ) . ,
는 키의 사용을 불편하게 만들며 거의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불편만 가중하는 키Alt
로 전락되기도 했다.

2. 인체공학적 설계와 기능 중심의 키보드 시대

윈도우 출시 이후 년대 후반부터 표준 키보드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우1990 101 .
선 인터페이스가 기존의 단자에서 로 키보드의 레이아웃이 다양화되기 시작PS/2 USB ,
한다 좀 더 쉽고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방식의 키보드가 등장하면. USB
서 키보드의 기능 또한 다변화될 수 있었다 이어 쿼티 자판의 한계로 인해 더 빨라.
질 수 없는 타이핑 속도를 개선하고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인체공학적으로VDT
설계된 키보드가 소개되기 시작했다 이어 년부터 가 아닌 모바일 기기에 사. 2005 PC
용하기 적합한 휴대용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방식의 키보드가 소개되기 시작한다.

인터페이스와 함께 컨버전스화된 키보드USB

단자를 이용한 전통적인 키보드는 년대 중반 펜티엄이 출시되면서 사용되PS/2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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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온 인터페이스이다 그 이전에는 형이 사용되었다 년 넘게 사용되던 가. AT . 15 AT
로 바뀐 후 다시 년도 채 되지 않아 새로운 인터페이스인 가 키보드에 사용PS/2 5 USB

되기 시작한 것이다 키보드는 와 연결하는 다른 주변기기프린터 디지털카메라. PC ( ,
등와 달리 대용량의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이 아니기에 굳이 인터페이스를 사용) USB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유로 에서 로의 전환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메인보. PS/2 USB .
드 역시 두 단자를 모두 지원했으며 키보드 역시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모두 지원하,
는 젠더 등이 제공되었다 이후 년 초부터 제품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다. 2000 USB .

키보드의 등장과 함께 키보드는 기능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USB
다 허브를 내장함으로써 다른 장치를 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 USB USB PC .
한 개의 기능키 외에 단축키가 내장된 제품들이 소개되기도 했다 그 와에도 트랙, 12 .
볼 터치패드 등이 통합된 제품들도 선보였다 를 지원함으로써 키보드의 설치와, . USB
연결이 쉬워지고 키보드 드라이버의 성능과 확장이 유연해지면서 키보드에 다양한 기

능이 추가될 수 있었던 것이다 년 당시에는 벤처붐과 함께 키보드를 무료로 나. 2000
누어 주고 주요 인터넷 포탈 사이트를 단축키를 누르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제품도

출시되었다.

와 모두를 지원하는 키보드USB PS/2

특히 로지텍과 는 당시 만원에 불과했던 키보드 시장에 만원이 훌쩍 넘는MS 1~2 5
고가형 키보드를 소개하면서 키보드 시장의 고급화와 진화를 선도했다 의 오피스. MS
키보드는 키에 머물렀던 키보드에 다양한 단축키를 제공함으로써 컴퓨터 작업을103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키보드에 휠 버튼과 문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단축키를 제공하고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빠르게 실행하고 멀티미디어를 재생할 때 유

용한 버튼들을 여개를 제공했다 이같은 단축키의 제공을 통해 키를 유지한채10 . 103
키보드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었다 오피스 작업이 많은 사무.
직 종사자 멀티미디어를 자주 다루는 영화 매니아 게임을 즐기는 게임 매니아 등의, ,
특성에 맞는 키보드가 출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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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단축키가 제공되는 오피스 키보드

년대 후분부터 년대 초의 이같은 다양한 시도는 천편 일률적이던 키의1990 2000 103
키보드를 크게 발전시키는데 큰 곳을 했다 게다가 고급 키보드 시장의 개막을 통해.
서 년 전에는 수만원이나 되던 기능성 키보드들이 지금은 만원의 가격에 구매할5 1~2
수 있도록 해주었다 키보드 시장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데 밑거름이 된.
것이다.

편안한 타이핑을 위한 인체공학적 설계

그와 함께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에 대한 연구와 제품 개발도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가 년 초에 출시한 는 키보드 시장을 크게 흔들어 놓았MS 2000 MS Natural Keyboard

다 키보드는 직사각형의 반듯한 모양에 정렬된 키 레이아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내. ,
추럴 키보드의 등장과 함께 타이핑 자세를 편안하게 해주는 디자인과 키 레이아웃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내추럴 키보드는 유선형의 디자인에 두.
손을 편안하게 위치한 채에 타이핑을 할 수 있도록 양쪽의 키배열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띈다.

의 내추럴 키보드MS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초기 주목을 받았던 내추럴 키보드는 국내에서 큰 호응을 얻진

못했다 내추럴 키보드가 서양사람의 큰 손에는 적합했지만 한국인의 신체 특성에는.
불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고급형 키보드 시장이 키보드 전체 시장에 긍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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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긴 했지만 이같은 키보드를 선뜻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컴.
퓨터 가격의 약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키보드를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10%
웠다 이런 이유로 로지텍과 는 고급형 시장 외에 보급형 시장을 겨냥해 만원. MS 1~2
대의 저가형 키보드를 출시하며 저변을 확대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키보드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키감이다 비록 로지텍과 가 고급, . MS
형 키보드를 출시하고 다양한 기능의 키보드가 출시되며 기존의 키 키 키보드101 , 103
보다 성능과 기능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리지널 키보드에 대한 로망을 쉽IBM
사리 저버릴 수 없는 매니아들도 있다 키보드가 인터페이스를 도입하고 다양한. USB
기능으로 진화되며 인체공학적인 설계 방식이 적용되며 발전했지만 그와 함께 키감,
은 이전같지 않게 되었다 기계식 키보드에서 느끼던 딸깍 거리던 그 손맛을 그. IBM
리워하는 매니아들을 위해 키감 자체에 주력한 제품들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고 있

다 해피해킹 등의 키보드는 무려 여만원이 넘는 초고가 제품으로 키감을. Cherry, 10
그리워하는 사용자들의 입맛을 맞춰주고 있다.

만원이 넘는 해피해킹 키보드30

최근의 키보드는 특정한 사용 목적에 맞게 특화되어 용도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

공되고 있다 로지텍 게이밍 키보드와 키보드는 게임을 위해 특화된 제. G15 ZBOARD
품들이다 보드는 게임 종류에 따라서 키셋을 교체할 수 있는 키보드로 프로그램마. Z
다 원하는 키셋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트랙볼 키보드는 무선으로. , Xplanet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로 트랙볼이 내장되어 있어 등에 연결해서 영화 등을 볼HTPC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게임 종류에 따라 키셋을 바꿀 수 있는 보드 키보드Z

- www.oojoo.co.kr -



혁신적인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변신 또 변신

키보드는 최근들어 그 어느 과거보다 더 혁신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년 윈. 2007
도우 비스타를 앞두고 는 비스타용 키보드와 마우스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MS
다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는 블루투스로 무선을 지원한다 책상 위. Ultimate keyboard .
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것 외에 무릎 위에 올려두고 멀리서 를 조작하기 편리한 디PC
자인이다 그 외에도 비스타에 맞춰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들이 제공되고.
있다 윈도우 가 출시되면서 윈도우 키 개가 추가되어 키로 키보드가 변경된. 95 2 103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인 것이다 이렇게 키보드는 운영체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
면서 가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입력장치로 운영체제와 함께 진화OS 100%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윈도우 비스타용 키보드

키보드는 지극히 정형화된 입력장치로 유저의 자유로움을 고려치 않은 답답한 하드

웨어이다 컴퓨터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바.
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를 빠르게 습득하지 못하는 이유도 타이. PC
핑의 어려움 때문이다 외우기 어려운 자판배열은 여러 시간을 투자해야만 타이핑에.
익숙하게 해준다 를 켜고 채널을 돌리고 볼륨을 조절하는 것보다 가 어려운 것. TV PC
은 키보드 타이핑의 어려움이 한 몫한다 그에 반해 마우스는 사용법이 쉽다 하지만. . ,
마우스는 키보드처럼 단어 입력을 할 수 없으며 여러 번의 마우스 반복 작업을 해야,
만 키보드의 단축키 버튼 하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키보드와 마우스의 장점만.
을 섞은 새로운 방식의 입력장치인 는 모니터 화면 위에 손을 올려두고 자유TactaPad
롭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혁신적인 입력장치이다 또한 시스템은 나만. , DX1
의 키보드 배열을 구성해서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나 명령어를 키보드로 구성해서 사

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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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식의 입력장치인 TactaPad

나만의 커스터마이징된 키보드, DX1 Input System

또한 휴대폰이나 등의 모바일 장치를 위한 키보드의 변신도 꾸준하다 가PDA, PMP .
볍고 접을 수 있어 휴대할 수 있는 모바일용 키보드가 있는가 하면 레이저를 이용해

동작되는 키보드가 있다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휴대폰과 연결되고 작은 레. ,
이저 송신기를 책상 위에 올려두면 레이저가 키보드를 가상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평면 위에 만들어진 키보드를 두드려 입력을 할 수 있다.

레이저를 이용한 Virtual Keyboard

이렇게 키보드는 꾸준히 진화되고 있으며 컴퓨터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

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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