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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장애인용 디지털음성도서를 위한 음성 어노테이션 기법

이경희*, 이종우**, 임순범***

요 약
디지털 음성 도서는 독서장애인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기존 디지털 음성 도서

에서의 어노테이션 기능(도서에 노트나 하이라이트 등의 주석을 표기하는 행위)은 시력을 필요로 하는

화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독서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듣는 능력과 음성만으로도 노트나 하이라이트 달기 같은 어노테이션 기능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음성 어노테이션 기법을 제안한다. 디지털음성도서 재생 중 입력된 음성 어노테이션이 어느 문장

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법을 설계하였으며, 이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환경에

서 구현하였다. 눈가리개를 착용한 복수의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실험자들이 의도했던 위치

에 정확히 어노테이션이 삽입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 Voice-Annotation Technique in Mobile E-book

for Reading-disabled People

KyungHee Lee*, Jongwoo Lee**, Soon-Bum Lim***

Abstract

Digital talking book has been developed to enhance reading experiences for reading-disabled

people. In the existing digital talking book, however, annotations can be created only through the

screen interfaces. Screen annotation interfaces is of no use for reading-disabled people because they

need reader’s eyesight. In this paper, we suggest a voice annotation technique can create notes and

highlights at any playing time by using hearing sense and voice command. We design a location

determination technique that pinpoints where a voice annotation should be placed in the playing

sentence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our voice annotation technique, we implement a prototype

in an android platform. We can find out by the black-blindfolded users testing that our system can

perfectly locate the exact position that a voice annotation should be placed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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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음성도서(Digital Talking Book)란 시각

장애인을 비롯한 독서장애인을 위해 육성녹음파

일이나 컴퓨터 합성음으로 책을 읽어주는 디지

털 형식의 전자도서이다. 이것은 mp3 형식과

같은 기존의 음성도서를 발전시킨 형태로, 과거

불가능하던 네비게이션을 지원하여 장, 절의 이

동 및 검색 등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북마크,

노트 등의 부분적인 어노테이션 기능으로 독서

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음성도서의 어노테이션 입

력 인터페이스는 모두 화면을 중심으로 제공되

고 있어 실제 시각장애인의 사용에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전자문서 어노테이션 관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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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및 서비스는 대부분 보기만 하는 전자책 환

경을 기준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음성파일을

포함한 디지털음성도서 환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음성도서에서 독서

장애인의 독서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음성 어노테이션 지원 기법을 제시한다. 제안하

는 방법은 재생중인 음성도서에 입력된 사용자

의 음성 어노테이션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분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어노테이션 형식으로

는 노트, 하이라이트를 주로 다루고 있다.

구현된 전자책 재생기는 스마트폰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2.3을 기반으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형식의 전자도서 파일과 이

것을 읽어주는 음성파일로 구성되는 음성도서를

지원하며, 음성지령을 통해 어노테이션을 가하고

재생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독서장애인이 음

성도서 열람 중 자신의 음성을 이용하여 의견을

쉽게 기록할 수 있게 하였다.

2. 관련연구

어노테이션(annotation)은 문서나 문서의 특별

한 부분에 대한 개인의 의견, 해석, 강조, 비판

등의 목적으로 생성되는 주석 정보를 의미하며

[1], 하이라이트(highlight), 밑줄(line), 도형

(symbol), 노트(note) 등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

다[2]. 특히 디지털 어노테이션 콘텐츠는 일회성

정보가 아닌 재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전자문서 환경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번 장에서는 일반전자문서에서의 음성 어노테

이션 관련 연구 및 디지털음성도서에서의 어노

테이션 지원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2.1 일반전자문서에서의 음성 어노테이션

일반전자문서에서 제공되고 있는 화면 어노테

이션 연구 및 서비스에 비해 음성 어노테이션

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지 않다. 최근 구

글의 음성인식 API[3]를 비롯하여 다양한 음성

인식 기반기술을 이용한 음성 어노테이션의 중

요성이 재조명 받고 있으나, 디지털음성도서 환

경에서의 음성 어노테이션 지원 사례는 흔치 않

다. 일반전자문서에서의 음성 어노테이션 시스템

은 저장 형식 및 발전 순서에 따라 음성 미디어

저장 방식, 음성인식기반 저장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의 음성 어노테이션 서비스는 간단한 음

성 노트를 녹음하여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고, 해

당 위치에 생긴 노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재생하

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녹음된 음성 미디어 파일

을 그대로 저장하고 사용하는 방식은 구현은 비

교적 간단하나, 녹음 당시 주변 소음으로 인한

음질 훼손의 가능성이 있고 추후 어노테이션 콘

텐츠 정보를 재사용 하고자 할 때 비효율적이다.

또한 녹음 파일이 많아질수록 텍스트 파일 대비

저장 공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스

템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DENIM[4]이 있다. <그림 1>은 DENIM의 음성

어노테이션 화면이다.

<그림 1> DENIM-음성 어노테이션

입력, 녹음, 생성 화면

음성인식 기술의 발달은 음성 어노테이션의

연구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고, 앞선 방법보다 저

장 공간을 줄임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어노테이

션 정보를 재사용 및 검색, 공유할 수 있게 되었

다. 그러나 기존의 음성인식 기반 연구들은 주로

노트, 하이라이트 등과 같은 전자책 환경에서의

어노테이션이 아닌 주로 음성 검색이나 태깅을

위한 어노테이션으로 사용된다. 또한 이 방식의

연구 및 서비스들 역시 사운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전자문서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시력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 및 음성도서의 독서

행태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적합

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웹 기반 음성 어노테이션

시스템 WebTranscribe[5]가 있다.

2.2 디지털음성도서의 어노테이션

디지털음성도서 표준[6]은 재생 시스템의 어노

테이션 구현에 필요한 북마크, 하이라이트, 노트

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어노테이션

의 입력 및 출력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 각 디지털음성도서 플레이어의 어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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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명 설 명

<bookmarkSet>
Bookmark/Highlight DTD에서 루트
엘리먼트

<text> 제목이나 노트에 사용되는 텍스트

<audio> DTB의 제목 또는 사용자가 녹음한 노트의
음성 클립. src, clipBegin, clipEnd 속성

<lastmark>
사용자가 바로 전에 읽기를 중단한 위치,
읽기를 재개할 때, 플레이어가 재생하기
시작할 위치

<timeOffset>

연속적인 음성 출력 내용에서 <lastmark>,
<bookmark>, <hiliteStart>, <hiliteEnd>의
정확한 위치 URI에서 참조 되는 SMIL 시간
컨테이너의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한 시간
값

<charOffset>
URI에 의해 참조되는(SMIL을 통해) 텍스트
내용 파일에 있는 bookmark, lastmark,
hiliteStart, hiliteEnd의 정확한 위치

<bookmark> 나중에 다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표시해 놓은 문서 내 위치

<note>
북마크나 하이라이트 된 부분에 대한
사용자의 레이블. 음성 또는 텍스트로 표현
가능

<hilite> 사용자가 표시하는 텍스트 블록

이션 시스템은 표준에서 정의된 요소들을 이용

하여 각각 다른 기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플레

이어 제작자 임의로 어노테이션 기능을 지원한

다면, 북마크 DTD[7]를 따르는 유효한 XML 파

일 포맷으로 제공해야 한다.

<표 1>은 북마크 DTD의 대표적인 요소들을

나타낸 것이다. 북마크 DTD 에서는 어노테이션

의 유형으로 북마크 <bookmark>, 노트 <note>,

하이라이트 <hilite>를 정의하고 있다.

<lastmark>를 이용하여 음성도서 재생 도중 일

시정지 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timeOffset>과 <charOffset>을 통하여 정확한

시간과 텍스트 내용 파일의 위치 값을 얻을 수

있다.

<표 1> 북마크 DTD의 대표적인 요소들

대표적인 PC 기반의 독서장애인용 전자책 재

생 툴로는 AMIS[8], EasyReader[9]가 있다.

AMIS는 독서장애인용 전자책 DAISY 컨소시엄

[10]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DAISY 재생 소프트

웨어로, 특별한 어노테이션 기능 없이 북마크만

지원하고 있다. EasyReader는 Dolphin사[11]의

독서장애인용 유료 재생 툴로 북마킹 시 텍스트

및 오디오 노트를 입력할 수 있다. 오디오 노트

는 마이크를 통해 녹음하고 재생버튼을 클릭하

여 확인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녹음된 미

디어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녹음 시 잡음이

들어갈 수 있고, 노트 파일의 내용이나 세부 정

보를 재가공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2>는 EasyReader의 오디오 노트 화면이다.

모바일 환경에서의 DAISY 재생툴 프로젝트

android-daisy-epub-reader[12]은 현재 네비게이

션 기능이 없고 화면에 텍스트 표시가 지원되지

않는 2.0 버전까지만 제공되고 있고, 어노테이션

기능 역시 없다.

<그림 2> EasyReader 오디오 노트 화면

3. 음성 어노테이션 기법

3.1 제안 기법 개요

일반적으로 도서 열람 시, 어노테이션을 가하

려는 위치는 사용자가 읽고 있는 현재 문장뿐만

아니라 이전 문장의 전체 혹은 일부, 한참 전 문

장의 전체 혹은 일부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음

성도서는 일반도서와 달리 선형적으로 재생되기

때문에 어노테이션을 가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한정적이다. 이것은 어노테이션 자체가 아닌 네

비게이션과 같은 독서 시 위치 이동의 문제이므

로, 장, 절 등의 네비게이션 및 되감기, 빨리 감

기 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정한 어노테이션의 가용 범위는

재생되고 있는 현재 문장과 바로 이전 문장이다.

이것은 되감기 등의 네비게이션 동작을 가하지

않고도 최소한의 이벤트로 어노테이션 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비게이션 기능이 지원된

다면 장, 절, 문단 등의 단위로 이동하여 본 시

스템의 어노테이션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문장의 일부에만 어노테이션 가하는 것을 지

원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디지털음성도서에서

음성 파일과 도서 본문의 동기화가 문장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의 어노테이션 가용 범위를 도식화 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음성도서 환경에서 음성 어노

테이션의 입력 및 위치 분석을 위해 우선 어노

테이션을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음성도서에 대

한 각 요소의 내용 (정의 1), 어노테이션 모델

정의 (정의 2)의 2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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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본 연구의 어노테이션 가용 범위

l 정의 1 : 한 문장에 대한 재생시간(Ti, i는 시

작 및 종료시점)은 해당 문장이 재생되는 부분

을 나타내는 유효재생시간(VTi, i는 시작 및 종

료시점)과 문장 간의 공백기를 나타내는 비유효

재생시간(UTi, i는 시작 및 종료시점)으로 구성

되고, 미디어파일의 전체 재생시간(Mi, i는 시작

및 종료시점)에 포함된다. 하나의 문장(S)은 글

들의 집합인 단어(W)의 반복된 집합과, 동기화

된 유효재생시간(VTi)으로 이루어지고, 전체 도

서파일(B)에 포함된다.

    

 ⊂   ⊂ 

    

  가나다  하          

 ∉ 

l 정의 2 : 어노테이션(A)은 어노테이션타입

(AT)과 본문내 선택지점(P), 유효시간정보

(VTi)로 구성되고, 어노테이션타입(AT)은 노트

(N)와 하이라이트(H) 유형으로 구성 된다.

    ,     

 ⊂

3.2 어노테이션 형식 분석

어노테이션의 형식은 어노테이션 객체 파일의

어노테이션 형식 속성에 있는 값에 따라 결정된

다. 속성 값은 0과 1로 0은 노트(N), 1은 하이라

이트(H)를 나타낸다.

3.3 어노테이션 위치 분석

어노테이션 지점 식별 단계는 사용자가 음성

어노테이션을 가한 특정 지점에 해당하는 단어

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로써 선택된 단어가 포함

된 문장을 추출하여 어노테이션의 정확한 위치

를 결정하도록 한다.

음성도서 재생 중 음성 어노테이션의 위치를

선정하려면 해당 파일의 시간 정보를 사용한다.

<그림 4>는 음성 어노테이션의 시작위치 생성

순서를 도식화 한 것이다. 전자책 재생 도중 어

노테이션의 이벤트를 받은 시스템은 즉시 재생

상태를 일시정지로 변경하고, 정지된 시점에 어

노테이션을 태깅 한다.

<그림 4> 본 연구의 어노테이션 가용 범위

3.4 어노테이션 위치 결정

어노테이션 입력 시점과 동기화 된 하나의 단

어를 분석한 다음에는, 선택된 단어를 기준으로

하여 어느 문장에 해당 어노테이션을 삽입할 것

인지 결정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재생되고 있는

음성도서의 특성상,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어노

테이션의 시점과 실제 사용자가 어노테이션 하

기 원하는 위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단계는 전맹인과 같이 오디오 의존도

가 높은 사용자일수록 필수적이다. 보통 독서활

동 중에는 이미 읽은 문장에 하이라이트나 노트

어노테이션을 가하기 때문이다. <그림 5>는 어

노테이션의 위치 분석 및 결정단계 간의 처리내

용을 도식화 한 것이다. 입력된 음성 어노테이션

의 선택지점은 위치가 어디든 한 문장 내의 특

정 음절 혹은 단어가 될 것이다. 분석 단계에서

본문 및 미디어 파일을 기준으로 하나의 단어를

선택했다면, 위치결정 단계에서는 선택된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기준으로 실제 어노테이션 효과

가 적용될 문장을 결정한다.

본 논문의 구현에 쓰인 실제 음성도서 2권(스

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1장,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파라다이스-존중의 문제)에서 각각

100개 문장의 단어 수, 재생시간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한 단어는 평균 0.58초(±0.87초) 동

안 재생되었다. 또한 한 문장은 최소 3개, 최대

27개, 평균 9.8개의 단어로 구성되어있다. 한 문

장을 이루는 단어의 수 9개와 11개가 각각 11문

장씩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6~10개 범위

의 단어를 가진 문장의 분포도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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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어노테이션 위치 분석-결정단계 간

처리 관계

<그림 6>은 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수 별

문장의 개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1~15개의 단

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어노테

이션이 가해질 문장을 결정하기 위해 10개의 단

어 단위를 사용한다. 이는 앞서 측정한 바와 같

이 한 문장을 이루는 평균 단어의 수가 약 10개

인 것과, 사람의 단기 기억이 정보를 한 번에 처

리할 수 있는 심리학적 분석[13][14]에 기반한

것이다.

<그림 6> 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수 별

문장의 개수

심리학자들은 기억을 장기기억과 단기기억으

로 구분하는데, 단기기억은 음성도서 재생 중 음

성 어노테이션을 가하기 위해 받아들인 문장을

순간적으로 기억하는 상황에서 사용한다. 단기기

억은 한 번에 일곱 개의 단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13]. 즉 사람들은 단기기억을 사용하여 7개

의 철자, 7개의 숫자 혹은 7개의 단어들을 기억

한다. 또한 자극정보는 단기기억에 들어온 지 6

초 만에 50%가 사라지고, 18초가 되면 95% 이

상이 기억에서 탈락된다[14].

본 음성 어노테이션 시스템에서는 2개의 음성

도서 내 100개씩의 단어를 분석하여 10개의 단

어가 재생되는 데 평균 5.8초가 소요됨을 측정하

였다고 앞서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앞서 말한 단

기 기억 50% 소멸 시간 6초와 가까운 것으로,

음성도서 사용자는 10개의 단어 청취 시 약 5개

의 단어를 단기적으로 기억한다.

10개의 단어를 기준으로 할 때, 시간적 단기

기억률 48.3%와 단어 청크(chunk)의 단기 기억

률 70%의 평균 단기 기억률은 약 60%가 되어

사용자의 기억체계가 선형적으로 재생되고 있는

음성도서 정보를 무난하게 받아들이며 어노테이

션 할 수 있다.

<그림 7>은 포함된 단어 수에 따라 한 문장

의 예상 재생시간과 실제 재생시간을 비교한 도

표이다. 가로축은 측정한 100개의 대상 문장이

고, 좌측 세로축은 문장의 재생시간을, 우측 세

로축은 한 단어 내 문장 수를 나타낸다. 사각형

포인트의 꺾은선은 예상 재생시간을 나타내고,

삼각형은 실제 재생시간이다. 예상 재생시간과

실제 재생시간의 차는 최소 0초, 최대 ±2.66초,

평균 ±0.87초이다. 본 실험에서는 한 문장이 포

함한 단어의 개수만을 사용하여 문장의 재생시

간을 예측하였다. 하지만 실험에 쓰인 음성도서

는 육성으로 녹음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

의 수를 가진 문장이라 할지라도 문장 각각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재생시간이 조금씩 달라진

다. 이로 인해 실제 재생시간과 예상 재생시간의

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림 7>의 예상 및 실제 재생시간에 해당하

는 꺾은선 그래프의 형태와 같이 둘의 차는 매

우 근소하다. 또한 이 차이는 시스템의 구현 결

과에 적용한 어노테이션 위치 결정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이로써 본 논문에

서는 단어의 개수별로 예측한 문장의 재생시간

정보와 어노테이션 입력 시점을 사용하여 어노

테이션 적용 문장을 결정하였다.

<그림 7> 문장별 예상재생시간과

실제재생시간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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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  ≤ ≤  ) {

if ( P의 지점이  

 
이내에 있으면 )

AS = FS;
else
AS = S;

}

else if (  ≤ ≤  ) {

if ( P의 지점이  

 
이내에 있으면 )

AS = FS;
else
AS = S;

}

else {

if ( P의 지점이  

 
이내에 있으면 )

AS = FS;
else
AS = S;

} [의사코드 1]

if ( P의 지점이  ≤     이면 )
P를 S의 범위에 포함;
} [의사코드 2]

다음으로 사용자가 어노테이션을 가하는 시점

(P)을 포함하는 문장의 재생시간 및 단어 수를

파악하여 정확한 위치를 선정한다. 여기에는 앞

서 측정한 10개 단어 당 재생시간과 [정의 1],

[정의 2]에서 정의된 요소들의 기본 단위가 적용

된다. 10개 단어 재생시간인 5.8초를 기준으로

문장 첫 5개 단어 이내에 어노테이션 요청 시점

(P)이 포함되면 이전문장(FS)을, 그 외에는 현재

문장(S)을 어노테이션 문장(AS)으로 선택한다.

이 과정을 의사코드로 표현하면 <그림 7>의 [의

사코드 1]과 같다. Wn은 단어(W)의 개수, Se와

Sb는 문장(S)의 시작과 끝 지점을 나타낸다.

선택된 지점(P)은 특정 문장(S) 뿐만 아니라

문장과 문장 사이의 공백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정의 2]에서는 비유효재생시간정보

(UTi)로 정의하였다. 비유효 시간에 선택된 지

점, 즉 재생이 막 종료된 현재 문장(S)의 종료

시간과 다음문장(NS)의 시작 시간 이내에 어노

테이션이 입력되었을 때, 선택지점(P)은 현재 문

장(S)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 8>의 [의사코드 2]이다. NSb는 다음

문장(NS)의 시작지점을 나타낸다.

<그림 8> 어노테이션 위치 결정 알고리즘

4. 구현 결과

4.1 구현 환경

본 연구는 최근 스마트폰의 플랫폼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2.3을 기반

으로, 음성 어노테이션을 인식하기 위하여 구글

에서 제공되는 음성인식(Speech Recognition)

API인 Speech API[3]를 이용하였다. 음성합성에

사용된 한국어 음성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15]의 표준형 한국어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였고, Corpus HMM(Hidden

Markov Model)[16] 기반의 HTS(HMM-based

Speech Synthesis System) 엔진을 안드로이드

환경에 이식하여 사용하였다.

4.2 구현 및 실행 화면

제안한 시스템을 구현한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다. 화면 상단에는 전자책 전체 파일과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네비게이션 바가 놓이고 바로

아래부터 콘텐츠 본문이 모든 영역을 차지한다.

메뉴 버튼을 누를 경우 아래에서 슬라이드로 나

타나는 메뉴 버튼들을 통해 화면보기 및 음성

설정, 인덱스 보기, 어노테이션 입력 작업을 할

수 있다. 전맹인을 제외한 사용자는 전자책 열람

중 메뉴를 통한 방법도 있지만, 본문 상에서 원

하는 부분의 텍스트를 선택하여 저장할 수도 있

다. <그림 9>는 전자책 재생 및 어노테이션 입

력 화면이다.

(a) 전자책 재생 및 메뉴버튼 선택 화면

(b) 전자책 재생 중 어노테이션 입력 화면

<그림 9> 화면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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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횟수

단어 

수

예상

재생시간
Sb P

어노테이션  

결과

사

용

자

1

1 10 0.058 0.087 0.093 FS 정확

2 22 0.128 0.157 0.283 S 정확

3 18 0.104 0.331 0.388 S 정확

4 21 0.122 0.468 0.473 FS 정확

5 21 0.122 0.468 0.584 S 정확

6 22 0.128 1.229 1.335 S 정확

7 8 0.046 1.360 1.408 S 정확

8 27 0.157 1.550 2.012 S 정확

9 10 0.058 2.200 2.237 S 정확

10 11 0.064 2.390 2.428 S 정확

11 14 0.081 2.530 2.556 S 정확

12 4 0.023 3.110 3.131 S 정확

13 17 0.099 3.170 3.178 FS 정확

14 18 0.104 3.370 3.439 S 정확

15 4 0.023 4.030 4.051 S 정확

사

용

자 

2

1 7 0.041 1.000 1.030 S 정확

2 9 0.052 2.150 2.161 FS 정확

3 9 0.052 3.490 3.500 S 정확

4 4 0.023 4.130 4.147 S 정확

5 7 0.041 4.210 4.225 FS 정확

6 4 0.023 4.457 4.461 FS 정확

7 14 0.081 5.026 5.101 S 정확

8 12 0.070 5.278 5.320 S 정확

9 4 0.023 5.370 5.331 S 정확

10 9 0.052 5.565 5.601 S 정확

11 7 0.041 6.150 6.159 FS 정확

12 11 0.064 6.280 6.312 S 정확

13 8 0.046 6.480 6.515 S 정확

14 12 0.070 7.092 7.154 S 정확

15 6 0.035 7.291 7.300 FS 정확

사

용

자

3

1 11 0.064 1.170 1.179 FS 정확

2 8 0.046 2.240 2.271 S 정확

3 17 0.099 4.338 4.411 S 정확

4 15 0.087 5.490 5.552 S 정확

5 9 0.052 6.350 6.393 S 정확

6 3 0.017 6.592 6.601 FS 정확

7 5 0.029 7.230 7.235 FS 정확

8 4 0.023 7.415 7.430 S 정확

9 9 0.052 7.568 7.574 FS 정확

10 14 0.081 8.008 8.019 FS 정확

11 8 0.046 8.250 8.286 S 정확

12 8 0.046 8.520 8.433 S 정확

13 15 0.087 9.125 9.137 FS 정확

14 3 0.017 9.254 9.264 S 정확

15 9 0.052 9.270 9.317 S 정확

사

용

자

4

1 22 0.128 0.157 0.191 S 정확

2 19 0.110 1.055 1.194 S 정확

3 6 0.035 2.116 2.122 FS 정확

4 19 0.110 2.290 2.301 FS 정확

5 5 0.029 3.140 3.160 S 정확

6 15 0.087 3.550 3.612 S 정확

7 17 0.099 4.338 4.395 S 정확

8 14 0.081 4.550 4.561 FS 정확

9 12 0.070 5.278 5.288 FS 정확

10 11 0.064 6.020 6.065 S 정확

11 10 0.058 6.390 6.400 FS 정확

12 8 0.046 7.010 7.050 S 정확

13 12 0.070 7.330 7.388 S 정확

14 11 0.064 8.155 8.201 S 정확

15 12 0.070 8.290 8.299 FS 정확

사용자가 전맹인일 경우에는 화면이 검정 바

탕으로 오디오 재생만 제공된다. 전맹인이 오디

오 재생 중 어노테이션을 입력하려면 음성 지령

을 이용할 수 있다. 음성 지령어는 노트의 경우

‘노트’, 하이라이트의 경우 ‘형광펜’이다. 전맹인

은 터치 및 음성 지령 바로 다음 단계에서 음성

으로 노트를 입력할 수 있다. <그림 10>은 음성

노트 내용의 인식 화면이다. 음성지령의 오인식

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입력하라는 안내멘트

를 통해 재작동할 수 있다.

(a) 음성 인식 중 화면 (b) 음성 인식 완료 화면

<그림 10> 음성 노트 내용 인식 화면

4.3 실행 결과 측정

제안된 시스템의 검증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실제 모바일 환경에서 본 시스템을 시험하게 한

후 평가해 보았다. 입력된 어노테이션의 위치 정

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쓰인 2권의 도서는 육

성으로 녹음된 소설형식의 음성도서로, 스콧 피

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5장’, 베르나르 베르

베르의 ‘파라다이스-사라진 문명'이다. 평가에

참여한 대상자는 눈가리개를 착용한 4명의 전맹

인 군이다.

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사용자

에게 시스템의 전반적인 소개와 레이아웃, 흐름

에 대해 설명한 후 직접 음성도서 재생 중 각각

15개의 음성 노트 및 하이라이트를 입력해 보도

록 한다. 어느 형식이든 어노테이션의 위치 분석

기법을 통해 어노테이션 될 문장(위치)이 결정된

다. 음성 어노테이션 입력이 끝나면 사용자가 어

노테이션 했던 문장을 확인하여 어노테이션 문

장 위치의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각 사용자의 어노테이션 입력 시점을 포함하

는 문장의 재생 시작 시간과 예상 재생시간 값

을 이용하여 어노테이션을 적용한 결과 60개 모

두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입력되었다. <표 2>는

사용자 및 평가횟수 별로 선택된 문장의 어노테

이션 입력 결과를 나타낸다.

<표 2> 어노테이션 실험 측정 결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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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음성도서를 이용하는 독서장애

인이 청각과 음성만으로도 어노테이션 할 수 있

게 하기 위한 음성 어노테이션 시스템을 제안하

였다. 특히 오디오 환경에서 입력된 음성 어노테

이션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기법을 설

계하여 디지털음성도서 어노테이션의 새로운 모

델을 제시하였다. 재생 중인 문장을 구성하는 단

어의 개수를 10개 단위로 구분하여 어노테이션

입력 시점에 따라 이전 문장 혹은 해당 문장에

어노테이션을 입력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전맹인

의 독서활동에서 기존에는 불가능 했던 어노테

이션 입력 및 재생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안된 시스템은 음성과 구조화된 본

문 콘텐츠 파일을 함께 갖고 있는 독서장애인용

전자책 국제 표준인 DAISY 포맷이 아닌 XML

파일을 기준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콘

텐츠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DAISY 포맷의 파싱과 함께 DAISY 구성 파일

들과 연동하여 생성되는 어노테이션 XML 객체

파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시스템의 어노테이션 위치 정확도 측정 실험

에 쓰인 음성도서는 소설 형식에 국한되어있어,

평균적으로 한 문장이 갖는 단어의 수가 상대적

으로 많거나 적은 시, 법전 등과 같은 형식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입력된 어노테이

션들을 음성에만 의존하여 손쉽게 찾아갈 수 있

는 어노테이션 브라우징 및 검색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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