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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obile phones, which were used for simply calling and sending text messages, have 

recently moved to application-oriented digital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and tablet phones. 

The rapid increase of smart and tablet phones which can offer advanced ability and run a variety 

of applications based on Java requires various digital multimedia content activities. These days, 

there are more than 2.2 billions of Christians around the world. Among them, more than 300 

millions of people live in Asian, and all of them have and read the bible. If there is an 

application for the bible which translates from English to their own languages, it could be very 

helpful. With this reason, this paper proposes a multi-bible application that supports various 

languages. To do this, we implemented an algorithm that recognize sentences in the bible as 

word by word. The algorithm is essentially composed of the following three functions: tokenizing 

sentences in the bible into word by word (word tokenization), recognizing words by using touch 

event (word recognition), and translating the selected words to the desired language. 

Consequently, the proposed multi-bible application supports language translation efficiently by 

touching words of sentences in the b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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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896년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를 시작으로 유선 

선로 기반의 유선전화부터 선이 없는 무선전화에 

이르기까지 통신단말기기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변화를 이루며 발전해 왔다. 초기의 음성통화 

기능뿐이던 단말기기는 휴대기기로 진화하며 단문

메시지를 시작으로 컬러이미지, 동영상 등을 전송할 

수 있기에 이르렀다. 특히 통화나 단문메시지 위주

로 사용되던 휴대폰이 최근 스마트폰 및 태블릿폰 

보급의 활성화로 인해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디지털

콘텐츠기기로 전환되고 있다 [1-3].

예전에는 문서로 저장되던 많은 정보들이 정보

화시대를 거치며 디지털화되고 콘텐츠화 되어 보다 

손쉽게 사용되도록 재가공되고 있다. 재가공된 정보

들은 스마트폰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화하면

서 다양한 기능들로 서비스 되었고, 무선인터넷이 

휴대기기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되기 시작하면서 언

제 어디서나 정보서비스를 이용하고 콘텐츠화된 정

보들을 다양한 형태로 배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

한 많은 기능의 애플리케이션들이 휴대기기에 내장

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콘텐츠의 개발 및 활용 

또한 중요시 되고 있다 [4-6].

2007년 안드로이드 OS가 오픈소스로 공개되고 

빠른 속도로 플랫폼이 업데이트되어 새로운 기능들

이 추가되면서 사용자들의 불편함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플랫폼의 버전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씩 다르며 모든 휴대전화의 버전이 동

일하지 않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모두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는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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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경 데이터베이스의 성경 구문을 공백을 

기준으로 토큰 추출

(2) 하나의 토큰에 대해 텍스트뷰 객체를 동적

으로 생성

(3) 생성된 텍스트 객체의 텍스트 값으로 토큰

을 저장

(4) 텍스트 값에서 쉼표나 따옴표 등의 특수문

자로 재토큰화

(5) 재토큰화 되어 실제 단어형태를 텍스트뷰 

객체의 태그 값으로 저장

(6) 사용자의 터치를 인식하도록 텍스트뷰 객체

에 터치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

(7) 메인 뷰에 택스트뷰 객체를 추가

(8) (2)~(8)번 과정이 토큰의 수만큼 반복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SDK 2.2 이하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인 단어를 구분하여 인식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2.3 이상의 SDK 라이브

러리의 단어 인식 기능과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인식 방식을 구현하였다.

단어 구분 인식 기능의 편리성을 검증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멀티 성경 애플리

케이션을 개발하고 단어를 터치하여 인식한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하였다.

멀티 성경은 스마트 휴대기기를 사용하여 이동 

환경 중에도 성경을 간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문자

열들로 이루어진 성경 문구들을 단어별로 구분하고, 

구분된 각 단어들은 사용자의 터치를 인식하도록 

하여 이를 화면에 배치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식된 단어와 사전을 연동

하여 인식된 단어의 의미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기능의 구현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멀티 

성경 시스템의 구조와 동작 과정을 다룬다. 4장에서

는 제안한 단어 구분 인식 기능을 사용한 멀티성경 

애플리케이션의 구현 결과를 보이고 안드로이드에

서 제공하는 단어 인식 기술과 제안한 단어 인식 

기술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Ⅱ. 단어 구분 및 인식 알고리즘

기존의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에서는 단어를 개

별적으로 인식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사용자들이 문장 전체 혹은 문단 전체를 선택 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동적 객체 생성을 통한 단어 구분 및 인식 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단어 구분 및 인

식 알고리즘의 블록도이다. 다음은 알고리즘의 진행 

단계를 보여준다.

그림 1. 제안한 알고리즘의 단어 구문 인식 과정

Fig. 1.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algorithm for the multi-bible application

본 알고리즘에서 텍스트뷰 객체는 화면에 내용 

출력을 위한 값인 텍스트 부분과 사전적 의미 검색

을 위해 저장되는 값인 태그 부분으로 구성된다[7]. 

각각의 텍스트뷰 객체들은 모두 터치이벤트로 캡슐

화 되고 화면에 출력되는 텍스트 값과 실제 사용되

는 단어의 형태인 태그 값을 모두 가지고 있게 된

다. 이는 사용자에게 화면에 나타나는 문장 구조의 

변화 없이 화면에 출력될 부분과 실제 인식되어야 

할 단어 부분을 구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단어 구분 및 인

식 알고리즘을 실제 문장에 적용하여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준다. 「I say, 

“I’m a boy.”」라는 문장에서 공백을 기준으로 토

큰화 하였을 때 추출되는 토큰들은 「I」, 「say」,  

「“I’m」, 「a」, 「boy.”」로 구분된다. 추출된 토

큰들은 동적으로 생성된 안드로이드 텍스트뷰 객체

의 텍스트 값으로 저장되는데, 이는 화면에 출력되

는 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함이다. 하지

만 실제 단어 인식에 사용되어야하는 값은 특수문

자가 제외된 실제 인식 가능한 단어의 형태를 가져

야하므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수문자를 기준

으로 재토큰화한다. 즉 텍스트뷰 객체의 태그 값으

로는 「I」,「say」, 「I’m」,「a」,「boy」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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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다.

그림 2.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단어 구분 및

인식 과정의 예

Fig. 2. An example of word tokenization and 

recognition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단어 구분 및 인식 알고리

즘은 사용자가 별도의 입력 없이 단어를 터치하는 

것만으로 해당 단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단어 구문 추출 함수 */
public void Token(LinearLayout parentView, 
String originalText)
{
  /* 원본문자열 토큰 추출 */
  StringTokenizer Tok = 
  new StringTokenizer(originalText, " -");

  parentView.removeAllViews();
  // 토큰의 개수만큼 반복
  while(Tok.hasMoreTokens())
  {
  // 안드로이드 텍스트 객체 동적 생성
  TextView childText = 
              new TextView(this);
  String temp = Tok.nextToken();
  // 보이는값으로 토큰 저장
  childText.setText(temp);

  // 토큰에서 특수문자 제외
  StringTokenizer Tok2 =
  new StringTokenizer(temp," ,)(-'₩".!:;");
  // 실제 단어 형태를 태그값으로 저장
  childText.setTag(Tok2.nextToken());
  // 터치이벤트 리스너 등록
  childText.setOnClickListener(touch);
  // 텍스트객체를 화면에 추가
   parentView.addView(childText);
   }
}

그림 3. 토큰 추출 및 터치 이벤트 리스너 등록

Fig. 3. Token extraction and registration of 

touch event listeners

그림 3과 4는 제안한 단어 구분 및 인식 알고리

즘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보여준다.

그림 3은 문자열에서 추출한 단어에 터치 이벤

트 리스너 등록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StringTokenizer() 메소드를 사용하여 문자열에서 

공백 및 특수문자를 기준으로 문자열의 토큰을 추

출한다. TextView() 메소드는 텍스트뷰 객체를 생

성하고 앞서 추출된 토큰들을 setText() 메소드와 

setTag() 메소드로 텍스트 값과 태그 값으로 저장

한다. 터치 이벤트 리스너 등록과 텍스트 객체를 화면

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setOnClickListener() 함수와 

addView() 함수를 각각 이용하였다.

// 단어를 터치했을 때 반응하는 함수
public OnClickListener touch = new 
OnClickListener() 
{
  public void onClick(final View v) {
  Cursor Dic;
  String plural = "";
  // 터치한 단어의 태그 값을 가져옴
  String word = v.getTag().toString();
  // 터치한 단어의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바꿈
  v.setBackgroundColor(0xFFffff00);
try{
  // 사전DB에 터치된 단어 검색
  Dic = DicDB.Dic_SearchWord(word);
  Dic.moveToFirst();
  // 검색 결과 출력
  Toast.makeText(getApplicationContext(),
  Dic.getString(1), 
  Toast.LENGTH_SHORT).show();
  }catch(Exception e){
  try{
  /* 사전에서 검색되지 않았을 시 에러 처리 */
  plural = 
word.substring(word.length()-1,word.length());
/* 마지막 캐릭터를 잘라왔을 때 s로 끝난다면
 복수형일 경우 등의 예외처리 */
      if(plural.equals("s"))
      {
        Dic = 
DicDB.Dic_SearchWord(word.substring(0,word.length()-1));
Dic.moveToFirst();

Toast.makeText(getApplicationContext(), 
"["+Dic.getString(1)+"]의복수형", 
Toast.LENGTH_SHORT).show();
      }

…
    }catch(Exception e1){
Toast.makeText(getApplicationContext(), "검색 
결과 없음", Toast.LENGTH_SHORT).show();
    }
  };
      // 일정시간이 지나면
  Handler mHandler = new Handler(); 
  Handler.postDelayed(new Runnable() { 
      public void run() { 
      // 배경색을 흰색으로 돌아오게 함
        v.setBackgroundColor(0xFFffffff);
      }
    }, 2000);    // 2초 후에 변환
  }
};

그림 4. 단어 구분 및 인식 알고리즘의 구현: 터치 

이벤트 처리

Fig. 4.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algorithm: touch event ha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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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문자열에서 단어를 터치하였을 때 발

생하는 이벤트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부로, 문

자열에서 단어를 터치할 경우 터치된 단어를 사용

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리기 위해 단어의 음영을 노

란색으로 2초간 나타내었다. 또한 터치된 단어의 사

전적 의미를 취득하기 위해 터치된 단어의 태그 값

을 Dic_SearchWord() 함수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사전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단어의 존재여부를 검

색한다. 해당 단어가 사전에서 검색될 경우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화면 하단에 나타내고, 검색 되지 않

을 경우는 선택된 단어가 복수형인 경우의 상황 등

을 고려하여 단어 끝에 ‘s’ 혹은 ‘es’를 제거하는 등

의 처리를 통해 처리된 단어 내용을 다시 사전 데

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다. 이와 같은 처리를 통해서

도 단어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검색 결과가 없다는 

내용을 화면 하단에 출력하도록 하였다. 

Ⅲ. 멀티성경 시스템

본 논문에서 구현한 멀티 성경 시스템은 그림 5

와 같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성경 구문 검색, 다

중 언어 성경, 찬송가 검색 및 듣기 기능을 수행한

다. 사용자가 사용할 언어는 다중 선택이 가능하도

록 하여 한 화면 내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언어의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각국의 

언어로 구성된 성경 데이터베이스와 찬송가 데이터

베이스 및 사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그림 5. 멀티 성경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시스템 구성

Fig. 5. Overall system of the multi bible 

application

본 논문에서 개발한 멀티 성경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들은 정보의 갱신이 빈번히 일어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 의한 내용의 추가나 삭제가 거의 발생하

지 않는 정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애플리케이

션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내부 SQLite 데이터베이

스를 애플리케이션에 포함한다면 휴대기기에서 하

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차지하는 용량이 과도하게 커

지게 된다 [8].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애플리케이션과는 별도로 SD(secure digital) 카드

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데

이터베이스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어

댑터(DB Adapter) 객체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

안 데이터베이스의 연결을 유지하고 접근에 대한 

응답을 수행하며, 사용자 요청에 대한 응답은 단어 

구분 및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화면에 출력된다.

그림 6은 멀티 성경 애플리케이션의 화면 전환 

과정을 보여준다. 화면 전환은 대부분 터치 이벤트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화면 전환 시 매개변수는 간

단한 인덱스나 데이터 구별을 위한 문자열 정도이

다. 사용자는 하위 메뉴까지 추가적인 데이터의 입

력 없이 간단한 터치만으로 화면 전환을 할 수 있

으며, 하위 메뉴에서는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거나 선택하여야 한다. 입력이나 선택 

정보는 다음 페이지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활용되므로 정해진 입력의 조건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잘못된 입력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출력된다.

그림 6. 멀티 성경 애플리케이션의 화면 전환

Fig. 6. Context switch of the multi bibl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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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멀티 성경 애플리케이션. (a) 멀티 성경 애플리케이션의 메인 화면, (b) 단어 구분 및 인식 

알고리즘의 동작 결과, (c) 다중 언어 성경 서비스 실행 화면

Fig. 7. Multi bible application. (a) main page of the multi bible application, (b) execution result of 

the word tokenization and recognition algorithm, and (c) result of multi-language bibles

Ⅳ. 구현 결과 및 비교

본 논문에서 개발한 멀티 성경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의 성경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기

능들인 성경 구절 제공, 각 구절을 읽어주는 독음 

기능, 원하는 구절을 검색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검색 기능을 모두 제공한다. 화면에 나타나는 성경 

문구를 읽어주는 독음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안드

로이드 SDK에 포함된 TTS(Text to Speech) 엔진

을 사용하였다. TTS 엔진은 영어, 불어, 독일어, 이

태리어, 스페인어, 한국어 등의 텍스트를 읽어주는 

기능을 지원한다 [9]. 이를 이용하여 성경 데이터베

이스에 있는 각국의 성경 데이터 중 TTS가 지원하

는 언어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음성으로 출력하

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 개발

한 멀티 성경 애플리케이션은 실시간 뉴스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그림 7은 멀티 성경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결과

로, 그림 7(a)는 성경 검색, 멀티 성경, 찬송가 검

색, 뉴스 기능을 제공하는 멀티 성경 애플리케이션

의 메인 화면을 보여준다. 그림 7(b)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단어 구분 및 인식 알고리즘

의 실행 결과로, 사용자가 단어를 터치하면 해당 단

어에 2초간 음영을 넣어 어떤 단어가 선택되었는지

를 보여주는 동시에 선택된 단어에 해당하는 사전

적 의미가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멀티 성경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의 

성경 애플리케이션과는 달리 여러 언어로 작성된 

성경 구절을 한 화면에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림 

7(c)는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의 특정 구절을 한 화

면에 나타낸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성경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다양한 

언어의 성경을 서비스하더라도 하나의 언어의 성경

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언어의 성경만이 화면에 출

력되었기 때문에 두 국가의 성경 내용을 비교하면

서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개발한 멀티 성경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여러 

언어의 성경을 다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한 화

면에서 여러 언어의 성경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표 1. 안드로이드기반 단어 인식 기능과 제안하는 

단어 인식 기술의 특징 비교

Table 1. Comparison between Android based 

word recognition and the proposed word 

recognition technology

안드로이드

인식 기술

제안하는 

인식 기술

SDK 버전 2.2 이하 2.3 이상 모든 버전

TextView

단어인식
X ○ ○

버전 적용 

범위
X 제한적 제한 없음

인식 방법 X

롱 터치

(Long 

Touch)

탭

(Tap)



220    단어 구분 및 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한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멀티 성경 애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는 출시된 지 2년 만에 5번에 걸쳐 

업데이트 되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버그가 수정되

고, 부족한 기능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

면서 그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10]. 이러한 이

유로 SDK 버전마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 인식 기

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든 버전에서 적용 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표 1은 기존의 안드로이

드 SDK 버전별로 제공되는 단어 인식 기능과 제안

하는 단어 인식 기술의 비교를 보여준다.

안드로이드 SDK 2.2 이하의 버전에서는 단어인

식 기술이 제공되지 않아 단어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SDK 

2.3버전부터 단어 인식 기술이 제공되기 시작하였

으나 안드로이드 웹뷰(WebView) 등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일부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

다. 기업이나 개인 개발자들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에 단어 인식 기술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들이 SDK 2.3 버전 이상에서 안드로이드 API에서 

제공하는 단어 인식 메소드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

션을 개발하여야만 한다. SDK 2.2 이하의 버전에서

는 안드로이드 API에서 제공하는 단어 인식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단어 인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SDK 버전의 제한 없이 모든 안

드로이드 OS에서 사용가능한 단어 구분 인식 기술

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또한 인식 방식을 가볍게 

터치하는 Tap 방식으로 구현하여 SDK 2.3 이상에

서 제공되어지는 글자 인식 방식과 중복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두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SDK 2.2 이하의 라

이브러리에서 지원하지 않던 단어의 터치 인식 기

능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문자열을 

단어별로 구분하고 각 단어들이 터치를 인식하도록 

하여 화면에 동적으로 배치하는 단어 구분 및 인식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구현하였다. 문자열을 구문별

로 분석하여 동적으로 생성되는 문자객체를 화면에 

보이는 텍스트 값과 실제 단어 값인 태그 값을 구

분하여 저장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화면에 나타나는 

문장구조의 변화 없이 단어의 터치를 인식하고 실

제 단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신사에서

는 휴대전화의 기종에 따라 플랫폼 버전의 업데이

트를 제한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의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플랫폼 버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이 달라진다. 제안한 방법은 사용자들이 휴대전화의 

안드로이드 플랫폼 버전에 상관없이 단어 구분 인

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언어의 

성경 구절을 보면서 모르는 단어를 간단히 터치하

는 것만으로도 해당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단어를 검색하는데 소

비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단어 구분 및 인식 알

고리즘을 라이브러리화 시켜 개발자들이 자신의 애

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다. 또

한 텍스트뷰 객체를 동적 생성을 통하여 배치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터치를 통해 인식된 단어를 문장 

속에서 순서를 재배치하는 등의 기능을 추가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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