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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pid growth and dissemination of touch-based mobile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and tablet PCs, gives 

numerous benefits to people using a variety of multimedia contents. Due to its portability, it enables users to watch 

a soccer game, search video from YouTube, and sometimes tag on contents on the road. However, the limited screen 

size of mobile devices and touch-based character input methods based on this, are still major problems of searching 

and tagging multimedia contents. In this paper, we propose WalkieTagging, which provides a much more intuitive way 

than that of previous one. Just like any other previous video tagging services, WalkieTagging, as a voice-based 

annotation service, supports inserting detailed annotation data including start time, duration, tags, with little effort 

of users. To evaluate our methods, we developed the Android-based WalkieTagging application and performed user 

study via a two-week. Through our experiments by a total of 46 people, we observed that experiment participator 

think our system is more convenient and useful than that of touch-based one. Consequently, we found out that 

voice-based annotation methods can provide users with much convenience and satisfaction than that of touch-based 

methods in the mobil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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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의 

빠른 보 과 성장은 동 상 콘텐츠 사용자들에게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축구경기를 

생 계로 시청할 수 있으며, 달리는 버스 안에서 

YouTube과 같은 상 콘텐츠 제공업자의 서비스

를 이용하여 동 상을 검색하거나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14]. 휴 성, 이동성, 그리고 편재성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특성이 동 상 콘텐츠 서비스

에 결합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례 없는 편의를 제공한 결과이다. 진화하는 모바

일 기기  서비스 환경 속에서 동 상 콘텐츠 사

용자의 편리성은 증 되고 있으며, 모바일 시장의 

콘텐츠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다. 한 모바일 동

상 콘텐츠 소비 증 는 양 인 차원의 시청 증

를 넘어서 개인화된 콘텐츠 검색  태깅 연구

에 한 욕구를 함께 증 시키고 있다[2, 5, 8].

그러나 모바일 기기의 제한 인 스크린화면  

입력방식은 여 히 사용자들의 활발한 콘텐츠 소

비활동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고, 콘텐츠에 주석이

나 태깅을 함에 있어서도 불편함을 주고 있다. 수

많은 동 상 콘텐츠 공 업체에서 비디오 어노테

이션을 지원하는 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분 PC 환경의 입력모드(마우스 는 키보드)

를 기반으로 인터페이스가 설계되어 모바일 기기 

상에서 활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모바일 기기의 화면이나 입력방식이 체 비디오 

상 어노테이션 서비스를 지원할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존하는 비디오 어노테이션 솔루

션들의 부분은 상에 추가 인 정보를 덧붙이

기 해 터치화면 상에서 텍스트 입력을 통해 어

노테이션을 수행하는 통 인 방식을 따르고 있

다[6].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그들이 비디오 상

을 시청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주석이나 태깅도 

상에 덧붙일 수 없는 상황이다. 모바일 상에서 

기존의 비디오 어노테이션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

용자가 비디오에 어노테이션을 수행하기 해서는 

다음의 4가지 작업이 요구된다. 첫째, 사용자는 어

노테이션 정보가 들어갈 시작 시간을 정해야 한다. 

둘째, 마찬가지로 어노테이션 정보가 들어갈 끝 

시간을 정해야 한다. 셋째,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정한 후, 사용자는 터치를 이용하여 어노테이션 

할 텍스트를 입력해야한다. 넷째, 사용자는 송 

버튼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어노테이션을 수

행한 데이터를 해당서버에 송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제한  화면크기의 모바일 기기 상에서 

수행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들로써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비디오를 감상하는 사용

자에게 비디오 어노테이션 작업을 포기하게 만드

는 원인이 된다. 모바일 기기가 동 상 시청에 있

어 요 수단이 됨에 따라, 제한 인 화면상에서 

기존의 입력방식으로 상에 어노테이션 하는 작

업이 도 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 인 비디오 어

노테이션 작업을 지원하기 해 워키태깅(Walkie 

Tagging)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워키태깅 서

비스는 기존의 워키토키(무 기)의 단순한 인터페

이스에서 착안 한 것으로 기존의 터치기반의 입력

방식보다 훨씬 더 직감 인 원터치  음성입력 

기반의 어노테이션 방식을 사용한다. 워키태깅은 

음성기반의 입력방식을 활용하여 기존의 video an-

notation 방식이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깅 

시작 시간, 기간, 태그단어 등의 메타데이터 입력

을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워키태깅은 기존의 사용자 

기반의(사용자에 의해 수행된) 상 어노테이션 

련 서비스에 한 분석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유용성 검증을 한 사용자 실험을 진행하 다. 

구체 인 설명을 해 제 2장에서 기존의 상 어

노테이션 서비스와 련된 연구를 소개하고 있으

며, 제 3장에서는 시스템 설계 면에서 워키태깅 서

비스 구 을 한 시스템 아키텍처  어노테이션 

방식에 해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사용자 실험

을 한 설계  방법론에 해 서술하며, 제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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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BM의 VideoAnnEx의 모바일 인터페이스 화면

에서 사용자 실험에 한 결과를 분석하 다. 마

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  향후 계획을 통해 워

키태깅 서비스의 의의  추후계획에 해 정리하

다.

2. 련 연구

2.1 VideoAnnEx

VideoAnnEx는 IBM에서 배포한 상 어노테이

션 툴이다[20]. VideoAnnEx는 모바일 기기  

앙 서버간의 데이터 통신  MPEG-7 메타데이터 

정보를 동원하여 비디오 시 스에 한 어노테이

션 작업을 돕는다. 구체 으로 VideoAnnEx는 사

용자의 비디오 어노테이션 작업을 지원하기 해 

모바일 인터페이스 상에서 MPEG 비디오 시 스

와 샷 세그멘테이션 일을 입력으로 받는다. 여

기서 샷 세그멘테이션 일이란 비디오 시 스를 

비디오 샷 단 로 분할해놓은 일을 말하며, 시

스 내에서 디졸 나 페이드와 같은 효과가 발생

하는 구간을 찾아내는 샷 세그먼트 알고리즘에 의

해 감지되어 만들어 진다. 만약 입력과정에서 해

당 샷 세그멘테이션 일이 없을 경우에 Video 

AnnEx 툴은 IBM CueVideo Shot Detection 툴킷

을 이용하여 이를 발생시킨다. 다시 말해, Video 

AnnEx는 비디오 시 스를 이루고 있는 비디오 샷

을 어노테이션의 단 로 하여 동작하는 시스템으

로써 비디오 시 스와 샷 세그멘테이션 일을 함

께 입력으로 받아 사용자 어노테이션 작업을 수행

한다. 사용자는 VideoAnnEx 툴이 제공하는 정

인 화면과 련된 단어, 키 객체에 한 묘사, 그

리고 이벤트 련 단어 등의 어휘목록을 활용하여 

비디오 샷에 어노테이션을 남길 수 있다. 이 과정

에서 선택된 어휘  사용자 입력어는 MPEG-7 

xml 형태의 일로써 장된다. 한 번 장된 

MPEG-7 xml 일은 추후에 해당 비디오 시 스

가 열람될 때 함께 사용되어 시각화된다.

 그러나 VideoAnnEx 툴은 사용자가 세그먼트 

구간을 직  명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앞서 설명한 로, 세그먼트 구간은 미리 

정해진 shot segment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될 뿐

더러 사용자는 어노테이션 작업을 하기 해 복잡

한 온톨로지 기반의 편집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VideoAnnEx는 도우 기반 시스

템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재 모바일 장치를 통

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2.2 YouTube Annotations

YouTube Annotations는 YouTube가 개발한 

상 어노테이션 툴이다[22]. 사용자는 자신이 업로

드한 동 상에 한 주석이나 말풍선을 남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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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YouTube Capture 모바일 서비스

있으며 사용자에 의해 어노테이션된 상은 추후

에 상 공개여부 선택에 따라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개될 수 있다. 사용자의 어노테이션 활동을 

해 YouTube Annotations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어노테이션 타임라인, 비디오 이어, 그리고 어

노테이션 속성 패 의 3부분으로 나 어 어노테이

션 활동을 지원한다. 어노테이션 타임라인은 사용

자가 어노테이션 하고자 하는 상구간, 즉 시간

를 설정하도록 지원하며, 비디오 이어는 설

정된 시간 의 상이 시각화되는 부분이다. 타임

라인 설정을 통해 어노테이션 하고자 하는 상구

간이 비디오 이어 화면에 나타나면, 사용자는 

어노테이션 속성 패  창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어

노테이션 정보를 상에 기입할 수 있다. YouTube

의 Annotations를 통해 기입할 수 있는 어노테이

션 타입은 스피치 버블, 노트, 그리고 스포트라이

트가 있다. 스피치 버블은 말풍선 기능으로 상

에 기입하는 형태이며 노트는 텍스트입력의 기입

을,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는 사용자와 소통하는 기

능으로써 마우스 오비 시 라인과 텍스트가 출력된

다. 3가지 타입 모두 어노테이션 시, 다른 YouTube 

동 상, 채   검색 결과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링

크를 붙일 수 있다.

[그림 2] YouTube Annotations 서비스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덕분에 YouTube의 

Annotations는 상 어노테이션 툴로써 비교  많

은 사용자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자신이 업로드한 

상에 해서만 어노테이션 작업을 수행할 수 있

다는 제한과 웹 기반 인터페이스 디자인으로 인해 

모바일 기기 상에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단 이 

있다.

2.3 AnViAnno 

AnViAnno는 안드로이드 랫폼에서 실행되는 

모바일 어노테이션 서비스이다[15]. AnViAnno는 

상과 련된 MPEG-7 메타데이터 정보 장 방

식을 활용하여 상과 련된 객체, 특정 이벤트 

시간  해당 상이 힌 장소 등 다양한 어노테

이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노테

이션 작업 후 업로드 된 상 정보는 SeViAnno 

사이트에 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 YouTube Capture

YouTube Capture는 YouTube 사가 제작한 모

바일 기반 상 어노테이션 로그램이다[21]. 

재 YouTube은 iOS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에서만 

작동되며, 카메라를 통해 캡쳐한 상 는 선택

한 기존 상을 SNS에 실시간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YouTube Capture

를 통해 상 길이 편집, 태깅 입력 등의 어노테이

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동 색보정, 손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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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다듬기  음악 트랙 삽입 등의 효과를 주어 

상을 가공할 수 있다. 어노테이션된 상 정보는 

YouTube 서버에 장되어 추후 다시 활용된다.

2.5 MAMI 

MAMI(Multimodal and Mobile Personal Image 

Retrieval)는 Telefonica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한 

도우 모바일 기반의 음성 어노테이션 로토타

입이다[13]. MAMI는 추후 이미지 검색을 해 사

용자가 입력한 음성 태깅 정보를 장한다. MAMI

는 별도의 서버 없이 사용자가 입력한 음성정보와 

그 밖에 메타정보( 치정보, 날짜  시간 등)를 

로컬 장소에 보 하여 추후 이미지 검색 시 활

용한다.

2.6 Scribbeo

Scribbeo는 iOS 환경에서 실행되는 모바일 상 

어노테이션 로그램이다[19]. Scribbeo은 개인 

는 그룹간의 공유되는 상 는 이미지에 해 

어노테이션 작업을 지원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사

용자 간의 변경된 부분을 장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Scribbeo Server 모듈 

설치를 통해 자신의 어노테이션 작업을 지인과 공

유할 수 잇으며 PDF 는 HTML 형식의 일로 

장하여 이메일로 송할 수 있다.

[그림 4] Scribbeo 모바일 서비스

2.7 MoviBing

MoviBing은 마이크로소 트 연구소에서 개발한 

모바일 기반의 자동 상 어노테이션 로그램이

다[10]. MoviBing은 사용자가 캡쳐  선택한 

상정보를 앙 서버에 송하여 처리함으로써 실

시간  자동 어노테이션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 

서버는 수신한 상 스트리 과 련된 이미지  

련 링크 정보를 기존의 웹에서 크롤링한 정보와 

필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

색한다. 이 과정에 거쳐 추출된 링크정보는 앙

서버에 요청에 의해 Bing 으로부터 얻어와 사용자

에게 제공된다. 사용자에 의해 새롭게 선택된 

상 어노테이션 정보는 서버에 장되어 추후 다시 

활용된다.

2.8 숙명여  음성 주석달기 시스템

숙명여 의 음성 주석달기 시스템은 독서장애인

이 청각과 음성을 이용하여 어노테이션 작업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된 시스템이다[1]. 음

성 주석달기 시스템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음성

을 분석, 랜더링 등의 작업을 거쳐 가공한 후, 음

성합성 기술을 용하여 어노테이션 출력을 수행

한다. 가공된 어노테이션 정보는 어노테이션 형식

에 따라 XML 일 형태로 구조화되어 장되며, 

이 과정에서 어노테이션의 이름, 치, 링크 정보

가 함께 장된다.

에서 본 바와 같이 모바일 기반의 상 어노

테이션에 한 학술 , 상업  수 의 다양한 연

구가 수행되었다. 에서 제시한 비디오 어노테이

션 시스템들 외에도 Marquee[7]나 VAnnotator[9]

와 같이 다양한 상 어노테이션 로그램들이 특

수 효과 지원을 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툴  로그램들이 제공하는 어

노테이션 인터페이스 방식은 여러 가지 제약사항

이 많은 모바일 기기 상에서 수행되기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주된 문제 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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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 부분의 모바일 기반 상 어노테이션 

로그램들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해 복잡한 화면 구성을 따르고 있다. 이는 제

약 인 화면크기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하기

에는 다소 번거로운 작업으로써 숙련된 기술을 

요구한다.

2. 선행된 모바일 기반의 상 어노테이션 시스템

들은 단순히 터치스크린이나 키패드를 터치하

는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다양한 제스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인터페이

스 설계방식으로써 직 성이 떨어지며 로그

램 기능이 다양해질수록 화면 구성이 복잡해져 

사용에 불편함을 다.

3. 셋째, 재 나와 있는 부분의 모바일 기반의 

상 어노테이션 시스템은 주로 비디오 세그먼

트( 상 구간)가 아닌 특정 비디오 임( 상 

장면)에 어노테이션 기입을 하는 것에 을 

맞추고 있다. 

에서 언 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한 솔루션

으로써 우리는 단순하고 직 인 비디오 어노테

이션 방식인 워키태깅을 제안한다. 워키태깅의 핵

심 인 의의는 사용자의 음성  직감 인 제스처 

방식을 활용해 어노테이션 작업을 수행함에 있다. 

이를 해 본 연구는 기존의 음성인식 기술  사

용자의 제스처에 한 연구들을 분석하 으며[3, 

4, 11], 이를 워키태깅 인터페이스 설계에 용하

다. 워키태깅 시스템의 상세 설명은 제 3장 시스

템 디자인 섹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3. 시스템 디자인

워키태깅은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랫폼에서 

실행되는 상 어노테이션 서비스이다. 워키태깅

은 워키토키(무 기)의 무  방식에서 착안한 개

념으로써 기존의 상 어노테이션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여 사용자에게 단순하면서도 직감 인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특히, 

기존의 모바일 상 어노테이션 방식이 갖고 있는 

주요 문제 인 복잡한 화면 구성, 터치  문자입

력 방식의 지나친 의존성, 그리고 상 세그먼트 

어노테이션 기능의 부재를 개선하기 해 워키태

깅은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인터페이스 설계에 

반 하도록 하 다. 

• 단순한 화면 구성

• 직감  제스처를 활용한 어노테이션 방식

• 상 세그먼트에 한 어노테이션 기능

본 연구는 단순한 인터페이스 화면 설계의 첫단

계로써 어노테이션 작업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분

석하 다. 상 임( 상 한 컷)과 세그먼트(

상 구간)에 해 어노테이션 작업 시 필요한 필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상 세그먼트]

1. 어노테이션 단어 입력

2. 어노테이션 시작시간 정보

3. 어노테이션 끝 시간 정보

[ 상 임]

1. 어노테이션 단어 입력

2. 어노테이션 시  정보

워키태깅은 부차 인 기능을 이고 어노테이션

에 필요한 기능 주로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 다. 신, 사용자의 음성과 직감

인 제스처를 활용하여 어노테이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함으로써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하 다. 음성과 사용자 제스

처의 활용으로 워키태깅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터

치  문자 입력 의존성에서 탈피하 으며, 상 

세그먼트에 한 어노테이션 작업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될 수 있었다. 

이처럼 워키태깅 인터페이스는 설계과정에서부

터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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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에 모바일 상 어노테이션 로그램들

이 터치  문자 입력을 통해 어노테이션 서비스

를 제공한 것과는 차별되는 이다. 결과 으로 워

키태깅은 기존의 상 어노테이션 로그램들이 

갖고 있던 복잡한 제어  입력 방식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직감 인 방식을 취함으로써 모바일 환

경에서 사용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3.1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워키태깅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모바일 환경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 한 단순화시켜 설계

되었다. 그 결과, 워키태깅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 재생을 한 상 이어 화면과 어노테이

션 시  설정을 해 필요한 ‘Voice’ 버튼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사용자 실험을 해 별도

로 ‘Tag’ 버튼을 두어 리액션 타임을 측정할 수 있

도록 하 다. 

        (a)                      (b)

[그림 5] 기존 어노테이션 인터페이스(a)  워키 
태깅 인터페이스(b)

기능 인 면에서 워키태깅은 사용자가 직  어

노테이션 하고자 하는 상 시 을 자유롭게 설정

할 수 있으며, 설정한 구간범  체(부분 상)에 

한 어노테이션  설정한 시  순간의 장면(

상 한 컷)에 한 어노테이션 모두 가능하도록 인

터페이스를 설계하 다. 이 과정에서 구간 상  

순간 상 어노테이션 작업을 해 필요한 메타데

이터 정보를 각 각 분석하 고, 사용자 입장에서 

각 모드 선택 후에는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결과 으로 워키태깅 시스

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구간 상  순간 상

에 한 어노테이션 기능모두 지원하면서도 사용

자 입장에서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어노테이션 작업의 부하를 

일 수 있도록 하 다[그림 5](b). 다음은 각 모드

별 동작을 해 분석한 메타데이터 정보  사용

자 인터 션에 한 설명이다.

3.1.1 순간 상( 상 한 컷) 어노테이션

워키태깅 시스템 상에서 사용자가 순간 상에 

한 어노테이션을 하기 해서는 ‘voice’ 버튼을 

른 채로 원하는 어노테이션 음성 정보를 입력한 

후, 버튼을 떼면 된다. 사용자가 지정한 어노테이

션 시 시간은 ‘voice’ 버튼을 클릭하는 시 으로 

정해지며, 마이크로폰을 통해 입력된 음성 어노테

이션 데이터와 른 시 의 상 시간정보는 추후

에 워키태깅 원격서버에 송된다. 워키태깅 시스

템은 사용자의 음성 정보를 정확히 포착하기 해 

어노테이션을 남기는 시 의 상에 한 음소거 

작업을 수행한다.

3.1.2 구간 상(부분 상) 어노테이션

구간 상에 한 어노테이션은 기본 으로 순

간 상에 한 어노테이션과 같은 원리로 동작한

다. 차이 은 순간 어노테이션 모드는 상 한 컷

에 한 어노테이션이기 때문에 ‘voice’ 버튼을 

른 시 의 시간 정보만 필요했지만, 구간 상 어

노테이션은 사용자가 지정한 구간정보를 알기 

해 구간의‘끝 시간’에 한 정보가 추가 으로 필요

하다. 워키태깅 시스템은 ‘끝 시간’에 한 정보 수

집을 해 두 가지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첫째는 ‘voice’ 버튼을 른 시 부터 손을 떼는 

시 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즉, 사용자가 

버튼을 르고 있는 지속 기간을 측정하는 원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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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키태깅 시스템 아키텍처 구조도

다. 워키태깅 시스템은 사용자가 ‘voice’ 버튼을 

른 시 과 지속 기간을 측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어

노테이션 하고자 하는 구간의 끝 시간을 악할 

수 있다. 그러나 어노테이션 하려는 구간이 길어

지게 되면( 를 들어, 10  이상) 사용자에게 불편

함을  수 있어 짧은 구간의 어노테이션에 합

한 방식이다. 

둘째는, 손가락을 른 채 드래깅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부분 으로 첫 번째 방식과 같지만, 어

노테이션 하고자 하는 구간을 손가락을 른 상태

로 드래깅하여 빠르게 검색  지정할 수 있다는 

이 다르다. 이 모드는 기존의 모바일 인터페이

스에서 손가락을 이용하여 화면 확  는 축소를 

하는 사용자 경험에 착안하여 고안된 방식으로써, 

사용자에게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본 연

구는 이 모드에 해 한 손가락을 사용하는 방식

과 두 손가락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하여 설

계하 다. 한 손가락 사용방식은 한 손가락을 터

치한 상태에서  는 아래로 드래깅하여 사용하

는 방법이고, 손가락 두 개를 사용하는 방식은 두 

손가락을 터치한 상태에서 두 손가락의 간격을 넓

혔다 좁혔다 하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두 손가

락을 사용하여 드래깅을 하는 경우, 워키태깅 시

스템은 상 구간 길이(시간)를 측정하기 해 사

용자가 손가락 드래깅을 지속한 시간과 두 손가락 

사이의 거리 간의 수학  모델링을 통해 계산하

다. 구체 인 공식은 다음과 같다.

 지속 시간 = (드래깅 시간)

×(손가락 사이의 거리)/C

의 공식에서 손가락 사이의 거리는 픽셀단

로 계산되며, C는 손가락 동작에 한 민감도 상

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C의 값을 600으로 하여 지

속시간을 측정하 다.

3.2 시스템 아키텍처 디자인

구조도 [그림 3]은 워키태깅 서비스의 체 시스

템 아키텍처이다. 워키태깅 시스템은 크게 모바일 

랫폼과 원격서버 두 부분으로 나뉜다. 모바일 

랫폼은 사용자가 실질 으로 워키태깅 서비스를 

실행하는 환경으로써 워키태깅 애 리 이션 구동

에 필요한 모듈  서비스 그리고 사용자가 수행

한 어노테이션 작업들을 원격 서버로 송하기 

한 모듈들을 포함하고 있다. 원격서버는 모바일 

랫폼 상에서 워키태깅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사

용자의 음성 어노테이션 데이터를 가공  처리하

는 모듈과 이들 데이터  련 메타 데이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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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리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워키태깅 서비스는 사용

자에게 음성기반의 어노테이션 방식을 제공하기 

해 구 에서 배포한 음성인식 로그래  인터

페이스 라이 러리를 활용하 다. 한 사용자들

의 음성이 마다 다르고, 워키태깅을 사용하는 

환경이 부분 일상 인 공간이라는 을 감안하

여 오디오 데이터의 무손실 압축을 지원하는 FLAC 

일형식으로 음성을 장하도록 설정하 다. 

상 어노테이션에 필요한 시스템 동작 과정은 다음

과 같다.

1. 일단 워키태깅 애 리 이션이 실행되면 구  음

성인식 라이 러리와 자바 FALC 인코딩 라이

러리가 로그램과 함께 메모리에 로드된다. 

2. 이 후, 로그램이 포그라운드에서 수행되는 동안 

사용자가 발생시킨 음성 데이터는 자바 FLAC 

인코딩 라이 러리에 의해 FLAC 일로 변환

되고 구 의 스피치-텍스트 변환 라이 러리에 

의해 텍스트 형태로 변환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변형된 사용자의 음성 어노

테이션 정보는 구  서버를 거쳐 최종 변형된 텍

스트 일로 워키태깅 원격 서버에 장된다. 요

약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워키태깅은 모바일 

환경에서 실행되는 음성기반의 어노테이션 서비스

로써 구  음성 인식 라이 러리와 자바 FLAC 인

코딩 라이 러리를 통해 사용자의 음성 어노테이

션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하여 원격 서버에 장

한다.

4. 실험설계

본 연구는 워키태깅이 제안하는 인터페이스 방

식의 사용성 평가를 해 YouTube Capture를 비

교평가 실험 하 다. YouTube Capture는 존하

는 모바일 상 련 서비스 로그램  가장 많

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체 앱 사용 순

에서도 높은 순 를 차지하고 있다[16, 17]. 실험은 

YouTube Capture와 워키태깅의 어노테이션 입력 

방식에 한 비교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설계하

다. 한 추가 으로 워키태깅이 새롭게 제안하는 

상 세그먼트(구간 상) 어노테이션 기능의 사용

성 평가를 해 세그먼트 어노테이션 인터페이스

를 별도로 설계하여 실험하 다.1) 워키태깅은 

상 세그먼트의 인터페이스로써 두 가지 방식의 손

가락 제스처 활용을 제시하 고, 두 방식에 한 

비교 평가도 실험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

험 설계를 다음의 표와 그림을 통해 요약하 다.

<표 1> 상 임의 어노테이션 방식

Mode 어노테이션 방식

YouTube 텍스트 입력

워키태깅 음성 입력

<표 2> 상 세그먼트의 어노테이션 방식

Mode 어노테이션 방식

YouTube 텍스트 입력

워키태깅 음성  한 손가락 제스처 사용

워키태깅 음성  두 손가락 제스처 사용

•Mode 1

Mode 1은 YouTube Capture에서 사용하는 

상 임에 한 문자입력 기반의 어노테이션 방

식이다. Mode 1은 어노테이션 하고자 하는 시

에서 Start 버튼을 른 후, 터치패드를 이용한 텍

스트 입력으로 어노테이션 작업을 수행한다. 

•Mode 2

Mode 2는 YouTube Capture에서 사용하는 문

1) 재 YouTube는 상 세그먼트에 한 어노테이

션 기능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연

구는 터치  문자입력을 통해 어노테이션하는 기

존의 인터페이스 방식에 기반한 상 세그먼트 어

노테이션 인터페이스를 별도로 설계하 다. 그리

고 이를 워키태깅의 상 세그먼트 어노테이션 인

터페이스와 비교 평가하는 실험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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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각 어노테이션 동작 방식에 한 설명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워키태깅의 구간 상 
어노테이션 방식은 손가락 제스처 모드에 따라 2가지 버 으로 세분화되었다

자입력 방식에 기반하여 새롭게 설계된 상 세그

먼트 어노테이션 인터페이스이다. Mode 2는 어노

테이션 하고자 하는 구간의 시작 에서 START 

버튼을, 구간의 끝 에서 End 버튼을 른 후, 터

치패드를 이용한 텍스트 입력으로 어노테이션 작

업을 수행한다. 

•Mode 3

Mode 3은 어노테이션 하고자 하는 시 에서 

Voice 버튼을 른 채로 음성을 남겨 어노테이션 

작업을 수행한다. 

•Mode 4-1

Mode 4-1는 어노테이션 하고자 하는 시 에서 

손가락 하나로 Voice 버튼을 러 드래깅을 하면

서 상 구간을 설정한 다음, 음성을 남겨 어노테

이션 작업을 수행한다.

•Mode 4-2

Mode 4-2는 어노테이션 하고자 하는 시 에서 

두 손가락으로 Voice 버튼을 른 후, 두 손가락 

간격을 넓혔다 좁혔다 하여 상 구간을 설정한다. 

상 구간이 설정되면 Mode 4-1과 같이 음성을 

남겨 어노테이션 작업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실험과정에서 YouTube Capture의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방식의 실험용 앱을 만들어 

이를 사용하 다. 실제 실험 설계 과정에서는 You 

Tube Capture와 워키태깅 인터페이스 방식에 

해 순차 으로 번호를 부여하 다. 이는 실험의 

공정성을 한 실험설계로써 실험 참가자들이 실

험 과정에서 배포용 YouTube Capture 인터페이

스를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편견을 배제하

도록 하 다. 한 워키태깅 인터페이스에 해서

도 실험 에 미리 해당 인터페이스가 워키태깅 

인터페이스임을 밝히지 않은 채로 실험에 참여하

도록 함으로써 객 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 다. 

워키태깅 사용자 실험은 안드로이드 4.1 랫폼

[Ice Cream Sandwich]에서 수행되었으며, 각 실험 

참가자들 별로 4가지 모드를 모두 사용한 후에 설

문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 다. 이는 설문과 실

험에 한 사  학습효과를 방지하여 사용자의 편

향을 이기 한 실험 설계 다. 설문지 실험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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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순간 상 어노테이션 작업 시간 
평균값(단 ：ms)

가지 모드 사용 실험을 완료한 실험 참가자에 

해 수행되었으며, 정량  평가를 해 객 문항의 

설문을 제시하여 답변하도록 요구하 다. 한 정

성  차원의 실험 분석을 해 설문 실험을 완료

한 실험 참가자에 해 개별 인터뷰를 진행함으로

써 심층 인 사용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 다. 

실험 참가자 별로 인터뷰한 내용은 장에서 녹음

되어 기록되었다. 사용자 실험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 평가 항목은 크게 2가지이며, 각 인터페이스 상

에서 어노테이션 작업에 걸리는 작업 시간과 어노

테이션 방식의 편리성 평가가 이에 해당한다. 각 

항목에 한 구체 인 실험 설계 내용은 다음 

에서 언 한다.

4.1 사용 작업 시간 평가

사용자들의 수월한 어노테이션 작업을 해서는 

인터페이스 반응  작업 시간이 짧아야한다. 어

노테이션을 한 인터페이스 사용 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수행해야 할 작업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각 상 

어노테이션 방식에 한 성능평가 지표로써 반응

속도에 해 측정하 다.

작업 시간 측정을 해 본 연구는 각 모드 별로 

사용자가 어노테이션 작업을 시작해서 끝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모바일 장치를 통해 측정할 수 

있도록 로그래  하 다. 안드로이드에서 기본

으로 제공하는 타이머 함수를 응용하여 코드 상

에서 사용자의 어노테이션 작업이 수행되는 시

의 시간과 어노테이션 작업이 끝나는 시 의 시간

을 각 각 측정하여 두 변수 간의 차이를 구하 다. 

얻어진 결과 값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각

화시켜 실험참가자들이 자신의 작업 시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4.2 어노테이션 방식의 유용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어노테이션 방식의 유용성 평가

를 해 LikertScale 방식의 객 식 설문문항을 

사용하 다. 실험참가자는 모든 어노테이션 방식

에 해 사용이 얼마나 편리한 지를 평가하도록 

요구받았다. 본 실험에서 LikertScale 설문기법을 

사용한 이유는 사용자가 답변으로 선택한 객 문항 

번호를 평 으로 간주하여 합산에 한 평균

값으로 사용하기 함이다. 한 설문문항을 마친 

사용자에 해서는 답변에 한 추가 인 이유를 

물어 기록하 다. 실험에서 사용한 구체 인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유용성 평가]

•사용하신 방식이 편리하십니까?

1. 매우 편리하지 않다.

2. 편리하지 않다.

3. 그  그 다.

4. 편리하다.

5. 매우 편리하다.

•  문항에 한 답변이유는 무엇입니까?

5. 실험 결과

실험은 총 46명의 참가자들로 진행되었다. 참가

자 구성은 학생 26명, 직장인 14명, 기타 4명이었

으며, 성비 구성은 남성 38명, 여성 8명이었다.

5.1 작업 시간 실험 결과

순간 상( 상 한 장면) 어노테이션의 작업 시

간 측정 실험 결과, 기존의 어노테이션 방식(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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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비해 워키태깅(mode 3)방식의 작업 시간이 

평균 으로 훨씬 게 걸린 것을 찰하 다. 이

는 터치패드로 텍스트를 입력하는 시간보다 음성

으로 어노테이션 하는 시간이 더 기 때문인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는 두 어노테이션 방식의 정확한 비

교 평가를 해 실험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상 

컨텐츠  상 시 을 제공한 후, 어노테이션 작

업을 수행하도록 요청하 다. 구체 인 순간 상 

어노테이션 작업 시간의 평균값은 mode 1이 

6,659ms, mode 3이 4,044ms를 기록하 다.

  [그림 9] 구간 상 어노테이션 작업 시간 
평균값(단 ：ms)

구간 상(부분 상) 어노테이션의 작업 시간 

실험에서도 역시 워키태깅 방식의 작업 시간이 더 

짧게 나타났다. 기존 방식인 mode 2의 경우 어노

테이션 구간의 끝 장면이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 

했던 반면에, 워키태깅 방식은 ‘Pinch in and out’ 

방식을 통해 구간의 끝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어 

어노테이션 작업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간 상 실험 역시 정확한 비교 평가를 해 

실험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상 콘텐츠  상 

구간을 제공한 후, 어노태이션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청하 다. 평균 시간은은 mode 2가 1,3240ms, 

mode 41이 6,340ms, 그리고 mode 42가 6,705ms

를 기록하 다.

5.2 사용자 편리성 평가 실험 결과

순간  구간 상에 한 사용자 편리성 실험

에서 기존 어노테이션 방식에 비해 워키태깅 방식

의 평균 수가 모두 더 높게 나타났다. 순간 상

에 한 실험에서 두 방식에 한 평균 평 은 각 

각 2.52 , 3.93 으로 나타났다. 구간 상에 해

서는 mode 2가 평균 2.81 , mode 4-1이 3.952 , 

mode 4-2가 3.67 을 기록하 다. 한 각 모드 

별로 사용자로부터 편리성 평  4 (‘유용하다’이

상을 답변 한 경우)이상을 획득한 사용자 수를 집

계한 결과에서도 워키태깅이 기존 방식보다 더 좋

은 결과를 보 다. 구체 으로 순간 상 실험에

서 기존 모드가 11명의 사용자로부터 4  이상을 

받은 반면, 워키태깅은 실험 참가자의 반 이상

인 27명으로부터 같은 답변을 얻었다. 구간 상 

실험에서는 기존 방식이 13명, 워키태깅 방식이 

각 각 28명, 23명의 사용자로부터 이와 같은 평가

를 받았다. 

 

         (a)                      (b)

[그림 10] 순간 상 어노테이션에 한 사용자의 
편리성 평균 수(a)  평  4  
이상을 획득한 사용자 수(b)

사용자의 편리성에 한 설문 후 진행된 인터뷰

에서 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은 워키태깅 서비스

가 편리한 이유로 음성의 사용  단순한 인터페

이스를 언 하 으며, 빠른 어노테이션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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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11] 구간 상 어노테이션에 한 사용자의 편리성 평균 수(a)  평  4  이상을  사용자 수

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은 몇 몇 실험 

참가자들의 발췌된 인터뷰 내용이다.

모드 3은 어노테이션을 할 때 타이핑해야 하는  

부분이 없어서 편했다. 평소에 문자를 보낼 때 

오타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는데 어노테이션 작

업도 문자입력을 통해서 해야 한다면 별로 사용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다.” [실험참가자 1]

“말로 태깅을 한다는 개념이 신선하고 편했다. 

손으로 치는 작업이 없으니까 마치 자동으로 주

석을 다는 느낌이 든다. 내가 말한 태깅을 가지

고 나 에 상을 검색할 때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실험참가자 2]

모드 1이나 모드 3이나 둘 다 나에겐 익숙한 방

식이다. 그러나 모드 3은 말로 하는 방식이라 

확실히 빠른 것 같다. 그래서 편하다고 느 다.” 

[실험참가자 3]

구간 어노테이션에 한 사용자 편리성 평가 역

시 워키태깅 방식이 사용자에게 더 편리함을 주고 

있음을 찰하 다. 한, 손가락 사용 개수에 따

른 방식 차이에서는 손가라 하나를 사용한 어노테

이션 방식이 두 손가락을 사용한 방식보다 사용자

에게 더 편리함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방식

에 한 평균평 은 각 각 2.76 , 4.04 , 3.52 으

로 손가락 하나를 사용한 어노테이션 방식이 가장 

좋은 평가를 얻었다. 

mode 41이 편하다고 느낀 이유로는 직감 이

라는 것과 구간설정 제어가 가능하다는 이유가 많

았다. 다음은 실험참가자들의 발췌된 인터뷰 내용 

일부이다.

 

“손가락의 제스처를 활용하여 내가 어노테이션  

할 구간을 선택하는 방법이 직감 이다. 맵을 

확 하거나 축소할 때 사용했던 방식과 비슷하

다고 느껴서 그런 것 같다.” [실험참가자 1]

“어노테이션 하는 방식의 정형성을 깬 것 같다. 

기계 으로 학습해서 사용한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편하게 느 다.” [실험참가

자 2]

“버튼 사용보다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편하다. 원하는 구간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확성은 버튼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손가락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

를 사용하는 것보단 불편했다. 두 손가락을 같

이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실험참가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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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용자 작업시간 실험 결과에 한 T-test

                       (a)                                                 (b)

Mode 1 Mode 3

평균
분산
측수

가설 평균차
자유도
t 통계량
P(T <= t) 단축 검정
t 기각치 단축 검정
P(T <= t) 양축 검정
t 기각치 양축 검정

6659.456522
56762.34251

46
0
89

55.75753388
2.58428E-71
1.662155326
5.16857E-71

1.9869787

4043.956522
44456.22029

46

 

Mode 2 Mode 4

평균
분산
측수

가설 평균차
자유도
t 통계량
P(T <= t) 단축 검정
t 기각치 단축 검정
P(T <= t) 양축 검정
t 기각치 양축 검정

13240.95652
329987.5981

46
0
73

70.16958881
4.78649E-69
1.665996224
9.57239E-69
1.992997126

6339.543478
114987.8092

46

<표 4> 사용자 편리성 실험 결과에 한 T-test

                       (a)                                                 (b)

Mode 1 Mode 3

평균
분산
측수

가설 평균차
자유도
t 통계량
P(T <= t) 단축 검정
t 기각치 단축 검정
P(T <= t) 양축 검정
t 기각치 양축 검정

2.52173913
0.343961353

46
0
88

-10.6731213
7.54825E-18
1.662354029
1.50965E-17
1.987289865

3.934782609
0.462318841

46

 

Mode 2 Mode 4

평균
분산
측수

가설 평균차
자유도
t 통계량
P(T <= t) 단축 검정
t 기각치 단축 검정
P(T <= t) 양축 검정
t 기각치 양축 검정

2.760869565
0.319323671

46
0
90

-10.60731721
7.99877E-18
1.661961084
1.59975E-17
1.986674541

4.043478261
0.353623188

46

실험결과 워키태깅 어노테이션 인터페이스가 작

업 시간  유용성 평가 측면에서 평균 으로 모

두 좋은 수를 얻었다. 한 T-Test를 실시하여 

두 집단 간의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

다. 본 연구는 실험 설계과정에서 어노테이션 

입력 인터페이스가 개선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만

족도  인터페이스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

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이를 검증하기 해 

문자입력 방식을 사용하는 기존의 모바일 상 어

노테이션 로그램과 새롭게 제안하는 음성  사

용자 제스처 기반의 어노테이션 방식을 사용하는 

워키태깅을 비교 평가하 다. 두 서비스의 어노테

이션 입력 방식 외에 다른 변수 요인을 통제하여 

실험함으로써 본 연구는 실험결과에 한 객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결과 으로 본 연구

는 워키태깅 방식이 기존의 방식보다 더 개선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는 말하는 음성이 터

치패드를 이용한 문자입력보다 작업 시간이 훨씬 

빠르고, 익숙한 제스처 방식을 활용하  어노테이

션 하는 작업이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느껴졌

기 때문이다. 

의 사실들을 통해 본 연구는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는 상 어노테이션 로그램은 이용이 간

편하면서도 작업 부담이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는 시사 을 얻을 수 있었다.

6. 결  론

본 연구는 모바일 컴퓨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상 어노테이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 인 

방식의 워키태깅 서비스를 제안하 다. 워키태깅

은 워키토키(무 기)의 무  방식에서 착안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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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써 단순하면서도 직감 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구 되었다. 이 과정에서 본 연

구는 기존의 상 어노테이션 인터페이스 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 을 분석하 으며, 이를 보완하기 

해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다양한 제스처 분석을 

수행하 다. 이처럼 워키태깅 실험은 상 어노테

이션 입력 방식이 개선되면 사용자의 만족도  

작업능률이 향상될 것이라는 제하에서 출발하

고, 사용자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하 다. 실험결

과는 실제로 워키태깅 서비스가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하기에 작업부담이 으며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을 보여주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워키태깅 서비스

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워키태깅은 모바일 

환경에서 단순하고 직감 인 인터페이스 제공을 

통해 어노테이션 작업의 편리성  효율성을 높인

다. 둘째, 상 세그먼트에 한 태깅 기능은 기존

의 토픽-클라우드 추천  업  추천 시스템 연

구 학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론  응용을 

제시하 다. 셋째, 워키태깅의 손쉬운 작동방식은 

상 어노테이션 작업의 문가  이미지를 탈피

하여 범용  사용  참여를 유도한다.

본 연구는 보다 정 한 실험 평가를 해 동일

한 방식기반의 시스템과 비교평가를 했어야 했으

나  존하는 음성기반 어노테이션 로그램의 부

재로 수행을 하지 못하 다. 한 충분한 실험 참

가자 수를 확보하지 못해 실험 결과에 한 통계

 산출의 의미가 상 으로 부족하 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해 본 연구는 더 많

은 실험 참가자를 확보하고 지 보다 더 다양한 

어노테이션 기법( ：실시간 말풍선 삽입)들이 직

인 방식으로 워키태깅 시스템 기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   실험할 계획이다. 한 이론  

활용 측면에서 상 세그먼트의 태깅 정보가 상 

검색 시스템을 통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워키태깅 서비스가 제약 

조건이 많은 모바일 환경의 상 어노테이션 서비

스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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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learning, matrix factorization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석  태 (delegacy@gmail.com)

현재 SK텔레콤 솔루션 사업본부 솔루션 개발팀에 재직 중이다. 한국과학기
술원 전산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이러닝, 사용자 인
터랙션, 데이터마이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비즈니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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