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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물인터넷 기술이 점차적으로 우리 생활에 익숙

해지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 사용자들에게도 사물

인터넷 기술은 새로운 생활 수단이자 희망으로 발전

해 가고 있다. 이러한 사물 인터넷을 이루는 다양한 

기술 중 음성 인식 및 음성 명령 기술은 요리할 때,

운전할 때 등과 같이 양손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상

황이나, 장애로 인해 손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

들에게 디지털 기기 접근성을 확보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다[1, 2]. 음성 인식 시스템이란 기계로부터 음

성에서 의미가 분석되어 동작이 수행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음성 명령 시스템은 이러한 음성 인식 기

술을 바탕으로 음성 명령으로 시스템이 제공하는 다

양한 기능들을 실행 시키는 기술이다. 모바일 환경에

서도 음성 인식 및 명령 기술은 S보이스, Siri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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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발맞춰 음성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음성 인식 기능이 적용된 다양

한 어플리케이션들 또한 쏟아지고 있다[3, 4].

하지만 이러한 음성 인식 기능이 탑재된 어플리케

이션 대부분은 음성 명령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STT

(Speech-To-Text) 기능만을 수행하는 등 한가지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완전한 음성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

서 이 두 가지의 역할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는 다

양한 어플리케이션 특히, 일상생활의 기본 활동이 되

는 기록 활동을 위한 음성 편집 메모장과 같은 어플

리케이션은 찾아보기 어렵다. Google Docs[5]를 비

롯해 다수의 음성 인식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기록 

어플리케이션은 단순히 받아 적고 읽어 주는 기능만

을 제공할 뿐 음성 명령을 통해 편집과 같은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음성 인식 기능을 제대로 활용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한 Well source의 Speech

Note[6]는 음성 입력으로 작성된 메모는 음성 입력 

즉시 텍스트로 변환 되어 저장되는 기능과 ‘new

paragraph’, ‘period’와 같이 지정 된 특정 단어가 입

력 될 경우 줄 바꿈과 마침표를 입력해주는 간단한 

음성 명령 기능이 혼합되어 제공한다. 하지만 음성 

인식의 수행 체계가 구분되지 않아 텍스트로 기록하

고 싶은 단어를 음성 명령어로 인식하여 해당 명령어

에 할당 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음성 명령 기능에 

한계가 있다. 또한 실제 사용자들이 작성이 완료된 

텍스트를 음성 명령을 통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기능

과 음성 명령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메뉴를 제어하는 

기능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음성 인식 기능의 수행 체

계를 음성 텍스트 입력 모드와 음성 명령 모드로 구

분 설계하여 신제 및 환경적 제약 상황에서 사용자의 

음성을 통해 기록 및 편집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제어

할 수 있는 음성 명령 기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다. 또한 각 모드 간의 전환을 음성 명령으로 자유롭

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서의 편집을 위한 

커서의 역할을 숏컷 기능으로 제공하여 기록된 문서

에서 자유롭게 커서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모바일 

환경에서의 기록 활동의 접근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어플리케이션은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받아들여진 텍스트를 검사하여 해당하는 모드

를 판별하고, 모드 별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절차로 

동작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의 

기본 기술이 되는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이용한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3

장에서 제안하는 음성 인식 편집 시스템에 대해 설명

한다. 여기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의 전체적인 개요와 

음성으로 메모 선택 및 종료, 기록, 메모 편집, 숏컷 

기능에 대해 순서로 서술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

안한 시스템의 구현 과정과 결과를 제시하고 5장에

서 시스템에 대한 사용성 평가 후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음성 인식 기술

(a) (b)

Fig. 1. Screenshot of (a) Speechnotes (b) Google 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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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인식은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우스나 키

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목소리를 통해 원하는 기기 

및 정보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음성 인식 기술은 2000년대 중반까지 낮은 음성 인식

률로 대중화되지 못했지만, 최근 휴대용 컴퓨팅 단말

의 확산과 클라우드 인프라의 확충에 맞물려 최근 

IT업계의 ‘Next Big Thing’으로 부상하고 있다[7].

음성 인식은 친숙하고 편리하며, 이동 및 작업 중

에도 상시 입력이 가능하고, 화자의 고유 정보를 전

달할 수 있으며, 입력속도가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다양한 IT기기 및 서비스에 결합되고 있다[8]. 운전 

중 모바일 기기 조작 시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부터 

화자의 음성을 통한 신원, 심리, 건강상태, 언어 능력 

등을 파악하는 개인별 서비스 제공과 시각장애 및 

운동장애 사용자의 디지털 기기 접근을 위한 서비스

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9].

2.2 음성 인식 활용 어플리케이션

구글 Docs는 구글 문서 환경에서의 문서 편집기

로 음성으로 문서 작성을 지원한다. 구글의 음성 인

식 기능을 활용하기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비해 음

성 인식률이 좋으며, 음성 편집 기능을 지원하여 문

자 입력 도중 편집에 관한 음성 명령이 발생하면 구

글 문서 시스템이 이를 판단하여 복사, 붙이기, 삭제 

등의 명령어를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음성 편집은 

영어만 지원하며, 문서 작성도중에 수정이 필요한 경

우 마우스를 이용해 해당 부분으로 이동 후 키보드로 

수정해야 한다. 또한, 복잡한 편집명령어로 아직 실

용적인 수준은 아니며 웹 기반으로 사용 시 환경적 

제약이 있다.

Speechnotes는 안드로이드 버전과 웹 버전으로 

제공하는 음성 인식 기록 어플리케이션으로, 음성으

로 메모 작성이 가능하고 작성한 메모를 음성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음성 입력 즉시 텍스트로 변환 되어 

화면에 입력되며, 지정 된 특정 단어가 입력 될 경우 

문자 기록 활동에서 자주 사용 되는 특수문자(마침

표, 쉼표, 물음표, 콜론, 세미콜론, 느낌표, 하이픈)와 

줄 바꿈(새 문장, 새 문단)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음성 텍스트 입력과 음성 명령이 결합 된 형태의 어

플리케이션으로 본 연구의 목표와 유사하지만, 모드 

구분 없이 음성 텍스트 입력 모드에서 특정 단어에 

역할을 지정하기에는 명령어 수의 한계가 있다. 어플

리케이션의 실제 명령어 중 ‘period’의 경우 사용자가 

텍스트로 period라고 입력 하고 싶지만 입력을 받는 

즉시 특수문자인 마침표가 화면에 표시되는 불편함

이 있다. 또한 입력이 완료된 텍스트를 수정하기 위

에 커서를 위/아래 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음성 명령 

기능은 제공되지 않아 입력이 완료된 문서를 음성 

명령을 이용하여 수정하기 어렵다. 또한, 기본 언어

가 영어로 설정 되어 있어 한국어로 설정을 변경 후 

사용할 경우, 한국어로 문자 기록은 가능하지만,

‘Period’와 같은 특수 문자 명령어를 입력하면 한국어 

‘피리어드’로 인식되어 기능이 수행되지 않는다. 또

한 음성으로 메뉴 제어가 불가능하고 저장, 수정, 삭

제 등의 메모편집이 불가능 하다는 단점이 있다.

3. 음성인식 편집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개요

본 시스템은 요리, 운동, 운전 중과 같은 환경 제약

적인 상황과 장애로 인해 팔을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의 사용자가 화면 터치를 최소화 하여 음성 기록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입력뿐만 아니라 메뉴와 

커서 제어를 통해 문서 편집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입력 받은 음성 

명령어를 분석하여 명령어에 부여된 특정 기능을 수

행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시스템의 이름을 Talkie

Takie라고 정하였다. 메모를 작성하는 화면에서 메

모 작성을 위한 음성 인식과 명령어 수행을 위한 음

성 인식이 필수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음성 인식 

모드를 ‘라이팅 모드’와 ‘커맨드 모드’로 구분하여 구

성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드 체인지를 통해 STT와 

명령어 수행을 구분하였다. Fig. 2는 Talkie Takie의 

상태전이도이다. 어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이 실행되

면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거나 기존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음성 명령 모드가 실행된다. 음성 명령으로 

선택 상태로 진입하면 읽기, 삭제, 수정 명령을 수행

하고 각 선택, 메인, 쓰기 상태로 진입한다. 음성 텍스

트 입력 모드인 쓰기 상태로 진입하면 음성 텍스트 

기록을 수행한다. “커맨드 모드”, “라이팅 모드” 명령

어 호출로 쓰기 상태와 파일 제어 음성 명령 모드인 

커맨드 상태 간 상호 전환이 이루어지며, 각 상태에

서 숏컷 명령어를 호출하여 수행한다. 커맨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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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파일 수정 및 작성을 종료하면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설계하였다.

3.2 시스템 주요 기능

본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크게 ‘파일 선택’, ‘음성 

기록’, ‘메모 편집’, ‘숏컷 기능’으로 구성된다. 먼저,

‘파일 선택’ 기능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실행 후 저장

된 메모 목록 화면에서 메모 번호를 포함한 명령어를 

통해 저장된 메모를 불러올 수 있다. 화면에 메모 목

록은 최대 10개 나열되고, 그 이상 메모가 저장된 경

우 목록 페이지가 추가되며, 페이지 이동 명령어를 

통해 자유로운 페이지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음성 

명령어로 기존 메모를 불러온 후 수정 및 삭제가 가

능하며, 새 메모 생성과 어플리케이션 종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메모 선택 화면에서 사용 가능 명령

어 리스트 확인도 가능하다.

두 번째, ‘음성 기록’ 기능은 본 연구에서 설계한 

음성 인식 모드의 ‘라이팅 모드’를 의미하며, 새 메모 

생성 후 음성 기록의 초기 상태는 라이팅 모드로 설

정된다. 음성 입력 기능으로 받아온 음성은 모두 메

모로 입력되며, 메모의 편집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커맨드 모드’로 모드 전환 후 수행 가능하다. 메모 

작성 초기 화면에서 커서는 항상 내용 텍스트 맨 뒤

에 위치하며, 커서 관련 명령어인 숏컷 명령어를 통

해 커서를 자유롭게 이동 시키며 실제 문서 작성 화

면에서와 같이 메모 작성이 가능하다.

세 번째 기능인 ‘메모 편집’ 기능은 ‘커맨드 모드’로 

메모에 대한 특정 편집 기능을 수행한다. 작성한 메

모를 음성으로 확인하고 저장할 수 있으며, 메모 작

성 시 내용에 포커스 되어있는 커서를 이동시킬 수 

있다. 라이팅 모드와 같이 숏컷 명령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라이팅 모드’ 명령어 호출로 라이팅 모드로 

상태를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숏컷 기능’은 모드에 상관없이 항상 

수행 가능하여 문서작성 및 편집 중 모드를 매번 체

인지 하지 않아도 된다. 다양한 숏컷 명령어를 통해 

커서를 자유자제로 이동하여 원하는 위치에서 글을 

입력 또는 수정 가능하며, 문장 삭제 기능도 수행한

다. 다음 Table 1은 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명령어

와 명령어의 기능을 나타낸 표이다.

4. 음성 인식 시스템 구현 및 결과

4.1 구현 과정

본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구현하였다. 먼

저 마이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SpeechRecognizer 클

래스를 생성하고, 입력 받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

여 ‘mResult’ 변수에 저장한다[10]. 새 메모를 작성하

거나, 수정하는 화면에서는 현재 음성 인식으로 받아

들여진 텍스트가 메모 콘텐츠를 위한 텍스트인지, 명

령어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isTalkied’

함수를 생성 후 현재 상태가 ‘라이팅 모드’인지, ‘커맨

드 모드’ 인지 판별 후, 해당 모드에 따라 입력되는 

명령어 체계를 구분하였다. 사용자가 현재의 모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의 상단에 색깔과 텍스트로 

시각화 하였다.

모드 체크 후 ‘라이팅 모드’에서는 현재 커서가 포

커스 되어 있는 EditText에 ‘mResult’의 값이 입력되

도록 설정하였고, ‘커맨드 모드’에서는 Switch문을 

이용하여 입력 받은 ‘mResult’의 값이 정해진 명령어

Fig. 2. Transition Diagram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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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매치 판단 후 해당 명령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커서의 움직임은 숏컷 기능으로 설정하여 모드와 

상관없이 별도의 기능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모든 모

드에서 사용 되는 기능이기에 모드 변환의 번거로움

을 줄이기 위함이다. 따라서 현재의 모드를 체크하기 

이전에 먼저 입력 값이 숏컷 명령어와 매치하는지를 

체크한다. 숏컷 명령어는 커맨드 모드 명령어와 다르

게 짧은 간격으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마이크가 

활성화 된 상태에서 명령어 텍스트를 지속적으로 입

력 받아 숏컷 기능을 처리한다. 이때 명령어와 명령

어 사이에 공백 시간을 기준으로 앞, 뒤 입력된 명령

어를 각각 하나의 값으로 간주하여 해당 기능을 실행 

시킨다.

‘라이팅 모드’와 ‘커맨드 모드’를 구분할 필요가 없

는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화면에서는 모드 판별 없이 

해당 명령어와의 매치 여부만을 확인한다. 매치되는 

명령어가 없을 시에는 사용자에게 수행 가능 명령이 

아님을 알려준다. 메인 화면에는 저장 된 메모의 목

록이 보이도록 구성하였으며, arrayAdater 객체를 

이용하여 한 페이지에 10개씩 묶음으로 메모를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비활성화 시키고 일반 메

모장으로 활용하고 싶을 때에는 버튼을 이용하여 자

유롭게 마이크의 on/off를 제어할 수 있다.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마이크의 on/off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

록 마이크 버튼을 빨강과 회색으로 활성/비활성 상

태를 시각화 하였다.

4.2 시스템 구현 결과

음성 명령어 처리는 목록 화면, 라이팅 모드, 커맨

드 모드 에서 각각 이루어진다. 라이팅 모드와 커맨

드 모드에서는 숏컷 처리 후 다시 결과를 리턴 해주

며, 커맨드 모드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편집 기능

을 수행하는 명령어 처리 후, 다시 현재 모드로 되돌

아온다. Fig. 3은 전체 시스템의 흐름을 보여준다. 명

령어는 모두 한국어로 수행되면, 라이팅 모드에서 커

맨드 모드로의 모드 전환 명령어와 커서 사용을 위한 

커서 명령어는 연속하여 두 번씩 발음하게 설정하였

다. 이는 입력 받은 명령어가 기록을 위한 음성 텍스

트로 입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2.1 어플리케이션 목록 화면

목록 화면은 어플리케이션 시작 또는 저장 후 기

본화면으로 ‘x번 메모’ 로 해당 번호의 메모를 선택하

여 메모 열기를 수행한다. 한 화면에는 최대 10개의 

메모가 나열되며, 10개 이상의 메모는 페이지를 넘겨 

해당 메모를 선택할 수 있다. ‘넘겨’와 ‘이전’ 명령어

Table 1. Functions and corresponding commands Provided by the System

Main Functions Commands Detailed Features

File Selecting

“1번 메모” ... “10번 메모” Open Memo

“메모고치기 Edit Memo

“메모삭제” Delete Memo

“다음” “이전” Next Page, Previous Page

”메모” New Memo

”종료” Exit

Voice Recording

(Writing Mode)
“커맨드 모드” Switch to Command Mode

Edit

(Command Mode)

“읽기” Read the Memo Contents

“저장” Save the Memo Contents

“제목”, “내용” Move Cursor Focus to Title and Contents

“라이팅 모드” Switch to Writing Mode

”종료” Exit

Shortcut
“커서 앞으로”, “커서 뒤로”, “커서 위로”, “커
서 아래로”, “커서 스페이드”, “커서 엔터”

Cursor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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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당 페이지를 제어할 수 있다.

4.2.2 메모 선택 후 화면(memo read)

첫 화면에서 메모를 선택 후에 화면에서는 메모를 

수정하는 ‘메모 수정’과 해당 메모를 읽어주는 ‘읽기’

명령어가 존재한다. 메모 선택 후 화면은 기본적으로 

‘라이팅 모드’가 설정되며, 음성 인식으로 입력되어 

진 텍스트가 작성된다. 모드 변환을 원할 때는 ‘커맨

드 모드’와 ‘라이팅 모드’ 명령어를 입력하면 된다.

커맨드 모드에서는 ‘저장’, ‘제목’(제목으로 커서의 포

커스 이동)/’내용’(내용으로 커서의 포커스 이동), ‘읽

기’, ‘종료’ 등의 명령어로 다양한 편집을 수행할 수 

있다.

숏컷 명령어로는 ‘커서 위로’, ‘커서 아래로’, ‘커서 

뒤로’, ‘커서 앞으로’, ‘커서 스페이드’, ‘커서 엔터’ 등

의 커서 제어 명령어로 커서를 원하는 위치로 배치시

킬 수 있다.

5. 사용성 평가 및 결과

본 연구의 사용성 평가 목적은 개발된 Talkie

Takie가 제공하는 음성 모드의 기능들과 모드 변환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문서 수정 편집

에서 숏컷 기능으로 제공하는 커서의 효율성을 검증

하기 위함이다. 사용성 평가를 위한 태스크를 수행할 

피실험자는 총 1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모두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실험 전 손을 사

용하지 않고 실험에 참가하도록 안내하였다.

5.1 음성 명령 기능 검증

시스템의 음성 명령 기능 검증은 명령어 카테고리 

별 전체 실험 참가자의 음성 명령 기능의 그룹 별 

수행 성공률로 평가하였다. 검증에 사용되는 태스크

Fig. 3. System Flow Diagram.

Fig. 4. First page of Application and Command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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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적으로 문서를 작성 및 수정 할 때 사용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설정되었으며, 태스크 별 본 시스템

에서 제공하는 음성 명령 그룹의 기능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다. 평가에서 각 사용자들은 어플리케이

션으로 메모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작성 된 메모를 

선택, 읽기, 수정, 삭제 하는 태스크를 수행하였다.

평가가 진행 되는 동안 성공률 측정은 음성 명령어를 

호출하고 해당 명령어에 할당 된 기능이 실행되기까

지의 과정을 측정하였다. 이 측정에서의 성공은 첫 

번째 음성 명령어 호출 시도로 해당 기능이 정상적으

로 수행 될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음성 명령어를 1회 

초과의 시도부터는 태스크 실패로 간주하였다. 평가

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실험

을 수행하였으며, 태스크 수행 시 사용자의 모습, 디

바이스의 상태와 주변 환경 등이 평가자에 의해 관찰

되었다. 평가를 위한 태스크의 구성은 다음 Table 2

와 같으며, 각 태스크에 수행되어야 하는 음성 명령

어 및 호출 횟수를 표시하였다. 제시한 호출 횟수는 

태스크가 정상적으로 수행 되었을 때의 명령어 호출

의 횟수이며, 태스크 성공 횟수의 기준이 된다.

(a) (b) (c)

Fig. 5. Screenshot of Application (a)Memo Writing (b) Command List (c) Shortcut Screen.

Table 2. Configuration of Tasks for Evaluation 

Command

Category

Task 1

(Create New Docum

ent and Writing)

Task 2

(Open and Read

Written Document)

Task 3

(Open and Delete

Written Document)

Task 4

(Edit Written

Document)

Total

Number of

Commands

Selection

Command

- New Memo 1 time

- Exit 1 time

- Next page 1 time

- Open Memo 1 time

- Exit 1 time

- Open Memo 1 time

- Delete Memo

1 time

- Exit 1 time

- Open Memo 1 time

- Edit Memo 1 time

- Exit 1 time

11 times

Mode

Change

- Command Mode

1 time

- Writing Mode

1 time

- Command Mode

1 time

- Command Mode

1 time

- Command Mode

3 times

- Writing Mode

2 times

9 times

Edit

Command

- Title 1 time

- Read 1 time

- Save 1 time

- Exit 1 time

- Content 1 time

- Read 1 time

- Read 1 time

- Exit 1 time

- Save 1 time

- Title 1 time

- Content 1 time

- Exit 1 time

12 times

Shortcut
- Cursor Move

6 times
- -

- Cursor Move

12 times
18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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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명령 기능 그룹 별 수행 성공률 평가 결과 

Fig. 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선택 명령과 모드 체인

지의 결과 모든 사용자가 태스크 별 예상된 명령어 

실행 횟수대로 수행하여 성공률 100%를 얻었지만,

모드 체인지와 숏컷 명령어에서는 예상된 횟수보다 

초과되게 수행하여 각 80%, 70%의 결과를 얻었다.

이 수치는 2가지 측면으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원인은 편집 명령어와 숏컷 명령어의 경우,

사용자의 자율도가 높은 기능이기에 사용자의 습관

(짧은 저장 빈도, 습관적 커서의 이동)에 따라 명령어

의 횟수가 증가되었음이 관찰되었다. 두 번째 초과 

시도의 원인은 명령어 입력 당시 주변의 소음이 발생

으로 인한 오류와 명령어 입력 당시 네트워크 연결이 

해제되어 명령어를 초과 입력하였다. 이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기능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문서 작성 습관

과 사용 환경에서의 문제로 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님

으로 판단되며,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명령

어들이 무리 없이 제 기능을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5.2 커서 기능의 효율성 검증

커서 기능의 효율성 검증은 두 가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문서 작성 및 편집 

시 사용되는 편집 기능을 태스크로 제시하여 각 어플

리케이션 별 편집 가능 여부를 통해 문서 편집의 가

능성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작업 지시서

에 따라 문서 편집에 걸리는 시간과 편집의 완성도를 

성공률로 측정하여 효율성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간단한 문서 편집 기능을 태

스크로 제시하였으며, 각 어플리케이션 별 수행이 가

능한지 커서 조작의 기능성을 확인하였다.

Table 3은 제시한 태스크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별 

수행 가능 여부를 나타낸 표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

이 본 시스템인 Talkie Takie가 음성 명령으로 문서

의 편집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시스템이 커

서의 움직임을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어, 기존 Speech-

Fig. 6. Success Rate of Voice Command Group, 95% Confidence Interval.

Table 3.  A table showing whether the task can be per-

formed in each application

Functions Talkie Takie Speechnotes

∙ Indent Y N

∙Outdent Y N

∙Alignment Y N

∙line-break Y Y

∙Word Spacing Y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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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를 비롯한 음성 입력 문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불가했던 간단한 문서 편집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작업 지시서에 따른 문서 편

집 태스크를 어플리케이션 별 수행에 걸리는 평균 

시간과 태스크 성공률 측정으로 커서 조작의 효율성

을 확인하였다. 태스크 수행에 걸리는 시간은 총 10

명의 피실험자가 각 어플리케이션 별 3회의 편집을 

수행 후 평균 시간으로 설정하였으며, 태스크 성공률

은 편집의 완성도 즉, 작업 지시서에 표시된 총 25개

의 교정 부호와 3개의 숫자 삽입에 따라 사용자가 

성공 수행한 교정 부호 개수와 숫자 삽입 개수로 측

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커서 명령어가 정확한 기능

으로 호출되었는지도 확인하였다. 피실험자에게 편

집이 되지 않고 텍스트로만 구성된 문서와 편집점을 

포함하고 있는 완성된 문서를 각각 제공하고, 숏컷 

명령어를 사용하여 교정 부호 편집을 수행하도록 하

였다. 제공하는 모든 숏컷 명령어가 고루게 사용 되

도록 28개의 편집점을 설정하였다. 28개의 편집접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총 176회의 음성 커서 명령어(숏

컷)가 발생된다. 커서 명령어에는 “커서 스페이드”가 

18회, “커서 뒤로” 140회, “커서 엔터” 10회, “커서 위

로” 3회, “커서 앞으로” 3회, “커서 아래로” 2회가 포

함된다. 먼저 교정 부호가 편집이 끝나면, 마지막 3줄

의 각 텍스트 시작지점에 숫자를 삽입하도록 안내하

였다. Fig. 7은 피실험자에게 제공한 편집 문서 화면

이다.

커서 기능의 효율성 평가 결과 Talkie Takie가 28

개 작업을 모두 완성하는데 평균 5분 46초의 수행 

시간에 100%의 태스크 성공률을 보였다. 또한 피실

험자 모두 커서 명령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Speechnotes는 평균 7분 46

초의 수행 시간에 34%의 태스크 성공률을 보여 

Talkie Takie의 효율성이 좋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Fig. 8). 이 결과 또한 음성 명령으로 커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문서 편집이 가능하며 편리함을 의미

한다. Speechnotes의 경우 평균 34%의 교정 부호만

(a) (b) (c)

Fig. 7. Document for Editing (a) Uneditied Document (b) Document with Calibration Marks (c) Final Edited Document 

* The red mark indicated where the edit should be performed. 

(a) (b)

Fig. 8. Evaluation Results for Cursor Function, All Charts Include Standard Deviation. (a) Task Completion Time 

by Applications (b) Success Rate for 28 Sign of Correction by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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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편집 하였다. 이는 Speechnotes에서 커서의 움직

임에 관한 음성 명령이 줄 바꿈에 관한 명령어만 제

공하여 편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음성 인식 기능의 수행 체계를 음

성 텍스트 입력 모드와 음성 명령 모드로 구분 설계

하여 신제 및 환경적 제약 상황에서 사용자의 음성을 

통해 기록 및 편집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할 수 

있는 음성 명령 기반 모바일 기록 어플리케이션 Talkie

Takie를 구현 하였다. 본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환경

에서 구현 되었으며, 음성 인식 API를 사용해 입력 

받은 음성 명령어를 분석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

록 하였다. 문서 작성을 위한 음성 인식과 명령어 수

행을 위한 음성 인식이 구분되어야 하므로 음성 인식 

모드를 구분하여 ‘라이팅 모드’와 ‘커맨드 모드’를 제

공하였다. 또한, 문서의 편집을 위한 커서의 역할을 

숏컷 기능으로 제공하여 기록된 문서에서 자유롭게 

커서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모바일 환경에서의 

기록 활동의 접근성 및 문서 편집의 편의성을 향상 

시켰다. 10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통

해 음성 모드의 기능들과 모드 변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하였으며,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가

장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한 어플리케이션  Speech-

notes와의 비교 실험을 통해 문서 수정 편집에서 커

서 조작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음성 인터페이스 설계를 활용

한 모드 체인지를 통해 음성 인식을 단순 문장입력 

뿐 아니라, 편집 명령으로도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운전, 운동, 요리중과 같이 두 

손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중요한 내용을 기록 및 수정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한, 손사용이 불편한 장애 사용자들이 일반 사용자

들과 같은 음성을 통해 스마트폰에 문자 기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며, 다양한 메모 

작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성 인식의 한

계점들이 극복된 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음성 인식 

설계를 활용하면 모드 체인지를 통해 음성 인식을 

한 가지 기능에 머물지 않고 다수의 수행 체계를 설

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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