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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한 스마트기기 제어 

 
 

강승식 교수님 
김다정, 김형주, 박정우  

유영선, 임원혁, 임재광 

 
- JUST SAY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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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음성 인식 기능의 부가가치 

- 프로젝트 JUST SAYING 

개요 

음성 인식 기능의 부가가치 

 - 음성은 사람이 스스로 낼 수 있는 손쉬운 정보전달 매체 

 - 공간과 신체의 제약에서 자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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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량 ↓ 

개요 

프로젝트 JUST SAYING 

1분  
작동 

개요 

프로젝트 JUST S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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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목표 

- 추진배경 및 목표 

- 차별화 전략 및 장점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프로젝트 목표 

추진배경 및 목표 

4.9
%  

42.9
% 

2010년 2011년 

9배  

스마트기기의 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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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목표 

추진배경 및 목표 

세계 음성인식 시장규모 

프로젝트 목표 

차별화 전략 및 장점 

 -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설계 : 확장성이 높은 구조 

      기 개발 시스템들은 전용 장비 이용으로 플랫폼 확장의 한계가 있음 

 

 - 하나의 기기로 여러 기기를 제어 

      전용 리모컨이 아닌 클라이언트로 기기에 접근 

 

 - 직관적인 음성 제어 

      “소리가 너무 작아 조금만 높여줘”와 같은 대화체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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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의 이동 없이 원하는 기기를 제어 

      일상 생활 및 사무 업무 효율성 증대 

 

 - 리모컨 사용이 힘든 사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 또는 기타 이유로 기기 

      제어에 애로가 있는 사용자 

 

 - 통합 인프라로 급부상 

      같은 WiFi AP 상의 기기를 

      제어할 수 있어 다양한 공간 

      에서의 활용 기대 

전자렌지 
꺼주세요!!! 

프로젝트 목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 기술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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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요구사항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Android SDK r16 

 Java version 1.6.0_29 

 Google API Level 10 

 Samsung Galaxy S 

Android OS 2.3.3 이상을 탑재한 스마트폰에서 정상 동작 

기술적 요구사항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별도 Remote 포트가 없는 경우 

 Samsung Smart TV SDK 3.0.0 

(본 프로젝트에서는 테스트 가능한 장비인 

삼성 스마트TV를 중점 대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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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요구사항 

기기간 네트워크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들은 같은 WiFi AP에 연결 

기술적 요구사항 

형태소 분석 서버 

“강승식 교수: 한글공학, 정보검색 연구소”의 KLT version 

2.10b를 CGI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서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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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실적 제한요소 

-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현실적 제한요소 

하드웨어 

 - 스마트기기의 원격 제어 포트 미 제공 

      스마트기기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탑재 

 

 - 형태소 서버 컴퓨터의 부재 

      PC를 이용하여 테스트, 실 서비스 시 전용 서버 구비 

소프트웨어 

 - 형태소 분석기의 라이선스 문제 

      테스트 버전으로 설계 진행 후, 실 서비스 시 라이선스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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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팀 구성 및 역할분담 

팀 구성 및 역할분담 

이름 역할 

김다정 - User Interface 담당 

김형주 
- User Interface 담당 

- CGI Server 구축 

박정우 
- CGI Server 구축 

- Smart TV Application 개발 

유영선 - Smart Phone Application 개발 

임재광 - Smart TV Application 개발 

임원혁 - Smart Phone Application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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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시장 조사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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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