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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스마트기기의 등장은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걸으면서 문서 작업을 하거나, 음성으로 SMS 메시지

를 보내는 등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스마트기기들의 기능적 요소들 중에서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직관성과 밀접

하게 관련된 부분이다. 특히, 음성 인식 기능은 반복적인 기계적 동작이 아닌 사람이 만들

어 낸 소리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직관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이러한 음성 인식 기능

을 이용하여 음성 인식된 문장을 직관적으로 잘 분석해 낸 어플리케이션들은 놀라울 정도

로 편리한 기능을 제공한다. 심지어 비서 역할을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나와 사람들의 관

심을 끌었다. 

하지만 음성 인식 기능은 최근에서야 좋은 성능을 자랑하기 시작한 터라, 아직까지는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한 부가가치들이 사람들의 생활에 크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프로젝트에서는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개인의 생각이나 일정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현한다.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9월 6일에 국

민대학교에서 홍길동을 만나”, “나는 고길동과 제주도에 가고 싶어”와 같은 문장을 세밀한 

형태소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또한 사용자 설

정에 따라 원하는 키워드에 사진을 추가하여 재미적인 요소를 부여하였다. 

스마트폰 하나로 생각을 관리하는 인프라를 통해 순간적인 생각을 쉽게 정리할 수 있어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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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의 목표 

2.1 목표 

본 프로젝트에서는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개인의 생각이나 일정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현한다.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Just Thinking’의 설계를 통해 순간적인 사용자의 생각을 정리

하여 필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어디서든 빠르고 편리하게 생

각을 메모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간단한 음성 입력을 통해 생각을 기록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

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2.1  스마트기기의 열풍과 전망 

 

다양한 기기들의 스마트화로 점점 똑똑해지는 IT 패러다임에 맞춰 사용자들의 생활 또

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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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음성 인식 기술의 동향 

음성 인식 기술은 차세대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의 핵심 요소로써, IT 강국의 연구기관 

등에서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주요 유망 기술로 선정하여, 기술 개발 및 음성 DB 

자원 확보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때문에 IT 강국이라는 이름표에 걸맞게 우리나라에

서도 음성 인식 기술 수요에 적극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음성 인식 기술은 현재 컴퓨터의 성능 향상과 인터넷의 발달로 무궁무진한 응용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관련 연구개발(R&D) 방향도 음성 인식 기술에 대화처리와 언어 모델 

연구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음성 인식 솔루션들은 IT 산업의 모든 분야와 접목을 시도

하고 있다. 음성 구동 컴퓨터를 비롯하여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 내선 교환기(내

선번호를 누르지 않고 교환원 없이 음성만으로 원하는 사람 또는 부서로 전화를 연결해주

는 시스템), 음성 포털, 통합 메세징 도구, 그룹웨어, 차량항법시스템, 자동번역시스템, 각종 

정보단말기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음성을 문자로 변환시켜주는 형태의 제품

들은 이미 시제품 단계에 이르렀다. 의료분야에서도 음성 인식 기술의 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환자의 입원에서부터 진료기록, 진료의사결정, 진료결과, 정산 등에 이

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2.2.3  기 개발된 시스템 현황 

본 프로젝트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맥락이 비슷한 “Evernote” 어플리케이션의 시중 개발 

현황은 아래와 같다. 

항목 상세 기능 

Evernote 

- 기본적인 메모 

- 음성 녹음 기능 

- 사진, 장소 저장 

- 클라우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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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기 개발된 시스템과의 차이점 

항목 Just Thinking Evernote 

기능 

- 음성 입력 

- 핵심 키워드 추출 후 보관 

- 사용자 표현 적용 

- 메모, 음성 입력 

- 사진 등록, 위치 저장 

음성 제어 기능 - 핵심 키워드 추출하여 보관 - 녹음만 가능 

 

2.3 연구/개발 내용 

2.3.1  음성 입력된 문장의 직관적 분석 

음성 인식된 제어 명령 문장의 직관적인 분석을 위해 아래의 항목을 고려한 음성 DB 

자원을 사전에 구축하여야 한다. 

 불규칙한 띄어 쓰기 

 예외적인 발음 규칙 

 영어와 한글이 함께 들어간 경우 

 흔치 않는 낱말 

 개인별 발음 차이 

 사전 표기 단어가 아닌 발음 그대로 인식된 경우 

위의 항목들을 고려한 결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동의어 정보 자원을 구축한다. 

“국민대” 를 예로 들면, 해당 단어가 잘 못 인식된 “곡민대”, “궁민대” 등이나 사용자가 동

의어로 판단한 “국민대학교”등을 “국민대”와 같은 단어로 판단하여 저장한다. 

 

2.3.2  음성 인식된 문장의 형태소 분석 

음성으로 인식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를 토큰 단위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한다. 형태소 

분석을 통해 각 토큰의 사전적 단어를 최대한 추출해낼 수 있어 각 토큰들의 의미상 정확

도를 높일 수 있고 핵심 키워드들을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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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성으로 생각을 기록하게 되면 크게 활용될 수 있다. 

 

 음성 입력을 통한 편의성 증대 

 일상 생활 및 사무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 시킬 수 있다. 별도의 이동 없이 휴

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순간적인 생각을 기록할 수 있다. 

 음성으로 생각을 관리하는 인프라는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휴대성이 높은 스마트폰을 이용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인프라는 언제 어디서든지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확장성이 충분히 고려된 설계로, 현재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스마트폰 뿐만 아

니라 앞으로 스마트화 될 기기들에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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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사항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동작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은 아래와 같다. 

- Android SDK r16 

- Java version 1.6.0_29 

- Google API Level 10 

- Samsung Galaxy S 

 

  따라서 스마트폰의 경우, Android OS 2.3.3 이상을 탑재한 기기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3.1.2  형태소 분석기 

형태소 분석기는 “강승식 교수: 한글공학, 정보검색 연구소”의 KLT version 2.10b를 사용

한다. 

 

3.2 결과물 상세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App 음성 입력 음성을 입력한다. 모듈  

 버튼 제어 버튼으로 기기를 제어한다. 모듈  

  사진 등록 원하는 키워드에 사진을 등록한다. 함수  

  직관 정보 설정 
사용자에 맞게 동의어 정보를 

설정한다. 
함수  

Web  형태소 분석 
전달받은 문장의 형태소를 토큰 

단위로 분석한다.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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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 기능 및 구조  

3.3.1  시스템 구조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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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능 

가. 음성 입력 및 인식 모드 

음성 입력 및 인식을 통해 기록한다. 마이크 모양의 버튼을 누르고 문장을 말하면, 어

플리케이션은 해당 문장을 분석하여 키워드들을 추출한 후 키워드들과 키워드에 해당하

는 사진, 입력한 날짜를 주머니에 담는 형식으로 저장한다. 

 

나. 옵션 설정 모드 

사용자 옵션 및 어플리케이션 동작 옵션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주요 메뉴의 구성은 다

음과 같다.. 

- 키워드 관리 : 사용자가 원하는 키워드와 사진을 등록하여 사용자의 취향과 습관

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 도움말 : 어플리케이션 사용 방법과 예시 등을 제공한다. 

 

3.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4.1  소프트웨어 

제한요소 
사용할 형태소 분석기는 “강승식 교수: 한글공학, 정보검색 연구소”의 KLT를 

사용하는데, 해당 형태소 분석기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뒤 사용하여야 한다. 

해결방안 

라이선스에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참여인력 3 인 

이내의 소규모 단일 연구과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인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저작권자인 강승식 교수님의 

허가를 득한 뒤 테스트를 진행하고, 실제 서비스 버전은 정당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뒤 서비스하는 것으로 한다. 

 

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신나라 
- User Interface 담당 

- Smart Phone Application 개발 

유영선 
- User Interface 담당 

- Smart Phone Application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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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주요 기술 연구 및 테스트 40 

User Interface 설계 2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50 

형태소 분석 서버 구축 10 

알고리즘 연구 30 

시스템 테스트 10 

합 161 

 

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8 월 9 월 10 월 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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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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캡스톤 디자인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제출 

개발 환경 완성 (서버 구축, 형태소 분석기 사용 

테스트, Android 개발 환경 구축 및 테스트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012-08-29 2012-09-06 

1차 중간 보고 

Android 음성 인식, Smart Phone 어플리케이션, 

명령어 집합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차 중간 보고서 

2. 1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9-07 2012-09-27 

2차 중간 보고 

명령 제어, Smart Phone- Google Calendar 간 연동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차 중간 보고서 

2. 2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9-28 2012-10-25 

구현 완료 

오류 수정,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1. 구현 완료된 소스 코드 

2012-10-26 2012-11-15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테스트 완료된 Smart Phone 어플리케이션 

2012-11-16 2012-11-19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2. 테스트 완료된 소스 코드 

3. 포스터 

2012-11-20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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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신나라 주요 기술 연구 및 테스트 2012-08-15 2012-09-20 20 

 User Interface 설계 2012-08-20 2012-08-24 10 

 알고리즘 연구 2012-08-15 2012-10-20 20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2012-09-08 2012-11-18 40 

 시스템 테스트 2012-11-01 2012-11-22 10 

유영선 주요 기술 연구 및 테스트 2012-08-15 2012-09-20 20 

 User Interface 설계 2012-08-20 2012-08-24 10 

 알고리즘 연구 2012-08-15 2012-10-20 20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2012-09-08 2012-11-18 40 

 시스템 테스트 2012-11-01 2012-11-22 10 

 

  

공모전 참가 

대국민 앱 개발 프로젝트 앱 창작대회 (제 3 대회) 

참가 

(http://www.econovation.co.kr) 

접수기간 : 10/1 ~ 11/30 

발표일정 : 12/28 

분야 :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2012-10-01 2012-11-30 

http://www.econovat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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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장비 2대 각 조원 2012-08-15 2012-11-30 Android SDK 

Smart Phone(Galaxy S) 유영선 2012-08-15 2012-11-30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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