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설계 프로젝트 1 차 중간보고서 요약 

팀명 Just Thinking 제출일 2012 년 9 월 27 일 

프로젝트 제목 스마트폰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한 생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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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수행 내용 및 중간 결과 

프로젝트 요약문 

본 프로젝트에서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기능을 이용하여 개인의 생각이나 일정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현한다. 

‘Just Thinking’을 통해 순간적인 사용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필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음성인식기능을 통해 어디서든 빠르고 편리하게 생각을 

메모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간단한 음성입력을 통해 생각을 기록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일스톤 수행 내용 

1. 인식된 문장의 직관적인 분석을 위해 아래 항목을 고려한 음성자원 구축 

- 불규칙한 띄어 쓰기 

- 예외적인 발음 규칙 

- 영어와 한글이 한글이 함께 들어간 들어간 경우 

- 흔치 않는 낱말 

- 개인별 발음 차이 

- 사전 표기 단어가 단어가 아닌 발음 그대로 그대로 인식된 경우 

 

2. 상용 app “Evernote” 와의 차별점 조사 

- 음성인식을 통한 핵심 키워드 추출 

- 핵심 키워드 보관 및 설정 가능 

(  V  : 수행) 

항목 세부내용 8 월 9 월 10 월 11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V     

시장 조사 V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V    

관련 시스템 분석  V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 요구 분석 및 시장조사 완료, 

- 주요 기술인 음성 입력 및 인식, 형태소 분석, 등의 주요 제반 기술 연구 

및 분석 완료 

- 본격적인 시스템 구조 설계 및 코딩 작업 10 월 시작 예정 

다음 마일스톤 일정 

 

캡스톤 디자인 개요 시작일 종료일 

2 차 중간 보고 

명령 제어, Smart Phone- Google Calendar 간 

연동 구현 완료 

산출물 : 

-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 구현 소스 코드 

2012-09-28 2012-10-25 

구현 완료 

오류 수정,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 구현 완료된 소스 코드 

2012-10-26 2012-11-15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 테스트 완료된 Smart Phone 어플리케이션 

2012-11-16 2012-11-19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 테스트 완료된 소스 코드 

- 포스터 

2012-11-20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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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