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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수행 내용 및 중간 결과 

프로젝트 요약문 

본 프로젝트에서는 스마트 폰의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개인의 생각이나 

일정 등을 기록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현한다. 

‘JustThinking’을 통해 순갂적인 사용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필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음성인식기능을 통해 어디서든 빠르고 편리하게 생각을 

메모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갂단한 음성입력을 통해 생각을 기록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일스톤 수행 내용 

1. 음성입력 및 인식 모드 

- 음성 입력 및 인식을 통해 기록한다. 마이크 모양의 버튼을 누르고 문장을 

말하면, 어플리케이션은 해당 문장을 분석하여 키워드들을 추출 한 후 

키워드들과 키워드에 해당하는 사진, 입력한 날짜를 주머니에 담는 형식으로 

저장한다.  

2. 옵션 설정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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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키워드 관리 : 사용자가 원하는 키워드와 사진을 등록하여 사용자의 

취향과 습관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 도움말 : 어플리케이션 사용 방법과 예시 등을 제공한다. 

 (  V : 수행) 

항목 세부내용 8 월 9 월 10 월 11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V     

시장 조사 V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연구  V    

관련 시스템 분석  V    



설계 시스템 설계  V V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 주요기술인 음성입력 및 인식, 형태소분석, 등의 주요 제반 기술 설계  

완료 및 구현 진행 중 

다음 마일스톤 일정 

 

캡스톤 디자인 개요 시작일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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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젂 참가 

대국민 앱 개발 프로젝트 앱 창작대회 (제 3 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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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갂 : 10/1 ~ 11/30 

발표일정 : 12/28 

분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2012-10-01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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