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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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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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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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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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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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음성 인식 및 형태소 분석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한 스마트기기 제어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음성을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입력된 음성은 Google Speech API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되며, 텍스트를 

토큰 단위로 형태소 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입력한 음성으로부터 정확한 제어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전처리 단계라 할 수 있다. 

형태소 분석은 사전 자료에 근거하여 수행되므로 다형성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또한 

토큰의 정확도와 토큰 관련 정보 자료를 구축하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2.2.2  어플리케이션 내 형태소 분석기 탑재 

 

음성 인식된 문장을 분석하는 단계에서 형태소 분석기가 사용되는데, 계획서 상에서는 

형태소 분석기를 CGI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서버를 구축하는 것으로 하였다. 

  아래는 형태소 분석기를 Android 어플리케이션 내에 탑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이다. 

이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내에 형태소 분석기를 탑재하여 서버 구축 비용 및 통신 

시간을 없애고, 그만큼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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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 형태소 분석기 탑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 형태소 분석기 탑재는 Android NDK를 이용한다. Android 

NDK는 다른 Platform의 코드를 Android에서 사용할 수 있게 컴파일해주는 인터페이스이다. 

 

아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형태소 분석기가 동작하는 것을 로그로 출력한 

것이다. 

 

 

위의 로그 중, 초록색으로 로깅된 부분이 형태소 분석기가 동작하면서 남긴 로그이다. 

파란색으로 로깅된 부분은 형태소 분석이 완료된 결과를 로그로 출력한 것이다. 

 

2.2.4  어플리케이션 설계 

- 마이크 모양의 버튼을 누르고 문장을 말하면, 어플리케이션은 해당 문장을 분석하여 

키워드들을 추출 한 후 키워드들과 키워드에 해당하는 사진, 입력한 날짜를 주머니에 담는 

형식으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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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보고서 본문 

3.1.1  어플리케이션 상세 사양 

Logo 화면 음성 인식 화면 

  

Just Thinking 로고 화면입니다. 
마이크 버튼: 음성 인식을 실행합니다. 

말풍선 버튼: 인식된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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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중 인식 결과 

  

인식 중인 화면 인식 후 결과 확인 화면 

토큰 별로 분리되어 저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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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공모전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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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출품 결과 

결과 발표 일정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