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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단어장을 개발하려고 한다. 우리 팀은 단어장을 아

이가 즐겁게 이용할 수 있고 교육적인 효과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모님은 아이에게 

교육하기를 원하는 분야 위주로 단어장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부모님은 아이의 발

달 수준에 맞추어서 단어장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평소 아이가 기계류에 관심이 많다면 

기계 위주의 단어장, 동물에 관심이 많다면 동물 위주의 단어장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이렇

게 구성된 단어장의 단어는 아이가 하나하나 볼 수 있게 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I 

1차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나만의 단어장 

팀 명 아기자기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6-10-27 

 

캡스톤 디자인 I I Page 5 of 8 1차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나만의 단어장은 단어를 추가하여 저장하고 출력하는 형태로 개발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서 단어를 추가한다. 이때 단어의 이름은 자판

을 이용하여 텍스트로 저장하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저장한다. 단어는 하나씩 보

면서 아이가 음성과 함께 따라 읽으면서 다음 단어로 이동한다. 또한 저장된 모든 단어들

의 사진을 보고 원하는 사진을 클릭하여 볼 수 있다. 단어장을 통한 기본적인 공부를 하

였다면, 저장된 단어들을 활용하여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통하여 단어와 더 재미있게 

친숙해질 수 있게 한다. 

2.2 수행내용 

-인터페이스 및 기능 구현 

메인에서 단어 추가하기, 단어 하나씩 보기, 모든 단어 보기, 도움말 등의 메뉴를 볼 수 있다.  

실수로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뒤로 가기 연속 두 번 클릭 시 앱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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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하나씩 보기 – 단어가 하나씩 나오며, 사진,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음성 듣기를 누르면 녹음된 

음성이 출력되며, 이전과 다음 단어로 이동하며 볼 수 있다. 음성 듣기는 android.media 패키지

의 MediaPlayer 클래스를 사용해 재생한다. MediaPlayer.setDataSource 메서드로 음성 데이터를 

설정하고 MediaPlayer.start로 재생한다. 

                     

단어장 보기 – 저장된 모든 단어들이 나오며, 클릭 시 해당 단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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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 사항 

1. 단어의 기본 구성은 사진의 형태로만 한다. 

다양한 형태로 단어를 구성하려고 계획했으나, 통일성을 위하여 사진으로 단어장을 구성

하다. 

2. 계획 일정 수정 

1차 중간까지의 일정 중에 다른 일이 생겨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후 계획 일정

을 수정하여 예상 시기까지 개발을 완료하도록 한다. 

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1. 카메라 및 오디오 저장 기능 추가 

현재는 저장되어 있는 사진, 오디오의 출력만이 가능하다. 여기에 부모님이 직접 단어장을 

구성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저장 기능을 추가한다. 

2. 그래픽 구현 

현재는 개발 버전으로써 기능만을 알아볼 수 있게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메인 화면 및 

세부적인 그래픽을 앱의 콘셉트에 맞게 개선한다.  

3. 저장된 단어를 통한 게임 구성. 

저장된 단어들을 활용하여 아이가 즐길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을 개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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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