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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목표



프로젝트 목표

오타 검사 및 수정 기능

단어 자동 추천 기능

자동 띄어쓰기 기능

입력 및 수정에

도움을 주는 키보드

언어 변화에 적응

가능한 딥러닝 활용

사용자의

편리함 추구



프로젝트 목표

오타 검사 및 수정 기능

단어 자동 추천 기능

자동 띄어쓰기 기능



시스템 구조 및 설계도



시스템 구조 및 설계도
- 시스템 구조

TCP 수정 데이터입력 데이터



시스템 구조 및 설계도
- 상태 다이어그램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구조 및 설계도
- 상태 다이어그램 (서버)



기능 소개



기능 소개
- 키보드 기능

기본적인 한글, 영어, 기호 키보드 제공



기능 소개
- 자동완성 기능

자동완성 View 다음에 입력하게 될 문장을 추측하여 보여준다.



기능 소개
- 오타 검사 및 수정 기능

오타 수정 View 오타 감지, 팝업 창에서 교정 단어 추천



기능 소개
- 자동 띄어쓰기 기능

띄어쓰기 교정 View 키보드 창을 위로 밀어 텍스트 창
입력 문장의 띄어쓰기를 교정



기능 소개
- 실시간 기능

실시간 교정 기능 오타 수정, 자동 띄어쓰기 기능의
실시간 사용 여부 체크



프로젝트 개발 내용



프로젝트 개발 내용
- 애플리케이션

기본적인 키보드 기능

교정 기능 수행 알고리즘 구현

딥 러닝 모델의 결과값을 얻기 위해 서버와 TCP 통신

TCP 통신



프로젝트 개발 내용
- 서버

사용자 입력
텍스트

데이터 전송

Android
Application

서버 컴퓨터

Node.js 웹서버입력 데이터

수정 완료 데이터

자동 띄어쓰기 모델

오타 수정 모델

python-shell 모듈



프로젝트 개발 내용
- 자동완성 알고리즘

Sqlite DB 테이블에 자동 완성용 데이터 삽입

cursor를 통한 매칭 단어 검색



프로젝트 개발 내용
- 자동 띄어쓰기 모델

문장의 음절 수에 따라 LSTM cell을 펼치고, 

네트워크의 층을 쌓아서 모델을 구축합니다. 
학습을 통해 한 음절의 앞, 뒤에 띄어쓰기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를 찾습니다.



프로젝트 개발 내용
- 오타 수정 모델 데이터 생성

어절

음소

오타 음소 단위 데이터

오타 어절 단위 데이터



프로젝트 개발 내용
- 오타 수정 모델



프로젝트 개발 내용
- 오타 수정 모델

데이터는 키보드 배치에 따라
교체, 자리 교체, 추가, 삭제의 방식으로

어절단위의 인위적인 오타를 생성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기대효과

시간절약 오타 및 문법 확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간편한
유지보수

모델 구축 후에는 데이터 정제 및 훈련 과정만 필요

한글 키보드
어플리케이션

학습 모델을 문장단위로 확대 시,
문맥에서의 맞춤법 오류 감지 가능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