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필기요약애플리케이션

My Summary Note
4조 : 사회초년생들
장인수, 박기훈, 박혜련, 신진이, 이호엽



Table of Contents

1. Introduction
애플리케이션 개발 배경 및 아이디어

2. My Summary Note
애플리케이션 기능 및 개발 과정

3. Demonstration
애플리케이션 시연



2. My Summary Note
애플리케이션 기능 및 개발 과정

3. Demonstration
애플리케이션 시연

1. Introduction
태블릿과 e-book 시장의 성장

My Summary Note 소개



Market Growth

태블릿 판매량 증가

태블릿 시장의 2012년 출시 이후
2018년 까지의 평균 성장률 38%

38% 44% 교육용 E-book

전세계 E-book 시장에서 교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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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ablet in Education



My Summary Note

S Pen PDF

QUIZ요약

UI

My 
Summary

Note

S Pen 필기
제스처인식

요약노트제공

PDF 파일임포트
PDF 파일렌더링

QUIZ 자동생성

My Summary Note : PDF e-book에 필기한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애플리케이션



3. Demonstration
애플리케이션 시연

My Summary Note 구성도 및 완성도

PDF List 액티비티 : PDF 임포트

PDF Viewer 액티비티 : S pen 필기, 제스처

Summary 액티비티 : 요약 노트 생성

Quiz 액티비티 : 퀴즈 보기

1. Introduction
애플리케이션 개발 배경 및 아이디어

2. My Summary Note



My Summary Note Final Status

My Summary Note 전체 완성도93%

개발 일정을 고려하여 프로토타입으로서 개발 필요성이 떨어지는 세부 기능은 개발 제외
핵심기능은모두구현완료되었음

94%

PDF 뷰어

S펜기능구현

97%

요약노트

90%

퀴즈생성

90%

PDF 임포트

메인 UI



My Summary Note : UI & Diagram
PDF Viewer Activity

PDF List Activity

Summary Activity Quiz Activity



My Summary Note : UI & Diagram
패키지 & 클래스 다이어그램

4개의액티비티

7개의매니저



1. PDF List 액티비티

처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 표시되는 액티비티

PDF를 My Summary Note에 임포트 가능
임포트된 PDF를 클릭하여 PDF Viewer 액티비티로 이동 가능
SUMMARY 버튼을 클릭하여 Summary 액티비티로 이동 가능

개발 중 구현 방법이 변경된 기능
• PDF 렌더링 방식



1. PDF List 액티비티

PDF 라이브러리에 안드로이드 뷰에 PDF를 렌더링하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음
PDF 슬라이드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변경

그러나, 안드로이드 PDF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PDF 이미지 저장
기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는 실제 PDF와 다소 차이가 있음

Javascript PDF 렌더링 라이브러리 PDF.js 사용

실시간 렌더링이 불가능하므로 파일 포맷 변환 과정이 추가됨

구현 방법이 변경된 기능 : PDF 렌더링 방식



1. PDF List 액티비티

Javascript는 안드로이드에서 바로 구동이 불가능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웹 뷰를 사용

구현 방법이 변경된 기능 : PDF 렌더링 방식

WebView

1. PDF 경로를 넘기고 이미지 변환 요청

3. 이미지를 Base64 인코딩하여 리턴

2. PDF 슬라이드를 canvas에 렌더링

4. 이미지를 비트맵으로 변환하여 저장



1. PDF List 액티비티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멀티스레딩 기능을 사용하여 이미지 렌더링과 텍스트 추출을 동시 진행

구현 방법이 변경된 기능 : PDF 렌더링 방식

PDF를 렌더링하여 이미지로 저장

ABC

PDF에서 텍스트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스레드 동기화 후

다음 슬라이드 수행



2. PDF Viewer 액티비티

임포트 된 PDF를 클릭 하였을 때 표시되는 액티비티

대표기능
• S pen을 이용한 필기 및 제스처
• 페이지 탐색기를 통한 간편한 페이지 이동
• 자유 필기 노트

개발중구현방법이변경된기능
• 이미지 요약 기능

개발에서제외된기능
• 하이라이트된 텍스트 중요도 낮추는 기능



2. PDF Viewer 액티비티

임포트 된 PDF에서 페이지 이동을 쉽고 간편하게 해주는 기능.

페이지 탐색기



2. PDF Viewer 액티비티

PDF Viewer에서 자유 필기, 하이라이트, 이미지 요약 영역 설정
등의 기능 수행

S pen SDK의 기능 그대로 이용
• 펜 기능, 지우개 기능, Undo/Redo 기능

구현 방법이 변경된 기능
• 하이라이터,�이미지 요약영역설정

S pen 툴바



2. PDF Viewer 액티비티
S pen 툴바 – 하이라이터

PDF Text

PDF Text

PDF 본문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하고, 하이라이트 영역을 올바른 곧은 선으로 보정 해주는 기능.

PDF Text
텍스트 영역에 맞게 보정사용자의 필기 생성됨

곧은 하이라이트 오브젝트 생성PDF	Text에 적용



2. PDF Viewer 액티비티
구현 방법이 변경된 기능 : S pen 툴바 – 이미지 요약 영역 설정

기존 구현 계획
PDF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오브젝트 추출

안드로이드용 PDF 라이브러리에 해당 기능 부재 – 구현 계획 변경

변경된 구현 계획
이미지로 변환된 슬라이드의 일부를 잘라 새로운 서브이미지를 생성해 요약 노트에 삽입



2. PDF Viewer 액티비티
구현 방법이 변경된 기능 : S pen 툴바 – 이미지 요약 영역 설정

요약된 서브이미지



2. PDF Viewer 액티비티

사용자가 S pen을 이용해 필기 시에, 동시에 제스처 검사를
수행하여, 별표 모양을 그리면 하이라이트 텍스트 중요도 상승 기능
발동.

제스처 인식

PDF Text

PDF Text

중요도 1

중요도 2



2. PDF Viewer 액티비티

PDF 위에 사용자가 자유롭게 필기할 경우, 요약 노트에서 이를
표시하기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 필기와 형광펜으로 칠한 텍스트를
연결하는 방법을 고려

자유 필기를 별도의 S펜 노트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개발

구현 방법이 변경된 기능 : 사용자 자유 필기 기능



2. PDF Viewer 액티비티

형광펜으로 칠한 텍스트를 손으로 선택할 경우, 자유 필기가 가능한
다이얼로그 호출

구현 방법이 변경된 기능 : 사용자 자유 필기 기능



2. PDF Viewer 액티비티

다이얼로그에서 삽입되는 자유 필기는 해당 텍스트와 연결되어, 요약 노트에서 이를 볼 수 있음

파일 저장 구조 : 별도의 SpenNoteDoc 으로 자유 필기 저장 및 관리
* 필기 순서와 자유 필기 저장 페이지의 순서는 상관이 없음

구현 방법이 변경된 기능 : 사용자 자유 필기 기능

PDF SpenNoteDoc

SpenPageDoc SpenPageDoc SpenPageDoc SpenPageDoc

사용자 자유 필기 저장 SpenNoteDoc

SpenPageDoc SpenPageDoc SpenPageDoc SpenPageDoc SpenPageDoc



3. Summary 액티비티

요약 노트를 표시하는 액티비티

PDF에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 노트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줌
별 표 제스처를 통한 중요도를 기반으로 필터링 가능
요약 노트를 기반으로 섹션 별 퀴즈 생성 가능

개발 중 구현 방법이 변경된 기능
• 요약 노트 로딩 방법



3. Summary 액티비티

기존 매커니즘

갱신된 매커니즘

최적화 기법 : 이미지 백그라운드 로딩

요약된 이미지

로딩 요청
이미지 로딩 후 뷰에 설정 UI 갱신

UI 갱신 불가 : 앱이 버벅거림

요약된 이미지

로딩 요청
이미지 로딩

UI 갱신 UI 갱신하며

이미지 뷰에 설정

백그라운드에서 이미지 로딩 : 성능 저하 없음



3. Summary 액티비티

필기 내용이 많을 경우 로딩에 오랜 시간이 소요

사용자 체감 로딩 시간을 향상시키고자 백그라운드 로딩 방법을 채택

구현 방법이 변경된 기능 : 요약 노트 로딩 방법

PDF에서 목차

정보를 로딩

노트 파일에서

사용자 필기

정보를 로딩

로딩 완료

사용자 조작 불가 사용자 조작 가능 사용자 조작 가능



4. Quiz 액티비티

요약노트에서 퀴즈를 생성했을 때 표시되는 액티비티

요약노트에 저장된 문장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범위에서
학습 내용에 대한 복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퀴즈 생성 기능

Apache의 OpenNLP 사용 : 자연어 가공을 위한 라이브러리

OpenNLP로 단어 품사를 구분하고 빈칸을 뚫는 알고리즘을 생성



4. Quiz 액티비티
퀴즈 생성을 위한 빈칸 처리 알고리즘

App	Start POS	Model
File

퀴즈 생성 시에 사용

품사 구분 → POSTagger클래스 사용

POS(Part Of Speech)Tagging은

각 언어에 맞는 모델 파일 필요

속도 문제 → 애플리케이션 시작 시

백그라운드에서 로딩



4. Quiz 액티비티
퀴즈 생성을 위한 빈칸 처리 알고리즘

명사류(60%) 동사류(40%)

NN 단수/불가산명사 VB 동사원형

NNS 복수명사 VBD 동사 과거형

NNP 단수 고유명사 VBG 동명사/현재분사

NNPS 복수 고유명사 VBN 과거분사

VBP 비3인칭현재동사

VBZ 3인칭단수현재동사



4. Quiz 액티비티
퀴즈 생성을 위한 빈칸 처리 알고리즘



2. My Summary Note
애플리케이션 기능 및 개발 과정

PDF Viewer에서 필기 (형광펜, 오브젝트, 사용자 필기, 제스처)

요약 노트 생성 (요약 노트 및 사용자 필기 보기, PDF로 이동, 중요도 필터)

퀴즈 생성 (섹션 선택하여 퀴즈 생성, 정답확인)

1. Introduction
애플리케이션 개발 배경 및 아이디어

3.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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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ummar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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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