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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음성인식의 성능을 결정짓는 요인이 STT(Speech To Text)의 비중이 제일 크다. Speech 

Recognition 분야에서 많은 연구결과로 STT를 개선하였지만 아직은 노이즈 혹은 발화의 

연음법칙이나 구개음화 등으로 기대한 문장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프로젝트에서

는 STT를 개선하여 음성인식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확성 향상을 

검증하기 위해 가상의 HOME IOT 환경(smart device)을 가정하고 이 환경에 대한 모델을 

구축한다. STT가 출력한 음성 텍스트를 기반으로 문장 교정, 형태소 분석, 텍스트 분류 과

정을 거쳐서 사용자의 명령대로 집의 smart device들이 작동함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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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실행 순서도 

 

안드로이드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글 나우처럼 백그라운드에서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

여 Start Word가 들어오면 사용자의 음성(명령)을 받도록 한다. 사용자의 명령이 인식되었

다면 결과로 스트링 데이터가 나오며, 커넥터를 통해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만일 사

용자의 명령이 인식이 되지 않았다면 인식에 실패했음을 알리도록 한다. 최종적으로는 다

시 백그라운드에서 Start Word를 인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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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데이터 수집 

SK NUGU, GIGA GINI등과 같이 음성인식을 사용하여 홈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시스템 구현

하는 것이다. 음성인식기술과 딥 러닝 기술을 융합해 Dobby를 개발해야 하므로 딥 러닝

에 대한 연구와 음성인식과 딥 러닝 간의 융합하는 과정을 연구한다. 필요한 문장들과 문

장들의 오류 문장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한 뒤 수집한 문장들을 딥 러닝을 이용

해 기계 학습 시켜 음성 문장이 입력되었을 때 발화자가 원하는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학습시킨다. 이러한 데모 구현은 UNITY를 이용한 VR환경에서 진행되므로 유니티 설정 방

법과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통신이 중요한 연구내용이다. 

 

2.1.3  Unity 

제어 가능한 홈 IOT 가전기기를 구입 및 시연을 하는데 실제로 주거환경을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Unity를 통해 주거모델을 만들고 VR기기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디바이

스 제어를 시각적으로 경험 할 수 있도록 한다. 

Unity 내에서 디바이스 제어에 대해서는 디바이스 제어정보가 저장된 Json형식 파일을 서

버로부터 받아 파싱을 하여 디바이스 Object내에 변화를 주어 디바이스 제어를 보여주도

록 한다. 

시연 시 VR기기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거 모델을 PC로 보여줌으로써 디바이스 

제어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2.1.4  Deep Learning 

오픈소스 형태소 분석기 konlpy를 이용해서 문장을 전처리하고 수집한 토큰들을 이용해 

단어들을 벡터화 시키고 딥러닝 모델을 구축한다. 얻어낸 벡터들을 텐서플로우를 이용해

서 학습시키고 테스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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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STT module 

- Android SDK의 SpeechRecognizer를 이용하여 음성 인식 기능 구현 

 

 Connector 

- Socket library를 사용하여 서버와 TCP 통신 구현 

- 음성 인식된 결과를 서버로 전송 

 

 C.D. Connector 

- 어플리케이션에서 음성인식 된 스트링 데이터를 전송 받아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구현 

2.2.2  데이터 수집 

딥 러닝에 학습시킬 명령어 command를 location(거실 1개, 방 1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 

object(불), action(켜, 꺼)으로 셀을 나누어 엑셀 파일로 수집하였다. 각location과 location

의 action을 분리(거실 불 꺼, 0 / 거실 불 켜, 1)하여 클래스로 나누기 위해 파이썬으로 나

누어진 셀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다시 엑셀 파일에 옮겨놓았다. 

 

2.2.3  Unity 

 주거 모델 구현 

유니티 내에 Asset Store에서 활용가능한 주거 모델을 조사 및 분석하여 정리한 후 모델을 

선정하여 기초적인 모델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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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기기 제어 

VR을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 가장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Light Component를 통해 조명

기기를 제어한다. 

 

 VR 에서의 캐릭터 움직임 제어 

사용자가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게 한다. 

 

 VR에서 캐릭터의 움직임 제어를 위한 입력 제어 

빠르게 고개를 숙이거나 머리를 회전하는 모션을 인식함으로써 입력을 받는 방법이다. 

*Google Cardboard를 사용하는 몇몇 앱에서는 머리를 오른쪽으로 회전함으로써 선택 취

소(되돌아가기)를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기도 한다. 

사용자가 빠르게 고개를 숙임으로써 캐릭터의 움직임과 멈춤에 대한 입력을 받는다. 

 

 유니티와 서버 간의 네트워크 

유니티에 서버로부터 소켓통신을 통해 Json형식의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Dobby 

팀 명 HouseElf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1 2017-04-13 

 

캡스톤 디자인 I Page 9 of 14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2.2.4  Deep learning 

 형태소 분석 

 파일 입출력 

- 명령어나 질의 문장은 파일은 .txt로 입력 받는다. 

- 중복되는 단어를 제외하고 모두 token으로 수집해 내보낸다.(bag of words) 

 형태소 분석기 

- 오픈소스인 konlpy의 Twitter 클래스 사용. 

- 형태소를 분석기를 이용해 Normalize, Stemming과 pos tagging. 

 

 Deep learning 

 파일 입출력 

- location와 기능에 따라 sheet가 분리된 Excel파일을 입력 받는다. 

- Sheet의 각 열은 단어별로 분리되어 있다. 

- Excel 파일을 읽으면서 token들과 비교해가며 행들을 벡터화.(one-hot encoding) 

해서 내보낸다. 

 

 tensorflow 

- softmax regression 알고리즘을 사용. 

- 벡터화된 행들을 x_data로 Excel sheet의 번호를 y_data로 학습시킨다. 

- 테스트 데이터로 정확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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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처음에는 버튼을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하려했으나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구글 

나우의 방식을 채택했다. 

 

3.1.2  데이터 수집 

처음 명령어 command 수집 계획은 홈 IoT 디바이스 시연을 주제로 한 유투브 영상의 자

막을 파이썬 코드를 사용하여 크롤링하는 것이었으나 영상의 한계와 명령어의 다양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차선책으로 크롤링한 명사들을 조합하는 코드를 만들어 명사들을 문장

으로 만들어주려 하였으나 마지막에 동사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즉, 

‘~해주다’를 기대하였는데 문장을 직접 만들어보면 ‘~해주ㄴ다’와 같이 완성된 문장으로 

만들어지지않았다. 그래서 직접 엑셀 파일에 LOCATION, OBJECT, ACTION을 나누어 작성하

였다. 

 

3.1.3  Unity 

 Unity 모바일용 VR 기기 사용 

VR기기로 PC에서 사용가능한 오큘러스가 있지만 가격이 비싸 구입하여 개발하는데 어려

움이 있으므로 가격이 저렴한 모바일용 VR기기인 Google Cardboard를 사용하여 개발한다. 

 

 Unity 모바일, PC 화면 출력 

모바일과 PC에 화면을 연동하는 것에는 VR화면이 일반 화면과 달라 단순히 연동하였을 

때 PC의 화면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모바일에서는 VR로 유니티를 실행하여 1인칭 시점으로 사용자가 주거모델 안

에서 현실감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PC에서는 3인칭 시점으로 전체적인 주거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VR 사용자 이외의 사용자에게도 디바이스 제어를 볼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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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3.1.4  Deep learning 

 Word2vec  

Word2vec을 이용해 단어를 벡터화 시키려고 했으나 시도결과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에는 

형태소 분석기를 통한 전처리 방식을 선택했다. 후자를 선택한 이유는 기능이 확장되어 

개체명 인식(Ner tagging)이 필요해 지면 형태소 분석 과정이 결국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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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실제 시연에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한다 

- 서비스를 이용하여 백그라운드에서 음성인식이 가능하도록 구현한다. 

- 서비스 상태에서 Start Word 인식 시 UI를 띄우며 음성인식을 시작하여 사용자의 명령

을 받도록 구현한다. 

- 사용자의 명령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경우 인식에 실패했음을 알리는 UI를 띄워주고 

초기 상태로 돌아가도록 구현한다. 

- 각 상황에 맞도록 UI를 구현한다. 

 

4.1.2  데이터 수집 

명령어 command를 좀 더 세분화된 location (거실 1개, 주방 1개, 방 2개, 화장실 1개, 베

란다 1개)으로 나누고 각 location의 명칭과 object(TV, 전등, 음악, 도어락), action(켜, 꺼, 

틀어 등)을 다양하게 수집해 mysql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집한 문장

들을 TTS(TEXT TO SPEECH)로 만들어 TTS를 STT(SPEECH TO TEXT)로 보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문장들을 수집할 계획이다. 

 

4.1.3  Unity  

 Unity에서 다양한 디바이스 기기 제어를 보여줄 수 있도록 기능 확장 

- 음악 정보 제어 

음악기기 Object 혹은 Unity 내에 음악을 들려주고 소리를 조절 할 수 있도록 하여 음악 

정보 제어를 보여 준다. 

- 미디어 기기 제어 

TV Object에 화면 위치에 영상을 보여주도록 하여 미디어 기기 제어를 보여 준다. 

- 가전 기기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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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렌지, 세탁기와 같은 기기가 동작하는 애니메이션이 부착된 Asset을 Asset Store에서 

찾아서 기기 제어를 보여 준다. 

- 기타 제어 

Object의 모양을 바꾸거나 위치를 변경 시켜 문을 열고 닫거나 창문 및 커튼의 제어를 보

여준다. 

 

 Unity 디자인 Quality 향상 

시연에 앞서 디자인 부분에서 Asset Store에서 활용가능한 Asset을 추가하고 서적 및 인터

넷에서 학습을 통해 디자인 Quality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4.1.4  Deep learning 

 조명 제어 

더 많은 Location과 기능을 추가해 제어 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듈화 

Cohesion은 높이고 Coupling은 낮춰 확장이 용이하도록 뭉쳐있는 코드를 분리해모듈화 

한다. 

 

 색인어 추출 

Konlpy의 Twitter 형태소 분석기의 품사종류가 19종류로 다양하지 않고 강승식 교수님의 

형태소 분석기에서 개발 방향에 맞는 색인어 추출 기능이 존재한다. 색인어를 추출 할 때 

기본적으로 명사들만 추출하도록 되어있지만 ini 파일을 편집하여 동사/형용사도 추출할 

수 있도록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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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5.1.1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개발 경험이 낮아서 계획된 개발 일정이 계속 밀렸다. 

 

5.1.2  데이터 수집 

명령어 command를 홈 IoT 디바이스 데모와 관련된 유투브 영상에서 자막을 크롤링하여 

수집하려 했지만 사용자들의 음성 명령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고 각 명령어들을 같은 

location, object로 분류할 수 없었다. 

 

5.1.3  Unity  

 Google Cardboard VR API 사용 

Unity 5.5버전으로 개발을 시작하였는데 개발 도중 Unity 5.6 버전이 나왔고 업데이트 사항

에서 Google Cardboard VR API가 새롭게 바뀌었다. 5.5버전에 맞는 Google Cardboard VR 

API를 구하지 못하여 5.6 버전의 API로 활용하게 되었는데 서적과 인터넷 상의 새 버전에 

맞는 자료를 찾기 어려워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5.1.4  Deep learning 

머신러닝이 다른 기술들에 비해 크게 발전하게 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 찾아보고 공부 

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한정적이고 영어로 된 자료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또 주요 

개발 환경이 노트북이라 소스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 할 때 마다 시간이 소요되 불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