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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과거의 음성인식 기술은 성능이 좋지 않았지만, 현재는 고유명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장

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로써 이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 프

로젝트의 목표는 음성인식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올바른 문장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 문장을 이용해 특정 도메인에서 작동하는 chatbot을 만드는 것이다. 자연어 인터페이스

를 통해 기계와 사람이 대화하고, 기계는 대화를 토대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작동을 

보이기 위해 홈 오토메이션 가상환경을 구축하여 스마트폰으로 제어하고, 개인비서 역할

을 하도록 일정 관리가 되는 것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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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유저가 문장을 말하면 안드로이드는 STT를 통해 음성인식을 수행한다. 인식한 문장으로 

서버로 보내어 서버는 문장에 따른 자연어 처리를 수행하고 json 파일을 생성한다. 이때 

wolfram language로 입력 받은 문장과 pattern matching한다. Pattern matching 작업은 기

존에 패턴과 행동이 정의된 config 파일을 토대로 만들어진 wolfram language 파일을 실

행한다. 모든 패턴과 비교하여 매칭된 문장에 대해 그에 맞는 json 파일이 생성되는 것이

다. 생성된 json 파일은 다시 안드로이드에서 처리하는데 TTS로 결과를 출력한다. 안드로

이드가 문장에 빠진 요소,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다시 유저와 대화하여 정보를 습득한다. 일

정 관리들 비서역할을 수행하는 명령이었다면 안드로이드가, home automation과 관련된 

명령이었다면 unity로 보내어 명령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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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Chatbot pattern matching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1. 입력된 문장에 대해 pattern matching을 수행한다. 

2. Pattern matching 된 결과를 유저에게 알린다.  

3. 문장이 완성된 문장이었다면, 흐름을 마친다. 

4. 만약, 빠진 정보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통신한 디바이스에게 이를 알리고 다시 받아온 

문장에 특별한 pattern을 부여한다. 이를 Q number pattern 이라고 한다. 

5. 문장의 완성도를 보고 필요시 4번을 반복한다. 

 

Pattern matching을 할 때, 정해진 도메인을 기술하여 chatbot을 작동시킬 수 있는 config 

file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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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home automation을 작동하는 간략한 json 과 config file을 나타낸것이다. Config 

파일의 json 파라미터는 대문자로 레벨을 구분하므로, json 파라미터는 항상 대문자로 시작

하고 나머지는 소문자여야 한다. Boolean 파라미터가 있을 경우, 이는 끝에 True, False를 

작성해야 한다. Config 파일은 list, mapping, user, pattern 으로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

다. 

- List 는 json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형태소들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LHS는 json파라미터

이고, RHS는 형태소 리스트들이다. 

- Mapping 은 json 파라미터가 string type일 경우 list의 형태소를 알맞게 mapping 하

는 요소이다. LHS는 json 파라미터, RHS는 mapping list 이다.  

- User 는 pattern의 json-rule에서 사용할 함수를 정의하는 곳이다. 위의 경우 TTS로 음

성을 출력하기 위해 action, brightness 값에 따라 알맞은 문장을 출력하도록 tts 함수

를 정의하였다. LHS 는 function_name[ json paramter], RHS 는 string 이다. 

- Pattern 은 list 에서 정의한 요소들로 이룰 수 있는 pattern들을 정의하는 곳이다. 

Pattern에 따라 json 을 설정할수 있다. Paramter에 해당하는 값들은 자동으로 json에 

설정이 되며 필요시 다른 json 파라미터 값을 변경할 수 있다. LHS 는 pattern, RHS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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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rule을 정의한다.  

 

형태소등을 분석하고 정의하기 위해 home automation에서 사용하는 문장들을 모은 코퍼

스를 수집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여 형태소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

때 형태소 분석은 강승식 교수님의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였다.  

Config 파일로 생성된 wolfram language 파일은 특정 도메인에서 기술된 문장을 분석 할

수 있게 된다. 내부 구조는 morph list, mapping function, sentence pattern, sentence 

parameter, json rule, function template로 구성되어 있다.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읽어와 

pattern matching 을 수행한다. 이때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완성된 문장을 우선으로, 다음

으로는 패턴과 파라미터의 길이가 긴 순으로 pattern matching 을 수행한다. 문장이 매칭 

되었다면 그에 맞는 json 파일을, 아니라면 에러 메시지를 디바이스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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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 문장 분석을 요청하였을 때 결과를 전달 받은 상태이다. “거실 불 켜줘” 라는 문장

이 입력 되면, Location, Object, Action에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올바르게 작성됨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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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르지 않은 문장이 입력된 결과이다. “채널 바꿔줘” 라고 유저가 말하면 어떤 채널로 

바꾸는지 유저가 말하지 않았으므로 channel 의 정보를 추가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보충

하기 위해 Q number pattern을 정의하고 다시 유저에게 정보를 물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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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의 프로그램 실행 순서도이다. 안드로이드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글 나우처럼 

백그라운드에서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여 Start Word가 들어오면 사용자의 음성(명령)을 

받도록 한다. 사용자의 명령이 인식되었다면 결과로 스트링 데이터가 나오며, 커넥터를 통

해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만일 사용자의 명령이 인식이 되지 않았다면 인식에 실패

했음을 알리도록 한다. 최종적으로는 다시 백그라운드에서 Start Word를 인식하도록 한다. 

Secretary 파트에선 Json 파일을 받아 사용자 구글 캘린더 계정과 연동해 일정관리 데이터

를 등록, 삭제, 확인한다. 결과는 사용자 구글 계정과 연동된 안드로이드 기기에 있는 구글 

캘린더 앱에 자동으로 실행되고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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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y 내에서 디바이스 제어에 대해서는 디바이스 제어정보가 저장된 Json형식 파일을 서

버로부터 받아 파싱을 하여 디바이스 Object내에 변화를 주어 디바이스 제어를 보여주도

록 한다. 위 사진은 PC 와 VR 에서의 TV 제어 실행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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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처음 수행 계획서에는 딥러닝을 이용한 음성 인식률의 개선을 주제로 서술하였는데, 이미

다른 기업들과 프로젝트에서 이를 많이 개선해 두었다. 현재 대표적인 음성인식 개발을 

진행하는 곳은 Nuance, google 한국에서는 ETRI, LG 연구소(음성 합성) 인데, 과거에 음성

인식 성능이 좋지 않았던 것을 충분히 쓸 만한 수준으로 개선시켜 두었다. APPLE의 SIRI도 

음성인식 만큼은 자체 개발하지 않고 Nuance의 라이선스를 지불하여 사용할 정도로 음성

인식은 성능이 개선되었다.  

내부 회의 결과 음성인식은 어짜피 잘 작동하므로, 음성 인식 개선보다는 이를 응용한 어

플리케이션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개인 비서의 취지와 맞게 

home automation, secretary 기능을 수행하는 chatbot을 개발을 중점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함수형 언어인 wolfram language를 사용하여 자연어에 대한 pattern 

matching을 하도록 했고, 후에 chatbot의 기능확장을 위해 config file을 작성하여 chatbot

이 특정 도메인의 더 많은 패턴들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Wolfram language를 사용

한 이유는 언어 특성이 pattern 기반의 symbolic, 기호적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며, 기존의 

구조적 방법과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모두 가능하게 한 언어였기 때문이다. 

안드로이드는 프로젝트 진행 방향이 chatbot으로 바뀌어서 TTS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는 

서버에서 JSON 데이터를 받고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TTS로 안내하는 기능이다. 서버에서 

받은 JSON 데이터는 처리 후 시연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유니티 에서는 VR과 PC에서의 사운드 싱크가 안 맞고 끊기는 이슈 해결과 각자 카메라의 

위치정보를 공유하도록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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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완성되지 않은 문장, 즉 빠진 요소가 있는 문장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이를 처리 할 수 있

는 대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요소는 Q number pattern으로 정의하였으며 자세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완성된 문장이 매칭 된 pattern을 기억하고 이를 숫자로 저장한

다. 후에 디바이스에서 빠진 정보를 입력 받았을 때, 전에 생성한 json의 pattern number

와 대조해 보고 같다면 빠진 요소를 추가한다. 다르다면 이는 잘못된 정보를 입력 받은것

받은 것 다시 유저에게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