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공학부 캡스톤디자인 중간평가 답변서 

 

팀명:   2 조  houseElf  

조원:  남 규현, 김 태훈, 박 순광, 박 현준, 최 유나 
 

심사의견 or 질문 

시나리오가 더 구체화되어야 하며, 개선된 CNN/RNN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답변 

1 차 중간평가 당시에는 딥 러닝을 이용한 음성 인식률의 개선을 주제로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업들과 프로젝트에서 이미 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음성인식 기술이 향상되어 이보다 더 좋은 음성인식 개선 보다는 이를 응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초점을 두어 프로젝트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바뀐 프로젝트의 시나리오(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저가 문장을 말하면 안드로이드는 STT 를 통해 음성인식을 수행합니다.  

2. 인식한 문장으로 서버로 보내어 서버는 문장에 따른 자연어 처리를 수행하고 

json 파일을 생성합니다.  

3. 이때 wolfram language 로 입력 받은 문장과 pattern matching 합니다. 

4. Pattern matching 작업은 기존에 패턴과 행동이 정의된 config 파일을 토대로 

만들어진 wolfram language 파일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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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6. 생성된 json 파일은 다시 안드로이드에서 처리하는데 TTS 로 결과를 

출력합니다. 

7. 안드로이드가 문장에 빠진 요소,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다시 유저와 대화하여 

정보를 습득합니다. 

8. 일정 관리들 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명령이었다면 안드로이드가, home 

automation 과 관련된 명령이었다면 unity 로 보내어 명령을 실행합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과제의 목표가 분명치 않음. 연구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최종 연구의 평가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답변 

 바뀐 프로젝트의 목표는 음성인식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올바른 문장이 들어온다

고 가정했을 때, 이 문장을 이용해 특정 도메인에서 작동하는 chat bot을 만드는 것

입니다. 자연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계와 사람이 대화하고, 기계는 대화를 토대로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한 Chat bot의 작동을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해 홈 

오토메이션 가상 환경을 구축하여 스마트폰으로 제어하고, 개인비서 역할을 하도

록 일정 관리가 되는 것을 PC에 띄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연구의 평가지

표는 

- 홈 스마트 디바이스로 수행 할 수 있는 설정 기능(조명, 냉/난방, TV 등) 80% 이상 

작동하는 것. 

- 완전한 문장을 70% 이상 one step 으로 패턴 매칭하여 작동하는 것. 

- 대화(불완전한 문장)에 의해 질문을 함으로서 80% 이상 작동하는 것. 

- 직접 n회 여러 상황을 테스트하여 검증. 

 
  



심사의견 or 질문 

구현이 좀 더 진척되어야 함. 

 

답변 

현재 구현 상황은 기초적인 부분은 완성하였고 최종 목표치까지 80% 정도 진행 

되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Chatbot pattern matching 프로그램 완성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chatbot pattern matching 프로그램을 

완성하였으며 저희는 Home IOT 상황에 적용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Home IOT Corpus 설계 

이에 따라 Home IOT 에서 사용하는 문장들을 수집하였고 형태소 분석하여 

프로그램에 매칭 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 Unity 조명, TV 제어 시연 

Unity 로 JSON format 으로 제어 정보를 넘겨받아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 Android App STT 로 음성 인식 

유저가 문장을 말하면 STT 를 통해 음성인식을 수행하여 Chatbot 프로그램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 Unity 에서 좀더 다양한 제어를 추가 

- Android App 에서 TTS 로 사용자에게 음성안내 

- 일정관리 제어 부분을 추가 

이며 최종 시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1. 구현한 음성인식 기능의 성능평가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2. 단순 조명제어뿐만 아니라 캘린더 일정 자동생성 등의 고급 문장 인식을 

시도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답변 

단순한 조명 제어 뿐 아니라 고급 문장 인식이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Home Automation 에서 사용하는 완전, 불완전 문장들을 모은 코퍼스를 

수집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Config file 을 생성하고 패턴 매칭을 통해 발화 의도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조명 제어 부분에는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문장들과 기능을 추가했고, 

TV 제어 기능에는 TV 켜기, 끄기, 채널 변경, 볼륨 조절, 리모컨 위치 찾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일정 관리 부분은 캘린더 구조 설계와 구조에 따른 고급 문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Google Calendar API 를 이용해 구글 계정과 연동한 일정 관리 기능을 추가 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