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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주변에서 음성인식을 이용한 기술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스마트폰, 자동차, 네비게이

션, 콜센터 등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녹아 들어있다. 하지만 STT(Speech To Text)의 문

제로 정작 음성인식이 제대로 안되어 작동이 안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사용자가 다시 말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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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

스트 분류 과정을 거쳐서 사용자의 명령대로 집의 smart device들이 작동함을 보일 것이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기술의 현황 

음성인식을 통한 자연어로 명령을 수행하거나 대화를 하는 시스템이 시장에 많이 

등장하고 사용되고 있다. 간단한 스마트폰 기능 조작부터 인공지능과 주고받는 대화, 음식 

주문까지 실생활 전반에 응용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음성인식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듯 음성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중요한 입력 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다.  

 

 

1.2.2  기존 개발된 시스템 현황 

HOME IOT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은 다음과 같다. 해외에는 아마존 echo, 

국내에는 SK 누구, KT 기가지니 등이 존재한다. 각 플랫폼별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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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아마존 SK 텔레콤 KT olleh 

사진 

 
  

명칭 에코(Echo) 누구(Nugu) 기가 지니 

한국어 

지원 
X O O 

사용처 음성 인식용 스피커에 탑재 음성 인식용 스피커에 탑재 음성 인식용 스피커에 탑재 

주요 

기능 
가정용 제품으로 설계 
음악, 뉴스, 스마트홈, 개인비서, 
간단한 대화 등 
아마존 서비스와 연동해 물건 주문 

가정용 제품으로 설계 
멜론 연동으로 음악 재생 

T map 길안내, 일정관리등 

음성으로 TV 나 스마트 디바이스 

컨트롤  

 

 

 

 

1.2.3  기존 개발된 시스템의 문제점 및 추진 배경 

기존 플랫폼들 모두 HOME IOT 역할을 서비스하는데, 아마존 에코 같은 경우는 영어에 초

점이 맞춰줘서 한글 분석이 불가능하고, 한국의 플랫폼들은 아직 한글 음성인식에서 미흡

한점이 있다. 사람들이 사용후기로 올려둔 영상들을 참조하면 대부분이 제대로 인식을 못

하여 사용자가 다시 말하는, 그나마도 정확하게 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음성인식의 문제를 STT(Speech To Text)가 출력하는 텍스트(Speech 

Recognition)로 보고, 잘못 인식한 텍스트도 딥러닝에 적용하여 음성인식을 개선하는데 목

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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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아이유의 ‘밤편지’ 라는 노래를 듣기 위해서 ‘기가지니’ 에서 시도한 내용 
 

 

(사례 2) SK 누구 사용 리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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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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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잘못된 음성 인식 문장을 학습데이터에 넣어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적용할 계획이다. 

 

 

2.2 연구/개발 내용 

딥러닝에서 입력 모델을 설계할 때 자연어의 특성상 인풋 벡터의 차원이 너무나도 커진다

는 단점이 있다. 벡터의 크기를 최대로 잡으면 사전의 크기와 맞먹으므로 이를 그대로 사

용할 수는 없다. 이를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해 형태소들을 추출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bag of words 방식으로 단어 벡터를 구축하거나 word2vec을 이용해 word vector로 표

현하여 word embedding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RNN(Recurrent Neural Network)으로 sentence 

correction을,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으로 Text classification을 수행한다. 각 모듈

들에 서로 다른 모듈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RNN은 사람이 언어를 처리하는 과정(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문장을 읽어가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를 응용하는 분야는 POS tagging, entity extraction, 혹은 dependency 

parsing 인데 모두 단어들 간의 상관관계를 중요시한다. Sentence correction은 문장의 단

어들 간의 상관관계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RNN을 적용시킨다. 

한편, Text classification은 문장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고 판단하고, 

convolution, pooling operation 과 같이 특징 추출 연산에 특화된 CNN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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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T 

- Android 기본 내장 STT(Speech To Text)를 이용한다. 사용자의 발화, 명령어를 인식하여 

텍스트를 출력한다. 

 Sentence Correction 

- 문장 교정을 수행한다. STT 특성상 인식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못된 문장을 

교정해 바른 문장을 생성한다.  

- 이 모듈에서는 RNN 모델을 사용하여 문장을 교정한다. 

 Morphological Analysis  

- 강승식 교수님의 형태소 분석기(KMA)를 사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수행한다.  

- 사용자의 명령어가 텍스트 분류를 거치기 전에, 차원수를 줄이기 위해 텍스트 전처리

를 거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형태소를 추출하여 특징으로 삼는다.  

 Text classification 

- 벡터로 구성된 명령어를 바탕으로 텍스트 분류를 수행한다. 학습 데이터는 데이터 베

이스의 라벨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시킨다. 

- 이 모듈에서는 CNN 모델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분류시킨다. 

 Json result 

- 텍스트 분류를 거쳤으면 해당하는 클래스에서 json 파일을 생성해낸다. 생성된 json 

파일에는 HOME IOT의 smart device를 제어하는 명령 구조가 쓰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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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USER 

- 음성으로 시스템에 명령을 하여 기본적인 홈 IOT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VR Simulator 

- 시스템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실시간 상황을 연출한다. 

 

 

 

2.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음성인식의 정확도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제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음성 

인식된 데이터가 분류 되었을 때, 사용자가 원하던 명령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정확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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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시스템 구조 

 

 Client (Control Device) 

1) UI 

- 사용자에게 음성인식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2) STT Module 

- 사용자의 음성데이터를 텍스트데이터로 변환한다.  

3) Connector 

- Server로 STT Module의 결과를 보낸다. 

4) Android SDK 

- 어플리케이션의 UI 및 STT Module 개발에 필요한 외부 라이브러리. 

 Server 

1) C.D. Connector 

- Control Device의 Connector로부터 텍스트데이터를 받는다.  

2) NLP Module 

- 전달받은 텍스트데이터 및 학습용 텍스트데이터를 분석한다.  

3) Data Convertor 

- 텍스트데이터를 JSON데이터로 변환한다. 

4) P.D. Connector 

- Preview Device에 Data Convertor의 결과를 보낸다. 

5) Tensorflow, KMA 

- NLP Module을 개발하기 위한 외부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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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ent (Control Device) 

1) Connector 

- Server의 Connector로부터 JSON데이터를 받는다. 

2) Simulator 

- Unity로 개발한 가상환경을 전달받은 JSON데이터에 따라 변경한다. 

3) Unity 

- Simulator 개발을 위한 외부 라이브러리 

 

2.3.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Control Device 

UI 사용자에게 음성인식 인터페이스 제공 Class  

STT Module 음성데이터를 텍스트데이터로 변환 Module  

Connector 변환된 텍스트데이터를 서버로 전송 Module  

Server 

NLP Module 텍스트데이터 자연어 분석 및 처리 Module  

Data Converter 텍스트데이터를 JSON 데이터로 변환 Module  

C.D.&P.D. 
Connector 

JSON 데이터 전송 

텍스트데이터 수신 
Module  

Preview Device 

Connector JSON 데이터 수신 Module  

Simulator 
가상 환경 구축 및 JSON 데이터에 따라 환경 

갱신 
Module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음성인식을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짐에 따라 음성인식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처럼 음성인식은 여러 방면에서 사용하며 이에 따라 음성 인식의 정확성도 대두되어지

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음성인식 정확성과 분류 성능 향상을 얻음으로, 다른 음

성인식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간접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얻은 음성데이터들을 쌓음으로써 보다 질 좋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선 HOME IOT 분야로 음성 인식한 데이터를 

classification 하였지만, 네비게이션이나 모바일 분야로 분류 문제를 적용해 활용 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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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음성인식 시장 규모 증가 

 

 

사례 4. 음성인식 시장 규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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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개발 환경 

1) Android Device 

- Samsung Galaxy S7 

- Android 7.0 (Nougat) 

- Android Studio 

API 15: Android 4.0.3 (IceCreamSandwich) 이상 

 

2) Server 

- Ubuntu 16.04.1 LTS 

- Tensorflow 1.0.1 

- Python 3.53 

- Geforce GT 420 

 

3) Unity 

- 개발 및 실행 환경 OS : windows 10 version 1607 (build 14393.953) 

- Unity version : Unity 5.6.0f3 

- VR : google cardboard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딥러닝은 과거 뉴럴 네트워크에서 발전된 것으로 하나의 모델은 많은 레이어로 구성된다. 

그렇게 때문에 많은 연산을 당연히 요하게 되며,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선 이를 빠르게 처

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딥러닝 프레임워크 ‘텐서플로우’는 많은 양의 연산을 빠르게 처리

하는 방법으로 GPU를 이용한 병렬처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메인 개발 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의 성능으론 깊게 쌓은 레이어를 학

습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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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소프트웨어 

음성인식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STT(Speech To Text) 자체를 건들일 필요성은 있다. 

다만 STT 의 핵심인 파형을 분석해 텍스트로 변환하는 Speech Recognition 모듈을 

구현하기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Speech recogintion 의 기본적인 이론으로 Hello 

라는 단어를 인식할 때 우선 인식한 알파벳을 나열하고 이를 축소해 나가는 방식이다. 

알파벳은 26 개만 존재하는데 반해, 한글은 11172 자 (초성 19 자 * 중성 21 자 * 종성 

28 자)씩이나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구글이나 아마존같이 STT 를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수십억 시간의 음성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시킨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이만큼의 음성 데이터를 수집할 시간도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존의 

STT 를 사용하되, 기존의 STT 에서 출력하는 텍스트 문장을 바탕으로 문장 교정, 텍스트 

분류를 거쳐서 인식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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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남규현 - 서버 구축, 텍스트 선처리, 문장 교정 기계번역 

김태훈 - HOME IOT 를 위한 가상환경 구축 

박순광 -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박현준 - 텍스트 분류 모델 구축 

최유나 - 상황 시나리오, 학습 데이터 설계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개발 환경 구축 10 

상황 시나리오, 학습 데이터 설계 20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15 

딥 러닝 모델 구축 60 

HOME IOT 를 위한 가상환경 개발 30 

프로젝트 테스트 및 유지보수 20 

프로젝트 평가 및 보고서 작성 20 

합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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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정보 수집       

관련분야연구 
형태소 분석 연구       

개체명 인식 연구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안드로이드 앱 개발       

UNITY 개발       

딥 러닝 모델 구축       

시스템 연동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최종 발표 발표 준비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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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 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기업 요구 분석 

관련 정보 수집 

관련 분야 연구 

산출물: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016-12-26 2017-03-17 

설계 완료 

개발 환경 구축 및 테스트 

산출물: 

1. 1 차 중간 보고서 

2017-03-17 2017-04-14 

1 차 중간 보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STT 모듈 개발 

STT – server - VR 간 통신 구축 

산출물: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7-03-17 2017-04-14 

2 차 중간 보고 

딥 러닝 모델 구축 테스트 

UNITY VR 개발  

산출물: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7-04-15 2017-05-11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딥 러닝 모델 최종 구축 

산출물: 

1. 최종 소스 코드 

2. 시연 가능한 결과물 

2017-04-15 2017-05-24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테스트 케이스 및 결과 

2017-05-11 2017-05-24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 보고서 

2017-05-11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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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ALL 개발 환경 구축 2016-12-26 2017-03-17 10 

최유나 상황 시나리오, 학습 데이터 설계 2017-03-17 2017-04-14 20 

박순광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2017-03-17 2017-04-14 15 

박현준 

남규현 
딥 러닝 모델 구축 2017-04-15 2017-05-11 60 

김태훈 UNITY VR 개발 2017-04-15 2017-05-24 30 

ALL 프로젝트 테스트 및 유지보수 2017-05-11 2017-05-24 20 

ALL 프로젝트 평가 및 보고서 작성 2017-05-11 2017-05-2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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