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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개요 

스마트기기의 등장은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걸으면서 문서 작업을 하거나, 음성으로 SMS 

메시지를 보내는 등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TV, 에어컨 등 다양한 전자제품들의 스마트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기기들을 통해 실현해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폭은 더 넓어졌다. 

최근 스마트기기들의 기능적 요소들 중에서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직관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다. 특히, 음성 인식 기능은 반복적인 기계적 동작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 낸 소리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직관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이러한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음성 인식된 문장을 직관적으로 잘 분석해 낸 어플리케이션들은 놀라울 

정도로 편리한 기능을 제공한다. 심지어 비서 역할을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나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음성 인식 기능은 최근에서야 좋은 성능을 자랑하기 시작한 터라, 아직까지는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한 부가가치들이 사람들의 생활에 크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프로젝트에서는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지금의 

스마트기기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스마트화될 기기들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제어해낼 수 

있는 인프라를 구현한다.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리가 너무 작아 조금만 

높여줘.”, “조명이 밝은데 조금만 어둡게 해줄래?”와 같은 직관적인 문장을 세밀한 형태소 

분석을 통해 원하는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스마트폰 또는 마이크가 탑재된 스마트기기 하나로 스마트기기들을 제어하는 인프라를 

통해, 사무 환경 및 가정 환경 등에서 미래지향적인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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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표 

본 프로젝트에서는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 기능으로 같은 WiFi AP 상에 있는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리모컨처럼 제어하는 인프라를 구현한다.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Just Saying”의 설계를 통해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기기 전용 

리모컨으로만 제어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같은 AP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을 거리와 

방향에 상관없이 해당 공간 어디서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사무 환경 또는 가정 환경 등에서 업무나 가정 일을 하다가도 간단한 음성 명령을 통해 

원하는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으며, 특히 TV의 경우 방송사 이름(KBS, SBS, MBC 등)이나 

채널 이름 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채널의 편성 시간이나 기타 정보들을 얻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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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음성 인식된 문장의 직관적 명령 분석 

음성 인식된 문장의 직관적인 분석을 위해 아래의 항목을 고려한 음성 자원을 사전에 

구축하여야 한다. 

 불규칙한 띄어 쓰기 

 예외적인 발음 규칙 

 영어와 한글이 함께 들어간 경우 

 흔치 않는 낱말 

 개인별 발음 차이 

 사전 표기 단어가 아닌 발음 그대로 인식된 경우 

위의 항목들을 고려하여, 문장의 직관적인 분석을 위한 아래의 예와 같은 동의어 정보 

자원을 구축한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 (중략) 

   <synonym value="1001"> 

    <key>ㅅㄹ</key> 

    <key>소리</key> 

    <key>솔이</key> 

    <key>서리</key> 

    <key>ㅂㄹ</key> 

    <key>볼륨</key> 

    <key>불륨</key> 

    <key>발륨</key> 

    <key>벌륨</key> 

   </synonym> 

… (중략) 

 

동의어 정보 자원을 이용하여, 같은 의미로 사용될 단어들을 동의어로 판단하고, 

해당되는 색인을 부여한다. 즉 “소리”를 예로 들면, 해당 단어가 잘 못 인식된 “솔이”, “서리” 

등과 같은 단어를 “소리”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로 판단하고, “소리”에 해당되는 색인인 

“1001”을 부여한다. 

음성 인식된 문장을 구성하는 각 토큰들에 색인을 부여하기 앞서, 토큰 단위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한다. 형태소 분석을 통해 각 토큰의 사전상 단어를 추출해낼 수 있어, 인식이 

잘 된 문장의 경우, 각 토큰의 의미상 정확도 또한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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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인식된 문장의 각 토큰의 형태소를 분석한 뒤 색인을 부여한다. 색인 부여된 

집합은 명령 정보로 가공되는데 모든 명령 정보는 아래의 체계를 따른다. 

 

Operand + Operator + Parameter 

 

예를 들어, “소리가 작아 조금만 높여줘”라는 문장이 인식되었고, 문장의 각 토큰들에 

색인이 부여된 결과가 [1001, 197, 1920, 290]의 집합일 때, 명령 정보는 아래와 같다. 

 Operand : “소리”에 해당하는 색인 “1001” 

 Operator : “높여줘”에 해당하는 색인 “290” 

 Parameter : “조금만”에 해당하는 색인 “1920” 

 

분석된 명령 정보를 이용하여 명령 체계로부터 제어 동작을 알아낸다. 스마트기기가 

제어 동작 정보를 전달 받으면, 기기에 맞게 해당 정보를 분석한 뒤 제어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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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시스템 구조도 

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구조 

 

 

 

[음성인식] : 입력된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인식된 결과를 STT(Speech To Text) API를 

이용하여 텍스트로 변환한다. 

 

[색인 부여] : 변환된 텍스트를 토큰 단위로 처리한다. 의미상 같은 단어를 하나의 색인으로 

부여한다. 

 

[명령 분석] : 각각의 색인에 해당하는 명령 정보를 추출한다. 

 

[제어 정보 가공] : 명령 정보 집합을 명령 체계를 통해 제어 정보로 재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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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 구조 

 

 

 

[제어 정보 분석] : 스마트폰으로부터 전송 받은 제어 정보를 기기에 맞게 재해석한다. 

 

[제어 기능 수행] : 재해석된 정보를 이용하여 제어에 필요한 함수와 파라미터를 결정하고 

이를 수행한다. 수행 후, 제어 성공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피드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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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기간 통신 구조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는 기본적으로 HTTP protocol을 이용하여 패킷을 주고받는다. 

패킷의 종류는 크게 연결 요청 패킷, 연경 해제 요청 패킷, 그리고 제어 정보 패킷으로 

나뉘는데, 스마트기기가 이들 패킷을 수신하면, 해당 패킷을 처리하는 콜백함수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본 어플리케이션에서 구현하는 기능에 맞는 처리 루틴을 스마트기기에 구현할 

수 있다. 

스마트기기는 패킷을 수신하고 이를 처리한 뒤, 스마트폰으로 피드백을 한다. 피드백의 

종류는 위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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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음성 인식된 문장 분석 구조 

 

 

 

[형태소 분석] : 음성 인식된 텍스트를 토큰화한 리스트를 입력으로 각 토큰에 대한 형태소 

분석을 실시한다. 

 

[결과 분석] : 형태소 분석 결과를 색인을 부여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다. 

 

[색인 부여] : 형태소 분석된 각 토큰들에 동의어 색인을 부여한다. 

 

[명령 분석] : 색인 집합을 입력으로 각 색인에 해당하는 명령 정보를 추출하고 명령 정보 

집합을 출력한다. 

 

[제어 동작 분석] : 명령 정보 집합으로부터 Operand, Operator, Parameter에 해당하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명령 체계를 통해 제어 동작 정보로 재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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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계 상세 

가. 음성 제어 모드 

 

음성 인식을 통해 대화형으로 스마트기기를 제어한다. 마이크 모양의 버튼을 누르고 

제어 문장을 말하면, 어플리케이션은 해당 문장을 분석하여 원하는 기기를 제어한다. 제어 

완료된 결과 또는 실패 정보는 팝업 형태로 노출한다. 

 

나. 버튼 제어 모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버튼 리모컨과 같은 기능으로 스마트기기를 스마트폰의 버튼을 

눌러 제어한다. 스마트TV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원버튼과 0~9 사이의 숫자, 그리고 음량, 

채널 조절 버튼이 상하좌우로 배치되어 있으며, 메뉴 및 음소거 등의 옵션 버튼도 있다. 

버튼 제어 모드에서는 스마트기기에 따라 다른 버튼 배열이 제공된다. 

 

다. 옵션 설정 모드 

 

사용자 옵션 및 어플리케이션 동작 옵션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주요 메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기기 연결 설정 : 현재 같은 AP상에 있는 스마트기기를 찾아 휴대폰과 연결한다. 

- 시작 모드 설정 :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어떤 모드로 실행할지를 결정한다. 음성 

또는 버튼 제어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한다. 

- 직관적 정보 설정 : 음성 제어 모드 사용시, 사용자의 문장에 포함된 직관적 

정보에 대한 정도를 설정한다. ‘조금’의 정도를 3, ‘적당히’의 정도를 5, ‘많이’의 

정도를 10으로 설정하는 식으로 사용자의 취향과 습관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 도움말 : 어플리케이션 사용 방법과 명령어 예시 등을 제공한다. 

 

라. 개발 환경 

 

- Android SDK r16 

- Java version 1.6.0_29 

- Google API Level 10 

- 테스트 기기 : Samsung Galaxy S, Galaxy S2, KT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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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 설계 상세 

가. 기기 제어 

 

기기를 제어하는 별도의 포트를 제공하지 않는 기기는 스마트폰과 통신할 수 있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탑재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스마트폰으로부터 

전달받은 제어 내용을 이용하여 기기를 제어한다. 

 

나. 개발 환경 

 

- 스마트TV : Samsung Smart TV SDK 3.0.0 

- UPnP(Universal plug and play) 

- 테스트 기기 : Samsung Smart TV UN55D7000LF 

 

다. 결과 상세 

 

- 스마트TV 어플리케이션 : FLASH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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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가. User Interface 및 기능 

 

  

[화면 1] 로딩 화면 [화면 2] 음성 제어 

 

[화면 1] :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초기화 및 로딩 작업 도중에 노출되는 화면 

[화면 2] : 음성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화면 

- 화면 가운데의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화면 3]으로 전환되며 음성을 입력 받는다. 

- 화면 우측의 톱니바퀴 버튼을 좌측으로 드래그하면 [화면 5]의 설정 화면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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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3] 음성 입력 [화면 4] 음성 인식 

 

[화면 3] : 음성을 입력 받는 화면 

- 음성을 입력 받으면 [화면 4]로 전환되며 음성을 인식한다. 

[화면 4] : 음성을 인식하는 화면 

- Google 음성 인식 API를 사용하여 입력된 음성을 인식한다. 

- 인식 완료 후, 스마트기기 제어에 관련된 작업이 백그라운드에서 수행되며, 수행 

이 후, [화면 2]로 돌아간다. 

- 제어 완료 후, 제어 완료 피드백 노출에 대한 구조는 현재 미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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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5] 설정 화면 [화면 6] 시작 모드 설정 

 

[화면 5] :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 

- 공지사항 :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및 소식 

- 기기 연결 : 동일한 AP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와의 연결 수행 

- 시작 모드 설정 :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시작할 모드(음성 제어, 버튼 제어) 

- 정도 설정 : 음성 제어 모드에서 직관적 단어(조금, 적당히, 많이 등)에 대한 제어 

정도 설정 

- 도움말 : 어플리케이션 기능 및 상세내용 설명 

- 버전 정보 : 어플리케이션의 버전 

[화면 6] :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시작할 모드를 설정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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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플리케이션 내 형태소 분석기 탑재 

 

음성 인식된 문장을 분석하는 단계에서 형태소 분석기가 사용되는데, 계획서 상에서는 

형태소 분석기를 CGI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서버를 구축하는 것으로 하였다. 

  아래는 형태소 분석기를 Android 어플리케이션 내에 탑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이다. 

이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내에 형태소 분석기를 탑재하여 서버 구축 비용 및 통신 

시간을 없애고, 그만큼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Android NDK를 이용하면 C언어 기반으로 구현된 형태소 분석기를 Android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컴파일할 수 있다. 

 

다. 음성 인식 및 명령 분석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음성 인식된 문장을 분석하고 제어 명령을 추출해내는 구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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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구조에서 사용되는 색인 테이블, 매칭 테이블, 명령 체계는 XML 파일로 구성된다. 

아래는 각 XML 파일의 상세 내용이다. 

 

1. 색인 테이블 

<?xml version="1.0" encoding="utf-8"?> 

<doc> 

 <info> 

  (중략) 

 </info> 

 <list> 

  <index> 

   <synonym value="1001"> 

    <key>ㅅㄹ</key> 

    <key>소리</key> 

    <key>솔이</key> 

    <key>서리</key> 

    <key>sorry</key> 

    <key>ㅂㄹ</key> 

    <key>볼륨</key> 

    <key>불륨</key> 

    <key>발륨</key> 

    <key>벌륨</key> 

    <key>volume</key> 

   </synonym> 

   <synonym value="1002"> 

    <key>ㅈㅇ</key> 

    <key>작아</key> 

    <key>ㅈㄷ</key> 

    <key>작다</key> 

   </synonym> 

   (중략) 

  </index> 

 </list>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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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칭 테이블 

<?xml version="1.0" encoding="utf-8"?> 

<doc> 

 <info> 

  (중략) 

 </info> 

 <list> 

  <device type="tv"> 

   <operand> 

    <item id="a" index="1001" control="audio" /> 

    <item id="a0" index="1005" control="mute" /> 

   </operand> 

   <operator> 

    <item id="1" index="1002" control="up" /> 

    <item id="2" index="1003" control="down" /> 

    <item id="3" index="1004" control="mute" /> 

    <item id="4" index="1006" control="unmute" 

/> 

   </operator> 

   <parameter> 

    <item id="m" index="1006" control="more" /> 

    <item id="f" index="9999" control="fixed" /> 

   </parameter> 

  </device> 

  (중략) 

 </list>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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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령 체계 

<?xml version="1.0" encoding="utf-8"?> 

<doc> 

 <info> 

  (중략) 

 </info> 

 <list> 

  <!-- tv control --> 

  <structure devtype="tv"> 

   <!-- audio control --> 

   <command item="a" control="audio"> 

    <feature item="1" control="volume_up"> 

     <detail item="d" control="default"></detail> 

     <detail item="f" control="fixed"></detail> 

     <detail item="m" control="more"></detail> 

    </feature> 

    <feature item="2" control="volume_down"> 

     <detail item="d" control="default"></detail> 

     <detail item="f" control="fixed"></detail> 

     <detail item="m" control="more"></detail> 

    </feature> 

    <feature item="3" control="volume_mute"></feature> 

    <feature item="4" control="volume_unmute"></feature> 

   </command> 

   <command item="a0" control="mute" /> 

    

   <!-- channel control --> 

   <command item="c" control="channel"> 

    <feature item="1" control="tune"> 

     <detail item="d" control="default"></detail> 

     <detail item="f" control="fixed"></detail> 

     <detail item="b" control="broadcast"></detail> 

    </feature> 

    <feature item="2" control="tune_up"></feature> 

    <feature item="3" control="tune_down"></feature> 

    <feature item="4" control="tune_prev"></feature> 

   </command> 

    

   <!-- display control --> 

   <command item="d" control="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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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ature item="1" control="3d_effect"></feature> 

   </command> 

    

   <!-- information control --> 

   <command item="i" control="information"> 

    <feature item="1" control="current_volume"></feature> 

    <feature item="2" control="current_channel"></feature> 

    <feature item="3" control="epg"> 

     <detail item="d" control="default"></detail> 

     <detail item="t" control="title"></detail> 

    </feature> 

   </command> 

  </structure> 

  (중략) 

 </list> 

</doc> 

 

라. 사용자 설정 구성 

 

사용자 설정 구성은 변경된 내용이 다음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에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는 설정 정보를 XML 파일로 구성하여 어플리케이션 로딩 과정에서 메모리에 옵션 객체 

형태로 적재하고, 설정 변경 시 XML 파일을 다시 구성한다. 아래는 설정 구성 XML 파일의 

상세 내용이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doc> 

 <info> 

  (중략) 

 </info> 

 <option> 

  <설정_Name>value</설정_Name> 

  (반복 중략) 

 </option>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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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 

현재 스마트화 된 전자제품은 스마트TV로 한정적이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스마트기기 

제어를 스마트TV를 제어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아래는 스마트TV에서 스마트TV 오브젝트를 제어하는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이다. 

 

 

 

현재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에서 테스트하는 기능은 아래와 같다. 

 

- Tune up 

- Tune down 

- Volume up 

- Volum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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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2.3.1  스마트폰 및 스마트기기간 네트워크 구조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간의 네트워크는 UPnP에 따른다. UPnP의 상세는 아래와 같다. 

- IP 기반 홈 네트워크 상의 기기들을 찾고 제어하는 국제표준 

- 새로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Platform 표준 

- Peer-to-peer 연결을 위한 미들웨어 

-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프로토콜 구조 및 스택 

 

 

 

스마트폰이 CP(Control Point)가 되어 같은 AP상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을 스캐닝하고 

제어한다. 

기기들을 검색하여 서비스 정의와 서비스 목록을 갖고, 서비스의 액션을 실행시킨 후 

기기로부터 이벤트를 수신하는 형식의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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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 형태소 분석기 탑재 

가. 계획서 상의 형태소 분석기 사용 

 

  형태소 분석기를 CGI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형태소 분석 서버를 구축한다. 서버는 

쿼리로 전달받은 문장을 토큰 단위로 나누어 형태소를 분석한다. 분석된 결과는 아래의 

예와 같은 XML 형태로 전송한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analysis type="morpheme"> 

 <sentence>소리가 너무 작아 조금만 높여주겠니?</sentence> 

 <word label="소리가"> 

  <morpheme> 

   <item pos="N" morph="소리" dicpos="N" score="20" /> 

   <item pos="j" morph="가" sfx="1" /> 

  </morpheme> 

 </word> 

 <word label="너무"> 

  <morpheme> 

   <item pos="Z" morph="너무" dicpos="B" score="10" /> 

  </morpheme> 

 </word> 

 … (중략) 

</analysis> 

 

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 형태소 분석기 탑재 

 

  계획서 상의 형태소 분석기 사용 방법은 서버를 구축하는 비용이 필요함과 동시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버와의 통신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큰 제약사항이 될 수 

있다. 특히, 서버와의 통신은 실시간으로 일어나야 하는 스마트기기 제어에 지연을 야기할 

수 있어, 기능적으로 성능저하의 요인이 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 형태소 분석기 탑재는 Android NDK를 이용한다. Android 

NDK는 다른 Platform의 코드를 Android에서 사용할 수 있게 컴파일해주는 인터페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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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형태소 분석기가 동작하는 것을 로그로 출력한 

것이다. 

 

 

위의 로그 중, 초록색으로 로깅된 부분이 형태소 분석기가 동작하면서 남긴 로그이다. 

파란색으로 로깅된 부분은 형태소 분석이 완료된 결과를 로그로 출력한 것이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 형태소 분석기의 탑재로, 별도의 외부 통신을 없애고, 음성 

인식 및 명령 분석 과정을 연계적으로 수행해냄으로써, 제어 기능의 성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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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향 후 추진계획 

2.4.1  향 후 계획의 세부내용 

개발 일정 내용 

4 월 

1 주 
- 명령 체계 구성 

- 1 차 중간보고서 작성 및 동영상 제작 

2 주 
- 명령 체계 구성 

- 설정 기능 구현 

3 주 - 스마트 TV 어플리케이션 UI 설계 

4 주 - 스마트폰 및 스마트기기간 네트워크 설계 및 구현 

5 월 

1 주 - 2 차 중간보고서 작성 및 동영상 제작 

2 주 - 버튼 제어 모드 구현 

3 주 - 최종 테스트 및 디버깅 

4 주 - 프로젝트 시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