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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인공지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은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비서 역할만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제품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학교와 같이 많은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 시끄러운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는 명령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용도가 저하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인공지능 스피커는 단순한 질의응답 수준의 응대만 가능하여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공지능 스피커가 아닌 전자제품에 인공지능 비서 기능이 탑재된 제품도 새롭게 출시되어 인공지능 스피커가 

필요 없을 수도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학교와 같은 주변의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교육 환경에서도 소통이 가능한 인공지능 마

이크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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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IT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그중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는 가정에서 

비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1]. 하지만 가정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같은 현장에서는 주변의 소음으로 인하여 명령을 

인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교사가 

인공지능 스피커에 명령을 하여 필요한 답변을 듣기에는 어려움이 

많다[2]. 또한 교사들이 학생들의 집중을 위해 한곳에서 수업을 진행하

는 것이 아닌 교실 내에서 전, 후로 이동하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파워포인트를 통한 수업의 경우에는 

컴퓨터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도 리모콘 기능을 활용하여 이전과 

이후 이동은 가능하다. 그러나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수업이 아닌 

웹을 이용한 수업을 하고 있다면 화면 제어를 위하여 다시 컴퓨터가 

존재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제어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와 같은 

주변의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교육 환경에서도 교사와 학생들 간의 

소통이 가능한 인공지능 마이크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TTS(Text to Speech)

TTS는 음성합성 시스템이라고 부르며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의 

목소리를 구현해내는 것으로 모든 단어와 문장을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 녹음된 목소리 자료의 기반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억양이 자연스럽지 못한 단점도 있다[3].

1.2 STT(Speech to Text)

STT는 사람이 말하는 음성 언어를 컴퓨터가 해석해 그 내용을 

문자 데이터로 전환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확한 발음이 되지 

않았거나 주변의 선풍기 같은 바람소리 그리고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변환이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 

했을 경우 잘 인식 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7권 제1호 (2019. 1)

18

I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은 블루투스 방식의 무선 마이크를 이용하여 컴퓨터의 

웹 화면 및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모델이다. 다음의 <Fig. 

1.>은 명령 인식 및 제어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성도이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음성명령 처리를 

위한 구성은 다음과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블루투스 

방식의 무선 마이크로부터 인식된 음성 데이터의 특징 및 음성인식을 

통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로 변환한다. 둘째, 변환된 

텍스트를 이미 구성되어 있는 명령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검색을 

통하여 명령어의 이해 및 판단을 한다. 셋째, 판단된 명령어로 컴퓨터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어한다. 서비스에는 웹페이지를 제어하는 기능

과 문서 편집기 같은 일반 프로그램 또는 날씨 정보와 같은 외부 

연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명령을 송신하게 되고 명령어에 따라 필요한 

기능이 작동된다. 넷째, 서비스 중 스피커 음성으로 통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언어처리를 통하여 음성 합성하여 컴퓨터와 연결된 

스피커로 송신한다. 그리고 음성이 아닌 화면으로 표현해야 할 경우 

컴퓨터와 연결된 TV모니터로 출력한다.

IV. Conclusions

인공지능 스피커는 대중화 되어 있지만 주변의 소음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학교와 같은 교육 환경에서는 음성 인식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마이크를 

이용한 모델을 제안한다. 특히 멀티미디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컴퓨터까지 가지 않고 무선 마이크를 통해 컴퓨터

에게 명령을 할 수 있으면 수업을 조금 더 슬기롭게 진행할 수 있고, 

교사와 학생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며, 교사들의 수업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 모델에 대한 구현과 

음성 인식 향상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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