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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문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시각과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하기 위하여 손을 사용해야 한다. 시각과 손이 불편한 대부분 장애우는 컴퓨터를 조작하기 어렵다. 

장애우들을 보조해주는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가격은 비싸며 기기 보급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지만, 사업에 

선정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구글 홈을 이용하여 텍스트, 워드, 엑셀, 한글 등 다양한 응용프로

그램을 음성을 이용하여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구글 어시스턴트가 다이어로그플로

우로 설계한 인텐트를 웹 훅을 이용해 서버에서 컴퓨터로 접근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제어한다.

키워드: 음성 명령(Voice command),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 

응용프로그램 제어(Control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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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장애우의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91%에 달하며 PC 보유율은 57.3%에 달한다. 그에 반해 

장애우의 문서 및 자료 작성 등의 PC 이용 능력은 30.5%에 불과하다

[1]. 장애우의 장애 유형 중 지체 장애의 비율이 47.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 따라서 지체 장애우가 텍스트, 워드, 엑셀, 

한글 등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PC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마우스와 키보드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마우스와 키보드를 조작할 수 없는 지체 장애우의 경우 PC를 제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장애 범주 확대에 따라 장애우 인구가 급증하면서 보조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3]. 그에 반해 장애우를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가격이 매우 비싸며 유지보수 또한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플랫폼 관리형 인공지능 비서의 경우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 외의 경우에는 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한다[4]. 이 논문에서는 오픈 API형 

인공지능 비서인 구글 홈을 이용한 응용프로그램 제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Dialogflow를 이용하여 사용자 음성 명령을 PC에 전달한

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관련 제품인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음성인식 비서를 기술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커스터 

마이징된 음성 명령을 이용하여 응용프로그램 제어 시스템을 제시한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은 기술한다.

II. Related works

1 스마트나브4AT

지체 장애우를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로는 스마트나브4AT가 

있다[5]. 스마트나브4AT는 적외선 및 Dots를 활용하여 머리의 움직임

을 통해 일반 마우스의 기능처럼 마우스 포인터를 제어할 수 있는 

특수 마우스이다. 상지 및 하지를 사용할 수 없어서 PC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우에게는 PC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여 주지만 가격이 

비싸고 미세한 조작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 플랫폼 관리형 인공지능 비서

플랫폼 관리형 인공지능 비서로는 애플 시리, 구글 나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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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플랫폼 관리형 인공지능 비서는 특정 플랫폼의 데이터와 앱, 

서비스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 외의 경우 인공지능 

비서를 이용할 수 없어서 PC를 제어할 수 없다.

III. The Proposed Scheme

Fig. 1. 시스템 개념도

그림 1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개념도이다. User의 음성 

명령을 구글 홈에 탑재된 구글 어시스턴트의 Dialogflow를 통해 

커스터 마이징 된 명령을 웹 훅을 통하여 PC에 전달한다.

Fig. 2. 시스템 모듈 구성도

그림 2는 제안한 시스템의 시스템 모듈 구성도이다. Intents는 

의도가 있는 문장으로서 Contexts는 이전에 오간 대화 문맥을 이해하

는 역할을 하고 Training phrases는 학습할 명령어를 나타낸다. Action 

and parameters는 명령어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매개변수를 나타낸

다. Responses는 사용자 명령에 대한 응답을 나타내며 Entity는 

문장을 구별하기 위한 단어를 뜻한다. 커스터 마이징된 음성 명령을 

Web hook을 이용하여 PC에 전달하여 가상 키보드 및 Win32 API를 

이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제어한다.

IV. Conclusions

지체 장애우를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세밀한 조작이 어렵고 

조작에 익숙해지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인공지능 비서의 경우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어서 PC 

제어는 제한된다. 따라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지체 장애우

의 경우 PC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구글 홈에 탑재된 구글 어시스턴트를 사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제어하

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Dialogflow를 이용하

여 커스터 마이징하여 PC로 전달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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