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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성인식 기술은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여 명령을 실행하는 기술로 현재는 자연어 처리 기법과 접목되어 인공지

능 음성인식 서비스로 제공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는 IoT기기를 제어하거나 뉴스 또는 날

씨와 같은 정보 제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보 제공 분야의 하나인 대학 정보는 주로 웹을 통하여 제공되나 너무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신속하게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용

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음성으로 인식하고 제공하기 위한  대학 안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대학정보를 각 

주제별로 분류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한 람다 함수를 설계한다. 그리고 알렉사 스킬 키트를 이용하여 노드제이에스로 

구현된 모듈을 아마존웹서비스에 업로드하여 음성인식을 이용하여 대학 정보를 제공한다.

ABSTRACT 

The voice recognition technology is to recognize the voice of an user and execute the command. Recently, the voice 
recognition is evolving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voice recognition by adding the scheme of th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he AI voice recognition is exploited to control the IoT devices or provide the information, such as the 
news or the wether. The University Information which is one of fields serviced by the information provider is mainly 
presented on the web. However, since too much information are presented on the web, it is difficult for an user to find 
efficiently the specific information which the user want to know.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the university 
guidance system to recognize the user voice searching the information and provide the result using the voice. To do 
this, we classify the university data and design the lambda function to provide th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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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음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중의 

하나로 다른 사람 또는 사물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

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1]. 컴퓨터에게 의사를 전

달하기 위하여 음성을 이용하면 매우 편이하며 키보드

로 명령을 입력하는 것보다 매우 빠르게 입력할 수 있

다. 특히, 마이크이외의 부착 공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

문에 자동응답장치, 자동항법장치, 통제시스템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음성 인식 기술은 음절, 모음 등의 단어 단순 인식 

수준에서 출발하였으나 음성 인식율을 높이기 위하

여 다양한 음성 모델 및 최소분류에러(Minimum 

Classification Error) 등의 기법이 개발되었다. 현재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접목되어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

스가 일반인들에게 제공된다[2]. 해외에서는 아마존의 

에코가 서비스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누구(NUGU)와 

지니(Genie) 등이 서비스되고 있다[2]. 이 서비스들은 

음성으로 주어진 명령을 인식하여 뉴스 또는 날씨 등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멀티미디어 데이

터를 검색하여 제공한다. 또한 IoT 기능을 가진 기기들

과 연결하여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한다.

아마존 에코는 마이크와 스피커/모니터 일체형의 에

코기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개발용 인

터페이스인 알렉사 스킬 키트(Alexa Skill Kit, ASK)를 

개발자에게 제공한다. 개발자는 알렉사 스킬 키트를 이

용하여 노드제이에스(Node.js) 또는 파이슨(Python) 언

어로 작성된 스킬 코드를 아마존 웹 서비스에 업로드하

여 공개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사용자는 공개된 스킬 

코드를 이용하여  IoT 기기를 제어하거나 또는 맞춤형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알렉사 스킬 키트를 이용

하여 개발된 스킬은 130여개의 음악, 뉴스, 날씨 그리고 

기업 안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정보 서비스의 대표적인 응용 중 하나인 대학 정보는 

주로 웹을 이용하여 제공되어 진다. 특정 대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대학 홈페이지 또는 

대학정보 알리미 서비스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 그리고 키워드 검색 기능을 이용하거나 또는 페이

지 브라우징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검색한다. 

그러나 웹을 이용한 대학정보는 사용자가 신속하게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키워드 검

색 기능을 이용할 때 정확한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많은 수의 데이터가 검색된다. 메인 페이지에서 제공하

는 정보의 양이 많을 경우에 찾고자 하는 정보의 위치

를 정확히 모르면 많은 수의 페이지 클릭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산 D 대학의 메인페이지에서 1차 메뉴로 

제공되는 메뉴의 수는 100여개 정도이며 사용자가 원

하는 정보를 찾기 위하여 페이지를 최대 100여 번 방문

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

자가 찾고자 하는 대학 정보를 음성으로 인식하고 검색

된 결과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대학 안내 시스템을 설계

하고 구현한다. 제공하는 대학 정보는 대학소개, 전공, 

대학활동, 입학정보 등 주제별로 분류하고 세부 데이터

를 작성한다. 그리고 서비스를 위한 람다함수를 설계하

고 알렉사 스킬 키트와 노드제이에스를 이용하여 구현

한다. 구현된 람다 함수는 아마존웹서비스에 업로드 하

여 사용자에게 대학 정보를 제공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음성안

내시스템의 관련 연구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대학 정

보 데이터의 분류 기법과 람다 함수를 설계하고 4장에

서는 알렉사 스킬 키트로 구현된 람다함수의 구현 결과

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를 

기술한다.

Ⅱ. 관련연구

2.1. 알렉사 스킬 키트

에코는 2015년에 미국 아마존에서 시작한 서비스로 

에코 마이크를 통하여 입력된 음성 명령을 인식하여 처

리한다. 인식된 음성 명령을 처리하는 각각의 서비스는 

스킬(Skill)로 아마존웹서비스에서 수행되며 알렉사 스

킬 키트는 사용자 스킬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인터페

이스다.

알렉사 스킬 키트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는 커스텀 스킬(custom skill) API이다. 커스텀 스킬은 

임의의 사용자 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스킬로 웹으로부

터 정보를 획득하거나 우버 또는 피자헛 등의 타 서비

스와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스마

트 홈 스킬(smart home skill) API다. 스마트 홈 스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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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 도어락 그리고 카메라 등 클라우드와 접속될 수 

있는 IoT 기기들을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게 지원하는 

스킬이다.

세 번째는 비디오 스킬(videl skill) API다. 비디오 스

킬은 클라우드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사용자가 제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킬이다. 마지막으로 플래쉬 

브리핑 스킬(flash briefing skill)  API이다. 이 스킬은 뉴

스 또는 공공기관의 특보 또는 속보 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한 스킬이다.

2.2. 음성 인식을 이용한 기존 응용

[3]에서는 음성인식시스템과 다목적 시각 언어를 연

동한 실시간 쇼핑 시스템을 제안한다. 하지만 홈쇼핑 

시스템의 음성인식 리모컨이 아직 일반화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자동차 환경에서 음성인식을 수

행하는 장치 중 AVN 보드 내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되어 주 프로그램에서 송출되는 음성인식기 제어 

신호를 수신하는 시스템을 [4]에서 제시하였다. 그러

나 자동차 주행속도에 따라 소음량 때문에 음성인식 

성공률이 낮다.

[5]에서는 AVR에 입력된 음성을 확인한 후 처리된 

값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문을 여는 디지털 도어락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도어락을 음성으로 한다면 비밀번

호를 말하게 되어 보안상의  문제가 되어 보안 문제 해

결방안에 연구가 필요하다. VoiceXML의 레코드 태그 

기능에 기반하여 음성인식 시스템을 이용하는 철도예

약서비스를 [6]에서 제시하였다. 조용한 사무실이 아닌 

잡음이 있는 기차역, 거리 환경, 터널 통과 할 때 음성 

인식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라즈베리파이, 마이크, 거울, 인터넷을 이용한 스마

트 미러를 [7]에서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가정 소음에 

무리가 없지만 조금 더 자극적인 소리가 발생하면 사

용자의 명령보다 자극적인 소리에 반응하는 문제가 

있다. 

Ⅲ. 대학 안내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아마존 에코를 이용한 대학안

내시스템은 WiFi가 있는 대학건물장소에서 대학정보

를 아마존 에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정보를 사람들에

게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구성되며, 아마존 웹 서비스에 Node.js를 이용하여 작

성된 람다 함수를 스킬로 업로드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음성으로 대학 정보를 요구하면 아마존 웹 서비스에 업

로드된 스킬이 검색하고 결과를 사용자에게 음성으로 

제공한다.

Fig. 1 system concept 

본 시스템의 핵심은 사용자가 대학내에서 대학에 관

한 정보를 찾고자 할 때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이용하

여 대학홈페이지를 접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에코가 구

비되어 있는 장소에서 음성으로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

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한다.

3.2. 대학 정보

Fig. 2 university information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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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대학안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대학정보

의 분류를 보여준다. 대학정보는 크게 대학소개, 대학/

대학원, 대학생활 그리고 입학인 5가지 영역으로 구성

한다.

대학소개는 대학이념, 대학 조직도 등 대학을 구성하

는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주제이며 대학의비전, 대

학개요, 대학상징, 대학위치 그리고 대학역사로 구성한

다. 대학/대학원은 4개의 대학원, 2개 단과대학 그리고 

15개 학부의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주제이며 학부, 대

학, 대학원으로 세분한다.

대학생활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필요한 학사일정, 

장학, 기숙사 정보 등의 주제를 다루며 학사지원, 대학

교육, 대학활동 그리고 대학 질문으로 구성한다. 대학

입학은 대학을 입학에 필요한 자격, 비용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주제이며 대학입학 자격, 비용 

그리고 지원으로 구성한다.

3.3. 람다구성

Fig. 3 lambda design structure 

그림 3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람다의 구성도이며 핸

들러, 메시지 그리고 정보인 3개의 람다 함수로 구성

된다. 핸들러 람다는 아마존 스킬 키트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하여 알렉사 스킬 사용, 메시지 처리, 대학

정보를 음성으로 처리해 준다. 이 람다 함수는 세션, 

응답, 도움, 반복, 멈춤 그리고 취소의 기능으로 구성

된다.

세션은 사용자가 찾고자하는 정보를 응답기능으로

부터 가져와 알렉사가 사용자에게 음성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응답은 사용자가 찾고자하는 정보의 내용

을 정보람다와 비교하여 단어를 찾으며 일치하는 단어

가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 하고 단어가 없

을 경우 정보가 없음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도움, 반복, 멈춤 그리고 취소의 기능은 메시지 람다의  

내용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메시지 람다는 사용자에게 알렉사의 도움의 메시지, 

반복메시지, 중단 메시지 그리고 취소 메시지의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람다이다. 정보 람다는 사

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대학정보를 주제별로 나누

어 주제에 맞게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정보를 가지고 있

는 역할을 하는 람다이다. 

Ⅳ. ASK를 이용한 구현

아마존을 이용한 대학안내 시스템은 앞서 보여드린 

대학정보 분류와 아마존 웹 서비스의 람다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것을 

구현하였다. 아마존 에코를 이용한 대학안내시스템은 

WiFi가 있는 장소에서 구동이 가능하며 구현결과는 그

림 4와 같이 나타내도록 한다.

Fig. 4 finding the information of div. of computer engi- 
neering using the implemented skill of the Alexa

그림 4는 컴퓨터공학부의 전공 정보를 알기위해 알

렉사를 이용하여 정보를 찾는 과정을 대화형식으로 

보여준다. 그림 4에서 보듯이 Alexa로 시작하는 명령

어에 대하여 아마존 웹 서비스에 구현된 대학 안내 시

스템 스킬이 처리하여 검색된 결과를 음성으로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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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ind the symbol of the university using the Alexa

그림 5는 대학소개의 대학상징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알렉사를 이용하여 정보를 찾는 과정을 대화 형식

으로 보여준다.

Fig. 6 the part of handler lambda code 

그림 6에서 보여주는 핸들러 람다는 대학정보를 음

성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하며 함수는 세션, 응답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세션 함수는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응답세션

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아 사용자에게 음성으로 정보

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응답 함수는 사용자가 찾고

자하는 정보의 내용을 정보 람다와 비교하여 단어를 찾

으며 일치하는 단어가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

공 하고 단어가 없을 경우 정보가 없음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함수 역할을 한다.

Fig. 7 the part of the word list recognized by the 
implemented skill

그림 7은 대학안내시스템의 사용자가 알렉사에게 질

문을 할 때 알렉사가 반응하는 단어의 모음이다중 일부

를 보여준다.

Ⅴ. 결  론

정보서비스의 대표적인 응용 중 하나인 대학정보는 

주로 웹을 이용하여 제공되어 진다. 그러나 웹을 이용

한 대학정보는 사용자가 신속하게 원하는 정보를 검색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정확한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

으면 많은 수의 데이터가 검색될 수 있고 메인페이지에

서 제공하는 정보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면 많은 수의 

페이지 클릭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

자가 찾고자 하는 대학 정보를 음성으로 인식하고 검색

된 결과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대학 안내 시스템을 설계

하고 구현하였다. 제공하는 대학 정보는 대학소개, 전

공, 대학활동, 입학정보 등 주제별로 분류하고 분류에 

따라 세부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서비스를 위한 

람다함수를 설계하고 스킬로 구현하였다. 구현된 스킬

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 업로드 하여 사용자에게 대학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향후 과제로는 질문자의 발음과, 주위 환

경에 영향을 받아 에코의 음성 인식률이 떨어지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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