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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성을 가진 음성 인식 요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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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요람을 기존의 리모컨이나 수동으로 구동하는 방식과 달리 APP을 통하여 사람의 음성을 인

식하면 모터로 동작하도록 요람을 제작하 다. 한 요람에 온습도센서를 장착하여 실시간으로 요람의 온도와 

습도를 LCD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한 소리크기에 따라 결과 값을 가지는 사운드센서를 이용하여 결과 

값을 a, b, c로 지정하여 이 결과 값의 합이 1150을 넘으면 아기의 울음소리로 인식하여 APP에 알림표시와 알

림음이 작동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는 요람을 제작하 다.

ABSTRACT

In this study, existing remote control or the cradle manually drives to recognize the voice of the way and through the app the Cradle to work 

with a motor. In addition,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sensor was mounted in the cradle,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of the cradle can be 

checked through the LCD. Depending on the sound size of the sound sensor, the resulting value was used to indicate a value of a, b, c, and the sum 

of the results over 1150, the cradle was recognized as the baby's crying, then, notificate and alarm on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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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요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부부

의 비율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 507.1만 가구, 2012년 509.7만 가구, 

2013년 505.5만 가구, 2014년 518.6만 가구로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자녀 가구  맞벌이 가구 비율이 

주로 아기를 가지는 나이 인 15~29세는 37.4%, 30~39

세에는 42.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아이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는 근

래 은 부모들의 주된 생각에 따라 육아용품시장의 

규모는 오히려 2014년 기  27조원에 이르 다.

임신한 비부모들이 육아용품을 비하는데 있어

서 출산 부터 미리 구입하는 용품 , 가장 표

인 용품이 요람이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 

침 에 재우는 것은 아기가 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육아용품을 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

가 되고 있다. 한 경기침체와 비싼 육아용품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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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부담을 느끼면서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가지 기능을 

담은 멀티육아용품에 한 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시 를 살고 있는 재사회

와 요람과의 결합으로, 보이는 확장성에 해서 심

을 가지게 되어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요람은 주부들

이 가정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아기의 상태

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

기의 상태와 함께 기존 리모컨 는 수동 으로 동작

을 실시하 던 요람의 흔들 기능을 음성인식을 통해 

동작하도록 구 하 다[1-5].

Ⅱ. 본  론

2.1 시스템 구성

그림 1은 아두이노 우노를 주측으로 한 가정주부를 

한 다기능 음성인식 요람의 시스템 구성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 시스템구성도
Fig. 1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그림 1에 보는 바와 같이 아두이노 우노로 시스템

을 제어하기 해 입력부에  DHT11 센서로 방안의 

온도와 습도를 출력하도록 하 고, 구 음성인식방식

을 이용하여 음성을 인식시켜 요람을 제어하 다. 사

운드센서로 요람에 있는 아기의 울음소리로 인식하여 

알림으로 알려주며, 블루투스는 모바일 어 리 이션

과 연동하여 요람과 멀리있는 부모에게 아기의 상태

를 알려 다. LCD는 요람 주변의 온도와 습도를 알

려주고 Motor는 요람을 흔들 수 있게 하 다. 

그림 2는 음성인식 요람의 동작 순서도이다. 본 논

문에서는 크게 세가지 기능으로 동작하게 된다. 첫째 

음성인식을 통한 요람의 흔들기능이다. 자체개발한 구

 음성인식을 사용하는 APP을 제작하 고 APP의 

음성인식 버튼을 르면 구  음성인식을 통해 음성

인식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모터” 라는 단

어를 말해서 인식에 성공하게 되면 서보모터가 회

하면서 요람의 흔들기능이 작동하게 된다. 만약 음성

인식에 실패할시에는 다시 음성을 인식시켜야한다. 둘

째 사운드센서를 통한 아기울음 알림기능이다. 사운드

센서는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는 센서로 0.3 에 한번

씩 소리크기에 한 신호결과값을 얻게된다. 이때 한

번에 신호값의 최 는 550이며 세 번의 신호값의 합

이 1150이상일 경우 이 소리를 아기울음소리로 인식

하여 어 리 이션을 통해 재 아기가 울고있다는 

알림이 송되며. 이때 알림은 알림창과 알림음이 동

반되어 송된다. 셋째 온,습도센서의 값을 LCD화면

에 표시하는 기능이다. 실시간 요람의 온도와 습도 값

을 표시하여 부모들이 쉽게 인식하여 온도가 높거나 

낮을시 혹은 습도가 높거나 낮을 시 아이 방의 온도

를 쾌 하게 만들도록 하기 한 기능이다[6-9].

그림 2. 동작 순서도
Fig. 2 Operating sequence diagram

Ⅲ. 실험  고찰

3.1 요람 외형

그림 8은 제작된 요람의 모습이다. 요람은 아크릴

을 이용하여 제작하 으며 외부로 LCD를 장착하여

서 온도 값과 습도 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

록 하 다. 그리고 모터를 고정하고 작동시키기 하

여아크릴 상자를 제작하 다. 아두이노와 음성인식 어

리 이션 통신을 진행하기 하여 블루투스 모듈을 

설치하 다. 내부에는 온·습도센서, LCD, 사운드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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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ec) Humidity(%)

5 33

10 33

15 34

20 36

25 40

30 45

35 48

표 1. 온,습도센서 습도 값 실험결과
Table 1. Humidity sensor humidity value test result

Distance(m) Receiving Result

3 O

6 O

9 O

12 O

13 X 

표 3. 블루투스 송, 수신 실험결과
Table 3. Test result for Bluetooth song, receiving 

test

Time (sec) Temperature(℃)

5 25

10 27

15 29

표 2. 온·습도센서 온도 값 실험결과
Table 2. Temperature and humidity sensor 

temperature result

20 30

25 33

30 38

35 43

가 장착되어있어 요람안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주고 

사운드센서를 통하여 아이의 울음을 감지한다. 아두이

노, 원, 각종 선들 로 아크릴 을 덮어 요람이 

깔끔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림 3. 제작된 요람
Fig. 3 Photo of Cradle

3.2 온·습도값 실험

온·습도센서의 습도 값 실험을 해 아크릴소재로 

만든 상자 20×40×10cm 요람안에 온,습도센서를 넣어 

폐되게 만들었고 분무기로 물(30mL)을 뿌렸을 때 

습도 값의 변화에 해서 실험을 진행하 다. 

물을 분사한 후 습도 값이 처음엔 크게 변화 없다

가 시간이 흐르면서 격하게 변화하 다. 

온·습도센서의 온도 값 실험을 해 드라이기를 이

용하여 센서에서 20cm가량 떨어진 치에서 실시하

고 시간에따른 온도 값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실험을 시작하기  센서에 측정되는 온도 값은 

23℃ 으며 자 온도계로 방안의 온도를 측정한 결

과는 26℃이었다. 그러므로 사용한 센서(DHT11)와 

실제 온도의 차이는 3℃가량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

었다. 본 실험을 통해 온도 값과 습도 값의 변화를 실

시간으로 부모가 확인하여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에게 

상황에 맞게 한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

았지만 온도 값과 습도 값의 변화에 따라 일정수치 

이상의 습도 값이 떨어지면 물을 분사해주는 기능이

나 온도 값이 일정수치 이상 올라가게되면 작은 선풍

기를 설치하여 작동하도록 하는 쿨링기능등의 요람 

자체 으로 작동하는 방향에 해서도 충분히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3.3 블루투스 실험

일반 으로 요람이 집안에 치한다는 을 미루어 

볼 때 블루투스와 어 리 이션간의 범 가 어느정도

까지 가능한지 실험을 실시하 다. 일반 으로 집안의 

구조가 벽을 통과해야한다는 을 고려해서 벽 하나

를 통과하여 어느정도까지 블루투스의통신이 끊기지 

않고 연결되는지 거리측정을 진행하 다. 1m간격으로 

측정하 고 13m에서 블루투스모듈(HC-06)에서 신호

가 끊어졌으며 실험은 음성인식기능의 동작여부로 

단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블루투스모듈(HC-0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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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imes

Sentence Recognition(%)

1 90

표 4. 50dB ~ 60dB (일반 사무실 데시벨)
Table 4. 50dB ~ 60 dB (General Office dB)

그림 4. 사운드센서 출력 형
Fig. 4 Sound sensor output waveform

실험결과 12m까지는 성공하 고 집안의 크기에따라 

12m라는 결과 값은 집 환경에따라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송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버 의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문제 은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4 사운드센서 실험

그림 4는 외부 으로 큰소리가 없을 때와 인 으

로 소리를 내었을 때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운드센서

의 출력 형이다. 아기가 울고 있을 때 부모에게 어

리 이션을 통한 알림기능을 해 아기의 울음소리를 

인식할 수 있어야한다. 본 논문에서 사운드센서

(MAX9814)의 역할은 소리의 크기로 일정한 소리의 

크기가 계속해서 이어질시 인식하여 어 리 이션으

로 송하는 역할을 한다. 

3.5 알림 어 리 이션 실험

사운드센서가 0.3 에 한번 씩 소리크기에 한 결

과 값을 받아들이는데 a, b, c로 나눠 0.9  간 들어

오는 결과의 합이 1150이상이 되면 작동하도록 설정

하 다. 실제 아기의 울음소리를 녹음해 실험했을 때 

그 크기의 신호 출력 값이 1150이상이 되면 어 리

이션에 알림창이 나타나는 그림 5과 같은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집에서 아기를 돌보는 부모가 다른 일

에 집 하고 있을 때 외부의 소리로 인해 아기가 우

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 어 리 이션을 통해 스마

트폰에 알림창이 뜨고 진동이 울려 빠른 처가 가능

하다[4-5].

그림 5 알림 어 리 이션
Fig. 5 About alert applications

그림 6. 음성인식 어 리 이션

Fig. 6 Speech recognition application

3.6 음성인식 실험

그림 6은 음성인식 어 리 이션은 앱 인벤터를 이

용하여 자체 제작하 고 음성인식기능을 탑재하고 있

다[6-7]. “블루투스리스트” 버튼을 러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블루투스에 연결이 되면 “연결성공!” 이라는 

문구가 출력된다. 한 음성인식기능 실행을 해 “

르고말하시오”버튼을 르면 음성인식 창이 표시되고 

“모터”라는 단어를 스마트폰에 말하면 음성을 인식하

여 모터가 작동한다. 음성인식에 한 인식률 실험을 

하기 해 데시벨구간을 나눠 실험을 하 다. 일반 조

용한 사무실에서의 데시벨구간인 50 ~ 60dB 사이와 

반경 1m내에서 화소리가 있는 공간인 60 ~ 70dB사

이의 구간으로 나 었으며 음 수의 차이를 두어 실

험을 실시하 다.

Baby c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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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0

3 70

4 70

10 Times

Sentence Recognition(%)

1 70

2 60

3 50

4 50

표 5. 60dB ~ 70dB (반경 1m안 화소리)
Table 5. 60dB ~ 70dB (1m radius of 

communication)

실험결과를 확인하면 50dB ~ 60dB 사이의 구간에

서 음 수가 늘어날수록 낮은 인식률을 보 고 60dB 

~ 70dB 사이의 구간에서도 음 수의 증가에따라 인식

률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주변 환경의 

데시벨이 더 높은 경우에 체 인 인식률이 낮게 나

타났다.  실험결과를 미루어 볼 때 주변의 잡음이 

많을수록 인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을 알 수 있었

다. 음성인식에 성공하 을 때 모터는 100%로 작동하

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온·습도센서, 음성인식 어 , 사운드

센서를 통하여서 요람에 있는 아기의 상태를 체크하

고 경우에 따라 서보모터를 이용해서 요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요

람에 있는 아기가 울게 되면 아기가 울고 있다는 신

호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가 아기에 해 보다 빠르게 

처할 수 있다. 방안에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확인

하기 하여 요람에 LCD를 부착하여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작하 고, 사운드센서의 경우도 최 측

정 가능한 소리크기가 550이 되는데 0.9 동안 소리 

결과 값의 합이 1150이상의 값을 인식하게 되면 어

리 이션을 통해서 아기가 울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한 사운드센서(MAX9814)는 

최  60dB까지 인식이 가능하다. 지하철이나 공사장 

등 시끄러운 곳이 80~90dB이기 때문에 요람이 치

한 집안에 청소기등의 소음이 일어날 수 있을만한 요

소가 있을 때 아기울음소리로 잘못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

로는 좀 더 넓은 폭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사용하

여 동작 설정 값을 좀 더 높게 설정한다면 이러한 문

제 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센서를 아기와 가까운 

치에 설치하기 때문에 소리크기에 한 설정 값이 

높아져 울음소리로 인식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 음성인식기능은 앱 인벤터 기능  하나인 

음성인식기능을 이용하여 지정한 음성을 인식하 을 

때 요람이 흔들리도록 제작하 다. 음성인식에 있어서 

상 으로 조용한 장소가 더 높은 인식률을 나타나

는 것을 볼 때 주변 잡음에 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음 수를 늘려가며 실

험을 진행하 고 음 수가 늘어날수록 인식률이 낮아

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음성인식에 성공

하 을 때 서보모터가 100%확률로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문에서 제작한 요람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따른 다기능의 멀티육아용품이며 어린아기를 

가진 부모가 회사  가사 일이 많은 집안 환경 아기

를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상태를 알 수 있어 보다 쉽

게 아기를 돌볼 수 있고 흔들리는 기능과 온도와 습

도를 확인할 수 있어 아이에게 쾌 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이에게 심리  안정을 제공하

여 부모에게 육아의 짐을 덜어  수 있도록 만들 것

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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