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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Speaker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AI 
Speaker를 만들어 보는 것이 목표이다.

• 스마트 스피커는 인공지능 스피커(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 AI Speaker)라고도 한다. 음성인식을 통해 음악
감상, 정보 검색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일반
스피커와의 차이점 이다.[2] 주 고객 층은 20~30대다.[3]

• 스마트 스피커를 AI Speaker라고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간단한 명령에 반응하는
정도이지 대화가 가능한 정도는 아니다.

• 기본적으로 음성인식 서비스를 통해서 입력이
이루어지며, 스피커를 통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형태이다.

• 주요 기능

• 음악 재생, 알람 설정, 타이머 설정, 뉴스 및
날씨 기능, 일정 및 메모, 환율, 로또, 주식 등의
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AI Speaker 종류(국내)



AI Speaker 종류(해외)



AI Speaker 관련 기사 및 사이트

• 중고생도 2시간이면 AI 스피커 개발 가능

• AIY(해외)

• Grove Starter Kit for Azure IoT edge

• KT 기가 지니 개발자 포털

• 프로모션 기간 500건/일 무료제공, GiGA Genie AI API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1대 이상의 VM이 Running 상태여야
합니다.

• 네이버 클로바 플랫폼

•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 Clova Speech Recognition : Andorid API, iOS API만 지원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818213415&lo=z45
https://aiyprojects.withgoogle.com/
https://www.seeedstudio.com/Grove-Starter-Kit-for-Azure-IoT-Edge-p-3051.html
https://apilink.kt.co.kr/
https://clova.ai/ko
https://www.ncloud.com/charge/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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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Harman Kardon 
Invoke with Cortana

• 2017년 출시

• 코타나 Skills을 이용해서 기능 추가 가능

https://www.youtube.com/watch?v=cfViLv04DHg


Microsoft Surface
Headphone

• 2018년 11월 출시 예정

• 노이즈 켄슬레이션

• 코타나 지원

https://www.microsoft.com/en-us/cortana/devices/invoke


AI Speaker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

하드웨어

• 라즈베리파이3 or Windows 10 IoT가 설치 가능한 IoT Device, USB 

마이크, 스피커, 장치 설정시 필요한 HDMI 케이블

소프트웨어

• Microsoft Account – Azure 계정 생성 및 각종 API 사용을 위해

• Azure 계정 - 모든 서비스가 올라가는 핵심

• Visual Studio 2017 - 클라이언트 및 서비스 개발

• Windows 10 IoT Core – IoT Device에 설치

• Windows 10 version 1803 PC - 개발 PC

참고

• Direct Line API를 이용한 UWP클라이언트 앱 만들기

• http://kaki104.tistory.com/578

• AWS Polly를 사용해서 TTS만들기

• http://kaki104.tistory.com/591

http://kaki104.tistory.com/578?category=650646


나만의 AI Speaker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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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Bot Framework 프로젝트
생성을 위한 템플릿 설치



대화 시물레이션

• 클리너(OK 클리너, Hey 클리너) : 명령 입력 시작

• 안녕하세요. 도움말이 필요하시면, ‘도움말’이라고 이야기해주세요. 3초안에 이야기하세요.

• 클리너 도움말

• 현재 ‘클리너 운전 시작’, ‘클리너 운전 종료’, ‘클리너 오늘 날씨’, ‘클리너 미세 먼지 정보’ 가 사용 가능합니다.

• 클리너 운전 시작

• 클리너의 운전을 시작 합니다.

• 클리너 운전 종료

• 클리너의 운전을 종료 합니다.

• 클리너 오늘 날씨

•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은 전국이 가끔 흐리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까지 5∼30㎜가량의 비가 내리겠으며, 경상 동해안도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1도, 낮 최고기온은 24~28도로 예보 되었습니다.

• 클리너 미세 먼지 정보

•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중서부 지역과 일부 남부 지역에는 대기 정체로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단계 – Bot 
생성 및 배포

• 1. Bot 생성 및 배포

• 1-1. Bot Framework를 이용해서 기본 봇 생성. AISpeaker.Bot 및
NuGet packages 설치

• .Net Core 2.0

• Bot Framework V4

• Microsoft.Bot.Builder 4.0.6, 
Microsoft.Bot.Builder.Integration.AspNet.Core 4.0.6, 
Microsoft.Bot.Configuration 4.0.6, 
Microsoft.Bot.Connector 4.0.6, 
Microsoft.Bot.Schema 4.0.6

• Bing Service

• Plugin.BingSpeech 1.0.3

• Storage Service

• WindowsAzure.Storage 7.2.1

• AWS Service

• TTS : AWSSDK.Core 3.3.24.8, AWSSDK.Polly 3.3.7.3

• 1-2. AISpeaker.Bot을 Azure에 Publish

• 1-3. Azure에 AISpeakerChannel 생성

• 1-4. AISpeakerChannel에 AISpeaker.Bot 연결

• 1-5. AISpeakerChannel에 DirectLine 추가

• 1-6. BotId, AppId, AppPassword를 입력하고 다시 Publish

• 1-7. Bot 연결 테스트



2단계 – Client 
생성

• 2. Client 생성

• 2-1. UWP 앱 생성 AISpeaker.Client

• Target version 1803, Min version Fall Creators 
Update

• 2-2. 필요한 NuGet packages 설치

• Microsoft.Bot.Connector.DirectLine 3.0.2

• Microsoft.Rest.ClientRuntime 2.3.13

• ReactiveProperty 5.2.0

• Websocketsharp.core 1.0.0

• 2-3. MainPage.xaml에 간단한 디자인 추가

• 2-4. MainViewModel.cs에 코드 추가

• DirectLineClient 생성 및 연결(DirectLine
Secret 필요)

• OnMessage에 WebSocketClient 연결 등

• 2-5. 클라이언트를 실행해서 연결 테스트 하는
것 까지 완료



3단계 : 
음성으로 대화
시작하기

• 4. 음성으로 대화 시작하기(SRGS.xml)

• 4-1. 음성 인식 기능 추가

• 4-2. 대화를 처음 시작하기 위한
단어를 지정 SRGS.xml 파일
만들기

• 4-3. 지정한 단어를 인식했을 때
Bot에게 start 메시지를 전달하기

• 4-4. Bot에서 start 메시지가
전달되면 conversation start라는
메시지를 반환 하고 출력하기



4단계 : 
음성명령
녹음하고
전송하기

• 5. 음성명령 녹음하고 전송하기

• 5-1. 녹음을 위한
MicrophoneHelper 추가

• 5-2. 마이크 입력 시작시 녹음
시작, 마이크 입력 종료시 끝내기

• 5-3. 사용자 음성인지 확인하기

• 5-4. 저장된 음성 파일을 Bot에
전송하기



.ClientStates를
이용한 제어

음성인식 – ResultGenerated 이벤트

resultGeneratedObservable 생성

resultGeneratedObservable Subscribe -> _subject

ViewModel – ClientStateChanging 이벤트

stateChangingObservable 생성

stateChangingObservable Subscribe  -> _subject

_subject Subscribe -> 상태값을 이용한 동작



ClientStates 
변화 과정

Hey Cleaner

•상태 : StartConversation, 

• Bot에세 Start 전송

• PlaySystemMessage(“hello.mp3”)

• System voice 출력 시작

•상태 : PlaySystemVoice

System voice 출력 종료

• MediaEndedCommand 

•상태 : StopSystemVoice

• RecodingVoice()

•녹음 시작

•상태 : StartRecoding

•녹음 중 -> 마이크 입력 중 음성 입력이 있는지 확인

• 3초 후 녹음 종료

•상태 : StopRecoding

•음성 입력이 존재했다면, Bot에게 음성 전송



5단계 : 서비스
추가하기

• Azure

• Speech Service 추가
• Speech Service 설명서

• Storage 추가
• Azure Storage 설명서

• AWS

• Polly Service 추가
• AWS Polly를 사용해서 TTS 만들기

• Amazon Polly 시작하기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cognitive-services/speech-service/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storage/
http://kaki104.tistory.com/search/polly
https://docs.aws.amazon.com/ko_kr/polly/latest/dg/getting-started.html


6단계 : 
Bot에서
음성명령
처리하기

• 6. Bot에서 음성명령 처리하기

• 6-1. 수신된 음성 명령 확인

• 6-2. Bing Speech API 핼퍼 추가 –
인증 처리

• 6-3. Bing Speech API를 이용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경하기

• 6-4. 텍스트를 명령으로 변경하기

• 6-5.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반환하기



7단계 : 
Bot에서 음성
생성하기

• 7. Bot에서 음성 생성하기

• 7-1. 명령에 맞는 결과를 텍스트로
만들기

• 7-2. 텍스트가 BLOB 저장소에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 7-3. 텍스트 음성이 없다면 AWS 
Polly를 이용해서 음성 생성

• 7-4. BLOB에 저장하고 경로를
사용자 클라이언트에 반환



8단계 : 
클라이언트에서
음성 재생하기

• 8. 클라이언트에서 음성 재생하기

• 8-1. Bot에서 반환된 내용 확인

• 8-2. 로컬 저장소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

• 8-3. 음성 파일이 없으면 다운로드
후 재생

• 8-4. 재생 완료 후 대화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