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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디스플레이 만들기

이름: 김수연 학년: 중 1 작성날짜: 2020.08.28

1. (1 차시) 이번 차시 강의를 통해 음성 인식 기술에 대해 배웠습니다. ‘딥 러닝’이란 어

떤 기술을 뜻했나요?

딥러닝은 사람을 닮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수십 년간 지속해 온 노력의 결실입니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판단을 컴퓨터가 해낼 수 있게끔 인공지능을 연구

하던 중,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해 앞으로의 일을 예측해 내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법이 효과적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머신러닝 안에는 여러 알고리즘이 있는

데, 이 중 가장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인공지능의 큰 범주 안에 머

신러닝이 속하고, 머신러닝의 일부분이 딥러닝인 것입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 “모두의 딥러닝 中 14 쪽”

2. (2 차시) 이번 강의에서 STT 와 TTS 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둘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적어봅시다.

SST

음성 인식(Speech Recognition)이란 사람이 말하는 음성 언어를 컴퓨터가 해석해 그 

내용을 문자 데이터로 전환하는 처리를 말합니다. STT(Speech-to-Text)라고도 한다. 키

보드 대신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봇, 텔레매틱스 등 음성

으로 기기제어, 정보검색이 필요한 경우에 응용됩니다.

TTS

인위적으로 사람의 소리를 합성하는 시스템이며,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한다는 데서 

텍스트 음성 변환 (text-to-speech, 줄여서 TTS)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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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차시) 이번 차시 강의에서는 소리를 감지하는 센서, 즉 사운드 센서의 원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운드 센서가 소리를 감지하는 원리에 대해 서술하여 봅시다.

먼저, 사운드 센서(Sound Sensor)란 주변에서 발생되는 소리를 마이크로 모아, 소리의 

크기를 증폭시켜 출력하는 장치를 이야기 합니다. 사운드 센서는 원하는 대상의 소리가 

잘 감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가변저항을 통해 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리 신호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전압 신호로 출력되기 때문에 아두이노를 사용할 경우 아날로그 

핀을 통해 측정이 됩니다. 

<사운드 센서>

사운드 센서는 물체의 진동을 전기신호로 변환시켜 소리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이 

원리는 전자기 유도와 관련이 있는데, 전류가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유도 된다.’라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자석에 N 극과 S 극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자석의 움직임의 경로에 

코일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석이 코일 근처로 다가가게 된다면 이 코일의 내부를 

지나가게 되는 자기력선의 수에 변화가 일어나 이 코

일은 자기력선을 방해하는 전류를 만들어 내게 되는

데, 이러한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사운드센

서에 이 현상을 접해 본다면 소리에 의해 진동판이 

앞뒤로 떨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석이 코일 근처에서 

움직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코일에서 소리의 떨림에 

따라서 전류가 만들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전류를 

측정하여 소리가 들리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것이 

바로 소리센서입니다.

4. (3 차시) 이번 차시에서는 사운드 센서를 이용하여 음성을 인식하면 컴퓨터 화면을 통

해 날씨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빅스비, 구글 어시스턴트 등 다

양한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우리의 삶을 돕고 있는데요, 미래에는 어떤 곳에 음성 인

식 기술이 쓰이게 될까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사람마다 특이한 음성을 분석해서 홍채 인식처럼 음성인식이 널리 퍼질 것 같습니다.

콜택시 기능이나 네비게이션에도 음성인식 기능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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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차시) 이번 차시에서는 아두이노와 LCD, OLED 기판을 활용하여 날씨와 최고, 최저

기온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설정해준 뒤 

‘날씨’라고 말하였을 때 LCD 와 OLED 결과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② 현재 바깥 날씨

는 어떤가요? 표시된 결과와 일치하나요?

천둥 치는 날이 없어 제가 만들었습니다.(LED)

6. (4 차시) 8 월동안 총 4 차시의 강의를 들으며, 어떤 궁금증들이 떠올랐나요?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적어 봅시다.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