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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라즈베리파이, 마이크, 스피커, 버튼센서, 진동센서, TTS(Text-To-Speech) api를 활용하여 

유아용 언어 학습용 디바이스를 개발한다. 학습시키고 싶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 상자를 유아가 건드리면 그 

단어의 소리가 나는 것을 가정하였다. 사용자가 버튼을 통해 직접 단어를 녹음을 할 수 있으며 웹페이지를 

통해 텍스트(영어)를 입력하면 text-to-speech api를 통해 텍스트(영어)에 맞는 음성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저장된 음성파일은 진동센서를 통해 진동이 감지되면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키워드: 언어 학습 (Language Learning), 라즈베리파이(Raspberry Pi), 

진동센서(Vibration Sensor), 음성합성 (Text-To-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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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재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영유아용 언어 학습 모델을 보면 

사전에 미리 녹음한 기계음성만을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영유아들이 

듣기에는 낯선 기계음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며 단어 선택에 있어서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보완사항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라즈베리파이에 마이크, 스피커, 버튼센서, 

진동센서를 부착하여 버튼 액션을 통해 사용자의 목소리로 직접 

한글단어를 녹음할 수 있고, text-to-speech api를 활용하여 웹페이지

에서 영어단어를 입력하면 원어민 발음의 음성파일을 제공 받을 

수 있고, 진동센서에 진동이 감지가 되면 저장되어 있는 음성파일이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II. Preliminaries

본 논문에서 개발하는 영유아 언어 학습용 디바이스의 프로토타입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그림 1에서 웹페이지는 라즈베리파이에 nodejs로 코딩하여 구축하

여 같은 네트워크망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III. Development

버튼 액션으로 마이크 녹음을 하는 회로도는 그림 2와 같이 구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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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ircuit Chart.

그림 2처럼 버튼을 누르면 5초간 마이크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단어를 녹음할 수 있다. 그렇게 녹음된 음성은 ‘output.wav’파일로 

라즈베리파이에 저장이 된다. 그리고 그림 1과 같이 라즈베리파이에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같은 네트워크 내에서 라즈베리파이의 ip를 

통해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텍스트(영어)를 입력받으면 라즈베리파

이에 ‘text.txt'로 저장이 되고 저장된 txt파일로 text-to-speech api를 

호출하여 음성파일을 제공받는 python파일이 실행이 된다. python 

파일에서 호출된 api는 return값으로 ’output.mp3‘ 파일을 제공받는다.

Fig. 3. Api call process

제공 받은 mp3파일을 다시 wav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output.wav’파일이 완성된다. 완성된 wav파일은 진동센

서에 진동이 감지가 되면 스피커를 통해 출력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IV. Result & Plan

앞서 기술한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서 녹음된 한글 음성이 건드리면 

다시 소리가 나는 것과 영어는 TTS를 통해 원하는 단어 및 문장이 

발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의 개발단계에서는 언어는 영어만이 가능하지만 앞으로의 

개발에서는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여러 가지 언어 또한 

text-to-speech api로 음성파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구현하고, 

기존의 같은 네트워크망에서 접속할 수 있는 구조를 외부서버를 

구축하여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접속하여 텍스트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구현할 계획이다.

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라즈베리파이와 text-to-speech api를 활용하여 

영유아 언어 학습용 디바이스의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라즈베리

파이에 구축하였던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텍스트(영어)를 입력 받고 

‘text.txt'파일로 저장한다. 그리고 text-to-speech api를 호출 할 때 

’text.txt'에 저장된 텍스트를 인자로 넘기면 텍스트에 맞는 음성파일이 

‘output.mp3’파일로 return되고 진동센서에 진동이 감지되면 스피커

로 출력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현재까지는 프로토타입을 구현한 

것으로서 추후에는 보다 소형화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고 가능하

다면 PCB 작업 등을 통해 소형화 및 시제품 개발을 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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