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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스마트폰의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람들은 음성 언어로 

스마트폰과 상호작용이 가능해 졌다.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음성 언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GUI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집단의 접근 장벽을 낮춘다. 또한 언어 

관련이 있는 만큼 대부분의 지식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어 중요성이 점차 

더 높아질 것이라 예상한다. 그런데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에 

비해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연구는 특정 집단의 사용자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사용자의 경험은 기술의 발전에 중요한 척도로 작용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 경험이 적은 아이폰 

시리 사용자를 대상으로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시 발생하는 오류를 

유형화하고, 오류 발생 후의 재발화 행태를 분석하였다. 오류 발생 후 

재발화 행태는 언어 조절 이론을 토대로 발화 크기, 높이, 속도 등 목소리의 

변화와 발화 어휘, 서술어, 문장 구조 등의 문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피험자들은 7일동안 내일 날씨, 알람 설정, 일정 추가, 식당 찾기, 문자 

보내기 등 5개의 미션을 수행하였다. 그 중 1일, 4일, 7일은 통제된 

실험실에서 연구자 동행 하에 같은 미션을 수행하였다. 피험자들의 사용 

기록은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 영상과 음성 녹음 파일로 수집하였다. 또한 

피험자들은 5개의 미션 수행 후 매일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의 평가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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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들은 실험이 끝난 후 시리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오류를 몇 

번까지 이해하고 재발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의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만족도는 오류 개수와 상관관계가 있다. 둘째, 사용자는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오류 상황을 3번 이하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음성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은 8개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그 중 사용자의 

음성 입력 시간 오류, 잘못된 음성 인식으로 인한 오류, 그리고 시스템의 

잘못된 결과 도출 등 3가지 오류의 발생률이 가장 높다. 넷째, 오류 상황 후 

사용자의 재발화 행태는 첫 번째 오류 후와 두 번째 오류 후가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오류 후에는 목소리나 문장을 비슷한 비율로 변화하여 재발화 

하지만, 두 번째 오류 후 문장을 변경하여 재발화 하는 비율이 80%로 

높아진다. 다섯째, 목소리의 변화 요소는 날짜에 따라 다르지만 문장은 주로 

어휘 변경이 자주 일어난다. 여섯째, 오류의 유형에 따라 사용자의 재발화 

행태가 다르다. 사용자의 음성 입력 시간 오류 후에는 문장은 유지하고 

목소리를 변화하지만, 잘못된 음성 인식과 시스템의 잘못된 결과 도출로 

인한 오류 후에는 주로 문장을 변화하여 재발화 한다. 일곱째, 사용자는 

초기에는 청유형으로 명령을 내리지만 후기로 갈수록 서술어를 생략하고, 

두 개 이상의 문장을 한 번에 발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덟째,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는 시스템이 오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면 재발화 시 피드백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을 변화한다. 

마지막으로,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들은 시끄러운 환경보다는 

조용하고 혼자 있는 환경에서 VUI를 사용하려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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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마트폰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상황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고, 심리학 이론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행태를 연구한 융 복합적 연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과정을 장기간 분석하여 사용자의 수용과 적응의 

과정을 살폈다. 이 과정을 오류 빈도와 만족도, 그리고 사용 행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사용자의 실제 사용 경험을 연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오류 상황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아 산업적으로 VUI 

음성 피드백 디자인과 음성 인식 오류 도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언어 조절 이론, 오류 유형, 재발화 행태, 

시리 

학  번 : 2013-2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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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음성 인식 기술의 발달과 데이터 처리 속도

의 향상으로 컴퓨터와 스마트 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1]–[6]. 특히 

애플사(Apple), 구글(Google), 그리고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서도 시리①(Siri), 

구글 나우(Google now), 에스보이스(S-Voice) 등과 같은 스마트폰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를 개발하여 스마트폰에서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기

회가 증가하였다[7]–[10]. 또한 스마트 워치②의 대중화로 이제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음성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음성 언어

는 특히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에서 가장 먼저 학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

람들은 음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자연스럽고 편하게 여긴다[8], [10]–

[15]. 그런데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서는 문자나 그래픽 등의 시각적인 

요소가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그래픽 사용자 인

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에 대해 디자인이나 사용자 연구는 그 

동안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4], [16], [17]. 하지만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의 경우 디자인 방법에 대한 연구나 인터페이스 사용자 연구는 드물다[3], 

[18]. 

사람과 기계(컴퓨터, 모바일 포함)의 상호작용은 인터페이스(Inter-face)

                                            
① http://www.apple.com/ios/siri/ 
② http://www.apple.com/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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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이루어진다[19]. 다음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이다[20].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란 두 시스템 사이의 경계나 접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시스템과 인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인간-기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해주는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의 인터페이스, 즉 사용

자에게 노출되는 시스템의 한 부분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라 부른다. 

그리고 고전적인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구조는 [그림 

1]과 같다[21], [22]. 

 

[그림 1]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구조도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문자 사용자 인터페이스(Characteristic User In-

terface)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문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 컴퓨터 시

스템이 문자나 기호로 이루어진 명령어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문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시스템의 동작과 관련된 컴퓨터 명령어를 미리 

알고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

다. 이후 제록스사의 PARC에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

ser Interface, GUI)를 개발하였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위젯

(Widgets)을 마우스 등 포인터 장치를 이용해 클릭하여 사용하는 형태의 인

터페이스로, 현재 가장 많이 통용되는 인터페이스 방식이다 [19], [23]. 특히

문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보다 일반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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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컴퓨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인터페이스에도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

되고 있지만[4], [16], [24],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 및 사용이 어려운 집단이 

존재한다. 시각 중심인 인터페이스기 때문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디바이스를 이동 중에 사용하면 시선이 분산되어 위험하다. 특히 운

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은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25]. 

또한 스마트폰 화면의 위젯은 시력이 좋지 않은 노년층이 터치하여 사용하

기에는 너무 작고 예민하게 반응하여 오류 발생이 높다[7]. 그리고 시각 장

애인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따라서 문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단점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극복한 것처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대안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현재 가장 각광 받는 인터페이스다.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장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음성언어를 사용하기 때

문에 인터페이스에 대한 다른 학습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2], [26]. 둘

째, 클릭이나 터치를 할 필요가 없어 두 손이 자유롭다. 셋째, 화면을 주시

할 필요가 없어 시각적으로도 자유롭다. 그래서 이동 중이나 운동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다[25]. 또한  [그림 2]③와 같이,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

용할 수 있게 돕는다[7], [8], [27]–[29]. 넷째, 입력 시에 문자 입력 보다 빨

                                            
③ http://it.donga.com/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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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속 입력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입력 디스플레이가 필요하지 않기 때

문에 기기의 소형화를 가능하게 한다[5], [29], [30]. 이러한 음성 사용자 인

터페이스의 강점들로 인해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핵심 기술인 음성 기

술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음성 솔루션은 

컴퓨터와 아이폰, 갤럭시 등의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생활 가전, 게임, 로봇 

등의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음성 사용자 인터페

이스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핵심기술이 되지 못하

였다.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그림 3]과 같이 기술 수용 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로 살펴보면, 사용자의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인지도는 높을 것이다[31]–

[33].  

 

[그림 3] 기술 수용 모델 

[그림 2]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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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을 위한 학

습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시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들은 시리의 답변이 [그림 4]④와 같이 부정확할 때가 많아 작업 

완료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음성 인식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입력에 대한 해석이 틀리는데 대한 

불만으로 인해 사용을 중단⑤한다고도 응답하였다[10], [12], [34]. 이러한 단

점들로 인해 사용자의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지각된 편의성

(Perceived Ease of Use)’은 그 정도가 낮아 실제 사용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들은 공공장소에서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

용하는 것을 꺼려한다[13], [35]. 시끄러운 공간에서는 음성 인식의 정확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래

서 사용자의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에 대한 태도(Attitude to Use)’ 

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는 그 장점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조차 핵심 기술이 못한 

                                            

④ http://it.donga.com/9518/ 

⑤ http://www.bloter.net/archives/122046 

[그림 4] 시리 오류 상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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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오류 상황 후 사용자들은 독특한 행태를 보

인다. GUI 사용시 메뉴를 클릭할 때 오류가 발생하면 클릭했던 메뉴를 재 

클릭 한다. 그런데 음성을 이용한 상호작용에서는 오류 상황 후에는 명령어

를 바꾸거나 또박또박 말하는 등 음성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6]. 이와 같은 현상은 사람 사이에도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아이와 대화

할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른들은 아이가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게 하

기 위해 더 쉬운 말을 하고 천천히 말하려 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언어 

조절 이론(Communication Accommodation Theory, CAT)이라 한다[37]–

[40]. 그래서 언어 조절 이론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오류 상황 후 어떻게 재발화하는지 그 행태에 대해 연구 하였다.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만을 해소하

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로 기술적으로 성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제된 음성 데이터에 인종, 성별, 나이 등의 다양한 변수

를 반영하여 알고리즘 성능을 향상시킨다. 또한, 더 다양한 사용자의 음성 

인식을 위해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사용자 개개인의 사용 방식을 학습하여 

성능을 최적화한다[5], [6], [12], [41], [42]. 기술적 성능 향상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사용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는 사용자에 초점을 맞춰 사용자 스스로가 오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행태를 살폈다. 먼저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시 발생하는 오류를 

유형화하고, 오류 후 사용자의 재발화 행태에 대해 입력 음성을 말소리와 

문장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실제 사용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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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이해하고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의 경험 향상을 위한 디자인

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 장에서는 이 연구의 토대가 

된 심리학 이론인 언어조절이론에 대해 서술하였다. 사람 사이의 대화 

상황에서의 예시뿐만 아니라, 기계에 음성 명령을 내릴 때 음성 변화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과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선행 연구에 대해 서술하였다. 첫째로, 

스마트폰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서술하였다. 세부 항목으로 

사용자와 스마트폰의 상호작용 인터페이스에 대해 서술하고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에 대해 

서술하였다. 둘째로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연구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 3가지를 

추렸고, 제 5 장에서는 연구 방법에 대해 서술하여 실험 방법과 피험자 

모집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6 장에서는 두 번의 예비 실험에 대해 

서술하였고, 제 7 장에서는 선행 연구와 예비 실험을 토대로 용어를 정리 

하였다. 제 8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연구 문제에 따라 서술하였고 

마지막으로 제 9 장에서 연구의 결론과 한계, 그리고 연구의 의의를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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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사람들은 음성 언어로 대화를 할 때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 한다.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에도 음성 

인식 등의 오류 상황이 발생하면 말투나 단어를 바꾸어 재발화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상대에 따라 발화 행태를 변화하

는 것을 언어 조절 이론(Communication Accommodation Theory, CAT)라 

한다[38]–[40]. 언어 조절 이론은 주로 대화 조절 이론으로 해석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계와의 상호작용 상황을 포함하기 위해 언어로 번역하였다. 

또한 언어 조절 이론에 대한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조절’ 혹은 ‘적응’이라는 

단어는 수용(Comvergence) 혹은 동조(Synchrony) 등으로 해석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발화를 조절하는 것과 비의도적으로 조

절하는 것을 포함하기 위해 언어 조절 이론으로 번역하였다⑥.  

2장 1절에서 먼저 사람과의 대화 상황에서의 언어 조절에 대해 서술하

고, 2절에서는 기계와의 음성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언어 조절에 대해 서술한

다. 

 

제 1 절 사람과의 대화 상황에서의 언어 조절 
 

어린이와 대화하는 어른들은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평소보다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말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Burnham의

                                            
⑥ 정한택, “온라인 대화에서 통신체 조작과 조응이 대화상대에 대한 호감, 신뢰감, 친밀감 및 승낙획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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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린이와 대화할 때는 다른 어른과 대화할 때와는 

다르게 말의 의미, 문법 구성, 운율 등을 간소화 한다[43], [44]. 발화자는 

상대의 잠재적 언어 능력에 따라서 대화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언어를 조절

하는데, 이는 상대가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거나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절은 의

도적으로 상대에게 언어를 학습시키기 위해 일어나기도 하고, 반사적으로 

의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어난다고 한다[45]. 비슷한 현상은 외국인과 자

국어로 대화하는 상황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46]. 상대 외국인이 자국어 발

성에 미숙할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평소보다 말이 느려지고 모음을 

더 분명하게 말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어린이와 외국인과 대화 할 때의 

언어 조절 요소와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어린이와 외국인과 대화할 때의 언어 조절 요소와 특징 

그런데 사람은 애완동물에게 말을 할 때도 어린이에게 말할 때와 비슷

하게 문법과 운율을 간소화한다[43]. 이는 대화 상황에서만 언어 조절이 일

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2절에서는 대화 상황이 아

닌, 기계와의 음성 상호작용 상황에서 발생하는 언어 조절에 대해 서술한다.  

 

제 2 절 기계와 음성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언어 조절 
 

컴퓨터 언어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자연어를 기초로 한 사람과 기계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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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호작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람 

사이의 심리학 이론을 기초로 하는데, 2장 1절의 사람 사이에서의 언어 조절

이 기계와의 음성 상호작용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부분적으로 연구되었다. 

특히 로봇에게 말할 때는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발화 크기가 커지고 높이

가 높아지고, 발음을 더 과장해서 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47].  

특히 실험에 사용된 로봇과 처음 상호작용하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결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처럼 기계와의 음성 상호작용 시 사람들은 언어의 

말소리 요소를 조절한다[48]–[53]. 또한 컴퓨터와 음성으로 상호작용할 때 

사용자는 에러가 전혀 없는 컴퓨터에 비해 에러 비율이 33%인 컴퓨터에 모

음을 과장하여 발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54].  

이처럼 사람들은 컴퓨터나 로봇과 상호작용 할 때 어린이나 외국인과 

대화 할 때처럼 언어를 조절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로

봇이나 컴퓨터의 언어적 능력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계에 입력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조절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오류 상황을 

겪은 후 이러한 경향을 더 보인다. 

 

그런데 사람과 기계의 음성 상호작용 시 발화자의 언어 조절에 대한 연

구는 주로 음성 언어의 말소리적인 조절 분석에 그치고 있다. Pearson의 연

구는 기계와 음성으로 상호작용 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기계에 대한 기

[표 2] 로봇에게 말할 때 언어 조절 요소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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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에 따라 기계에 입력하는 어휘가 달라진다고 분석하였다[50]. 따라서 음

성 상호작용에서도 이와 같이 사용 어휘나 서술어의 조절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언어 조절 이론에서 설명하는 조절 요소들은 어휘 선택, 신택스, 언어

체, 조사 등의 변화를 포함하고 실제 사람들의 언어 사용에서도 내용적인 

조절이 더 쉽고 자주 벌어지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연구

에서는 오류 상황 후 사용자의 발화 변화를 말소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

장 구성 요소들의 변화까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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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행 연구 
 

 

제 3장 1절에서는 스마트폰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본다. 

세부적으로 먼저, 사용자와 스마트폰 상호작용의 구조에 대해 서술하고 음

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과 그 전망 대해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에 대해 서술한다. 2절에서는 사용자 연구의 중요성과, 

기존의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연구에 대해 서술한다.  

  

제 1 절 스마트폰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이해 
 

1. 사용자 – 스마트폰 상호작용 

인간과 스마트폰의 상호작용은 인간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1장에서 고전적인 인간-컴퓨터의 상호작용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하였는데, 3장에서는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구조를 사용자⑦ 스

마트폰 상호작용으로 세분화하여 서술하려 한다.  

 

[그림 5] 사용자 스마트폰 상호작용 구조도 

[그림 5] 처럼 사용자와 스마트폰 상호작용은 표명, 변환, 표현, 평가의 

                                            
⑦ 본 연구는 사용자 연구이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기 위해 인간 대신 사용자로 단어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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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먼저 표명 단계는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통

해 화면의 위젯을 터치하여 스마트폰에 명령을 입력하는 단계(Motor 

responses, Articulation)이다.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사용자의 음성 

입력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표명 단계를 지나 스마트폰이 알아들을 수 있

는 언어로 입력된 명령을 변경하는 단계를 변환 단계(Control, Performance)

라고 하는데,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음성 인식이 이에 해당한다. 스

마트폰은 사용자의 입력을 해석하여 적절한 결과를 출력(Display, 

Presentation)하는데 이를 표현단계라고 한다. 표현 단계에서 스마트폰은 영

상, 소리, 텍스트 등으로 결과를 출력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스마트폰이 

출력한 결과를 보고 판단(Sensory Stimuli, Observation)하는 단계를 거치는 

이를 평가 단계라고 한다. 사용자는 이 단계에서 스마트폰의 결과가 입력 

명령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판단한다[55]–[57]. 

 

2.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이해 

[그림 6]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핵심 기술과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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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정보 전달 및 의사 소통 수단인 음성 언어를 

다룬다. 인간의 지식과 정보는 언어의 형태로 축적되고 전달되기 때문에 음

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은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uman Computer 

Interaction, HCI)의 핵심 기술임과 동시에 지식 및 정보 서비스의 기반 기

술이 된다[6].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루는 기술은 [그림 6]과 같이 크

게 음성 인식 기술, 인공지능, 언어 생성(Text to Speech), 데이터와의 통신 

등 4개 이다[58]. 여기서 음성 인식 기술과 인공지능, 그리고 언어 생성 기

술은 모두 방대한 사용자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한다. 음성 인식 기

술의 경우 화자의 음성 샘플을 이용해 음성 단위를 통계적으로 모델화하여 

음성 신호의 변동을 확률적으로 취급한다[59]. 그래서 기술의 기초가 되는 

음성 샘플이 중요하다. 인공지능의 경우도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가 원하는 명령의 결과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데이터 베이스를 기초

로 둔다. 마지막으로 출력 음성 또한 데이터 베이스의 음성을 합성하여 생

성하기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의 질이 좋을수록 더 발전하게 된다[60], [61].  

음성 사용자인터페이스의 장점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집단의 접근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다. 보행 중이나 운전 

중 등 이동 중에 다른 지점에 시선이 집중되면 위험하다. 그런데 음성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않고 명령을 내려 원하는 정보

를 음성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

스보다 좋다. 또한 시각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시각 장애인의 경우

도 음성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진다. 따라서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그래픽 사용자를 대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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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29].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언어와 관련이 있는 만큼 기술 측면과 시장 

측면에서 특수성이 있으며, 현재 급 성장중인 분야이다[62]. 그래서 다양한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공통적으로 적용 될 수 있고, IT와 전통 산업의 융

합 서비스를 창출해 낼 것이다. 더 나아가 언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지식 

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점차 더 증대되어 미래의 기

술과 디바이스는 더 자연스럽게 사용자와 음성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을 것

이다[63]. 

 

3. 스마트폰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스마트폰의 지능형 개인 비서 서비스는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적용

된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보급된 형태이다. [그림 7] ⑧ 은 순서대로 애플

(Apple)의 시리(Siri), 삼성의 에스보이스(S-voice), 엘지의 큐보이스(Q-

Voice) 팬택의 스마트 보이스다. 이들은 모두 지능형 개인 비서 서비스로 스

마트폰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대표적 예이다[64]. 특히 애플 시리는 

Speech Interpretation and Recognition Interface(언어 해석 및 인지 인터페

이스)의 약자로 iOS 5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기술이다[5], [8]. 시리는 서버

와 통신을 하여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수행하는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전

송, 일정 추가, 날씨를 알려주는 등의 여러 다양한 일을 해낼 수 있다.  

                                            
⑧ http://www.bloter.net/archives/12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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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음성을 이용한 스마트폰 지능형 개인 비서 서비스 예 

2014년 9월 발표된 애플워치는 시리를 통해 음성 명령으로만 문자나 

메일 등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사용 범위가 

더 증가하고 있다.  

 

제 2 절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연구 

 

1.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연구 

서비스나 기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척도는 사용자의 사용 경험이다. 그

래서 사용자에게 유용하고 만족스러운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발전시키

기 위해서는 사용자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를 위한 사용자의 사용 

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13], [18], 

[65]–[68]. 

그러나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존 사용자 경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시각 장애인이나 노인 등 특정 집단 사용자[7], [15], [16], [27], 

[41], [65], [69]–[71]를 대상으로 하거나, 운전 상황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12], [18], [25], [72]–[75]. 시각 장애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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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를 사용하기 어렵고, 노인의 경우는 작은 키보드나 터치패드 혹은 

마우스를 기민하게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 집단을 위해 

개선할 부분을 찾기 위해 사용자 경험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76]. 또한 

운전중의 상황을 가정하여 운전자가 산만하지 않고 운전에 방해 받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용자 경험을 연구하였다. 

사용자 경험 연구를 통해 운전 중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라디오처럼 

수동적으로 정보를 주고, 명령을 내릴 때 중간에 음성으로 수정을 할 수 

있는(barge-in)기능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는 연구는 

많이 되지 않았다. 몇몇 연구들은 음성 인식의 정확도와 사용성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여 음성 인식 성능이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의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18]. 또한 스마트폰에서는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숨겨진 기능들을 사용자가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행동 유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사용자 경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12]. 그러나 사용자 경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실험실에서 사용 

상황을 가정하여 Wizard-of-oz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설문지로 연구되었다. 

그래서 사용자가 스마트폰의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오류 상황을 겪으며, 오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실제 스마트폰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인터페이스 개발에 기초가 되고, 

더 광범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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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가 겪는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오류 종류와 원인 

Schnelle-Walka 는 음성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그림 8]과 같이 음성 인식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75].  

그러나 음성 인식만의 오류는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모두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사람과 

기계의 상호작용은 4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이 4 단계에서 모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음성인식으로 인한 오류는 4 단계 중 표명단계와 

변환단계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VUI 사용시 오류의 원인을 모두 포함했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사람-기계 상호작용 구조와 실제 사용 

행태를 토대로 오류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림 8] Schnelle-Walka의 음성인식 오류의 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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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ff 는 음성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레벨 0 에서 7 까지로 구분하였다[77]. 그가 구분한 오류의 종류는 

시리와 같은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레벨 0 사용자의 음성 입력 실패 

레벨 1 음성 인식 실패 

레벨 2 사용자의 음성 입력 해석 불가 

레벨 3 사용자의 무의미한 음성 입력 

레벨 4 사용자의 음성 입력에 대한 결과 정보 부족 

레벨 5 사용자의 잘못된 음성 입력 

레벨 6 서버와 통신 실패 

레벨 7 기타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Duff의 오류 종류를 바탕으로 사용자 연구를 통해, 

일상에서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종류

를 추가하고 사용자 중심에서 오류의 유형을 재 분류하였다. 

 

3.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피드백에 따른 사용자의 재발화 패턴 

[표 3] 음성 피드백에 따른 사용자의 재발화 패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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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민은 음성 상호작용 시 발생하는 오류 상황에서 기계의 피드백에 

따른 사용자의 재발화 패턴을 분석하였다[78]. 피드백에 따라서 사용자의 재

발화 패턴을 크게 표현 유지와 표현 변경으로 나누었고 표현 유지는 동일한 

문장으로 재발화 하는 것, 조사나 서술어 어미 수준의 변화가 해당한다. 표

현 변경 시 재발화 패턴은 [표 3]과 같다. 이 연구는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

스 사용자의 재발화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지만 문장의 변화만 살펴 목소리

의 변화는 살피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Wizard-of-oz로 실험하여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 상황과 재발화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실

제 사용하게 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오류 상황과 오류 상황을 인지한 사용

자가 어떤 재발화 행태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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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문제 
 

 

제 1 절 문제 배경 
 

본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는 사용자가 겪는 오류의 유형, 재발화 행태, 

그리고 오류 유형과 재발화 행태의 관계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연구문제 

1]에서는 사용자가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서 겪는 오류 상황의 

유형을 정리한다. 둘째, [연구문제 2]에서는 사용자가 오류 상황을 인지한 후

의 재발화의 행태를 알아본다. 재발화 행태는 말소리와 문장의 변화 측면에

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에서는 연구문제 1에서 알아본 오류 

유형과 연구문제 2에서 알아본 사용자의 재발화 행태의 관계를 알아본다. 

여기서는 오류 유형에 따라 재발화의 행태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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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 
 

문제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문제 3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연구문제 1]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겪는 오류 상황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사용자가 오류 상황을 겪은 후의 발화는 오류 상황 

전과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1] 말소리의 변화 측면에서 재발화는 어떻게 달라

지는가? 

[연구문제 2-2] 문장의 변화 측면에서 재발화는 어떻게 달라지

는가? 

 

[연구문제 3] 사용자가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며 겪는 

오류 상황의 유형과 사용자의 재발화 행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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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방법과 데이터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시 발생하는 오류를 

유형화하고 오류 후에 재발화 행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표와 같이 연구 대상과 데이터 수집, 분석 방법을 계획하였다. 

 

제 1 절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스마트폰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경험이 적은 

아이폰 사용자 13명(남6/ 여7)으로 3주간(2015년 4-5월) 모집하였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대학원생 20~30대로 모집하

였다.  

이와 같은 실험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애플사는 [그림 

9]와 같이 2014년도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선두를 차지

하여 사용자가 가장 많다. 또한 애플사의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인 

[그림 9] 2014년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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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는 2012년도부터 상용화가 되었으며 시리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어플

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고 평소에도 스마트폰을 활발하게 사용

하여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적응하는데 유리한 20~30대를 연구 대상으로 삼

았다⑨. 또한 이들 중에서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

리를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거나, 초기 호기심에 한 두 번 사용해 본 사용

자를 간단한 질문을 통해 모집하였다. 모집 방법은 연구자의 편의성을 위해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과 편의 표집법(Convenience Sampling)을 

활용하였다.  

 

2. 데이터 수집 방법 

이 연구는 스마트폰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오류 상황을 유형화 하

고 사용자의 재발화 행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 

화면을 녹화하고 사용자의 음성을 녹음하였다.  

먼저 스마트폰 사용 화면 녹화는 Mac Os X 요세미티(Yosemite)에서 

퀵타임 플레이어(QuickTime Player)을 이용하였다. 아이폰을 맥북과 라이트

닝 케이블로 연결하여 퀵타임 플레이어를 실행하면 화면이 미러링 되어 녹

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녹화 영상 파일에는 사용자의 음성이 함께 녹음되

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컴퓨터와 연결하면 시리의 응답이 소리로 출력되

지 않아 피험자들은 화면의 텍스트로 시리의 응답을 확인하였다. 화면 녹화 

방법은 실험 첫 날 교육하였으며, 매뉴얼을 설문지와 함께 피험자 각자에게 

                                            
⑨ KISA, 2014년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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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하였다.  

수집한 영상 파일에 사용자의 음성이 녹음 되었지만 일상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함께 녹음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보다 질 높은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실험 첫 날, 4일째 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날에 실험실 환경에서 연구자 동행 하에 시리 사용자의 음성 

입력을 녹음하였다. 녹음에는 삼성 갤럭시 알파 기종의 녹음기 어플리케이

션과 휴대용 고감도 핀 마이크를 사용하였다.  

 

3. 실험 설계 

 

실험의 전체 프로세스는 [그림 10]과 같다. VUI 사용 행태를 수집하기 

위해 피험자가 7 일 동안 시리를 사용하게 하였다. 피험자는 7 일간 주어진 

5 가지의 과제를 매일 성공할 때까지 수행하였다[79]. 5 가지 과제는 시리 

서비스가 추천하는 항목 중에서 선택하였고 [표 4]와 같다. 그런데 예비 

실험 결과 과제 명이 VUI 음성 입력의 힌트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그림 10] 실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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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일의 날씨를 묻는다 b) 내일 기상 시간을 맞춘다 c) 내일 약속을 

캘린더(일정)에 넣는다 d) 가까운 식당까지 가는 길 안내를 부탁한다 e) 

문자를 보낸다 로 과제 명을 정하였다.  

피험자는 7 일간의 실험 참여 중, 1 일차, 4 일차, 7 일차에 실험실에서 

연구자의 동행 하에 같은 과제를 수행하였다. 통제된 실험환경을 사용한 

이유는 질 높은 음성 데이터를 얻고, 비슷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시리의 

통신 편차를 줄여 외부 환경으로 인한 데이터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였다. 

1 일, 4 일, 7 일을 제외한 4 일간의 실험 일에는 피험자 별 자유로운 

환경에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는 1 일차에 연구자에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었고, 연구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과제 수행 

리마인더 문자를 전송하였다. 연구자는 마지막 과제인 e) 문자를 보낸다 로 

실험 수행 여부를 판단하였다.  

피험자는, 매일 5개의 미션 수행 후 시리 사용 만족도를 평가하고 코멘

트를 남기게 하였다. 평가 항목은 칸다(Kanda)의 사람과 기계의 상호작용 

[표 4] 피험자가 7일간 수행한 실험 과제 

[표 5] 시리 사용 만족도 설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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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표를 토대로 제작하였다[80]–[85]. 설문은 시리에 대해 친근함

(familiarity)/ 즐거움(enjoyment)/ 행동(activity)/ 평가(evaluation)/ 기능

(performance)를 기준으로 하여 [표 5]와 같이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4. 실험의 의의 

본 실험은 피험자 피험자의 특성과 과제 수행의 특성 때문에 다음과 같

이 3가지 의의를 가질 수 있었다. 먼저, 피험자는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실험 첫 날 노벨티 효과(novelty effect)를 관

찰 할 수 있었다. 둘째, 매일 같은 과제를 성공할 때까지 수행해야 했기 때

문에, 오류 후의 발화 변화를 오류 횟수에 따라 분석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

로 7일 동안 같은 과제를 수행했기 때문에 오류 유형의 빈도 변화와 함께 

같은 과제를 수행 할 때 음성 입력의 말소리와 문장 변화도 분석할 수 있었

다. 

 

제 2 절 데이터 분석 방법 
 

본 실험에서 피험자의 7일간 시리 사용 기록을 영상 파일과 녹음 파일 

그리고 만족도 평가 설문지로 수집하였다. 수집한 3 종류의 데이터는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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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 데이터 분석 방법 

영상 데이터는 7일 동안 피험자 13명의 시리 사용 화면으로, 총 91개를 

수집하였다. 녹화 화면은 [그림 11] 같은데, 피험자가 미션 수행을 위해 음

성 입력을 하면 ②와 같이 화면의 오른편 큰 따옴표 안에 음성 인식 결과를 

보여준다. 그 다음 시리의 명령 수행 결과는 ③과 같이 화면의 왼편 혹은 

전체 화면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영상 데이터는 사용자의 음성 입력(발화) / 음성 인식 결과 / 명

령 수행 결과로 항목을 나누어 분류하였다. 분류 예시는 [표 6]과 같다. 영

상 데이터를 토대로 오류 상황들을 정리하였고 사용자의 재발화 행태 중 문

장을 변화한 재발화를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림 11] 녹화 화면 예시와 분석 방법 

[표 6] 영상 데이터 분석 방법 예시(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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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성 데이터 분석 방법 

음성 데이터는 실험실에서 3일동안 피험자 13명이 시리를 사용하는 것

을 녹음한 것으로, 총 39개를 수집하였다. 음성을 수치화하여 분석하기 위해, 

[그림 12]과 같은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Praat⑩을 사용하였다[86].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말의 길이(duration), 말의 크기

(intensity), 말의 높이(pitch) 등 3가지를 분석하였다. 유효한 소리의 기준 

점은 Praat의 기본 설정인, 말의 크기는 50dB이상 그리고 말의 높이는 

75Hz 이상으로 자동 설정하게 하였다. 그래서 말의 높이의 time step은 

0.01s고 말의 크기의 time step은 10.6ms이다⑪.  

말의 길이는 피험자의 음성 입력이 처음으로 50dB이상이 되는 지점부

터 마지막으로 50dB 이상이 되는 지점까지를 측정하였다. 말의 크기는 말의 

길이 내에서 50dB 이상일 때의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표준편차를 

엑셀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말의 높이는 말의 길이 내에서 

75Hz 이상의 피치(pitch) 평균, 최고, 최소, 그리고 표준편차 값을 측정하였

                                            
⑩ http://www.fon.hum.uva.nl/praat/ 
⑪ http://fonetiks.info/praat/praatdown.htm 

[그림 12] Praat을 이용한 음성 분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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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성 데이터를 토대로 영상 데이터와 비교하며 오류 상황 후의 사용자

의 발화 변화 중 말소리적 변화를 살폈다. 

 

3. 설문 분석 방법 

만족도 평가 설문 데이터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래서 통

계 프로그램인 SPSS를 사용하여 설문 항목에 대한 크롬바 알파(cromba’s a) 

값을 구하여 설문 항목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피험자의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시 발생하는 오류의 날짜 별 횟수와, 미션을 완료하기 까지 

음성 입력의 날짜 별 횟수(수행 횟수), 그리고 날짜 별 만족도의 평균 값과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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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예비 실험 
 

제 1 절 예비 실험 
 

 본 실험에 앞서 총 두 번의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다. 예비 실험 결

과를 본 실험 설계에 수정 반영하고, 본 실험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1. 첫 번째 예비 실험 

첫 번째 예비 실험의 피험자는 시리나 에스보이스를 사용해 본 적이 없

는 아이폰 사용자 1명과 갤럭시 사용자 1명 총 2명으로 하였다. 아이폰 사

용자는 여성, 갤럭시 사용자는 남성으로 둘 다 20대였다. 본 실험과 마찬가

지로 피험자는 총 7일동안 5개의 과제를 매일 수행하였다. 1일, 4일, 7일 차

에는 실험실에서 같은 과제를 수행하였고 연구자는 이를 녹음하였다. 피험

자가 7일동안 수행한 과제는 시리와 에스보이스에서 추천하는 항목으로 선

택하여 본 실험의 과제와 조금 달랐다. 5가지 과제는 알람 맞추기, 전화 걸

기, 문자 보내기, 날씨 검색하기 자유 대화 등이었다.  

예비 실험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았다. 목소리 변화의 경우 언어 조절 

이론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문장의 변화의 경우 조사와 서술어를 생

[표 7] 예비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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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하는 것이 자주 관찰되었고,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어휘는 더 이상 사용

하지 않고 바꾸어 말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2. 두 번째 예비실험 

두 번째 예비실험에서는 아이폰과 엘지사의 스마트폰 사용자를 피험자

로 하였다. 아이폰 사용자는 여성, 엘지 스마트폰 사용자는 남성으로 모두 

20대였다. 피험자들은 본 실험과 같은 과제를 10일간 걸쳐 수행하였다. 그

러나 남성 피험자의 경우 실험 중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 문자 

보내기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중도 포기하였다. 예비 실험 결과 한 

과제를 여러 단계를 걸쳐 수행하다가 하나의 문장으로 한 번에 수행하는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예비 실험

을 통해 이러한 문장의 변화를 문장 결합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피험자들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입력하는 음성은 과제 명에 영향을 받는 것이 관찰되

어 본 실험에서는 과제 명 자체가 바로 음성 입력이 될 수 없도록 하나의 

문장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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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용어 정리 
 

 

제 1 절 오류 발생 단계 
 

 

사용자와 스마트폰의 상호작용은 3장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4단계로 이

루어진다. 이 중에서 표명단계, 변환단계, 표현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의 명령 수

행 결과를 해석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단계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는 스마트폰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히 본 연구의 실험 대상인 

시리에 초점을 맞춰 [표 8]와 같이 발화단계, 음성인식단계, 그리고 시리의 

명령 수행 결과 단계로 명명하였다. 먼저 발화 단계는 사용자가 발화를 하

는 단계로 발화 함/발화 하지 않음의 0과 1점을 가질 수 있다. Duff의 오류 

레벨 5처럼 사용자가 잘못된 입력을 할 수 있지만, 연구자가 이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류 값을 0~2점이 아닌 0과 1점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로 음성인식단계는 사용자의 발화를 인식하여 표현하는 단계로 음성 인식하

지 못함/음성을 부분만 인식하거나 사용자의 발화 내용과 불일치함/ 음성 

인식 결과가 사용자의 발화 내용과 일치 함 의 0~2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표 8] 오류 발생 단계와 단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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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의 명령 수행 결과 단게는 시리가 명령 수행을 못함/ 시리의 명령 수행 

결과가 사용자의 발화 의도와 불일치/ 시리의 명령 수행 결과가 사용자의 

발화 의도와 일치의 0~2점을 갖는다. 여기서 정리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단계를 토대로 오류 유형을 정의하였다. 

 

제 2 절 재발화 행태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자가 오류가 발생 한 후 재발화를 하는 

행태는 [표 9]와 같이 정리하였다. 앞서 언어 조절 이론에서 컴퓨터와 로봇

과 대화할 때 조절하는 언어의 요소와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피드백에 

따른 사용자의 발화 패턴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또한 예비 실험 결과 관찰

된 문장 결합을 추가하였다.  

재발화 행태는 크게 목소리와 문장 유지/ 목소리의 변화/ 문장의 변화

로 나뉜다. 사용자 발화의 크기, 높이, 길이의 변화를 목소리 변화로 정의하

[표 9] 재발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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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말소리는 음성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음

성 입력과 구분하기 위해 말소리로 정의하였다. 또한 문장은 선행연구에서

는 표현으로 정의하였지만, 발화 표현은 말소리를 포함하여 구분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으로 정의하였다. 목소리와 문장을 유지하여 재발화하

는 경우는 목소리에서 첫 번째 발화와 재발화의 길이 차이와, 크기나 높이 

평균 값의 차이가 모두 5% 미만이면서 문장을 변화하지 않을 때로 정의하

였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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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실험 데이터 분석 결과 
 

1 절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를 분석한다. 먼저 실험에서 수집한 영상과 

음성 파일 데이터를 분석하여 음성 입력의 횟수와 발생한 오류의 개수를 

알아본다. 또한 VUI 만족도 평가 설문 결과와 함께 사용자가 응답한 

재발화가 가능한 횟수에 대한 설문 결과도 분석한다.  

 

1. 수행 횟수와 오류 개수 

피험자는 7 일간의 실험 기간 동안 매일 5 개의 과제를 수행한다. 

과제를 완료하기까지 음성을 입력하는 횟수를 수행 횟수라 말하고자 한다. 

각 과제별 최소 수행 횟수를 위한 입력 방법은 [표 10]와 같다. 다음 표는 

p13 의 실험 기록을 통해 만들었다. 

[표 10]에서 보듯, 5 개의 과제를 최소 수행 횟수로 완료하면 총 

9 번의 음성 입력을 해야 한다.  

[표 10] 과제에 따른 최소 음성 입력 방법과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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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횟수는 오류 개수와 관련이 있다. 오류의 개수는 7 일 동안 총 

802 개가 발생하였으며, 피험자가 7 일동안 과제를 완료하기까지의 수행 

횟수와 오류 개수를 [그림 13]으로 나타내었다. 

수행 횟수는 1,2 일차에는 비슷하다가 3 일차에 줄어들고 3, 4, 5, 

6 일차는 비슷하다가 또 7 일차에 줄어든다. 오류 개수는 1, 2, 3 일차에 70% 

이상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3, 4, 5 일은 비교적 유지되다 6 일차에 

5 일차의 70%로 줄어들고, 7 일차까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행 

횟수와 오류 개수의 날짜에 따른 Pearson 상관 계수의 값은 각각 -0.914 (p < 

0.01, 한쪽)와 - 0.906(p<0.01, 한쪽)으로 나타났다. 이는 날짜에 따라 수행 횟수와 

오류 개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3] 날짜 별 과제 수행 시 발생한 오류의 개수와 수행 횟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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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UI 만족도 평가와 수행횟수, 오류개수와의 관계 

13 명의 시리에 대한 만족도 설문 결과를 날짜 별 평균으로 나타내면 

[그림 14]과 같다(cromba’s a > 0.92). 날짜와 그에 따른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지는 않았다. 오류 개수와 수행 횟수 그리고 시리 사용 

만족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만족도와 오류개수, 그리고 수행 횟수는 모두 음의 상관관계(p<0.05, 

한쪽)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시리에 대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시리를 사용한 과제 수행시 발생하는 오류 개수나 수행 

횟수가 줄어드는 것과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14] 날짜 별 피험자의 시리 사용 만족도 변화 

[표 11] 시리 만족도와 오류개수, 수행 횟수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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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가 이해 가능한 재발화 횟수 

피험자들은 실험 상황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하면 발화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하였다. 그래서 피험자들에게 시리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오류를 몇 번까지 이해하고 재시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림 15]와 같이 피험자의 응답은 3 번 이하가 87%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46%가 3 번까지 재발화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7 일간의 

실험 동안 실제로 3 번 이상의 오류는 잘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41%의 사용자가 응답한 2 번까지의 재발화까지를 유의미하다 

보고 분석 틀로 삼았다.  

 

8 장 2 절의 연구문제 검정 중 연구문제 2 와 연구문제 3 에서는 

목소리의 변화를 분석한다. 본 실험에서는, 1 일, 4 일 그리고 7 일 차에 

실험실 환경에서 질 높은 음성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연구문제 2 와 3 은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림 15] 재발화 가능 횟수에 대한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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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의 검정 
 

2 절에서는 연구 문제 3 가지에 따라 7 일간의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1. 연구문제 1 의 검정 

먼저 [연구 문제 1] 피험자가 겪는 오류 상황을 유형화 하였다. 7 장의 

용어 정리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3 단계를 정의하였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단계 별 갖는 값이 2, 3, 3 가지였다. 즉, 3 단계 전체에서 18 가지의 

오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발화를 하지 않았으나 

시리가 사용자의 발화 의도와 일치하는 음성 입력을 수행하는 등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없는 상황 8 가지와 오류 상황이 아닌(0/0/0, 1/2/2) 

상황을 제외하여 총 8 가지로 오류 유형을 [표 12]로 정리하였다. 

[표 12] 오류 유형과 각 유형 별 발생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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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13 명의 7 일간의 실험에서 총 802 개의 오류가 발생하였다. 

연구자는 802 개의 오류를 오류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후 분류 결과를 

5 명의 코더 (본실험 참가자 3 명, 예비실험 참가자 2 명)가 확인하여 연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코더의 확인의 예는 [표 13]과 같다. 

대부분의 분류 결과에서 같은 의견으로 수렴되었지만, 사용자의 음성 

입력이 원하는 수행 결과를 얻지 못하는, 즉 틀린 입력일 때 코더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미션 b 인 내일 알람을 설정하기 위해서 

피험자는 ‘내일 알람’이라고 발화하였지만, 알람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아닌 현재 저장되어있는 알람 목록을 보여주는 수행 결과를 얻었다. 또 

다른 예시는 문자 보내기 미션에서 사용자가 ‘문자 보낼래’라고 음성 입력을 

하는 것이다. 시리는 ‘문자 보낼래’라는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라는 

단어만 이해하여 문자 메시지 함에 대한 정보를 결과로 나타낸다([그림 16] 

[표 13] 코더의 오류 유형 확인 예, c3 

[그림 16] 코더 간 이견이 발생한 오류 상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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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하지만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음성 입력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입력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코더들은 사용자의 

음성입력은 입력하지 않음/ 입력 함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오류 유형 8가지 중에서 2, 5, 8번 오류가 가장 자주 발생하고 이 연구

에서 실험실 안에서 진행한 1, 4, 7일 차에 발생한 오류 108개 중 95%의 비

율을 차지하였다. 2번과 5번 오류는 주로 사용자가 입력 시간을 맞추지 못하

여 발생하였고, 8번 오류는 사용자의 발화를 잘못 해석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신 문제로 인해 8번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림 17]의 경우 오류 유형 중 5번 오류를 나타내는데, 문자 내용이 

‘첫 번째 날 실험 일’ 이어야 하는데 ‘첫 번째 날씨 3일’로 잘못 입력된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 17] 5번 오류 유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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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은 오류 유형 중 8번 오류의 예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가까

운 식당을 찾기 위해 ‘가까운 식당’이라는 발화를 하고, 음성 인식도 제대로 

이루어졌지만 통신 문제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상황임 볼 수 있다. 

[그림 19]는 2번, 5번, 8번 오류의 날짜에 따른 발생 빈도를 나타내었다.  

2번 오류는 첫 날 가장 많이 발생하고 날짜가 지날수록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2번 오류의 경우, 음성 입력 시간과 관련된 오류이기 때문에 사

용 미숙일 때 가장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5번과 8번 오류는 날짜에 

따라 유의미하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이는 5번과 8번 오류 모두 사용자의 

사용 미숙의 원인도 있지만, 음성 인식과 통신 등의 기계와 기술적 문제 때

[그림 18] 8번 오류 유형의 예 

[그림 19] 날짜 별 2, 5, 8번 오류의 발생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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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8번 오류의 경우 같은 환경인 실험실

에서 진행했을 때(1, 4, 7일차)를 비교하면 오류 발생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구문제 2 의 검정 

[연구 문제2]에서는 사용자가 오류 상황을 겪은 후 재발화 변화의 종류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7장 용어 정리에서 정리한 재발화 표를 

토대로, 사용자의 말소리와 문장의 변화를 분석한다. 먼저 오류가 발생 했을 

때 재발화 행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고, 목소리 변화와 문장의 변화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연구문제 2] 재발화 행태와 오류 발생 빈도 

먼저 오류가 발생한 후에 사용자의 재발화 행태를 목소리와 문장 유지/ 

목소리의 변화/ 문장의 변화로 나누어 주로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분석하였

다. 또한 사용자가 첫 번째 재발화 후 재발화 행태에 따른 두 번째 오류가 

발생하는 비율과 두 번째 재발화 행태는 어떤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그림 20]과 같이 플로우 차트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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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첫 번째 오류가 발생하면 42.9%는 목소리의 변화를, 55.7%는 

문장의 변화를 주어 재발화한다. 목소리와 문장을 유지하는 비율은 1.4%로 

매우 드물다. 목소리의 변화를 주었을 때 두 번째 오류가 발생하는 확률은 

16.7%이고 문장의 변화를 주었을 경우에는 53.8%로 문장의 변화를 주었을 

때 오류가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 두 번째 오류가 발생한 후에는 80%가 

문장을 변화하여 재발화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첫 번째 오류 후보다 높아

진 수치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런데 1일차에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재발화 변화

가 1일차의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1일, 4일, 7일차 별 오류 발

생 횟수에 따른 재발화 행태는 [표 14]와 같다.  

 

[표 14] 날짜 별 오류 발생 횟수에 따른 재발화 행태 

목소리와 문장을 유지하는 것은 1일차의 첫 번째 오류 발생 후에만 관

찰되었다. 1일, 4일차의 첫 번째 오류에는 목소리나 문장을 변화하여 재발화

하는 비율이 각각 비슷하였지만, 7일차에는 문장을 변화하는 비율이 72%로 

높게 분석되었다. 두 번째 오류 후에는 날짜에 관계 없이 문장을 변화하여 

[그림 20] 오류 발생 횟수에 따른 재발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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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화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7일차의 경우 오류가 두 번 발생하는 

것은 실험에서 2번 밖에 관찰되지 않아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이다. 

 

연구문제 2-1] 말소리를 변화한 재발화 행태 

 

[표 15] 날짜 별 목소리를 변화한 재발화 행태 

말소리를 변화한 재발화 행태는 1일, 4일차만 분석할 수 있었다. 7일차

에는 오류가 발생하는 비율이 적고, 그 중 목소리를 변화한 재발화 행태의 

비율도 낮았기 때문이다. [표 15]에서 보는 것처럼 1일차와 4일차에 오류 전 

후의 목소리 변화가 다르게 관찰되었다. 먼저 1일차에는 오류 후 말의 크기

가 커지고 높이가 높아지고 말의 길이가 짧아진다. 선행 연구에서 오류 후 

말의 크기와 높이는 각각 커지고 높아진다는 결과는 같았지만, 길이의 변화

는 달랐다. 이는 사용자가 1일차에 시리를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명령을 고

민하면 말하였고, 그래서 재발화 시 말의 길이가 더 짧아진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그런데 4일차에는 말의 길이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만, 말

의 크기와 높이 변화는 각각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으로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반복된 과제 수행에서 사용자들이 피곤함을 겪었고, 오류 후에 이를 

억누르면서 재발화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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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2] 문장을 변화한 재발화 행태 

 

문장을 변화한 재발화 행태의 각 요소 별 비율은 [그림 21]과 같다. 어

휘 변화가 60%로 가장 자주 관찰되었고, 그 다음으로 서술어 변화가 21%

로 관찰되었다. 어휘의 변화를 준 재발화는 다음과 같았다. 

 

문자 보내기 -> 메시지 보내기 

가까운 식당 -> 근처 식당(음식점) <p3> 

 

다음으로 발생 오류 횟수 별 문장을 변화한 재발화 요소의 비율을 분석

하였다.  

[그림 22] 첫 번째 오류 발생 후 문장을 변화한 재발화 행태 요소 별 비율 

[그림 21] 문장을 변화한 재발화 행태 요소 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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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와 [그림 23]에서 보는 것처럼 문장을 변화한 재발화 행태에

서는 어휘 변화가 가장 자주 발생하고 그 다음 서술어 변화로 전체 분석 결

과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두 번째 오류 후에는 순서 변경과 조사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문제 3]의 검정 

 

[연구 문제3]에서는 오류의 종류와 재발화 변화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류의 8가지 종류 중 2, 5, 8번의 오류가 가

장 자주 발생하고 그 외의 오류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여 분석할 수가 없었

다. 그래서 2, 5, 8번의 오류와 재발화 변화의 관계만을 분석하였다. 

 

1. 오류 유형과 재발화 행태의 관계 

 

[그림 24]를 보면, 사용자는 2번 오류 발생 후 문장은 유지하면서 목소

리만 변화하는 재발화 행태를 주로 보였다. 왜냐하면 2번 오류는 음성이 인

식되지 않아 입력의 맞고 틀림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5번과 8번 

오류의 경우 발생 후 재발화 할 때 주로 문장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

[그림 23] 두 번째 오류 발생 후 문장을 변화한 재발화 행태 요소 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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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음성 인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한 어휘

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음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각 오류 상황 별 재발화 행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2. 오류 유형과 목소리를 변화한 재발화 행태의 관계 

 

 
[표 16] 2, 8번 오류 후 목소리를 변화한 재발화 행태 

먼저 2번 오류 후의 음성 변화는 [표 16]과 같다. 오류 2후 발화의 크

기는 주로 커지는데 그 정도는 1.8(SD = 0.8)%로 미미하다. 발화의 높이의 

경우 그 변화가 미미한 것들이 많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발화 길이의 경

[그림 24] 2, 5, 8번 오류 후 재발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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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피험자의 반은 오류 전에 비해 34.3%(SD=16.3)로 길어지고 나머지는 

19.0%(SD=23.5)로 짧아진다. 오류 5번 후의 재발화 행태 중 목소리를 변화

한 재발화는 18.2%로 거의 일어나지 않아 분석하지 않았다. 8번 오류 후 목

소리를 변화한 재발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발화 크기는 비슷한 비율

로 커지거나 작아졌는데 재발화 때 작아지는 비율이 54.5%로 평균 

5.5%(SD=1.5)작아졌고 재발화 때 커지는 비율은 45.5%로 평균 

7.2%(SD=1.9)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발화 높이 또한 43.5%로 높아지

는데, 평균 11.3%(SD=11.4)높아지고 낮아지는 비율은 56.5%로 평균 

8.5%(SD=6.1) 낮아졌다. 발화 시간은 짧아지는 것이 51.9%의 확률로 나타

났고 그 정도는 22.9%(SD=15.2)로 말 길이가 많이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반면 발화 길이가 길어지는 48.1%의 집단도 23%(SD=14.2)정도 발화 

길이가 많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오류 유형과 문장을 변화한 재발화 행태의 관계 

 

5번과 8번 오류 후 문장을 변화한 재발화 행태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

였다. 2번 오류의 경우 문장을 변화하여 재발화하는 비율이 적어 분석하지 

않았다. 

[그림 25] 5번 오류 후 문장을 변화한 재발화 행태 요소 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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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오류 발생 후 사용자의 문장을 변화한 재발화에서는 [그림 25]와 

같이 어휘를 변경하는 비율이 5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문장 결합, 

분리, 서술어 변경, 조사 변경은 모두 11%로 두 번째로 자주 변경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순서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림 26]과 같이 8번 오류 후에도 사용자는 주로 어휘를 변경하였고 

서술어를 변경하는 것이 15%로 두 번째였다. 그런데 5번 오류 후와는 달리 

순서 변경을 포함하여 문장 변경 요소 모두를 사용하여 문장을 변경하여 재

발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제 3 절 연구문제 외 분석 
  

연구 결과 연구문제 3가지 외에 피험자의 날짜 별 음성 사용자 인터페

이스 사용 변화와 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분석할 수 있었다. 

 

1. 사용자의 날짜 별 음성 입력의 변화 

7 일간의 실험 결과 사용자들은 음성 입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제 

수행 시 첫 발화를 분석하였을 때, 날짜 별로 주로 어휘나 서술어를 

[그림 26] 8번 오류 후 문장을 변화한 재발화 행태 요소 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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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였다. 어휘를 변경하는 것은 ‘알람’에서 ‘알람 설정’으로 변경되는 

것을 주로 볼 수 있었다. ‘알람’이라는 입력은 저장된 알람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입력이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어휘가 변경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서술어는 청유형인 ‘내일 알람 맞춰줘’ 에서 ‘내일 알람’으로 

서술어가 아예 사라지는 행태가 자주 관찰되었다. 또한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관찰 된 것이 문장을 결합하는 것이었는데, 첫 날에는 ‘내일 알람 

설정’ 후 ‘**시’로 두 번에 걸쳐 발화를 하다 네 번째 날에는 ‘내일 **시 

알람 설정’과 같이 두 문장을 결합하여 발화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문자를 

보내는 상황에서도 문자를 보내는 화면을 켠 후 번호를 입력하는 행태에서 

번호와 문자 보내기를 함께 발화하는 행태가 자주 관찰되었다. 

 

2. 사용자의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 환경에 대한 인식 

피험자들은 2일 차 실험에서 카페나 연구실 등의 공공 장소에서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끄러운 환경에서의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은 음성 인식률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로 인해 모든 피험자들은 3일 차

부터 집이나 실험실 등 개인적인 공간에서 혼자 과제를 수행하였다. 또한 

몇 몇 피험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은 이

유로 개인적 공간에서 과제를 수행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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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결론 및 연구의 의의 
 

 

제 1 절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사용자의 실제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 행태 관찰을 통

해 오류 유형과 재발화 행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음성 사용

자 인터페이스 사용 경험이 적은 13명의 아이폰 사용자에게 시리를 이용하

여 7일간 5개의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사용자의 시리 사용 내용은 모두 

녹화하였고, 사용자의 음성을 녹음하였다. 녹화된 파일과 음성 파일을 함께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8개의 오류 유형을 도출하였고, 오

류 후 목소리와 문장 유지/ 목소리 변화/ 문장 변화의 세 측면에서 재발화 

행태를 분석하였다.  

 

제 2 절 연구 결론 
 

 이 연구의 결론은 총 8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용자의 

VUI 에 대한 만족도는 오류 개수와 상관관계가 있다. 둘째 사용자는 VUI 의 

오류 상황을 3 번 이하로 이해하여 3 번까지 재 발화 할 수 있다. 셋째, 

VUI 와의 상호작용에서 8 가지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 2, 5, 8 번 

오류의 발생률이 가장 높다. 넷째, 오류 상황 후의 사용자는 주로 문장을 

변화하여 재발화한다. 이러한 행태는 날짜에 따라 문장을 변화한 재발화의 

비율이 더 늘어난다. 다섯째, 오류 상황에 따라서 사용자는 주로 자주 

사용하는 재발화 변화가 다르다. 여섯째, 날짜 별로 살펴 보았을 때 

사용자는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시 서술어는 청유형에서 명령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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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만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말의 길이가 짧아진다. 일곱째 피험자는 

시리가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면 그에 따라 입력이 달라진다. 여덟째 

사용자는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시끄러운 환경보다는 조용하고 혼자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려 한다.  

 

제 3 절 토의 
 

이 연구를 통해 사용자가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서 겪는 

오류 상황이 다양하고, 오류 상황 별로 재발화 행태가 달라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현재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완벽한 음성 인식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 한 후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혹은 잘 못 인식되었을 때는 다시 한 번 입력해달라는 요청을 한다. 

그런데 현재의 피드백은 매우 단순하여 ‘잘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가 대부분이다. 2 번 오류처럼 타이밍으로 인해 인식이 아예 

안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인지를 하여 같은 문장으로 재발화를 하지만, 

사용자의 발화가 원하는 결과를 위한 발화이지만 결과가 잘못 나온 것인지 

혹은 원하는 결과를 위한 발화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 나온 것인지는 

사용자가 인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류에 따라 사용자에게 다른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성 인식이 잘못 되었을 때에는 ‘좀 더 

천천히 말해 주세요. 좀 더 크게 말해주세요.’ 처럼 직접적인 음성의 변화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반면 시리의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단어로 

발화를 하였을 때는 피드백을 통해 추천 단어로 발화 힌트를 줄 수 있다. 

하나의 예시로, 피험자들은 미션 e 인 문자를 보낼 때 연구자가 문자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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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었다.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이 인식이 잘 되지 않아 문자를 다시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험자들은 위와 같은 경우 대부분 취소를 

하고 번호 입력부터 다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용자가 당황을 하여 2 번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시리가 ‘뭐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검토, 전송, 

변경 중에서 선택해주세요.’ 라는 피드백을 준 후로는 변경 수정 등의 

발화로 문자를 처음부터 입력해야 하는 수고를 덜었다. 이와 같이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는 어떤 발화를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지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GUI 와 같이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게 일관된 음성 입력 매뉴얼을 갖춰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다른 오류 상황에 따라 다른 피드백을 주어 사용자가 

당황하지 않고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야 할 것이다. 

 

제 4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객관화시키기에

는 피험자의 수와 데이터의 양이 적었다. 본 연구의 실험은 13명의 피험자

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피험자의 수가 사용자 연구를 할 때 요구되는 최

소의 수(10명) 이상이긴 하였지만, 데이터를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많이 부족하였다. 피험자의 수가 적어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양도 적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분석이 어려웠다. 또한 8가지 오류 상황 중

에서 특정 오류(2,5,8번)가 편향되어 많이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로 피험자 별 큰 편차가 존재하였다. 기술 리터러시가 높은 사람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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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그럼에도 시리를 사용하는데 빨리 익숙해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였다. 그래서 날짜 별 오류 발생 횟수에 큰 차이가 있었고 이

에 재발화 행태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는데, 이는 피험자들이 의식적으로 개인적 공간에서만 

시리를 사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제 5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학술적 의의와 산업적 의의를 갖는다. 먼저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상황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으로 음성 상호작

용시 발생하는 오류를 유형화 할 수 있었다. 둘째, 음성 상호작용 시 오류 

전 후의 발화 패턴을 문장의 변화 측면뿐만 아니라 수치로 확인 가능한 목

소리의 변화까지 함께 연구하였다. 셋째,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 행태

를 심리학 이론에 기초하여 연구한 융 복합적 연구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산업적 의의로는 첫째,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을 7일간의 장기간으로 

살펴보아 사용자의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수용과 적응의 과정을 살필 수 

있었다. 그래서 날짜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사용자가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실제 사용 경험을 연구한 연구로서 사용자의 오류 대응에 대해 연구하

였다. 이 연구는 산업적으로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음성 피드백 디자인

과 에러 검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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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between users and smartphones has become possible through voice 

user interface (VUI) of smartphones. Because voice user interface is based on 

vocal language, the most basic form of human communication, it lowers the barrier 

for those who experience difficulty using GUI or situations where GUI is less 

accessible. Moreover, it is expected to become even more important as it can 

bridge most knowledge-based services due to its language base. Despite the 

importance of VUI, however, previous research on VUI users is limited only to a 

specific group of users.  

User experience can be a critical marker fo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Hence, the current research aims to classify error types and analyze speech pattern 

after correction through observing less experienced VUI users who use iPhone’s 

Siri. Variation in tone such as size, pitch, and velocity, and variation in sentences 

such as conversational words, predicate, and sentence structure of speech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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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correction were analyzed based on the Communication Accommodation 

Theory.  

Participants completed five missions every day for seven days; checking 

tomorrow’s weather, setting alarms, adding schedules, finding restaurants, and 

sending messages. On the first, forth, and seventh day of the experiment, 

participants were invited to a controlled lab and completed the mission in guidance 

of the researcher. Smartphone screens were recorded along with the vocal inputs 

for data collection. After participants completed the five missions, they responded 

to a 5-point VUI user satisfaction survey. Finally, participants answered how many 

errors they can understand and how many times they would engage in speech 

pattern after correction while using Siri.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users’ 

VUI satisfaction and number of errors. Second, users can understand and use VUI 

error situations for three times or less. Third, errors that occur during voice 

interaction can be classified into eight types. Out of these eight types, voice input 

time error, incorrect voice reading error, and wrong output from system error are 

the most frequent. Forth, speech pattern after correction varies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error. After the first error, users use similar tone and sentences as the 

first attempt. However, after the second error, 80% of speech pattern after 

correction shows a variation in sentences. Fifth, variation in tone usually depends 

on date but word alteration is frequent in sentences. Sixth, speech pattern after 

correction differs depending on the type of error. After voice input error occurs 

users maintain sentences but alter tone, however, after incorrect voice reading error 

and wrong output from system error occurs speech pattern after correction usually 

manifests by changing sentences. Seventh, users initially command suggestively 

but omit predicates and speak two sentences at once at the end. Eighth, when the 

system provides detailed feedback to solve the error situation VUI users alter 

sentences based on the feedback when engaging in speech pattern after correction. 

Finally, observation shows that VUI users prefer quite environments, as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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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loud and crowded places, where they can use VUI alone.  

The current research demonstrates error situations that occur when using 

smartphones and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utilizing theories in 

psychology to analyze user behavior. Moreover, VUI use process was analyzed 

during a long period of time to observe the accommodation and adaptation of VUI. 

I focused primarily on frequency of error, satisfaction, and variation in use 

behavior in researching real user experience. Finally, through demonstrating how 

users respond to error situations, the current research ha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industry as it can positive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VUI voice 

feedback design and voice recognition error deduction. 

 

Keywords: Voice User Interface, Communication Accommodation Theory, Error 

Type, User’s Speech Behavior Pattern after Correction, S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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