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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Voice User Interface, VUI)는 음성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말에서 의미를 분석하여 인간-기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 방식이다[1]. VUI는 음성 

인식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보급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기기에 

VUI가 적용되어 이제 어디서든 VUI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5].  

 이처럼 VUI가 다양한 기기에 적용되면서 VUI를 사용하는 

장소와 맥락도 다양해졌고, 다양해진 장소, 맥락에 따라 사용자가 

VUI와의 상호작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각 양상도 달라진다. 특히 

운동, 요리, 운전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시각 정보를 

사용하기 힘든 특징을 가지며, VUI가 탑재된 기기가 멀리 있거나, 

보기 힘든 곳에 있을 경우도 시각 정보를 사용하기 힘들어진다. 즉, 

VUI 사용 상황에서 시각 정보를 사용하기 힘든 Eyes-free VUI 

상황이 등장한 것이다.  

 VUI는 GUI(Graphic User Interface)와 다르게 대화를 

기반으로 구동되는 인터페이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턴테이킹(Turn-taking)이 이뤄져야 한다. 

원활한 턴테이킹을 위하여 인간은 언어뿐만 아니라 몸짓, 눈빛과 

같은 비언어적 소통을 통해 자신의 상태 정보를 전달하고, 대화가 

중첩되지 않게 조절한다[74]. VUI의 경우, VUI 상태 정보를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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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정보를 이용하여 전달하여 인간과 대화를 보조한다. 하지만 

Eyes-free VUI는 청각 정보만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현재 VUI의 VUI 정보 전달 방식은 화면 사용을 전제하고 

있으며, 음성만 사용하는 VUI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우선 Eyes-free VUI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찾기 

위하여 VUI 사용 경험이 있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시각큐를 가지고 

있는 VUI와 Eyes-free VUI의 사용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Eyes-free VUI가 시각큐가 있는 VUI에 비하여 턴테이킹 

성공률, VUI 정보 전달률이 낮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해 Eyes-free VUI 사용에서 사용자가 VUI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사용자의 세부 행위를 기준으로 

10개로 분류하였다. 또한, 턴테이킹 여부와 VUI 상태 정보 전달 

여부를 이용하여 VUI 상호작용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턴테이킹 성공 여부를 구분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선정한 5개의 

청각 피드백이 Eyes-free VUI 사용의 사용성을 증진하는지 

검증하였다. 실험은 VUI 사용 경험이 있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지속음이 단절음보다 턴테이킹 성공률, VUI 

상태 전달률이 높았다. 그중 전화 대기음은 시각 정보를 사용하는 

VUI보다 VUI 상태 전달률, 턴테이킹 성공률, VUI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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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률이 좋았다. 

 본 연구는 턴테이킹의 관점으로 Eyes-free VUI의 

상호작용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 이용하지 않은 입력 실패 발화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 

발화를 이용하여 VUI 상호작용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VUI 상태 정보 전달 여부와 턴테이킹의 성공 

여부를 기준으로 VUI 상호작용 유형을 분류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현재 사용되는 Eyes-free VUI에 적용할 수 있는 

청각 피드백을 제안함으로써 산업 기술적으로도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사용자 음성 인터페이스, 사용자 음성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턴테이킹, 청각 피드백 

학   번 : 2016-2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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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음성 인터페이스(Voice User Interface, VUI)는 음성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말에서 의미를 분석하여 인간-기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 방식이다[1]. VUI는 음성 

인식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보급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기기에 

VUI가 적용되어 이제 어디서든 VUI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2]. 

휴대폰과 스마트 스피커에서 주로 사용되던 VUI는 이제 헤드폰, 

벽시계, 전자렌지, 냉장고 등 다양한 기기에도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VUI를 사용하는 장소와 맥락도 다양해지고 있다[그림 1]. 

 

 

[그림 1]  다양한 VUI 탑재 기기와 사용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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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UI는 설치된 기기, 위치, 사용 맥락에 따라 정보 전달에 

이용할 수 있는 감각 양상의 종류와 정도가 달라진다[그림 2]. 예를 

들어, 헤드폰, 이어폰으로 사용하는 VUI에서는 시각을 이용한 

정보전달이 불가능하고, 운전이나 운동 중에는 시각을 이용하기 

힘들 것이다. 즉, VUI의 보급으로 Eyes-free VUI 사용 상황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다양해지는 기기와 사용 맥락과는 

다르게 VUI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여전히 화면을 가진 

디바이스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림 2] 구글의 Multimodal Spectrum(Google developers, 2018) 

 

 VUI는 GUI와 다르게 대화로 작동하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원활한 대화를 위해 명확한 턴테이킹(Turn-taking)이 

이뤄져야 한다. 턴테이킹은 상대방이 상호작용 순서를 차지하려는 

의도(Take), 상호작용 순서를 넘기려는 의도(Release), 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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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의도(Wait), 상호작용을 유지하려는 의도(Hold)로 

구분[3]되며, 원활한 대화는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나의 

의도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대화가 

중첩(Overlap)되어 턴테이킹에 실패하게 된다. 하지만 Eyes-free 

VUI는 사람이 언어적 소통, 비언어적 소통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언어적 소통만 사용하기 때문에 턴테이킹이 매우 어렵다[90]. 

 VUI 상호작용에서 턴테이킹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VUI의 

상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야한다. VUI는 크게 4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다[그림 3]. 제조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VUI 

상태는 대부분 VUI가 아무런 작업도 수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Idle), 

사용자의 음성 입력을 수신하는 중인 상태(Listening), 사용자의 

음성 요청을 처리 중인 상태(Processing), 사용자의 음성 요청에 

답하는 상태(Speaking)로 구분된다. 

 

 

[그림 3] VUI의 4가지 상태 

 

 하지만 현재 VUI의 상태 정보는 주로 화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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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며, 선택적으로 이어콘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있다[그림 4]. 즉, 

기기, 사용 맥락의 다양화로 VUI가 사용할 수 있는 감각 양상의 

종류가 다르지만 VUI의 상태 정보 파악 방식은 크게 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의 대화 디자인 가이드 라인에서도 

음성만 사용하는 VUI의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음성만 사용하는 VUI에 대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그림 4] 시각 정보로 VUI 상태 정보를 전달하는 예시 

(좌: Echo dot, 우: Siri와 Google assistant)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시각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Eyes-

free VUI에서 효과적으로 상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찾고, VUI 

상호작용의 사용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Eyes-free VUI 사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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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화한다. 

둘째, Eyes-free VUI에서 효과적으로 상태 정보를 전달하고, 

Eyes-free    

     VUI 상호작용의 사용성을 개선하는 방식을 찾고자 한다.  

위의 연구 목적은 두 차례의 실험을 통해 검증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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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제 1 절 VUI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종속 변수로 살펴볼 VUI 

상호작용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VUI 상호작용 연구의 연구 분야를 파악하고, VUI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문제들의 유형을 인지하고, VUI 상호작용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분석 요소를 선별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1.1 발화 입력에 관련된 상호작용 연구들 

 

 발화 입력에 관한 연구들로 주로 사용자가 VUI에 발화를 

입력할 때, 발생하는 실패의 유형을 정리하고, 잘못된 입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발화 재구성은 

입력 실패 후, 문장의 어휘를 재구성하는 방법과 문장을 읽는 

음성을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6, 7]. 이 연구들은 VUI의 상태 중 

Listening에 해당되는 부분만 다루고 있고, 주로 음성 인식에서 

시작된 분야이기 때문에 음성 인식 측면에서 오류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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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발화 입력의 측면에서 정리한 VUI 오류 유형 

 Clare-Marie Karat은 음성과 타이핑으로 전사를 하게하고 

이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음성 ASR(Automatic 

Speech Recognition) 시스템에서의 턴테이킹 실패를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75].  

 

l 간단한 인식 실패(Simple misrecognitions): 단어가 잘못 

입력된 상황 

l 다수 단어 인식 실패(Multi-word misrecognitions): 

다수의 연결된 단어가 잘못 입력된 상황 

l 명령어 인식 실패(Command misrecognitions): 명령어가 

입력된 상황 

l 받아쓰기 인식 실패(Dictation as command 

misrecognition): 입력하려는 발화가 명령어로 작동한 경우 

 

 하지만 이 분류는 턴테이킹 실패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후 Schnelle-Walka는 음성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그림 5]과 같이 

음성 인식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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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chnelle-Walka의 음성인식 오류의 발생 원인(D. Schnelle-

Walka, 2010) 

 

 하지만 위의 두 분류는 모두 발화 입력의 과정만 담고 있기 

때문에 VUI의 다른 상태 정보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Duff 는 

음성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종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레벨 0 에서 7까지로 구분하였다[65]. Duff의 오류 

분류법에서는 응답 제공을 위한 서버 통신과 해석 불가한 발화, 

정보가 부족한 발화 입력 등이 포함되어 NLP와 관련된 오류가 

포함되어 이를 통해 VUI 오류가 설명이 가능하다. 

 

l 레벨 0 사용자의 음성 입력 실패 

l 레벨 1 음성 인식 실패 

l 레벨 2 사용자의 무의미한 음성 입력 

l 레벨 3 사용자의 무의미한 음성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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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레벨 4 사용자의 음성 입력에 대한 결과 정보 부족 

l 레벨 5 사용자의 잘못된 음성 입력 

l 레벨 6 서버와 통시 실패 

l 레벨 7 기타 

 

1.1.2 발화 재구성 연구 

 Swerts, Litman, and Hirschberg(2000)는 음성 대화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인식 실패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유형화하였고, 이 유형은 반복, 패러프라이즈, 관련 내용 추가, 생략, 

느리고 크게 말하기를 포함한다[11]. 하지만 위의 연구는 음성 대화 

시스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VUI 연구에서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음성 대화 시스템은 구조화된 입력값(위치, 

시간 등)을 받게 설계되어 있고,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e.g. 

비행기표 예매)할 때 사용되지만 VUI는 자유로운 발화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6].  

 Wei Jeng, Jiepu Jiang, Daquing He(2016)는 음성 대화 

시스템보다 자유로운 질문 입력이 가능한 음성 검색을 이용하여 

발화 재구성 연구를 진행하였다[6]. 그들이 분류한 발화 재구성 

유형은 [표 1]와 같다. 또한, 고영인은 VUI에서의 발화 재구성을 

연구하였고, [표 2]와 같이 어휘 영역 뿐만 아니라 음성 영역의 발화 

재구성도 고려하여 발화 재구성을 유형화하였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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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재발화 형태(고영인, 2015) 

 

 

[표 2] 발화 재구성의 종류(Wei Jeng et. al., 2016) 

 

1.2 VUI의 전반적인 상호작용을 다룬 연구들 

 

 발화 입력에 관련된 상호작용 연구가 연구 범위를 사용자 

발화 입력으로 제한했다면 VUI 사용 경험 자체를 연구 범위로 하는 

연구들도 있다. 본 연구들은 크게 VUI 사용 경험의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와 VUI 사용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장애물을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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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나뉜다.  

 

1.2.1 VUI 사용 만족도에 대한 연구 

 VUI 사용 만족도는 아마존, 구글의 고객 리뷰를 분석하여 

사용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다. Purington, et al.(2017)은 사용자에게 

만족을 주는 요소를 찾기 위해 아마존 에코의 고객 리뷰를 

분석하였다[12]. 그들은 만족도을 측정하기 위해 고객 리뷰의 별 

점수(Star rating)를 참조하였으며,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의인화, 상호작용의 사회성, 기술적 문제, 다른 기기와의 연결성을 

유효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Venkatesh, Anu, et al(2018)는 

기대감, 신뢰, 다른 행동과 감정, 시각큐와 육체의 부재 때문에 

VUI의 대화가 인간 간의 대화와 를 것이라 본다. 그래서 VUI의 

대화 사용자 경험을 아마존 고객 리뷰의 별을 이용하여 

측정한다[13]. 

 

1.2.2 VUI 사용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 

 Myers, Chelsea, et al. (2018)는 VUI와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면서 사용자가 겪는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14]. 연구자는 VUI 일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26명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자의 발화 데이터와 시스템의 

행동 이력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VUI 사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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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어려움을 [표 3]처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어려움의 유형을 보면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과 관련된 

유형으로 NLP 에러와, 친숙하지 않은 인탠트가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VUI의 어려움의 요소로 NLP의 측면도 고려하였다. 

 

 

[표 3] VUI 사용의 어려움 유형 분류(Myers Chelsea, 2018) 

 

 본 절에서 탐색한 VUI 상호작용은 연구 범위를 발화 

입력에만 국한하거나 전체 경험을 만족도, 어려움 측면에서 분석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를 VUI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호작용으로 하고, 사용자-VUI의 대화를 중심으로 VUI 

상호작용을 살펴보려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대화의 턴테이킹을 중심으로 VUI 상호작용을 분석할 

것이다. 

 

제 2 절 턴테이킹 연구 

 

 대화란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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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으로 대화에서는 언어와 더불어 ‘교환’, ‘주고받음’이 대화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기술이 된다[3, 15]. 그래서 본 절에서는 인간 

간의 턴테이킹의 연구를 살펴보고, 이후 기계와 인간 사이의 

턴테이킹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탐색하여, 분석에 활용할 

요소를 찾고자 한다. 

 

2.1 턴테이킹의 구성 

 

 대화 분석에서 턴테이킹 조직은 화자가 턴을 구성하고 

할당하는 데 사용하는 일련의 행동을 설명한다[16]. 턴테이킹의 

조직은 1960년대 후반/70년대 초반 Gail Jefferson, Harvey Sacks의 

대화 분석의 일부로 처음 탐구되었고, 그들의 모델은 여전히 이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7]. 턴테이킹은 턴테이킹 

구성요소(Turn-taking component), 차례 할당 구성요소(Turn 

allocation component), 차례 전환 규칙(Turn )으로 이루어져 

있다[18]. 

 턴테이킹 구성 요소는 발언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며 다양한 

단위 유형(Turn-Construction Units, TCU)으로 제작된다. TCU의 

끝은 턴이 끝나고 새로운 화자가 말하는 지점으로, 전환 관련 

지점(Transition-relevant point, TRP)라고 한다. 

 대화 차례 할당 구성 요소는 다음 화자를 선택하는 기술로 

구성된다.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화자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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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를 선택하는 기법과, 다음 화자가 스스로 스피커를 선택하는 

기법이 그것이다. 

 규칙은 대화 차례의 구성을 통제하고 대화 간격과 대화 

중첩을 최소화하도록 다음 턴테이킹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규칙은 TRP에 도달하면 다음 규칙이 순서대로 적용되며 

다음과 같다. 

 

1. 현재 화자가 다음 화자를 선택하고, 대화 차례를 해당 화자에게 

넘긴다. 

2. 혹은 다음 화자가 스스로 차례를 이어받아 말하고, 다음 사람을 

지목하여 차례를 넘긴다. 

3. 혹은 아무도 스스로 대화 차례를 선택하지 않아 현재 화자가 

다음 TRP 또는 대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 말한다. 

 

타이밍(Timing) 

 턴테이킹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타이밍이다. 

타이밍은 화자가 말을 하거나 발화할 차례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이다. 타이밍은 턴테이킹의 성격과 문맥에 따라 달라지며, 

대화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음성 패턴이 대화에 

참석한 청자에게 턴테이킹의 타이밍을 알려주는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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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중첩(Overlap) 

 둘 이상의 사람이 대화에 참여할 경우, 화자가 동시에 말을 

함으로써 대화가 중복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턴테이킹은 

대화 말단의 겹침(Terminal), 연속체(Continuers), 조건부 

접근(Conditional access), 화음(Chordal)을 포함한 4가지 유형의 

대화 중첩이 있고, 세부 설명은 [표 4]와 같다[20]. 

 

 

[표 4] 턴테이킹 유형 분류(Schegloff, Emanuel A., 2000) 

 

눈 마주침(Eye contact) 

 대화를 하는 동안, 턴테이킹은 청자에게 그것이 그들의 

차례라는 것을 일깨워주거나 말하는 사람이 말을 끝내는 것을 

알려주는 눈 마주침을 포함한다. 눈 마주침은 상호 단절과 상호 

유지라는 두 개의 패턴을 가진다. 상호 단절은 대화가 도중에 

화자가 서로의 시선을 마주 본 후에 잠시 대화를 멈추고, 눈 

마주침을 멈춘 후에 다시 다음 대화를 하는 것으로 순간적인 

휴식이다. 이 유형에서는 대화 차례의 수가 적어 대화가 원활하다고 

느끼게 된다. 상호 유지는 화자가 상호 눈짓으로 대화를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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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었지만, 다시 말하기 시작할 때 여전히 그 시선을 붙잡는 

것이다. 상호 유지는 대화 차례가 더 많이 이루어지므로 턴테이킹 

실패와 관련이 있다.[21] 

 

2.2 턴테이킹의 현상 유형 분류 

 

 턴테이킹은 상대방이 상호작용 순서를 차지하려는 

의도(Take), 상호작용 순서를 넘기려는 의도(Release), 순서를 

기다리는 의도(Wait), 상호작용을 유지하려는 의도(Hold)로 

구분된다[3]. Hatim Khouzaimi(2016)는 턴테이킹 개념을 명확히 

하고, 턴테이킹의 행동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턴테이킹의 

현상을 분류하였다. 그에 따르면 턴테이킹에는 현재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주도권자가 있고, 다음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기달리는 주도권 대기자가 있다. 그리고 각 주도권자가 전달한 

정보의 양과 주도권 대기자가 전달한 정보의 종류에 따라 달리지는 

턴테이킹의 현상을 [표 5], [표 6]과 같이 유형화하였다[22].  

 



 

 17 

 

[표 5] 턴테이킹의 대화 참가자 행동 유형 

(Khouzaimi, H., Laroche, R., & Lefevre, F., 2015) 

 

 

[표 6] 턴테이킹 현상 유형 분류 

(Khouzaimi, H., Laroche, R., & Lefevre, F., 2015) 

 

2.3 인간-기계의 턴테이킹에 대한 연구 

 

 턴테이킹은 언어적 소통과 손짓, 끄덕임, 시선, 망설임같은 

비언어적 소통의 조화를 통해 이뤄진다[23]. 그러므로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언어, 비언어적 소통을 통해 자신의 대화 차례에 

적절히 반응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된 말의 언어적 정보와 

비언어적 단서를 통해 대화 차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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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물리적 육체가 없는 VUI에서는 시각큐와 비언어적 행동이 

없기 때문에 턴테이킹이 매우 어렵다[76]. 그래서 인간-기계 

턴테이킹의 연구는 주로 비언어적 요소를 기계에 추가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26, 27]. 대표적으로 Mutlu et 

al.(2009)는 로봇의 상호작용에 눈 마주침을 넣어서 턴테이킹을 

조절하려 했다[27]. 이처럼 인간-기계의 턴테이킹에서는 기계의 

상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상호작용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본 절에서는 탐색한 턴테이킹의 구성 요소 중 VUI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대화 중첩과 타이밍이었다. 또한, 턴테이킹의 

현상 분류에서는 청자가 전달받은 정보와 화자가 전달한 정보를 

기준으로 현상을 분류하였다. 이를 참조하여 본 논문도 대화 중첩, 

타이밍, 사용자가 전달받은 정보와 행동을 기준으로 VUI 상호작용 

유형을 구분하려 한다. 또한, 인간-기계의 턴테이킹에서 새로운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상태 정보 파악하는 것처럼 VUI에서 유효한 

새로운 상호작용 방식을 찾고자 한다.  

 

제 3 절 Eyes-free VUI 연구 

 
 Eyes-free VUI 연구의 초창기 연구는 시각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의 연구로부터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절에서는 시각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청각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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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한 연구를 살펴보려 한다.  

 시각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청각 표상을 이용하는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전화를 기반으로 한 

인터페이스 연구이다. 두 번째는 시각 정보를 사용하기 힘든 

사람(시각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인터페이스 연구이다. 본 

절에서는 두 가지 연구를 살펴보고, Eyes-free VUI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호작용 방식을 탐색하고, 실험에서 

사용할 상호작용 방식을 선정하려 한다. 

 

3.1 전화 기반 인터페이스 

 

 전화 기반 인터페이스는 크게 대화 관리(Dialogue 

management)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연구와 비언어적 

피드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연구가 있다.  

 전화에서 사용자는 제한된 상호작용을 한다[67]. 왜냐하면 

전화는 시각 디스플레이도 없고, 출력도 말과 단순한 소리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용자는 입력을 키패드(비록 음성 

인식이 가끔 사용되긴 하지만)로 한다[66]. 전화 기반 인터페이스는 

주로 폰 뱅킹, 음성 메일 시스템에 사용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서 

가장 흔한 문제는 사용자가 메뉴의 위계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용 중에 길을 잃는 것이다[68, 6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 관리의 측면에서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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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에 따른 정보 전달력 차이를 살펴보았다. Walker(1998)은 

음성으로 이메일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Mixed initiative와 

System initiative을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사용자가 

어느 정도 대화의 주도권을 획득하는 Mixed initiative 대화 방식을 

사용했을 때,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 만족도 그리고 실제 

퍼포먼스가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72]. Vanhoucke(2001)은 

정보의 성격에 다른 선택지 제시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설문 및 시스템 사용 로그(시스템 사용 시간, 상호작용 횟수 등)를 

분석한 결과, 선택지가 다양한 정보 구조에서는 자유롭게 발화를 

받는 것이 좋고, 정보의 계층이 있는 정보 구조에서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73].  

  또 다른 해결 방식으로 Rosson(1985)은 각 상호작용마다 

언어 피드백을 이용하여 위계 이동에 대해 설명을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인터페이스를 쓰기 불편하게 하고, 

느리게 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피드백은 제공되는 

답변보다 피드백이 더 길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진다[68]. 

 다른 방법으로는 구조화된 비언어 청각 메시지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피드백은 지속음을 해당 레벨에 있을 때, 

백그라운드로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사용자는 

현재 그들이 존재하는 위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각 소리를 

명확히 구분되게 설계될 것이다[70, 71]. Wolf et al.(1995)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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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실제로 유용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69]. 

 본 절에서는 복잡한 정보 구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대화 관리가 효과적이고, 정보의 위계를 알리기 위해서는 

정교화된 청각 피드백이 효과적인 것을 알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전달하는 정보는 복잡하거나 위계가 많지 않은 VUI의 상태 

정보이기 때문에 언어 피드백이 아닌 청각 피드백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3.2 시각 정보를 사용하기 힘든 사용자를 위한 인터페이스 

 

 시각 정보를 사용하기 힘든 사용자를 위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시각적 능력이 낮아 음성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편한 노인,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29, 30]와 시선 

분산이 되면 위험한 운전 중 VUI 사용에 대한 연구가 많다[31, 32].  

 시각 능력이 낮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GUI보다 VUI가 더 효과적인 것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29, 30].  

 또한, Thomas A. et al(2005)는 운전 중에 주변 물건 감지, 

쇼핑 리스트 추가 등 병행 활동을 음성으로 보조해주었고, 그 결과 

음성 인터페이스가 운전 중 병행활동으로 인한 정신 분산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검증하였다[32]. 이처럼 대다수의 Eyes-free VUI 

연구는 초창기 VUI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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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절에서 찾아본 Eyes-free VUI 연구는 대상이 시각 

정보를 수용하기 어려운 사용자이거나 사용환경이 시각 분산을 

지양해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조작이나 정보 전달을 음성과 

청각을 이용하여 보조하거나, 대체하였다. 이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도 청각을 이용하여 상태 정보를 전달하려 한다.  

 

제 4 절 청각 피드백을 이용한 정보 전달에 대한 

연구 

 

 본 절에서는 VUI 연구에서 사용되는 청각 피드백의 종류를 

파악하고, 특정 상태 정보를 청각 피드백을 통해서 전달하는 

연구들을 탐색하여 실험에서 사용할 청각 피드백 디자인에 

참조하려 한다. 

 

4.1 청각 피드백의 종류 

 

4.1.1 Earcon 

 Blattner et al. (1989) 는 이어콘을 “컴퓨터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에게 컴퓨터의 물체나 조작과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언어적 청각 메시지”로 정의한다[33]. 

Brewster et al. (1993)은 이어콘을 추상적인 음색으로, 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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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조합으로 정의한다[34]. 

이어콘은 조작이나 대상 등 다양한 대상을 표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음의 높낮이 등을 이용하여 위계를 나타낼 수 

있다[35]. 그러나 이어콘과 지시 되는 정보 사이에 의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학습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진다[35]. 

 

4.1.2 Auditory icon 

 Gaver(1986)가 제안한 청각 아이콘은 표현할 대상물 혹은 

정보를 실제 대상의 대표적인 소리를 메타포로 표현하는 

것[36]으로 주로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소리를 이용한다[37]. 대표적으로 휴지통에 파일을 

넣었을 때 나는 휴지 구겨지는 소리가 있다. 이처럼 청각 

아이콘은 소리와 지시하는 정보 사이에 연관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감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별도의 

학습이 필요치 않고 복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다[37, 38, 39]. 또한, 일반적으로 이어콘보다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40].  

 

4.1.3 Musicon 

 뮤직콘은 잘 알려진 음악의 짧은 샘플로 정의된다[36]. 



 

 24 

뮤직콘은 집이나 회사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알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오디오 신호로 제안되었다[36].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뮤직콘은 청각 아이콘과 이어콘 사이에 

개념적으로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뮤직콘은 이어콘보다는 

친숙하지만 청각 아이콘보다는 덜 친숙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청각 아이콘보다는 더 사적이지만 이어콘보다는 덜 

사적이다[36]. 또한, 뮤직콘은 다른 청각 피드백보다 방해를 

적게하며, 주변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41]. 더불어 

뮤직콘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다양한 소리와 기능을 맵핑하는 연구에서 뮤직콘은 

청각 아이콘보다 많이 선택되고, 선호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42]. 

 

4.1.4 Sonificaiton 

 Sonification은 Kramer(1993)에 의해 "정보 전달을 위한 

비언어 오디오의 사용"으로 정의되었다[43]. 일반적으로 

Sonification의 목적은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소리로 변환하는 

것이지만, 특히 경보 정보, 알림 및 탐색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 표현에 초점을 맞춘다[36]. 주로 움직임, 위치에 따른 

소리 변화를 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위치, 상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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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1.5 Ambient auditory cue  

 Ambient auditory cue는 개인에게 큰 집중력을 요하지 않고, 

먼저 하고 있는 행동을 방해하지 않으며 메시지나 이벤트를 

알릴 수 있다[48]. 이러한 주변 청각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각적 배경 속으로 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는다[48]. 또한, 주변적 인지를 통하여 인지 

부하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다른 청각 피드백과 구별된다. 

Sawhney, Nitin와 Chris Schmandt(2000)는 흐르는 물소리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상태를 전달하는 것이 있다[48]. 본 

연구에서는 Ambient auditory cue의 방해도를 정적과 청각 

피드백 사이에 존재한다고 보았다[그림 6]. 

 

   

[그림 6] 수신자의 방해도를 기준으로 나열한 음성 메시지의 

동적 스케일(Sawhney, Nitin, and Chris Schmandt., 2000) 

 

4.2 청각 피드백을 이용한 정보 전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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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 아이콘을 활용하여 상태를 전달한 연구로는 William 

W. et al.(1990)에 진행한 연구가 있다. William은 병입 공장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였고, 각 공정 단계에 해당되는 청각 아이콘을 

이용하여 현재 공장에서 진행 중인 공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어 히터에는 ‘휙’하는 소리를 제공하였고, 병이 

나오는 공정에는 병이 부딪치는 소리를 제공하였다[49].  

 Sonification는 주로 사용자의 특정 상태 정보를 소리로 

변화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45, 46, 50]. 

그리고 사용자는 자신의 위치, 행동에 따라 변화는 소리를 기반으로 

목적지, 바른 자세를 취한다. 이처럼 소니피케이션 연구는 정보를 

소리로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목적을 이루는 연구가 많다.  

 Ambient auditory cue를 이용하여 시스템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정보를 주변적으로 알려준 연구도 있다. Sawhney, Nitin와 

Chris Schmandt (2000)는 흐르는 물소리를 이용하여 메시지가 

전송되거나, 파일이 다운로드 중인 것과 같은 시스템의 상태 정보를 

전달하였다[48]. 또한, Sonya S. et al.(2011)은 로봇 청소기의 작동 

상태에 따라 주변 청각 큐를 다르게 제공하였고, 소리의 크기보다는 

속도가 상태 정보 파악에 효과적인 것을 검증하였다[51].  

 본 절에서는 청각 피드백의 유형을 탐색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탐색한 5개의 청각 피드백을 참고하여 VUI 상태 정보 

표현에 적합한 청각 피드백 디자인을 할 것이다. 또한 상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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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과 관련된 연구를 참조하여 VUI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상태 

정보를 정하고, 선택된 VUI 상태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를 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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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본 장에서는 연구 문제에 대한 각각의 설명과 각 연구 문제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앞선 연구 배경과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Eyes-free VUI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이 정의되지 않았기 이를 정의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이를 적절한 청각 피드백에 매핑하여 실제 VUI 사용에서 

유효한지를 검증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Eyes-free VUI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여 Eyes-free VUI 상호작용의 

사용성을 증진시키는 청각 피드백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와 

그에 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먼저 Eyes-free VUI 상호작용 사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Eyes-free VUI 사용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Eyes-free VUI 사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찾는 것이 연구 문제1의 목적이다. 연구 문제1을 밝히기 

위한 연구방법은 실험 연구이며, 이를 위하여 VUI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모아 Eyes-free VUI와 시각큐가 있는 VUI를 사용하게 

하고, 발생하는 사용자 발화를 기반으로 문제 유무를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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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유형화하였다.  

 

연구 문제1. Eyes-free VUI 사용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는가? 

1-1. 시각큐의 부재는 VUI 상호작용을 망치는가? 

1-2. Eyes-free VUI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의 유형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2에서는 연구 문제1에서 도출한 Eyes-free VUI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을 기반으로 디자인한 청각 피드백을 

검증하고, Eyes-free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VUI 상태 정보를 

전달하고, VUI-인간의 턴테이킹의 성공률을 높이는 청각 피드백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2. 청각 피드백은 Eyes-free VUI 상호작용을 개선하는 

것에 유효한가? 

2-1. 청각 피드백 중 VUI 상태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은 

무엇인가? 

2-2. 청각 피드백 중 턴테이킹이 가장 잘 이뤄지는 것은 

무엇인가? 

2-3. 청각 피드백 중 과업 부담이 가장 낮은 것은 

무엇인가? 



 

 30 

2-4. 청각 피드백 중 사용성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2-5. 청각 피드백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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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림 7]과 같이 2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7] 연구 절차  

 

    먼저, 시각큐가 있는 VUI에 비해 Eyes-free VUI 

사용에서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떤 종류의 문제가 

발생하고, 요인이 무엇인지 찾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파악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을 기반으로 적절한 청각 

피드백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Eyes-free VUI 상황에서의 문제 

상황이 감소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실제 VUI 사용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각 피드백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의 검증은 다음 순서를 거친다. 먼저 1차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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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연구 문제1: Eyes-free VI 사용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를 검증한다. 다음으로 2차 조사를 통해 <연구 문제2: 청각 

피드백은 Eyes-free VUI 상호작용을 개선하는 것에 유효한가?>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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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1차 실험: 문제 정의 

 

 

 본 장에서는 <연구 문제1: Eyes-free VI 사용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를 검증하려 한다. 그 중에서도 Eyes-free VI 사용 

상황에서 문제를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실험 참가자는 연구자가 제공한 문제를 스마트 스피커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실험은 스마트 스피커인 구글홈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구글홈을 보면서 한 번씩 진행한다. 

실험 후에는 사후 인터뷰와 설문을 통하여 Visual Cue유무에 따른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제 1 절 연구 방법 

 

1.1 실험 연구 

 

 이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 방법(experimental research 

method)을 활용하였다. 실험 연구는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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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법이다. 1차 실험에서는 독립 변수를 Eyes-free VI 

상호작용에서의 시각큐 유무로 하고, 종속 변수를 실험 참가자의 

턴테이킹 실패 횟수와 VUI 상태 정보 불인지 횟수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의 내적 타당도를 위하여 독립 변수를 제공하는 순서를 

카운터 밸런싱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험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을 

줄였다. 또한, 제공되는 문제도 유형별로 각기 다른 질문을 

준비하였으며, 질문의 순서 또한 무작위로 제공하여 문제에 대해 

익숙해질 가능성을 줄였다. 그리고 외적 타당도를 위해서 스마트 

스피커와 사람의 거리를 2~3미터 가량 떨어진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실제 사용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화이트 

노이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5dB의 일상 소음이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스피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이 모두 포함될 수 있게 

문제 세트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실험 방법으로는 튜토리얼로 구글홈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사용자에게 11개의 문제가 있는 종이를 제공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자유롭게 문제를 보고,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2 사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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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각 VUI의 사용성 평가를 위한 척도로 

SUS(System Usability Scale)와 NASA-TLX(NASA Task Load 

Index)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1) SUS(System Usability Scale) 

 SUS(System Usability Scale; Brooke, 1986)는 시스템 전반의 

사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척도이다[52]. SUS는 참여자들의 동의 

수준을 평가하는 10 가지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7]. 각각의 

문장은 5 점 척도를 써서 평가되며, 긍정적인 문항(홀수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짝수 문항)이 섞여 있다. 이 10가지 문항 평가 

결과는 0에서 100까지의 척도로 이루어진 전체 점수로 

환산한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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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용자에게 제공한 SUS 질문 

 

2) NASA-TLX 

 NASA-TLX는 1980년대 초반에 미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에서 개발한 주관적 

과업 난이도 평가방법이다[52]. 사용자가 느끼는 과업의 난이도를 

평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과업을 수행한 사용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업의 난이도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설문조사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방법들로 NASA-

TLX(Task Load Index), Cooper-Harper scale, SWAT(subjective 

workload assessment technique) 등이 알려져 있다[54~56]. 이들 중, 

현재까지 가장 안정된 주관적 직무 난이도 평가방법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 NASA-TLX 방법이다[57, 58]. NASA-TLX는 

크게 6가지 평가 항목을 가지며, 아래 항목에 대하여 0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를 할당하여 전체적인 과업 난이도를 정량화할 수 있게 

구성되어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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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NASA-TLX 평가 항목 및 설명 

 

1.3 반구조화 인터뷰 

 

 반구조화 인터뷰는 질적 조사 방법론으로 조사에 맞게 미리 

질문들을 정해 놓고, 정해 놓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하되 응답자의 

답변에 따라 유연하게 질문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는 

인터뷰 방법이다. 이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유연하고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59] 인터뷰 내용은 시각큐 유무에 따른 

장 / 단점과 가장 불편했던 순간과 VUI의 상태를 파악하기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 물어보았다.  

 

제 2 절 실험 

 

 실험은 [그림 8]와 같이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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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모집부터 설문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그림 8] 1차 실험 설계 

 

2.1 피험자 모집  

 

 VUI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거나, VUI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는 인원으로 총 10명(남 6, 여4)을 모집하였다. 모집 시에는 실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소요 시간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한 

본인의 참여 의사를 밝히도록 하였다. 모집된 실험 참가자의 나이는 

평균 26.1(SD=1.9)로 [표 9]와 같이 20대를 표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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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1차 실험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2.2 실험 진행 

 

1) 튜토리얼 

 본 실험에 앞서,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절차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VUI의 4가지 상태 정보와 각 상태 정보가 

구글홈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교육하였다. 이후 실제로 구글홈을 

이용하여 답을 구하는 4가지 미션을 수행하였다. 미션은 일반적인 

질문 2개와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웨이크하여 진행하는 질문 2개로 

구성되었다. 제대로 미션을 수행하지 못할 시에는 다른 미션을 

제공하여 피실험자가 원활하게 구글홈을 쓸 때까지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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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s-free VUI를 사용하여 실험할 때에는 웨이크 연습을 

진행하였고, 경우에 따라 스마트 스피커와 실험 참가자의 거리를 

조정하기도 하였다. 튜토리얼 후에는 실험 시작 여부를 물어보았고, 

부족하다 느낄 시에는 계속 튜토리얼을 진행하였다. 튜토리얼 

후에는 피실험자가 물어봐야 할 11개의 문제 세트 2개를 제공하고, 

전체 문제를 파악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에이전트의 상태가 

헷갈릴 때마다 계수기를 누르는 과업을 설명하고, 헷갈리는 상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2) 본 실험 

 본 실험의 주 임무는 2가지이며 그 중 첫 번째는 11개의 

질문을 스마트 스피커에게 묻고 답을 얻는 것이다. 실험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스마트 스피커의 답변으로 제공되어야 종료되며, 

그 시도가 5번을 초과할 시에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 실험에 제한 

시간은 두지 않고, 피실험자가 자유롭게 진행하였다. 실험 도중 

헷갈리는 단어나 용어는 질문시 바로 답변해주었다. 두 번째 

주임무는 실험에서는 스마트 스피커의 상태가 헷갈릴 때마다 

계수기를 누르는 것으로 실험 중 피실험자가 주관적으로 스마트 

스피커의 상태가 헷갈릴 때 자유롭게 누르게 하였다.  

 실험에서 제공된 질문은 11개로 구성된 문제 세트 2개이며, 

각 문제 세트는 크게 단순 질문, 복수 질문, 단순 제어, 복잡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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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질문으로 구성된다. 이는 아마존 스킬 마켓과 구글 어시스턴트 

앱을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문제 세트는 동일한 종류와 개수를 

가지며 질문의 주제만 변경하였다. 각 문제 세트의 세부 질문은 [표 

10] 와 같다.  

 실험 참가자는 스마트 스피커와 2~3m 떨어진 곳에서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사람에 따라 웨이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거리를 조정하였다[그림 9]. 연구자는 문제 세트가 끝날 때마다 

설문지를 제공하였으며, 설문이 끝나면 다음 실험 준비를 하였다. 

모든 실험은 시작 전 사용자의 웨이크에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하고 

진행하였다.  

 

 

[표 10] 1차 실험 질문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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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차 실험 환경 세팅 

 

3) 사용성 평가 

 각 조건에 해당되는 구글홈에게 11개의 문제를 물어보는 

실험이 종료될 때마다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각 참가자는 총 2회의 

설문을 수행했다. 설문은 SUS와 관련된 항목 10개, NASA-TLX와 

관련된 항목 6개으로 구성되었다. 

 

4) 사후 인터뷰 

  마지막 사용성 평가 종류 직후, 실험 내용에 대한 복기와 

불편함이 발생한 지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물어본 내용은 ‘시각큐가 없을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은?’, ‘시각큐가 있을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은?’ 등을 중점적으로 

물어보았다. 종료 후에는 참가 보상으로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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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1) 데이터 수집 

      실험 데이터로는 사용자 발화와 턴테이킹 실패 여부를 

수집하였다. 

   사용자 발화는 구글홈이 연동된 계정에서 기록을 참조하여, 

구글홈에 입력된 피실험자의 발화를 모두 수집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VUI 사용 영상을 보며, 구글홈에 입력되지 않은 발화도 

수집하였다.  

      턴테이킹 실패는 연구자가 피실험자의 VUI 사용 영상을 

보면서 피실험자가 턴테이킹 실패한 상호작용을 카운팅하고, 

턴테이킹이 실패한 해당 발화를 기록하였다.  

 발화 데이터 분류는 우선, 웨이크가 되어 발화를 하는 것을 

상호작용이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유효 질문 발화라 

명명하였다. 그리고 실패한 웨이크 시도는 싱글턴과 관련된 

턴테이킹 실패임으로 싱글턴의 턴테이킹 실패로 분류하였다.  

 

2) 설문 분석 방법(SUS)  

      SUS 응답의 평가는 10명이 실시한 설문을 바탕으로 홀수 

문항은 긍정적인 문항이며 짝수 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으로 별도의 

환산 과정을 거쳐 100점으로 계산한다. 환산은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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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1,3,5,7,9)의 결과에 1을 빼고, 짝수 문항(2,4,6,8,10)의 경우 

5에서 각 문항의 결과를 빼서 모든 점수를 더하고, 이에 2.5를 

곱하면 전체 점수로 환산된다[52].  

 

3) 설문 분석 방법(NASA-TLX)  

  NASA-TLX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의 가중치를 

정하고, 점수를 환산해야 한다. 그래서 VUI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상대 평가하였고, 이를 통해 가중치를 

도출하였다[표 11, 12]. 

 

 

[표 11] 항목별 중요도 상대 비교 

 

 

[표 12] 항목별 가중치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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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용어 정리 

 

 본 절에서는 본 실험에서 종속 변수로 이용하는 정량적 

지표인 턴테이킹 실패 유형 분류와 VUI 상태 불인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3.1 턴테이킹 실패 유형 분류  

 

 VUI는 4개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 각 단계에서는 다른 

단계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VUI와 인간의 대화는 [그림 10]와 

같이 일정한 순서로 진행되는 패턴을 가진다. 그러므로 VUI와 

인간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바로 VUI의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고, 각 상태에 맞는 행동을 제공하여 올바른 턴테이킹을 해야 

한다.  

 VUI 상호작용에서 VUI가 4개의 상태를 가지고는 것처럼 

사용자는 대기(Wait), 깨우기(Wake), 발화 입력(Input), 

듣기(Listen)라는 4가지 행동을 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VUI의 각 

상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턴테이킹은 실패하게 되고,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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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VUI와 사용자의 대화 시퀀스 

 

 

[표 13] VUI 상태와 사용자 행동에 따른 턴테이킹 성공 여부 

 

 하지만 VUI가 Speaking일 때는 상태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Listen으로 턴테이킹을 잘못하는 경우는 없다. 

또한, 사용자 행동인 Wait도 발화를 입력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Wait으로 턴테이킹을 실패는 경우는 없다. 즉, 사용자 행동 중 

Wake와 Input에서만 턴테이킹이 실패한다. 

 멀티턴에서는 대화 중첩의 문제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멀티턴인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맥락의 말을 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턴테이킹 실패는 사용자 행동 Wake, Input에서는 

상호작용이 되지 않는 문제로 발생하고, 멀티턴에서는 상호작용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도 잘못된 턴테이킹이 발생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턴테이킹 실패를 크게는 사용자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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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e, Input, Multi-turn Input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행하는 

세부 행동을 기준으로 총 10개의 VUI 턴테이킹 실패 유형을 

도출하였다[표 14]. 

 

 

[표 14] 턴테이킹 실패 유형 분류 

 

3.2 VUI 상태 불인지 정의  

 

 인간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언어적 대화와 비언어적 대화를 

다양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한다[90]. 스마트 스피커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언어적 대화 뿐만 아니라 [그림 4]와 같이 시각큐를 

이용하여 자신의 상태 정보를 전달한다. 하지만 Eyes-free의 

경우에서 스마트 스피커는 시각큐를 이용하여 상태 정보를 전달할 

수 없고, 자신의 상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스마트 스피커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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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지 못할 때를 ‘VUI 상태 불인지’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개념은 청각만 사용한 협업 활동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사용되었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상대의 상태를 확신하지 못해 

상대에게 상태를 물어보거나, 확인하는 것을 종속 변수로 

사용하였다[60].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질문 대신, 계수기를 

제공하고 스마트 스피커의 상태가 헷갈릴 때마다 이를 누르게 하는 

과업을 부여하여 VUI 상태 불인지를 측정하였다.  

 

제 4 절 실험 결과 

 

 본 절에서는 1차 조사의 결과를 알아본다. 본 절에서는 총 

3가지 알아보았다. 첫째, VUI 상호작용 과정을 분석하여 시각큐 

유무에 따라 턴테이킹 실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VUI 상태 불인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턴테이킹 실패와 VUI 상태 불인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실험 후 진행된 사용성 평가 지수를 이용하여 각 VUI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1차 실험으로 도출한 

결과를 통하여 Eyes-free VUI 상호작용에서 전달이 잘 되지 않는 

정보를 선별하여, 이를 이용해 효과적인 청각 피드백을 매핑하고자 

했다.  

  1차 실험에서 총 10명의 피실험자는 11개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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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개의 유효 질문 발화를 발생했고, 시각큐가 있을 때에는 275개, 

없을 때에는 253개의 유효 질문 발화가 발생하였다. 

 

4.1 턴테이킹 분석 

 

 총 528개의 유효 질문 발화 중 턴테이킹 실패는 총 233번 

발생하였다.  

 

1) 시각큐 유무에 따른 턴테이킹 실패 분석 

 전체 턴테이킹 실패 233개 중 시각큐가 있을 때에는 47개, 

없을 때에는 187개가 발생하였다. 턴테이킹 실패율은 시각큐가 

있을 때에는 16%, 없을 때에는 74%로 약 4.6배 차이가 나며 카이 

제곱 검정(Chi-square test)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표 15].(X-squared = 66.496, df = 1, p-value = 3.506e-16) 

 시각큐가 있을 때에는 II(Input Incomplete)가 가장 많지만 

Eyes-free에서는 WU(Wake Unsuccessful)가 가장 높다[표 13]. II는 

시각큐가 제공될 때는 6% 확률로 발생하고, 시각큐 미제공시에는 

7% 확률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VUI 자체가 가지는 결함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 WU는 시각큐가 있을 때에는 1.8% 확률로 

나타나지만, Eyes-free에서는 49%로 약 28배 차이가 난다. 이를 

통해 Eyes-free일 때, WU가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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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시각큐 유무에 따른 턴테이킹 실패율 

 

[표 16] 시각큐 유무에 따른 턴테이킹 실패 유형별 발생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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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턴 길이에 따른 차이 

 총 턴테이킹 실패 233개 중 싱글턴에서는 211번, 

멀티턴에서는 22번이 발생하였다. 턴테이킹 실패율은 싱글턴이 

40%, 멀티턴이 19%로 싱글턴이 약 2배 많으며 카이 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표17].(X-squared = 

16.127, df = 1, p-value =5.924e-05)  

 턴테이킹 실패 유형의 비율을 보면 싱글턴에서는 WU가 

가장 높고, II가 6%라는 점에서 Eyes-free의 턴테이킹 실패 유형 

비율과 유사하다. 멀티턴의 경우, MDC(Multi Different Context)가 

가장 높았다. WU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멀티턴에서 웨이크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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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길이에 따른 턴테이킹 실패율을 보면 싱글턴이 약 2배 

높지만 턴 길이와 시각큐 유무를 같이 고려하면 새로운 결과가 

보인다[표 19]. 시각큐가 있을 때에는 싱글턴에서의 턴테이킹 

실패율은 15.4%에 불과하지만 Eyes-free일 때에는 62.8%로 약 4배 

차이가 난다. 반면, 멀티턴의 경우 약 1.35배 차이가 난다. 이를 

통해 시각큐 유무에 따른 차이는 멀티턴보다 싱글턴에서 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턴길이에 따른 턴테이킹 실패율 

 

[표 18] 턴 길이에 따른 턴테이킹 실패 유형별 개수와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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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길이와 시각큐 유무에 따른 턴테이킹 실패 유형 발생 

확률을 보면 싱글턴에서는 Eyes-free일 때, WU가 약 22배 더 

발생하고, II는 비슷한 발생 확률을 보인다[표 20]. 즉, WU가 Eyes-

free일 때, 싱글턴에서 높은 턴테이킹 실패율을 가지게 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표 17]. 멀티턴에서는 Eyes-free일 때, II가 더 발생하며, 

IT(Input Twice)는 더 적게 발생한다. 그리고 MDC가 비슷한 발생 

확률을 가진다[표 20]. 

 

 

[표 19] 턴길이에 따른 턴테이킹 실패 개수와 비율 

 

[표 20] 턴 길이에 따른 턴테이킹 실패 유형 발생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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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VUI 상태 불인지 분석 

 

 총 10명의 피실험자는 11개의 질문에 527개의 유효 질문 

발화를 발생했고, VUI 상태 불인지는 총 213번 발생하였다. 

 

1) 시각큐 유무에 따른 차이 

 총 213번의 VUI 상태 불인지 중 시각큐가 있을 때에는 43번, 

Eyes-free일 때는 170번이 발생하였다. 비율로는 시각큐가 있을 

때는 16%, Eyes-free일 때에는 67%로 약 4.2배 차이가 나며 카이 

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표 21].(X-

squared = 62.063, df = 1, p-value = 3.326e-15) 

 VUI 상태 불인지의 턴테이킹 실패 유형을 살펴보면 

시각큐가 있을 때에는 턴테이킹은 성공했지만 상태 정보 파악은 

실패한 유형이 12%로 가장 높았으며, Eyes-free일 때에는 WU가 

32.1%로 제일 높았고, 턴테이킹은 성공했지만 VUI 상태 불인지인 

경우가 28.2%로 두 번째로 높았다[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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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시각큐 유무에 따른 VUI 상태 불인지 비율  

 

       

[표 22] 시각큐 유무에 따른 VUI 상태 불인지의 턴테이킹 실패 유형별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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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턴 길이에 따른 차이 

 총 VUI 상태 불인지 213번 중 싱글턴에서는 193번 

발생했고, 멀티턴에서는 20번이 발생했다. VUI 상태 불인지 비율은 

싱글턴이 37%, 멀티턴이 18%로 싱글턴이 약 2배 많으며 카이 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표 23].(X-squared 

= 14.166, df = 1, p-value =0.0001674) 

 VUI 상태 불인지의 턴테이킹 실패 유형을 살펴보면 싱글턴, 

멀티턴 모두 턴테이킹은 성공했지만 상태 정보 파악은 실패한 것이 

가장 높았다[표 24]. 싱글턴의 경우, WU가 15.6%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표 24]. 이를 통해 VUI 상태 불인지는 

턴테이킹이 성공해도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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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턴 길이에 따른 VUI 상태 불인지의 턴테이킹 실패 유형별 

          개수 

 

 

[표 23] 턴 길이에 따른 VUI 상태 불인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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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를 보면 턴 길이와 시각큐 유무를 같이 고려한 

VUI 상태 불인지 비율을 볼 수 있다. VUI 상태 불인지 비율은 

Eyes-free일 때에는 싱글턴이 약 4배 더 많고, 멀티턴에서는 약 2배 

더 많다. 이를 통해 Eyes-free는 멀티턴보다 싱글턴에서 더 영향을 

끼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VUI 상태 불인지의 턴테이킹 실패 유형을 살펴보면 Eyes-

 

[표 25] 턴 길이와 시각큐 유무에 따른 VUI 상태 불인지 개수와 

비율 

 

 

[표 26] 턴 길이와 시각큐 유무에 따른 VUI 상태 불인지의 

턴테이킹 실패 유형별 발생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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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싱글턴에서는 WU가 29.2%로 가장 많으며, 턴테이킹은 

성공했지만 VUI 상태를 모른 경우가 23.4%로 두번째로 높다. 또한, 

시각큐가 제공된 싱글턴과의 차이를 보면 WU는 약 37배 차이가 

나지만 턴테이킹은 성공하고 VUI 상태 인지는 실패한 경우는 약 

2배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반면 멀티턴에서는 턴테이킹은 

성공했지만 VUI 상태 인지는 실패한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표 26]. 

 

3) VUI 상태 불인지과 턴테이킹 실패 분석 

 턴테이킹 실패는 VUI 상호작용에서 원활한 정보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상호작용에 실패한 것이고, VUI 상태 불인지는 

사용자에게 VUI의 상태 정보가 부족한 상황으로 VUI 상태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여기서는 VUI 상호작용을 턴테이킹 

실패과 VUI 상태 불인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VUI 

상호작용의 유형은 턴테이킹 실패와 턴테이킹 실패의 발생 여부에 

따라 4개로 분류할 수 있다[표 27].  

 CS(Certain Success)는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턴테이킹을 

한 경우로 완벽한 턴테이킹 성공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CS를 ‘완전한 턴테이킹’ 성공으로 명명하였다. 

CF(Certain Failure)는 사용자가 VUI의 상태를 알고 있는 실패로 

사용자가 실패임을 먼저 알고, 상호작용을 멈추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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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발화 입력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말을 끊는 것이 있다. 

US(Uncertain Success)는 사용자가 VUI 상태를 몰라 성공인지 

실패인지 몰랐던 성공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턴테이킹 성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UF(Uncertain Failure)는 VUI 상태를 몰라 

턴테이킹에 실패한 사례로 본 논문에서는 UF를 ‘완전한 턴테이킹 

실패’로 명명한다.  

 시각큐 유무에 따른 상호작용 유형의 발생 비율은 카이 제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X-squared = 206.08, df = 3, 

p-value < 2.2e-16) 시각큐가 있을 때에는 상호작용 유형 중 완전한 

성공(CS)이 80%지만 Eyes-free일 때는 성공률이 24%이다[표 28]. 

그리고 Eyes-free일 때, CF는 시각큐를 제공한 것보다 약 3배 

높았고, 완전한 실패(UF)와 US는 약 5배 더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28].  

 

 

 

 

[표 27] VUI 상호작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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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용성 평가 

 

 1차 실험에서는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척도로 SUS, 

NASA-TLX를 사용하였다.  

 

1) SUS 

 SUS의 10개 문항별 환산 점수를 도출한 결과는 [표 26]와 

같고, 환산한 점수는 높을수록 정보 시스템에 긍정적인 답변으로 

해석할 수 있다. Bangor(2008)가 제시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수용도 범위(acceptability ranges) 기준에서 Eyes-

 

[표 28]  시각큐 유무에 따른 VUI 상호작용 유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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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는 ‘수용 불가능한(not acceptable)’으로, 시각큐 제공은 ‘통과는 

하지만 경계선 아래쪽(marginal low)’에 해당된다. 형용사 

평가(adjective ratings)에서는 Eyes-free일 때에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worst imaginable)’이고, 시각큐를 제공했을 때는 ‘쓸 수 

있는(OK)’ 점수를 획득하였다[표 29]. 

 

 

2) NASA-TLX  

 항목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환산한 결과를 보면 시각큐가 

있을 때에는 과업 부담이 9.2이며, Eyes-free일 때에는 49.2로 약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30].  

 

[표 29] 시각큐 유무에 따른 SUS 환산 점수 및 평가 

 

[그림 11] Bangor의 SUS 평가 기준(Bangor et a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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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결론 

 

 시각큐 유무에 따른 문제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VUI 사용 환경을 구축하고, VUI 사용 경험이 있는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1차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Eyes-free일 때에 턴테이킹 실패가 더 

발생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 턴테이킹 실패 유형 

중 WU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턴 길이에 따른 턴테이킹 실패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는 WU의 영향이 크고, 시각큐 유무의 차이는 싱글턴에서 더 

크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0] 환산한 NASA-TLX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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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Eyes-free일 때에 VUI 상태 불인지가 더 발생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그리고 턴테이킹은 성공한 상황에서 VUI 

상태 불인지가 발생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넷째, 턴 길이에 따른 VUI 상태 불인지 차이가 존재하지만 

턴테이킹 실패와 마찬가지로 WU의 영향이 크며, 멀티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턴테이킹 실패 여부, VUI 상태 불인지 여부를 

기반으로 VUI 상호작용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VUI 상호작용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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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2차 실험: 청각 피드백 검증 

 

 

 본 장에서는 Eyes-free VUI에서 유효한 청각 피드백을 

선별하는 실험에 대해서 설명한다. 2차 실험에서는 <연구 문제 2: 

청각 피드백은 Eyes-free VUI 상호작용을 개선하는 것에 

유효한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청각 

피드백 중 어떤 청각 피드백이 턴테이킹 실패, VUI 상태 불인지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지를 찾고자 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구글홈을 바라보지 않은 상태에서 벽돌깨기 게임을 하며, 음성으로 

제공되는 문제를 듣고, 구글홈에게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험 참가자는 총 5가지의 청각 피드백을 경험하며, 각 피드백을 

사용하고 사용성 평가를 진행한다. 모든 실험이 종료된 후에는 

피드백별 장 / 단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다. 

 

 

제 1 절 연구 방법 

 

1.1 실험 연구 

 

 이 연구에서는 1차 실험과 동일하게 실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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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experimental research method)을 활용하였다. 2차 실험의 독립 

변수는 선행을 기반으로 디자인한 5가지 청각 피드백이고, 종속 

변수는 1차 시험과 동일한 턴테이킹 실패, VUI 상태 불인지 

여부이다. 

 실험의 내적 타당도를 위하여 5가지 청각 피드백은 카운터 

밸런싱하여 제공하였고, 각 피드백당 제공되는 문제도 동일한 

유형과 개수로 구성하고, 무작위로 제공하여 순차적으로 

익숙해지거나 왜곡된 답변을 할 가능성을 줄였다. 

  실험의 외적 타당도를 위하여 노이즈 어플을 활용하여 

25db의 화이트 노이즈를 제공하였고, 집중 분산을 위하여 난이도 

중급 이상의 게임을 제공하였다[63].  

  구체적인 실험 방법으로는 오즈의 마법사(Wizard-of-OZ) 

방법을 활용하여 청각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이는 실험 참가자는 

실제로 구동하는 시스템과 상호작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연구자가 시스템 역할을 대신하는 방법이다[61] 

 

1.2 사용성 평가 

 

 사용성 평가를 위한 척도로 시스템 전반의 사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SUS와 NASA가 개발한 주관적 과업 난이도 평가 

방법인 NASA-TLX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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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호도 

 

 청각 피드백에 대한 선호도와 청각 피드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다[41]. 본 연구에서도 선호하는 청각 

피드백이 실제로 턴테이킹 실패, VUI 상태 불인지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1.4 반구조화 인터뷰 

 

 반구조화 인터뷰는 질적 조사 방법론으로 조사에 맞게 미리 

질문들을 정해 놓고, 정해 놓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하되 응답자의 

답변에 따라 유연하게 질문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는 

인터뷰 방법이다. 이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유연하고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59]. 인터뷰 내용은 각 청각 피드백에 

따른 장 / 단점과 VUI의 상태를 파악하기 힘들었던 순간과 

개선점에 대해 물어보았다.  

 

제 2 절 실험 

 

 실험은 [그림 12]와 같이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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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모집부터 설문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그림 12] 2차 실험 설계 

 

2.1 실험 준비 

 

1) 청각 피드백 선정 

 첫 번째 청각 피드백은 가공된 추상적 소리인 

이어콘으로[39] 현재 VUI의 상태 정보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청각 

피드백 종류이다. 이어콘으로는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애플사 시리(Siri)의 이어콘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 청각 피드백은 청각 아이콘은 실제 대상의 

대표적인 소리를 메타포로 이용하는 것[36]으로 일반적으로 

이어콘보다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39]. 이를 이용하여 공장 

공정에서 각 파트가 낼 법한 소리를 이용하여 공정 상태 정보를 

전달하는 연구도 존재한다[49]. 본 연구에서 사용할 VUI의 청각 

아이콘은 에이전트가 될 것이다.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청각 

아이콘은 허사이다. 그래서 구글홈의 답변 목소리와 유사한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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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 이용하여 청각 아이콘을 제작하였다.  

 세 번째 청각 피드백은 Sonification으로, 주로 움직임, 

위치에 따른 소리 변화를 주어 자신의 위치, 상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45, 46]. 본 

연구에서도 VUI의 상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지속음을 선택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단 하나의 상태 정보만 

전달하기 때문에 Listening 상태에 들려줄 하나의 음만 필요했다. 

그래서 지속음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미국 전화의 대기음을 

선택하였다. 

 네 번째 청각 피드백은는 뮤직콘으로, 음악적인 소리가 

기능과 소리를 매핑하는 연구에서 청각 아이콘보다 많이 

선택되었고, 선호된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42]. 또한, 

뮤직콘은 다른 청각 피드백보다 최소한의 방해와 

주변적으로(ambient)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36]. 뮤직콘에 

사용할 음악 선택은 해당 연구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국내 인기 클래식 음악 100위에서 발화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음악 후보를 선택한 후, VUI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선택하였다.  

 다섯 번째 소리는 주변음(Ambient auditory cue)으로, 

주변적 인지를 위해 엠비언트 사운드로 흐르는 물소리를 이용하여 

메시지가 전송되거나, 파일이 다운로드 중인 것과 같은 상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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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 연구를 참조하였다[48]. 본 연구에서도 VUI 상태에 대해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해당 연구의 청각 피드백인 

물 흐르는 소리를 선택하였다. 

 

 

[표 31] 실험에 활용할 청각 피드백 

 

2) 청각 피드백 제공 방식 

 청각 피드백은 VUI의 상태 중 Llistening 상태에만 

제공된다. 청각 피드백은 단절음 유형과 지속음 유형이 존재하고, 

각 유형은 다른 방식으로 청각 피드백을 제공한다. 단절음의 경우, 

듣기 상태가 시작될 때와 끝날 때에만 청각 피드백을 제공한다. 

반면 지속음 유형의 경우는 리스닝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청각 

피드백을 제공한다. 피드백은 VUI의 상태가 듣기라면 싱글턴과 

멀티턴에서 모두 작동한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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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청각 피드백 제공 원칙 

 

2.2 피실험자 모집 

 

 VUI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거나, VUI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는 인원으로 총 18명(남 13, 여5)을 모집하였다. 모집 시에는 

실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소요 시간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한 본인의 참여 의사를 밝히도록 하였다. 모집된 실험 참가자의 

나이는 평균 26.3(SD=3.2)로 표집하였다[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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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2차 실험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2.1 실험 진행 

 

1) 튜토리얼 

 튜토리얼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실험자의 

숙련도에 따라 20~30분 동안 진행하였다[그림 14]. 우선, 본 

실험에 앞서,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절차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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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VUI의 4가지 상태 정보와 각 상태 정보가 구글홈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교육하였다. 이후 실제로 구글홈을 이용하여 

답을 구하는 11개의 미션을 수행하였다. 미션은 실제 실험에서 

진행되는 문제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제대로 미션을 수행하지 

못할 시에는 다른 미션을 제공하여 피실험자가 원활하게 구글홈을 

쓸 때까지 진행하였다. 이후에는 벽돌깨기 게임인 Atari Breakout의 

게임법을 설명하고 아이패드로 익숙해질 때까지 하도록 하였다. 

게임에 익숙해진 후에는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질문을 음성으로 

듣고, 답하는 연습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에이전트의 상태 

정보가 부족하여 상태가 헷갈릴 때마다 계수기를 누르는 과업을 

설명하고, 헷갈리는 상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모든 튜토리얼 

후에는 실험 시작 여부를 물어보았고, 부족하다 느낄 시에는 계속 

튜토리얼을 진행하였다. 튜토리얼 후에는 피실험자가 물어야 할 

7개의 문제를 5세트 제공하고, 피실험자가 전체 문제를 파악할 

때까지 보게 하였다. 

 

 

[그림 14] 2차 실험의 튜토리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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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실험 

 본실험의 주 임무는 1차 실험과 동일하게 2가지이며 그 중 

첫 번째는 7개의 질문을 듣고 구글홈에게 답을 얻는 것이다. 실험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스마트 스피커의 답변으로 제공되어야 

종료되며, 그 시도가 4번을 초과할 시에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 

문제에 답을 얻는 형식은 자유이며, 복수 질문을 허용하였다. 실험 

시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피실험자가 자유롭게 진행하게 

하였다. 실험 도중 헷갈리는 단어나 용어는 질문시 바로 

답변해주었다. 두 번째 주 임무는 실험에서는 스마트 스피커의 

상태가 헷갈릴 때마다 계수기를 누르는 과업이며 누르는 것이며, 

실험 중 본인이 주관적으로 스마트 스피커의 상태가 헷갈릴 때 

자유롭게 누르게 하였다.  

  실험에서 제공된 질문은 6개로 구성된 문제 세트 5개이며, 

각 문제 세트는 크게 단순 질문, 복수 질문, 단순 제어, 복잡 

제어으로 구성된다. 이는 아마존 스킬 마켓과 구글 어시스턴트 앱을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문제 세트는 동일한 종류와 개수를 가지며 

질문의 주제만 변경하였다. 각 문제 세트의 세부 질문은 [표 33]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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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2차 실험 질문 리스트 

 

  실험 참가자는 구글홈과 2~3m 떨어진 곳에서 등을 지고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사람에 따라 웨이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거리를 조정하였다[그림 15]. 연구자는 문제 세트가 끝날 때마다 

설문지를 제공하였으며, 설문이 끝나면 다음 실험 준비를 하였다. 

모든 실험은 시작 전 사용자에게 웨이크가 문제없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새로운 피드백을 알려주고 연습한 뒤에 시작하였다. 

 

 

[그림 15] 2차 실험 환경 세팅 

 

3) 사용성 평가 

 각 독립 변수에 해당되는 실험이 종료 될 때마다 설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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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였으며, 각 참가자는 총 2회의 설문을 수행했다. 설문은 

SUS와 관련된 항목 10개, NASA-TLX와 관련된 항목 6개으로 

구성되었다.  

 

4) 사후 인터뷰 및 설문 

 마지막 사용성 평가 종류 직후, 전체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실험 내용에 대한 복기와 불편함이 

발생한 지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물어본 내용은 ‘각 피드백의 장 / 단점은?’, ‘선호하는 피드백 

유형은?’, ‘청각 피드백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등을 중점적으로 

물어보았다. 종료 후에는 참가 보상으로 2만원을 지급하였다.  

 

제 3 절 실험 결과 

 

 외부 소리에 의한 데이터 오염으로 P05는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실험에서는 총 1295개의 유효 질문 발화, 265번의 

턴테이킹 실패, 171번의 VUI 상태 불인지가 발생하였다.  

 

3.1 턴테이킹 실패 분석 

 

 총 1295개의 유효 질문 발화 중 턴테이킹 실패는 2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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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다. 

 

1) 청각 피드백에 따른 턴테이킹 실패 분석 

 전체 턴테이킹 실패의 비율은 ‘에이전트 > 빕 사운드 > 

음악 > 자연음 > 대기음’ 순으로 높았으며, 카이 제곱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34].( X-squared = 700.32, df = 6, p-

value < 2.2e-16) 턴테이킹 실패율은 에이전트가 32%로 가장 높고, 

대기음이 13%로 가장 적은 턴테이킹 실패율을 가진다[표 30]. 청각 

피드백별 턴테이킹 실패 유형을 살펴보면 1차 실험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WU가 지속음들에서 1% 이하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35]. 또한, 2차 실험에서는 1차 시험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턴테이킹 실패 유형인 IL(Input Late)가 모든 청각 

피드백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등장하였다. 이는 2차 실험에서 정신 

분산을 위하여 게임을 했기 때문에 생긴 에러로 유추된다. 턴테이킹 

실패 II의 경우, 1차 실험에 비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상위 

턴테이킹 실패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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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청각 피드백별 턴테이킹 실패율(같은 글자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표 35]  청각 피드백별 턴테이킹 실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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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VUI 상태 불인지 분석 

 

 1295개의 유효 질문 발화 중 VUI 상태 불인지는 171번 

발생하였다. 

 

1) 청각 피드백에 따른 VUI 상태 불인지 분석 

 VUI 상태 불인지 비율은 ‘에이전트 > 빕 사운드 > 음악 > 

자연음 > 대기음’ 순으로 높으며 카이 제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X-squared = 887.86, df = 6, p-value < 

2.2e-16) 그리고 이는 턴테이킹 실패율 순서와 동일하다[표 32]. 

VUI 상태 불인지 비율은 에이전트가 27%로 가장 높고, 대기음이 

6%로 이는 가장 낮은 VUI 상태 불인지 비율이다[표 36]. 청각 

피드백별 VUI 상태 불인지의 턴테이킹 실패 유형 항목을 살펴보면 

1차 실험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턴테이킹은 성공했지만 VUI 

상태는 인지하지 못했던 케이스가 단절음에서는 10% 이상 이지만 

지속음은 5% 전후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yes-

free에서 높게 발생했던 WU는 전체적으로 적게 발생하였다. 또한, 

턴테이킹 실패 유형 중 가장 발생 확률이 높았던 IL은 VUI 상태 

정보 불인지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확률로 등장하였다[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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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청각 피드백별 VUI 상태 불인지 비율(같은 글자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표 37] 청각 피드백별 VUI 상태 불인지의 턴테이킹 실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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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호작용 유형 분석 

 

 상호작용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체 발화 중 언제 

VUI 상태 불인지을 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참가자 5명의 

세부 VUI 상태 불인지 데이터가 손실되어 5명의 참가자 정보를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외된 VUI 상태 불인지는 전체 VUI 

상태 불인지 171개 중 48개이다. 그래서 상호작용 유형 분석은 

11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상호 작용의 성공률은 ‘대기음 > 음악 > 자연음 > 빕 

사운드 > 에이전트’ 순으로 높으며 카이 제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X-squared = 395.42, df = 18, p-value < 

2.2e-16) 또한, 지속음에서는 US이 5% 이하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단절음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다[표 38]. 하지만 예상하지 UF는 

모든 청각 피드백에서 비슷하게 등장하였으며 시각큐가 있을 때에 

비해 3배 가량 많다[표 38]. 이는 정신 분산을 위해 게임을 하는 

과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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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용성 평가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SUS, NASA-TLX를 척도로 

사용하였다. 

 

1) SUS 

 

 SUS의 10개 문항별 환산 점수를 도출한 결과는 [표 39]와 

 

[표 38] 청각 피드백별 VUI 상호작용 유형 비율(같은 글자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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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고, 환산한 점수는 높을수록 정보 시스템에 긍정적인 답변으로 

해석할 수 있다. Bangor(2008)가 제시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그림 16]. 

 

 

 

2) NASA-TLX  

 항목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환산한 결과를 보면 ‘에이전트 > 

빕사운드 > 대기음 > 음악 > 자연음’ 순으로 과업 부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40]. 

 

 

[표 39] 청각피드백에 따른 SUS 환산 점수 및 평가 

 

[그림 16] Bangor의 SUS 평가 기준(Bangor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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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호도  

 선호도는 ‘음악 > 대기음 > 자연음 > 빕 사운드 > 빕 

사운드’ 순으로 높았으며,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OVA)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df = 4, p-value = 0.0027). [표 41]. 

사후 검정으로 Tukey’s HSD test를 실시한 결과, 에이전트가 빕 

사운드, 대기음, 음악, 자연음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졌다.  

 

 

3.5 인터뷰 분석 

 

1. 사용자가 기대하는 에이전트에 어울리는 청각 피드백을 

 

[표 40] 환산한 NASA-TLX 평가 결과 

 

[표 41] 청각 피드백별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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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VUI는 대화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대화 

상대를 상정하게 된다[62].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상정한 대화 

상대에 맞는 청각 피드백을 기대한다. 그래서 VUI 서비스를 단순한 

기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계음이 아니라 사람 목소리나 

자연음을 들으면 어색함을 느끼고, 반대로 VUI 에이전트를 지능이 

있는 대상으로 상정한 사용자에게는 기계같은 소리가 좋지 않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VUI를 시작할 때 사용자가 VUI에 가지는 

기대감 혹은 예상하는 에이전트를 파악하여 이에 알맞는 청각 

피드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물소리가 기계라고 쉽게 생각되지 않아서 괴리가 느껴졌다.”-

p03 

“시리 소리가 가장 기계가 낼 법한 소리였다.”-P14 

“사람 소리가 제일 별로였다. 소름creepy돋았다.” –P14 

“시리, 전화 소리는 기계랑 일하는 것 같았고, 기대한 것이 

아니였다.”-P17 

 

2. 청각 피드백 수용은 개인의 경험과 선호가 큰 영향을 끼침 

 아무리 좋은 청각 피드백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개인 

선호를 반영해서 청각 피드백을 수용하고, 자신의 경험을 투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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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피드백을 수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기대하는 

에이전트 수준에 맞는 청각 피드백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피드백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전화 소리가 제일 좋았다. 익숙하고, 대기하고 있는 

느낌이었다.”-P08 

“전화는 보통 용무를 볼 때 쓰는 것이라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고, 좋지 않다.” –P02 

“(시리 소리는) 감정적으로 싫다. 대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P16 

“(음악 소리는) 편안했다. 마음이 차분해진다. 기분이 좋아졌다.”-

P16 

“(음악, 물 소리는) 화장실 에티켓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P11 

 

3. 청각 피드백에 따라 VUI 에이전트에 대한 기대감, 

부담감이 달라짐 

 청각 피드백은 곧 VUI 에이전트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청각 피드백에 따라 사용자들이 VUI에 가지는 

기대감이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기계에게 높은 수준의 

대응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계음이 나오는 스마트 스피커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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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감이 낮다. 하지만 이 또한 대상에 대한 각자의 선호와 경험이 

영향을 끼친다.  

 

“(시리 소리가) 기계같고, (말하는 데에) 부담이 적었다.”-P13 

“못 알아듣고 딴 소리를 해도 기계음이 나면 기계라는 인식이 

되고,  

 기대치가 낮아진다.”-P15 

“사람 소리는 내 말을 못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했다.  

 원래 사람들이 못 듣기도 하니까 말이다. 부담이 덜했다.” -P10 

“사람 소리는 실제 대화처럼 더 집중하고, 나를 기다리는 

느낌이라  부담스러웠다. 빨리 말하고, 완벽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았다.”-P07 

 

제 4 절 소결론 

 

 청각 피드백에 따른 사용성 증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VUI 사용 환경을 구축하고, VUI 사용 경험이 있는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2차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모든 청각 피드백의 턴테이킹 실패율이 

Eyes-free의 턴테이킹 실패율인 74%보다 낮았으며, 그 중 대기음은 

시각큐 제공시 확률인 16%보다 낮은 12%를 기록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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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음이 단절음보다 낮은 턴테이킹 실패율을 가지고 있다. 

 둘째, 모든 청각 피드백에서 Eyes-free일 때 가장 많이 

발생한 턴테이킹 실패 유형인 WU는 감소하였고, 특히 지속음들은 

WU 발생 확률이 1% 미만이었다. 이를 통해 지속음이 웨이크 후 

상태 정보 파악에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에이전트를 제외한 모든 피드백이 시각큐 제공시 

VUI 상태 불인지 확률인 16% 낮은 확률을 기록하였고, 특히 

지속음은 그 중에서도 6%로 가장 낮은 VUI 상태 불인지 확률을 

보여주었다. 또한, 제 1차 실험에서는 VUI 상태 불인지의 턴테이킹 

실패 유형 비율에서 턴테이킹은 성공했지만 상태 정보 파악은 

실패한 비율이 가장 많았지만 지속음에서는 이 확률이 10% 

미만이었다. 이를 통해 지속음이 US유형에 효과적인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넷째, VUI 상호작용 성공률은 모든 청각 피드백이 Eyes-

free의 성공률인 24%보다 높았지만, 지속음은 시각큐가 있을 때의 

성공률인 80%보다 높은 82%의 성공률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속음의 US 비율이 5% 미만으로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지속음이 

단절음보다 상태 정보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섯째, 사용성 평가에서는 대기음이 SUS, 자연음이 

NASA-TLX, 음악이 선호도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획득했다. 

그리고 모든 평가에서 에이전트가 가장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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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제 1 절 논의 

 

 본 연구는 두 차례의 실험을 통해 Eyes-free VUI 사용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를 규명하고, 사용성을 증진시키는 청각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Eyes-free VUI 사용에서  

발생하는 턴테이킹 실패 유형과 VUI 상호작용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Eyes-free VUI 사용 상황에서 턴테이킹 

성공률, VUI 상태 정보 전달률, 상호작용 성공률을 높이는 청각 

피드백 유형을 밝혔다. 또한,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청각 피드백  

제공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지점들을 도출하였다.  

 VUI 상호작용에서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지속음을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VUI 사용에서 시각 정보는 

선택적이지만 청각 정보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참가자들은 

시각큐를 제공한 VUI를 사용할 때, 자신이 확신을 느끼면 시각큐를 

보지 않기도 하였고, 정신 분산이 심할 때에는 시각큐를 보지도 

못했다. 반면, 청각 피드백 중에서도 지속음은 정신 분산으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들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각큐보다 

턴테이킹 성공률과 상호작용 성공률, 상태 정보 전달률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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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속음이 효과적일지라도 쉽게 시각큐를 

볼 수 있는 상황이나 정신 분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과도한 

피드백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의 부담감, 

방해 정도, 피로도 등을 측정하여 지속음을 개선해야할 것이다. 

 병행 활동이 있는 VUI 사용에서는 피드백의 세밀한 차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2차 실험에서는 게임하며 VUI 상호작용하였다. 

단절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신 분산 상태에서는 단절음 간의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고, 지속 시간이 짧아 제공되는 2개의 피드백 

중 일부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병행 활동이 

추가된 VUI 상호작용은 인지력이 떨어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고려하여 사용자의 정신 분산 정도에 맞춘 피드백 제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침실에서의 VUI는 단절음으로 

제공하고, 운전, 요리, 운동과 같이 특정 활동을 수행하며 사용할 

때에는 지속음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 

음량, 음색, 시간 등을 조절하면 좀 더 효과적인 지속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청각 피드백의 유형 중 

대표적인 피드백을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피드백의 정교화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었다. 이를 고려하여 

변수로 음량, 음색, 제공 시간을 본다면 더 효과적인 지속음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마다 기대하는 청각 피드백과 선호하는 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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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이 다르다. 사용자는 VUI의 에이전트에 대해 제각기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상상하는 에이전트에 걸맞는 청각 

피드백을 기대한다. 그리고 자신이 기대하는 청각 피드백과 실제 

청각 피드백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용자는 괴리감을 느끼고, 심할 

경우 불쾌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비슷하게 사용자들은 자신의 

과거에 기반하여 특정 피드백을 수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청각 

피드백에 대한 수용은 사용자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청각 

피드백을 제공해야할 때에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피드백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Eyes-free VUI에 발생하는 턴테이킹 실패를 

유형화하고, VUI 상호작용 유형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Eyes-free 

VUI 사용 상황에서 턴테이킹 성공률, 상호작용 성공률,  VUI 상태 

정보 전달률을 올리는 청각 피드백을 밝혔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시각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VUI 사용 

환경을 가정하고 실험했기 때문에 VUI 사용 상황 중 일부에만 

해당되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실험에서는 동일한 정보를 시각, 청각 중 어떤 감각 양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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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각 감각 양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VUI 문항들이 실사용과 거리가 

있어 외적 타당도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본 실험에서는 

VUI 사용 전반에 대한 상호작용을 보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에 

해당되는 VUI 문항을 피실험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VUI 사용에서 자주 쓰이는 질문만 사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연구 범위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실험에서는 실험실 환경이 아닌 실제 사용 환경에서 VUI를 

사용하며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 실험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실험에서는 청각 피드백의 음량, 음색, 음의 

높낮이와 같은 변수를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교화 여부에 따른 

청각 피드백의 차이를 보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었던 지속음을 

위주로 각 청각 피드백에 음색, 음량, 높낮이 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여 정교화된 청각 피드백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청각 피드백 제공 방식으로 오즈의 마법사(Wizard of 

OZ)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사용에서 생기는 시스템 오류, 기기 

미작동과 같은 문제는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오류, 기기 미작동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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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도 변수로 제공한 실험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적은 참여자 수(1차 실험 참여자 

10명, 2차 실험 참여자 17명)로 인한 일반화의 한계를 가진다.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을 통한 양적 

데이터 보충이 필요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VUI 상호작용을 기술적 측면을 주로 고려하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턴테이킹 관점에서 보았고, VUI 상호작용을 

턴테이킹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VUI 턴테이킹 실패 유형을 

정리하였다. 이는 VUI 상호작용에서 턴테이킹 관련 후속 연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VUI 상태 인지 여부와 턴테이킹 성공 

여부를 기준으로 턴테이킹 관점에서 VUI 상호작용을 유형화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둘째, 수집 데이터로 기존 VUI 상호작용 연구에서는 

수집하지 않았던 입력 실패 발화, 웨이크 실패 등의 데이터까지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 검증 위주의 기존 VUI 연구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사용자와 VUI의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셋째, 본 연구는 시각 정보를 사용하기 힘든 청각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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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VUI 설계에도 사용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산업적 의의를 가진다. 

 넷째, 본 연구는 AI 서비스 중 가장 활용이 잘 되고 있는 

VUI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실제 Eyes-free VUI 사용 

상황이 존재하는 차량 내, 이어폰 VUI에 새로운 상호작용 방식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산업적 의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VUI 상호작용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인 

대화 관리, 시각 정보 제공이 아닌 청각 피드백의 새로운 기능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산업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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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론 

 

 

본 연구는 Eyes-free VUI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Eyes-free VUI의 상호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청각 피드백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첫째, Eyes-

free VUI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유형화하기 위하여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Eyes-free VUI 상호작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청각 피드백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험 연구를 진행하고, 각 

청각 피드백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 문제1: Eyes-free VI 사용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를 찾기 위하여 VUI  사용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각큐 유무에 따른 VUI 사용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Eyes-free VUI 사용에서는 턴테이킹 성공과 VUI 상태 인지가 

잘 이뤄지지 않음을 검증하였고, 총 10개의 턴테이킹 실패 유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턴의 길이에 따른 분석을 통해 싱글턴에서 

턴테이킹 실패와 상태 정보 불인지가 많은 것을 밝혔으나, 이는 

멀티턴에서는 웨이크를 하지 않고, Eyes-free VUI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턴테이킹 실패 유형이 WU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턴테이킹과 상태 정보 파악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Eyes-free VUI의 상호작용 실패율이 시각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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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VUI 상호작용 성공률과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밝혔다.  

 <연구 문제2: 청각 피드백은 Eyes-free VUI 상호작용을 

개선하는 것에 유효한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5가지의 청각 피드백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VUI  사용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5개의 청각 피드백에 따른 VUI 

사용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든 청각 피드백이 Eyes-free일 

때의 턴테이킹 실패 확률보다 낮게 나왔다. 특히, 대기음은 

시각큐가 있을 때보다 낮은 13%를 보였다. 그리고 Eyes-free 

VUI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WU가 모든 피드백에서 감소하였고, 

지속음들에서는 WU 발생 확률이 1% 미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UI 상태 불인지율도 에이전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각큐 

제공시 확률인 16%보다 낮았으며, 특히 대기음은 6%로 가장 낮은 

상태 정보 실패율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성공률은 오직 

대기음만이 시각큐를 제공한 VUI의 성공률인 80%보다 높은 

82%를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음 중 대기음이 VUI 

상호작용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사용자는 자신이 상정한 에이전트에 어울리는 청각 피드백을 기대, 

2) 청각 피드백 수용에 개인의 경험과 선호가 큰 역할을 함, 3) 

청각 피드백에 따라 VUI 에이전트에 대한 기대감, 부담감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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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Enhancing Interaction 
usability of Eyes-free Voice user 

interface via Auditory 
representation 

- With an emphasis on Status information delivery 
and turn-ta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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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Voice User Interface(VUI) is an interface method that enables 

human-machine interaction by analyzing meanings in human speech 

based on voice recognition technology[1]. Advances in voice recognition 

technology have enabled the rapid spread of the VUI, and its introduction 

to a wide range of devices makes it possible to use it anywhere[5]. With 

the application of the VUI to a variety of devices, the locations and 

contexts of using the VUI also vary. And the type of sensory modalities 

that users can use in a VUI interaction varies depending on where, in 

context, and on the device. This leads to situations in which certain 

sensory modalities are difficult to use in certain situations. Especially in 

situations such as sports, cooking, and driving, it is difficult for users to 

use visual information. Or, if a device equipped with a VUI is far away or 

hard to see, visual information becomes difficult to use. That is, Eyes-free 

VUI situation that visual information was difficult to use has eme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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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VUI is a dialogue-based interface unlike the GUI(Graphic 

User Interface). Therefore, clear turn-taking is necessary to facilitate 

dialogue. For smooth turn-taking, users convey their status information 

through non-verbal communication, such as body language, and eye 

contact, and control conversations not to overlap[74]. In the case of the 

VUI, its state information is communicated primarily through visual 

information to assist interaction. However, the Eyes-free VUI has a 

limitation that only auditory information is available. In addition, current 

way of VUI’s communication assumes that the screen is used, and there 

are no specific guidelines for speech only. 

 First, I conducted an experiment with participants who had used 

the VUI to find problems with the Eyes-free VUI. The experiment 

compared the use of the VUI with using visual information and the Eyes-

free VUI. As a result, the Eyes-free VUI proved that the Turn-Taking 

Success Rate and the VUI Status Information Transmission Rate were 

lower than the VUI with visual information. In addition, during the use of 

the Eyes-free VUI, a user was found to have failed turn-taking due to an 

action that was not appropriate for the VUI state. The types of turn-taking 

failures were then classified into 10 based on the user's detailed actions. 

The VUI interactions were divided into four types based on whether turn-

taking was successful or not and whether VUI status information 

transmission was successful or not.  

 In the second experiment, five selected auditory feedback based 

on the prior study was verified to improve usability of Eyes-free VUI.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on participants who have experiences using the 

VUI. As a result, the continuous sound was better than the discontinuous 

sound, the turn-taking success rate and VUI status information 

transmission rate. Telephone’s stand by sound had better VUI status 

information transmission rate, turn-taking success rate, and VUI 

interaction success rate than the VUI that uses visual information. 

 This study has three academic significance. First, it analyz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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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of the Eyes-free VUI from a turn-taking perspective. Second, 

the VUI interaction was analysed using all user utterance, including 

utterances not entered on the device and not used in previous studies. 

Finally, the types of VUI interactions were classified based on whether or 

not the status of the VUI was delivered and whether the turn-taking was 

successful. The study also contributes to advances in industrial technology 

by proposing audible feedback applicable to the currently used Eyes-free 

V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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