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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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UI 는 

음성 인식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보급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기기에 VUI 가 적용되어 이제 어디서든 VUI 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마존 에코, 구글홈 등의 다양한 스마트스피커가 

확산되면서 각 기업에서는 개발에 용이한 툴킷을 배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 3 자 개발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기존처럼 한번의 요청에 한번의 응답을 

제공하고 종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번의 인터랙션이 오고 

가거나 제공되는 콘텐츠 자체의 길이가 길어진 콘텐츠형 

VUI(Voice User Interface)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콘텐츠형 

VUI 는 기존에 사용자들이 익숙한 빠른 턴테이킹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랙션과는 턴테이킹의 수, 간격 그리고 세션의 길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콘텐츠형 VUI 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행태와 니즈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인터랙션의 특성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다.  

 

콘텐츠형 VUI 에서는 일반적인 기능 중심의 VUI 에서보다 

사용자의 입력이 부재하는 무응답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본 

연구는 콘텐츠형 VUI 에서 나타나는 무응답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제작한 프로토타입을 제작 

및 배포하여 평가하는 두 개의 사용자 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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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용자 조사에서는 ‘클래식 메이트’라는 콘텐츠형 

VUI 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15 일간 25 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무응답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는지, 무응답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사용자 별로 유형이 달리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사용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시도하 결과, 총 

363 개의 사용 로그 데이터 중에서 22.87%는 사용자가 이용 

중간에 주의를 놓쳐 입력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 모든 

사용자는 콘텐츠형 VUI 를 사용하면서 병행 활동을 하고 

있었다. 두 번째, 많은 사용자가 콘텐츠형 VUI 를 사용하는 

중간에 물리적 이동으로 인해, 콘텐츠형 VUI 의 응답 요청을 

인지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사용자들은 콘텐츠형 

VUI 를 루틴 설정을 통해, 매일 아침 알람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의 경우는 의도적인 무응답으로 간주되어, 

사용 행태적 특성으로 보지 않았다.  

 

두번째 사용자 조사에서는, 세 가지 무응답 대응방식을 

적용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사용성과 

작업 부하를 평가하도록 했다. 기존 방식은 무응답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자의 입력을 재요청한다. 두번째 방식은, 

즉시 입력을 재요청하지 않고, 앞 콘텐츠로 되감았다가 

요청한다. 마지막 방식은, 사용자의 사용 기록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진행한다. 14 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각 포로토타입을 

5 일씩 총 15 일 동안 사용하도록 했고, 그 결과 사용 기록 

기반의 자동 대응방식이 사용성과 작업 부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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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사용자 조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콘텐츠형 

VUI 를 디자인하기 위해 고민해야할 부분을 논의점으로 다루고, 

각각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제언했다. 첫째, 콘텐츠형 VUI 는 

사용자의 주의분산을 간과해서는 좋은 사용 경험을 만들 수 

없다. 적지 않은 비율로 무응답 상황에 노출되고, 절반 이상의 

사용자는 무응답 상황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둘째, 무응답 

상황에서, 사용자의 이전 기록을 콘텐츠형 VUI 진행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콘텐츠형 VUI 를 진행하기 

위해 다른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원격으로 각 참여자의 집에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온전한 통제가 어려웠다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유형을 

나누기에는 부족한 참여자 수와 조사 기간을 한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싱글턴 인터랙션과 태스크가 명확한 기능 

중심의 VUI 와 달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콘텐츠형 VUI 의 

사용 행태를 살펴봤다는 점에서 시의적으로 VUI 연구 분야의 

확장에 기여했다. 또한 콘텐츠형 VUI 가 실제 사용자에게 

사용되는 행태를 탐구하고, 콘텐츠형 VUI 경험의 증진을 위한 

설계를 제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VUI(Voice User Interface), User Study, 콘텐츠형 VUI, 
무응답 
학   번 : 2018-2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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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많은 미디어 플랫폼에서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사용자와 정보 제공자가 반응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 콘텐츠들을 말한다. 사용자 참여가 

필요한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챗봇, 비디오, 게임을 포함한 많은 

미디어 플랫폼에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넷플릭스가 제작한 블랙 미러 밴더스내치가 있다. 해당 콘텐츠를 

스마트폰으로 시청할 경우, 영화 중간 중간에 두 개의 선택지가 

화면 하단에 제공되고, 선택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에 

국한되지 않고, 스마트스피커에서 음성 및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형 VUI 가 제작되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는 ‘동화 

만들기’라는 콘텐츠형 VUI 를  제작하여, 사용자의 능동적 

개입으로 선택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동화가 전개된다. 또한 

BBC 에서는 Inspection Chamber 라는 콘텐츠형 VUI 를 제작해, 

사용자가 드라마에서 선택을 반영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 스피커(예: Amazon Echo, Google Home)와 같은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대화형 콘텐츠를 서비스하기에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BBC 에서 제작한 콘텐츠형 VUI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대화를 통해 본인의 선택이 반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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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에 만족감을 느꼈다.① 

 

인터랙션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콘텐츠형 VUI 는 

멀티턴 인터랙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VUI 인터랙션을 크게 

싱글턴과 멀티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싱글턴 인터랙션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한 번의 응답으로 인터랙션이 종료되는 

경우로, 사용자의 주의가 분산되어 인터랙션이 어그러질 

가능성이 낮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정보를 요구하면, 

스마트스피커는 해당 지역의 미세 먼지 수치를 전달해주고 

종료한다. 또한 스마트스피커에서 멀티턴 인터랙션이 가능해지고 

있는데, 짧은 호흡의 연이은 인터랙션으로 싱글턴 인터랙션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주의가 분산되기에는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를 묻고, 답을 들은 후에 바로 

스마트스피커가 사용자의 입력을 추가로 기다리고 있을 때, 

내일의 날씨를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반면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콘텐츠형 VUI 는 멀티턴 인터랙션이지만, 사용자의 

입력을 요구하는 질문이 언제 등장할지가 명확하지 않고, 

콘텐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사용자의 주의가 분산되어 응답이 

부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한다면 스마트스피커에서 사용하는 콘텐츠형 

VUI 에 대한 사용 행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사용 행태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콘텐츠형 VUI 는 

사용자들의 주의가 쉽게 분산된다. 사용자들이 콘텐츠형 VUI 를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의를 

지속해야 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시각 기반의 

 
① 5 Days 5 Dates User Testing : UX Analysis & 
Recommendations, Andrew Wood 의 보고서 (2019) 



 

 3 

미디어와 달리 사용자는 백그라운드에서 스마트스피커를 

사용하며 소파에서 편안하게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용 행태로 인해 사용자는 스마트스피커를 사용하는 동안 

쉽게 주의를 잃고 콘텐츠의 맥락을 놓치게 된다. 더욱이 화면이 

없는 스마트스피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시각적 도움 없이 

사용자에게 눈에 띄는 선택지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사용자가 컨텍스트를 놓쳤는지조차 

알아차리기 어렵다.  

 

이렇게 인터랙션 측면과 사용 행태 측면에서 콘텐츠형 

VUI 는 기존에 사용자들이 익숙한 빠른 턴테이킹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랙션과는 턴테이킹의 수, 간격 그리고 지속 사용 

시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콘텐츠형 VUI 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행태와 니즈에 대한 

파악과 이러한 인터랙션 특성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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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목적 
 

본 연구의 첫번째 동기(research motivation)는 ‘콘텐츠형 

VUI 는 사용 행태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가?’이며, 이에 따라 

콘텐츠형 VUI 의 제작과 배포를 통해 사용자의 사용 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해당 영역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 1]의 ① 

영역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클래식 메이트’라는 클래식 

음악을 큐레이션 해주는 콘텐츠형 VUI 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두번째 동기는 ‘콘텐츠형 VUI 사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무응답 상황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이다. 

이에 따라서 기존과 다른 무응답 대응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당 영역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 1]의 ② 영역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세번째 동기는 ‘이렇게 제안한 대응방식을 

사용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사용하도록 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콘텐츠형 VUI 의 사용자 경험을 고찰하기 위하여 사용성과 

작업부하, 오류율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응방식에 

대한 평가가 세번째 연구의 대상이며, [그림 1]의 ③ 영역에 

해당한다.  

 

 
[그림 1] 연구 대상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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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① 조사, ②  제안, ③ 평가를 통해 

콘텐츠형 VUI 의 사용 행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특성을 반영한 

대응방식을 실증적으로 적용해보고, 나아가서는 콘텐츠형 

VUI 의 사용자 경험을 다각도로 고찰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각각의 연구 대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제 3 장에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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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총 3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절에서는 VUI 인터랙션에 대한 이해를 위해 VUI 에서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두번째 

절에서는 오류 방지와 오류 회복 차원에서의 VUI 오류 

대응방식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밝힐 것이다. 세 번째 절에서는 

콘텐츠형 VUI 의 상위 개념인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디자인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던 인터랙티브 콘텐츠에 대한 정의, 

사용자 경험 평가 지표, 상호작용성에 대한 평가 지표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제 1 절 VUI 인터랙션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VUI 상호작용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VUI 

인터랙션의 연구 분야를 파악하고, 콘텐츠형 VUI 가 이전 

연구들에서 어느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했다.  

 

1.1. 사용자-시스템 인터랙션에 대한 이해 

 

VUI 인터랙션의 절차와 구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앞서 

토대가 되는 사람-시스템 인터랙션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용자는 자신의 니즈를 해결하고자 시스템의 기능을 사용하고, 

이때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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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x(2009)에 의하면 고전적인 사람-시스템 간 인터랙션 

구성도를 살펴보았을 때, 인터랙션은 표명, 변환, 표현, 평가의 

총 네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그림 2]. 

 

 
[그림 2] 사람-시스템 인터랙션 구성도 (A. Dix, 2009) 

 

먼저 표명 단계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니즈를 명령어의 

형태로 입력한다. 그 다음에 시스템은 사용자의 입력을 

시스템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는 변환 단계를 

거친다. 그 후 표현 단계에서 시스템은 적절한 결과를 출력하고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를 통해, 사용자는 

시스템의 출력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단계를 거친다. 네 가지 

단계를 사용자 혹은 시스템 측면으로 구분하자면, 평가와 표명 

단계는 사용자 측면의 인터랙션, 표현과 변환 단계는 시스템 

측면의 인터랙션으로 구분 가능하다.  

 

인터페이스는 이러한 과정 중에 사용자와 시스템을 매개해 

주는 역하을 한다. 이처럼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 시스템의 

경계나 접점을 말하는데, 두 객체 사이의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해준다 (S. Jones, 2012). 결국 인터페이스는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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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사용자 측면의 인터랙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VUI 인터랙션의 구분 

 

McTear(2018)는 VUI 인터랙션을 one-shot queries 와 

slot-filling dialogues 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3]에서 위에 두 

가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One-shot queries 의 경우, 사용자 

주도의 인터랙션으로 이루어지며, 사용자의 입력과 시스템의 

출력으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질문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VUI 를 통해 날씨를 

묻거나, 알람을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후속 

입력이 없고,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재입력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이후의 모든 질문이나 명령은 이전의 어떤 인터랙션과도 

무관하게 처리되며 질의 전체에서 문맥이 유지되지 않다.  

 

Slot-filling dialogues 의 경우, 시스템 주도의 인터랙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스템이 인터랙션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비행기 표를 구매하는 VUI 가 있을 때, 시스템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싶은지를 

사용자에게 묻고 입력을 받는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VUI 인터랙션에서 시스템의 입력 요청에 질문을 할 

수 없다.  

 

콘텐츠형 VUI 의 경우, Slot-filling dialogues 에 가깝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온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다. Slot-filling 

dialogues 의 예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에 해당하는 

인터랙션은 기능 중심이고, 시스템의 입력 요쳥과 사용자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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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간격이 비교적 짧다. 그러나, 콘텐츠형 VUI 는 [그림 

3]에서처럼 사용자의 입력 사이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길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One-shot queries 나 Slot-filling 

dialogues 에서 무응답 상황을 대응하던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림 3] 기존 VUI 인터랙션과 콘텐츠형 VUI 인터랙션 비교 

 

콘텐츠형 VUI 는 대개 긴 시간 동안 널리 흩어져 있는 

일련의 짧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력을 요구하는 

질문이 나타날 때 사용자의 사용 행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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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VUI 오류 유형 및 대응방식 
 

본 절에서는 콘텐츠형 VUI 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무응답 

오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VUI 오류 유형과 VUI 오류 

대응방식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오류 유형에 대한 

연구와 오류 대응방식에 대한 연구가 있다. VUI 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는 크게 4 가지로 구성된다. 

Dirk(2010)의 연구에 의하면, 우선 오류 감지, 오류 해석, 오류 

회복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있고, 이와 별개로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4]. 

 

 
[그림 4] 오류 대응(Error Management)의 4 가지 절차 

 

 

2.1. VUI 오류 유형 

 

Karat(1999)은 음성과 타이핑으로 전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음성 ASR(Automatic 

Speech Recognition) 시스템에서의 턴테이킹 실패를 아래와 

같이 크게 4 가지로 분류하였다. 각각은 단어와 명령어가 잘못 

입력될 수 있는 경우들을 포함한다. 이는 객관적으로 잘못 

입력되는 데이터의 유형을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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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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입력된 상황  

l  받아쓰기 인식 실패 (Dictation as command 
misrecognition):  

입력하려는 발화가 명령어로 작동한 경우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에 

대한 파악과 분석은 부재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VUI 에서의 

오류는 그 원인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류 

원인에 대한 파악과 분석은 필수적이다.  

 

Schnelle-Walka(2010)는 VUI 인터랙션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분류하고자 하였다[그림 5]. 

우선 사용자의 입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가장 먼저 

분류하고, 입력과 불입력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다시 한번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도 콘텐츠형 VUI 에서 

발생하는 오류 유형은 설명하지 못한다. 콘텐츠형 VUI 에서의 

무응답 상황은 명령 불입력에 해당하지만, 의도치 않게 입력할 

타이밍을 놓치는 것으로 입력 거부 성공과 입력 거부 실패로 

분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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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VUI 음성인식 오류의 발생 원인 (D. Schnelle-Walka, 

2010) 

 

이후 LuperFoy(1998)는 VUI 인터랙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레벨 0 에서 7 까지로 

구분하였다. 이는 최근까지도 오류 유형 분류의 기본으로 

여겨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두 연구의 한계를 가장 잘 보완하고 

있으며, 오류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레벨에 따라 유형을 

나열함으로써 오류의 경중을 살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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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VUI 오류 대응방식 

 

2.2.1. 오류 회복 차원에서의 오류 대응방식 

 

오류 회복은 오류의 발생 원인에 대한 해석이 완료된 후 

진행된다. 하지만, 오류 회복을 위한 대응방식은 비효율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류 회복의 절차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Turunen(2001)은 7 가지 단계를 

통해 오류 회복의 대응방식을 정리했다.  

 

l 1 단계 오류 감지 (Error Detection):  

시스템 혹은 사용자가 오류를 발견함 

l 2 단계 오류 원인 분석 (Diagnosis of cause):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함 

l 3 단계 오류 교정 계획 (Planning a correction):  

적합 오류 회복 전략을 선택함 

l 4 단계 오류 교정 시행 (Executing the correction): 

시스템에서 에러 회복을 위한 발화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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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5 단계 오류 교정 알림 (Informing the error correction):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오류 회복을 위한 대응이 있었음을 

알림 

l 6 단계 기존 대화로 복귀 (Returning to the primary 

dialogue):  

교정 후, 시스템은 어떻게 기존 대화로 복귀할지 정함 

l 7 단계 오류 방지 (Preventing error):  

추가로 있을 수 있는 오류를 위해 도움말을 제공함 

 

이러한 오류 회복 전략을 사용해서 오류 확률이 높은 

입력에 대해서 사용자가 음성으로 철자를 하나씩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응방식에 대한 선호를 알아본 

Cohen(2004)의 연구에서는 재빨리 되묻는 방식이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었다.  

 

2.2.1. 오류 방지 차원에서의 오류 대응방식 

 

VUI 인터랙션은 사용자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드백이 부재할 경우 여러 종류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피드백이 존재할 경우, 오류율을 

감소시키고, 사용자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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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오류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피드백 루프 (Ballentine, 

2007) 

 

오류 방지를 위한 방법에는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 Ballentine(2007)은 피드백을 주는 것만으로도 

오류율 을 감소시키고, 상태 불인지 에러를 방지하고, 사용자가 

시스템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오류 방지 차원에서 시스템이 작동중임을 인지시키기 위해, 

입력 직후 성공적으로 입력을 받았다는 피드백을 주는 것이 

가능하고, 정보를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의 

입력을 직접 되묻는 방식을 활용하여, 오류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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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인터랙티브 콘텐츠 디자인 
 

본 절에서는 콘텐츠형 VUI 의 상위 개념인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학술적 정의와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디자인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어떤 평가 지표들을 사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Interactive Digital Narrative(IDN)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Roth(2016)에 의하면 Interactive 

Digital Narrative(IDN)에서 사용자는 능동적인 역할을 맡고, 

콘텐츠의 흐름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인터랙티브 

콘텐츠에서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용자의 경험을 평가한다. 

첫번째는 능동적인 참여(Agency)로 사용자가 본인의 선택으로 

콘텐츠의 방향과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두번째로 몰입감(Immersion)은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사용할 때 

완전히 다른 현실에 사로잡힌 듯한 몰입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능동적인 참여와 몰입감으로 인한 감정적 

변화(Transformation)를 평가의 지표로 삼고 있다 [표 1]. 

 

 
[표 1]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사용자 경험 평가 지표 (Rot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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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el(2014)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특성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 작용성(interactivity)은 3 가지 분류 

기준을 평가의 지표로 삼고 있었다. 첫번째는 인터랙션의 빈도로 

사용자의 개입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에 해당한다. 두번째는 

인터랙션의 범위로, 사용자가 개입하여 변화를 줄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보기 위한 지표이다. 마지막으로 

영향력의 정도는 사용자 선택으로 인해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한다.   

 

 
[표 2]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Interactivity 평가 지표 (Laurel, 

2014) 

 

이러한 평가 지표와 이를 사용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기존 연구들은 주로 VR 게임과 같은 시각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대상으로 하며, 지속적 몰입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스마트스피커를 통해 사용하는 콘텐츠형 VUI 의 

경우, 멀티태스킹 환경을 고려했을 때, 지속적 몰입이라는 평가 

지표가 적절하지 못하다. 스마트스피커의 기기 특성과 사용 

행태를 반영한 새로운 평가 지표를 적용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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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제 1 절 연구 문제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형 VUI 사용 중에 있어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응답 대응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여, 사용자들의 

사용 행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한 대응방식을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한 후, 사용 및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경험과 대응방식이 적용된 콘텐츠형 

VUI 의 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그림 7] 연구 문제의 도식화 

 

연구 문제 1. 콘텐츠형 VUI 에서 무응답 상황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연구 문제 2. 무응답 상황은 어떻게 대응해줘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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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연구 문제에 대한 세부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콘텐츠형 VUI 에서 무응답 상황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1-1. 콘텐츠형 VUI 에서 무응답은 얼마나 발생하는가?  

1-2. 콘텐츠형 VUI 에서 무응답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1-3. 콘텐츠형 VUI 에서 무응답의 비율은 사용자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1 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스피커를 통해 

콘텐츠형 VUI 를 사용할 때, 무응답 상황이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고, 사용자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콘텐츠형 VUI 를 제작하고 

배포하여,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사용자 주도의 사용자 입력,  시스템 출력의 

구조에서, 시스템 주도로 사용자의 입력을 요구하는 구조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한 

번의 입력을 통해 자동으로 진행되는 기존의 인터랙션과 달리, 

사용자의 입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콘텐츠의 방향을 

조정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주의를 지속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2. 무응답 상황은 어떻게 대응해줘야 하는가? 

2-1. 각 대응방식에 따른 사용성은 어떻게 다른가 

2-2. 각 대응방식에 따른 작업 부하는 어떻게 다른가 

2-3. 각 대응방식에 따른 오류율은 어떻게 다른가 

 

연구 문제 2 에서는 연구 문제 1 에서의 발견을 기반으로 

무응답 대응방식을 설계하고 구현하여, 프로토타입을 사용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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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도록 하고자 한다. 사용 후에는 각 프로토타입의 사용성과 

작업부하, 그리고 오류율이 어떻게 다른지를 평가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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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을 위한 개념 정의 
 

본 절에서는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 분석을 위해 사전에 

정의되어야 할 개념들과 연구 방법과 결과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게 될 용어와 개념들에 대해 정의하고자 한다.  

 

1. 무응답 

 

무응답은 콘텐츠형 VUI 를 사용하면서, 시스템의 입력 요청이 

있었을 때, 사용자가 아무런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2. 응답 

 

응답은 콘텐츠형 VUI 를 사용하면서, 시스템의 입력 요청이 

있었을 때, 사용자가 입력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3. 오류 

 

오류는 콘텐츠형 VUI 를 사용하면서, 시스템의 입력 요청이 

있었을 때, 사용자가 입력을 했지만, 인식이 불가능하거나 

처리가 불가능한 입력을 한 경우이다. 

 

4. 능동적 추가 사용 

 

본 연구에서 제작한 콘텐츠형 VUI 는 기본적으로 인터랙션이 

시작된 후, 한 개의 음악은 제공이 되지만, 그 이후로는 

사용자의 사용 의사가 있어야지만 콘텐츠가 이어진다. 능동적 

추가 사용은 기본적으로 제공된 한 개의 음악 콘텐츠 이후에 



 

 22 

제공된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콘텐츠형 VUI 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의사로 판단하였다.  

5. 세션과 인터랙션 

 

본 연구에서 제작한 콘텐츠형 VUI 를 한 번 사용하기 

시작하여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세션으로 정의하고, 세션 

중간에 시스템의 입력 요청과 사용자의 응답, 무응답 쌍은 

인터랙션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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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과정 
 

본 연구는 콘텐츠형 VUI 사용이 기존의 일반적인 VUI 

사용과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 발견한 무응답 

상황에 적합한 대응방식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앞 장에서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각 

연구문제가 다음의 연구 과정을 통해 검증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8]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본 연구는 크게 (1) 

사용자 조사, (2) 시스템 설계 및 구현, (3) 프로토타입 사용 및 

평가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그림 8] 연구 과정 

 

첫째, 사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용자 조사는 25 명의 

구글홈 스마트스피커 사용자를 모집하여 진행하였다. 둘째, 

시스템 설계 및 구현에서는 사용자 조사를 통해 수집한 사용 

로그 데이터 및 설문 데이터를 토대로 설계 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셋째, 프로토타입 사용 

평가를 위해 스마트스피커 사용자를 모집하여, 세 가지의 

프로토타입을 각각 5 일씩 사용하도록 하고, 평가를 진행하였다. 

사용 로그 데이터와 설문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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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용 행태 조사 방법 
 

2.1.  콘텐츠형 VUI 제작 

 

본 연구는 기존과 다른 콘텐츠 VUI 의 사용 행태가 어떻게 

다른지 우선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콘텐츠형 VUI 를 제작했다.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Google 에서 제공하는 

Dialogflow라는 툴킷을 활용했다. Dialogflow를 통해 음성 또는 

텍스트 기반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작할 수 있고, 구글홈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그림 9] Dialogflow 의 화면 예시 

 

 

사용 행태 조사를 위해 제작한 ‘클래식 메이트’라는 

서비스는 구글 계정 연동을 통해, 사용자의 사용 횟수에 맞게 

해당하는 회차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콘텐츠의 구성이 달라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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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차의 콘텐츠는 먼저 사용자에게 몇 번째 사용인지를 

안내하고, 해당 회차 클래식 음악의 하이라이트를 15 초 정도 

들려준다. 이후에 음악만 들을 것인지, 음악에 대한 설명을 함께 

들을 것인지를 물으면, 사용자의 응답에 따라 작곡가에 대한 

설명이나 음악에 얽힌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제공하거나, 음악만 

제공한다. 첫 번째 음악 재생이 완료되면, 들었던 음악과 

어울리는 두 번째 음악을 들을 것인지를 묻고, 사용자의 응답에 

따라 음악과 설명을 제공하거나 바로 종료한다 [그림 10].  첫 

번째 음악과 두 번째 음악의 조합은 클래식 도메인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작곡가, 악기 편성, 음계, 빠르기 

등을 비교하여 두 작품의 조합을 구성하였다.  

 

 
[그림 10] 콘텐츠형 VUI 클래식 메이트의 인터랙션 흐름 

 

[표 3] 첫 번째 음악과 두 번째 음악의 조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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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참여자 모집 

 

제작한 콘텐츠형 VUI 를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와 스마트스피커 관련 

커뮤니티들을 통해 구글홈 스피커를 사용하는 25 명의 사용자를 

모집했다. 15 일 동안 ‘클래식 메이트’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자연스러운 사용 행태를 보기 위해, 사용 방법만 알려주었을 뿐, 

사용에 강제성을 두지는 않았다.  

 

[표 4] 사용 행태 조사 참여자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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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형 VUI ‘클래식 메이트’의 소재가 클래식 음악이기 

때문에, 클래식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관심과 지식이 있는 

사용자들을 위주로 모집하였다. 참여자들은 구글 홈 

스마트스피커를 구매한지 1 개월이 넘었고, 주 3 회 이상 

사용하고 있었다. 모집된 참여자들의 세부 프로필은 위의 [표 

4]와 같다.   

 

2.3.  사용 로그 및 설문 데이터 수집 

 

본 사용자 조사는 사용 로그 데이터와 설문 데이터 두 

가지를 수집하였다. 우선 25 명의 참여자가 각각 15 일 동안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사용하면, 발화 데이터가 로그로 

수집되었고, 참여 기간 동안 총 3 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참여 기간동안 클래식 메이트를 평균 13.16 회 세션 

사용하였고, 일평균 0.88 회 세션을 사용하였다 [그림 11].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클래식 음악, 음악에 대한 설명, 첫번째 

음악과 두번째 음악의 조합에 대해 각각 평가를 받았고,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표 5].  

 

 
[그림 11] 참여자들의 시간에 따른 사용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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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설문으로 수집한 데이터 

 
 

 

2.4. 데이터 분석 

 

2.4.1. 사용 로그 데이터 분석 

 

15 일 동안 총 363 개의 콘텐츠형 VUI 사용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각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용자들의 발화 데이터는 해당 툴킷에 기록되어 이 데이터를 

정리하여 분석하는데 활용했다. ‘클래식 메이트’는 한 번의 세션 

안에서 사용자의 응답을 총 두 번 요구한다. 두 번의 인터랙션 

시도에서 참가자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각 인터랙션은 다음의 요소들로 구분하였다. 

Evoke(E)는 콘텐츠형 VUI 의 사용 시작 , Main music(M)은 첫 

번째 음악의 하이라이트 부분, Description(D)는 첫 번째 응답 

요청에서 설명을  듣기로 한 경우, Pair music(P)는 두 번째 응답 

요청에서 어울리는 음악을 듣기로 한 경우, No description/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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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r music(X)는 각 응답 요청에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 

No input(N)는 각 응답 요청에서 아무 응답도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이들을 조합한 13 가지의 경우를 사용 유형에 따라 

분류를 시도하여 [표 6]을 구성했다. 

 

[표 6] 사용 로그 데이터 분석을 위한 유형 분류 

 
 

2.4.2. 설문 데이터 분석 

 

설문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프로토타입 설계를 위한 디자인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회에 걸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을 통해 

인사이트 중심으로 재배열되었다. 핵심 인사이트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추출하여 배치하였으며,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세 

가지 인사이트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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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프로토타입 설계 및 구현 방법 
 

실험을 위한 프로토타입은 사용 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제작한 ‘클래식 메이트’를 위해 사용했던 Google 의 

Dialogflow 를 활용하여 제작했다. 사용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원칙(development rationale)을 도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대응방식을 디자인하고 적용하였다. 앞선 사용자 조사를 

통해, 콘텐츠형 VUI 는 무응답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기존의 무응답 대응방식은 연쇄적인 오류(Error 

Spiral)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무응답 대응방식 외에, 두 가지 대응방식을 

고안하고, 이를 해당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해당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무응답의 

대응방식은 인식 불가능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와 동일하다. 

무응답이 발생할 경우, 인텐트 파악이 불가능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 3 회까지 사용자의 재입력을 요청한다. 3 회에 도달하면, 

해당 서비스 혹은 에이전트가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종료된다.  

 

 
[그림 12] Dialogflow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무응답 대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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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응방식을 달리하는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기 위해, 

해당 코드를 수정하여 각 프로토타입에 적용하였다. 무응답에 

대응하는 방식 외에 모든 구성을 동일하게 제작하였다. 

 

 

 

 
[그림 13] 세 가지 프로토타입의 작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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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프로토타입 사용 및 평가 방법 
 

총 14 명의 구글 홈 스마트스피커 사용자들 모집하여 각 

프로토타입을 5 일씩 총 15 일동안 각자의 집에서 사용하고, 각 

프로토타입 사용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반구조화 인터뷰를 통해 각 대응방식의 장점과 

단점, 가장 불편했던 순간에 대해 질문했다. 이후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4.1. 리크루팅 

 

사용 행태 조사 시와 유사한 채널을 활용하여 프로토타입 

사용 의향이 있는 총 14 명의 사용자를 모집하였다. 

프로토타입의 자연스러운 사용을 조사하기 위해, 각자의 집에서 

하루에 세 번씩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프로토타입 

사용을 상기 시켜주기 위해, 매일 리마인더를 보내주었다. 이에 

따라, 각 참여자는 본인의 일정에 따라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였다. 

 

[표 7] 프로토타입 평가 조사 참여자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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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8 명, 여성 6 명으로 성비를 맞추고자 했고, 30 대 6 명, 

20 대 8 명으로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27.43 세에 해당했다. 

스마트스피커 사용 기간은 3 개월 이상 1 년 미만이 42.86%로 

가장 많았고, 1 년 이상의 장기 사용자와 3 개월 미만의 초기 

사용자는 각각 28.57%로 같았다. 다만, 사용 기간에 상관없이, 

50%의 참여자는 스마트스피커를 매일 사용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스피커 및 인공지능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대한 지식 수준에 대해 응답을 요청했을 때, 7 점 중에 평균 

4.93 점으로 대체적으로 중간 이상의 지식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  

 

4.2. 프로토타입 사용 및 평가 

 

참가에 동의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험 가이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유선으로 환경 설정을 돕고,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이후 참가자들에게 15 일간 집에서 각자의 구글 

홈 스마트스피커를 통해 각 프로토타입을 5 일씩 일 3 회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각 프로토타입에 대한 평가는 프로토타입 

사용이 종료되는 마지막 날에 진행되었다. 사용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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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을 두지는 않았지만, 매일 일정 시간에 리마인더를 통해 

프로토타입 사용을 유도하였다.  

 

 
[그림 14] 실험 가이드의 예시 

 

각 프로토타입 사용이 종료되는, 5 일, 10 일, 15 일 차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첫번째, 사용자들의 스마트스피커 사용 환경과 관련된 

항목으로, 직접 관찰하지 못하는 참여자들의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두번째, 프로토타입의 사용성과 관련된 항목으로, 

각 프로토타입의 유용성, 학습성, 복잡성 등 HCI 분야에서 

시스템의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SUS(System Usability Scale) 

척도를 사용하였다(Brooke, 1996). 세번째, 프로토타입의 작업 

부하와 관련된 항목으로, 무응답 상황에 각각의 대응방식이 

사용자에게 어떤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파악하기 위해 NASA-

TLX(NASA Task Load Index)의 설문 항목을 사용하였다(T. E. 

Nygre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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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사용성 평가 : SUS(System Usability Scale) 

 

SUS(System Usability Scale)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척도이다(Brooke, 1996). 해당 척도는 

사용자들의 각 항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평가하는 10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있다[표 8].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문장을 

11 점 척도를 써서 평가하도록 했으며, 긍정적인 문항(홀수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짝수 문항)이 섞여 있다. 이 10 가지 문항 

평가 결과는 0 에서 100 까지의 척도로 이루어진 전체 점수로 

환산한다. 다만, 사용성 중에서도 각 프로토타입이 어떤 상세 

항목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항목을 직접 통계 분석을 통해 비교했다.  

 

[표 8] 사용자에게 제공한 SUS 설문 항목 

 
 

 



 

 36 

4.2.2. 작업 부하 : NASA-TLX(NASA Task Load Index) 

 

NASA-TLX 는 1980 년대 초반에 미국의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에서 개발한 주관적 과업 

난이도 평가 척도이다(T. E. Nygren, 1991). 사용자가 과업을 

진행하는 중에 느끼는 부하를 평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한 사용자에게 주관적인 평가를 요청하는 

것이다. 여러가지 방법의 과업 난이도 평가 방법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인정되고 있는 NASA-TLX 를 활용하여, 각 

프로토타입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부담을 평가하고 정량화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9] NASA-TLX 평가 항목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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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반구조화 인터뷰 

 

반구조화 인터뷰는 질적 조사 방법론(qualitative research 

methods)으로 사건, 행동, 사람에 대한 간단한 스냅샷(snap-

shot)을 넘어 소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목표로 

한다(Bonoma,1985; Patton,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인터랙티브 콘텐츠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후 인터뷰는 원칙적으로 면대면으로 

30 분 가량 진행되었으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 인터뷰로 

대체하였다.  

 

4.3. 데이터 분석 

 

[그림 14]처럼 서버에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되, 

사후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맥락을 보완하여 실제 사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 하에 

모두 녹취되어 전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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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서버에 기록되는 사용 로그 데이터의 예시 

 

서버에 기록된 데이터는 사용자의 응답 유무와 오류 여부를 

중심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응답 유무에 따라 응답과 

무응답으로 기록하고, 응답 중에서도 프로토타입에서 인식이 

불가능했던 응답의 경우 No matched intent 로 기록하여 오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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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사용 로그 데이터의 정리 예시 

 

정리된 사용 로그 데이터는 프레임워크 접근(framework 

approach)를 통해 분석되었다. 프레임워크 접근은 일종의 

연역적 분석 기법으로 전통적인 질적 분석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최근 사용자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Pope, 

2000). 연구자들에 의하면 질적 샘플링 전략은 통계적으로 

대표성 있는 답변자들의 그룹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결과의 상대적인 빈도를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오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질적 데이터 

분석은 그들의 고유한 형태로 보존되고, 분석적인 카테고리나 

이론적 설명을 발전시키거나 만들어내기 위해 색인화될 

필요성이 있다.  

 

Pope(2000)가 제시한 프레임워크 접근을 통한 데이터 

분석의 방법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번째, 

익숙해지(familiarization) 단계에서 연구자는 로우데이터(raw 

data)에 몰입해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테마를 찾아야 한다. 두번째 단계는 테마 프레임워크 

규명하기(identifying a thematic framework)로, 데이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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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아낼 수 있는 모든 핵심 이슈, 컨셉, 테마를 규명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산출물은 세부 색인(index)을 지닌 

데이터로 관리가 가능한 하나의 집합을 이루게 된다. 세번째 

단계는 테마 프레임워크나 인텍스를 체계적으로 모든 데이터에 

적용하는 색인하기(indexing) 단계이다. 네번째 단계는 차트 

만들기(charting)로 연구자는 데이터를 프레임워크에 따라 

재배열하고, 순수하게 데이터를 요약한다. 이는 단순한 인용구 

텍스트의 모음과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은 지도 그리기와 

해석(mapping and interpretation) 단계로 컨셉과 맵을 정의하기 

위해 차트를 사용하여 유형을 만들고 테마들 간의 관계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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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이 장에서는 사용 행태 조사를 통해 도출된 인사이트와 

이를 기반으로 설계한 세 가지 프로토타입 사용 및 평가에 따른 

결과를 본격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제 1 절 사용 행태 조사 결과 
 

콘텐츠형 VUI ‘클래식 메이트’의 사용 로그 데이터와 설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콘텐츠형 VUI 의 무응답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에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인사이트가 

도출되었다.  

 

 
[그림 17] 사용 행태 조사 결과 요약 

 

1. 사용자는 주의가 쉽게 분산되며, 무응답이 발생한다  

 

콘텐츠형 VUI ‘클래식 메이트’의 363 개의 사용 로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2.87%는 사용자의 응답이 부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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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총 두 번의 입력 요청이 있는데 20% 이상이 주의가 

분산되어, 원치 않게 응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콘텐츠형 VUI 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연구자들의 의도에 맞게 

사용할 확률은 61.70%로 절반 이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주의는 쉽게 분산되며 응답을 못하고 있었다. 가끔 

발생하는 예외상황으로 판단하고 처리하기에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처리할 수 없는 응답이나, 입력이 부재할 때의 

기존 무응답 대응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림 18] 주의 지속의 관점에서 분류한 인터랙션 

 

이러한 사용자의 주의 분산으로 인한 무응답의 원인은 크게 

3 가지로 볼 수 있었다. 병행 활동, 물리적 이동,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무응답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었고, 그 중 병행 활동과 

물리적 이동으로 인한 무응답은 비의도적,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의도적 무응답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9]. 

 

 
[그림 19] 주의 분산으로 인한 무응답 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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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는 응답을 해야한다는 사실에 부담감을 느낀다  

 

콘텐츠형 VUI 는 사용자의 입력과 선택에 따라 콘텐츠의 

내용과 흐름이 바뀐다는 점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주지만, 동시에 매번 사용자의 입력을 요구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P16 은 콘텐츠형 VUI 를 사용할 때마다, 

똑같은 질문으로 입력을 요청하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꼈고, 

P04 의 경우에도 직접 입력하는 과정을 번거롭다고 표현했다.  

 

“몇가지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매번 노래를 재생할때마다 

설명을 듣겠냐는 질문을 해서, 매번 네 혹은 아니오를 말해줘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P16) 

“전체적으로 만족하면서 쓰는 편입니다. 다만 매번 노래의 

설명을 들을지 말지 선택하도록 나왔을 때, 직접 네 혹은 

아니오를 말해줘야해서 번거롭다고 생각했습니다.” (P04) 

 

멀티턴 인터랙션도 단시간에 이루어질 경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주의를 유지하며, 사용자가 본인이 말을 해야하는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하지만, 콘텐츠형 VUI 의 경우, 사용 

시간이 길고 시스템의 입력 요청 사이의 간격이 길기 때문에, 

사용자의 응답이나 입력이 요구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입력이 요구되는 순간 바로 사용자에게 어떤 

선택지가 제시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처리 불가능한 

입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대응방식은 이러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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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는 에이전트가 능동성을 갖고 처리해주기를 

원한다  

 

사용자들은 콘텐츠형 VUI 의 진행이 본인의 선택과 입력이 

없을 경우, 능동적으로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본인의 응답을 입력해야 하는 순간을 인지하지 못해서 오류가 

나고, 인터랙션이 어그러지는 것보다,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좋은데 음성 인식 타이밍 때문에, 연관곡 듣기가 

캔슬날 때가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연관곡을 즐겨 듣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냥 틀어줬어도 될 것 같은데…” (P01) 

“가끔은 들으면서 집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끝나있었어요. 제가 답이 없으면, 알아서 틀어줘도 될 것도 

같아요.” (P16) 

“물어보지 않고 다음 곡을 재생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P07) 

 

P01 의 경우, 어울리는 곡을 즐겨 듣는다는 것을 콘텐츠형 

VUI 에서 파악하고, 본인의 선택과 응답을 시스템에서 

학습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P16 은 무응답 상황에서 알아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P07 은 입력 요청 

없이 재생하는 방식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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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프로토타입 평가 결과 
 

이 절에서는 사용 행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식을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 했는지와 각 프로토타입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 본격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프로토타입 설계 및 디자인  

 

기존 방식 이외의 두 가지 프로토타입은 사용 행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하고 디자인하였다. 사용 행태 조사 결과 

사용자가 무응답이 발생했을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사용자는 본인이 주의 분산으로 인해 

응답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꼈다. 둘째, 

사용자는 매번 입력을 해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형식에 

피로감을 느꼈다. 이 불편한점을 기반으로 두 가지 대응방식을 

새롭게 디자인하고자하였다. 첫번째, 응답할 타이밍을 놓친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즉시 재요청하지 않고, 시간차를두고 

되묻는 방식을 통해 기회를 주고자 했다. 두번째, 매번 입력하는 

형식에 대한 피로를 느끼는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사용 기록을 

통해 VUI 가 알아서 넘어갈 수 있는 방식을 사용했다. 기존 

콘텐츠형 VUI 의 무응답 대응방식은 사용자의 무응답이 

발생하면, 곧바로 콘텐츠형 VUI 가 대응방식을 발현한다. 

사용자의 응답, 처리 가능한 입력이 없이는 콘텐츠형 VUI 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무응답이 발생했을 때, 즉시 

재요청하여 사용자의 정확한 의도와 의사를 파악해야 진행이 

가능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1) 사용자의 사용 기록을 

기반으로 입력이 없이도 진행하는 방식과, (2) 기존 대응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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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차를 두고 유보하는 방식으로 대응방식을 설계하고 

디자인했다.  

 

 

 
[그림 20] 프로토타입 설계 및 디자인 

 

1.1.  기존 대응방식 : 즉시 되묻기 

 

기존 대응방식은 사용자의 입력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고, 

입력을 즉시 재요청하고, 최대 3 회까지 요청한다. 그 이후에는 

콘텐츠형 VUI 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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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콘텐츠형 VUI 의 기존 대응방식 

 

1.2.  새로운 대응방식 (1) : 시간차 되묻기 

 

첫 번째 새로운 방식은 사용자가 주의가 쉽게 분산되고 

입력할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즉시 

되묻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되묻는 방식으로 

디자인했다. 이 경우에도, 최대 3 회까지만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콘텐츠형 VUI 가 종료된다. [그림 22]에서를 

예시로 살펴보면, 무응답 상황의 발생하면 바로 직전 콘텐츠로 

돌아간다. 음악의 하이라이트가 다시 나온 후, 설명을 함께 들을 

것인지를 묻는 방식이다. 이 방식도 기존 방식과 마찬가지로 

최대 3 회까지 사용자의 요청을 되묻는다.  

 

 
[그림 22] 새로운 대응방식(1) : 시간차 되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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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새로운 대응방식 (2) : 사용기록 기반 자동 진행 

 

두 번째 새로운 대응방식은 사용 행태 조사에서 조사 

참여자들이 자동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니즈와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디자인된 대응방식이다. 이 대응방식은 사용자의 기존 

사용 기록을 활용한다. [그림 23]을 기반으로 예를 들면, 시스템 

상에 설명을 들었을 때 증가하는 ‘설명’이라는 변수와 음악만 

들었을 때 증가하는 ‘음악’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둔다. 각 

세션에서 사용자의 사용에 따라 변수는 1 씩 증가하게 된다. 

무응답 상황이 되었을 때, 두 변수를 비교하고 더 큰 변수가 

‘설명’ 변수일 경우, 설명을 주로 듣는 사용자로 판단하고, 

설명을 듣기로 선택했을 때와 같은 콘텐츠를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음악’ 변수가 클 경우, 음악만 듣는 사용자로 

판단하고, 설명을 듣지 않기로 했을 때와 같은 콘텐츠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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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새로운 대응방식(2) : 사용기록 기반 자동 진행 

 

2. 프로토타입 평가 결과  

 

세가지의 대응방식을 사용한 후, 설문을 통해 수집한 

사용성 평가와 작업 부하 평가, 사용 로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오류율을 중심으로 프로토타입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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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프로토타입 평가 도식화 

 

2.1.  사용성 평가 (System Usability Scale, SUS) 

 

각 프로토타입에 대한 SUS 의 10 개 문항별 환산 점수를 

도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형 VUI 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agner(2008)가 제시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 방식은 66.2 점으로 가장 낮았고, 수용도 범위에 있어서는 

marginal high 로 애매한 경계에 존재했다. 새로운 방식인 

시간차 되묻기와 사용기록 기반 자동 진행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75.7 점과 81.6 점을 받았고, 수용도 범위는 모두 

acceptable 로 수용 가능한 편에 속했다. 환산 점수는 새로운 두 

방식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세항목을 통계분석한 결과, 

사용기록 기반 진행 방식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10 개의 평가 문항 중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항목과, 자주 사용할 것 같은 지에 대한 두개의 항목에서 기존 

방식보다 사용 기록 기반 진행 방식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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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SUS 환산 점수와 평가 결과 

 
 

 
[그림 25] Bagnor 의 SUS 평가 기준 (Bagner et al., 2008) 

 

2.2.  작업 부하 평가 (NASA Task Load Index, NASA-

TLX) 

 

기존 방식의 작업 부하는 25.2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시간차 되묻기, 사용기록 기반 자동 진행 순이었다. 새로운 

대응방식 모두, 기존 방식보다 작업 부하가 낮다고 나타났지만, 

각 상세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 시간적 압박감과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에 있어서 기존 방식과 사용기록 기반 자동 진행 

방식이 차이가 있었다. 이는 기존 방식처럼 사용자의 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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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재요청하는 방식이 사용자에게 시간적인 압박감과 사용을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사용 

기록을 기반으로 진행했던 방식은 사용자의 입력이 없어도 

알아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적인 압박감이 

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 NASA-TLX 평가 결과 

 
 

2.3.  오류율 

 

오류율은 무응답 상황이 발생하여 각 대응방식을 적용했을 

때,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각 대응방식이 적용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모든 

인터랙션 로그가 아닌, 무응답 상황 발생 후, 대응방식이 적용된 

인터랙션 로그 218 개만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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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응답 대응방식이 적용된 218 개의 인터랙션을 분석한 

결과, 기존 방식은 무응답 후 오류율이 50.6%로 가장 높았다. 

이는 기존 방식으로 사용자의 입력을 즉시 재요청했을 때, 

사용자가 처리 가능한 유효한 입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의 발화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무응답이 발생하고, 기존 방식으로 대응했을 때, 

“뭐라고?”,”뭐라는거야?”처럼 본인이 현재 무엇을 

말해야하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시간차 되묻기는 오류율이 17.05%로 가장 났았지만, 

무응답 후 무응답 비율이 54.55%로 연쇄적인 무응답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용자에게 응답할 기회를 

다시 주어, 콘텐츠형 VUI 의 인터랙션이 어그러지지 않고 

사용하도록 디자인된 대응방식이었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자들이 콘텐츠형 VUI 로부터 주의 집중이 더욱 멀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사용기록 기반 자동 진행은 무응답 후에, 

사용자의 처리 가능한 응답이 있을 확률이 42.5%로 가장 

높았다. 오류는 31.91% 시간차 되묻기 방식보다 높았지만, 처리 

가능한 응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림 26] 각 대응방식 이후의 인터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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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콘텐츠형 VUI 에서 

발생하는 무응답 상황에 대해 발생 정도와 원인, 유형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응방식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표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사용 행태 조사, 프로토타입 설계 및 디자인, 

프토토타입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쳤다. 각 연구 문제 답을 하면서 

본 연구를 요약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콘텐츠형 VUI 에서 무응답 상황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1-1. 콘텐츠형 VUI 에서 무응답은 얼마나 발생하는가?  

1-2. 콘텐츠형 VUI 에서 무응답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1-3. 콘텐츠형 VUI 에서 무응답의 비율은 사용자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가? 

 

무응답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았을 때, 그 

비율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콘텐츠형 VUI 에서 무응답 상황은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콘텐츠형 VUI ‘클래식 메이트’의 사용 

로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2.87%는 사용자가 응답을 하지 

못하는 무응답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  

 

콘텐츠형 VUI 의 소재가 되는 음악과 뉴스 등은 사용자들이 

배경적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콘텐츠형 VUI 의 형식은 

린포워드 미디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소재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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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뉴스는 린백 미디어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들은 대부분 병행 

활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집안일을 하거나, 출근 준비를 

하면서 콘텐츠형 VUI 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주의 분산이 일어났다. 또한 물리적으로 스마트스피커와 멀어질 

경우, 본인이 응답해야 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응답을 

했지만 입력이 되지 않는 경우 존재했다.  

25 명의 사용자 중에서 15 명의 사용자는 최소 한 번 

이상의 무응답 상황에 노출되었다. 나머지 10 명의 경우 

콘텐츠형 VUI 의 입력 요청에 모두 응답을 보였다.  

 

연구 문제 2. 무응답 상황은 어떻게 대응해줘야 하는가? 

2-1. 각 대응방식에 따른 사용성은 어떻게 다른가 

2-2. 각 대응방식에 따른 작업 부하는 어떻게 다른가 

2-3. 각 대응방식에 따른 오류율은 어떻게 다른가 

 

무응답 상황은 어떻게 대응해줘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사용기록 기반 자동 진행 방식의 사용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SUS 환산 점수는 둘 모두 기존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살펴 보기 위해, 각 상세 항목을 

비교했을 때, 사용기록 기반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유의미하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작업 부하 평가에 있어서도 두 가지 새로운 대응방식 모두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각 항목을 비교해보았을 때는 

사용기록 기반 방식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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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대응방식 후 인터랙션 분석을 통해, 오류율과 

콘텐츠의 세션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기존 방식이 대응방식 직후 50.6%의 비율로 오류가 나타나 

가장 오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차 되묻기 방식과 

사용기록 기반 자동 진행 방식 모두 80% 이상의 비율이 세션을 

잘 마무리하고 있었다.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기존 방식은 오류 

혹은 연쇄적인 오류로 인해 콘텐츠형 VUI 가 어그러져 부정적인 

사용 경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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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논의 
 

본 절에서는 무응답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식을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첫번째, 콘텐츠형 VUI 의 배경적 사용 행태를 고려해야 한다. 

콘텐츠형 VUI 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사용자의 선택이 

콘텐츠의 진행에 반영되면서 변형이 되기 때문에, 린포워드 

미디어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형 

VUI 의 소재는 음악, 뉴스, 동화 등 사용자들이 병행 활동을 

하면서 소비한다는 점에 있어서 린백 미디어의 특성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형 VUI 에서 무응답 상황은 쉽게 

나타나고, 이러한 무응답에 대응하는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 

 

두번째, 콘텐츠형 VUI 는 대응방식에 있어서, 간접 데이터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직접 입력이 

없을 때, 기존 사용 기록(히스토리)을 기반으로, 콘텐츠의 

진행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외에도 사용자에게 초기에 

설정하여,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를 사전에 

선택하도록 하거나, 무응답의 누적에 따라 사용자의 사용 의도를 

파악하는 등 다른 간접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콘텐츠형 VUI 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정확도와 

콘텐츠 진행 중 우선 순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기능 중심의 

VUI, 수행해야 할 테스크가 명확하고, 정확도가 중요한 영역은 

사용자의 정확란 입력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에, 

콘텐츠형 VUI 는 콘텐츠의 진행과 소비 자체가 중요한 영역으로 

무응답 상황에 있어서,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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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콘텐츠 유형에 따라 다른 주의 정도 

 

본 연구는 콘텐츠형 VUI 중에서 클래식 음악을 주제로 한 

서비스를 평가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그러나,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사용자의 주의 집중의 정도와 개입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래식 음악이 아닌 동화의 

경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콘텐츠의 내용이 달라지는 정도가 

더욱 크기 때문에, 사용자의 배경적 사용 행태의 정도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형 VUI 에서의 

무응답 대응방식에 대한 고려를 위해서는, 해당 콘텐츠가 

사용자의 개입을 얼마만큼 요구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플릭스의 밴더스내치, 

네이버 클로바의 동화 만들기처럼 사용자의 개입으로 인해서, 

콘텐츠가 진행되는 방향과 내용의 차이가 크다면, 본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배경적 사용 행태의 정도가 덜할 수 있었을 

것이다. 

 

2.2. 연구의 확장 가능성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콘텐츠형 VUI 의 소재는 

클래식 음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 소재를 벗어나, 

무응답 대응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확장 가능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클래식 음악처럼 사용자의 배경적 사용 

행태가 두드러질 수 있는 영역은 뉴스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스마트스피커 사용자들은 뉴스 정보를 해당 

기기를 통해 소비하고 있다. 음악 재생과 마찬가지로, 뉴스의 

경우 사용자들은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배경적으로 

틀어놓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사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주제와 관심 영역에 대한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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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인 선택이 매번 반영되어야 한다기  보다,  배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클래식 음악에 

사용한 무응답 대응방식도 유사하게 적용가능하다. 예를 들어, 

뉴스 기반의 콘텐츠형 VUI 에서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소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사용자에게 제공되었을 때, 

무응답이 발생하면, 사용자의 입력을 재요청하는 기존 방식보다, 

사용기록 기반의 진행 방식으로 인터랙션이 어그러지지 않는 

방법이 더 적절할 수 있다.  

 

 

 

 

 

 

 

 

 

 

 

 

 

 

 

 

 

 

 

 



 

 60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첫번째 한계는 한정적인 피실험자 수와 조건이다. 

사용 행태 조사는 25 명, 프로토타입 사용 및 평가는 14 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기존 방식 이외에 제공한 두 개의 프로토타입 

이외에도 달리 무응답을 대응할 수 있지만, 두 가지의 

프로토타입만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한정적일 수 

있다.  

 

둘째, 평가의 기간이 너무 짧아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종단 연구(longitudinal study)가 필요로 된다. 사용 

행태 조사는 15 일이었지만, 프로토타입 평가는 5 일로 진행했기 

때문에, 평가의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원격으로 각 실험 참여자의 집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통제가 어려웠다는데 한계가 있다.  

자연스러운 실생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선택한 

사항이었지만, 통제하지 못한 변수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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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일반적인 싱글턴 VUI 인터랙션과 태스크가 

명확한 기능 중심의 VUI 와 다른 콘텐츠형 VUI 의 사용 행태를 

살펴봤다는 점에서 시의적으로 VUI 인터랙션 연구 분야의 

확장에 기여한다. 앞으로, VUI 인터랙션은 멀티턴 인터랙션을 

통해 복잡하고 복합적인 테스크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응답 상황과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또한 콘텐츠형 VUI 가 실제 사용자에게 사용되는 행태를 

탐구하고 콘텐츠형 VUI 경험 증진을 위한 설계를 제언했다는 

점에 있어서 산업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논의를 통해, 실제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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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anaging  
No-response situations  

in Content driven Voice User Interface 
 

ByungHi Ko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Program in 

Digital Contents and Informatio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Voice User Interface (VUI) is an interface method that enables 
human-machine interaction by analyzing meaning in human 
speech based on speech recognition technology. The VUI was 
rapidly disseminated with the development of voice recognition 
technology, thereby applying the VUI to various devices, making 
it now available anywhere. 
 
With the spread of various smart speakers such as Amazon 
Echo and Google Home, each company is distributing and 
providing toolkits that are easy to develop, and third-party 
development services are also increasing. These services 
sometimes provide and terminate a single request as before, but 
there are many VUIs (Voice User Interface) that are content 
driven, which are longer than or between interactions. These 
content driven VUIs differ greatly in the number, spacing, and 
length of sessions from interactions based on fast turn-taking 
that users are familiar with. In order to design this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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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n VUI,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behavior and needs 
of the users used, but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these 
interactions is also essential. 
 
In a content driven VUI, non-response situations occur more 
often than in a typical function oriented VUI with no user input. 
This study consists of two user surveys to understand the non-
response situation in a content driven VUI and to produce and 
distribute prototypes based on it. 
The first user survey produced and distributed a content driven 
VUI called 'Classic Mate' and conducted a 15-day user survey of 
25 participants. Through this, we wanted to see how many non-
responses actually occurred, what caused non-response, and 
whether different types of non-response occur for different 
users. 
Analysis attempts based on usage log data showed that 22.87% 
of the total 363 usage log data were found to have missed the 
input timing due to the user's missed attention in the middle of 
use. There were three main reasons for this problem. First, all 
users were doing parallel activities using a content driven VUI. 
Second, many users were not aware of the VUI's response 
requests because of the physical movement in the middle of 
using the content driven VUI. Finally, a small number of users 
used the content driven VUI as an alarm every morning through 
routine settings. However, the last case was considered 
intentional non-response, and was not considered to be a use 
behavior characteristic. 
 
In the second user survey, a prototype with three non-response 
responses was created to provide users with and assess usability 
and workload. The existing method immediately re-requests 
user input when an unresponsive situation occurs. The second 
method does not immediately request input but rewinds it to the 
previous content and then requests it. The last method 
automatically proceeds based on the user's history of use. 
Fourteen participants were asked to use each of the captiv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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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total of 15 days, five days each, and as a result, automatic 
responses based on usage records received statistically significant 
good reviews for both usability and workloa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of the two user surveys, the points 
to be considered for designing a content driven VUI were 
addressed as a point of discussion, and systemically suggested 
for each. First, a content driven VUI cannot create a good use 
experience by overlooking the user's attention distribution. This 
is because they are exposed to non-response situations at a 
considerable rate, and more than half of users experience non-
response situations. Second, in non-response situations, users' 
previous records can be used as data for content driven VUI 
progression. In addition, we also need to think about what other 
data we can use to proceed with the content driven VUI. 
 
This study was conducted remotely at each participant's home, 
so there was a limit to the difficulty of full control. In addition,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the duration of the survey may 
be limited to the number of participants who are insufficient to 
divide the type. 
 
However, common single-turn interactions and tasks have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the VUI research field in that 
they have looked at the emerging use of content driven VUIs, 
unlike clear function-oriented VUIs.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the content driven VUI explored the behavior used by actual 
users and proposed a design to enhance the content driven VUI 
experience. 

 

 

Keywords : VUI(Voice User Interface), User Study, Content 

driven VUI, no response, no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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