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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VUI(Voice User Interface) 기기인 스마트 스피커가 가정 내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뉴스 듣기나 음악 재생과 같은 미디어 

사용뿐만 아니라 요리나 운동 등 복합적인 활동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VUI 는 신체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사용자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도록 활동 과정에 따라 정보적, 인지적으로 보조하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스마트홈 서비스에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용자의 수행을 돕기 위한 VUI 를 디자인할 때, 

활동 중 사용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DM(Dialog Management)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여러 하위 

활동들이 절차적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활동에서 멀티 턴의 대화가 

발생하고 관련 맥락 정보에 따라 사용자의 상황이 수시로 변화하게 

되며, 이에 VUI 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한다면 오히려 사용자의 

수행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합적인 활동에서 사용자의 

수행을 보조하고, 나아가 만족도 높은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DM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VUI 서비스는 사용자의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대화 순서나 질의응답 내용 등이 정해진 고정형 DM 을 

기반으로 디자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VUI 의 대표적인 유즈케이스로 

홈트레이닝(At-home workout)이 있다. 기존 VUI 기반 홈트레이닝 

서비스는 사용자의 운동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운동 방법이나 운동 

부위 등에 따라 정해진 운동량만 제시하는 고정형 DM 을 기반으로 

디자인되고 있다. 홈트레이닝에서 여러 운동들을 수행함에 따라 

사용자의 컨디션이 수시로 변화하게 되고, 이러한 컨디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운동을 수행하면 부상 위험이 커지고 운동 성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홈트레이닝을 위한 VUI 는 운동 중 

사용자의 컨디션 변화와 같은 상황 변화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DM 을 

변형하여 적절한 트레이닝을 제시하는 가변형 DM 을 기반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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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가변형 DM 디자인에서 DM 을 변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사용자 맥락 정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기존 

접근 방식대로 사용자의 발화 표현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소요 

시간이나 활동량 등 발화 외 활동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홈트레이닝에서 운동 중 컨디션 변화를 사용자의 발화 표현과 같은 

주관적인 정보에서 파악하는 것보다 운동 페이스(운동 시간 대비 

운동량)와 같은 객관적인 정보에서 유추하여 트레이닝을 변형하는 것이 

VUI 가 사용자의 운동 수행을 보조하는 데 적절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홈트레이닝과 같은 복합적인 활동 중 사용자의 

맥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대화 방식을 도출하고, 파악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DM 을 변형할 수 있는 가변형 DM 기반 VUI 디자인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복합적인 활동에서 DM 의 사용자 상황 반영 여부가 

사용자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파일럿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가변형 DM 이 고정형 DM 보다 사용 만족도와 

몰입도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실험 

설계를 위한 실험 변수를 설정하였다. 둘째, 활동 중 사용자 맥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대화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간접 대화 방식이 직접 대화 방식보다 사용성이 

좋고 작업 부하가 낮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맥락 정보의 DM 연동 방식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했다. 셋째, 사용자 

상황 인식에 따른 DM 의 적절한 변형 방식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적절성, 유용성, 변형 인식에서 개별 변형 방식을 

전체 변형 방식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성은 개별 

변형 방식이 더 높았으나, 작업 부하는 전체 변형 방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운동 수행을 분석한 결과, 변형 방식에 따른 

사용자의 주관적 운동 강도에 차이가 없었으며, 개별 변형 방식이 운동 

페이스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용자의 발화 표현이 아닌 발화 외 활동 정보에 

연동하는 가변형 DM 을 디자인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Google Dialogflow 를 통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In-

situ 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가변형 DM 기반 VUI 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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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산업적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퍼스널 트레이닝 측면에서 운동 페이스 조절 개념을 기반으로 

홈트레이닝을 위한 VUI 를 디자인했다는 점에서 융합적 의의가 있다. 

 

주요어 : VUI, DM, 사용자 맥락 정보, 홈트레이닝, 개인화 

학   번 : 2018-2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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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최근 VUI(Voice User Interface) 기기인 스마트 스피커가 가정 내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미국 Loup Ventures 사의 스마트 스피커 판매 예측 

모델에 따르면 2025 년까지 판매량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미국 내 1 억 

가구 이상(75%)이 스마트 스피커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미국 외 

국가에서도 8 천 5 백만 가구가 스마트 스피커를 사용할 것이며, 이러한 

수치는 2025 년 2 억 9,900 만 대, 300 억 달러 매출까지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그림 1]. 

 

 
[그림 1] 스마트 스피커 판매량 예측① 

 

이러한 배경에서 VUI 의 유즈케이스도 확장되고 있는데[그림 2], VUI 는 

기존의 뉴스 재생, 음악 듣기와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 사용 뿐만 아니라 

 
① Bret Kinsella, “Loup Ventures Says 75% of U.S. Households Will Have 

Smart Speakers by 2025, Google to Surpass Amazon in Market Share”, 

Voicebot.ai,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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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나 요리 등 절차적이고, 복합적인 활동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VUI 는 협업 측면에서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Porcheron et al., 

2017), VUI 는 신체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사용자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적, 인지적 보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Luger, 2016; 

Cowan et al., 2017). 또한 VUI 와의 음성 인터액션은 대다수의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스마트 

홈 서비스에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VUI 유즈케이스의 확장② 

 

이와 관련하여, 복합적인 활동에서 사용자의 수행을 돕기 위한 

VUI 를 디자인할 때, 활동 중 사용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DM(Dialog Management)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기능 수행 위주의 대화는 대부분 짧고 간단한 싱글 턴의 대화지만, 

복합적인 활동의 경우 여러 하위 활동들이 절차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길고 복잡한 멀티 턴의 대화가 발생하며, 관련된 맥락 정보에 따라 

사용자의 상황이 수시로 변화하게 되고 이에 VUI 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한다면 오히려 사용자의 수행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수행을 보조하면서 만족도 높은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② Adobe report, “State of voice assistan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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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화 방식을 변형할 수 있는 

DM 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VUI 서비스는 사용자의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대화 순서나 질의응답 내용 등이 정해진 고정형 DM 을 

기반으로 디자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유즈케이스로 

홈트레이닝(At-home Workouts)이 있다. 최근 VUI 를 피트니스 

분야에서 활용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데(Chung et al., 2018), 이는 

VUI 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운동 횟수를 세거나 운동 방법을 가이드 

해주는 등 퍼스널 트레이너(Personal Trainer)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림 3]. 

 

 

[그림 3] VUI 기반 홈트레이닝 서비스 예시③ 

 

홈트레이닝은 사용자가 주로 혼자 운동하고, 운동 과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개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자신의 수행능력이 

가능한 정도의 정보나 지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어 운동 성과에 대한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허선양, 2019). 그러나 기존 VUI 

기반 홈트레이닝 서비스는 사용자의 운동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운동 

방법이나 운동 부위 등에 따라 정해진 운동량만 제시하는 등 고정형 

 
③ Amazon alexa skills ‘Health and Fitness’ (ama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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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을 기반으로 디자인되고 있다. 특히 홈트레이닝에서 사용자가 여러 

운동을 수행함에 따라 컨디션이 변화하게 되고, 이러한 컨디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운동을 수행하게 되면 부상 위험이 커지고 운동 성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홈트레이닝을 위한 VUI 는 운동 

중 사용자의 컨디션 변화와 같은 상황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화 방식을 변형하여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가변형 DM 을 

기반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가변형 DM 디자인에서 대화 방식을 변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맥락 정보를 어떤 대화를 통해 파악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기존 접근 방식대로 사용자의 발화 표현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소요 

시간이나 활동량 등 발화 외 활동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VUI 가 운동 중 컨디션 변화를 사용자 발화 표현과 같은 주관적인 

정보에서 파악하는 것보다 사용자의 운동 페이스(운동 시간 대비 

운동량)와 같은 객관적인 정보에서 유추하여 대화 방식을 변형하는 것이 

운동 수행을 보조하는 데 적절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홈트레이닝에서 운동 중 사용자의 컨디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대화 방식을 도출하고, 파악한 사용자 컨디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화 방식을 변형하는 가변형 DM 을 디자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복합적인 활동 중 사용자 맥락 정보를 DM 에 연동하기 위한 

대화 방식 및 사용자 상황 인식에 따른 DM 의 변형 방식에 대한 디자인 

인사이트를 도출하여, 결론적으로 사용자 맥락 정보에 연동하는 가변형 

DM 기반 VUI 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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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앞 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홈트레이닝과 같은 복합적인 

활동에서 사용자 맥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대화 방식을 도출하고, 파악한 

사용자 상황에 따라 대화 방식을 변형하는 가변형 DM 디자인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예비조사를 통해 DM 의 사용자 운동 상황 반영이 

사용자의 수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운동 중 

사용자의 컨디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대화 방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컨디션 정보에 연동하는 DM 의 변형 방식을 

디자인하고 평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정형 DM 및 가변형 DM 에 따른 사용자의 수용을 비교하기 

위해 MVP(Minimum Viable Product)를 제작하여 파일럿 실험을 진행하고, 

조건 간 사용 만족도와 몰입도 차이를 알아본다. 

 

둘째, 운동 중 사용자의 컨디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대화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이후, 평가 

설문을 통해 DM 연동 방식에 대한 디자인 인사이트를 도출한다. 

 

셋째, 파악한 사용자 컨디션 변화에 따른 DM 의 변형 방식을 

디자인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실험 및 평가 설문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맥락 정보에 연동하는 가변형 DM 기반 VUI 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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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이 장에서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 대해 

서술한다. 총 세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절에서는 

사용자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DM 디자인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서 두 

번째 절에서는 사용자 맥락 정보의 DM 연동 방식에 대한 디자인 

방법론으로써 사용자 맥락 기반 인터액션 디자인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에서는 홈트레이닝에서 사용자의 운동 상황에 

따른 DM 의 변형 방식 디자인의 기초가 되는 트레이닝 이론에 대해 

정리한다. 

 

제 1 절 사용자 수행 보조를 위한 DM 디자인 
 

이 절에서는 복합적인 활동에서 사용자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DM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VUI 의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DM 의 구조 및 역할에 대해 정리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복합적인 활동에서 멀티 턴의 대화를 위한 DM 디자인 방식을 사례 위주로 

탐색하고자 한다. 

 

1.1 DM 의 구조 및 역할 

 

VUI 는 사용자의 음성 입력을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로 

변환하는 ASR(Automated Speech Recognition), 텍스트에서 발화 의미를 

추출하고 해석하는 NLU(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및 자연어 

이해에 따라 다음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응답을 판단하는 

DM(Dialog Management) 그리고 시스템의 응답을 음성 출력으로 변환하는 

TTS(Text-to-Speech Synthesis)로 구성된 인터페이스를 말하며[그림 4], 

이중에서 DM 은 음성 인터페이스의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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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음성 인터페이스의 구조④ 

 

Dialog Management 또는 Dialog Manager 라고 부르기도 하는 DM 은 

VUI, 텍스트 기반 챗봇, 체화된 대화형 에이전트 등 대화형 시스템 

설계에서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Harms, J. G., et al(2018)은 DM 

시스템의 구조와 정보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그림 5]. 

 

 
[그림 5] DM 시스템 구조 및 정보의 흐름 (Harms, J. G., Kucherbaev, P., 

Bozzon, A., & Houben, G. J., 2018) 

 

 
④  Speech Interface (https://blog.dialogflow.com/post/speech-interface-3-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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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시스템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대화 상태(Dialog State)는 대화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기록하여 대화를 해석하고 VUI 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바탕이 된다. 또한 대화 상태는 VUI 의 서비스 목표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데, 대화에서 하나의 세부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최종 목표 

달성까지 다음 대화의 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화 방침(Dialog Policy)은 대화 상태가 업데이트되면 새로운 대화를 

제시하고, VUI 가 취해야 할 다음 작업 수행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즉, 

대화 방침은 DM 의 핵심 요소로 대화 맥락, 외부 서비스, VUI 의 응답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대화 방침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할 개념으로 

그라운딩(Grounding), 주도권(Initiative), 도메인(Domain)이 있다. 먼저 

그라운딩은 대화 당사자 간의 공통 이해를 만드는 것으로, 암시적인 또는 

명시적인 확인 과정을 통해 사용자의 입력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이뤄진다. 

다음으로 주도권은 대화 방침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인데 사용자가 시스템에 

질문하여 대화를 진행하면 사용자 지향 주도권, 반대로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질문하여 대화를 진행하면 시스템 지향 주도권, 대화 과정에 

따라 대화를 주도하는 당사자가 변화하면 혼합 주도권으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메인은 특정 행동, 작업 상태, 발화 의도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 도메인마다 고유한 방침에 따라 위계적 또는 보조적 도메인들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구조에 기반하여 DM 은 맥락 해석, 도메인 지식 관리, 

작업 선택, 에러 관리 등 크게 네 가지 역할을 한다(Skantze, 2007; 이청재, 

2010). 먼저 맥락 해석은 이전 대화 기록이나 작업 수행 기록 등에 따라 

현재 대화의 맥락을 해석하는 것이며, 이는 대화에서 그라운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도메인 지식 관리는 해당 

도메인에서 사용자의 의도를 추론하고, 적절한 정보 소스에 접근하는 

것이다. 그리고 DM 의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 선택은 시스템의 

다음 작업을 선택하며, 이는 사용자와 VUI 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에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에러 관리는 대화에서 자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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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가 불가능한 불분명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재발화를 요청하는 것이다. 

 

1.2 복합적인 활동에서 멀티 턴의 대화를 위한 DM 디자인 방식 

 

일반적으로 VUI 에서 다음 작업 수행의 선택 기준에 따라 DM 

디자인을 수작업 방식(Handcrafted)과 기계학습 방식(Machine-

Learning)으로 분류하지만, 이는 자연어 이해의 측면에서 분류한 것으로, 

사용자와의 인터액션 측면에서 멀티 턴의 대화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수행 상황에서 멀티 

턴의 대화에 대한 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DM 디자인을 규칙 기반 고정형 

DM 과 사용자 맥락 기반 가변형 DM 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대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2.1 규칙 기반 고정형 DM 

 

규칙 기반 고정형 DM 은 기능 수행 위주의 보조적인 활동에서 주로 

활용되는데, VUI 가 사용자로부터 여러 정보 객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대화를 진행하고, 추후 사용자 피드백에 따라 

규칙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발화에서 포토샵 디자인 도구와 하위 속성값들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인식하여 전문가의 디자인 작업을 보조하는 Vocal 

Shortcuts 개발에 대한 연구가 있다(YS Kim et al, 2019). 이 연구에서는 

디자인 작업 중 빠른 도구 전환 및 작업 적용을 위해 음성 인터액션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사용자의 명령어 발화 인식을 위해 크게 3 가지 파트로 

DM 을 구성하였는데, 먼저 명령어에서 도구명과 해당 도구를 활용하는 

작업을 분류하는 파트와 명령어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설정값을 파악하는 

파트, 그리고 문서에서 디자인 작업이 적용되는 부분을 해석하는 파트로 

구성하였다. 또한, 명령어 처리 과정에서 불분명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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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 시스템이 우선순위에 따라 판단한 명령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1.2.2 사용자 맥락 기반 가변형 DM 

 

사용자 맥락 기반 가변형 DM 은 기능 수행뿐만 아니라 사용자와의 

협업에서 주로 활용되는데, 대화 맥락 또는 작업 맥락에서 사용자의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인터액션의 자유도를 높이고자 한다. 

 

대화 맥락 활용의 사례로, 대화형 에이전트 디자인에서 트리거-질문-

응답과 같은 단순한 인터액션 구조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사용자의 피드백 

발화와 같은 암시적인 대화 힌트(Implicit conversational cue)를 파악할 것을 

제안한 연구가 있다(Vtyurina & Fourney, 2018). 이 연구에서는 VUI 가 

요리 가이드를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피드백 발화를 유형화하였는데, 

동일한 발화 표현도 이전 대화 맥락에 따라 에이전트의 발화 표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내용을 재확인하는 근거 피드백, 시스템이 사용자의 

발화 의도를 이해하지 못 했을 때 이를 수정하기 위한 의도 피드백, 

시스템의 응답 내용에 대한 평가 발화로 사용자 의도에 따라 올바른 작업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연관 피드백으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작업 맥락에서 사용자의 활동 정보를 활용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화를 수행하고자 한 연구가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시각적 정보가 없는 VUI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센서를 추가적으로 

활용하거나, VUI 와 연동되는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상황을 유추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인터액션을 디자인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LIDAR 센서를 통한 사물 인식 및 상황 추론 기반 VUI 

(Laput, G., & Harrison, C., 2019)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LIDAR 센서를 

활용하여, 요리에서 사용하는 도구의 형태에 대한 패턴을 학습하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요리 도구를 바탕으로 요리 과정을 유추하고, 그에 따른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수행을 보조하였다. 또한, 센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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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주행 속도, 브레이크 여부, 도로 상황 등 운전 상황 데이터를 

수집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운전자의 인지 부담 수준을 분석하여 운전 중 

대화형 에이전트의 적절한 정보 제공 타이밍을 찾는 연구가 

있었다(Taniguchi, Tadahiro, et al., 2015). 한편, 사용자의 컨디션 상태와 

주변 기후 환경에 따라 운동 동기 부여 메시지를 다르게 제시하는 대화형 

에이전트(Fujita et al., 2019)는 스마트폰의 GPS 센서를 통해 현재 위치의 

기후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동시에 사용자에게 컨디션 상태에 대해 

질문하고 응답 내용에 따라 메시지를 다르게 제시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제 2 절 사용자 맥락 기반 인터액션 디자인 
 

이 절에서는 사용자 맥락 정보의 DM 연동 방식에 대한 디자인 

방법론으로 사용자 맥락 기반 인터액션 디자인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VUI 에서 다루는 사용자 맥락 정보에 대해 살펴보고, 사용자 맥락 기반 

인터액션 디자인을 위한 암시적 인터액션 프레임워크를 알아본다. 다음으로 

개인화 관점에서 사용자에 맞춰 대화 방식을 변형하는 VUI 에 대한 선행 

연구를 탐색하여 전반적인 연구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2.1 VUI 에서 사용자 맥락 정보 

 

Dey(2001)는 맥락을 사용자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 객체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정보 객체는 사용자와 시스템을 

포함하여, 사용자와 시스템 간 인터액션과 관련된 사람, 장소 또는 다른 

정보 객체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맥락은 성별, 모국어 등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정적인 정보 또는 날씨와 같은 시간이 지남에 변하는 

동적인 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Turner, 1997). 

 

VUI 에서는 여러 맥락 중에서도 대화 상황과 관련된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대화 해석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사용자의 의사소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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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Bunt, 1994). 이와 관련하여, Rickel 

& Johnson(2000)은 대화형 에이전트의 일관된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풍부한 맥락 표현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맥락을 대화 맥락과 

작업 맥락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대화 맥락은 대화 내적인 맥락으로 이전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대상을 특정하거나 다음 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작업 맥락은 대화 외적인 맥락으로 대화가 이뤄지는 

환경이나 사용자의 작업 과정과 관련된 정보이다. 

 

본 연구에서는 홈트레이닝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사용자 맥락 정보 

중에서 성별, 키, 몸무게 등 정적인 맥락 정보가 아닌 운동을 수행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동적인 맥락 정보인 사용자의 컨디션에 따라 운동 

상황을 인식하는 가변형 DM 을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2.2 암시적 인터액션 프레임워크 

 

HCI 분야에서 사용자 맥락 기반 인터액션 디자인은 주로 맥락 

인식(Context-aware)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맥락 인식은 시스템이 

여러 맥락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사용자와의 인터액션을 암시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인식 시스템은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수집해야 할 맥락 정보를 감지하고, 파악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다음 작업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Ju, W., & Leifer, L.(2008)은 암시적 인터액션 

프레임워크(Implicit Interaction Framework)를 제시했다[그림 6]. 암시적 

인터액션은 명시적인 입력이나 출력 없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인터액션을 암시적으로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식은 기존의 전통적인 컴퓨팅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동 저장이나 

스팸메일 필터링,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같이 사용자 주의에서 벗어난 

곳에서 인터액션이 일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유추한 사용자 니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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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시스템이 먼저 시작하는 인터액션으로 사용자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고 

시스템 주도하에 인터액션이 일어나는 것이다. 

 

암시적 인터액션 프레임워크는 주의 요구 수준과 주도권에 따라 디자인 

방식을 구분할 수 있다. 주의 요구는 시스템과의 인터액션에서 요구되는 

사용자의 주의 수준이며, 주도권은 인터액션을 시작하는 당사자를 뜻한다. 

요구되는 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전경(Foreground), 낮을수록 

배경(Background)으로 구분하고 인터액션을 시작하는 당사자가 시스템이면 

선제적(Proactive) 인터액션, 사용자면 반응적(Reactive) 인터액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6] 암시적 인터액션 프레임워크 (Ju, W., & Leifer, L., 2008) 

 

또한 암시적 인터액션에 대해 Serim, B., & Jacucci, G(2019)는 Input & 

Effect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암시적 인터액션이란 사용자 행동의 결과에 

시스템이 연동하여 어떤 상황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디자인할 때 

사용자의 행동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의 적절한 쌍을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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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VUI 인터액션 디자인은 사용자의 주의를 요구하는 직접적인 

대화가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주의 수준이 낮은 

자연스러운 행동에서 간접적으로 맥락 정보를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DM 을 

변형하여 주변적(Ambient)으로 인터액션하는 VUI 를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2.3 사용자 개인화를 위한 VUI  

 

시각적 정보가 없는 VUI 는 사용자의 인지 부담을 초래하며, 또한 

사용자가 VUI 를 트리거하기 위한 발화나 VUI 의 기능에 대해 학습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화의 관점에서 사용자의 학습 가능성을 높이고 인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에 맞춰 인터액션 방식을 조정하는 VUI 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Myers, C., et al(2018)는 이를 적응형 

VUI(Adaptive VUI)와 적응 가능한 VUI(Adaptable VUI)로 구분하였다. 

 

먼저 적응형 VUI 는 시스템 피드백, 맥락 정보, 주도권 등에 기반하여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개인화되는 VUI 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Karsenty 

& Botherel(2005)은 시스템 주도권과 제공된 피드백 양의 변화에 따라 안내 

또는 비안내 모드로 전환하는 TRAVELS 라는 VUI 를 개발하였다. VUI 가 

사용자를 초보자로 인식하지 않는 시점부터 안내 모드에서 비안내 모드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비안내 모드로 전환되었을 때 시스템 오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며 일부 사용자들이 VUI 의 변화에 혼란을 겪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적응형 VUI 는 자동화를 통해 사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적응 방식에 대해 사용자의 멘탈 모델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적응 가능한 VUI 는 사용자의 주도하에 개인화가 진행되며, 

사용자가 선호에 따라 사용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VUI 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Huyghe, J., et al(2014)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용자의 발화 

패턴을 선택적으로 학습하는 ALADIN 이라는 태블릿 PC 기반 VUI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음성 입력과 사전에 정의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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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함께 분석하는데, 사용자의 명령어에서 반복되는 발화 단위를 찾고 

이와 관련 있는 작업 수행이 무엇인지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적응 가능한 VUI 는 사용자가 VUI 작동 방식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없지만 

시스템이 사용자의 의도와 발화 표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맥락 정보에 연동하는 DM 의 변형 방식을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본 암시적 인터액션 프레임워크와 사용자 

개인화를 위한 VUI 연구를 바탕으로 DM 변형 방식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자의 운동 상황에 따라 트레이닝 방식이 적절하게 변형되었는지, 

실제 운동에 도움이 되었는지, 트레이닝 방식이 변형되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제 3 절 트레이닝에 대한 이해 
 

이 절에서는 홈트레이닝을 위한 가변형 DM 기반 VUI 를 디자인할 때,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트레이닝 이론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내용을 탐색한다. 첫째, 트레이닝 방식을 구성하기 

위해 트레이닝의 기본 원리를 정리한다. 둘째, VUI 가 개인의 운동 상황에 

맞는 트레이닝을 제시하는 퍼스널 트레이너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컨디션에 맞게 트레이닝 방식을 변형하기 

위해 운동 페이스 조절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3.1 트레이닝 원리 

 

VUI 기반 홈트레이닝 서비스를 디자인하기 위해 트레이닝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트레이닝의 원리는 과부하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반복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특이성의 원리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서로 다른 측면을 다루고 있지만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16 

어느 한 가지 원리라도 고려하지 못한다면 전체적인 트레이닝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박기용, 2003). 각 원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분류 내용 

과부하의 원리 
일상생활 중에 받는 부하 자극보다 강한 물리적 운동 자극을 

주어야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점진성의 원리 

운동 기간 중에 운동 부하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고, 동시에 

트레이닝의 양도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트레이닝의 과제 또는 

운동 방식을 점차 복잡한 것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반복성의 원리 
운동 기술이나 전술의 습득 또는 의지력의 함양을 위해 반복 

트레이닝을 통해 신체기관의 적응, 조직의 개선을 한다 

개별성의 원리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거나 개인의 기술적인 단점을 보완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 대한 주관적인 관찰과 

객관적인 평가도 포함하여 개인의 능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특이성의 원리 

어떤 운동을 실시하더라도 트레이닝 수행 시 모든 체력 요소들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에서 요구되는 체력을 중점적으로 

발달시켜 트레이닝의 목적을 성취한다 

[표 1] 트레이닝의 원리 

 

본 연구에서는 점진성의 원리 및 과부하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현재 컨디션에 맞는 운동을 함으로써 운동 성과를 점진적으로 향상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운동 종류에 따라 정해진 운동량을 제시하는 

고정적인 트레이닝 방식이 아닌 사용자의 컨디션 변화를 반영하여 운동량을 

조절하고자 하였다. 

 

3.2 퍼스널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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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트레이닝은 운동 수행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운동을 처방하고 

가이드 하는 복합적인 훈련과정이다(한승훈, 2015). 퍼스널 트레이너의 

역할은 개인마다 다른 신체의 특징과 개인의 다른 활동 환경에 맞춰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전하고 적절하게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정덕조, 2013). 또한 퍼스널 트레이너 ⑤ 는 고객의 개별적인 특성, 

고객의 체력 수준, 고객에게 맞는 운동 유형과 형태, 목표와 능력에 따라 

적절한 순서와 계열을 가지고.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Heleen(2019)은 퍼스널 트레이너의 운동 코칭 과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표 2]. 

 

주제 내용 

목표 달성 이상의 성공 
1) 어떤 수치 자체보다 성공 경험이 중요함 

2) 운동 수행에서 성공은 일종의 학습에 관한 것 

개인적인 관계의 가치 
1) 고객과 코치의 관계는 코칭에서 매우 중요함 

2) 사회적 지지가 주요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음 

상황 특성에 맞는 조언 
1) 고객의 일상 생활에 맞는 조언이 필요함 

2) 고객의 상황 정보는 코치에게 유용함 

동기 부여의 중요성 

1) 궁극적인 행동 변화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대치 제시가 중요함 

2) 고객의 내재적인 동기가 필수적임 

3) 고객에게 적합하고, 구체적인 단기 목표 설정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됨 

[표 2] 운동 코칭의 내용 

 

또한, 퍼스널 트레이닝에서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평가를 통해 

트레이닝이 얼마나 잘 제공되었는지 파악하는 일이다. Schmidt & 

Wrisberg(2004)는 운동 수행에 대해 피드백할 때, 피드백에 어떤 정보를 

 
⑤  Personal trainer (en.wikipedia.org/wiki/Personal_tr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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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해야 하는지, 피드백 정보를 어떻게 명확하게 전달할지, 얼마나 자주 

제공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Robb(1972)은 

운동 수행자가 자신의 운동 수행과 운동 결과에 대한 지식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이상적인 운동과 차이를 줄여나가게 된다고 말하였다. 

 

퍼스널 트레이닝에서 VUI 를 활용한 대표 사례로 TandemTrack 

연구(Luo. Y., Lee, B., & Choe, E. K, 2020)가 있다. TandemTrack 은 

사용자의 일상적인 운동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오늘의 운동 제시, 운동 

기록 수집, 피드백 및 리마인더를 지원하는 스마트폰과 스마트 스피커로 

구성된 멀티모달 시스템으로 디자인되었다. 스케줄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권유하고, 운동량을 조절하기 위한 타이머 역할로 스마트 스피커를 

활용하였으며, 대화를 통해 간편하게 운동 기록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각적 정보를 제시하지 못 하는 스마트 스피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운동 기록에 대한 시각화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연구는 운동 수행 관리의 측면에서 VUI 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사용자의 컨디션 변화에 따른 트레이닝 방식 변형 

등 운동 중 인터액션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3.3 운동 페이스 조절 

 

Thompson(2014)에 따르면 운동 페이스 조절은 전체 운동 과정에서 

운동 상황에 따라 운동 수행자의 에너지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다. 

페이스 조절의 목표는 피로나 부상 없이 원하는 운동 성과를 내는 것으로, 

운동 과정 내 에너지 분포, 시간, 거리, 체력 등에 대해 유산소 및 무산소 

신진대사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컨디션은 운동 수행자의 신체 및 심리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운동 수행자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박혜원, 2019). 따라서 컨디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페이스 조절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체력 수준에 따라 적합한 

운동 처방을 위해 다양한 맨손 운동을 활용할 수 있다(ACS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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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운동 페이스의 조절은 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연구가 다수였다. 이는 마라톤이나 수영과 같은 장기적인 

유산소 운동에서 페이스 조절을 위해 일정 지점마다 운동 기록을 측정하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Berndsen(2019)은 마라톤 러너의 최종 기록 

예측하여 레이스 중 페이스 조절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스마트 워치에 적용하고자 했다. 이러한 접근은 이전부터 시도되어 왔는데, 

마라톤 러너의 최고기록 달성을 돕는 러닝 페이스 추천 시스템 연구가 

있었다(Barry, 2017). 이들 연구에서는 단위 시간당 운동 수행자의 운동 

기록을 바탕으로 적정 운동 페이스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편, 유현진(2016)은 스마트 워치를 활용한 무산소 운동에서 운동 

페이스 조절을 위한 감각 피드백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운동 중에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로써 운동 페이스 조절은 

횟수 카운팅과 동기 부여로 구성되며, 그중 운동 횟수는 목표와 운동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 페이스 조절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운동 

수행의 중요한 변수를 신체적 컨디션으로 보고, 운동 페이스 조절을 위한 

측정 단위로 시간당 운동 횟수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가변형 DM 의 

구성은 사용자의 컨디션 변화를 파악하는 측정 파트와 그에 따라 트레이닝 

방식을 변형하는 변형 파트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컨디션 변화에 

따른 운동 페이스 조절을 위한 VUI 의 핵심 기능으로 운동 시간의 조정 및 

휴식 제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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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제 1 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복합적인 활동에서 사용자 맥락 정보에 연동하여 적절하게 

DM 을 변형할 수 있는 가변형 DM 기반 VUI 를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설정한 세 가지 연구 문제와 세부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문제 1 에서 복합적인 활동에서 DM 의 사용자 상황 반영 

여부가 사용자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본실험 설계를 위한 실험 

변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정형 DM 및 가변형 DM 에 따른 

MVP 를 제작하고, 홈트레이닝 경험이 있는 VUI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비교를 위한 파일럿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문제 1 : 복합적 활동에서 DM 의 사용자 상황 반영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수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1.1 고정형 DM 및 가변형 DM 에 따라 사용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1.2 고정형 DM 및 가변형 DM 에 따라 몰입도에 차이가 있는가? 

 

다음으로 연구 문제 2 에서 활동 중 사용자 맥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대화 방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화 방식에 따라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대화 방식에 따른 사용성 및 

작업 부하 차이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맥락 정보의 DM 연동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 2 : 활동 중, 사용자 맥락 정보를 어떤 대화 방식을 통해 

     DM 에 연동해야 하는가? 

2.1 대화 방식에 따라 사용성 평가에 차이가 있는가? 

2.2 대화 방식에 따라 작업 부하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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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연구 문제 3 에서 측정된 사용자 상황 인식에 따른 DM 의 

적절한 변형 방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 2 에서 도출한 

인사이트에 기반하여 변형 방식을 디자인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변형 방식에 따른 프로토타입 평가 데이터 및 사용자의 

수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 설문 응답에 대한 질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자 맥락 정보에 연동하는 가변형 DM 기반 VUI 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 3 : 사용자 상황 인식에 따라 DM 을 어떻게 변형해야  

    수행을 적절하게 보조할 수 있는가? 

3.1 변형 방식에 따라 적절성, 유용성, 변형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3.2 변형 방식에 따라 사용성 평가에 차이가 있는가? 

3.3 변형 방식에 따라 작업 부하에 차이가 있는가? 

3.4 변형 방식에 따라 수행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 2 절 측정을 위한 개념 정의 
 

이 절에서는 연구 문제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위한 개념적 정의를 

제시한다. 아래 정의한 개념은 실험 (1)과 실험 (2)의 변인 설정 및 결과 

분석에 활용된다. 

 

1. 사용자 맥락 정보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맥락 정보를 운동 수행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신체적 컨디션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실험에서 

사용자의 컨디션 변화를 이전 세트의 운동 페이스와 현재 세트의 운동 

페이스를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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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화 방식 

 

대화 방식은 대화를 통해 사용자 맥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 

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VUI 가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여 

사용자의 발화 표현에서 컨디션 정보를 파악하면 ‘직접 대화 방식’, VUI 가 

사용자의 운동 페이스로부터 컨디션 정보를 유추하면 ‘간접 대화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3. 변형 방식 

 

변형 방식은 사용자 상황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DM 의 작업 선택 

기준에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트레이닝 이론에서 운동 페이스 조절은 

전체 운동 과정에서 운동 수행자의 에너지를 조절해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DM 의 작업 선택을 사용자의 컨디션에 따른 운동 시간 및 

휴식에 대한 조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워밍업 운동에서 컨디션 변화를 

반영하여 전체 운동 프로그램의 운동 페이스를 조정하면 ‘전체 변형 방식’, 

개별 운동이 끝날 때마다 컨디션 변화를 반영하여 운동 페이스를 조절하면 

‘개별 변형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4. 적절성, 유용성, 변형 인식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상황 인식에 따른 DM 의 변형 방식을 평가하기 

위해 적절성, 유용성, 변형 인식 평가 점수를 측정한다. 먼저 적절성의 경우, 

컨디션 파악에 따라 트레이닝 방식의 변형이 적절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용성은 컨디션 파악에 따른 트레이닝 

방식의 변형이 사용자의 운동 수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형 인식은 컨디션 파악에 따른 트레이닝 방식의 

변형을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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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 수행 

 

본 연구에서 사용자 수행은 운동 페이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프로토타입이 제시한 운동 시간당 사용자가 수행한 운동 횟수의 비율로 

측정한다. 또한 VUI 가 제시하는 트레이닝 방식에 따라 운동 페이스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주관적 운동 강도(Rating of 

Perceived Exertion)를 측정하였다. 주관적 운동 강도 척도(Borg CR10 scale; 

Borg, 1998)는 재활 의학 분야와 스포츠 코칭 분야에서 주로 활용하는 

척도로, 심박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운동 수행자가 운동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 주관적으로 1 점부터 10 점 중에 평가하는 것이다[표 3]. 

본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가 매일 3 세트 운동 수행 후, 각 세트에 대한 

주관적 운동 강도를 설문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RPE  운동 강도 운동 유형 

1  극도로 낮음 : 가벼운 스트레칭 수준 
 

 

워밍업 운동 
2  매우 낮음 : 천천히 걷는 수준 

3  낮음 : 호흡이 편안하며 움직임이 자유로운 수준 가벼운 회복 운동 

4  보통 : 대화가 가능하며 운동이 가벼운 수준 유산소 운동 

5  버거움 :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박수가 증가하는 수준  

무산소 운동 
6  어려움 : 대화가 버거우며 호흡이 어려운 수준 

7  높음 : 대화가 어려우며 운동이 힘든 수준  

최대 산소섭취가  

필요한 운동 
8  매우 높음 : 호흡이 매우 어려우며 몸이 피곤한 수준 

9  극도로 높음 : 대화가 불가능하며 한계에 다다른 수준 

10  최대치 :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도로 힘든 수준 

  [표 3] 주관적 운동 강도 척도⑥ 

 
 

⑥  RPE scale(http://www.championseverywhere.com/rpe/)와 Nike Training 

Club APP 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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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인의 통제 및 측정 
 

이 절에서는 변인의 통제 및 측정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청각 디자인 요소, 운동 프로그램, 

운동 방법, 운동 페이스 조절 기준에 대해 통제하였다. 

 

1. 청각 디자인 요소의 통제 

 

VUI 는 청각 중심의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에이전트의 음성이 사용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화형 에이전트 개발 툴킷인 

Google Dialogflow⑦를 통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는데, 프로토타입 제작이 

용이하며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TTS 음성인 Dialogflow 의 

기본 여성 에이전트 음성을 사용하였다. 또한 운동 시간 조절을 위한 

타이머용 음원은 운동 수행에 대한 음원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BPM(Beat 

per Minute) 120 내외의 보통 빠르기 박자이며, 일정한 베이스 음이 있고 

가사가 없는 펑키한 분위기의 댄스 음악 중에서 선정하였다[표 4]. 

 

분류 내용 

에이전트 음성 

1) 선정 기준 

프로토타입 제작이 용이하며, 실제 사람의 음성이 아닌 

TTS(Text to Speech) 음성 

 

2) 선정 대상 

Google Dialogflow 가 제공하는 기본 여성 에이전트 음성 

 
⑦  Google Dialogflow (dialogfl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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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용 음원 

1) 선정 기준 

BPM 120 내외의 보통 빠르기 박자로 일정한 베이스 음이 

있고, 가사가 없는 펑키한 분위기의 댄스 음악 

 

2) 선정 대상 

점핑잭 : Church of 8 Wheels (by Otis McDonald) 

푸쉬업 : Come With Some Funk (by Max McFerren)  

스쿼트 : Diskofunque (by Francis Preve) 

크런치 : We Dance (by Coyote Hearing) 

*음원출처 : Youtube Audio Library 
 

  [표 4] 청각 디자인 요소의 통제 

 

2. 운동 프로그램의 통제 

 

운동 종류 및 운동 순서를 실험 참가자가 자의적으로 구성할 경우,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험 외적 변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운동 프로그램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러 운동을 한 

세트로 하여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복합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트레이닝 방식 중에서 서킷 트레이닝을 선정하였다. 

 

서킷 트레이닝 ⑧은 체력 트레이닝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더하여 근육, 

호흡, 순환 기능의 점진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트레이닝법을 말한다. 

트레이너는 서킷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신체의 4 가지 기본적인 

영역(팔과 어깨, 허리, 복근, 다리와 엉덩이)을 고려해야 한다. 서킷 

트레이닝은 일반적으로 한 서킷에 4 개에서 10 개의 운동으로 구성되며, 

운동 사이에 휴식을 하지 않거나 짧은 시간만 휴식하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체력 부하 운동 중에서 운동 기구 없이 할 

수 있으며, 운동 방법이 복잡하지 않은 점핑잭(전신 운동), 푸쉬업(상체 

운동), 스쿼트(하체 운동), 크런치(코어 운동)로 운동 프로그램을 

 
⑧  서킷 트레이닝 (두산대백과, www.doop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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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다. 또한 적정 운동량을 수행하기 위해 세 번의 서킷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림 7] 서킷 트레이닝의 구성 

 

3. 운동 방법의 통제 

 

모든 실험 참가자가 운동 경력과 상관없이 동일한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운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실험 전 운동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을 실시하였다. 실험 환경이 실험 참가자의 집이기 때문에 운동 

가이드 영상⑨  링크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튜토리얼을 진행하였으며, 운동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였다[그림 8]. 또한 실험에서 프로토타입을 처음 

사용하는 첫 번째 세트 운동의 경우, 운동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였다. 

 
⑨ P4P youtube (http://passion4profess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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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운동 방법 가이드 영상 예시 

 

4. 운동 페이스 조절 기준 

 

본 연구에서는 운동 페이스는 운동 시간 대비 운동 횟수의 비율이며, 

실험에서 운동 중 컨디션 변화를 운동 프로그램 내 개별 운동의 이전 

세트와 현재 세트의 운동 페이스 비교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별 운동 시간은 운동 강도를 하, 중, 상으로 나누어 각 30 초, 

45 초, 60 초로 설정하였다. 이때, 첫 번째 세트는 개별 사용자마다 컨디션 

측정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기본 운동 강도로 설정하여 개별 운동 시간을 

45 초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 및 성인의 체력 측정 기준⑩을 

참고하였는데, 체력 수준을 구분하는 운동 횟수가 단위 시간당 10 회 

내외이기 때문에 운동 페이스 조절 기준을 현재 세트의 운동 페이스 대비 

20%로 증감으로 설정하였다(기본 운동 강도 45 초를 기준으로 운동 횟수 

10 회 증감 범위). 따라서 현재 세트의 운동 페이스가 이전 세트보다 20% 

이상 감소하면 하향 조정, 20% 증감 범위에 있으면 동일 페이스, 이전 

세트보다 20% 이상 증가하면 상향 조정으로 판단하였다[그림 9]. 

 

 
⑩ Fitness test (https://www.topendsports.com/testing/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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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컨디션 측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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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복합적인 활동에서 사용자 맥락 정보에 연동하는 

가변형 DM 기반 VUI 을 디자인하고 사용자 평가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홈트레이닝 경험이 있는 VUI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험 연구(Experimental Research)를 진행하였다. 

먼저, 파일럿 실험에서 DM 의 사용자 상황 반영 여부에 따른 두 가지 

MVP(Minimum Viable Product)를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평가 

설문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실험 (1)은 활동 중, 사용자 맥락 정보를 

DM 에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대화 방식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평가 설문을 실시한다. 또한 

설문 응답에 대한 질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자 맥락 정보의 DM 

연동 방식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한다. 이후 실험 (1)에서 도출한 

인사이트에 기반하여 가변형 DM 의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개발한다. 

실험 (2)에서는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평가 설문 및 

운동 수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전체 연구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0]. 

 

 

[그림 10] 연구 절차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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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파일럿 실험 
 

1.1 실험 절차 

 

파일럿 실험의 목적은 DM 의 사용자 상황 반영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수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예비 조사를 통해 본실험의 실험 변수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파일럿 실험의 대상은 홈트레이닝 

경험이 있는 VUI 사용자 중 운동 수행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20 대 이상 

남녀로 하였다. 실험 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운동 방법에 대한 가이드 

영상을 제공하고 실험 태스크에 대한 튜토리얼을 실시하였다. 실험에서는 

조건에 따라 MVP 를 1 일씩 사용하여 매일 세 번의 서킷 트레이닝을 

수행하도록 하고 평가 설문을 진행하였다. 실험 종료 후, 참가자들에게 

1 만원의 참여 보상을 지급하였다. 

 

1.2 실험 참가자 모집 

 

파일럿 실험 참가자는 VUI 사용 경험 및 홈트레이닝 경험이 있는 

사용자 중에서 운동 수행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20 대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총 6 명(남=2 명, 여=4 명)을 모집하였다. 실험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7 세(SD=3.1)이었다[표 5]. 

 

번호 나이 성별 VUI 사용 경력 홈트레이닝 빈도 

P01 32 남 1 년 이상 주 3 회 이상 

P02 26 여 1 년 이상 주 1-2 회 

P03 29 여 3 개월 이상 주 3 회 이상 

P04 28 남 1 개월 이상 주 1-2 회 

P05 24 여 6 개월 이상 주 1-2 회 

P06 24 여 3 개월 이상 주 1-2 회 

[표 5] 파일럿 실험의 참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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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험 도구 

 

먼저 파일럿 실험의 운동 프로그램은 서킷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운동의 종류는 점핑잭, 스쿼트, 푸쉬업, 크런치 등 4 가지 운동으로 

구성하였으며, 한 세트의 운동 수행 시간은 평균 10 분 정도 소요되었다. 

 

MVP 는 최소한의 기능으로 운동 순서 안내 및 운동 시간 타이머를 

설정하고, 고정형 DM 과 가변형 DM 에 따라 Google Dialogflow 로 

제작하였다. 고정형 DM 의 경우, 휴식 제공 기능이 없었으며 모든 운동에서 

기본 운동 시간인 45 초를 제시하였다. 반면, 가변형 DM 의 경우, 컨디션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운동이 끝날 때마다 사용자에게 현재 컨디션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좋음’, ‘보통’, ‘나쁨’ 중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좋음’ 이라고 

응답한 경우, 다음 운동의 운동 시간을 60 초로 상향 조정하고, ‘보통’ 

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기본 운동 시간인 45 초, ‘나쁨’ 이라고 응답한 경우 

15 초 휴식을 제공하고 다음 운동의 운동 시간을 30 초로 하향 조정하였다. 

각 MVP 의 대화 흐름 예시는 다음과 같다[그림 11]. 

 

 
[그림 11] DM 유형에 따른 대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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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평가 설문 

 

VUI 사용 경험에 대한 평가 설문에서 리커트 5 점 척도(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로 사용 만족도와 유용성을 측정하고 서비스의 장단점에 

대한 서술형 응답을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몰입도(Engagement)를 

측정하기 위해 UES-SF(User Engagement Scale Short form; H.L. O’Brien et 

al., 2018)를 사용하였다. 몰입도는 콘텐츠, 시스템, 서비스 등의 디자인에서 

보편적인 목표이며(McCarthy & Wright, 2004), 디지털 시스템과 

인터액션할 때 사용자 참여 수준의 깊이로 특징 지어지는 개념이다(O’Brien, 

2016). UES-SF 는 주의 집중, 사용성 인식, 심미적 호소, 보상 등 4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리커트 5 점 척도(1: 매우 동의하지 않음 - 

5: 매우 동의함)로 측정한다[표 6]. 또한 UES-SF 는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요인별로 분석을 하거나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분석할 수 있다. 

 

요인 문항 내용 

주의 집중 

(Focused attention) 

1. 나는 서비스 사용 경험에 완전히 몰입했다. 

2.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다. 

3. 나는 서비스 사용에 열중했다. 
 

사용성 인식 

(Perceived 

Usability) 
 

4.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좌절감을 느꼈다. 

5.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혼란스러웠다. 

6.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심미적 호소 

(Aesthetic appeal) 

7. 이 서비스는 매력적이었다. 

8. 이 서비스는 미적으로 호소했다. 

9. 이 서비스는 나의 감각에 호소했다. 

보상 

(Reward) 

10.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다. 

11. 서비스 사용 경험이 보람찼다. 

12. 나는 서비스 사용 경험이 흥미롭다고 느꼈다. 

[표 6] UES-SF 척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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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결론 

 

파일럿 실험에서는 복합적인 활동에서 DM 의 사용자 상황 반영에 따른 

사용자 수용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고정형 DM 과 가변형 

DM 에 따른 사용 만족도와 몰입도의 통계 분석(Paired T-test)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그림 12]. 

 

 
[그림 12] DM 유형에 따른 사용 만족도와 몰입도 차이 

 

먼저 사용 만족도에서 t(5)= -3.623, p< 0.05 로 고정형 DM 보다 

가변형 DM 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반영하여 인터액션하는 것이 개인화된 경험으로 느껴져서 더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였다. 

 

“(가변형 DM) 운동 중간에 나의 피로도를 확인해서 조절해주는 점이 

좋았다” (P02) 

“(가변형 DM) 나의 컨디션을 알려주면 시간을 조정하는게 좋았다. 

내가 운동할 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게 해줬다” (P03) 

“(고정형 DM) 나를 위한 서비스라기 보다는 획일화된 서비스를 

사용하는 듯한 느낌이 아쉬웠다” (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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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몰입도에서 t(5)= -2.64, p< 0.05 로 고정형 DM 보다 가변형 

DM 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반영하여 인터액션하는 것이 운동에 몰입하게 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사용 동기를 높인다고 응답하였다. 

 

“(가변형 DM) 운동 컨디션에 따라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서비스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P04) 

“(고정형 DM) 내가 잘 하는지 확인도 안 해주는 무심한 서비스이다. 

그냥 스피커로 사운드 트랙을 튼 것 같다” (P01) 

“(고정형 DM) 단조롭고 같은 운동만 반복하게 되어 쉽게 불편함을 

느낄 것 같다” (P05) 

“(고정형 DM) 운동량에 따라 대화를 다르게 제시하는게 아니라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개인의 의지가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P06) 

 

파일럿 실험을 통해 가변형 DM 이 고정형 DM 보다 사용자 수용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험 참가자들은 운동 중 컨디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운동 기록과 같은 활동 정보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가변형 DM) 매번 컨디션을 물어보는게 생각보다 귀찮았다. 아니면 

최소한 다른 방식으로 묻는 것도 좋을 것 같다” (P01) 

“(가변형 DM) 운동 전에 운동 횟수나 시간 기준을 잡도록 하면 운동시 

더 높은 동기 부여가 될 것 같다” (P03) 

“(가변형 DM) 컨디션에 대해 좋음, 보통, 나쁨으로만 대답하니까 

혼자서 공부하는 느낌이다. 운동 횟수를 보고하면 누군가 감시하는 

느낌이라 열심히 하게 될 것 같다” (P06) 

 

따라서 파일럿 실험의 결과를 기반으로, 실험 (1)의 설계는 활동 중 

사용자 맥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대화 방식 디자인을 독립 변수로 



 

 35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종속 변수로써 음성 시스템 사용성과 

사용자의 작업 부하를 설정하였다. 

 

 

제 2 절 실험 (1) 
 

2.1 실험 절차 

 

실험 (1)의 목적은 활동 중 사용자 맥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대화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전 설문을 실시하여 운동 

지식과 VUI 활용 지식을 기준으로 스크리닝을 통해 실험 참가자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실험 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운동 방법에 대한 

가이드 영상을 제공하고 실험 태스크에 대한 튜토리얼을 실시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조건에 따라 2 일씩 매일 세 번의 서킷 트레이닝을 수행하였으며, 

각 프로토타입의 마지막 사용일에 평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프로토타입 

사용의 순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 순서를 라틴 스퀘어 설계에 따라 

참가자마다 다르게 제시하였으며, 운동으로 인한 피로를 고려하여 조건 

사이에 휴식일을 제공하였다. 실험 종료 후, 참가자들에게 1 만원의 참여 

보상을 지급하였다. 실험 (1)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실험 (1)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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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참가자 모집 

 

실험 참가자는 파일럿 실험과 동일하게 VUI 사용 경험 및 홈트레이닝 

경험이 있는 건강한 20 대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총 10 명(남=5 명, 

여=5 명)을 모집하였다. 실험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9 세(SD=2.8)였다. 

사전 설문을 통해 참가자의 운동 동기 및 운동 지식 그리고 VUI 

활용지식에 대해 리커트 7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참가 지원자 중 VUI 

활용지식이 지극히 낮은 경우(1-2 점 수준)에 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운동 동기 및 운동 지식 수준에 따라 초보자, 중급자, 

숙련자로 분류하여 선정하였다[표 7]. 

 

번호 나이 성별 운동 동기 운동 지식 VUI 활용지식 운동 수준 

P01 32 남 6 4 5 중급자 

P02 30 남 1 3 7 초보자 

P03 30 남 4 6 5 숙련자 

P04 29 남 1 2 5 초보자 

P05 29 남 3 3 3 중급자 

P06 29 여 2 2 5 초보자 

P07 27 여 1 2 6 초보자 

P08 24 여 2 2 7 초보자 

P09 34 여 5 6 6 숙련자 

P10 26 여 3 5 3 숙련자 

[표 7] 실험 (1)의 참가자 정보 

 

2.3 실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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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실험 (1)에서의 운동 프로그램은 서킷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컨디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운동의 종류는 스쿼트, 푸쉬업, 

점핑잭, 런지,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등 6 가지 운동으로 구성하였으며, 

1 세트 수행 시간은 평균 15 분 정도가 소요되었다[그림 14]. 

 

 
[그림 14] 실험 (1) 가이드 예시 

 

프로토타입은 대화 방식에 따라 Google Dialogflow 로 제작하였으며, 

대화 방식에 따른 프로토타입의 대화 흐름은 다음과 같다[그림 15]. 

 

 
[그림 15] 대화 방식에 따른 프로토타입 대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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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직접 대화 방식은 VUI 가 운동이 끝날 때마다 사용자에게 컨디션 

파악을 위한 질문을 하고 사용자의 응답에 따라 현재 컨디션을 인식하고 

운동 페이스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한 DM 은 운동 기록 수집-

컨디션 파악 질문 및 인식-다음 활동 제안(휴식 또는 바로 이어서 운동)-

운동 페이스 조절로 구성하였다. 하나의 운동이 끝나면 VUI 가 사용자에게 

기록에 대해 질문하여 운동 횟수를 수집하고, 이어서 컨디션 파악 질문을 

하여 사용자가 컨디션이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예: “힘들었어”)에는 VUI 가 

다음 활동으로 휴식을 제안하고, 컨디션이 좋거나 보통인 경우(예: “쉬웠어”, 

“괜찮았어”)에는 바로 이어서 운동하기를 제안하였다. 또한, 컨디션 인식에 

따른 다음 운동의 페이스 조절은 ‘컨디션 좋음’으로 인식되면 다음 운동 

시간을 60 초로 상향 조정하며, ‘컨디션 보통’은 기본 운동 시간인 45 초로 

설정하고, ‘컨디션 나쁨’은 30 초로 하향 조정하였다. 

 

반면, 간접 대화 방식은 VUI 가 이전 세트와 현재 세트 운동 

페이스의 비교를 통해 사용자의 현재 컨디션을 유추하고 자동으로 운동 

페이스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한 DM 은 운동 기록 수집-운동 

페이스 비교-운동 페이스 조절로 구성하였다. 하나의 운동이 끝나면 

VUI 가 사용자에게 기록에 대해 질문하여 운동 횟수를 수집하고, 현재 

세트의 운동 시간 대비 운동 횟수의 비율을 계산(예: 2 세트 스쿼트 

15 회/45 초= 0.33)하여 시스템에 저장된 이전 세트의 운동 페이스(예: 

1 세트 스쿼트 25 회/45 초= 0.55)와 비교한다. 또한, 운동 페이스 

비교에 따른 다음 운동의 페이스 조절은 현재 세트의 운동 페이스가 

이전 세트보다 향상된 경우에는 다음 운동 시간을 60 초로 상향 

조정하며, 이전 세트와 동일한 수준이면 기본 운동 시간인 45 초로 

설정하고, 이전 세트보다 저하되었다면 15 초 휴식을 제공하고 다음 

운동 시간을 30 초로 하향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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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평가 설문의 구성 

 

2.4.1 시스템 평가 

 

본 연구에서는 VUI 시스템의 사용성 평가를 위해 SASSI(Subjective 

Assessment of Speech System Interfaces; Hone, 2000)를 활용하였다. 

SASSI 는 음성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주관적 평가 척도로 전체 6 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4 개의 문항이 있다[표 8]. 개별 문항은 

리커트 7 점 척도(1: 매우 동의하지 않음 – 7: 매우 동의함)를 통해 

측정한다. 부정적인 평가 문항의 경우 점수를 역산하고, 요인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요인 측정 내용 문항수 

시스템 응답 정확도 

(System Response Accuracy) 

시스템이 사용자 발화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사용자의 의도대로 수행했는가? 
9 개 

선호도 

(Likeability) 

사용자가 시스템에 대해 정서적으로 얼마나 

선호했는가? 
9 개 

인지적 여유 

(Cognitive Demand)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때 인지적인 

노력을 얼마나 들였는가? 
5 개 

불쾌한 인터액션 

(Annoyance) 

시스템과의 인터액션 과정이 얼마나 

반복적이고 지루했는가? 
5 개 

시스템에 대한 개념적 이해 

(Habitability) 

사용자의 시스템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가 

실제 시스템 구성과 얼마나 일치했는가? 
4 개 

시스템 응답 속도 

(Speed) 

사용자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응답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2 개 

[표 8] SASSI 척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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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VUI 를 활용한 홈트레이닝에 대한 사용자의 작업 부하 평가를 

위해 NASA-TLX(NASA Task Load Index; NASA, 1986)를 활용하였다. 

NASA-TLX 는 총 6 가지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항목에 

대해 0 에서 100 점 사이의 점수를 할당하여 전체적인 작업 난이도를 

정량화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표 9]. 

 

평가 항목 문항 내용 

정신적 부담 

(Mental Demand) 
과업을 수행하는데 정신적, 지각적 활동이 얼마나 요구되는가? 

신체적 부담 

(Physical Demand) 
과업을 수행하는데 신체적 활동이 얼마나 요구되는가? 

시간적 부담 

(Time Demand) 
과업의 진행 페이스(속도, 시간 등)가 얼마나 빠르게 느껴졌는가? 

수행  

(Performance) 

연구자 또는 자기 자신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 했는가? 

노력 

(Effort) 

과업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정신적/신체적 노력을 얼마나 

들였는가? 

저해요소  

(Frustration)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불안정감, 낙담, 초조감, 긴장감, 스트레스, 

불쾌감 등의 느낌을 얼마나 느꼈는가? 

[표 9] NASA_TLX 척도의 구성 

 

 

2.4.2 DM 연동 방식 평가 

 

사용자 맥락 정보의 DM 연동 방식에 대한 디자인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한 추가 설문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표 10]. 모든 문항은 

장문형의 주관식으로 구성하여 최대한 자유로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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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항 

사용 경험 1.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은 어땠나요? 

2.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거나 놀라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3.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하거나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운동 수행  4. 서비스가 개인 트레이너(PT)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나요? 

5. 서비스와 함께 운동했을 때, 운동 만족도는 어땠나요? 

대화 방식 

적절성 

6. 본인의 현재 운동 상황을 서비스에게 알려주는 방식은 어땠나요? 

7. 서비스가 본인의 운동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나요? 

[표 10] 실험 (1) 평가 설문의 문항 내용 

 

 

제 3 절 프로토타입 제작 
 

실험 (1)에서 도출한 사용자 맥락 정보 파악을 위한 간접 대화 방식 및 

DM 연동에 대한 디자인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사용자 맥락 정보에 

연동하는 가변형 DM 기반 VUI 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먼저, 전체 변형 방식은 사전에 사용자의 상황 변화를 파악하고 전체 

활동에 대한 DM 을 변형하는 방식(프로토타입 A)이다. 프로토타입에서는 

워밍업 운동의 이전 페이스와 현재 운동 페이스를 비교하고, 그에 따라 

전체 운동 프로그램의 운동 페이스를 상향 조정, 동일 페이스, 하향 

조정하게 된다[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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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전체 변형 방식의 프로토타입 설계도 

 

다음으로 개별 변형 방식은 VUI 가 개별 활동마다 사용자의  

상황변화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DM 을 변형하는 방식(프로토타입 B)이다. 

프로토타입에서는 운동별 목표 페이스 제시와 함께 이전 세트의 운동 

페이스를 기준으로 현재 세트의 운동 페이스를 비교하여 조절하게 

된다[그림 17]. 

 

 
[그림 17] 개별 변형 방식의 프로토타입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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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용자 발화 기반 변형 방식으로 사용자의 발화 표현과 

DM 이 대응되는 방식(프로토타입 C)이다. 프로토타입에서는 전체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 5 회씩 짧은 맛보기 운동을 한 후, 사용자에게 질문하여 

컨디션에 대한 발화 표현을 수집하고 각 발화 표현의 분류에 따라 운동 

페이스를 조절한다. 이 방식은 가변형 DM 의 디자인 평가를 위한 실험 

(2)의 통제 조건으로 설정하였다[그림 18]. 

 

 
[그림 18] 발화 기반 변형 방식의 프로토타입 설계도 

 

제 4 절 실험 (2) 
 

4.1 실험 절차 

 

실험 (2)의 목적은 사용자 맥락 정보에 연동하는 DM 의 적절한 변형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전 설문을 실시하여 운동 

지식과 VUI 활용 지식을 기준으로 스크리닝을 통해 실험 참가자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실험 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운동 방법에 대한 

가이드 영상을 제공하고 실험 태스크에 대한 튜토리얼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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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입 사용의 순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 순서를 라틴 스퀘어 

설계에 따라 참가자마다 다르게 제시하였다. 또한, 운동으로 인한 피로도를 

고려하여 조건 사이에 휴식일을 제공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조건에 따라 

2 일씩 매일 세 번의 서킷 트레이닝을 수행하였으며, 각 프로토타입의 

마지막 사용일에 평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실험 종료 후, 참가자들에게 

2 만원의 참여 보상을 지급하였다. 실험 (2)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19]과 같다. 

 

 
[그림 19] 실험 (2)의 절차 

 

4.2 실험 참가자 모집 

 

실험 참가자는 VUI 사용 경험 및 홈트레이닝 경험이 있는 건강한 20 대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총 15 명(남=7 명, 여=8 명)을 모집하였다. 실험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8 세(SD=2.9)였다. 사전 설문을 통해 참가자의 운동 

동기 및 운동 지식 그리고 VUI 활용지식에 대해 리커트 7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참가 지원자 중 VUI 활용지식이 지극히 낮은 경우(1-2 점 

수준)에 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운동 동기 및 운동 지식 수준에 

따라 초보자, 중급자, 숙련자로 분류하여 선정하였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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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나이 성별 운동 동기 운동 지식 VUI 활용지식 운동 수준 

P01 32 남 5 4 6 숙련자 

P02 30 남 2 4 7 중급자 

P03 30 남 6 5 7 숙련자 

P04 34 여 5 6 6 숙련자 

P05 24 여 2 3 6 초보자 

P06 26 여 4 5 5 중급자 

P07 27 여 1 2 7 초보자 

P08 25 남 5 5 7 숙련자 

P09 24 여 3 2 6 초보자 

P10 29 여 4 2 6 초보자 

P11 25 여 5 5 6 숙련자 

P12 29 남 3 3 5 중급자 

P13 29 남 3 4 4 중급자 

P14 28 남 2 4 1 중급자 

P15 27 여 6 2 2 초보자 

[표 11] 실험 (2)의 참가자 정보 

 

4.3 실험 도구 

 

먼저, 실험 (2)에서의 운동 프로그램은 서킷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운동의 종류는 점핑잭, 푸쉬업, 스쿼트, 크런치 등 4 가지 운동으로 

구성하였다. 파일럿 실험과 실험 (1)과의 차이점은 사용자 맥락 정보의 DM 

연동 방식에 대한 디자인 인사이트를 반영하여, 운동 프로그램의 구성을 

워밍업 운동-본운동-쿨다운 운동으로 단계를 나누어 구성하였다는 

점이다[그림 20]. 또한 1 세트 수행 시간은 평균 10 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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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실험 (2) 가이드 예시 

 

4.4 평가 설문의 구성 

 

실험 (1)과 동일하게 VUI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SASSI 와 

NASA_TLX 를 활용하였다. DM 변형 방식에 대한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해 

적절성, 유용성, 변형 인식에 대해 리커트 7 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추가 설문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표 12]. 모든 문항은 장문형의 

주관식으로 구성하여 최대한 자유로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류 문항 

사용 경험 1.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거나 놀라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2.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하거나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적절성 3. 서비스가 본인의 현재 컨디션에 따라 트레이닝을 적절하게 

제공한다고 생각했나요? 

유용성 4. 서비스가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방식이 유용하다고 생각했나요? 

변형 인식 5. 서비스가 본인의 현재 컨디션에 따라 트레이닝을 다르게 제공해주는 

것을 쉽게 인식했나요? 

[표 12] 실험 (2) 평가 설문의 문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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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이 장에서는 활동 중, 사용자 맥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대화 

방식과 사용자 상황 인식에 따른 DM 의 적절한 변형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DM 변형 방식에 따라 사용자의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제 1 절 대화 방식에 대한 사용자 평가 
 

이 절에서는 활동 중, 사용자 맥락 정보를 측정하기 위한 대화 

방식에 대한 사용자 평가에 대해 분석한다. 총 2 가지 항목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VUI 사용성 평가 분석과 사용자 작업 부하 분석으로 

구성되어있다. 

 

1.1 VUI 사용성 평가 

 

대화 방식에 따른 SASSI 평가 점수에 대해 통계 분석(Paired T-test)을 

한 결과, 선호도와 인지적 여유 그리고 불쾌한 인터액션 항목에서 간접 

대화 방식이 직접 대화 방식보다 사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항목 
직접 대화 방식 간접 대화 방식 

비교  

(Paired t-test) 

M SD M SD T(9) P-value 

시스템 응답 정확도 37.6 18.21 42.4 8.62 -0.9148 0.38 

선호도 36.2 11.94 47.3 4.47 -3.2453 p < 0.05* 

인지적 여유 21.8 6.56 26.6 4.45 -2.5552 p < 0.05* 

불쾌한 인터액션 19.4 5.38 15.1 2.42 2.8143 p < 0.05* 

시스템 개념적 이해 13.2 6.41 11.5 4.01 0.7551 0.46 

시스템 응답 속도 6.8 4.61 4.6 1.71 1.3264 0.21 

[표 13] 실험 (1)의 SASSI 평가 점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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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선호도의 경우, 직접 대화 방식(M=36.2, SD=11.94)과 간접 대화 

방식(M=47.3, SD=4.47) 간에 T(9)= -3.2453, p< 0.05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활동 중, 사용자 맥락 정보의 파악을 위한 대화 방식으로 간접 

대화 방식에 따른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험 

참가자들은 운동 페이스에 따른 VUI 의 평가와 함께 다음 활동을 

제안해주는 것이 좀 더 개인화된 경험으로 느껴져서 좋다고 응답하였다. 

 

“(간접 대화 방식) 나의 운동 기록을 바탕으로 휴식을 권한다는 점에 

있어서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 맞춰 트레이닝해준다는 느낌을 준다” 

(P02) 

“(간접 대화 방식) 나의 운동 개수에 따라 시스템이 컨디션을 판별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P03) 

“(간접 대화 방식) 좋은 성적을 냈을 때 바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도 

괜찮다는 말이 다음 운동을 하게끔 해주었다. 개인 트레이너의 '강제로 

시키기'가 조금 느껴졌다” (P07) 

 

다만 실험 참가자들은 간접 대화 방식과 관련하여 VUI 의 명확한 판단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간접 대화 방식) 나의 컨디션을 분별해 휴식을 부여해주는 것은 아주 

좋았지만, 내가 몇 개를 더해야 좀 더 좋은 컨디션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아쉬웠다” (P03) 

“(간접 대화 방식)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 운동했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네요’라는 평가를 받아서 얼마나 더 해야 적정 수준의 운동인지 감을 

잡기 어려웠다” (P09) 

 

또한 인지적 여유의 경우, 직접 대화 방식(M=21.8, SD=6.56)과 간접 

대화 방식(M=26.6, SD=4.45) 간에 T(9)= -2.5552, p< 0.05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활동 중, 간접 대화 방식에 따른 사용자 맥락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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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이 사용자에게 인지 부담을 적게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험 참가자들은 운동 기록만 말하면 VUI 가 알아서 가이드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간접 대화 방식) 힘들었던 타이밍에 알아서 휴식을 제공해줘서 너무 

좋았다” (P06) 

“(간접 대화 방식) 서비스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느낌. 알아서 노래를 

틀어주고, 알아서 휴식을 제공해주는 게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사용법에 익숙해지다 보니 오히려 더 편했다” (P08) 

 

마지막으로 불쾌한 인터액션의 경우, 직접 대화 방식(M=19.4, 

SD=5.38)과 간접 대화 방식(M=15.1, SD=2.44) 간에 T(9)= 2.8143, p< 

0.05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직접 대화 방식과 간접 대화 방식 간 

턴 테이킹 수 차이가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으나, 직접 대화 방식이 간접 

대화 방식 보다 반복적이고 지루한 인터액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험 참가자들은 직접 대화 방식은 반복적으로 현재 컨디션 

상태와 다음 활동에 대해 질문하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직접 대화 방식) 서비스가 운동 상황을 자동으로 파악하지 않아서 내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 같지 않았고, 계속 물어봐서 귀찮았다” (P06) 

“(직접 대화 방식) 서비스가 대화가 더 많았지만, 오히려 나의 운동 

진행 상황을 알기가 어려웠다. 지금 컨디션에 대한 자기 평가 밖에 

내리지 못 했기 때문이다” (P08) 

“처음 사용한 서비스(직접 대화 방식)는 운동과 휴식을 내가 정했지만, 

이 서비스(간접 대화 방식)는 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휴식할 

것인지를 제시해주고 그에 맞춰 진행하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 같았다“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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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항목에서 대화 방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시스템 응답 정확도와 시스템 응답 속도의 경우, 두 조건 모두 동일한 

툴킷을 활용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시스템 성능의 차이가 없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스템에 대한 개념적 

이해의 경우, 실험 전 가이드에서 사용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때 두 조건 

모두 동일하게 처음부터 다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대화 순서 역시 운동 

프로그램의 구성과 동일했기 때문에 사용자의 이해에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작업 부하 평가 

 

대화 방식에 따른 NASA_TLX 평가 점수에 대해 통계 분석(Paired T-

test)을 한 결과, 수행 항목에서 간접 대화 방식(M=17.9, SD=2.18)이 직접 

대화 방식(M=14.3, SD=4.22)보다 T(9)= -2.279, p< 0.05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항목 
직접 대화 방식 간접 대화 방식 

비교  

(Paired t-test) 

M SD M SD T(9) P-value 

정신적 부담 11.4 5.54 10.7 5.62 0.611 0.55 

신체적 부담 18.1 3.28 16.7 3.83 1.129 0.28 

시간적 부담 10.6 4.25 10.6 5.02 0 1 

수행 14.3 4.22 17.9 2.18 -2.279 p < 0.05* 

노력 14.7 5.03 14.1 6.14 0.426 0.68 

저해요소 6.5 5.04 6.3 5.95 0.099 0.92 

[표 14] 실험 (1)의 NASA_TLX 평가 점수 분석 결과 

 

이는 앞서 사용성 평가 부분에서 서술한 것처럼 간접 대화 방식이 

사용자에게 운동 수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먼저 다음 활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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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기 때문에 운동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시간적 

부담이나 저해요소 항목의 경우, 실험에서 운동 프로그램의 구성을 

통제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신적 부담 및 신체적 부담 그리고 노력 항목의 경우, 실험 

참가자에게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운동을 수행하도록 사전에 가이드 

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3 소결론 

 

앞서 서술한 실험 (1)의 결과 분석에 따라 도출한 사용자 맥락 정보의 

DM 연동에 대한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간접 대화 방식으로 사용자 맥락 정보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DM 을 변형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VUI 가 운동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운동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것이 사용자의 발화 표현과 

같은 주관적인 정보보다 상황 변화를 더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VUI 가 먼저 사용자에게 다음 행동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 이는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반복적으로 맥락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사용자의 

수행에 방해되며, 활동 중에 VUI 가 먼저 다음 행동을 제시하면 사용자가 

별도의 판단 과정이 없어서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 행동 제안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시스템 작동 

원리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이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다. 

 

두 번째, 대화를 통해 파악한 사용자 맥락 정보에 대해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VUI 가 사용자 맥락 정보를 파악한 이후의 대화에 

해당 정보(현재 컨디션에 대한 측정 결과 등)를 반영할 때 사용자는 VUI 가 



 

 52 

자신의 상황에 연동한다고 인식하였으며, 기계를 대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인터액션 하는 경험에 가깝다고 평가하였다. 

 

 

제 2 절 변형 방식에 대한 사용자 평가 
 

이 절에서는 사용자 상황 인식에 따른 DM 의 변형 방식에 대한 

사용자 평가에 대해 분석한다. 총 4 가지 항목을 분석하였는데, 적절성, 

유용성, 변형 인식으로 구성된 적합성 평가 분석과 VUI 사용성 평가와 

작업 부하 평가 분석, 그리고 사용자 수행 분석으로 구성된다. 앞 

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통계분석 결과의 프로토타입 A 는 전체 변형 

방식, B 는 개별 변형 방식 그리고 C 는 통제조건으로 설정한 발화 기반 

변형 방식 방식이다. 

 

2.1 적절성, 유용성, 변형 인식 

 

DM 변형 방식에 따른 적절성, 유용성, 변형 인식에 대해 통계 

분석(One-way RM ANOVA)을 한 결과, 세 가지 평가 모두 변형 방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그림 21]. 

 

 
[그림 21] 실험 (2)의 적합성 평가 점수 분석 결과 

 

먼저 적절성의 경우, F(2,28)= 4.086, p< 0.05 로 전체 변형 방식과 다른 

두 방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변형 방식이 다른 두 

방식보다 부적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변형 방식의 경우,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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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DM 을 변형한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실험 참가자들은 

사용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변형 방식) 워밍업 단계에서 사용자의 컨디션을 파악하는 것 

외에도 운동 중간에 한 번 더 파악하고 다음 운동을 조절해주면 좋을 

것 같다” (P06) 

“(전체 변형 방식) 컨디션 상태 확인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P08) 

 

다음으로 유용성의 경우, F(2,28)= 5.851, p< 0.05 로 개별 변형 방식과 

다른 두 방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개별 변형 방식이 

다른 두 방식보다 유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험 

참가자들은 개별 변형 방식의 경우, 개별 운동에 따른 기준을 제시하고 

상황 변화가 반영되는 과정이 전체 수행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전체 변형 방식) 컨디션의 변화가 없다면 항상 똑같은 운동을 

시켜주는 거 같아서 아쉽다고 생각했다“ (P01) 

“(개별 변형 방식) 운동마다 힘들면 휴식하라고 하고, 휴식을 요청하면 

컨디션 안 좋다고 파악해주는 것 등등이 정말 운동에 도움이 되었다“ 

(P05) 

“(개별 변형 방식) 운동 종류에 따라 직전 기록을 비교해주며, 목표치를 

제시해주는 것이 유용했다“ (P07) 

 

마지막으로 변형 인식의 경우, F(2,28)= 3.67, p< 0.05 로 개별 변형 

방식과 다른 두 방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사용자가 

개별 변형 방식에서 다른 두 방식보다 변형 인식을 더 쉽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험 참가자들은 개별 운동마다 상황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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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그에 따라 다른 피드백 정보를 제시하고 페이스 조절을 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전체 변형 방식) 이전 세트의 운동 기록을 비교하는 건 인지했지만 

제시해주는 운동 시간에서 차이를 느끼지 못 했기 때문에 컨디션에 

따라 제공되는지 잘 인식하지 못 했다” (P06) 

“(개별 변형 방식) 운동 개수에 따라 대화 방식과 주어지는 쉬는 시간이 

다르고, 목표 설정 또한 달라짐을 느꼈다” (P03) 

“(개별 변형 방식) 시간과 개수 목표량이 운동마다 달랐다” (P12) 

 

2.2 VUI 사용성 평가 

 

DM 변형 방식에 따른 SASSI 평가 점수에 대해 통계 분석(One-way 

RM ANOVA)을 한 결과, 선호도와 시스템 개념적 이해 항목에서 변형 

방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그림 22]. 

 

 
[그림 22] 실험 (2)의 SASSI 평가 점수 분석 결과 



 

 55 

 

먼저 선호도에서 F(2,28)= 4.086, p< 0.05 로 개별 변형 방식을 전체 

변형 방식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변형 방식이 

목표 페이스를 제시하고 이전 페이스와 현재 페이스를 비교하여 자동으로 

트레이닝 방식을 조정해주는 것이 지능적으로 느껴져서 좋았다는 응답이 

있었다. 

 

“(개별 변형 방식) 처음에는 운동 목표량을 설정해주면서 동시에 어제 

대비 얼마나 운동했는지 알려주는 게 신기했고, 그러면서 내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해주는 게 좋았다” (P04) 

“(개별 변형 방식) 중간에 있는 휴식시간과 휴식시간 요청시 낮춰지는 

운동 목표, 그리고 사용자의 컨디션을 시시각각 확인해주고 있다는 

점이 좋았다” (P09) 

 

다음으로 시스템 개념적 이해에서 F(2,28)= 3.988, p< 0.05 로 개별 변형 

방식을 전체 변형 방식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개별 변형 방식이 

전체 변형 방식보다 사용자가 이해한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더 일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변형 방식) 매번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유를 제시해줬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작동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 (P02) 

“(전체 변형 방식) 지난 세트를 참고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 후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P07) 

 

2.3 작업 부하 평가 

 

DM 변형 방식에 따른 NASA-TLX 평가 점수에 대해 통계 분석(One-

way RM ANOVA)을 한 결과, 정신적 부담 항목과 수행 항목에서 변형 

방식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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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신적 부담에서 F(2, 28)= 3.776, p< 0.05 로 전체 변형 방식이 

개별 변형 방식보다 정신적 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행에서 

F(2, 28)= 3.638, p< 0.05 로 전체 변형 방식이 개별 변형 방식보다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변형 방식이 사전에 

사용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전체 운동 페이스를 조절하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별도의 판단 과정 없이 운동 수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3] 실험 (2)의 NASA_TLX 평가 점수 분석 결과 

 

그 외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두 변형 

방식 모두 VUI 주도하에 사용자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운동 페이스를 

조절하였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4 사용자 수행 분석 

 

DM 변형 방식이 사용자의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한 통계 분석을 하였다[그림 24]. 먼저, DM 변형 방식에 따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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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당 주관적 운동 강도(RPE)에 대해 통계 분석(Two-way RM 

ANOVA)을 한 결과, F(2,42)= 0.22, p> 0.05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그림 24]. 이는 발화 기반 변형 방식이 사용자 주도 운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VUI 주도 운동인 개별 변형 방식, 전체 변형 방식과 발화 기반 

변형 방식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가변형 DM 이 사용자의 운동 

수준에 맞게 운동 페이스를 조절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변형 방식에 따른 개별 운동 페이스에 대해 통계 분석(One-way 

RM ANOVA)을 한 결과, 푸쉬업의 운동 페이스는 F(2,28)= 1.586, p> 

0.05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스쿼트는 F(2,28)= 4.375, p< 0.05 그리고 

크런치는 F(2,28) = 8.674, p< 0.05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그림 24]. 

푸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운동 강도가 높은 운동이기 때문에 DM 변형 

방식이 사용자의 운동 페이스에 영향을 주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스쿼트와 크런치는 개별 변형 방식과 전체 변형 방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개별 변형 방식이 운동별 목표 제시와 페이스 조절을 

통해 운동 페이스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4] 실험 (2)의 운동 수행 데이터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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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디자인 제언 
 

 

본 연구는 복합적인 활동 중 사용자의 맥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대화 

방식을 도출하고, DM 을 적절하게 변형하여 사용자의 수행을 보조하는 

가변형 DM 기반 VUI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장에서는 실험에서 

논의된 점과 결과를 종합하여, 복합적인 활동에서 가변형 DM 기반 VUI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발화 외 활동 정보를 활용한 사용자 상황 인식 

 

본 연구에서 실험 (1)을 통해, 활동 중 사용자 맥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대화 방식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운동 페이스와 같은 객관적인 활동 

정보를 통해 사용자의 상황 변화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대화에 

적용하는 것이 사용성이 더 좋고 작업 부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VUI 가 자연스러운 대화 과정에서 사용자 맥락 정보를 파악하고 상황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수행을 보조하는 데 더 적절하며, 사용자가 활동 

중에 직접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알려주는 것은 인지 부담이 따른다는 점을 

뜻한다. 다만 간접 대화 방식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어떤 근거로 VUI 가 

이러한 유추를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 

대화 방식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기대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간접 

대화 방식은 VUI 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VUI 가 시각적 정보가 없고 원리 파악이 어려운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대화 방식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복합적인 활동에서 사용자의 맥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대화 

방식을 디자인할 때 1) 객관적인 활동 정보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사용자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2) 파악한 사용자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이어지는 대화에 반영하여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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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 활동 단위의 DM 변형을 통한 사용자의 수행 보조 

 

본 연구에서 실험 (2)를 통해, 사용자 상황 인식에 따른 DM 의 적절한 

변형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적절성, 유용성, 변형 인식에서 개별 

변형 방식을 전체 변형 방식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성에서는 개별 변형 방식이 전체 변형 방식보다 더 높았지만 작업 

부하는 전체 변형 방식이 개별 변형 방식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개별 활동마다 상황 변화를 파악하고 대화 

방식을 변형하는 것이 복합적인 활동에서 사용자의 수행을 돕는 적절한 

변형 방식임을 뜻한다. 다만 실험 참가자들은 평가 설문에서 VUI 가 대화 

방식을 변형할 때, 적절한 변형 기준과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VUI 의 변형에 

대해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Oh, Changhoon., 

et al (2018)은 사용자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와의 협업에서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며,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요청할 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가변형 DM 을 디자인할 때 사용자의 상황 

인식에 따라 VUI 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터액션을 주도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용자 상황 인식에 따른 DM 변형 방식을 디자인할 때 1) 

개별 활동 단위의 상황 인식으로 사용자의 수행을 보조해야 하며 2) 

사용자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상황 인식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3. 가변형 DM 기반 VUI 의 디자인 프로세스 

 

위 내용을 종합하여 가변형 DM 기반 VUI 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1) 

객관적인 활동 정보 선정 2) 활동 수행과 연계되는 대화 디자인 3) 개별 

활동 단위의 상황 인식 기준 설정 4) 피드백 메시지 디자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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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용자의 상황 변화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과 관련된 객관적인 활동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요리에서는 냄비의 크기나 가스레인지의 화력 

등이 요리 완성도에 영향을 주며, 언어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문제 풀이 

시간이나 정답률 등이 학업 성취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활동 정보를 사용자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운동 횟수를 

세고 이를 기록하는 것이 불필요한 활동이 아닌 운동 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에 운동 기록을 활용하여 가변형 DM 을 디자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체 과정에서 사용자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활동 수행과 연계되는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지 관찰 및 조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활동 단위의 상황 인식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개별 활동마다 수행에 영향을 주는 활동 정보가 다르므로 상황 인식 

기준 역시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파스타 요리에서 500ml 

물이 끓는 시간으로부터 가스레인지의 화력을 파악하여 이후의 요리 시간을 

조정하고, 프라이팬에서 재료가 볶아지는 시간을 통해 재료의 양을 

파악하여 요리 가이드를 다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악한 사용자의 상황 변화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때는 

객관적인 활동 정보에 대한 측정값과 함께 상황 판단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사용자가 VUI 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히 상황 

판단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닌 측정값과 함께 제시해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면서 VUI 의 가이드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언어 학습의 예: 

“지난 테스트보다 성적이 향상되었네요. 잘 하고 있어요.” => “지난 

테스트보다 2 문제를 더 맞춰서 정답률이 20% 증가했습니다. 성적이 

향상되었네요. 잘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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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연구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복합적인 활동에서 사용자 맥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대화 

방식을 도출하고, 사용자 상황 인식에 따른 가변형 DM 기반 VUI 를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복합적인 활동에서 DM 의 사용자 상황 반영 

여부가 사용자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파일럿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설문을 통해 평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활동 중, 

사용자 맥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대화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대화 

방식과 간접 대화 방식에 따라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설문을 통해 평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상황 인식에 따른 DM 의 적절한 

변형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개별 변형 방식과 전체 변형 방식에 따라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비교 실험을 진행하고 설문을 통해 평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 문제 1 : 복합적인 활동에서 DM 의 사용자 상황 반영 여부가 

사용자의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파일럿 실험을 통해 고정형 DM 과 가변형 DM 에 따른 

사용 만족도와 몰입도를 측정한 결과, 가변형 DM 이 고정형 DM 보다 

사용자의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가변형 DM 은 

사용자의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대화 과정이 있어 기계를 대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람과 인터액션 하는 경험과 유사하며, 사용자가 VUI 의 

가이드에 따라 활동 수행에 더 몰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고정형 DM 은 매번 수행할 때마다 동일한 인터액션으로 인해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사용자가 스스로 활동 과정에 대해 판단하면서 활동을 

수행해야 하므로 사용 동기가 저하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험 (1)에서는 복합적인 활동에서 사용자의 맥락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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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한 대화 방식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평가를 위한 종속 

변수로 사용성과 작업 부하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2 : 활동 중, 사용자 맥락 정보를 어떤 대화 방식으로 

DM 에 연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실험 (1)을 통해 대화 방식에 따른 사용성과 작업부하를 측정한 결과, 활동 

중 사용자 맥락 정보의 파악을 위한 대화 방식으로 간접 대화 방식을 직접 

대화 방식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가 VUI 가 운동 

페이스와 같은 객관적인 정보로부터 상황 변화를 유추하는 것이 더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인식하며, 사용자가 직접 상황 변화를 알려주는 것은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기대감을 저하하고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맥락 정보를 파악하는 

대화 방식을 간접 대화 방식으로 설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DM 의 변형 방식 

디자인하였다. 

 

<연구 문제 3 : 사용자 맥락 정보에 연동하는 DM 을 어떻게 변형해야 

수행을 적절하게 보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실험 (2)을 통해 DM 변형 방식에 따른 적절성, 유용성, 변형 인식을 

측정한 결과, 개별 변형 방식을 전체 변형 방식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변형 방식은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대처하지 못 하므로 부적절하며, 개별 변형 방식은 활동 과정마다 상황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더 유용하며 쉽게 DM 의 변형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용성과 작업 

부하를 측정한 결과, 사용성은 개별 변형 방식이 더 높았지만, 작업 부하는 

전체 변형 방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활동마다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 사용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수행을 보조하는 개별 변형 방식이 

사용성은 좋지만, 전체 변형 방식이 사전에 상황 변화를 파악하여 전체 

대화 방식을 변형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DM 변형에 대해 해석하는 과정 

없이 수행에만 집중하며 VUI 의 보조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DM 변형 방식에 따라 수행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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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운동 수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개별 변형 방식이 운동 페이스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VUI 가 개별 

활동마다 사용자의 상황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수행을 보조하는 

적절한 방식임을 시사한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가 갖는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홈트레이닝 외 다른 복합적인 활동을 살펴보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운동의 수가 4 개로 활동 수가 많지 않으며, 운동 방법이 

복잡하지 않은 운동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요리와 같이 

홈트레이닝보다 하위 활동의 수가 더 많거나 활동과 관련된 변수가 

다양할수록 활동의 복잡도로 인해 연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DM 의 디자인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 

변수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제언한다. 

 

다음으로 실험 설계의 측면에서 프로토타입 사용 기간이 짧아 장기적인 

사용 행태를 분석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In-situ 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실험 참가자들이 짧은 기간 동안 같은 활동을 반복 

수행하였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개인마다 

활동 수행의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사용자의 상황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맥락 정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행 능력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개인 특성을 통제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를 VUI 사용 경험과 운동 

경험을 기준으로 모집하였는데, 운동 수행에서 VUI 의 운동 페이스 조절과 

관계없이 실험 참가자가 자기 조절 운동(Self-paced exercise)을 잘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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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수행 능력과 관련된 실험 참가자 

스크리닝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학술적 관점에서 기존 사용자 발화 표현 기반의 디자인이 

아닌 활동 정보에 연동하는 가변형 DM 을 디자인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별도의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에서 사용자의 활동 맥락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대화 방식 

변형을 통해 사용자의 수행 보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번째, 산업적 관점에서 Google Dialogflow 를 통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실험실이 아닌 In-situ 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마트홈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가변형 DM 기반 VUI 의 디자인 

가이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융합적 관점에서 트레이닝 이론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운동 

페이스를 조절하기 위한 퍼스널 트레이닝 방식을 구상하고, 동시에 HCI 

측면에서 사용자 상황 인식에 따른 VUI 의 인터액션 방식을 디자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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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ing Context Adaptive Dialog 
Management for VUI  

- A Study on Exercise Pacing of  

At-home Workouts - 

 
 

Jeongbok Lee 

Department of Digital Contents Converg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VUI (Voice User Interface) devices are used not only for 

media use such as listening to news or music but also for complex activities 

such as cooking and workouts. VUI is expected to be adapted into various 

smart home services in that it provides information and cognitive assistance 

according to the activity steps so that users can multitask even when there is 

a physical restriction. 

 

When designing a VUI to assist the user, the importance of DM (Dialog 

Management), which can adaptively respond to the user’s situation change, 

is increasing. Because the user’s situation is continuously changed according 

to context related to the activity, so if the VUI does not assist the user 

appropriately, it may degrade the user’s performance. Therefore,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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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to design a VUI based on adaptive DM that can catch context 

information that affects the situation and assist users adaptively. 

 

However, most VUI services are designed based on fixed DM in which 

the order of conversation and the contents of questions and answers are 

determined without considering changes in the user's situation. A related use 

case is at-home workouts. The existing VUI-based at-home workouts 

service is designed based on a fixed DM, such as presenting only a 

prescribed amount of exercise according to the workout method or body 

parts without considering the user's workouts situation. During the at-home 

workouts, the physical condition changes as the user perform various 

workouts, and if the workout is performed without considering the physical 

condition change, there is a problem that the risk of injury may increase, 

and workout performance may deteriorate. Therefore, the VUI for at-home 

workouts should be designed based on the adaptive DM that grasps the 

situation change such as the physical condition changes during workouts 

and transforms the conversation method to properly present the training. 

 

In addition, in this adaptive DM design, it is important which context 

information is used as a criterion for transforming the conversation method. 

Although it is possible to use a user's utterance according to an existing 

approach, it is possible to utilize information other than speech, such as time 

and amount of activity. It is a more appropriate approach to infer physical 

condition information from objective information such as an exercise 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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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to grasp physical condition information from subjective information 

such as a user's utterance. 

 

However, how we can design the context-adaptive DM by utilizing 

such user physical condition information remains to be determin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rive a dialogue method for grasping the 

user's condition information during workouts and to design a flexible DM 

that can appropriately transform the training method according to the 

identified condition change. To this end, three research problems were set, 

and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a pilot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DM's user context-aware on user acceptanc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adaptive DM had a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and engagement than the fixed DM. Second,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derive an appropriate conversation method to grasp changes in user 

condition during workouts. As a result, it was verified that the indirect 

conversation method has better usability and lower workload than the direct 

conversation method, and based on this, insights on the DM linkage method 

of user context information were derived. Third,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derive an appropriate adaptation method of DM according to 

changes in user condi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individual 

adaptation method was preferred to the overall adaptation method in 

appropriateness, usefulness, and adaptation recognition. In addition, the 

usability was higher in the individual adaptation method, but the workload 

was lower in the comprehensive adaptation method. In addition, as a result 

of exercise performance analysi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at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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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Exertion (RPE) according to the adaptation metho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individual adaptation method positively influences the 

improvement of the exercise pac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designed an adaptive DM that is 

linked to the activity context rather than the user's utterance. In addition, it 

has industrial significance in that it has implemented a prototype through 

Google Dialogflow, conducted an in-situ experiment, and presented design 

guidelines adaptive DM that can be used in various smart home services. 

Lastly, in terms of personal training, VUI for At-home workouts was 

designed based on the concept of exercise pacing. 

 

Keywords : Adaptive Voice User Interface, Dialog Management, User 

context, At-home workout, Pers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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