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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공지능 비서(Artificial Intelligence Assistant)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음성인식(ASR=Automatic 

Speech Recognition), 음성이해(NLU=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자

연 언어 이해), 음성합성(TTS=Text to Speech, 텍스트 음성 변환)이 발달

함에 따라 점차 인간과 소통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진화되고 있다. 가상 

비서는 아마존사의 알렉사(Alexa), 구글사의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를 시작으로 삼성,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카카오 등의 많은 

회사들이 연구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이다. 스마트 스피커(Smart Speaker)

를 중심으로 가전과 차량, 사물인터넷(IoT) 등에 연결되고 탑재되어 다양

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지만 현재는 스피커의 한계에서 벗어나 디바이스

를 확장하여 점차 디스플레이형 제품으로 연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용

자들은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 스마트홈, 날씨, 음악, 주식, 지식검색, 뉴

스 검색, 알람, 스케줄 세팅 등의 문답형, 검색형, 대화형 기능들을 스마

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Voice Assistant)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인 애플  

시리(Siri)와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는 큰 반응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급격히 성장한 인공지능 비서는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인터페이

스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인공지능 비서를 위한 사용자 인

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것에 1차 목적이 있다. 도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모바일 프로토타입 화면을 디자인하

여 제안하고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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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은 2장과 3장의 문헌연구를 통해 인지공학과 인공지능, 사용

자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

다. 인지과학, 심리학,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시각물이 인지되는 과정과 

형상을 파악하여 사용자 경험(UX)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용자 경험 및 인터페이스의 개념과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초 문헌연구와 현재 공개된 모바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의 사례 조

사를 진행하였다. 기존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의 종류와 특징, 인공지능 

비서의 검색어 조사를 통해 단순 지시의 행위보다 검색, 질문의 유형의 

과업을 파악하였다.

 분류된 과업은 4장의 설문 문항 설계에 참고하였다. 4장에서는 2장과 3

장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을 설계하였다.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의 

사용자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추가적으로 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기술통계 분석과 세부적인 인터뷰 

자료를 수렴하여 사용자의 선호도와 디자인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는 독창성 있는 디자인보다 보편성 위주로 디자

인하는 것을 선호한다. 손가락 터치에 맞는 버튼의 크기 등의 사용자 스

펙트럼을 생각하여 디자인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한 화면마다 버튼의 

크기나 그래픽 스타일, 컬러가 모두 일관되어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

는 것을 추천한다. 인공지능 비서의 경우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상황

의 사용자들이 이용하며 설문 결과에서 보듯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손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랙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과업과 물리적 사용 제한이 있을 경

우 보편적으로 웹에서 보는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상이한 가이드라인을 

갖출 수 있다.

 사용자들은 현재 서비스에서 정보의 우선순위>배치>길이>분류>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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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추천 질문 유도 순으로 노출 요소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

다. 노출되고 있는 디자인에서의 중요도는 텍스트의 가독성>배경 색>아

이콘 사이즈>정보 박스 디자인>레이아웃>검색엔진 결과와 차별화된 디자

인 순으로 분석된다. 인터페이스의 방향성은 서비스 측면에서는 유용성>

접근성>매력성>신뢰성>사용성 순이었다. 정보 노출에 관련해서는 정보의 

가시성>단순 조작의 간결성>시간의 효율성>인터랙션의 일관성>감성 및 

심미성 순이었다.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레이아웃>폰트>그래픽 아이콘 사

이즈>그래픽의 톤>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노출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글로벌한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으로 정의하기로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인터페이스 디자인 연구영역에서 아직 인공지능 비서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점과 실제 모바일 인공지능 비서 서비

스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사용자 인터

페이스(UI) 가이드라인을 정리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의

의를 갖고자 한다. 연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과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토대로 가이드라인 연구영역이 넓혀지고, 앞으로 사용자 경험

(UX)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분야에 실무적으로 활용되어 더욱 발전되

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인공지능 비서,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디자인, 모바일 사용성, 음성인식 검색, 가이드라인

학  번 : 2015-30298

이메일 : yearim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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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인공지능 비서(Artificial Intelligence Assistant)를 통해 검색

하여 제공받는 정보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구조와 

디자인을 개선하여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긍정적으로 높이고

자 한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인간의 행동에 비유하면 지적인 기

계의 행동이라 표현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의 출현과 동시에 시

작은 했으나 컴퓨터의 성능 문제로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2007년 1월 애플사의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모바일 시대가 열렸고 스마트

폰으로 인해 데이터는 폭증하게 되었다. 빅데이터를 통해 기계를 학습시

켜 인간과 같은 지능 개발의 기술력이 크게 발전하였다. 시장 조사기관 

IDC(Internet Data Center)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005년에는 0.1ZB(제타바이트=1조GB)에 불

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20ZB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163ZB에 달할 전

망이라고 한다.1)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모바일, 스피커, TV, 냉장고 등 사용자의 편

리성을 고려한 사물인터넷(IoT)이 발전되어 커넥티드(Connected) 환경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스마트한 삶이 지속되기 위해 각 IT 업계의 대표 회

사들은 인공지능 비서가 탑재 되어 있는 스피커, 가전기기, 모바일, 생활

용품, 자동차 등을 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은 점점 우리 

1) 배현표,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현실로 만든 인공지능｣ 지역정보화 Vol.110, 한
국지역정보개발원, 2018,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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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제품들과 연결성을 강화하여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

는데 이에 대응하는 디자인 연구란 찾기 어렵다.

인공지능처럼 심리스(Seamless) 하게 조작되어 정보 노출이 요구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어떤 유형의 콘텐츠가 어떤 형태와 형식으로 노출되어

야 할지, 또한 어떤 인터랙션으로 어떻게 조작하게끔 해야 할지, 이 모

든 것에 대한 디자인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연구는 사용자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검증된 인공지능 비서

에 적합한 모바일 인터랙션 및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 1차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인터페이스에 대한 심미성, 

인터랙션의 효율성과 편의성, 서비스의 신뢰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에 2

차 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에 맞서 디자이너에게 기본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모바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

하고자 한다. 디바이스나 플랫폼에 따라 연구영역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그림 1] 연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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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검색 행위로 태스크(Task)를 한정하였다. 인공

지능 비서에게 검색 혹은 질문을 하였을 때 대부분의 사용자는 음성 검

색과 동시에 모바일 화면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음성으로 조작이 쉽고 

정보 전달이 명확한 디자인을 고려해야 한다.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앞서 

인간과 기술, 디자인 연구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요건들을 분석하여 모

바일 인터랙션 및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 번째로 문헌연구를 통해 인간(사용자)과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인지과학, 심리학, 신경과학을 토대로 인간의 근본적인 시각적 신

체적 반응을 통해 사용자 경험(UX)의 관점으로 고찰한다. 음성인식 및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념을 파악하여 시스템 구

축에 필요한 요건을 연구한다. 또한 인공지능 비서는 음성으로 지시가 

요구되기 때문에 음성인식과 멀티 모달리티(Modality)의 개념을 파악하고 

사물인터넷이 구축한 커넥티드(Connected) 개념을 이해한다. 현재 출시

된 인공지능 서비스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 비서의 역할을 하는 음성인식 

검색 서비스의 사례 조사와 분석을 한다.사용자 경험(UX) 디자인과 사용

자 인터페이스(UI)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개념과 동향을 살펴

본다. 현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가이드로 삼고 있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Android Developers)와 애플 개발자(Apple Developer), 구글 머티리얼

(Google Material)등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가이드라인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참고한다. 또한 사용자 행동의 친화도와 인지 영역의 의미 있

는 모델을 이끌어 내고 행동을 구조화하는 작업을 정리하여 이해한다.

 두 번째로 실증연구인 현재 모바일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의 디자인적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설문은 최소 

한 달에 1회 이상 인공지능 비서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다. 기본 만족도 및 사용성 조사로 시작하여 검색 결과로 노출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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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터페이스 구조와 디자인 선호도를 설문한다. 레이아웃과 디자인 개

선안으로 4가지 안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다. 설문 각각

의 항목에 대한 자세한 사용자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

행한다.

 세 번째로 작품을 제작하여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의 인터페이스 가이드

라인은 사용자의 단순 명령 및 엔터테인먼트가 목적인 행위가 아닌 검색

을 필요로 한 상황으로 한정하여 정보 결과의 노출 방법을 고안한다. 기

초 조사와 설문, 심층 인터뷰를 분석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여 프로토

타입과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다. 

3. 용어 정리

인공지능 비서(Artificial Intelligence Assistant)

   인공지능 가상 비서로도 불리며 사용자가 요구하는 작업을 개인 비서

처럼 처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스피커와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스마트 가전, 차량, 사물인터넷(IoT) 등

과 같이 다양한 기기에 탑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간단한 명령과 검색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한다. 

사용성(Usability)

   본 연구에서 논하는 사용성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인공지능 비서 서

비스를 활용하여 검색할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을 쉽고 빠르게 달성

할 수 있으며 단계마다 어느 정도의 쉬운 조작성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

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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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Task)

   사용자의 의도와 목표에 따라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수행 시

간, 수행 방법, 특이사항, 오류 등의 환경을 파악하여 절차적으로 수행하

는 작업을 일컫는다. 

모바일 인터랙션(Mobile Interaction)

   사용자와 모바일 간의 상호작용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촉각, 청

각, 시각 등의 반응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고 탐색하는 

방식을 말한다. 좋은 인터랙션 설계는 행위의 오류가 적고 자연스럽다.

모바일 인터페이스(Mobile Interface)

   사용자와 모바일 간의 상호작용 행위를 이어주는 시각 매개체이다. 

좋은 인터페이스는 설계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서비스 사용법을 

명확히 제시해 준다. 사용자가 필요한 요소를 쉽게 찾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어 디자인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User Interface Guideline)

기기의 디스플레이 내 구성을 디자인 할 시 일관성 있는 인터랙션과 인

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해서 디바이스의 플랫폼 별, 운영체제 별로 준수해

야하는 요소들을 정리한 설계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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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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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지공학 및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1. 인지공학의 개념 및 관점

   인지공학이란 1981년 미국의 인지과학자 도널드 노먼(Donald Norman)의 

[그림 3]2)의 심성모델(Mental Models)에 대한 논문에서 거론되었다. 영어로 

여러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유럽에서는 ‘Ergonomics’, 미국에서는 

‘Human factors’, 도널드 노먼(Donald Norman)의 ‘Cognitive 

engineering’, 덴마크의 공학 교수 젠스 라스무센(Jens Rassmussen)과 미국

의 인지공학 박사 에밀리 로스(Emilie Roth)는 ‘Cognitive system 

engineering’라 칭했다.

 인지공학은 인지 시스템이라 이해할 수 있고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을 다룬다. 이 분야는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로 초기에는 외

형적인 디자인인 인터페이스(Interface) 연구가 주 목적이었지만 점차적

으로 인간과 기계의 소통 단계까지 논하는 인터랙션(Interaction) 연구로 

발전하였다. 인터페이스는 인터랙션이 적용되는 매체나 면적에 인간의 

인지적 작업 요구 조건을 적용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다.

컴퓨팅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과 기계의 상

호작용을 연구하게 되었다. 점점 인간의 감각과 지각이 고려된 기계 시

스템의 설계가 목적이 되었고 사용자가 용이하게 조작하기 위한 사용자 

중심성(User Centeredness)이란 개념이 도입되었다.3) 인간의 지능을 컴퓨

팅 기계가 지원하면서 태스크(Task)를 수행하는데 인간 중심적으로 조작

2) https://www.interaction-design.org/literature/book/the-glossary-of-human-computer-
   intaraction/mental-models

3) Norman, 1988, p. 16; Mental models’, Literature, The Glossary of Human Computer 
Interaction, Chapter 23, Interaction Design Foundation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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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쉽고 이해하기 빠른 그래픽, 원도, 미디어 통합 기능, 인터페이스 등

으로 설계되기 시작했다. 인간의 인지 정보 처리 이외에도 심리학, 철학, 

지각, 신경과학, 언어학, 컴퓨터과학 등의 학문 또한 종합적으로 동반되

어 연구 되고 있다. 인지공학적 관점을 접목시켜 기계 작동 시 인간의 

인지 과정에서의 정보 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인간 친화적 정보산업을 구

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널드 노먼의 심성모델과 같이 인지공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분석 및 

설계 요인은 작업 환경에서 수행할 작업(Task)과 인간 에이전트와 기계 

에이전트의 상호작용 규칙이다. 데이비드 우즈(David D. Woods)와 에밀리 

로스(Emilie M. Roth)(1988a)는 [그림 4]4)와 같이 인지 시스템 3원 모델

(Cognitive System Triad)라는 개념을 만들어 설명하였다. 이 개념에서 정

리된 세 가지의 연결된 요소가 작업의 성능과 품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4) Emilie E. Roth, Emily S. Patterson, Randall J. Mumaw, “Cognitive Engineering: Issues 
in User-Centered System Design”, J. J. Marciniak (Ed.), Encyclopedia of Software 
Engineering, 2nd Edition, New York: Wiley-Interscience, John Wiley & Sons, 2020.

[그림 3] 도널드 노먼(D. Norman, 1988)의 심성모델(Menta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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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전문성 저하와 오류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인지 시스템 3원 모델 요소의 첫 번째로 외부 세계(World)와 복잡성, 위

험 확률, 행위 제약 조건들을 포함한 과제 영역 관련의 요소이다. 두 번

째로는 인간과 기계 에이전트(Agent) 관련요소이다. 인간이 정보를 처리

할 때 지각적 특성, 기억과 주의 특성, 기술과 전문성 특성, 오류 발생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즉 인간과 인간, 인간과 지능 시스템 간의 

소통과 조화를 가리킨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공물(Artifacts)과 정보 표

상 관련 요소이다. 시각적 형태, 지시적/수행상의 차이, 관찰 가능/평가의 

차이이다. 즉 과제와 문제의 요소는 수행 단계를 높이는 데에 있어 필요

한 인지적 요구들이며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적절히 상호작용할 수 있

도록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활용해야 한다. 

 

도널드 노먼은 사용자는 기계의 심리적 모델(Mental Model)을 만들어 

인지심리학과 공학적 연구를 접목시킨 모델의 필요함을 요구하여 인지공

[그림 4] 우드(Woods)와 로스(Roth)의 인지 시스템 3원 모델(Cognitive System Triad)



- 10 -

학이라는 분야를 새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림 5]와 같이 디자이너, 기

계, 사용자는 상호 관계가 생성이 되며 제작자는 전체 작동 구조에 대한 

과학적 개념모델(Conceptual Model)을 갖게 된다.5)

   인지공학은 철학, 언어학, 인공지능, 인지심리학, 신경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그 중 신경과 관련해 뇌와 심리학적 분야의 연구를 

살펴본다. 뇌 세포가 30개 이상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시각피질은 색

이나 형태 정보와 공간, 운동 정보 등의 각기 다른 성질의 정보는 처리 

경로가 다르다. [그림 6]과 같이 색과 형태 정보, 공간과 운동 정보를 전

달하는 신경계를 각각 배쪽 경로(무엇 경로 What)와 동쪽 경로(어디 경로 

Where)라고 한다.6) 

 이는 색상, 형태, 밝기 그리고 그것의 정보를 인식하여 어떠한 행위

(Interaction)를 하는 것은 서로 신경계 처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 요소들을 지각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디자인에 적용시키고 선택적 주의를 이끄는 안구의 도약운동(E. 

Bruce Goldstein, 2009)을 통해 정보를 입력시킨다. 예를 들어 인간은 둥근 것

일수록 뇌의 시각 피질에 더 높은 활성화를 보여 원이나 곡선에서 편안

5) 박창호 외 9명, 인지공학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7, pp. 13-15.

6) 하코다 유지, 츠즈키 타카시, 가아바타 히데아키, 인지심리학, 교육을 바꾸는 책, 
2014, pp. 44-46.

[그림 5] 도널드 노먼(D. Norman)의 인지공학의 인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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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부드러움을 느끼며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체는 위협으로 느낀다. 선

택적 주의를 이끌기 위해 색상 대비, 밝기 차이, 방향성을 조정할 수 있

다. 인간의 눈은 중심와와 주변시로 나누어져 있으며 뇌의 시각 피질은 

대부분 중심와로 부터 전달되어 처리한다. 추상체만 존재하는 중심와는 

색의 구분력이 뛰어나는데 반면 추상체보다 간상체가 더 많은 주변시는 

빛과 움직임의 감지력이 뛰어나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여 디자인 배치

와 인터랙션을 조절하여 적절히 제공한다면 한층 더 효율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7)

   미국 몬타나 대학의 인지 신경과학 교수 스티븐 피터슨(Steven E. 

Petersen)은 말과 관련한 뇌 영상법을 연구하였다. 양전자 단층촬영법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을 통해 실험한 결과 인간의 뇌는 

단어가 입력되거나 출력될 때 각각 다른 영역의 뇌에서 활성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8)과 같이 단어를 수동적으로 볼 때, 들을 

7) E. Bruce Goldstein, Sensationand Perception. 8th edition, Cengage Learning, 2009, p. 
73.

8) 하코다 유지, 츠즈키 타카시, 가아바타 히데아키, 인지심리학, 교육을 바꾸는 책, 
2014, pp. 44-46.

[그림 6] 두 가지 시각정보처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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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말할 때, 생성할 때 뇌의 여러 영역에서 자극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 

하였다.9) 인간은 단어가 인식되는 속성에 따라 각각 다른 뇌 영역에서 

인지하므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총 정보량 이상의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인지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필요 이상의 많은 정보와 

이에 해당하는 다양하고 각기 다른 인터랙션을 유도하는 인터페이스 설

계하였을 경우 서비스 사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정보의 내용에 따

라 통일된 인터랙션을 주어 사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혼란스

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간은 대부분의 단어가 자동처리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읽지 않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예를 들어 색상과 단어의 뜻이 맞지 않을 경우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 문자열은 의미 있는 단어일 경우 

무의미한 배열일 경우보다 그 안에 속한 단어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

9) S. E. Petersen, P. T. Fox, M. I. Posner, M. Minton & M. E. Raichle, “Positron 
emission tomographic studies of the cortical anatomy of single-word processing”, 
Nature Vol. 331, 1988.

[그림 7] 단어를 처리할 때 뇌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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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정보를 지각하고 학습하여 기억해

내는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뇌 운동은 청각, 언어 이해, 시각 영역과 많

은 상호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헝가리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는 몰

입은 어떤 행위에 깊게 빠져 이 순간 시간의 흐름, 공간 더 나아가 자아

까지 잊게 되는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한다. [그림 8]과 같이 몰입 이론에

서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깊게 몰입하고 있는 상태를 플로우(Flow)라

고 말한다. 도전 난이도가 낮을 때 기술 수준을 높이면 무관심(Apathy)이 

권태(Boredom)가 되었다가 긴장이 완화(Relaxation)된다고 한다. 역량만 

높을 경우 권태와 무기력을 느끼고, 역량이 낮으면 각성이나 불안감을 

느낀다. 기술 수준이 낮을 때 도전 난이도를 높이면 무관심이 걱정

(Worry)이 되었다가 불안(Anxiety)이 된다. 그러나 보통 수준의 사람에게 

높은 도전을 요청하면 흥분(Arousal)한다. 여기에 자신감을 조금 더 불어

넣으면 창의력이 쏟아지면서 몰입(Flow)한다.10) 

 몰입을 촉진하는 요소로는 첫 번째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완료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해

10) 김철수, 생각경영법, 플랜비디자인, 2018, pp. 77-78.

[그림 8] 몰입 Flow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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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자신의 기술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세 번째로 자

신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함에 있어 어떠한 부족함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

적이고 정확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 과제에 대한 

고도의 집중력이다. 다섯 번째로 행동과 인식의 통합이다. 행동과 정신

이 하나가 된 듯 융합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로 통제력이다. 일곱 번째

로는 자기 상황과 자신을 잊게 되는 자의식의 상실이다. 여덟 번째로 몰

입할 경우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감각의 왜곡이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몰입을 즐기는 목

적적 경험이다.11)

   생각이라는 것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상상의 생각, 사고하는 생각, 

사색의 생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 할 수 있다. [그림 9]12)와 같이 이 

중 창조력을 발휘하는 상상은 현실을 바탕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구

상하여 가설을 세움으로써 만들어 진다. 가설은 하나의 목표로 볼 수 있

고, 그 목표를 어떠한 능력으로 실행(지시)하면서 창조력이 발휘되며 창

조는 창의에서 시작하여 실현되어 만들어 진다.

11) Mihaly Csikszentmihalyi, Flow and the Foundations of Positive Psychology, Springer 
Netherlands, 2014.

12) 김철수, 생각경영법, 플랜비디자인, 2018, pp. 77-78.

[그림 9] 상상과 창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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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을 창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시가 있어야 한다. 지시

에 따라 몰입도가 다르기 때문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각성하고 흥분하게 

해야 한다. 지시가 너무 어려울 경우 걱정과 불안이 높아지며, 지시가 

쉬울 경우 지루함과 편안함을 느껴 창조력이 발휘되기 어렵다.

   영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마(David Marr)는 [그림 10]과 같이 세 가

지 단계의 분석을 통해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13) 

첫 번째로 계산 이론(Computational Theory)은 계산의 목표와 작업의 추

상적 정의와 일치한다. 시스템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다. 두 번째로 표현

(Representation)과 알

고리즘은 인풋(Input)

과 아웃풋(Output)이 

제시되는 방식이며, 

인풋에서 아웃풋까지 

변환에 대한 알고리즘

의 구체적인 사항이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며 어떤 표현과 

과정을 통해 입출력을 

처리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하

드웨어 적용(Hardware 

Implementation)은 시

13) Ethem Alpaydine, 머신러닝 쉽게이해하기, 유엑스 리뷰, 2018, pp. 48-50.

[그림 10] Representations와 Processes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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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실제 물리적인 구현의 현실화다. 인간의 눈은 단순한 시각 정보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처리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수준에 이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보는 눈을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비교한

다면 뇌는 정보의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추출하여 계산할 수 있는 하드웨

어이다.14)

   독일의 인지 심리학자 볼프강 쾰러(Wolfgang Köhler)는 [그림 11]15)과 

같이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침팬지를 대상으로 실험하여 통찰

을 연구하였다. 배고픈 침팬지를 우리 안에 가두어 실험하였는데, 천장

에는 바나나를 매달아 놓고 우리 안에 상자와 막대기를 두었다. 처음에 

침팬지는 바나나를 따먹기 위해 여러 번 점프하여 시도하였지만 실패를 

거듭하자 구석에 앉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주변의 환경을 파악하고 고

민하다 상자를 끌어와 그 위에 딛고 올라가 막대기를 사용해 바나나를 

먹기 시작했다. 이 실험은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한 문제해결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파악하여 문제와 주어진 과제에 대한 고민 끝에 그의 관계

를 터득해 문제를 해결해 갔다는 새로운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16)

14) David Marr, Vision, The MIT Press, 2010, pp. 329-332.

15) http://www.pigeon.psy.tufts.edu/psych26/kohler.htm

16) Gabriel Ruiz and Natividad Sánchez, “Wolfgang Köhler’s the Mentality of Apes 
and the Animal Psychology of his Tim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2014.

[그림 11] 쾰러의 침팬지 문제 해결 행동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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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은 견(見)이이고 연결은 시(視)고 통찰은 관(觀)이이라 말한다. 생

각이 관념이라는 것은 견이 시로, 시가 관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생기

는 생각, 또는 견이 없이 시에서 관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생

각, 또는 견도 시도 없이 관에서 바로 생기는 것이다.

 [그림 12]와 같이 관념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 1관념은 과거의 

경험에 의한 기억을 되살려 의도적으로 통찰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과거의 어떠한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기억해 어떤 태스크(Task)가 

있을 때 생각하고 있지 않아도 반복적인 훈련으로 의식 이상으로 통찰로 

이어져 수행 할 경우가 있다. 제 2관념은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의도만으로 통찰을 끌어내 수행하는 것이다. 인간은 신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어떠한 종교를 만들어 낸 것과 비슷하다. 제 3관념은 과거의 

경험과 어떠한 의도도 없이 어떤 무언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고정관념의 예로 플라톤의 이데아와 공자

의 도(道)를 거론할 수 있다.17) 기기와의 인터랙션을 대입하여 의미를 재

해석해 보면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미 스마트폰에서 이뤄지는 인터랙션

에 과거 경험을 토대로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적합한 인터페

이스를 설계한다면 직관적인 인터랙션을 유도할 수 있다.

17) 김철수, 생각경영법, 플랜비디자인, 2018, pp. 289-290, pp. 390-394.

[그림 12] 세 가지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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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6년 미국 교육 심리학자 벤자민 블룸(Benjamin Bloom)은 교육을 

목표로 생각 기술을 여러 단계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인지적 영

역에 초점을 맞춰 블룸의 텍사노미(Bloom’s Taxonomy)로 개발되어 이 

분류 체계는 학습 과정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학습법이 되었다. 추후 

2000년대에 들어서서 블룸의 제자 로린 앤더슨(Lorin Anderson)이 개정

된 텍사노미(Bloom’s Revised Taxonomy)를 발표 하였다. [그림 13]18)과 

같이 정보 통신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기존의 텍사노미를 보완하고 21

세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블룸의 디지털 텍사노미(Bloom’s Digital 

Taxonomy)를 발표하였다. 

 사람이 학습을 할 때 일정한 단계를 거쳐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는 저차원적 사고력에서 고차원적 사고력으로 이어지는 연속체로 설명

한다. 텍사노미의 학습과정은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기억하

18) 계보경, 김재옥, ｢블룸의 디지털 텍사노미 Bloom’s Digial Taxonomy｣ 2013 KERIS 
이슈리포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3.

[그림 13] 블룸의 텍사노미(좌), 블룸의 개정된 텍사노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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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야 하며, 응용하기 위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분석하기 

전에 응용할 수 있어야 하며,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분석이 완료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억, 이해, 응용, 분석, 평가 등의 학습 지식이 쌓였을 경

우 창조할 수 있다. 

2. 인공지능의 개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으로 기계

의 지적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로써 인간의 지능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

업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

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가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는 컴퓨터의 발

명과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 인공지능이란 용어는 1956년 미국 컴퓨터 

과학자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

용하면서 학습, 지능의 모든 특성을 기계로 정밀하게 기술하고 구현하는 

것으로 설명하여 처음 등장하였지만 기계학습이라는 개념이라고 하기에

는 부족하였다. 1980년대 중반 신경회로망이 등장하면서 기계학습 연구

가 활발히 되었지만 컴퓨터 성능의 제약으로 더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었

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딥러닝이 발전되면서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점차 

성장하였다.19) 2007년 아이폰 출시로 데이터는 폭증되었고, 기술이 발달

하면서 딥러닝에 필요한 빅데이터 형성이 쉽게 구축되어 인공지능이 더

욱 발전될 수 있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의 양

은 2005년 0.1ZB(제타바이트=1021 바이트=10억 테라바이트)에 불과하였

으나 2017년 20ZB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163ZB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

19) 박승규, ｢인공지능 기술 동향｣ 주간기술동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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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

 미국 컴퓨터 과학자 일레인 리치(Elaine Rich)와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학교 컴퓨터과학 교수 케빈 나이트(Kevin Knight)는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더 잘하는 것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

(1991)라고 했으며,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산업공학 교수 마크 폭스(Mark 

S. Fox)는 근본적으로 인간 마음의 원리라고 정의한바 있다. 미국 매사추

세츠공과대학교(MIT) 컴퓨터과학 교수 패트릭 윈스턴(Patrick H. Winston)

과 캐런 프렌더개스트(Karen A. Prendergast)는 인공지능의 3가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 기계를 보다 영리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로 지능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 세 번째로 기계를 보다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공지능은 이 보다 더 많은 정의를 가지고 있

지만 근본적으로 지능이 어떠한 과업을 이해하여 인간의 사고 과정을 연

구하는 것과 컴퓨터나 로봇 등과 같은 기계를 사용하여 인간의 사고 과

정을 표현하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21) 지적 행동과 지능

이 존재할 경우 아래와 같은 여러 일들을 수행 할 수 있다고 한다.22)

Ÿ 경험에 의한 학습이나 이해

Ÿ 애매하거나 모순된 메시지로부터 의미 생성

Ÿ 새로운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인 대응

Ÿ 문제해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추론을 사용

Ÿ 환경을 적응하기 위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응용)

Ÿ 주어진 상황의 여러 요소의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의 인식

   [그림 14]와 같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데 있어 크게 작용하는 세 가

20) 배현표,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현실로 만든 인공지능｣ 지역정보화 Vol.110, 한
국지역정보개발원, 2018, p. 79.

21) 이상용, 인공지능 이론 및 응용, 상조사, 2004, pp. 14-15.

22) 양기철, 인공지능의 이해, 생능, 2003,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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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요소인 데이터, 정보, 지식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데이

터(Data)란 외부 세계에서 인간의 눈과 귀 등의 감각 기관을 통해 갖고 

온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이터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인간은 인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입력된 데이

터에서 불필요한 잡음과 데이터는 제거되고 정리된 데이터는 정보

(Information)가 된다. 정보는 조직화된 데이터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 정보가 개념화되면 지식(Knowledge)이 된다. 보편

적인 정리와 법칙 또는 진리는 지식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

 지식의 특징은 양이 많고, 정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우며 끊임없이 변하

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식을 다루기 위한 5가지 유의사

항은 아래와 같다.23)

Ÿ 지식의 표기는 일반성을 가져야 한다.

Ÿ 대부분 지식은 그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Ÿ 현실 세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식은 쉽게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23) 이상용, 인공지능 이론 및 응용, 상조사, 2004, pp. 98-100.

[그림 14] 데이터, 정보, 지식의 양과 추상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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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비록 지식이 정확치 못하나 완전하지 못해도 많은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Ÿ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가능성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어

야 한다.

 인공지능의 정의를 [표 1]24)과 같이 8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영국 컴퓨터 과학자이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컴퓨터 

과학 교수 스튜어트 러셀(Stuart J. Russell)과 미국 컴퓨터 과학자이자 구

글사 디렉터 피터 노빅(Peter Norvig)은 인공지능을 ‘지능적 에이전트

(Intelligent agent)’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환경

에서 지각(Percept)들을 수용해서 작용(Action)들을 수행하는 에이전트에 

24) Stuart Russell, Peter Norvig,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Prentice 
Hall, 2009; 박승규, ｢인공지능 기술 동향｣ 주간기술동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에서 재인용.

구분 인간의 수행 이상적 수행 = 합리성

사고
과정
및 
추론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컴퓨터가 생각하게 만들려는 
흥미로운 새 노력… 문자 그대로 
완전한 의미에서 마음을 가진 기계” 
(Haugeland, 1995)
“인간의 사고, 즉 의사결정, 문제 
해결, 학습 등의 활동에 연관시킬 수 
있는 활동들(의 자동화)” (Bellman, 
1978)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계산 모형을 이용한 정신 능력 연구” 
(Charniak McDermott, 1985)
“지각과 추론과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계산의 연구” (Winston, 1992)

행동

인간적으로 작용하기
 
“사람이 수행했을 때 지능을 
요구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기계를 
창조하는 기술” (Kurzweil, 1990)
“현재로서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것들을 컴퓨터가 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연구” (Rich Knight, 1991)

합리적으로 작용하기
 
“계산 지능은 지능적 에이전트의 
설계에 대한 연구이다” (Poole et al., 
1998)
“인공지능은… 인공물의 지능적 
행동에 관련되어 있다” (Nilsson, 
1998)

[표 1] 인공지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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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이다. 각 에이전트는 일련의 지각들을 작용들에 연결시키는 하

나의 함수를 실행하며 학습한다.

 [그림 15]와 같이 에이전트는 감지기(Sensor)들을 통해 자신의 환경

(Environment)를 지각하고, 작동기(Actuator)들을 통해 환경에 작용하는 

어떤 자이다. 인간 에이전트의 감지기로는 눈, 귀 등과 작동기로 손, 다

리, 성대 등이 있다. 로봇 에이전트는 감지기로 카메라와 적외선 거리측

정기와 작동기로 다양한 모터가 있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는 

키보드 입력, 파일 내용, 네트워크 패킷을 감지 입력으로 수용하고 화면

표시, 파일 기록, 네트워크 패킷 전송을 통해 환경에 작용한다.25)

   도쿄대학교 교수 마쓰오 유타카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4가지 종

류로 나눌 수 있다. [표 2]26)에서 보면 현재는 3단계와 4단계 기술이 해

당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운동의 숙달, 화상인식, 언어

의 의미 이해가 딥러닝을 통해 가능해졌다. 눈을 가진 기계의 화상인식 

기능 등장으로 경비, 입국 관리, 간병 등이 가능해져 산업로봇 분야가 

발달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실생활과 전산업계가 딥러닝을 통해 큰 발

25) 김재인,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동아시아, 2017, pp. 52-56.

26) 마쓰오 유타카, 인공지능과 딥러닝, 동아엠엔비, 2018, pp. 52-56.

[그림 15] 에이전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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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있을 것을 예상한다.

   음성인식 기능이란 사람의 목소리로 어떠한 장치,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상용화 되어 있는 기계는 

인공지능 비서를 활용한 스피커와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PC와 

달리 문자를 키보드로 입력하는데 있어서 용이하지 않다. 운전 중이거나 

손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문자를 입력하지 않고 음성으로 조작하여 웹 

검색과 프로그램 설정 등이 가능하다.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에서의 인터랙션은 디스플레이에서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공감각적인 경험을 유도하고 

있다. 모달리티(Modality)란 인터랙션 과정에서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멀티 모달리티란 기계에 음성을 포함한 여러 다른 모달리티를 

사용하여 입력할 경우를 말한다.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는 인간과 기계 간

의 인터랙션을 동시에 여러 모달리티의 조합으로 인해 입출력이 가능하다.

 1950년대부터 언어와 음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초기의 시작은 

개별 숫자, 모음, 음절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였고, 이

후 1963년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사가 총 16개

구분 인공지능의 성격과 발전단계

1단계
전자제품에 탑재된 단순 제어 프로그램 수준이며, '제어공학'이나 '시스템 
공학' 등의 학문 분야와 일부 유사한 성격을 지님 
예) 에어컨, 청소기, 세탁기 등의 전자제품의 자동화 기능 

2단계
고전적인 인공지능으로 입력과 출력의 수가 극단적으로 많은 경우를 의
미하며, 적절한 판단을 위해 추론 및 탐색을 하거나, 기존에 보유한 지식
을 기반으로 판단 가능 예) 간단한 퍼즐 해결, 진단프로그램, 청소 로봇

3단계
기계학습을 받아들인 인공지능으로 추론의 구조나 지식이 데이터를 바탕
으로 예측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며, 전형적으로 머신 러닝의 알고
리즘을 이용

4단계
딥러닝을 받아들인 인공지능으로 머신 러닝보다 발전하여 판단을 위한 
특징(Feature)자체를 학습하는 수준의 인공지능을 의미하며, 현재의 딥러
닝 기술이 이에 해당

[표 2] 인공지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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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어를 인식할 수 있는 슈박스(Shoebox)라는 기기를 개발하였다. 하

지만 초기부터 음성인식 서비스 연구를 주도한 AT&T사 산하 벨랩(Bell 

Lab)의 존 피어스(John Pierce)는 자동 음성인식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 향후 수십 년 간 실체가 없을 것이라 비판해 정부는 

음성인식 기술의 연구 개발 지원을 축소시켰었다. 1971년부터 시작된 미

국 국방부 산하 국방첨단연구사업국(DARPA)의 음성이해 연구 프로그램

(Speech Understanding Research)을 통해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다(한국콘

텐츠진흥원, 2011. 11). 음성인식 기술은 고립단어(Isolated Word)를 인식

하는데 한정되어 있었지만 1980년대에 연결단어(Connected Word)를 처

리할 수 있게 발전되었으며 점차 인식 가능한 단어도 10,000개의 수준으

로 높아졌다(Furui, 2005).27)

 음성인식 기술은 존 피어스(John Pierce)의 분석대로 딥러닝, 머신러닝

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여 활발하게 활용되면서부터 인식 오류

률이 낮아져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시작되었다. 미국의 벤처캐피털 

Kleiner Perkins Caufield Byers(KPCB)의 2016년 발간 보고서에 의하면 

음성 데이터의 의미 이해 정확도가 99% 수준이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

이 음성인식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 전망하였다(KPCB, 2016. 6).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빠르게 처리되고 저장

될 수 있는 컴퓨팅 자원과 환경이 필요한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발

달함에 따라 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전에는 플랫폼이 운영체

제(OS: Operating System)에 기반 하였기 때문에 정보의 생산, 처리, 저

장 및 이용이 기기 자체에 한정되어 구동되었지만 클라우드 환경이 구축

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사용 환경이 변화하였다(김대호 외, 2014; 최은정, 2013). 실시간으로 유사 

27) 최지혜, 이선희, ｢음성인식 AI 비서 시장의현황과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29권 
9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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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을 검색하고 대용량의 음성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인식 정확도가 높아졌다(김대호 외, 2014). 이코노미스트가 정리

한 언어 기술의 발전 과정은 아래 [그림 16]28)과 같다.

   애플사의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시리(Siri)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 베

이스를 활용하여 질문에 최적화된 답변을 선택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구글사의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구글 나우(Google Now) 또한 입력된 음

성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서 텍스트로 변환시켜 분석하고 그 결과 값

에 따른 실시간 검색 결과를 기기로 재전송하는 방식이다. 음성인식 기

술 경쟁은 애플사의 시리(Siri)와 구글 나우(Google Now)와 같은 음성인

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가 스마트폰에서 이용이 가능해

지면서 주요 연구 분야로 관심을 받았지만 격화된 시점은 2014년 아마존

사의 인공지능 스피커 에코(Echo)를 출시한 이후라 볼 수 있다.

 오늘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용자는 새로운 기능을 스마트한 커넥티

28) https://www.economist.com/technology-quarterly/2017-05-01/language

[그림 16] 언어기술의 발전 과정, The Economist(2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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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Connected) 디바이스를 통해 개인화(Personalized)된 경험을 쉽게 얻는

다. [그림 17]29)에서와 같이 디바이스에 질문이나 정보를 문자로 검색 하

거나 음성인식으로 기기에 입력하여 결과 값을 음성 답변이나 정보를 디

바이스 화면을 통해 받는 것이 익숙한 행태이다. 검색 결과가 사용자에 

개인화 되어있다면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초기 단계에 개발된 인공지능 서비스는 사용자가 어떠한 과업을 수행할 

때 이전의 사용성을 기억하여 적절하게 콘테츠만 노출해 주는 형식이었

다. 컨설팅 회사 엑센츄어(Accenture)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발

전됨에 따라 과업의 수행 기록을 토대로 다른 기능 혹은 채널과 연결하

여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림 18]30)과 같이 인공지능이 과거에는 큐레이터(Curator), 어

29) https://medium.com/@jolie.cy.huang/the-convergence-of-internet-of-things-
   and-artificial-intelligence-f3cf993d0406

[그림 17] 사용자 인공지능 경험 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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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바이저(Advisor)로 불리었다면 이제는 오케스트레이터(Orchestrator) 단

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용자와 기기 간의 정교하고 지능 높은 상호작

용은 즉 사용자가 복잡한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실제로 아마존사는 에코(Echo) 스피커를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빈도를 6% 증가시켰고 소비율은 10%가 증가했다. 현재 디스플레이

형 인공지능 기기가 출시되면서 자연어 입력에 명확한 결과를 제공해 주

어 사용자가 기기와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서비스 사용시 사용자 스스로가 의사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디자인이 필요하다.

3. 인공지능 서비스 종류와 특징

   인공지능 기술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범죄, 교통, 에너지 

효율 등의 여러 영역에서 힘써주고 있다. 중국의 대표 정보 통신 기술

30) ‘Technology Vision 2017’, Accenture Report, , 2017, p. 3.

[그림 18] 사용자 경험 발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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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회사 기업인 알리바

바와 폭스콘의 협력 하에 구축된 ‘시티 브레인’ 시스템이 대표적인 사

례이다. 첫 번째로 범죄 분야에서는 중국 항저우 시에 이 시스템을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티 브레인은 도시 내에 설치된 CCTV 영상과 항

저우 시민들의 SNS 이용 내역, 출퇴근 동선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받

아 실시간으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 지역에 경

찰차를 파견한다.31)

 두 번째로 교통 분야이다. 교통 도로상의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

하여 도로 위의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엔비디아사

(NVDIA)가 개발한 ‘메트로폴리스 플랫폼(Metropolis Platform)’은 딥러

닝 기반의 이미지와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어떠한 장소를 지나는 

물체와 인간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즉 CCTV 영상에 인식되는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내비게이션의 이동 경로를 추천해 주거나 

원활한 도로 교통을 위해 교통 신호를 조정할 수 있다. 실제로 항저우시

는 시범 구역 내에 시티 브레인을 도입하여 차량흐름을 11% 개선하였

다. 이외 세계의 많은 국가의 도시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

이기 위해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은 향후 

도시 교통 문제와 사고의 해결 방안이라는 전망에 주요 ICT 기업인 구

글, 테슬라, 우버와 자동차 기업의 포드, BMW 등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힘쓰고 있다.

 세 번째로 에너지 분야이다. 에너지별 소비 통계(세계 에너지 통계, 

2019)를 보았을 때 화석연료가 80%의 소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예전에 

10년 동안 사용했던 화석연료를 오늘날 우리는 1년 안에 사용하여 한정 

자원인 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이다. 이러한 에너지 소

31) 배현표,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현실로 만든 인공지능｣ 지역정보화 Vol.110, 한
국지역정보개발원, 2018, pp. 78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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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량을 줄이기 위해 구글사 같은 경우 딥마인드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전력 소모량을 40% 줄였다. 제너럴 일렉트릭사(GE: General Electric)는 

사무실, 상점, 공장 등의 공간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

들을 제공하고 있다.

 [표 3]32) 에서 보듯 IT 업계의 회사뿐만 아니라 제조업, 유통업, 운송업, 

의료업, 금융업, 교육업, 건설업, 공공기관 등의 유수의 기업들과 정부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인공지능 분야에 크게 관심을 갖고 경쟁적으로 연

구 개발을 하고 있다.

 빅데이터(Big Data)가 용이하게 활용되고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디

바이스, 스마트폰 및 스마트 디바이스, TV, 챗봇 및 로봇, 스마트홈과 스

마트시티, 스마트카,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등이 발달됨에 따라 우리의 

생활은 빠르게 디지털화 되었다. 이에 적응한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사

용자 경험을 고려하여 향상된 인터넷 검색과 광고 품질을 요구하게 된

32) Nikkei Big Data, 구글에서 배우는 딥러닝 Learning from Google Deep Learning, 
영진닷컴, 2017, pp. 20-21.

1. 데이터 취득 2. 데이터 3. 분석 4.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한 산업 구조의 변화 5. 업종

IoT와 같은 
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포인트 카드,
스마트폰 앱,

API 등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 러닝 
등의 분석

방법

산업 인터넷/인더스트리4.0 제조
EC/옴니채널 유통
자동운전/공유경제 교통/운송
신약/개별화 의료/의료비
절감(데이터 헬스 계획) 

의료

FinTech(대출 심사 및 
보험료의 개별화)

금융

스마트 하우스/HEMS 에너지/주택
EduTech(어댑티브러닝 등) 교육
HRTech 인재
스마트 컨스트럭션
i-Construction

건설

빅데이터에 의한 새로운
경제지표 · 소비지표

공공

[표 3] 다양한 업계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의한 번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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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출시될 서비스와 기계는 사용성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디

자인을 제공해야 한다.

   미국에 3,3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사용 관련해 조사한 결

과 이 중 85%는 실제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고 84%는 내비게이션, 

72%는 음악, 비디오 스트리밍과 추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스마트

폰을 통한 음성인식 개인 가상비서 기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9]33)는 브라이트에지(BrightEdge)에서 500명이 넘는 콘텐

츠 디지털 마케터들에게 다음 세대의 주요 트렌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그 결과 트렌드 주요 키워드는 개인 맞춤화를 

28.7%, 인공지능을 25.7%, 음성인식을 21.2% 순으로 집계되었다. 빅데이

터가 쌓이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실생활에 많이 

침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3) https://www.marketingcharts.com/customer-centric/analytics-automated-and
-martech-82661

[그림 19] 마케팅 트랜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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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4)은 매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가전제

품 전시회(CES: 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의 2010년

부터 2017년까지 주요 내용과 특징 정리한 결과이다. 2010년 스마트 TV, 

스마트 북, 태블릿 PC,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2012년에는 자동차 회사들

이 인터넷 자동차를 개발하면서 처음으로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이후 많

은 업체들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드론, 로봇, 3D 프린터, 클라우드 등을 

선보였다. 4차 산업혁명의 주 기술인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는 

기술 융합에 초점을 맞춰 인공지능 스피커, 5G와 사물인터넷(IoT), 자율

주행 자동차, 로봇,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과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을 접목시킨 스마트홈 제품들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AI of Things, Artificial Intelligence of Things)

이란 용어가 2016년 일본의 샤프사(Sharp)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오

늘날 이 기술은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앞으로 

기존에 개발된 기술과 제품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여 의료, 스마트시

34)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88364

연도 아이템

2010
- 3D TV, Smart Book/Notebook/Tablet PC
-  스마트폰 등장

2011
- Smart TV(Connected TV), 4G LTE Phone
- Apple 불참(iPad)/Tablet PC

2012
- 연결성, OLED TV/Smart TV
- 자동차 업체 참가(4G 인터넷 자동차)

2013 - Wearable, Smart Phone, OLED TV vs UHD TV

2014
- Wearable Smart Watch, Connected Car/자동차 대거 참여
- 곡면 Display

2015 - Dron/VR Robot, Wearable Device, Smart Car

2016
- Smart Car/전기자동차, 3D 프린터/Dron/Robot(중국약진)
- VR/Cloud

2017 - AI(인공지능 스피커), 5G/IoT, 자율주행, Smart Home+Robot/AR-VR

2018
- 미국 기업: 1,744개/중국 기업: 1,379개/한국 기업: 210개

일본 기업: 49개

[표 4] 2010년~2017년 CES 주요 내용과 특징



- 33 -

티, 자동차 산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한다. 

 딜로이트(Deloitte, 2019) 인사이트 연구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스피커의 보급률은 중국이 22%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미국이 

20%로 컸다. 그리고 영국이 12%, 독일이 10%, 캐나다와 호주가 9%로 순

이었다. [그림 20]35)과 같이 일별 디바이스 사용률은 스마트폰이 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트북 72%, 데스크탑 71%, 스마트 워치 63%, 

피트니스 밴드 62%, 9인치 이상의 태블릿 60%, 스마트 스피커 56%, 7~9

인치 소형 태블릿 51%, 일반 휴대폰 49%, e-리더 32% 순으로 스마트 스

피커는 7번째로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로 집계되었다. 

35)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Predictions 2019’, Deloitte Insights, 
2019.

[그림 20] 일별 디바이스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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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스피커와 스마트폰의 탑재된 인공지능 비서 기능이 상용화되

면서 음성인식 기능이 점차 발전되고 있다. 서비스 출시 후 초반에는 사

용자들이 음성인식에 익숙하지 않아 사용 거부감이 컸지만 기능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4점 만점 기준으로 2.78 점~ 

3.15점 사이로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 2017). 하지

만 대부분의 스마트 스피커는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있어 

음성으로만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기술적 한계를 느낀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용자들을 위해 최근에는 디스플레이형 스마트 스피

커가 출시되기도 했지만 활발히 상용화되기까지 아직은 노력이 더 필요

한 상황이다.

 이마케터(eMarketer, 2019)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의 인

구 중 월별 약 1억 1천 180만 명이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

으며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정도인 셈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의 사용자 분

석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그림 21]36)에서 보듯 수치로만 보았

을 때 지난해보다 사용자가 9.5% 증가하였다. 인터넷 이용자 중 39.4%, 

전체 인구의 33.8%는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사용자로 집계되었다. 대부

분의 사용자들은 스마트폰과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기능을 사용하며 자

동차,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TV, 가전 등을 통해 사용하기도 한다. 

밀레니얼 세대의 사용자들이 많았지만 최근 다양한 연령대로 사용층이 

넓어졌으며 문자 인터페이스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들도 늘고 있다.

36) ‘US Voice Assistant Users2019 Report’, eMarket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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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대형 기업들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연어 데이터를 

확보하고 음성인식 기술을 높혀 자사의 인공지능 비서 플랫폼을 개발하

여 스마트 스피커에 접목시키는데 힘쓰고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머신

러닝을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서비스의 양과 질이 향상되

었다. 알람 설정, 음악 재생, 어플리케이션 실행 같은 단순한 과업 이외 

쇼핑, 일정 관리, 일상 대화, 다른 스마트 기기 제어, 정보 추천 등의 기능 

구현이 가능해 짐으로써 실생활에 더 용이한 기기로 발전해 가고 있다. 

 글로벌 IT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카날리스(Canalys, 2018)의 조사에 따르

면 전 세계 인공지능 스피커 수는 2018년 기준으로 이전 해보다 2.5배 

늘어난 1억대가 될 것이며 한국은 300만대에 달할 것이라 예상했다. 제

품별 점유율은 아마존사의 에코(Echo)가 50%, 구글사의 구글 홈(Google 

Home)이 30%, 애플사의 애플 홈팟(Apple HomePod)이 4%를 차지할 것으

로 예상했다. 2020년까지 2억 2500만대 규모로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은 

[그림 21] 미국의 음성인식 비서 사용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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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확대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표 5]37)와 같이 전 세계 순위 5위권 

수준의 국내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은 이동통신 회사들이 주도하지만 포

털 기반 IT업계의 회사들도 자사 스피커를 개발하고 있다. 향후 스피커

는 스마트홈의 허브 기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보이며 앞으로는 스마트폰

의 기본 기능을 접목시켜 사용성을 높이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3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
&aid=0008797600

국내 AI 스피커 비교

                                           

제조사 KT SKT 네이버
제품명 기가지니 누구 웨이브

AI 플랫폼 기가지니 누구 클로바
가격 30만원 15만원 15만원

출시일 ‘17.1 ‘16.9 ‘17.8

특징 스피커 겸 셋톱박스 음악 재생, 쇼핑, 배달
음악 재생, 네이버 

검색, 번역

                                        

제조사 카카오 LG전자 삼성전자
제품명 카카오미니 씽큐허브 갤럭시홈

AI 플랫폼 카카오아이 클로바(네이버) 빅스비
가격 12만원 40만원 30만원

출시일 ‘17.11 ‘17.11 ‘18.8

특징
음악 재생, 다음 검색, 

메신저
음악 재생, 네이버 

검색, 번역
하만 음향기술 기반의 

스피커 강조
*출처: 각 사, KTB투자증권

[표 5] 국내외 인공지능 스피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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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사용자들은 음악을 재생하고, 날씨 정

보와 교통정보를 확인하며 정보 검색을 한다.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활용

을 하고 있으며 연결된 TV를 조작하기도 한다. 딜로이트(Deloitte, 2019) 

인사이트 연구 보고에 따르면 [그림 22]38)와 같이 스마트 스피커에서 가

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은 음악 재생이 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날

씨 정보가 52%, 알람 설정 39%, 일반적인 정보 검색 39%, 유희적 놀이 

및 대화 38% 순이었다. 음악 재생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기능들은 대부

분 정보에 대한 검색이었다. 아직까지는 스마트 스피커가 기존의 일반 

스피커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이 같으나, 인공지능 기능이 더욱더 

지능화됨에 힘입어 스마트 스피커가 사용자의 신뢰를 얻는 시점에는 두 

스피커의 대표 기능의 차이가 날 것을 기대한다. 

38)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Predictions 2019’, Deloitte Insights, 
2019.

해외 AI 스피커 비교

           

제조사 Amazon Google Apple Alibaba Xiaomi

제품명 Echo Home HomePod Tmall Genie
Mi AI 

Speaker

AI 플랫폼 Alexa
Google 

Assistant
Siri AliGenie XiaoAi

가격 $180 $129 $349 $40 $45
출시일 ‘14.11 ‘16.11 ‘17.10 ‘17.7 ‘17.7

특징
아마존을 

통한 온라인 
주문

구글 검색 
가능, 

빅데이터 
보유

애플 뮤직 
이용, 스피커 

기능 및 
보안 강조

쇼핑 기능 
강조

*출처: 각 사, KTB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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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바일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의 종류 및 검색어

   인공지능의 도래로 생활이 점차 변화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된 인공

지능 비서 서비스는 [그림 23]39)과 같이 애플사의 시리(Siri), 마이크로 소

프트사의 MS 코타나(MS Cortana), 아마존사의 알렉사(Alexa), 구글사의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와 구글 나우(Google Now), 삼성사의 

빅스비(Bixby), 화훼이사의 셀리아(Celia), 네이버사의 클로바(Clova)와 네

이버i, SK텔레콤사의 누구(Nugu), KT사의 기가지니(Giga Genie) 등이 대

표적이다.

39) https://dribbble.com/shots/5802575-Virtual-Assistants

[그림 22] 스마트 스피커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5가지 기능

[그림 23]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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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인공지능 비서는 음성 대화형 사용자 환경을 갖추고 있다. 오늘

날 점차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면서 스마트폰 속의 인공지능 비서가 일상

에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개발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사용

자는 음성인식을 통해 챗봇 형태인 개인 비서 로봇이란 시스템과 간단한 

기능적인 소통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카메라를 통해 보기도 하고 듣고 쓰

기도 하는 기능을 갖춤으로써 맞춤형 스마트 비서로 개발되고 있다. 이

렇게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으로 점

차 진화하고 있다.

   [그림 24]와 같이 인공지능 비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40) 첫 번째는 플랫폼 관리형 인공지능 비서이다. 특정 플랫폼과 

운영 체제에 종속되어 있으며 생성되는 데이터와 실행되는 앱을 모두 관

리하고 조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는 서

비스이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서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단

점이다. 플랫폼 관리형 인공지능 비서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iOS와 맥OS

에서만 관리할 수 있는 애플 시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버전 이상

에서 사용할 수 있는 MS 코타나,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만 관리할 수 있

는 구글 나우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형 인공지능 비

서이다. 오픈 API를 활용해 스마트폰, PC, 태블릿, 스마트TV, 스마트 스

피커, 스마트 가전 등 모든 플랫폼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

징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사물인터넷 기계에 주로 사용된다. 다만 

접근 기계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단점이

다. 오픈 API형 인공지능 비서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아마존 알렉사, 구

글 어시스턴트, 네이버 클로바 등이 있다.

4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126/82608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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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비서는 크게 2가지의 사용자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음

성 대화형 사용자 환경과 예측형 사용자 환경이다. 음성 대화형 사용자 

환경은 인공지능 비서가 음성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오픈 API형 인공지

능이 이러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측형 사용자 환경은 수

집한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명령을 미리 예측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플랫폼 관리형 인공지능은 예측형 사용자 환경만 갖추고 있거

나 음성 대화형과 예측형의 사용자 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림 25]41)는 미국의 스마트폰 사용자 3,251명을 대상으로 음성인식 비

서를 활용하는 목적을 조사한 결과이다.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꼽은 사

용 목적은 일반적인 정보 검색이 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락 

10%, 내비게이션 10%, 일기예보 확인 9%, 일정 입력 6%, 위치기반 서비

스 5% 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tatista, 2016. 6). 일반

적으로는 전화 걸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어플리케이션 실행 및 연동 

기능, 날씨 검색, 음악 재생, 이메일 및 메시지 등 확인 및 전달,  관심 

정보 검색, 일정 확인 및 생성,  디바이스 설정 관련, 알람, 인터넷 검색, 

SNS 사용, 교통정보 확인 및 경로 검색, 주변 위치 파악 및 검색, 쇼핑, 

심심풀이 대화 기능도 사용되고 있었다.42)

41) ‘Statista’, Deloitte, 2016; 최지혜, 이선희, ｢음성인식 AI 비서 시장의현황과 시사점
｣ 정보통신방송정책 29권 9호, 2017에서 재인용.

42) 이윤정, 김승인, ｢스마트폰 음성인식 서비스의 상황별 만족도 조사｣, 디지털융복합연
구, 2017.

[그림 24] 인공지능 비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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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뉴스 업체 보이스봇(Voicebot, 2019) 보고자료에 따르면 [그림 

26]43)과 같이 모바일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는 18세~29세가 80.5%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층이였고 다음으로 30세~44세가 74.7%, 45세~60세가 

68.8%, 60세 이상이 60.5% 순이었다. 전 사용층 모두 애플 시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 알렉사, 마

이크로소프트 코타나, 삼성 빅스비 순이었다. 본 통계 자료는 미국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시아 서비스 사용률과 비교하였을 때 

상이한 분석이 나올 수 있다.

43) https://voicebot.ai/2019/06/21/voice-assistant-demographic-data-young-cons
umers-more-likely-to-own-smart-speakers-while-over-60-bias-toward-alexa-and-siri

[그림 25]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의 주요 사용 목적

[그림 26] 연령대별 인공지능 비서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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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 국내에

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관리형 비서인 애플 시리와 삼성 빅

스비, 오픈 API형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와 네이버i를 토대로 [그림 27]

과 같이 각 서비스의 기능과 검색어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애플 시리(Siri)는 iOS용 개인 단말 응용 소프트웨어이다. 2011년 10월 

아이폰 4S와 함께 소개되었으며 자연어 처리를 이용하여 사용자 질문에 

답변하고 정보를 추천해주며 동작을 실행한다. 시리는 세계 1위 음성인

식 회사인 뉘앙스 커뮤니케이션(Nuance Communications)의 음성인식 엔

진을 탑재하여 출시되었다. 모바일뿐만 아니라 에어팟, 아이패드, 맥 노

트북 및 컴퓨터, 애플워치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통화 및 문자, 일

상 업무, 음악, 백과 검색, 어플리케이션 작동 등의 기능을 주로 사용하

며 사용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미리 판단해 적재적시에 능동적으

로 제안해주기 때문에 소통이 편하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어디에 전화

를 하고 싶어 할지, 생활패턴에 따라 다음에 필요한 일이 무엇일지 예측

[그림 27] 인공지능 비서를 활용하여 검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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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시간대에 따른 음악 추천과 이벤트, 뉴스 제안 등을 제시해 준다. 

각종 기능을 하나의 단축어에 저장해 여러 업무를 한번에 실행시키기도 

하고 언어적 오류가 발생할 시 학습시킬 수도 있다. 시리는 기기 내에서 

가능한 한 오프라인 상태로 많은 것을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44) 애

플 시리의 명령어는 [표 6]45)와 같다.

44) https://www.apple.com/kr/siri

45) https://www.sparhandy.de/apple/info/siri-commands

구분 애플 시리 명령어 및 질문

명령
Phone calls

Call [name]
Call [number]
Call my husband/wife
FaceTime call to [name]
Redialing
Play me my latest voicemail
Call [name] mobile
Call [name] home
Call [name] work
Play me the latest voicemail from [name]
Call the nearest restaurant
FaceTime Audio call to [name]
Call [name] on speakerphone

질문 및 명령
Contracts

How old is [name]?
When is [name]‘s birthday?
What‘s [name]‘s address?
Where is [name]?
Is [name] at home?
Show me [name]
Where lives [name]?
Where is the office of [name]?
Find number of [name]
How old is [name]?

명령
Web search

Search the web for videos of [name/topic]
Search the web for pictures of [name/topic]
Search Wikipedia for [topic]
Search the web for [topic]
Show me www.xyz.com
Search the web for news of [topic]
Show me pictures of [topic]
Show me videos of [topic]
Search Google/Bing/Yahoo for [topic]
Search Google for pictures of [topic]
What’s the definition of [topic]?

질문 및 명령
Alarms, timer 
&Clock

Wake me up at [time]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in [country/city]?
What is the time at home?
What is the time zone in [country/city]?

[표 6] 애플 시리 명령어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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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m [time]
Alarm in [x hours]
Wake me up in [x hours]
Wake me up every [weekday] [time]
Change my [name] alarm to [time]
Set an alarm for [date] at [time]
What’s the date?
Disable alarm for [date] at [time]
Enable alarm
Disable alarm
Disable alarm at [time]
Delete all alarms
Change my [name] alarm from [time] to [time]
Timer [minutes/seconds]
Pause the timer
Check the timer
Stop the timer
Resume the timer
Countdown [minutes/seconds]

질문 및 명령 
Time, date 
calculation 
&Mathematics

How many days until New Year/Christmas/Halloween?
How many days until [date]?
How many days until year [date]?
How many years until [date]?
What is [mm:ss] in hours?
What day is in [x months/years]?
What year is in [x years] after [date]?
What day was [x days] ago?
How many days until the birthday of [name]?
What‘s [number] minus [x percent]?
What‘s [number] minus/plus [number]?
What‘s [number] divided by [number]?
What‘s [number] multiplied by [number]?
Square root of [number]?
What is [x percent] of [number]?
What‘s [number] to the power of [number]?
What are [x euro] in [dollar]?
What are [x metres] in [yards]?
How much should I tip on [x dollar]?
What day is [x days] before [date]?
What day is in [x days/weeks/months]?
Which day is Halloween/Valentine’s Day/Easter this year?
How many hours until [event]?

질문 및 명령
Weather

What’s the weather going to be like in [city] on [date]?
Do I need an umbrella for tomorrow/this afternoon/tomorrow?
What’s the temperature outside?
What’s the temperature tomorrow/this evening/tonight?
Is it windy outside?
What’s the weather going to be like in [city] on [date]?
Is there a chance of rain next week in [city]?
Is there a chance of rain this evening?
How humid is it outside?
How humid is it in [city]?
When is the sunset?
When is the sunrise?
When is the sunset [date] in [city]?
When is the sunrise [date] in [city]?
What’s the weather like?
Do I need sunglasses for tomorrow/this afternoon/tomorrow?
What’s the temperature in [city]?
What’s the perceived temperature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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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the perceived temperature in [city]?
What’s the visibility outside?
What’s the pressure outside?
What’s the tide table for [city]?
What’s the current dew point?

명령
Messaging, 
email
&SMS

Send a message to [name]
Read my new messages
Text [name]: [text]
Message [name]: [text]
Any new email from [name]?
Show me new messages from [name]
Add to the message
Reply
Review it
Change it
Show me new emails from [name]
Show me last email from [name]
Send an email to [name]
Send an email to [name] subject [text]
Show me all emails from [date]
Delete all emails from [date]
Check email
Read my messages
Text [name]: I’ll be late/see you later/I’m on the way
Show me last message from [name]

질문 및 명령
Calendar 
&Dates

What does my calendar look like on [weekday]?
Show me the appointments for [date]
When is my next appointment?
When am I meeting with [name]?
Create a recurring event every [weekday] at [time] called [name]
Create an event on [date] at [time] called [name]
Where is my next appointment?
Invite [name] to [name of appointment]
Move my [appointment] with [name] to [time]
Read Calendar
Show me my next appointment
Where do I meet [name]?
When do I meet [name]?
Show me the appointments for next week/next month
Cancel my [name of event] from [date]
Change this appointment to [date]
Cancel my event with [name]

명령
Notes 
&reminders

Remind me today: call [name]
Remind me [date] at [time] to [action]
Remind me [date] to [action]
Remind me to [action] next time I’m here
Remind me to [action] next time I leave my home
Remind me to [action]
Remind me in two hours/two weeks to [action]
Add [item] to the Grocery list
Note: [text]
Show me my notes from tomorrow/today/next week
Delete the reminder [name]
Add a reminder
Remind me
Create a list [name]
Show me my [name of list]
Show me my notes
Show me my notes from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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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ext]

명령
Learning

Call me king/sweetheart/master
Learn to pronounce my name
[name] is my mother/sister/girlfriend/niece/aunt
[name] is my father/brother/boyfriend/nephew/uncle

명령
Photos

Show all my photos
Show me my photos of today/yesterday/last week
Show me my photos from [city]
Show my selfies
Show my favorite photos

명령
Stocks

What’s the [stock name] price?
What’s the [stock name] today?
Compare [stock name] with [stock name]
What did [stock name] close at today?
How are the markets doing

질문 및 명령
Settings
&Device 
control

ctivate [function]
Enable [function]
Activate Airplane mode
Deactivate Airplane mode
Is [function] enabled?
Increase brightness
Decrease brightness
Maximum brightness
Minimum brightness
Open the [name] settings
Turn on Night Mode
Turn off Night Mode
Activate Do Not Disturb
Deactivate Do Not Disturb
Turn on Low Power Mode
Turn off Low Power Mode
Open settings
Turn on Bluetooth
Turn off Bluetooth
Turn on Wi-Fi
Turn off Wi-Fi
Turn on Cellular Data
Turn off Cellular Data

질문 및 명령
Maps 
&Navigation

Navigate to home
Take me home
Where are we?
Stop navigation
Navigate to [name]
Navigate to [name] by foot/car/transport
What is my altitude?
Call me a cab
I want beer/cocktails/pizza/burger
What is the population of [city/country]?
What’s the capital of [country]?
Show me the nearest McDonalds/cinema/restaurant/hotel
How far away is [city]?
Where is [attraction]?
Distance between here and [city]?
What are some attractions around here?
Is the [attraction] open now?
Map of [city/country]
Show me the traffic
Show me traffic i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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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Music

Play some music
Next song
Previous song
Pause this song
Repeat this song
Play this song from the beginning
Skip
Play [title] by [artist]
Play the newest song by [artist]
Play [name] playlist
Shuffle my [name] playlist
Play top 10 songs from [artist]
Play top 10 songs from [year]
What’s this song?
Who sings this?
What song is playing?
I like this song
Play more like this
Play the rest of this album
Rate this song with [x stars]
Play podcasts
Play [name of podcast]
Play [name of radio station]
Play something else by [artist]
What was the top song in [year]?
Play something [mood]
What is the newest album by [artist]?
When was this song released?
Play [song] after this song
Who´s the drummer in this?
Play the [film] soundtrack
Add this to my [name] playlist
Play some lullabies in the baby´s room
Play something new

명령
Apps 
&App store

Download [app]
Open [app]
Start [app]
Search for games/productivity apps/cooking apps/fitness apps
Take a photo/picture
Take a video
Post to Facebook/Twitter: [text]
Show me the latest t weets
Show me tweets from [name]
Play [app]
Uninstall [app]
Open mail
Launch [app]

질문
Stars 
&Celebrities

How old is [star]?
Is [star] still alive?
When is [star]‘s birthday?
Where was [star] born?
How tall is [star]?
Who is [star] married to?
Which movies are with [star]?
Which songs are from [star]?
How many oscars won [star]?
Who wrote [book]?
Who invented [item]?
Where died [star]?
When died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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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명령
Knowledge

How high is [mountain/building]?
How many calories in a chocolate/coke/apple?
How many teeth does a [name of animal] have?
How far away is [planet]?
How long do [animals] live?
How many bones does a [name of animal] have?
Where do [animals] live?
How many elements are found in nature?
How old was the oldest [person/dog/animal]?
How big is the biggest [human/animal]?
How small is the smallest [human/animal]?
What’s the population in [city/country]?
Translate [word] from English in [language]
How do you say [word or sentence] in [language]?

명령
Dictation

Siri is not able to detect interpunctions automatically. But Siri can 
recognize and use the following punctuation marks, when you 
dictating these in your message:
Ÿ Dot .
Ÿ Comma ,
Ÿ colon :
Ÿ hyphen –
Ÿ dash –
Ÿ question mark ?
Ÿ exclamation mark !
Ÿ semicolon ;
Ÿ open parenthesis (
Ÿ close parenthesis  )
Ÿ Anführungszeichen unten „
Ÿ Anführungszeichen oben “
Ÿ open bracket [
Ÿ close bracket ]
Ÿ open brace {
Ÿ close brace }
Ÿ apostrophe ‘
Ÿ at sign @
Ÿ ampersand &
Ÿ asterisk *
Ÿ euro sign €
Ÿ plus sign +
Ÿ minus sign –
Ÿ percent sign %
Ÿ dollar sign $
Ÿ section sign §
Ÿ hashtag or pound sign #
Ÿ degree sign °
Ÿ smiley face :-)
Ÿ frowny face :-(
Ÿ winky face ;-)
Ÿ cross-eyed laughing face XD

질문 및 명령
Sports 
&Spare time

When is the next [club] game?
Results from [club] last game?
Show me the results from NBA/NFL/CFL/NHL
Show me [club] season schedule
Show me NFL/CFL/NHL/NBA standings
Which NFL team has the most yards?
When is the Super Bowl?
Where is the Super Bowl?
Which teams play in the Super Bowl?
Show me career statistics for [name]
Best comedy mo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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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빅스비(Bixby)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음성인식 기반 개인 비

서 플랫폼이다. 2017년 3월 30일 갤럭시 S8과 갤럭시 S8+에 탑재된 서비

Best horror movies?
Who acted in [movie]?
Show me all new movies
Show me the newest movies
Show me best family movies
Can you recommend a movie?
Movies with [actor/actress]
What movies are playing this evening/tomorrow/next saturday?
Play the trailer for [movie]
Table for two/three/four in [name of restaurant] tonight/tomorrow 
at [time]
Show me the reviews for [restaurant/movie]
Runtime of [movie]?
Which movie won Best Picture in [year]?
Find some movie theaters near my home
Buy two/three/four tickets to see [movie] in [city]
When was [movie] released?

질문 및 명령
Find persons 
&Items

Where is [name]?
Where is my husband/wife/mother/father?
Locate my husband/wife/mother/father?
Is [name] at home?
Is [name] at work?
Is my husband/wife/mother/father at home?
Inform me when my husband/wife/mother/father is back home
Inform my husband/wife/mother/father when I’m back home
Inform my husband/wife/mother/father when I leave my office
Inform my husband/wife/mother/father when I arrive my office
Inform my husband/wife/mother/father when I leave my home
Where are you?
Where is my iPhone?
Where is my iPod?
Where is my iPad?
Where is my MacBook?
Where is the office of [name]?
What’s the address of [name]?
Who does this smartphone belong to?
Who does this iPhone belong to?
In which city lives [name]?
What’s the address of [name]‘s office?

질문 및 명령
Funny Siri 
Questions 
&Easter-Eggs

Beatbox
Flip a coin
Pick a card
Roll the dice
Tell me a story
What is better, Windows or Mac?
Why is your name Siri?
When is the end of the world?
Sing a song
Will you marry me?
Mirror mirror on the wall who’s the fairest of them all?
Do you smoke?
I need to hide a body
Tell me a tongue twister
What is the best smartphone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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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공개되었고 모바일뿐만 아니라 삼성의 스마트 기기에 모두 탑재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애플 시리 개발진들이 창업한 비브랩스(Viv Labs)

와 삼성 내부 자사 기술을 융합하여 개발했다. 빅스비는 인공지능 딥러

닝을 탑재하고 지능형 검색 엔진인 울프럼 알파(Wolfram Alpha)를 적용

하여 자연스러운 대화형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비즈니스, 여가, 생활 

관련 기능 등을 지원한다. 쇼핑을 하기 위해 검색하고 구매까지 가능하

며 시각 장애를 가졌거나 시력이 안 좋은 사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면 해설, 대상 인식, 글자 낭독, 색상 감지 등의 접근성 기능을 제공한

다.46) 삼성 빅스비의 명령어는 [표 7]47)와 같다.

46) https://www.samsung.com/sec/apps/bixby/vision

47) https://www.sammobile.com/2017/07/20/heres-a-full-list-of-bixby-voice-commands-for-
the-galaxy-s8-and-s8

구분 빅스비 명령어 및 질문

질문 및 명령
Common

Open Facebook
What time is it?
What’s the date today?
Turn the volume up/down
Restart off my phone
Flashlight on/off
Turn on Emergency mode
Play music
Stop the music
What song is this?
What’s the name of this song?
Remind me to buy milk tomorrow at 9 am
Show me my most recent reminder
Delete the shopping reminder
What’s the weather like?
How is the weather going to be tomorrow?
Will it rain today?
What’s the weather in Boston tomorrow?
What’s the UV index in Miami tomorrow?

명령
Screen &
Navigation

how me my most recent app in split screen view
Close Messages
Close all recent apps
Open Messages in split screen view
Show me my recent apps
Open this app as a pop-up
Minimize this app
Switch windows
Close Messages
Clear notifications from Messages

[표 7] 삼성 빅스비 명령어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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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me all notifications
Open the quick panel
Close the notification panel
Expand the notification from Messages
Control the brightness on the notification panel
Read all notifications
Read the latest notification

질문 및 명령
Q&A

How far is the sun from Earth?
What is the definition of doodle?
How do you spell restaurant?
Who was the 44th president of the USA?
Show me how to make cheesecake
When is Thanksgiving?
Who was the first man on the moon?
How long is a cheetah’s tail?
What is 10×5?
How many calories in a bagel?
When is sunrise in Paris?
What is a fathom?
How many feet in a mile?

명령
Open Gallery
and

Find pictures taken in New York
Show me the most recent picture
Share this picture
Delete this picture
Show me the travel album
Show me the most recent pictures as a slideshow
Auto adjust the picture
Rotate this picture to the right
Play the most recent video
Show me the list of albums
Add the most recent picture from Friends album to Favorites
Remove the auto adjust effects from the most recent picture
Delete the location info from the most recent picture
Delete the travel album
Copy pictures taken at Christmas to a new album
Show the details for the most recent picture

명령
Open Contact 
and

Create a new contact as David with the number 123-4567
Search for David and call him on speaker phone
Search for David and call his home
Call this number on speaker phone
Call my office number
Call David
Text David
Show David’s contact info
Show profile updates for David
Video call David’s mobile phone
Show my friends group
Make my birthday shared
Change my status message to busy
Link David to Jane
Add David to favorites
Send a message to everyone in Friends
Merge all contacts with the same info
Turn on Google account sync

명령
Open Phone
app and 

Turn on WiFi in Settings
Search for nearby WiFi networks in Settings
Disconnect from WiFi in Settings
Turn on Bluetooth in Settings
Scan for Bluetooth devices in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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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to dual audio in Settings
Show me my Data usage
Turn on Data saver
Turn on Airplane mode
Show me NFC settings
Set the ringtone volume to 50
Increase the system volume
Turn on Do not disturb
Don’t disturb me between 10 pm and 7 am
Set the display brightness to 50
Make the screen brighter
Turn on Blue light filter

명령
Open
Messages and

Show me the most recent message
Block the most recent conversation
Turn off notifications for the conversation with David
Copy the most recent text
Show me pictures from the conversation with David
Mark all unread messages as read
Delete all conversations
Take a photo and send it to David
Show me settings

명령
Open Camera
and

Take a picture
Record a video
Turn on the front camera
Turn on HDR
Turn on Flash
Show me pictures
Set the timer for rear camera to 10 seconds
Apply an effect
Turn on Save RAW and JPEG files for rear camera
Turn on video stabilization
Adjust the ISO of Pro mode to 200
Adjust the exposure value of Pro mode to 1
Turn on grid lines

명령
Open Clock
and

Set an alarm for tomorrow at 6 am
Turn off the 6 am alarm
Show me the time in New York
Dismiss the alarm
Show the timer
Open the stopwatch
Add London to my world clock
Open the time zone converter in the world clock

명령 Open 
Calculator   
and

Calculate 5 + 10 x 4
Show the unit converter
Convert 25 inches to cm

명령
Open
Calendar and

Create an event
Shoe me March 23rd
Show me the month of October
Delete my completed tasks
Mark grocery shopping as done
Delete all of my meetings for today
Show me the settings
Change the first day of the week to Sunday
Show week numbers
Turn on notifications
Lock the time zone
Change the time zone to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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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는 자사에서 개발하여 2016

년 5월에 구글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지능형 가상 비서이다. 초반에는 

[그림 28]에서 보이는 구글의 메세징 어플리케이션 알로(Allo)와 구글홈 

스피커로 출시되었다. 알로는 2016년에 출시된 모바일 인공지능 메세징 

어플리케이션이다. 카카오톡과 같이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하며 대화의 

상황과 맥락, 이미지 파일을 파악하여 답을 먼저 제시해 주는 등의 반응

을 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머신러닝 기반으로 사용 빈도가 높을수

록 사용자의 데이터가 쌓여 예측할 반응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2017년 2월 구글 어시스턴트는 타사 스마트폰과 안드로이드에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iOS 운영 체제에는 독립 앱을 출시하였다. 이후 자동차, 스마

트홈 가전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장치에 지원하기 시작했다. 구글 어

시스턴트는 일반 인공지능 비서가 갖춘 기본적인 기능 이외 카메라를 통

해 물체를 식별하고 시각 정보를 수집하여 제품 구매와 송금까지 가능하

게 되었다. 구글 어시스턴트의 자동음성인식(ASR) 프로세스는 [그림 2

9]48)와 같다.

48) https://ai.googleblog.com/2018/05/duplex-ai-system-for-natural-conversation.html

[그림 28] 구글 알로(Google Allo)



- 54 -

 2018년 구글 컨퍼런스 I/O에서는 [그림 30]에서 보듯 구글 어시스턴트가 

사용자와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사용자와 기

계가 자연어를 통해 대화하는 방식이 이전의 비서 서비스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0]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

[그림 29] 구글 어시스턴트 자동음성인식(A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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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API형 인공지능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는 다양한 디바이스 장

치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어, 검색어 또한 기기마다 기능 구

현 가능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구글 어시스턴트의 명령어는 [표 

8]49)과 같다.

49) https://www.the-ambient.com/guides/best-google-assistant-commands-382

구분 구글 어시스턴트 명령어 및 질문

질문 및 명령
Common

Hey Google, stop.
Hey Google, play [song title] by [artist] from Spotify.
Hey Google, help.
Hey Google, turn [up/down] the sound.
Hey Google, what's the time?
Hey Google, add bananas to my shopping list.

질문 및 명령
Controlling
music,
podcasts,
radio and
audio books
with a Google
smart
speaker

Hey Google, play some hip hop.
Hey Google, play some Oasis.
Hey Google, play Essex FM.
Hey Google, play some music from Spotify.
Hey Google, skip this track. 
Hey Google, play my Evening Jazz playlist.
Hey Google, stop the music in 15 minutes.
Hey Google, what's this song?
Hey Google, play some ambient noise
Hey Google, help me relax.
Hey Google, pause the music.
Hey Google, stop the music.
Hey Google, skip to the next chapter.
Hey Google, read Women and Power.
Hey Google, how much time is left on this chapter?
Hey Google, move my music to the bedroom.
Hey Google, play music on all the downstairs speakers.

명령
Setting timers
and alarms 

Hey Google, set a timer for 10 minutes.
Hey Google, set an alarm for 7.30 tomorrow morning.
Hey Google, snooze the alarm.
Hey Google, cancel the alarm for 8.30.
Hey Google, do I have any alarms set?
Hey Google, set a second timer for 30 minutes.

질문 및 명령
Checking
calendars and 
reminders

Hey Google, what does my day look like?
Hey Google, do I have anything scheduled for Friday?
Hey Google, where is my first event tomorrow?" 
Hey Google, remind me at 8am tomorrow to take my lunch in to 
work.
Hey Google, what are my reminders for this week?
Hey Google, delete my reminder to pick up my dry cleaning.
Hey Google, remember that I left the spare keys in the kitchen 
cupboard.
Hey Google, where did I put the spare keys?

질문 및 명령
General
queries 

Hey Google,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Hey Google, when is it going to rain?
Hey Google, is it windy this morning?
Hey Google, what's the traffic like on the way to work?

[표 8] 구글 어시스턴트 명령어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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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네이버와 라인은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바(Clova)와 네이버 

자사 네앱연구소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대화형 어플리케이션 네이버i를 

출시하였다. 네이버i는 현재 클로바에 통합되었으나 클로바는 별도로 스

피커에서 구동되고 있다. 

Hey Google,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home?
Hey Google, what's today's headlines?
Hey Google, did the 49ers win yesterday? 
Hey Google, what's the French word for grapefruit?
Hey Google, how do you make mushroom risotto?
Hey Google, what's 100 dollars in British Pounds?
Hey Google, spell manoeuvre.
Hey Google, when is Shake Shack open until?
Hey Google, is Target open today?
Hey Google, are there any Italian restaurants around here?
Hey Google, how many calories are in a courgette?
Hey Google, flip a coin.
Hey Google, how do you solve an algebraic equation?

명령
Google
Assistant
smart home
control

Hey Google, turn on the Bedroom Light.
Hey Google, set the kitchen lights to 50%.
Hey Google, dim the living room lights.
Hey Google, brighten the office lamp.
Hey Google, turn the living room lights to blue.
Hey Google, play Stranger Things on Netflix.
Hey Google, play House of Cards on TV.
Hey Google, set the thermostat to 21 degrees.
Hey Google, raise the temperature three degrees.
Hey Google, what's the temperature right now?
Hey Google, turn on all the switches.
Hey Google, lock the front door.
Hey Google, open the blinds.
Hey Google, show me the backdoor camera.
Hey Google, answer the door.

명령
Phone and
calls

Hey Google, call Elizabeth.
Hey Google, call the nearest coffee shop.
Hey Google, hang up.
Hey Google, redial.
Hey Google, Bluetooth pairing.
Hey Google, is my phone connected over Bluetooth?
Hey Google, call my phone.

질문 및 명령
Kids

Hey Google, what does an elephant sound like?
Hey Google, set a Teenage Mutant Ninja Turtle alarm for 8am.
Hey Google, read a bedtime story.
Hey Google, sing a lullaby.
Hey Google, start the school day.

명령
Broadcasting

Hey Google, broadcast 'wake everybody up'.
Hey Google, broadcast 'dinner is ready'.
Hey Google, broadcast 'time to leave for school'.
Hey Google, broadcast 'the football is about to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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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의 네이버i는 네이버 앱 안에서 호출하여 음성 검색으로 실행

하며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강화하여 자연어 이해 기술과 대화 문맥 관

리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대화 처리 기술이란 음성이나 텍스트 

데이터의 분석결과와 기억된 대화 정보를 바탕으로 대화를 파악하고 흐

름을 이해하는 학습을 통해 기계 스스로 발전하는 대화 기술이다. 

 [그림 32]와 같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디바이스를 통해 문맥에 따른 

검색과 음성 명령을 통해 뉴스 읽기, 파파고 번역, 앱 실행, 페이지 이

동, 가볼만한 곳 추천, 쇼핑 검색, 화면 캡쳐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

다. 네이버는 인공지능 추천 기능을 뉴스, 동영상, 웹툰 등의 콘텐츠와 

개인 맞춤형 쇼핑, 장소 추천 등을 통해 제공해 줌으로써 검색의 경험을 

스마트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대화 시스템의 핵심 기술들은 머신러닝을 

활용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가 점점 쌓일수록 성능이 더욱 고도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31] 네이버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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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카카오는 인공지능 플랫폼인 카카오 i를 출시하였다. 음성인

식 기반으로 기능을 수행하며 대화를 이해하고 이미지를 인식한다. 다음 

포털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

낼 수도 있다. [그림 33]50)과 같이 음식 시키기, 홈 트레이닝, 카카오택시 

요청 등 기존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의 일반 설정 및 정보 제공 기능에서 

카카오톡의 특화된 쇼핑, 스마트홈, 교육, 금융 등의 기능들을 추가적으

로 지원하고 있다. 

50) ‘Kakao Investor Relations’, 카카오, 2018, p. 9.

[그림 32] 네이버 음성인식 및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그림 33] 카카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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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한 이해

1. 사용자 경험(UX) 디자인의 개념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은 사용자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받는 느낌, 생각, 감정, 지각 반응 등의 총체적 경

험을 말한다. 인간공학(Human Factors Engineering) 여러 영역의 분야에

서 접근하여 사용자 경험은 공학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

발하면서 생성된 개념이며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사용자 경험 특성상 사용자의 성격과 인지적 특

성, 외부 환경 등에 따라 생성되는 주관적인 심리 효과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사용자 경험은 인터랙션 디자인(Interaction 

Design), 사용성(Usability), 정보 구조(Information Architecture), 인간공학

(Human Factors Engineering)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한다. 기술이 고도화

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사용자 경험 또한 다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와 기계의 전반적인 상호작용을 고민하는 것

이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인 지식과 정보에 기반을 둔 기술

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 기술과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인간의 인

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여 설계해야 한다. 인간중심적 관점

으로 과학기술을 디자인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하지 못한

다.51) [그림 34]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미디어랩의 로잘린드 피카드

(Rosalind Picard) 교수의 연구에서 발췌한 인간 감성 시스템의 관계도 이

다. 피카드 교수는 감성 컴퓨팅(Affetive Computing)이라는 연구를 진행

51) Donald A. Norman, 생각있는 디자인, 학지사, 2009. pp.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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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인간의 복잡한 감성 시스템을 이해하고 기분을 감지하지하여 기

계가 반응하도록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정리하였다.52)

   사용자가 제품,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어떤 요구와 필요(User Needs)

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인간

의 본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심리학적 견해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의

사 소통을 위해 언어학적으로도 분석이 될 수 있다. 인터페이스가 제공

되는 환경적인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디자인은 과제와 과정을 수행(Performance)하는 데에 여러 가

지 영향을 미친다. 사용성(Usability)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얼마나 편리하

게 사용할 수 있는 가를 말한다. 사용성은 사용자와 시스템이 상호작용

52) Rosalind W. Picard, Jonathan Klein, “Affective Computing”, MIT Media Laboratory, 
2000; Donald A. Norman, 감성 디자인, 학지사, 2011, pp. 245-250에서 재인용.

[그림 34] 로잘린드 피카드(Rosalind Picard)의 감성 컴퓨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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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인터랙션을 말하는데 이는 초기에 시

스템을 설치하는 것부터 유지, 보수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사용성

은 사용자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며 사용성 주요 요인 또한 연구

자마다 다르게 주장할 수 있다. 인터랙티브 시스템(Interactive System, 

1995)의 저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윌리엄 뉴먼(William M. Newman)과 

마이클 래밍(Michael G. Lamming)은 주요 사용성 요인(Usability factor)들

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53)

Ÿ 수행속도

Ÿ 오류(Error)의 발생 빈도

Ÿ 사용자가 오류를 복구하는 용이성

Ÿ 시스템 사용법의 학습 정도

Ÿ 학습된 기술의 파지(Retention)정도

Ÿ 사용자에 시스템을 맞출(Customize)수 있는 정도

Ÿ 활동을 재조직하는 것의 용이성

Ÿ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Satisfaction)

   디자인 패턴(Design Pattern)이란 건축학에서부터 사용한 언어로 설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방법이다. 이를 응용하여 컴

퓨터 과학, 디자인 분야 등에서도 고안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건축가 크리

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W. Alexander)는 [그림 35]54)와 같이 패턴 언

어(Pattern Language, 1977)를 개발하였다. 알렉산더는 도시 설계를 위에 

다양한 상황에서이 주변 환경의 요소들과 환경을 이루는 요소들의 구성 

방법을 사용성을 고려하여 만든 것이다.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는 

53) 박창호 외 9명, 인지공학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7, pp. 194-195.

54) The Oregon Experi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A Patter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p. 863; Ritu Bhatt, “Christopher Alexander’s pattern 
language: an alternative exploration of space-making practices”, The Journal of 
Architecture Vol.15, 20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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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Gang of Four) 그룹으로 불리는 에리히 감마(Erich Gamma), 리차드 

헬름(Richard Helm), 랄프 존스(Ralph Johnson), 존 블리시디스(John 

Vlissides)가 디자인과 접목시킨 시스템 사용성 기반으로 연구된 디자인 패

턴(DesignPatterns, 1994)을 발간하였다. 도널드 노먼(Donald Norman)은 인

터랙션 디자인 패턴(Interaction Design Patterns)를 제안하여 인터페이스 디

자인에 초점을 맞춘 사용성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림 35]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의

공동 수면(상)과 패턴언어 사례: 사용자 필요성에 맞는 디자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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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웹 개발자 야콥 닐슨(Jakob Nielsen)에 의하면 사용성은 크게 

5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로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

스를 얼마나 쉽게 기능을 수행하는지의 학습용이성(Learnability), 두 번

째로 얼마나 빠르게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효율성(Efficiency), 세 

번째로 서비스 미사용 기간이 길어도 얼마나 능숙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기억용이성(Memorability), 네 번째로 오류의 빈도수와 심각 수

준에 따라 사용자가 얼마나 쉽게 복구할 수 있는지의 오류(Errors), 다섯 

번째로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에 대한 만족도(Satisfaction)이다. 상호작용

적 시스템 디자인은 사용자 연구, 모델화, 요구의 명세, 디자인 분석, 프

로토타입의 제작 및 평가, 디자인과 프로토타입의 수정 등의 과정을 거

치는데 가이드라인은 디자인의 전 과정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디자인의 설계와 평가를 돕는다.55)

2.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디자인의 개념 및 동향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는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

용할 때 정보를 쉽게 제공받거나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물리적 

매개체이다. 인터페이스는 크게 조작 장치 같은 하드웨어와 기능을 지원

하는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다. 오늘날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는 기

술이 발달하면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극대화 시켜주는 디스플레이라

고도 볼 수 있다(Lansdale&Ormerod, 1994). 

 영국의 공학 연구원 존 더들리(John J. Dudley)는 [그림 36]56)와 같이 인

55) 박창호 외 9명, 인지공학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7, pp. 196-220.

56) John Dudley, Per Ola Kristensson, “A Review of User Interface Design for 
Interactive Machine Learning”, ACM Transactions on Interactive Intelligent Systems 
Vol. 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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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페이스 연구를 통해 인터랙티브 머신 러닝(IML: Interactive Machine 

Learning)에 필요한 4가지 인터페이스 요소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이미

지 시각화 수준, 두 번째로 피드백에 대한 설명, 세 번째로 서비스 목적

에 맞는 모델링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의 정성적 수준, 네 번째로 전

반적인 태스크 수행의 효율적 수준이라 말하고 있다. 인터페이스로 설계

된 데이터와 인터랙티브하게 설계된 모델링 개발 언어는 어떠한 인터페

이스 매개체를 통해 시각화 되고 이와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실시간 상호

작용을 하게 된다. 

[그림 36] 존 더들리(John Dudley)의 인터페이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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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부터 급속도로 커진 인터넷은 시장은 데스크탑에서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었다. 1992년 세계 가전 전시회(CES)에서 애플사의 당시 최

고경영자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태블릿 플랫폼인 뉴턴(Newton)이라

는 개인 정보 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를 세계 최초로 출

시하였다. 가볍고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에 작은 컴퓨터라고도 볼 수 있

는 [그림 37]의 PDA는 개인의 데이터 일정 관리와 검색, 주소록 관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무선 인터넷, 블루투스(Bluetooth)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주로 터치스크린의 입력 장치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휴대폰과 결합되어 

스마트폰이 나올 수 있었다. 데스크탑에서 고려되었던 아이콘, 그래픽, 

메뉴, 명령어 등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는 

작은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변화된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인터페이스 

설계를 시도하였다. 사용자는 시스템을 판단하고 어떤 조작으로 상호작

용할 것인가를 선택한다. 잘못 설계된 인터페이스가 제시되었을 시 사용

자는 서비스 이용 목적에 혼돈이 오며 결국 오류를 경험할 것이며 디자

[그림 37] PDA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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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작은 차이로 기기의 효용성까지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로써 시

스템의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간의 지각과 인지 방식에 조화롭게 연결

시킬 수 있는 인간 중심 인터페이스(Human Centered Interface)가 더 중

요하게 되었다(Raskim, 2003).

   애플사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그림 38]과 같이 본인이 만든 혁

신적인 제품 아이폰을 타 스마트폰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보다 탁월하

게 스마트하고 다른 제품군 보다 월등히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개념을 만

들었다. 아이폰은 사용자 경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사용성이 

뛰어남을 강조하여 제품의 높은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였다.57) 

 사용자가 기기와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호작용할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

는 목표는 기능 구현을 효율적으로 높여주며 사용자게 호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디자인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심미성과 기능성 조화가 잘 이루

어져야 좋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 볼 수 있다. 인터페이스의 심미성은 

사용자의 호감과 서비스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서비스 강점을 

57) 김철수, 생각경영법, 플랜비디자인, 2018, pp. 258-261.

[그림 38] 아이폰 사용성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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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시킬 수도 있다. 디자인 작업 전에 서비스 목적과 문제를 파악하고 

사용자 태스크와 사용자 시나리오를 정리하여 총체적인 검토를 통해 인

터페이스 디자인을 설계해야 한다. 이 단계를 준비하면서 시스템이 지원

할 인간의 활동(Activity), 사용자, 시스템의 지원 수준(Levels of support) 

혹은 사용성(Usability), 기본적인 해결 형태(Form Of Solution) 등의 측면

들이 고려되어야 한다(Newman&Lamming, 1995).58)

3.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사례 조사

   [그림 39]와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User Interface 

Guidelines)은 서비스를 구성하는 디자인 기본 구성 요소들을 가이드화 

하여 디자인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디자인과 인터랙션에 일관성을 

유지해줄 수 있는 디자인 참고 지침표이다. PC 및 모바일 웹, 어플리케

58) 박창호 외 9명, 인지공학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7, pp. 172-193.

[그림 39]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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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디스플레이형 플랫폼등에 대한 설계 원칙, 설계 기준, 설계 가이

드, 품질 점검 및 평가로 구성되어 설계와 디자인의 단계에서 도움을 준

다.59)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원칙을 깊게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성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원칙들과 기업에서 공개한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해 보았다.

벤 슈나이더맨의 상호작용 디자인의 황금률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벤 슈나이더맨(Ben Shneiderman, 1992)은 일반

적인 상호작용 디자인(Dialogue design)의 황금률로서 8가지(Eight Golden 

Rules)를 제안하였다. 슈나이더맨은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포

함되는 경험을 토대로 인간 중심적 디자인에 중요한 원칙들을 [표 9]60)

와 같이 제안하였다.

야콥 닐슨의 휴리스틱 가이드라인

   덴마크 개발자이자 닐슨 노먼 그룹(Nielsen Norman Group)의 회장인 

야콥 닐슨(Jakob Nielsen, 1993)이 제시한 10가지 휴리스틱(Heuristics) 원

59)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2019.

60) Ben Schneiderman, Designing the user interface(2nd Ed), Addison Wesley, 1992; 박
창호 외 9명, 인지공학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7, p. 204에서 재인용.

벤 슈나이더맨의 가이드라인
1 일관성을 추구하라.
2 자주 쓰는 사용자들에게 지름길을 제공하라.
3 정보가 담긴 피드백을 제공하라.
4 상호작용(Dialogue)이 완결성을 갖도록 하라.
5 오류 처리가 쉽도록 하라.
6 행위의 역전(되돌리기)이 쉽도록 하라.
7 내적 통제 소재(시스템 통제감)를 지원하라.
8 단기기억 부담을 줄여라.

[표 9] 벤 슈나이더맨(Ben Shneiderman)의 상호작용 디자인의 황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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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다. 사용성을 고려하여 인터페이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표 10]61)과 같이 제시하였다.

도널드 노먼의 가이드라인

   미국의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인지과학과의 명예교수이자 노

61) Jakob Nielsen, Usability engineering, Academic, 1993; 박창호 외 9명, 인지공학심리
학, 시그마프레스, 2007, pp. 204-205에서 재인용.

야콥 닐슨의 가이드라인

1
단순하고 자연적인 대화(Dialogue).
간단할수록 탐색의 부담이 준다. 사용자의 과제(개념)와 인터페이스는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대응이 되어야 한다. 지각조직화와 주의의 원리를 응용한다.

2
사용자의 언어로 말하라.
시스템이 아닌 사용자의 관점에서 말하고, 사용자의 개념 모델에 잘 대응하
는 적절한 비유를 활용하라. 전문어, 외국어, 비표준어를 사용하지 말라.

3

사용자의 기억부담을 최소화하라.
회상보다는 재인이 쉬우므로 가시성(Visibility)을 높여라. 내정 값(Default 
value), 범위, 단위 등을 제공하라. 여러 하위 시스템과 단위가 있을 경우, 일
반적 명령어(Generic command)를 활용하라.

4
일관성.
기호와 의미, 지각과 조작의 대응을 일관적으로 하라. 같은 문제가 과제, 기
능구조 등에도 적용된다. 표준(Standards)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5

피드백.
오류가 발생할 때에만 피드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과 부분적 피드백
도 필요하다. 피드백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화(User interface change)를 실
시간으로 반영하고, 의미 있는 정보적 피드백(Informative feedback)을 주어
야 한다.

6
출구(Exit)를 분명히 표시하라.
언제든지 현 상태에서 빠져나가거나 원위치(Undo)할 수 있다면 탐색 학습이 
촉진될 것이다. 시스템은사용자의 최근 행동에 우선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7
지름길.
생략, 기능키, 핫키, 더블 클릭, 구조 생성기(Structure generator),  미리 입력
하기(Type ahead), 이전 상호작용 재사용, 내정 값 등을 활용하라.

8

오류 메시지를 잘 만들어라.
오류를 알려 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오
류메시지는 사용자의 언어로 정확하고 정중하게 그리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전달하라.

9

오류를 방지하라.
오류의 빈도와 심각성을 고려하라. 사용자의 조작에 대한 확인을 너무 자주 
요구하면 응답이 자동화되는 오류가 생긴다. 특히, 모드는 혼란을  일으키므
로 가급적 피하라. 불가피하면 모드 별로 다른 피드백이나 모드의 차별화를 
하라.

10

도움 기능 및 문서.
사용자는 매뉴얼을 거의 읽지 않는다. 과제 중심적이고 찾아 보기식의 온라
인 매뉴얼이 필요하다. 매뉴얼의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사용자 중심의 관점
에서 수준에 따라 여러 단계의 매뉴얼을 준비하라.

[표 10] 야콥 닐슨(Jakob Nielsen)의 휴리스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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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스턴대학교 컴퓨터 공학 교수 도널드 노먼(Donald A. Norman, 1996)

은 경험 본질에 관련한 여러 연구를 분석하여 최적의 경험을 유도하는 

환경을 [표 11]62)과 같이 정리하고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란 개념을 제

품과 관련하여 디자인 원칙들을 [표 12]63)와 같이 제안하였다.

62) Donald A. Norman, 도널드 노먼의 디자인 심리학, 유엑스리뷰, 2018, pp. 59-74.

63) Donald A. Norman, 디자인과 인간심리 [원저 The psychology of everyday things, 
1988], 학지사, 1994; 박창호 외 9명, 인지공학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7, p. 206.에
서 재인용.

도널드 노먼의 가이드라인

1

머릿속의 지식과 세상 속의 지식을 모두 이용하라.
사용자가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신모델(Mental model)이 시스템이 
드러내는 외적 이미지(System Image)와 일치할 때 사용자는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있다.

2

과제의 구조를 단순하게 하라.
과제들이 서로 비슷하게 하거나, 숨겨져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만들어라. 자
동화를 하라. 그러나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아예 과제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

3
일이 가시적이게 만들고 실행의 간격과 평가의 간격을 좁혀라.
실행 가능한 행동들은 사용자의 의도와 일치해야 하고, 시스템의 상태는 즉
시 지각될 수 있고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5
대응관계가 올바르게 만들어라.
의도와 행동, 시스템반응, 시스템상태에 대한 사용자의 지각 간의 대응이 쉬
워야 한다.

6 자연스러운 제약 및 인공적 제약의 위력을 활용하라.
물리적, 의미적, 논리적, 문화적 제약들은 가능한 행동들의 수를 줄여 준다.

7
만일의 오류에 대비한 디자인을 하라.
오류의원인 발견, 복구 등을 가능하게 하고, 비가역적인행동은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8 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으면 표준화하라.

[표 12] 도널드 노만(Donald Norman)의 가이드라인

도널드 노먼의 경험을 유도하는 환경
1 강도 높은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2 구체적인 목표와 확고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3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

5 지속적인 도전 의식을 제공해야 한다. 너무 쉬워서 지루해서도 안 되고, 너
무 어려워서 절망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된다.

6 직접적인 참여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
다는 느낌과 과제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7 사용자에게 잘 맞는 적합한 도구를 제공하되 사용자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고 과제수행에 적절해야 한다.

8 주관적인 경험을 방해하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장애물들은 피해야 한다.

[표 11] 도널드 노만(Donald Norman)의 경험을 유도하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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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적 원칙에서 도출한 가이드라인

   Marshall, Nelson, Gardiner(1987)는 심리학적인 원칙들에 기초해서 가

이드라인을 도출하고자 했다. 다음의 14개의 범주로 분류된 총 162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인간 수행의 여러 장면들에 포괄적으

로 걸쳐 있다. 심리학적 원칙에서 도출한 가이드라인은 [표 13]64)과 같다.

 위 4개 가이드라인에서의 공통적인 원칙은 디자인과 인터랙션의 일관성

과 구조의 단순화이다. 사용자가 오류에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사용자 입장의 자연스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과제의 구조를 단순화시켜 기억의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는 

것 등의 원칙들을 강조하고 있다.

   운영체제를 관리하는 구글사와 애플사는 디자인 시스템 가이드를 공

개하여 온라인 사용성 개발에 주목하였다. [그림 40]65)의 안드로이드 개

64) Chris Marshall, Catherine Nelson, Margaret M. Gardiner, ‘Design Guidelines’, 
Applying cognitive psychology to user-interface design, Wiley & Sons, 1987; 박창호 
외 9명, 인지공학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7, pp. 206-207에서 재인용.

65) https://developer.android.com

심리학적 가이드라인
1 절차와 과제의 디자인
2 화면 디자인
3 유추와 비유
4 조직화
5 훈련과 연습
6 다중모드 및 멀티미디어 상호작용
7 과제-사용자 짝짓기
8 항법(Navigation)
9 피드백
10 적응
11 용어, 구절, 대상의 선택
12 오류 관리
13 일관성
14 통제 소재

[표 13] 심리학적 원칙에서 도출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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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를 위한 가이드(Android Developers)로 디자이너는 인터랙션 구현 방

법을 참고하여 디자인에 적용시킬 수 있다, 이 외 [그림 41]66)의 구글사

의 머티리얼 디자인(Google Material Design), [그림 42]67)의 애플사의 휴

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Human Interface Guidelines), [그림 43]68)의 

마이크로 소프트의 플루언트 디자인 시스템(Fluent Design System)은 웹

이나 어플리케이션에 통일화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

공해 주고 있다. 가이드를 따른 레이아웃, 폰트, 그래픽 스타일, 인터랙

션 등의 컴포넌트 디자인은 플랫폼과 기계 장치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높여주고 한층 발전된 사용성을 제공해 주며 통일된 디자인으로 서비스 

신뢰성을 강화시킨다. 

66) https://material.io/design

67) https://developer.apple.com/design/human-interface-guidelines

68) https://www.microsoft.com/design/fluent

[그림 40] 안드로이드 개발자 가이드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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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구글사의 구글 머티리얼 디자인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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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애플사의 휴먼 인터랙션 가이드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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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으로 상용화 되고 있는 세 회사의 가이드라인인 안드로이드 개발

자, 구글 머티리얼, 애플 개발자에 정리된 요소들은 크게 4가지 스타일

(Visual Graphic Design), 레이아웃 및 화면(Layouts, UI Views), 컴포넌트

[그림 43] 마이크로 소프트의 플루언트 디자인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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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Controls), 패턴(Patterns) 구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세부 가이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스타일은 색상, 글꼴, 아이콘, 이미지 크기 및 화

상도, 문체를 다루고 있다. 레이아웃 및 화면은 그리드, 길이와 측정 기

준, 구조, 뷰타입 등이 있다. 컴포넌트는 버튼, 픽커(선택옵션 박스), 텍스

트입력 필드, 스위치, 툴바, 탐색 바, 버튼 및 액션 스크롤과 바, 진행 상

황 인디케이터, 슬라이드, 메뉴 및 리스트 등 다루고 있으며 패턴에서는 

제스처, 알림, 내비게이션, 설정, 위젯 등이 있다. 서비스 기능의 인터페

이스 디자인을 하는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구조를 설계하고 

그래픽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완성하여 디바이스 운영 체제 및 다양한 디

바이스 사이즈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용

자 중심의 일관된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사용자 경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 인터페이스 가이드에 요소별 정리된 사항은 [표14]와 같다.

구분 요소 Android Material iOS

스타일
Visual 
Graphic 
Design

색상 (Color) ㅇ ㅇ ㅇ
글꼴 (Typography) ㅇ ㅇ ㅇ
아이콘 (Icon) ㅇ ㅇ ㅇ
이미지 (Image Size and Resolution) ㅇ ㅇ
문체, 글쓰기 ㅇ ㅇ

레이아웃, 
화면 
Layout, UI 
Views

기본원리 ㅇ
단위와 치수 ㅇ
길이 및 격자/측정 기준&키라인 ㅇ ㅇ
구조 ㅇ
반응형 UI ㅇ
레이아웃 (Layout) ㅇ
Launch Screen ㅇ
액션 시트 (Action Sheets) ㅇ
활동 뷰 (Activity Views) ㅇ
그리드 리스트 (Collections) ㅇ ㅇ
이미지 뷰 (Image Views) ㅇ
지도 (Maps) ㅇ
페이지 (Pages) ㅇ
Popovers ㅇ
스크롤 뷰 (Scroll Views) ㅇ
Split Views ㅇ

[표 14] 안드로이드/구글 머티리얼/애플 iOS 인터랙션 및 인터페이스 가이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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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Visual 
Graphic 
Design

색상 (Color) ㅇ ㅇ ㅇ
글꼴 (Typography) ㅇ ㅇ ㅇ
아이콘 (Icon) ㅇ ㅇ ㅇ
이미지 (Image Size and Resolution) ㅇ ㅇ
문체, 글쓰기 ㅇ ㅇ

레이아웃, 
화면 
Layout, UI 
Views

기본원리 ㅇ
단위와 치수 ㅇ
길이 및 격자/측정 기준&키라인 ㅇ ㅇ
구조 ㅇ
반응형 UI ㅇ
레이아웃 (Layout) ㅇ
Launch Screen ㅇ
액션 시트 (Action Sheets) ㅇ
활동 뷰 (Activity Views) ㅇ
그리드 리스트 (Collections) ㅇ ㅇ
이미지 뷰 (Image Views) ㅇ
지도 (Maps) ㅇ
페이지 (Pages) ㅇ
Popovers ㅇ
스크롤 뷰 (Scroll Views) ㅇ
Split Views ㅇ
Tables ㅇ
텍스트 뷰 (Text Views) ㅇ
웹 뷰 (Web Views) ㅇ
리스트  ㅇ

컴포넌트
UI Controls

버튼 (Button) ㅇ ㅇ ㅇ
픽커 (Pickers) ㅇ ㅇ ㅇ
텍스트 필드 (Text Fields) ㅇ ㅇ
스위치 (Switches) ㅇ ㅇ
툴바 (Tool bars) ㅇ ㅇ
탐색 바 (Search Bars) ㅇ ㅇ
버튼: 플로팅 액션 버튼, 액션바 ㅇ ㅇ
탭 ㅇ ㅇ
리스트 ㅇ
그리드 리스트 ㅇ
스크롤 ㅇ
스피너 ㅇ
프로그래스와 활동 ㅇ
대화 상자 ㅇ
상태 바 (Status Bars) ㅇ
탭 바 (Tab Bars) ㅇ
Edit Menus ㅇ
Labels ㅇ
Page Controls ㅇ
Refresh Content Controls ㅇ
Segmented Controls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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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pers ㅇ
프로그레스 & 액티비티 (Progress 
Indicators)

ㅇ ㅇ

슬라이드 (Sliders) ㅇ ㅇ
바텀 시트 ㅇ
카드 ㅇ
칩 ㅇ
데이터 테이블 ㅇ
다이얼로그 ㅇ
디바이더 ㅇ
리스트: 컨트롤 ㅇ
메뉴 ㅇ
셀렉션 컨트롤 ㅇ
스낵바 & 토스트 ㅇ
서브헤더 ㅇ
스테퍼 ㅇ
탭 ㅇ
텍스트 필드 ㅇ
툴팁  ㅇ

패턴
Patterns

제스처 ㅇ ㅇ
알림 (Alerts) ㅇ ㅇ ㅇ
내비게이션 ㅇ ㅇ
내비게이션 바 (Navigation Bars) ㅇ
내비게이션 드로어 ㅇ
내비게이션 전환 ㅇ
설정 ㅇ ㅇ
위젯 (Widgets) ㅇ
다중 창 레이아웃 ㅇ
뷰 스와이프 ㅇ
선택 ㅇ
앱 구조 ㅇ
호환성 ㅇ
데이터 형식 ㅇ
비어 있는 상태 ㅇ
에러 ㅇ
지문 ㅇ
시작 화면 ㅇ
이미지 로드 ㅇ
퍼미션 ㅇ
스크롤 기술 ㅇ
검색 ㅇ
선택 ㅇ
스와이프로 새로고침 ㅇ
Custom Keyboards ㅇ
Document Providers ㅇ
Home Screen Actions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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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ing ㅇ
Photo Editing ㅇ
Sharing and Actions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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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용자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1. 설문 및 인터뷰 설계

1) 설문 및 인터뷰 개요 및 목적

   인공지능 비서는 사용자가 손을 쓸 수 없을 경우 혹은 간편한 검색 

및 지시를 할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용자에게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 검색하였을 때 명령 또는 질문에 대한 정보가 디자인적으로 적절하

게 노출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또한 음성 서비스에 적합한 구조의 인터

페이스 디자인을 제공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조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조사에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삼는 기술적인 문

제는 배제하고 모바일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집중하여 조사를 진행하였

다. 조사 목적에 따라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을 혼용하여 구성하였고, 구

성된 설문의 모든 항목에 대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설문 및 인터뷰 대상자

   본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는 2020년 11월 2일에서 2020년 11월 9일

까지 진행하였다. 설문은 인공지능 비서를 최소 한 달에 1회 이상 사용

하는 사용층 대상으로 했으며 총 350명이 참여하였다. 참가자 중 남성 

173명(49.4%), 여성 177명(50.6%) 이었으며, 그중 20대는 89명(25.4%), 30

대는 84명(24%), 40대는 89명(25.4%), 50대는 88명(25.1%)로 스마트폰 사

용자층을 넓고 평균적으로 보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의 비율, 20대에서 

50대까지의 연령대 비율을 최대한 비슷하게 그룹을 나누었다. [표 15]는 

본 설문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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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세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광고 기획자, 경영학과 교수, IT 

회사 디자인팀 리더, 마케터, 빅데이터 공학 박사, IT 회사 인터랙션 디

자이너 등으로 인공지능 비서 사용 빈도가 높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구성

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총 6명의 참여자로 조사 대상자의 일반 

사항은 다음의 [표 16]과 같다.

성별
구분 남성 여성
응답자(비율) 173명(49.4%) 177명(50.6%)

연령
구분 만20-29세 만30-39세 만40-49세 만50-59세
응답자(비율) 89명(25.4%) 84명(24%) 89명(25.4%) 88명(25.1%)

최종 학력
구분 무학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응답자(비율) 0명(0%) 56명(16%) 256명(75.7%) 29명(8.3%)

직업
구분 학생 자영업 직장인 전문직
응답자(비율) 34명(9.7%) 15명(4.3%) 204명(58.3%) 26명(7.4%)

구분 자유직(프리랜서 
포함) 전업 주부 무직/취업준비

생 기타

응답자(비율) 29명(8.3%) 27명(7.7%) 11명(3.1%) 4명(1.1%)
인공지능 비서 사용 빈도

구분 하루 3회이상 하루 1회 1주일 3회 1주일 1회 한 달 1회
응답자(비율) 95명(27.1%) 99명(28.3%) 66명(18.9%) 47명(13.4%) 43명(12.3%)

[표 15]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대상자 성별 연령 직업/직책 분야 사용 빈도
주** 여 30대 기획자 광고 하루 3회 이상
오** 여 30대 대학 교수 경영학과 하루 1회
김** 남 40대 디자인 리더 IT업계 하루 3회 이상
조** 여 30대 자유직 마케팅 1주일 1회
김** 남 30대 박사 데이터 공학 하루 1회
이** 남 40대 디자인 선임 IT업계 한달 1회

[표 16] 심층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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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 문항

   본 설문은 전문 설문 업체 패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총 

29개 문항으로 1번부터 5번까지는 인구 통계학적 질문, 6번부터 10번까

지는 인공지능 비서의 사용에 관한 기본 질문, 11번부터 14번까지는 현

재 인터페이스 사례를 통한 인터랙션 및 디자인 문제점에 관한 질문, 15

번에서 20번까지는 인터페이스 레이아웃 개선안에 대한 질문, 21번에서 

29번까지는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선안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표 

17]는 본 설문의 문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1) 인공지능 비서의 사용에 관한 기본 질문
6.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애플 시리 □ 구글 나우/어시스턴트 □ MS 코타나 □ 삼성 빅스비 □ 네이버i □ 

기타(       )
7. 인공지능 비서를 사용할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순으로 나열해 주세요. 

①일반 검색(뉴스, 유명인, 지식백과 등) ②날씨 ③주식④음악 ⑤기타(       )
8. 인공지능 비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빠른 검색을 하기 위해서 □손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요리 중, 운전 중 등) □말

동무가 되어 좋아서 □신기술을 사용해 보고 싶어서 □귀찮아서 □기타(       )
9. 인공지능 비서를 사용하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불편하셨나요?

①다른 단계로 이동 및 조작이 어려움 ②검색 결과가 보기 어려움 ③화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음 ④오류가 잦음 ⑤기타(       )
10. 인공지능 비서를 사용할 때 모바일 화면도 동시에 확인하나요?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현재 인터랙션 및 디자인의 문제점 (사례: 애플 시리)
애플 시리에게 4가지의 날씨 관련 질문을 하여 받은 정보입니다.

“오늘의 날씨 어때?” / “오늘의 일출은 언제야?” / “오늘의 습도 어때?” / “오늘의 강

수량은 어때?” 

[표 17]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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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각 날씨 관련 질문에 대한 정보가 잘 보이나요?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2. 위 사례에서 정보 노출에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순

위로 나열해 주세요.

①정보 우선순위 ②정보의 분류 ③정보의 길이 ④정보의 배치 ⑤관련 다른 질문 유

도 ⑥정보의 색
13. 위 사례에서 디자인에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순위로 

나열해 주세요.

①배경색 ②텍스트 가독성 ③정보 박스 디자인 ④아이콘 사이즈 ⑤검색엔진 결과와 

차별화된 디자인 ⑥레이아웃
14. 위 사례를 참고하여 인공지능 비서를 활용한 검색의 결과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①누구나 사용 가능한 접근성 ②올바른 결과를 얻는 유용성 ③정보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검색성 ④시각적 매력성 ⑤인터랙션 사용성 ⑥서비스 신뢰성
3) 인터페이스 레이아웃 개선안
인공지능 비서를 사용한 검색 결과의 정보 노출 영역입니다. 초록색 박스는 상하 스

크롤과 좌우 스와이프 인터랙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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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공지능 비서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검색을 연이어 여러 번 할 경우가 있습니

까? (예.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미세먼지 어때?, 내일 날씨는 어때? 등)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6. 위 그림에서와 같이 검색 결과가 제공 될 경우, 아래로 혹은 옆으로 넘겨 검색을 

계속 진행 하시겠습니까?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7. 음성으로 검색결과를 브라우징 할 경우 위 화면 중 어떤 형태의 레이아웃이 더 

보기에 편한가요?

①병렬형 ②직렬형 ③상관없다
18. 17번 문항에 답을 고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19. 정보 노출 레이아웃의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①인터랙션의 일관성 ②시간 효율성 ③정보 가시성 ④단순 조작의 간결성 ⑤시각 및 

감성적 심미성
20. 19번 문항 답의 중요 요소 중 첫 번째로 고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4)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선안
다음 디자인 샘플은 각각의 4개 안의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가 안의 화면입니다. 인

공지능 비서에게 “오늘의 날씨”와 “오늘의 스포츠 경기”를 질문해 보았어요. 

21. 인공지능 비서의 사용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를 중요한 순대로 나열해 주세요. 

①정보의 레이아웃 ②폰트 ③그래픽 톤 ④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 ⑤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22. 검색 결과 화면의 신뢰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를 중요한 순대로 나열해 주세요. 

①정보의 레이아웃 ②폰트 ③그래픽 톤 ④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 ⑤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23. 검색한 결과화면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지나요?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 85 -

2.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본 설문조사는 선다식, 서열식, 평정식, 열린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빈도 분석으로 모바일 사용자의 인터페이스와 사용성 만족

도와 정보와 디자인 선호도를 보고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우선순

위 문항은 1순위만 보지 않고 답변의 1순위와 2순위 혹은 1순위, 2순위, 

3순위를 그룹핑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성별, 연령대별, 서비스 사용 빈도

에 대한 인터페이스 레이아웃 개선안과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선안의 인

사이트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남성

과 여성의 20대~50대를 총 4개의 그룹인 남성 2030세대, 여성 2030세대, 

남성 4050세대, 여성 4050세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서비스 사용 빈도

의 경우 총 2개의 그룹인 하루 3회 이상, 하루 1회, 1주일 3회는 헤비 유

저(Heavy Users)로 1주일 1회와 한 달 3회는 라이트 유저(Light Users)로 

24. 본인이 어떤 명령어로 검색했는지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나요?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5. 인공지능 비서를 통한 검색 결과로 제공되는 정보의 양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요?

①질문한 것에 대한 것만 노출 ② 질문한 것에 대한 것과 타 사용자들이 함께 자주 

묻는 질문 추천 ③필요한 보조 정보까지만 노출 ④필요한 보조 정보와 타 사용자들

이 함께 자주 묻는 질문 추천 ⑤상관없다
26.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읽기 쉽고 잘 보이게 디자인 안 순대로 나열해 주세요. 

①우선순위 안 ②균일 안 ③강조 안 ④ 보완 안
27. 인터랙션 행동을 유발하여 정보 탐색 효율이 가장 높은 순대로 나열해 주세요. 

①우선순위 안 ②균일 안 ③강조 안 ④ 보완 안
28. 음성 검색하여 노출되는 정보의 화면으로 첫 인상이 가장 매력적인 순대로 나열

해 주세요.  

①우선순위 안 ②균일 안 ③강조 안 ④ 보완 안
29 음성으로 조작하기 쉽게 보이는 레이아웃 순으로 나열해 주세요. 

①우선순위 안 ②균일 안 ③강조 안 ④ 보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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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별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은 다음과 같다. 

   6번 문항의 경우 [그림 44]와 같이 삼성 빅스비, 애플 시리, 구글 나

우 및 어시스턴트, 네이버i, 기타 순으로 현재 사용 중인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에 대해 답변하였다. 기타 서비스로 KT, LG U+ 네이버 클로바, 

SK 누구, 기가 지니, 티맵 등으로 답변하였다.

 Q6. 귀하는 평소에 사용하시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사용하시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7번 문항의 경우 [그림 45]와 같이 날씨, 음악, 일반 검색, 주식, 기타 순

으로 답변하였다. 기타 기능으로 시간(현재 시간 알림, 알람 설정, 스톱워치 

작동), 전화 걸기 및 메시지 보내기, 어플리케이션 실행, 내비게이션, 이외 

검색(예능, 시사, 스포츠, 실시간 검색어, 요리), 전자 제품 제어, 사전(단어 

찾기, 일반 대화, 부동산 정보, 쇼핑, 심심풀이 대화 등으로 답변하였다.

 Q7. 인공지능 비서를 사용할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순으로 나열

해 주세요.

[그림 44] 현재 사용 중인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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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문항의 경우 [그림 46]과 같이 손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147명

(42%), 빠른 검색을 하기 위해서 109명(31.1%), 신기술을 사용해 보고 싶

어서 (16%), 말동무가 되어 좋아서 20명(5.7%), 귀찮아서 16명(4.6%), 기타 

2명(0.6%) 순으로 답변하였다. 기타 답변으로 아기가 신기해해서, 편하게 

사용해 보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Q8. 인공지능 비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그림 45] 인공지능 비서 기능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순서

[그림 46] 인공지능 비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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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문항의 경우 [그림 47]과 같이 오류가 잦음 165명(47.1%), 다른 

단계로 이동 및 조작이 어려움102명(29.1%), 검색 결과가 보기 어려움 57

명(16.3%), 화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음 17명(4.9%), 기타 9명(2.6%)로 

답변하였다. 기타 답변으로 전반적인 음성 인식률에 대한 거부감, 잠금 

시 이용 불가할 경우, 주변 사람이 신경 쓰임 등의 답변하였다.

 Q9. 인공지능 비서를 사용하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불편하셨나요?

   10번 문항의 경우 보통 140명(40%), 그렇지 않다 106명(30.3%), 그렇

다 85명(24.3%), 매우 그렇지 않다 11명(3.1%), 매우 그렇다 8명(2.3%) 순

으로 답변하였다. 보통은 화면은 볼 수도 안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

하며 한 번이라도 보는 것으로 해석한다.

Q4. 인공지능 비서를 사용할 때 모바일 화면도 동시에 확인하나요?

[그림 47] 인공지능 비서의 불편한 점



- 89 -

   11번 문항의 경우 [그림 49]와 같이 보통 159명(45.4%), 그렇다 115명

(32.9%), 그렇지 않다(18.3%), 매우 그렇다 8명(2.3%), 매우 그렇지 않다 4

명(1.1%) 순으로 답변하였다. 보통은 애플 시리의 날씨 응답 화면에서 잘 

보이는 부분도 있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Q11. 각 날씨 관련 질문에 대한 정보가 잘 보이나요?

   12번 문항의 경우 [그림 50]과 같이 정보 우선순위, 정보의 배치, 정

보의 길이, 정보의 분류, 정보의 색, 관련 다른 질문 유도 순으로 답변하

[그림 49] 애플 시리를 통한 날씨에 대한 정보 가시성

[그림 48] 인공지능 비서 사용 시 모바일 화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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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전체 참여자 350명 대비해 정보의 배치(62.9%), 정보의 길이

(58.6%), 정보의 분류(56.2%)는 서로 6% 이내의 차이로 비교적 비슷한 중

요도로 판단할 수 있다.

 Q12. 위 사례에서 정보 노출에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순위로 나열해 주세요.

   13번 문항의 경우 [그림 51]과 같이 배경색 텍스트 가독성, 배경색, 

정보 박스 디자인, 아이콘 사이즈, 레이아웃, 검색엔진 결과와 차별화된 

디자인 순으로 답변하였다. 전체 참여자 350명 대비해 배경색(44.6%), 정

보 박스 디자인(49.7%)과 아이콘 사이즈(50%)는 서로 5% 이내의 차이로 

비교적 비슷한 중요도로 판단할 수 있다. 

 Q13. 위 사례에서 디자인에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

지 우선순위로 나열해 주세요.

[그림 50] 애플 시리의 날씨 결과에서 개선해야 할 정보 노출 관련 요소의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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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 문항의 경우 [그림 52]와 같이 올바른 결과를 얻는 유용성, 누구

나 사용 가능한 접근성, 정보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검색성, 시각적 매력

성, 서비스 신뢰성, 인터랙션 사용성 순으로 답변하였다.

 Q14. 위 사례를 참고하여 인공지능 비서를 활용한 검색의 결과 화면에

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그림 51] 애플 시리의 날씨 결과에서 개선해야 할 디자인 요소의 중요도 

[그림 52] 인공지능 비서의 모바일 정보에 중요 요소에 대한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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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 문항의 경우 [그림 53]과 같이 그렇다 175명(50%), 보통 131명

(37.4%), 그렇지 않다 31명(8.9%), 매우 그렇다 9%(2.6%), 매우 그렇지 않

다 4명(1.1%) 순으로 답변하였다. 보통은 늘 물어보지는 않지만 물어본 

적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 번이라도 보는 것으로 해석한다. 

Q15. 인공지능 비서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검색을 연이어 여러 번 할 

경우가 있습니까?(예.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미세먼지 어때?, 내일 날씨

는 어때? 등)

   16번 문항의 경우 [그림 54]와 같이 그렇다 214명(61.1%), 보통 107명

(30.6%), 그렇지 않다 17명(4.9%), 매우 그렇다 12명(3.4%), 매우 그렇지 

않다 0명 순으로 답변하였다.

 Q16. 위 그림에서와 같이 검색 결과가 제공될 경우, 아래로 혹은 옆으

로 넘겨 검색을 계속 진행 하시겠습니까?

[그림 53] 한 가지 주제의 연속성 검색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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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번 문항의 경우 [그림 55]와 같이 직렬형 154명(44%), 병렬형 152명

(43.4%), 상관없다 44명(12.6%) 순으로 답변하였다. 직렬형과 병렬형의 선

호도는 1% 미만의 차이로 선호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Q17. 음성으로 검색 결과를 브라우징할 경우 위 화면 중 어떤 형태의 

레이아웃이 더 보기에 편한가요?

[그림 54] 제안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인터랙션 정도

[그림 55] 브라우징을 위한 레이아웃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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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6]과 같이 남성 2030세대의 경우직렬형 40명(47%), 병렬형 31명

(36%), 상관없다 14명(16%) 순으로 답변하였다. 여성 2030세대의 경우 병

렬형 49명(56%), 직렬형 32명(36%), 상관없다 7명(8%) 순으로 답변하였다. 

남성 4050세대의 경우 직렬형 39명(44%), 병렬형 37명(42%), 상관없다 12

명(14%) 순으로 답변하였다. 여성 4050세대의 경우 직렬형 43명(48%), 병

렬형 35명(39%), 상관없다 11명(12%) 순으로 답변하였다. 병렬형은 여성 

2030세대, 직렬형은 여성 4050세대가 가장 높았다. 상관없다에 대한 선

택은 여성 2030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낮았다.

 

[그림 56] 성별/연령대별 레이아웃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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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비 유저의 경우 [그림 57]과 같이 직렬형 116명(45%), 병렬형 110명

(42%), 상관없다 34명(13%) 순으로 답변하였다. 라이트 유저의 경우 병렬

형 42명(47%), 직렬형 38명(42%), 상관없다 10명(11%) 순으로 답변하였다. 

사용 빈도별 사용자의 병렬형과 직렬형 선호도는 5% 이내 차이로 비슷하

였다.

   18번 문항의 경우 [표 18~20]과 같이 병렬형을 선택한 경우 대부분 

평소에 상하 스크롤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정보의 끊김 없이 보기 편

하다고 답변하였다. 직렬형을 선택한 경우 대부분 한 손으로 작동하기가 

쉬우며 다음으로 넘기는 행위의 직관적인 인터랙션을 할 수 있고 정보를 

한 페이지씩 노출해 줌으로써 보기가 편하고 가독성이 좋다고 답변하였다.

 Q18. 17번 문항에 대한 답을 고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편 조작 (인터랙션)
간편해 보여서. 단순 조작이 가능해야 사용도가 증가할 것 같아요. 사용하기가 더 편
함. 벼열형이 익숙하다. 보통 아래로 내리는 것이 익숙하다. 폰을 사용하는데 저런 형
태가 편하다. 시각적으로도 더 편리하다고 생각된다. 항상 하던 방식이라서, 가장 편
한 방식이라. 평소 기사나 게시물을 볼 때 병렬형으로 적혀 내려가면서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직렬형은 불편할 것 같아서. 손터치가 자연스럽게. 평소 웹브라우저를 
병렬형으로 쓰기에 습관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게 된다. 폰으로 무엇을 검색할 
때도 병렬형이 많으니 훨씬 익숙할 것이다. 아무래도  한 손으로 하기 편함. 음성으
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직렬형이면 넘겨보기 힘들지만 병렬
형이면 음성이 나오면서 추가 정보를 자동으로 스크롤해 주기도 하고, 이전 내용을 
보기 좋아서. 친근하고 익숙해서. 편의성. 손가락을 움직이는 메카니즘이 위에서 아래
로 내리는 것이 더 편함. 

[표 18] ‘병렬형’ 선택

[그림 57] 사용 빈도별 레이아웃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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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조작 (인터랙션)
옆으로 넘기며 보기 더 편해요(손가락 필요한 범위가 좁음). 넘겨보는 것이 더 익숙
해서. 편리함. 페이지를 넘기듯이 옆으로 넘기는 것이 보기 좋다. 옆으로 넘기는 것이 
더 편하고 정보가 확실하게 넘어간 느낌이 있음. 직관적임. 카드 뉴스처럼 옆으로 넘
겨서 보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병렬형은 간혹 스크롤이 빠르게 내려가서 봐야할 정
보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로가 좋다. 좌우가 편해서. 사용 편리성. 습관. 더 편
리함 조금만 움직여도 됨. 옆으로 넘기는 것이 더 편해요. 옆으로 넘기는 것이 더 쉬
움. 이제까지 보던 패턴과 비슷. 엄지의 동작이 더 쉽다. 넘기기 편해서. 스와이프하
기 편함. 한손을 써야할 때 칸 단위로 넘기는 인스타그램 형식에 익숙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편함. 책을 보던 습관이 있어. 장 넘기기가 편리함. 슬라이드에 기본 형태인 
병렬형으로 할 경우 홈 화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으며 오히려 직렬형이 더 보기 
빠를 것 같고 편하고 용이할 것 같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전화면 확인
가능. 터치하기 쉽다. 일반적 손 방향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터치해서 넘겨보는데 익
숙해져 있음.
정보 레이아웃 (가시성, 가독성)
보기가 편해요. 편해 보여서. 한 정보를 한 페이지씩 헷갈리지 않게 확인 가능. 훨씬 
보기가 편하다. 가독성이 더 좋다. 더 익숙하다. 조금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서. 깔끔
하다. 눈에 더 보기 쉽다. 같은 위치에서 장면만 스무스하게 바뀌어 보기 편하다.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시각이 편하다. 레이아웃이 커서. 직관적으로 보기 수월함. 병렬
형은 스킵 또는 이미지 확대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음. 화면상에 공간 활용이 더 좋
다. 눈에 잘 읽힘. 병렬형의 경우 가시성이 작아진다. 많은 정보를 박스에 나눠서 보
여주면 글자의 크기가 작아져서 보기 어렵다. 대부분 손을 사용하지 못할 때 빠른 
확인을 위해 보는데 이런 경우 어차피 손을 써야 한다. 화면크기에 맞춰서 보기 편
함. 스와이프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더 편함. 주제별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화면이 점점 커지므로 병렬형이 많은 정보를 평행성상으로 많이 담을 듯.
기타
취향. 옆으로 움직이는 화면이 더 안정적인 느낌. 아래로 스크롤 하면 눈이 피로할 
때가 많아서입니다. 기분상 끊기는 느낌이 적다.

[표 19] ‘직렬형’ 선택

조작 / 인터랙션
내리거나 옆으로 밀거나 크게 상관없다. 크게 화면 방향은 상관이 없음. 둘 다 결국 
손쓰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래로든 우측으로든 모두 익숙하다. 상황에 따라 어떤 
건 병렬형이 유용하고 어떤 건 직렬형이 유용한 듯해서. 둘 다 편할 것 같다.
정보 가시성 / 가독성
일단 한눈에 딱 들어와야 보기 편리하므로. 음성으로만 하고 화면은 잘 안보기에. 가
독성만 좋으면 형태는 상관없음. 둘 다 디자인이나 사용할 때 불편을 줄것 같지는 
않다.

[표 20] ‘상관없다’ 선택

정보 레이아웃 (가시성, 가독성)
정확한 내용과 중요 포인트. 일단 한눈에 딱 들어와야 보기 편리하므로. 읽기 편하다. 
수학도 세로로 계산식을 써서 계산이 수월하듯이 우리 뇌는 세로로 인식하는 것이 
더 편하므로. 내리면서 구독하는 익숙한 가독성이 편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내 
눈이 따라가기 쉬울 것 같다. 정보가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는 느낌을 받아서. 
기타
책이나 신문 읽을 때의 버릇. 눈의 피로도를 줄여줘서. 병렬에 익숙하고 안정감을 느
낀다. 동일 페이지에 있어 다시 보고 싶은 정보가 가까이에 있다 느껴진다. 페이지가 
넘겨졌다는 것만으로 멀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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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번 문항의 경우 [그림 58]과 같이 정보 가시성, 단순 조작의 간결성, 

시간 효율성, 인터랙션의 일관성, 시각 및 감성적 심미성 순으로 답변하였

다. 전체 참여자 350명 대비해 단순 조작의 간결성(74.3%)와 시간 효율성

(66.6%)의 선호도는 7% 미만의 차이로 선호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Q19. 정보 노출 레이아웃의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그림 59]와 같이 남성 2030세대의 경우 정보 가시성 75명(29%), 시간 

효율성 61명(24%), 단순 조작의 간결성 56명(22%), 인터랙션의 일관성 40

명(16%), 시각 및 감성적 심미성 23명(9%) 순으로 답변하였다. 여성 2030

세대의 경우 정보 가시성 79명(29%), 단순 조작의 간결성 67명(24%), 시

간 효율성 58명(21%), 시각 및 감성적 심미성 43명(16%), 인터랙션의 일

관성 27명(10%) 순으로 답변하였다. 남성 4050세대의 경우 정보 가시성 

73명(28%), 단순 조작의 간결성 69명(26%), 시간 효율성 57명(22%), 인터

기타
상관없음. 질문한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없을 것 같아서. 굳이 중요한 사항
이 아니다. 어느 것이든 사용상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모름. 두개다 다른 장점이 
있어서. 모두 가능. 딱히 불편하지 않음. 그냥 똑같다. 뭘 해도 터치해야 하니까. 보기
만 하면 되니까. 쓰다 보면 익숙해진다. 음성으로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림 58] 정보 노출 레이아웃 중요성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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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션의 일관성 33명(13%), 시각 및 감성적 심미성 32명(12%) 순으로 답

변하였다. 여성 4050세대의 경우 정보 가시성 68명(25%), 단순 조작의 간

결성 68명(25%), 시간 효율성 58명(21%), 시각 및 감성적 심미성 39명

(15%), 인터랙션의 일관성 35명(13%) 순으로 답변하였다. 남성 2030세대

는 다른 세대보다 시간의 효율성을 단순 조작의 간결성 보다 우선으로 

생각한다 답변하였다.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이 인터랙션의 일관성보다 

시각 및 감성적 심미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터랙

션의 일관성은 남성 2030세대, 시간 효율성은 남성 2030세대, 정보 가시

성은 여성 4050세대, 단순 조작의 간결성은 여성 4050세대, 시각 및 감

성적 심미성은 여성 4050세대가 가장 높았다.

[그림 59] 성별/연령대별 정보 노출 중요성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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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비 유저의 경우 [그림 60]과 같이 정보 가시성 218명(28%), 단순 조작

의 간결성 186명(24%), 시간 효율성 173명(22%), 시각 및 감성적 심미성 

112명(14%), 인터랙션의 일관성 98명(12%) 순으로 답변하였다. 라이트 유

저의 경우 단순 조작의 간결성 70명(27%), 정보 가시성 67명(26%), 시간 

효율성 60명(23%), 인터랙션의 일관성 37명(14%), 시각 및 감성적 심미성 

26명(10%) 순으로 답변하였다, 해비 유저가 라이트 유저보다 단순 조작

의 간결성보다는 정보의 가시성, 인터랙션의 일관성보다는 시각 및 감성

적 심미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보인다.

   20번 문항의 경우 [표 21]과 같이 정보의 가시성을 선택한 대부분의 

이유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보를 노출해 주어야 여러 인터랙션 없이 

만족감 높은 정보를 제공받는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가시성이 좋아야 시

간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오류 없이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단순 조작의 간결성을 선택한 대부분의 의견은 손

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데 복잡한 조작은 귀찮고 편리하지 않아 

간편하고 단순한 조작을 원한다고 답변하였다. 조작이 어려우면 사용 빈

도가 낮아지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시간 효율

성을 선택한 대부분의 의견은 바쁜 사회에서 빨리 찾고 빨리 일처리를 

끝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의 효율성이 중요하

다고 답변하였다. 인터랙션의 일관성을 선택한 대부분의 의견은 보기 편

[그림 60] 사용 빈도별 정보 노출 중요성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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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혼동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시각 및 감성적 심미

성을 선택한 대부분의 의견은 시각적으로 선명하고 디자인이 좋아야 눈

에 더 잘 들어와서 직관적으로 이해되며 보기 좋은 것이 좋다고 답변하

였다.

 Q20. 19번 문항 답의 중요 요소 중 첫 번째로 고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보 가시성
일단 한 눈에 딱 들어와야 보기 편리하므로. 한눈에 보기 쉬워야 빠르게 확인 가능
하니까. 정보를 잘 인지할 수 있게 중요한 부분은 눈에 띄게 디스플레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유니까요. 한눈에 잘 보임. 보기 
좋아야 이해도 빠르고 직관적인 전달이 좋기 때문에. 빨리 알고 싶어서. 한 눈에 빨
리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정보를 검색했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가 오해와 오류 없
이 정확하고 빠르게 보여야 편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될 것임. 정보가 제일 
중요해서. 정보가 제일먼저 눈에 띄도록 함이 중요하다. 원하는 정보의 텍스트나 이
미지가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듯하다. 그래야 흥미롭게 잘 읽을 수 있다. 정
보가  필요해서 질문했으니까. 가독성이 제일 중요함.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눈 시력이 안 좋아지고 눈이 쉽게 피로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편하게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 보통 비서를 이용할 때 손을 자유로이 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색된 정확한 결과가 한눈에 들어와야 손이 여러 번가지 않기 때문에. 가독성이 높
아야 한다. 정보가 잘 안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이걸 쓰는 것이 귀찮기 때
문인 사람인지라, 기껏 사용해놓고 정보가 복잡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복잡한 정보를 
확인할 때는 직접 검색하겠죠...간단하고 딱 보기 좋은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판독. 어
떤 정보든 잘 보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음.   
단순 조작의 간결성
인공지능은 최대한 간결하고 편해야한다고 생각함. 단순조작이 가능해야 사용도가 
증가할 것 같아요. 손 조작이 용이. 두 손이 자유롭지 않을때 사용하기 때문에. 원하
는 답만 찾았으면 좋겠다. 단순 조작이중요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것이 손이 없
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주가 되기에 드래그가 아닌 단순히 클릭 정도로 다른 
내용을 볼 수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 내용을 띄워주거나 음성으로 불러줬으면 
좋겠다. 사용하기 편리해야 하니까. 감각적으로 조작 가능하면 좋겠네요. 단순하게 해
야 편하니. 연령대가 높아 단순조작이 편해서. 주로 운전 중, 요리 중인 상황에 사용
하므로 화면을 쳐다보며 조작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다. 복잡하면 사용이 어려워서. 
음성인식을 쓰는 일차적 이유가 조작을 조금이나마 줄이려고 쓰는 것이라 사용 중에
도 간결하면 더 편리한 이유에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하므로. 한손 조작
이 필요.
시간 효율성
요즘 생활하는데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일도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빠른 
일처리를 위해서. 단순하다. 급할 때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짧으면 좋겠다. 
빨리 찾아야 돼서. 바쁜 사회니까. 동작이 익숙해서 빨리 작동할 수 있다. 검색 및 정
보 획득에서는 시간 효율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금이다. 전화 통화
가 많아서. 효율성이 중요하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짧은 시간에 확인하고 싶어서. 
손이 없고, 타자 칠 시간이 없을 때 인공지능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바빠
서. 
인터랙션의 일관성
계속 변경되면 보기 힘들다. 일정하게 일관성 있게. 추후 혼동이 생기지 않을 것 같
아서. 잘 읽혀야함. 일관성의 미학. 보기 좋음. 정보 확인이 쉬움. 사용자와 인공지능
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생각함. 끊기지 않도록. 보는데 편하다. 시각적 방향(흐름
이 같아서). 계속 똑같은 것을 AI한테 물어보니까 똑같아야 편하다. 신뢰와 연결된다
고 생각. 신속성. 간편해 보여서. 같은 정보라는.

[표 21] 정보 노출 레이아웃 요소 별 중요하게 선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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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번 문항의 경우 [그림 61]과 같이 정보의 레이아웃, 그래픽 및 아이

콘 사이즈, 폰트, 그래픽 톤,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순으로 답변하였다. 

전체 참여자 350명 대비해 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73%)와 폰트(68%)의 

선호도는 서로 5% 미만의 차이로 선호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Q21. 인공지능 비서의 사용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를 중요한 순대로 나

열해 주세요.

 [그림 62]와 같이 남성 2030세대의 경우 정보의 레이아웃 71명(28%), 그

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 62명(24%), 폰트 55명(22%), 그래픽 톤 35명(14%),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32명(13%) 순으로 답변하였다. 여성 2030세대의 

경우 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 80명(30%), 정보의 레이아웃 72명(27%), 

폰트 61명(23%), 그래픽 톤 30명(11%),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28명(10%) 

순으로 답변하였다. 남성 4050세대의 경우 정보의 레이아웃 66명(25%), 

시각 및 감성적 심미성
시각이 중요하므로. 제일 중요해서. 검색의 이어짐과 호기심. 우선 눈으로 보기가 편
해야. 자연스러운 효과. 시각적으로 한눈에 들어와야 함(특히 운전중일 때). 눈으로 
봐도 좋으면 더 좋으니까. 눈에 띄었으면 해서요. 시각적으로 선명하고 디자인이 좋
아야 눈에 더 잘 들어오고 잘 외위진다. 시각적으로 보기 편해야 좋다. 보기 편함. 시
각적으로 우선 보니. 정보전달의 정확성. 먼저 원하는 정보의 답변의 빠른 충족을 위
해.

[그림 61] 인공지능 비서의 사용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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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62명(23%), 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 60명(23%), 그래픽 톤 51명

(19%),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25명(9%) 순으로 답변하였다. 여성 4050세

대의 경우 정보의 레이아웃 64명(24%), 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 63명

(24%), 폰트 60명(22%), 그래픽 톤 47명(18%),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33명

(12%) 순으로 답변하였다. 정보의 레이아웃은 남성과 여성의 2030세대, 

폰트는 여성 2030세대와 남성 4050세대, 그래픽 톤은 남성 4050세대, 그

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는 여성 2030세대,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은 남성 

2030세대와 여성 4050세대가 가장 높았다.

[그림 62] 성별/연령대별 인공지능 비서의 사용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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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3]과 같이 헤비 유저의 경우 정보의 레이아웃 200명(26%), 그래

픽 톤 175명(23%), 폰트 173명(23%), 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 127명

(17%),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91명(12%) 순으로 답변하였다. 라이트 유저

의 경우 정보의 레이아웃 73명(27%), 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 69명

(26%), 폰트 63명(23%), 그래픽 톤 40명(15%),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25명

(9%) 순으로 답변하였다. 헤비 유저가 라이트 유저보다 그래픽 톤이 더 

중요하다고 답하였지만 반면에 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는 라이트 유저

가 더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22번 문항의 경우 [그림 64]와 같이 정보의 레이아웃, 그래픽 및 아이

콘 사이즈, 폰트, 그래픽 톤,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순으로 답변하였다. 

1순위 값에서 비교하면 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보다 폰트가 더 중요하

다고 답변했지만, 2순위 값에서 비교할 경우 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Q22. 검색 결과 화면의 신뢰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를 중요한 순대로 나

열해 주세요.

[그림 63] 사용 빈도별 인공지능 비서의 사용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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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5]와 같이 남성 2030세대의 경우 정보의 레이아웃 68명(27%), 폰

트 62명(24%), 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 56명(22%), 그래픽 톤 36명(14%),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33명(13%) 순으로 답변하였다. 여성 2030세대의 

경우 정보의 레이아웃 75명(28%), 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 64명(24%), 

폰트 60명(23%), 그래픽 톤 38명(14%),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27명(10%) 

순으로 답변하였다. 남성 4050세대의 경우 정보의 레이아웃 74명(28%), 

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 71명(27%), 폰트 57명(22%), 그래픽 톤 35명

(13%),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27명(10%) 순으로 답변하였다. 여성 4050세

대의 경우 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 68명(25%), 정보의 레이아웃 62명

(23%), 폰트 56명(21%), 그래픽 톤 44명(16%),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37명

(14%) 순으로 답변하였다. 정보의 레이아웃은 여성 2030세대와 남성 

4050세대, 폰트는 남성 2030세대와 여성 2030세대, 그래픽 톤은 여성 

4050세대, 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는 남성 4050세대, 애니메이션 및 동

영상은 여성 4050세대가 가장 높았다. 

[그림 64] 인공지능 비서의 신뢰성을 위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요소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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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6]과 같이 헤비 유저의 경우 정보의 레이아웃 203명(26%), 그래

픽 및 아이콘 사이즈 192명(25%), 폰트 171명(22%), 그래픽 톤 115명

(15%),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99명(13%) 순으로 답변하였다. 라이트 유저

의 경우 정보의 레이아웃 76명(28%), 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 67명

(25%), 폰트 64명(24%), 그래픽 톤 38명(14%),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25명

(9%) 순으로 답변하였다.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의 디자인 요소 중요

도 순은 같았다.

[그림 65] 성별/연령대별 인공지능 비서의 신뢰성을 위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요소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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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번 문항의 경우 [그림 67]과 같이 보통 139명(39.7%), 그렇다 114명

(32.6%), 그렇지 않다 79명(22.6%), 매우 그렇다 12명(3.4%), 매우 그렇지 

않다 6명(1.7%) 순으로 답변하였다.

 Q23. 검색한 결과 화면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보의 신뢰도

가 떨어지나요?

 [그림 68]과 같이 남성 2030세대의 경우 보통 29명(34%), 그렇다 27명

(32%), 그렇지 않다 20명(24%), 매우 그렇지 않다 5명(6%), 매우 그렇다 4

명(5%) 순으로 답변하였다. 여성 2030세대의 경우 보통 34명(39%), 그렇

다 27명(31%), 그렇지 않다 23명(26%), 매우 그렇다 3명(3%), 매우 그렇지 

[그림 66] 사용 빈도별 인공지능 비서의 신뢰성을 위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요소 중요도

[그림 67] 인터페이스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서비스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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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1명(1%) 순으로 답변하였다. 남성 4050세대의 경우 보통 35명(40%), 

그렇다 37명(42%), 그렇지 않다 13명(15%), 매우 그렇다 3명(3%), 매우 그

렇지 않다 0명 순으로 답변하였다. 여성 4050세대의 경우 보통 41명

(46%), 그렇다 26명(23%), 그렇지 않다 26명(23%), 매우 그렇다 2명(2%), 

매우 그렇지 않다 0명 순으로 답변하였다. 보통을 선택한 사용자들을 제

외하고 보았을 때 남성과 여성, 2030세대와 4050세대 모두 디자인이 마

음에 들지 않으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답변하였다.

 [그림 69]와 같이 헤비 유저의 경우 보통 103명(40%), 그렇다 88명(34%), 

그렇지 않다 57명(22%), 매우 그렇다 9명(3%), 매우 그렇지 않다 3명(1%) 

순으로 답변하였다. 라이트 유저의 경우 보통 36명(40%), 그렇다 26명

(29%), 그렇지 않다 22명(24%), 매우 그렇다 3명(3%), 매우 그렇지 않다 3

명(3%) 순으로 답변하였다. 보통을 선택한 사용자들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 모두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뢰도

가 떨어진다고 답변하였다.

[그림 68] 성별/연령대별 인터페이스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서비스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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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번 문항의 경우 [그림 70]과 같이 그렇다 188명(53.7%), 보통 99명

(28.3%), 매우 그렇다 44명(12.6%), 그렇지 않다 19명(5.4%), 매우 그렇지 

않다 0명 순으로 답변하였다.

 Q24. 본인이 어떤 명령어로 검색했는지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나요?

 [그림 71]과 같이 남성 2030세대의 경우 그렇다 41명(48%), 보통 25명

(29%), 매우 그렇다 13명(15%), 그렇지 않다 6명(7%), 매우 그렇지 않다 0

명 순으로 답변하였다. 여성 2030세대의 경우 그렇다 46명(52%), 보통 23

명(26%), 매우 그렇다 14명(16%), 그렇지 않다 5명(6%), 매우 그렇지 않다 

[그림 69] 사용 빈도별 인터페이스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서비스 신뢰도

[그림 70] 모바일 결과 화면에 음성 명령어 노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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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 순으로 답변하였다. 남성 4050세대의 경우 그렇다 47명(53%), 보통 

26명(30%), 매우 그렇다 11명(13%), 그렇지 않다 4명(5%), 매우 그렇지 않

다 0명 순으로 답변하였다. 여성 4050세대의 경우 그렇다 54명(61%), 보

통 25명(28%), 매우 그렇다 6명(7%), 그렇지 않다 4명(4%), 매우 그렇지 

않다 0명 순으로 답변하였다. 보통을 선택한 사용자들을 제외하고 보았

을 때 남성과 여성, 2030세대와 4050세대 모두 인공지능 비서에게 명령 

혹은 질문한 문구를 모바일 결과 화면에 노출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림 72]와 같이 헤비 유저의 경우 그렇다 138명(53%), 보통 76명(29%), 

매우 그렇다 31명(12%), 그렇지 않다 15명(6%), 매우 그렇지 않다 0명 순

으로 답변하였다. 라이트 유저의 경우 그렇다 50명(56%), 보통 23명

(26%), 매우 그렇다 14명(14%), 그렇지 않다 4명(4%), 매우 그렇지 않다 0

명 순으로 답변하였다. 보통을 선택한 사용자들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 모두 인공지능 비서에게 명령 혹은 질문한 문

구를 모바일 결과 화면에 노출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림 71] 성별/연령대별 모바일 결과 화면에 음성 명령어 노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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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번 문항의 경우 [그림 73]과 같이 필요한 보조 정보까지만 노출 

154명(44%), 질문한 것에 대한 것과 타 사용자들이 함께 자주 묻는 질문 

추천 97명(27.7%), 질문한 것에 대한 것만 노출 54명(15.4%), 필요한 보조 

정보와 타 사용자들이 함께 자주 묻는 질문 추천 32명(9.1%), 상관없다 

13명(3.7%) 순으로 답변하였다.

 Q25. 인공지능 비서를 통한 검색 결과로 제공되는 정보의 양은 어느 정

도가 적절한가요?

 [그림 74]와 같이 남성 2030세대의 경우 필요한 보조 정보까지만 노출 

37명(44%), 질문한 것에 대한 것과 타 사용자들이 함께 자주 묻는 질문 

추천 21명(25%), 질문한 것에 대한 것만 노출 12명(14%), 필요한 보조 정

보와 타 사용자들이 함께 자주 묻는 질문 추천 9명(11%), 상관없다 6명

(7%) 순으로 답변하였다. 여성 2030세대의 경우 필요한 보조 정보까지만 

[그림 72] 사용 빈도별 모바일 결과 화면에 음성 명령어 노출 필요성

[그림 73] 인공지능 비서 검색 결과로 제공되는 정보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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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41명(47%), 질문한 것에 대한 것과 타 사용자들이 함께 자주 묻는 

질문 추천 24명(27%), 질문한 것에 대한 것만 노출 15명(17%), 필요한 보

조 정보와 타 사용자들이 함께 자주 묻는 질문 추천 6명(7%), 상관없다 

2명(2%) 순으로 답변하였다. 남성 4050세대의 경우 필요한 보조 정보까

지만 노출 43명(49%), 질문한 것에 대한 것과 타 사용자들이 함께 자주 

묻는 질문 추천 26명(30%), 질문한 것에 대한 것만 노출 11명(13%), 필요

한 보조 정보와 타 사용자들이 함께 자주 묻는 질문 추천 6명(7%), 상관

없다 2명(2%) 순으로 답변하였다. 여성 4050세대의 경우 필요한 보조 정

보까지만 노출 33명(37%), 질문한 것에 대한 것과 타 사용자들이 함께 

자주 묻는 질문 추천 26명(29%), 질문한 것에 대한 것만 노출 16명(18%), 

필요한 보조 정보와 타 사용자들이 함께 자주 묻는 질문 추천 11명

(12%), 상관없다 3명(3%) 순으로 답변하였다. 남성과 여성, 2030세대와 

4050세대 모두 검색 결과로는 필요한 보조 정보까지만 노출하는 것을 선

호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질문한 것에 대한 것만 노출하는 것

보다는 타 사용자들이 함께 자주 묻는 질문을 추천해 주는 것을 선호한

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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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5]와 같이 헤비 유저의 경우 필요한 보조 정보까지만 노출 114

명(44%), 질문한 것에 대한 것과 타 사용자들이 함께 자주 묻는 질문 추

천 72명(28%), 질문한 것에 대한 것만 노출 39명(15%), 필요한 보조 정보

와 타 사용자들이 함께 자주 묻는 질문 추천 25명(10%), 상관없다 10명

(4%) 순으로 답변하였다. 라이트 유저의 경우 필요한 보조 정보까지만 

노출 40명(44%), 질문한 것에 대한 것과 타 사용자들이 함께 자주 묻는 

[그림 74] 성별/연령대별 인공지능 비서 검색 결과로 제공되는 정보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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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천 25명(28%), 질문한 것에 대한 것만 노출 15명(17%), 필요한 보

조 정보와 타 사용자들이 함께 자주 묻는 질문 추천 7명(8%), 상관없다 

3명(3%) 순으로 답변하였다.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 모두 검색 결과로

는 필요한 보조 정보까지만 노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다

음으로는 질문한 것에 대한 것만 노출하는 것보다는 타 사용자들이 함께 

자주 묻는 질문을 추천해 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변하였다.

   26번 문항의 경우 [그림 76]과 같이 강조 안, 우선순위 안, 보완 안, 균일 

안 순으로 답변하였다. 전체 참여자 350명 대비해 보완 안(65.2%)과 균일 안

(60.3%)의 선호도는 5% 미만의 차이로 선호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Q26.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읽기 쉽고 잘 보이게 디자인 안 순대로 나열

해 주세요.

[그림 75] 사용 빈도별 인공지능 비서 검색 결과로 제공되는 정보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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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7]과 같이 남성 2030세대의 경우 강조 안 58명(34%), 우선순위 

안 47명(28%), 보완 안 33명(19%), 균일 안 32명(19%) 순으로 답변하였다. 

여성 2030세대의 경우 강조 안 63명(36%), 우선순위 안 52명(30%), 보완 

안 45명(26%), 균일 안 16명(9%) 순으로 답변하였다. 남성 4050세대의 경

우 강조 안 64명(36%), 우선순위 안 52명(30%), 보완 안 38명(22%), 균일 

안 22명(13%) 순으로 답변하였다. 여성 4050세대의 경우 강조 안 71명

(40%), 우선순위 안 48명(27%), 보완 안 34명(19%), 균일 안 25명(14%) 순

으로 답변하였다. 남성과 여성, 2030세대와 4050세대 모두 정보를 읽기 

쉽고 잘 보이는 안을 강조 안으로 답변하였다. 우선순위 안은 여성 2030

세대와 남성 4050세대, 균일 안은 남성 2030세대, 강조 안은 여성 4050

세대, 보완 안은 여성 2030세대가 가장 높았다.

[그림 76] 정보의 가시성/가독성이 높은 디자인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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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8]과 같이 헤비 유저의 경우 강조 안 189명(36%), 우선순위 안 

146명(28%), 보완 안 112명(22%), 균일 안 73명(14%) 순으로 답변하였다. 

라이트 유저의 경우 강조 안 67명(37%), 우선순위 안 53명(29%), 보완 안 

38명(21%), 균일 안 22명(12%) 순으로 답변하였다.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 모두 정보를 읽기 쉽고 잘 보이는 안을 강조 안으로 답변하였다.

[그림 77] 성별/연령대별 정보의 가시성/가독성이 높은 디자인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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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번 문항의 경우 [그림 79]와 같이 강조 안, 우선순위 안, 균일 안, 

보완 안 순으로 답변하였다. 전체 참여자 350명 대비해 강조 안(85.4%)과 

우선순위 안(80.6%)의 선호도는 5% 미만의 차이로 선호도가 비슷하며, 

보완 안(65.7%)과 균일 안(68.3%)의 선호도는 3% 미만의 차이로 선호도

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Q27. 인터랙션 행동을 유발하여 정보 탐색 효율이 가장 높은 순대로 나

열해 주세요.

 [그림 80]과 같이 남성 2030세대의 경우 강조 안 49명(29%), 우선순위 

안 48명(28%), 균일 안 41명(24%), 보완 안 32명(19%) 순으로 답변하였다. 

여성 2030세대의 경우 우선순위 안 54명(31%), 강조 안 46명(26%), 보완 

[그림 78] 사용 빈도별 정보의 가시성/가독성이 높은 디자인 선호도

[그림 79] 정보 탐색 효율이 높은 디자인 선호도



- 117 -

안 43명(24%), 균일 안 33명(19%) 순으로 답변하였다. 남성 4050세대의 

경우 강조 안 67명(38%), 우선순위 안 43명(24%), 보완 안 34명(19%), 균

일 안 32명(18%) 순으로 답변하였다. 여성 4050세대의 경우 강조 안 62

명(35%), 우선순위 안 53명(30%), 보완 안 36명(20%), 균일 안 27명(15%) 

순으로 답변하였다. 정보 탐색 효율이 높은 디자인 안으로 우선순위 안

을 가장 선호한 여성 203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강조 안을 선호

하였다. 우선순위 안은 여성 2030세대와 4050세대, 균일 안은 남성 2030

세대, 강조 안은 남성 4050세대, 보완 안은 여성 2030세대가 가장 높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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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1]과 같이 헤비 유저의 경우 강조 안 170명(33%), 우선순위 안 

145명(28%), 보완 안 104명(20%), 균일 안 101명(19%) 순으로 답변하였다. 

라이트 유저의 경우 강조 안 54명(30%), 우선순위 안 53명(29%), 보완 안 

41명(23%), 균일 안 32명(18%) 순으로 답변하였다.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 모두 정보 탐색 효율이 높은 디자인으로 강조 안이 가장 높았다.

   28번 문항의 경우 [그림 82]와 같이 강조 안, 우선순위 안, 보완 안, 

균일 안 순으로 답변하였다. 전체 참여자 350명 대비해 보완 안(64.6%)과 

균일 안(61.4%)의 선호도로 3% 이내의 차이로 선호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Q28. 음성 검색하여 노출되는 정보의 화면으로 첫인상이 가장 매력적인 

순대로 나열해 주세요.

[그림 81] 사용 빈도별 정보 탐색 효율이 높은 디자인 선호도

[그림 80] 성별/연령대별 정보 탐색 효율이 높은 디자인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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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3]과 같이 남성 2030세대의 경우 강조 안 51명(30%), 우선순위 

안 47명(28%), 보완 안 39명(23%), 균일 안 33명(19%) 순으로 답변하였다. 

여성 2030세대의 경우 강조 안 62명(35%), 보완 안 49명(28%), 우선순위 

안 45명(26%), 균일 안 20명(11%) 순으로 답변하였다. 남성 4050세대의 

경우 강조 안 62명(35%), 우선순위 안 48명(27%), 보완 안 41명(23%), 균

일 안 25명(14%) 순으로 답변하였다. 여성 4050세대의 경우 강조 안 66

명(39%), 우선순위 안 52명(31%), 균일 안 27명(16%), 보완 안 24명(14%) 

순으로 답변하였다. 우선순위 안은 여성 4050세대, 균일 안은 남성 2030

세대, 강조 안은 여성 4050세대, 보완 안은 여성 2030세대가 가장 높았

다.

[그림 82] 정보가 처음 노출되었을 때 매력도가 높은 디자인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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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4]와 같이 헤비 유저의 경우 강조 안 185명(36%), 우선순위 안 

145명(28%), 보완 안 112명(22%), 균일 안 78명(15%) 순으로 답변하였다. 

라이트 유저의 경우 강조 안 56명(31%), 보완 안 50명(28%), 우선순위 안 

47명(26%), 균일 안 27명(15%) 순으로 답변하였다. 헤비 유저는 보완 안 

보다 우선순위 안을 선호했고 라이트 유저는 우선순위 안보다 보안 완을 

선호하였다.

[그림 83] 성별/연령대별 정보가 처음 노출되었을 때 매력도가 높은 디자인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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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번 문항의 경우 [그림 85]와 같이 우선순위 안, 강조 안, 보완 안, 

균일 안 순으로 답변하였다. 보안 안과 균일 안의 선호도는 비슷하나 각

각의 1순위와 2순위로 선택한 값의 합을 보고 해석할 때 보완 안(42.3%)

이 균일 안(36.3%)보다 6% 선호도가 더 높았다.

 Q29. 음성으로 조작하기 쉽게 보이는 레이아웃 순으로 나열해 주세요.

[그림 85] 조작이 쉬운 레이아웃 디자인 선호도

 [그림 86]과 같이 남성 2030세대의 경우 강조 안 56명(33%), 우선순위 

안 42명(25%), 균일 안 40명(24%), 보완 안 32명(19%) 순으로 답변하였다. 

여성 2030세대의 경우 강조 안 69명(39%), 우선순위 안 46명(26%), 보완 

안 40명(23%), 균일 안 21명(12%) 순으로 답변하였다. 남성 4050세대의 

경우 강조 안 62명(35%), 우선순위 안 41명(23%), 균일 안 37명(21%), 보

[그림 84] 사용 빈도별 정보가 처음 노출되었을 때 매력도가 높은 디자인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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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안 36명(20%) 순으로 답변하였다. 여성 4050세대의 경우 강조 안 65

명(37%), 우선순위 안 44명(25%), 보완 안 40명(22%), 균일 안 29명(16%) 

순으로 답변하였다. 남성과 여성, 2030세대와 4050세대 음성으로 조작이 

쉬운 레이아웃을 강조 안으로 답변하였다. 우선순위 안은 여성 2030세

대, 균일 안은 남성 2030세대, 강조 안은 여성 2030세대, 보완 안은 여성 

2030세대와 4050세대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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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7]과 같이 헤비 유저의 경우 강조 안 184명(35%), 우선순위 안 

126명(24%), 보완 안 112명(22%), 균일 안 98명(19%) 순으로 답변하였다. 

라이트 유저의 경우 강조 안 68명(43%), 보완 안 36명(23%), 균일 안 29

명(18%), 우선순위 안 27명(17%) 순으로 답변하였다.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 모두 음성으로 조작이 쉬운 레이아웃을 강조 안으로 답변하였다. 

헤비 유저는 보완 안보다 우선순위 안을 선호하였고 라이트 유저는 우선

순위 안 보다 보완 안을 선호하였다.

2)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

심층 인터뷰는 [그림 88]과 같이 총 6명의 참가자들과 개별적으로 온

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문항과 참여자

들의 기본적인 비서 경험과 사용성에 기초하여 첫 번째로 인공지능 비서 

[그림 86] 성별/연령대별 조작이 쉬운 레이아웃 디자인 선호도

[그림 87] 사용 빈도별 조작이 쉬운 레이아웃 디자인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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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용성, 두 번째로 현재 인공지능 비서에 대한 문제점, 세 번째로 

정보 레이아웃 개선점,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 개선점에 관련해 토론식

으로 진행되었다.

(1) 기존 인공지능 비서 사용성

[그림 88] 심층 인터뷰 참여자

대상자 의견

주**

Ÿ 애플 시리와 구글 어시스턴트를 사용하고 있다.
Ÿ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은 날씨 > 노래 플레이 > 전화 > 알람 맞추기 > 

계산기(What’s 365/7?), 세계 시간 (What time is it in LA?) > 뉴스보
다 일반 검색 (How old is Beyonce?).

Ÿ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빠른 검색을 하고 싶을 때와 
손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알람은 설정 귀찮아서. 알람 같은 경우 루
틴을 만들어 놓음. 볼륨 낮추고 자기 전에 노래 틀고 알람 맞추는 기
능을 한 번에 설정하고 있음(루틴 이름을 Night으로 정해서 설정).

Ÿ 불편했던 점: 검색 같은 경우는 원하는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비욘세 몇 살이야? 하면 비욘세의 나이만 나왔으면 좋
겠는데 인기 페이지, 전체 페이지가 나옴. 다른 단계로 조작이 어려운 
것도 공감. 비서와 주고받고의 인터랙션이 잘되지 않아서 불편하다. 검
색 다음 인터랙션을 하기가 어렵다.

Ÿ 검색 후 화면을 확인하는 편이다. 확인하지 않을 때는 내가 어떤 설정
을 작동했는지 알고 있을 때(예를 들어 루틴 같은 것). 검색했을 경우
에는 거의 화면을 본다. 

오**

Ÿ 애플 시리, 클로바, 음성인식 문자로 검색을 사용하고 있다. 네이버, 카
카오 쓸 때가 더 많음.

Ÿ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은 클로바로 음악 검색 > 채팅(쓰기 귀찮아서), 아
주 가끔 네이버 검색이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검색 > 날씨. 음악은 
비올 때 어울리는 음악 틀어봐~ 클로바, 신나는/공부할 때 듣기 좋은 
음악/조용한 노래 음악 틀어봐~ 시간을 물어볼 때 식으로 많이 사용

[표 22] 기존 인공지능 비서의 기본 사용성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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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Ÿ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손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운전 

중, 귀찮아서이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무 귀찮아서 그냥 클로바하고 
부르게 된다. 두 이유가 다 섞여 있다.

Ÿ 불편했던 점: 오류가 잦음. 음성인식 정확도가 떨어질 때, 가끔 클로바
한테 썸 틀어줘 했는데 조용필의 섬을 틀어주면 싫다. 시리도 정확히 
인식을 못 할 때도 있고 느리다. 인식 속도가 너무 느려서 잘 안 쓰게 
된다. 시리를 사용할 때 검색 창에서 보이는 정보가 보이면 좋을 것 
같다. 쇼핑 같은 경우? 내가 잘 쓰는 네이버의 화면이 뜨는 것이 더 
좋다. 길 찾기를 할 때 구글 맵으로 연결 해 주는 것이 더 불편하다. 
머신러닝이 더 되어서 나의 행동이 기록된 패턴대로 결과를 보여줬으
면 좋겠다.

Ÿ 검색 후 화면을 확인하는 편이다. 소리로 들을 때도 있지만 보통은 화
면을 본다. 멀리 있을 땐 소리만 듣는다.

김**

Ÿ 애플 시리, 구글 나우, SKT 누구 등을 사용하고 있다.
Ÿ 손을 못 쓰는 경우 아니면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다. 운전을 하다가 

사용하는 것. 유일한 옵션이 음성일 경우에만 쓴다. 선택의 옵션이 없
기 때문에 쓴다. 길 찾기도 이야기를 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것을 답을 해줄 수 있는 것. 명확하게 좁혀져 
있을 때만 사용하게 되는 것. 아마존 구글은 주문을 한다든지 그런 서
비스는 기대 수치가 놓은 것들을 묻지 않는다. 높은 기대를 하는 것들
은 어차피 여러 번의 뎁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음. 즉시 액
션을 할 수 있는 것. 손은 못쓸 경우가 아무래도 중요한 포인트.

Ÿ 애플 워치로도 잘 사용하고 있다.
Ÿ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은 날씨 > 주식 > 위키 같은 지식 정보 같은 것

을 찾고 싶을 때. 오케이 구글에서 뉴스 같은 것. 
Ÿ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운전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다. 모바일이 옆에 있으면 그냥 위젯으로 사용. 내가 원하면 깊은 탐색
으로 검색하는 것이 좋음. 빠른 검색은 아님.

Ÿ 불편했던 점: 다음 단계로 이동하거나 조작이 어렵고 검색 결과가 보
기 어렵다.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연계라도 잘 되면 쓸 것 같다. 확 
뎁스를 줄여 주던지. 하지만 보통 인식을 하면 시리란 자체 플랫폼을 
쓰는데 주식 같으면 말이 느리기도 하고. 주식도 변화하는 그런 그래
프를 보는 데도 불편한 것. 검색 결과가 보기 어려우니 다른 단계 이
동이 어려운  것 같다. 익숙한 사용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
이 되진 않는다.

Ÿ 검색 후 화면을 항상 확인하는 편이다.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일단은 모바일을 본다. 통합적으로 주는 시각 정보
가 읽어주는 것보다 습득하는 것이 빠르다. 스크린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함. 아마존도 보니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은 디스플레이가 이동하면
서 사용자에게 보여줌.

조**

Ÿ 애플 시리와 네이버i를 사용하고 있다.
Ÿ 앱 안에서 기능적인 차이는 있는 것 같다. 시리는 앱을 불러오니까. 속

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디자인에 관해서는 음성 기능은 조작 방법
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건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앱
에 들어가서 쓰는 것이 시리보다 귀찮다. 네이버를 쓰는 이유는 한국
어 기능이 잘 되기 때문에. 한국어 인식은 네이버가 잘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음. 시리는 액션 이상으로 더 인공지능 기능을 하는데 네이
버는 그냥 너무 검색만 딱!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다. 

Ÿ 파파고는 많이 쓰고 있다. 중국어로 어떤 단어를 검색할 때 자주 쓴다. 
사전을 많이 쓰는데 인터페이스가 원래 찾았을 때 보다 잘 안 보여주
면 불편하다. 결과를 보여주는 대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 네이
버 번역 모드를 켜줘! 등의 기능. 그 외 BTS 동영상을 찾아줘! 하면 구
글은 유튜브가 켜지는데 네이버는 네이버 동영상이라 내가 원하는 것
이 아님. 기능의 탭을 계속 눌러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 유튜브를 켜줘
는 기능이 되어서 괜찮다. 

Ÿ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은 뉴스, 유명인, 지식백과 등의 일반 검색 > 음
악 검색 > 주식 검색 > 날씨 검색을 주로 한다. 파파고, 사전 검색도 
자주 쓴다, 유명인 검색 직접 한 적 있음. 이 음악 모야? 이런 식으로 
검색. 멜론에서 검색 할 수 있으니까 앱에서 불러와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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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손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많이 쓴다. 운전 중, 요리 중 등.

Ÿ 불편했던 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음. 
네이버 그린 닷이 잘 보여서 누르게는 되나 한번 누르면 사진 음악 등
등 여러 가지가 나와서 귀찮다. 무엇보다 마이크가 잘 안 보임. 

Ÿ 검색 후 화면을 항상 확인하는 편이다.

김**

Ÿ 애플 시리, 카카오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다.
Ÿ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은 날씨, 음악 (다른 친구들 보면 스포츠 경기 결

과도 확인하더라).
Ÿ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운전할 때 손을 사용할 수 없

어서이다. 애플 스피커로 음악 틀어 달라고 하거나 끄라고 하거나. 가
수 이름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가 많음. 내 플레이리스트 이름 얘기해
서 틀어라?로 명령한다. 처음 시리가 나왔을 때 초반에 신기술 사용해 
보고 싶어서 사용했다. 

Ÿ 불편했던 점: 오류가 잦고 다른 단계로 이동과 조작이 어렵다. 오류가 
잦아서 불편했던 적이 가장 많다. 운전하는 중이라 화면을 못 보는데 
구체적인 정보는 화면을 보고 가야 해서 불편하다. 

Ÿ 검색 후 화면을 보통 확인하는 편이다. 음악 검색할 때도 가수나 제목
을 제대로 인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면을 본다.

이**

Ÿ 애플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를 사용하고 있다.
Ÿ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은 날씨 > 주식 > 알람. 
Ÿ 예를 들어 1,000만원 버는 법(지식인 같은 질문?) 노래 잘하는 방법 등

등 우리가 정보를 얻을 만한 것들을 검색해 봤으나 포괄적으로 나온
다. 대부분 웹으로 연결한다던가,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다. 웹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긁어서 하나 정도 보여주는 것 같다. 
결국에는 검색 창에 입력해서 스크롤 해서 보는 정보와 같다. 검색해
서 나오는 최상위에 있는 사이트를 보여주는 것 같다. 검색의 상위 키
워드 하나를 답으로 주는 것 같은데 정보가 부족하다. 일반적인 검색
이라 하면 고품질이 있고 저품질이 있는데 검색은 훑어보는 것이 검색
의 흐름인데 하나만 딱 제공해 주니까 한정적인 정보이다. 예를 들어 
구글 입사 방법을 검색해도 다양한 글귀가 나오지 않는다. 유튜브 동
영상도 나올 수 있고 브런치 글이라도 나올 수 있는데 미디움 글도 안 
나옴. 상위 정보만 보여주는 것이 검색이라고 하기 보다는 웹 정보 하
나를 그냥 띄워주는 느낌.

Ÿ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손을 사용할 수 없을 경
우, 신기술을 사용해 보고 싶은 경우, 말동무가 필요할 경우이다. 말동
무로써 질문은 여러 번 해본 편이다. 대답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어디
까지 받아주지? 똑같은 대답이 나올까?라는 생각에 궁금해서 계속 물
어본다. 또 iOS 업데이트하면 보이스의 테크니컬한 부분을 보완한 부
분이 있다면 이 전과 무엇이 다른지 보기 위해 한번 써본다.

Ÿ 불편했던 점: 오류가 잦다. 한글 인식도가 낮다. 내가 말하는 유튜브 
뮤직에 있는 무슨 음악(영어로 된 클래식 명) 틀어줘 했는데 못 알아 
들음. 구글 어시스턴트에 카카오톡을 켜달라고 했는데 지원하지 않는 
앱이라고 블락함.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앱과의 호환이 잘 안됨. 

Ÿ 쓰는 앱이 몇 개 없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앱이 카카오톡인데..
친구한테 잘 자!라고 보내보고 싶어서 썼더니 안 됨. 결국 문자를 손으
로 타이핑해서 보내려고 구글 어시스턴트한테 문자 보내줘!했는데 안 
보내지고 보내기 버튼을 눌러야 했다. 시리는 보내짐. OS의 호환 문제
인가?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다른 어시스턴트의 OS가 100% 호환이 
잘 안될 것 같은 느낌이다. 

Ÿ 검색 후 화면을 확인하는 편이다. 음성도 나오긴 하지만 화면을 같이 
봐야 이해도가 빠르다. 정자동의 날씨 몇 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제 
날씨와 비교해서 보고 싶기 때문에 결국 화면 UI가 필요하다. 부가 정
보를 보기 원한다. 주식 같은 경우에도 얼마라고 나오긴 하지만 어제 
대비해서 정보를 더 주면 좋다. 비교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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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인공지능 비서에 대한 문제점

대상자 의견

주**

Ÿ 시리 날씨 검색 사례: 잘 보이지 않는다. 오늘의 날씨는 괜찮다. 나머
지는 개선의 여지가 엄청나게 많다. 물어본 정보의 부가 정보도 같이 
보여주면 좋긴 하다. 내가 물어본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우선. 

Ÿ 정보 노출 개선 사항: 정보 우선순위 > 정보의 분류 > 정보의 배치 > 
정보의 길이 > 관련 다른 질문 유도 > 정보의 색.

Ÿ 디자인 개선 사항: 정보 박스 디자인 > 레이아웃 > 아이콘 사이즈, 텍
스트 가독성 > 배경색, 검색엔진 결과와 차별화된 디자인.

Ÿ 검색 결과 화면 중요성: 올바른 결과를 얻는 유용성 > 누구나 사용 가
능한 접근성(범용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음) > 시각적 매력성 > 서비스 
신뢰성 > 인터랙션 사용성 > 정보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검색성(마지막 
3개의 이유는 비슷한 정도).

오**

Ÿ 시리 날씨 검색 사례: 잘 보이는 부분은 보이고,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잘 안 보인다. 밑에 나오는 날씨 앱 인터페이스가 마음에 들지 않음. 
꺾은 선 그래프가 좋음. 세로로 쓸데없이 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중
요. 검색을 했을 때는 쉽게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 추가적인 액
션을 하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스크롤하는 것도 귀찮. 화면 비율이 마
음에 들지 않는다. 정보는 잘 보이는데 뜨긴 정보가 떠도 잘 안 보임. 
그래서 보통.

Ÿ 정보 노출 개선 사항: 정보의 길이 > 정보 우선순위 > 정보의 배치, 
정보의 분류 > 정보의 색 > 관련 다른 질문 유도.

Ÿ 디자인 개선 사항: 레이아웃(세로 배열이 아니라 가로 배열로 바꾸면? 
날씨가 세로로 나오니 한눈에 안 보임) > 텍스트 가독성(정보를 전달
할 것이면 줄글을 왜 써? 몇 시 몇도 딱 포인트만 적었으면 좋겠다. 
말하는 대로 다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포인트만 딱 보이게!) > 정
보 박스 디자인 > 검색 엔진 결과와 차별화된 디자인 > 아이콘 사이
즈 > 배경색(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별문제 못 느낌).

Ÿ 검색 결과 화면 중요성: 올바른 결과를 얻는 유용성(검색이 가장 기본
이니까) > 인터랙션 사용성 > 정보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검색성 > 서
비스 신뢰성 > 누구나 사용 가능한 접근성 > 시각적 매력성.

김**

Ÿ 시리 날씨 검색 사례: 잘 보이지 않는다.
Ÿ 정보 노출 개선 사항: 정보 우선순위 > 정보의 배치 > 정보의 분류 > 

정보의 길이 > 정보의 색 > 관련 다른 질문 유도. 글이 잘 보이지 않
음. 똑같은 템플릿 하나를 쓰기 때문에 내가 질문 한 것들은 정답이 
잘 보이게 해야 할 것 같다. 동일한 구성에 하나로만 다 풀려다 보니
까 익숙한 걸 좋긴 한데 원하는 것을 보기에는 좀 불편. 

Ÿ 디자인 개선 사항: 텍스트 가독성 > 정보 박스 디자인 > 레이아웃 > 
검색엔진 결과와 차별화된 디자인 > 아이콘 사이즈> 배경색. 검색엔
진과 차별화된 디자인은 결국 정보 박스 디자인과 레이아웃과 연관되
어 있는 것 같다. 강약이 조절되어 있어야 함.

Ÿ 검색 결과 화면 중요성: 누구나 사용 가능한 접근성(쓰려면 상황에 맞
게 누구에게나 결과를 쉽게 불러낼 수 있어야 한다) > 올바른 결과를 
얻는 유용성(내가 맞는 정보를 잘 받아야 하고) > 정보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검색성(원하는 정보로 더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더 검색할 수 있
게) > 시각적 매력성(중요하긴 하지만 1, 2, 3 순위 요소보단 떨어짐) 
> 인터랙션 > 서비스 신뢰성(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함). 상황마
다 다 다를 것이지만 앞 순위 요소들이 필요 충족이 되어야지만 뒷 순
위 요소들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접근이 안 되면 검색도 안 함. 1, 
2, 3순위 요소가 특히 가장 중요함.

조**

Ÿ 시리 날씨 검색 사례: 아주 안 보이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다. 
Ÿ 정보 노출 개선 사항: 정보 우선순위 > 정보의 배치(부가 정보는 정확

하게) > 정보의 분류, 정보의 길이(적당히 주는 것이 좋다. 아예 제공
을 안 해주는 것도 별로다.) > 관련 다른 질문 유도, 정보의 색

Ÿ 디자인 개선 사항: 정보 박스 디자인 > 레이아웃 > 나머지 배경색, 텍

[표 23] 현재 인공지능 비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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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가독성, 아이콘 사이즈, 검색엔진 결과와 차별화된 디자인은 비슷
한 정도.

Ÿ 검색 결과 화면 중요성: 올바른 결과를 얻는 유용성, 서비스 신뢰성 > 
정보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검색성 > 누구나 사용 가능한 접근성, 시각
적 매력성, 인터랙션 사용성은 비슷.

김**

Ÿ 시리 날씨 검색 사례: 잘 보이지 않는다. 평상시 모바일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괜찮으나 손을 쓸 수 없을 경우(운전할 경우)에는 
한눈에 볼 수 없다. 눈에 잘 안 들어옴. 말을 해주는 것이랑 내가 볼 
수 있는 것이랑은 다름. 날씨는 잘 보이나 일출이나 강수량은 잘 안 
보임. 누가 다 읽어? 강수량 몇 mm 이런 정보도 안 주고 있음. 

Ÿ 정보 노출 개선 사항: 정보 우선순위(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먼저 나와
야 됨) > 정보의 길이 > 정보의 배치 > 정보의 분류 > 정보의 색 > 
관련 다른 질문 유도
묻는 말에나 우선 대답하는 것이 먼저. 관련 질문은 나중에 유도해도 
될 듯하다. 위 사례에는 되게 뭉뚱그려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잘 안보
임. 정보의 길이는 멘트가 길면 운전 중 보기가 힘들다. 간단하게 눈에 
확 들어오게. 정보의 배치도 내가 질문한 답이 우선시 나와야하는데 
내 질문에 대한 답은 흐리게 나오고 날씨 정보만 눈에 확 들어오게 나
와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Ÿ 디자인 개선 사항: 텍스트 가독성 > 아이콘 사이즈 > 레이아웃 > 정
보 박스 디자인 > 배경색 > 검색엔진 결과와 차별화된 디자인. 일단
은 가독성이 제일이다. 눈에 안 들어오면 내가 정보를 음성으로 물어
보는 이유가 없다. 잘 안 보이면 안 됨. 아이콘 사이즈가 중요한 이유
는 내가 읽지 못할 때 아이콘 모양으로 눈에 띄게 확 들어오면 잘 인
식이 될 것 같다. 검색엔진 디자인과 차별화가 굳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친숙하게 보기 편한 것이 좋지 않을까?

Ÿ 검색 결과 화면 중요성: 올바른 결과를 얻는 유용성 > 누구나 사용 가
능한 접근성 > 인터랙션 사용성 > 서비스 신뢰성 > 정보 흐름이 끊
기지 않는 검색성 > 시각적 매력성

이**

Ÿ 시리 날씨 검색 사례: 잘 보이지 않는다.
Ÿ 정보 노출 개선 사항: 정보의 분류 > 정보의 배치 > 정보의 길이 > 

정보 우선순위 > 관련 다른 질문 유도 > 정보의 색. 일출, 습도, 강수
량이 너무 비슷하게 보임. 다른 질문을 했는데 화면이 똑같아 보인다. 
시리의 답변이 없고 화면만 봤을 때는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아래 위젯처럼 보이는 정보가 핵심은 아님. 이 화면만 보
면 분류가 너무 비슷해 보임. 비슷한 질문같이 보임. 키워드가 다른데 
화면구성을 다르게 해야 하지 않아? 

Ÿ 정보의 길이: 일출을 물었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만 나오고 아래 정보
가 더 많이 나와서 굳이 나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듦. 구글 어시스턴트
에는 연관 키워드가 보임. 화면 인터페이스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나
오면 탭 해서 넘어가기도 했음. 

Ÿ 디자인 개선 사항: 텍스트 가독성 > 검색엔진 결과와 차별화된 디자인 
> 정보 박스 디자인 > 배경색 > 아이콘 사이즈.

Ÿ 날씨에 있는 정보만 갖고 와서 보여주고 있는데 웹과는 좀 달라야 할 
것 같다. 배경 색과 박스 디자인이랑 매칭을 시킬 필요는 없지만 동떨
어진 느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Ÿ 올바른 결과를 얻는 유용성 > 누구나 사용 가능한 접근성 > 정보 흐
름이 끊기지 않는 검색성 > 시각적 매력성(알기 편하게, 내가 찾은 정
보를 쉽게 볼 수 있는 UI) > 인터랙션 사용성 > 서비스 신뢰성(내가 
사용하면서 쌓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건 우선 뒤로 둠). 

Ÿ 원하는 답변을 얘가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가장 우선순위. 무엇을 
해달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알아듣고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 이것이 
안 되면 인공지능에 대한 불신. 믿을 건 내 손. 원하는 것을 빠르게 찾
아주는 것이 목적인데 그게 안 되면 소용없음.

Ÿ 너무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너무 설명적인 어구라든지, 정보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면 접근이 어렵다. 검색 품질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보
기 편하고 접근 가능한,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 UX를 포괄적으
로 생각한다면 누구나 사용 가능해야 한다. 올바른 결과를 얻기 위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접근이 잘 되어야 한다. 둘 다 모두 중요. 

Ÿ 연관 검색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자주 보는 항목에 대한 키워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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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일 수 있는데 나의 패턴, 아침에 하는 검색, 특정한 시간대에 찾아보
는 정보 등 이런 빅데이터로 검색성을 높일 수 있다면 정보의 흐름이 
끊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검색한 연관 검색어도 좋다. 날씨
를 검색하면 미세먼지 추천 등 검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다.

대상자 의견

주**

Ÿ 한 가지 검색어로 여러 번 검색할 경우 많다.
Ÿ 병렬형, 직렬형 인터페이스가 제공될 때 인터랙션을 더 할 것 같다. 나

의 궁금증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나의 궁금증이 더 있을 때. 카드
가 더 있기 때문에 궁금함. 내가 그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계속 
검색을 할 것 같다. 

Ÿ 직렬형이 검색 결과 브라우징에 더 적합하다. 정보의 종류에 따라 다
를 것 같지만 직렬이 좋을 것 같음. 

Ÿ 직렬형: 귀찮거나 손을 쓸 수 없을 경우가 많은데 한눈에 더 많은 정
보가 보여서. 스크롤을 덜해도 될 것 같아서.  

Ÿ 정보 노출 레이아웃의 중요한 순서: 정보 가시성 > 단순 조작의 간결
성 > 시각 및 감성적 심미성, 시간 효율성 > 인터랙션의 일관성

Ÿ 디자인이 구리면 신뢰성이 떨어짐, 디자인도 신경 쓰지 않은 서비스 
쓰고 싶지 않다. 

Ÿ 정보 가시성: 이 기능을 쓰는 경우는 내가 진짜 손으로 핸드폰을 조작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운전하거나 뭘 하고 있거나. 그럴 경우 빨리 
눈에 들어와야 좋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효율성도 비슷한 맥락인 듯. 
가독성 가시성이 좋아야 원하는 정보를 빨리 한눈에 1초 만에 보고 빨
리 넘어갈 수 있는데 줄글로 보여주면 읽어야 해서 사용성이 나쁘다. 

오**

Ÿ 한 가지 검색어로 여러 번 검색할 경우 많지 않다. 음악만 그럴 때가 
있고 대부분 안 그런다. 정보는 한 번에 검색이 되니까. 노래는 바꾸느
라.

Ÿ 병렬형, 직렬형 인터페이스가 제공될 때 인터랙션을 더 할 것 같다.
Ÿ 병렬형이든 직렬형이든 브라우징 할 때 둘 다 괜찮다. 상관없다. 
Ÿ 예전에는 병렬이 익숙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직렬형도 편하게 슬라이

드해서 보게 됨. 둘 다 괜찮음. 확실히 병렬형은 정보가 납작하게 눌려
서 보임. 영상이나 사진은 세로가 많이 없으니 대부분 영상이나 사진
들은 병렬이 많아서 더 익숙하다.

Ÿ 음성으로 인풋할 때는 직렬이 편할 것 같다. 만화 페이지 넘기듯 넘겨
져서 편함. 병렬형은 슬라이딩해서 내려갈 것 같아서 불편할 것 같음. 
1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병렬은 3줄을 내려야 하
는 식. 직렬이 깔끔하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좋다. 

Ÿ 정보 노출 레이아웃의 중요한 순서: 정보 가시성 > 단순 조작의 간결
성 > 시간 효율성 > 인터랙션의 일관성 > 시각 및 감성적 심미성

Ÿ 디자인보다 깔끔하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 목적에 맞게 답이 나오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결과가 그에 맞게 한눈에 잘 보였으면 좋겠
다.

김**

Ÿ 한 가지 검색어로 여러 번 검색할 경우 많다.
Ÿ 병렬형, 직렬형 인터페이스가 제공될 때 인터랙션을 더 할 것 같다. 그

때그때 키워드마다 다르긴 하지만 추가된 정보는 찾아볼 것 같다. 
Ÿ 병렬형: 직렬형으로 할 경우에는 카드수가 제한된 형태로 보아야 한다. 

5-6개 정도. 버려도 되는 정보면 가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사이
즈가 규격화되어야 함. 병렬형은 사이즈가 규격화되어있지 않아도 됨. 
병렬형은 사이즈 제한 없음. 활용성 확장성 측면. 
서비스에서도 스와이프 클릭수가 낮음. 사람들이 생각보다 스크롤에 
대한 편안함.

[표 24] 정보 레이아웃 개선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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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정보 노출 레이아웃의 중요한 순서: 정보 가시성 > 인터랙션의 일관성 
> 단순 조작의 간결성 > 시각 및 감성적 심미성, 시간 효율성

Ÿ 모바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100이라고 한다면 음성을 쓴다는 
것은 상황이 100에서 엄청나게 확 줄어드는 불리한 상황이기 대문에 
바로 확인하고 정답을 얻을 수 있는 형태이어야만 한다. 정보가 잘 보
이는 것이 가장 중요. 정보의 가시성을 위해 최대한 단순한 형태. 복잡
하게 하지 않을 것. 한 번의 터치로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 

조**

Ÿ 한 가지 검색어로 여러 번 검색할 경우 많지 않다. 한국에서는 미세먼
지 정도 날씨 물어볼 때 같이 물어본다. 

Ÿ 병렬형, 직렬형 인터페이스가 제공될 때 인터랙션을 더 할 것 같다. 
Ÿ 직렬형: 네이버 앱이 좋은 것이 옆으로 슬라이드 하는 것이 편함. 옆으

로 하는 경우에는 카드가 엄청 많을 경우가 많이 없음. 위아래로 스크
롤하는 경우에는 길어질 수가 있어서 금방 보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옆
으로 가는 것이 덜 부담스럽다. 

Ÿ 정보 노출 레이아웃의 중요한 순서: 정보 가시성, 시각 및 감성적 심미
성 > 시간 효율성 > 단순 조작의 간결성 > 인터랙션의 일관성. 

Ÿ 옆으로 넘길 때는 사진 같은 것이 익숙.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 인스
타에 익숙하다. 

Ÿ 가시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김**

Ÿ 한 가지 검색어로 여러 번 검색할 경우 많지 않다. 내가 원하는 정보
만 딱 얻는다.

Ÿ 병렬형, 직렬형 인터페이스가 제공될 때 인터랙션을 더 할 것 같지 않
다. 평소에 자세하게 보고 살피지 않는다.

Ÿ 직렬형: 병렬형은 잘못 누르면 쭉쭉 내려감. 직렬형은 한 페이지씩 넘
어가니까 세게 넘기든 짧게 넘기든 오류가 적을 것 같다. 

Ÿ 정보 노출 레이아웃의 중요한 순서: 정보 가시성 > 단순 조작의 간결
성 > 시간 효율성 > 인터랙션의 일관성 > 시각 및 감성적 심미성

Ÿ 물어 본 말에 똑바로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Ÿ 한 가지 검색어로 꼭 여러 번 물어볼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고 ~하
고 ~하는? 이런 일련의 검색을 알아서 잘해주면 좋겠지만 하나의 테
스크만 끊어서 얘기하는 편이기 때문에 질문을 여러 번 하는 편이다. 
강수량 물어보면 몇 시에 비가 올 것인지. 주말 날씨 등 물어보고 답 
듣고 또 물어보고 답 듣고 하는 편.  

Ÿ 병렬형, 직렬형 인터페이스가 제공될 때 적극적으로 넘겨보며 확인할 
것 같다.

Ÿ 병렬형: 큰 상관은 없지만 상하 스크롤이 편하다. 다른 여타의 정보 접
근을 위에서 아래로 하기 때문에 익숙하다.

Ÿ 정보 노출 레이아웃의 중요한 순서: 정보 가시성 > 시간 효율성 > 단
순 조작의 간결성 > 인터랙션의 일관성 > 시각 및 감성적 심미성. 항
목에는 없지만 날씨를 물어봤는데 연관으로 날씨 관련해서 키워드가 
나와도 좋을 것 같다. 

Ÿ 일단 정보를 요청했을 때 화면에 뿌려주는데 화면에 뿌려주는 정보를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가 눈에 잘 띄어야 될 것 같다. 모바일 화면
을 같이 보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가 한눈에, 명확하게 눈에 들어왔으
면 좋겠다. 가시성이 중요.

대상자 의견

주**

Ÿ 사용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 중요도: 정보의 레이아웃 > 폰트, 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 > 그래픽 톤 >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Ÿ 신뢰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 중요도: 정보의 레이아웃 > 폰트, 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 그래픽 톤 >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Ÿ 검색한 결과 화면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뢰도가 확 떨어진

[표 25]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선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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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Ÿ 어떤 명령어로 검색했는지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안 보이면 얘가 

내 말을 알아듣고 이 답을 주는 건지 의심이 든다.
Ÿ 제공되는 정보의 양: 필요한 보조 정보까지만 노출하는 것이 좋다. 남

이 무슨 질문했는지는 관심 없다. 질문한 것 이외 부가 정보를 노출해 
주는 것은 유용할 것 같다.

Ÿ 정보 읽기 쉽게 보이는 디자인 안 순서: 우선순위 안 > 강조 안 > 보
완 안 > 균일 안.

Ÿ 강조 안은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만 보여줘서 좋음. 정보의 가시성 
측면에서 좋으나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하고 궁금할 때도 
있다.

Ÿ 정보 탐색 효율이 높은 디자인 안 순서: (음성으로 조작할 시) 강조 안 
> 우선순위 안 > 보완 안 > 균일 안. (손으로 조작할 시) 우선순위 안 
> 보완 안 > 균일 안, 강조 안. 음성으로 조작한다면 강조 안이 조작
하기 편함. 손으로 조작할 시에는 우선순위 안이 좋다. 

Ÿ 디자인 매력도 순: 우선순위 안 > 보완 안 > 강조 안 > 균일 안. 강조 
안은 너무 추려서 보여주니까 다른 것을 보려면 더 물어봐야 할 것 같
은 느낌. 더 물어보는 것은 귀찮고 시간이 더 걸림. 다른 것들은 부가 
정보를 더 볼 수 있는 안이어서 선택했음.

Ÿ 음성으로 조작하기 쉬운 안: 우선순위 안 > 보완 안 > 균일 안, 강조 
안. 강조 안과 균일 안은 추가되는 인터랙션이 없을 것 같아서 말로만 
했을 때는 이게 중요해 보임. 2번은 3번보다 더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음.

오**

Ÿ 사용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 중요도: 정보의 레이아웃 > 그래픽 톤 > 
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 > 폰트 >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Ÿ 신뢰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 중요도: 정보의 레이아웃 > 그래픽 및 아
이콘 사이즈 > 그래픽 톤 > 폰트 >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Ÿ 검색한 결과 화면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신뢰도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냥 보기가 싫음. 내가 말하고
도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Ÿ 어떤 명령어로 검색했는지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Ÿ 제공되는 정보의 양: 필요한 보조 정보까지만 노출하는 것이 좋다. 필

요정보 뜨고, 밑에 보조 정보 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Ÿ 정보 읽기 쉽게 보이는 디자인 안 순서: 우선순위 안 > 보완 안 > 강

조 안 > 균일 안. 정보의 중요도를 줘서 크고 작음이 있었으면 좋겠
다. 강조 안은 물어본 것보다 다른 정보도 너무 잘 보임. 집에 습도계
랑 시계가 있는데 위가 온도고 아래가 습도인데 글씨 크기가 같기 때
문에 무엇이 습도고 온도인지 매번 헷갈린다.

Ÿ 정보 탐색 효율이 높은 디자인 안 순서: 보완 안 > 균일 안 > 강조 
안 > 우선순위 안. 우선순위 안은 다음 것 누르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음. 기사가 몇 개는 떠야 더 물어보고 검색 가능. 정보가 더 보이
면 다음 스텝으로 계속 진행할 것 같다.

Ÿ 디자인 매력도 순: 보완 안 > 우선순위 안 > 강조 안 > 균일 안. 보완 
안이 정보도 잘 보이고 레이아웃도 마음에 듦. 예쁨. 톤도 예쁨. 우선
순위 안은 가시성이 좋음. 강조 안과 균일 안 둘 다 별로임.

Ÿ 음성으로 조작하기 쉬운 안: 강조 안 > 균일 안 > 우선순위 안 > 보
완 안. 음성을 조작할 때에는 당연 우선순위 안과 강조 안이 좋음. 음
성으로 할 경우 한두 개만 보여줘야 그걸 딱 선택할 것 같음. 보기가 
여러 개이면 선택의 혼란이 온다. 선택의 옵션이 적어야 함.

김**

Ÿ 사용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 중요도: 정보의 레이아웃 > 폰트(대부분의 
정보가 텍스트일 것이니까) > 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폰트를 좀 도
와줄 수 있는 것) > 그래픽 톤 >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Ÿ 신뢰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 중요도: 정보의 레이아웃, 폰트, 그래픽 톤, 
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 모두 비슷 >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어느 하
나 빠질 수 없음. 정보의 레이아웃 강약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Ÿ 검색한 결과 화면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뢰도가 매우 떨어
진다. 애플 패키징이 중요한 이유처럼 패키징이 안 예쁘면 안에 있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음.

Ÿ 어떤 명령어로 검색했는지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음성이란 것
이 실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입력을 잘못하지 않았을까? 잘 이해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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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제대로 말했는데 잘못 알아들었는지 퀄리티에 대한 판단 기준.
Ÿ 제공되는 정보의 양: 질문한 것에 대한 것만 노출하는 것이 좋다. 제대

로 확인만 되면 나머지 보조적인 추천이 노출이 되어도 크게 거슬리진 
않다. 도움이 되면 부가 정보, 추천 정보 괜찮다. 이런 질문도 가능해?
라고 학습할 수도 있어서 괜찮다.

Ÿ 정보 읽기 쉽게 보이는 디자인 안 순서: 우선순위 안 > 보완 안 > 균
일 안 > 강조 안. 내가 중요시하는 정보가 나오고 그 이후 보조적인 
것이 좋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함. 스크린 사이
즈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 같음. 류현진 경기 결과 같은 것은 연관 
결과를 보여 주는 것이 좋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은 많이 도움 
될 듯. 실제 던지는 영상 어때? 정보의 중요도가 좀 다른 것 같음. 영
상도 필요한 정보.

Ÿ 정보 탐색 효율이 높은 디자인 안 순서: 우선순위 안, 보완 안, 균일 
안 비슷 > 강조 안. 강조 안만 제외하고 모두 탐색은 할 것 같음. 정
보가 너무 간소화돼서 정보가 빈약. 나머지들은 모바일에 익숙한 형태
로 나오고 있어서 조작을 할 것 같음.

Ÿ 디자인 매력도 순: 우선순위 안(강약이 조절이 되어 있어서 좋음. 정보
의 섹션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다음 명령이 어떻게 내려져야 하
는지 힌트를 주고 있음) > 강조 안(너무 심플해서 더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듦. 질문이 예측이 안 됨), 보완 안(너무 
모바일스러워서 다음은 터치를 할 것 같음) > 균일 안(한눈에 우선순
위가 안 나와 있음).

Ÿ 음성으로 조작하기 쉬운 안: 강조 안(타이틀이 명확함. 날씨만 보면 보
완 안도 괜찮음) > 우선순위 안 > 보완 안, 균일 안(명령어 같은 힌트
가 없어 보여서 음성으로 검색하기 어려울 것 같음. 타이틀 키워드가 
잘 보이면 검색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구분이 되고 체계화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조**

Ÿ 사용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 중요도: 정보의 레이아웃(제일 중요) > 그
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 그래픽 톤(별로 상관없음) > 폰트(아기들 것 
아닌 이상 상관없음) >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Ÿ 신뢰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 중요도: 정보의 레이아웃 > 폰트(애들 것 
같은 장난스러운 스타일은 신뢰성이 낮게 보임) > 그래픽 톤, 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별로 상관없음. 너무 특이하
지 않은 이상)

Ÿ 검색한 결과 화면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 신뢰가 안 간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정보가 웹처럼 비슷한 중요도로 나옴. 내가 손으로 타이핑
해서 나오는 결과와 같으니 별로 다를 것이 없다.

Ÿ 어떤 명령어로 검색했는지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리와 네이
버의 차이점. 내가 전체 문장을 말해도 시리는 문장의 키워드로 조작
되는 것 같은 느낌이면 네이버는 내가 얘기한 것을 똑같이 복사해서 
타이핑하는 느낌. 키워드로 줄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더 효율적인 것 
같다. 네이버는 그런 느낌이 없음.

Ÿ 제공되는 정보의 양: 필요한 보조 정보까지만 노출하는 것이 좋다. 남
들이 물어보는 것에는 관심 없음. 질문을 추천할 필요 없음. 

Ÿ 정보 읽기 쉽게 보이는 디자인 안 순서: 우선순위 안 > 보완 안 > 균
일 안 > 강조 안.

Ÿ 정보 탐색 효율이 높은 디자인 안 순서: 우선순위 안 > 보완 안 > 균
일 안 > 강조 안.

Ÿ 디자인 매력도 순: 우선순위 안 > 보완 안 > 균일 안 > 강조 안.
Ÿ 음성으로 조작하기 쉬운 안: 우선순위 안 > 보완 안 > 균일 안 > 강

조 안.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이 맨 위에 존재하고, 추가적인 정보
가 같이 있어서 좋았음. 부가 정보가 너무 많으면 싫음. 그런 의미로 
우선순위 안과 보완 안이 비슷. 4번이 얼마나 간략화되어 있는지에 따
라 다름. 

김**

Ÿ 사용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 중요도: 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 > 정보
의 레이아웃 > 폰트 > 그래픽 톤 >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운전할 때
는 아무래도 아이콘으로 한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 

Ÿ 신뢰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 중요도: 그래픽 및 아이콘 사이즈 > 폰트 
> 정보의 레이아웃 > 그래픽 톤 >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궁서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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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면 전혀 달라 보임. 그래픽 톤이 폰트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
음.

Ÿ 검색한 결과 화면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Ÿ 어떤 명령어로 검색했는지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신뢰도의 문제. 나

의 질문을 잘 알아들었는지. 한국 사람에게 한글 시리는 좀 덜한데 외
국인 발음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 영화 제목 미국 가
수 검색할 때 잘 못 알아들을 때 있음. 기계가 잘 못 알아들었나 내가 
잘못 얘기했는지 확인.

Ÿ 제공되는 정보의 양: 필요한 보조 정보와 타 사용자들이 함께 자주 묻
는 질문을 추천해 주는 것이 좋다. 타 사용자들의 질문을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지만 시리에게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엔 잘 모르겠음. 
화면에 다 들어오는지도 의문. 날씨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알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추천 질문을 주는 것은 
좋은 것 같다.

Ÿ 정보 읽기 쉽게 보이는 디자인 안 순서: 강조 안 > 우선순위 안 > 균
일 안 > 보완 안.

Ÿ 정보 탐색 효율이 높은 디자인 안 순서: 균일 안 > 우선순위 안 > 보
완 안 > 강조 안. 정보를 읽기 쉬운 것은 강조 안이 잘 보여주긴 하나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느껴짐. 그 이외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한정된 스크린 안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정보의 양이 적어서 크게 보여주는 대신 정보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탐색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음. 

Ÿ 디자인 매력도 순: 강조 안 > 우선순위 안 > 균일 안 > 보완 안.
Ÿ 음성으로 조작하기 쉬운 안: 강조 안 > 우선순위 안 > 균일 안 > 보완 안.

이**

Ÿ 사용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 중요도: 정보의 레이아웃 > 그래픽 및 아
이콘 사이즈 > 그래픽 톤 > 폰트 >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어떤 정보
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가 가장 중요. 어떤 강약으로 나올지가 제일 중
요. 결국 정보의 레이아웃에 다 들어가 있음.

Ÿ 신뢰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 중요도: 정보의 레이아웃 > 그래픽 및 아
이콘 사이즈 > 폰트 > 그래픽 톤 >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신뢰성에
서는 폰트가 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음. 결국엔 폰트가 그래픽 톤에도 
들어가는 얘기라 다 아우르는 것 같음. 폰트를 보면 정보의 정확성도 
대변해 줄 수 있음. 궁서체? 정보를 나열해 주는 폰트도 인지가 됨.

Ÿ 검색한 결과 화면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시각적인 직군에 있어서 그런지 레이아웃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정보
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

Ÿ 어떤 명령어로 검색했는지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검색을 이어서 나
갈 때 위에 나의 현재 상태를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 기계가 내 검색
을 제대로 했구나라는 신뢰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음. 이게 없이 결과
를 주면 얘가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나?라는 의문도 든다.

Ÿ 제공되는 정보의 양: 필요한 보조 정보와 타 사용자들이 함께 자주 묻
는 질문을 추천해 주는 것이 좋다. 너무 검색한 것만 나오면 좀 그럴 
것 같음. 키워드 검색을 하면 네이버나 구글에 익숙해져서 그럴 수 있
는데, 검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익숙. 필요
한 정보를 더 볼 수 있으니까? 류현진 경기만 보여줄 수 있는데 다른 
사용자가 무엇을 검색했는지 보여주면 내가 검색을 더 해볼 것 같다. 
검색 흐름이 계속 유지. 추천해 줘도 나쁘진 않을 듯?

Ÿ 정보 읽기 쉽게 보이는 디자인 안 순서: 강조 안 > 보완 안 > 우선순
위 안 > 균일 안

Ÿ 정보 탐색 효율이 높은 디자인 안 순서: 강조 안 > 보완 안 > 우선순
위 안 > 균일 안

Ÿ 디자인 매력도 순: 강조 안 > 보완 안 > 우선순위 안 > 균일 안
Ÿ 음성으로 조작하기 쉬운 안: 강조 안 > 보완 안 > 우선순위 안 > 균

일 안. 시각적인 거리가 있을 수 있음. 손을 못 쓰는 케이스, 운전할 
때도 내가 가장 판단하기 쉬운 안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Ÿ 균일 안은 쭉 봐야 할 것 같다. 눈으로 분석해야 하게끔 생겼음. 정보
를 열람은 했지만 원하는 정보를 스스로 탐험해야 하는 느낌이다. 정
보가 적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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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종합 분석

   인공지능 비서를 사용하는 환경은 대부분 운전 중에 많이 사용하여 

손을 쓸 수 없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빠른 검색을 위해 음성으로 

명령한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검색 시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

을 느끼고 검색 결과 화면에서 제공되는 정보 안에서 어떻게 인터랙션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조작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심리학적, 신

체적 구조를 파악하여 디자인에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는 색상

과 단어의 뜻이 맞아야 하며, 주요한 정보는 화면의 가운데에, 인터랙션

으로 얼럿을 줄 경우에는 화면의 가운데보다 바깥쪽 시선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의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인공지능 비서에 검색한 동시에 모바일 기기 화면을 확인하는 것으로 파

악된다. 기계적인 문제로 오류가 잦은 이슈를 제외하고, 모바일 인터페

이스 디자인과 인터랙션 사용성에 대한 디자인 이슈와 방향성을 [그림 

89]과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89] 인공지능 비서의 개선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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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반적인 콘텐츠 개선점

   [그림 90]의 결과와 같이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콘텐츠 노출에 대한 

운선 순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후 콘텐츠 속성에 따라 분류하

여 노출 위치 및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천 정보

나 정보의 색보다 주요 정보에 대한 노출을 기준으로 하여 배열한다.

Ÿ 질문에 대한 주요 정보와 부가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리하여 이에 기반

한 정보의 배치를 고민한다. 강조할 주요 정보는 가장 상단에 노출한다. 

Ÿ 한 화면에 정보가 들어오도록 결과는 길지 않게 간결하게 제공한다. 

간결체의 문구를 사용한다. 

Ÿ 정보를 분류하여 다른 속성의 정보는 확실히 분리하여 노출한다, 

(2) 전반적인 디자인 개선점

   [그림 90]의 결과와 같이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텍스트의 가독성을 가

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단어는 뇌에서 자동처리로 읽히기 때문에 단어의 

주요 정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미지와 색상을 더해 가독성을 높인

다. 웹과 차별화되어 보이는 디자인과 레이아웃에 대한 미적 요소보다 

텍스트의 가독성과 가독성을 높여주는 배경색, 아이콘과 정보를 구분 짖

는 박스의 디자인이 더 중요하다.

Ÿ 안 좋은 디자인은 서비스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화롭게 디자인

되어야 한다. 

Ÿ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씨와 배경색의 구분이 되며 텍스트

가 작지 않아야 한다.

Ÿ 배경색에 텍스트가 묻히거나 너무 튀면 정보의 가독성이 떨어진다. 

Ÿ 아이콘 사이즈를 일반 웹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크게 

하여 글을 읽지 않아도 되도록이면 한눈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 136 -

Ÿ 명확한 정보 박스 어포던스 디자인(Affordance Design)69)로 인터랙션

을 유도하고 속성에 따른 정보를 잘 분류해 보여준다. 

Ÿ 레이아웃의 전반적인 구조에 따라 눈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상하, 

좌우의 설계를 균형 있게 한다. 

Ÿ 인공지능 비서의 결과는 일반 검색엔진 결과와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보여 져야 한다. 

(3) 서비스 방향성

   인공지능 비서의 모바일 서비스의 방향성은 [그림 91] 다음과 같다. 

유용성, 접근성, 검색성, 시각적 매력성, 서비스 신뢰성은 모바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중요하게 갖고 가야 할 주요 키워드이다. 이 중 인공지

능 비서 서비스에서는 올바른 결과를 보여주는 유용성이 가장 중요하다. 

디자인적인 차별화, 미적 영역, 디자인에서 갖는 신뢰도보다 어느 누가 

조작하여도 조작 방법이 어렵지 않고 간결하게 정보를 노출해 주어야 한

69) 사용자가 물건을 보고 어떻게 사용할지 직관적으로 짐작하여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하는 디자인

[그림 90] 인공지능 비서의 콘텐츠와 모바일 인터페이스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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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성으로 검색하고 다음 단계의 인터랙션은 터치나 재검색이 적도록 

정보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노출해 주어야 한다.

Ÿ 유용성: 올바른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기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

제를 제외한 디자인 설계에서는 레이아웃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Ÿ 접근성: 사회적 약자, 소수인 등 어느 누가 사용해도 접근이 쉽고 가

능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Ÿ 검색성: 정보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Ÿ 시각적 매력성: 색, 폰트, 형태, 그래픽 아이콘 등의 조화를 잘 이뤄 

보기 좋아야 한다. 

Ÿ 서비스 신뢰성: 비서만의 브랜드를 갖춰야 한다. 

Ÿ 인터랙션 사용성이 어렵지 않고 쉬워야 한다. 

[그림 91] 인공지능 비서의 모바일 서비스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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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비서의 모바일 인터페이스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4) 인터랙션 설계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내에서 많은 인터랙션을 

선호하지 않는다. 일반 웹 검색의 요건인 탐색보다 문답식의 인터랙션이

므로 정보의 가시성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손가락 터치는 섬

세하고 여러 인터랙션을 동반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음성으로 조작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조작이 간결해야 하고 상

하, 좌우 인터랙션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 한 화면에서 한 방향의 인터랙

션으로만 설계한다. 인공지능 비서는 대부분 손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정보를 빠르게 찾아보기 위해 사용하므로 주요 정보 위주로 간결하게 노

출한다. 실제로 [그림 92]과 같이 사용자들은 심미성보다 정보의 가시성

과 조작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Ÿ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조작으로 단순해야 한다.

Ÿ 음성으로 지시하고 손으로 조작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 음성

으로 조작할 시 지시는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Ÿ 병렬형(Scroll)과 직렬형(Swipe)의 인터랙션을 음성으로도 정확하게 조

작할 수 있도록 카드의 개수를 많지 않게 설계한다.

Ÿ 카드 개수는 병렬형은 6-7개 이내, 직렬형은 3-4개 이내로 설계한다.

Ÿ 다음 단계로 이동 시 버튼 대신 면, 박스로 선택하게 유도한다.

Ÿ 텍스트는 간결체로 결하게 짧게 넣는다. 만연체나 문어체는 피한다.

Ÿ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 우선 노출이 되고 그에 필요한 보조 정보까지 

노출한다.

Ÿ 웹 서치 기반으로 검색될 경우 한 개 이상의 검색 결과를 노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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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이아웃 설계

Ÿ 정보의 우선순위에 따라 텍스트와 이미지를 활용해 상단 영역을 잘 

활용한다.

Ÿ 병렬형과 직렬형의 선호도는 비슷하나 정보의 속성에 따라 다르게 간

다. 일반적으로 정보를 강조할 시 직렬형 구조로 설계한다. 하나의 

정보만 보여줄 경우에는 직렬형으로, 연속성 정보를 보여줄 시 병렬

형으로 디자인한다.

Ÿ 사용자가 어떤 명령어로 검색했는지 화면에 보여주어야 한다. 

Ÿ 질문에 대한 답과 부가 정보에 대한 분류를 정확히 한다.

(6) 디자인

   콘텐츠 정보의 설계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

다. [그림 92]과 같이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전반적인 그래픽 디자인 톤이

나 동영상의 노출보다 정보의 레이아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더불어 가

독성을 높인 폰트 사이즈와 타입페이스, 아이콘의 사이즈 등은 인터페이

스 디자인할 시 우선순위로 보아야 할 요소들이다. 일반 모바일 웹에서 

사용하고 있는 폰트의 크기보다 크게 사용하여 사용자가 디바이스와 거

리가 있을 경우에도 정보 전달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주요 정보와 부가 

정보 전달에 있어서 혼돈을 줄인다.

Ÿ 가독성과 가시성을 높여 빠르게 보고 정보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Ÿ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아이콘, 그래픽 요소를 활용한다. 

Ÿ 그래픽과 아이콘을 크게 사용할 수 있을 경우 크기를 조절하여 잘 읽

힐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Ÿ 장식적이지 않고 심플한 텍스트와 중성적인 글씨체를 사용한다.

Ÿ 정보 박스와 색의 구분으로 정보의 속성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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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인공지능 비서의 모바일 인터페이스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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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인공지능 비서의 모바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및 프로토타입 제작

1. 인공지능 비서의 모바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현재 검색 결과 노출 화면은 검색 엔진에서 노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

로 혹은 위젯 형태로 제공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터치를 사용하여 검

색하는 이러한 형태는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다음 단계의 검

색이나 탐색을 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이다. 사용자는 주요 정보를 한눈

에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결과 정보에서 눈의 시선이 혼돈되지 않

도록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설문조사와 인터뷰의 

사용자 인사이트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명확하고 쉽게 다음 단계를 지시

하기 위한 타입의 [그림 93]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가이드라인의 구조는 크게 [그림 93]의 인터페이스의 방향성을 시작으

로 크게 [그림 95]의 인터랙션 방향성, [그림 96]의 레이아웃의 구조, [그

림 97]의 디자인의 3가지 섹션으로 나뉜다. 각각의 가이드라인 기준은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앞서 권장 수준의 가이드라인이며 현재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의 개선점이다. 웹에서와 다른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에 한정

하여 나온 결과물이며 모바일 디바이스를 한정으로 한다.

 인터페이스의 방향성은 인공지능 비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요

소이다. 6가지 주요 키워드로 유용성, 접근성, 검색성, 시각적 매력성, 서

비스 신뢰성, 사용성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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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모바일 인공지능 비서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 143 -

[그림 94] 모바일 인공지능 비서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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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섹션으로 [그림 95-1~2]의 인터랙션은 화면에 터치되는 부분에 

대한 피드백과 전반적인 접근 및 인터랙션 버튼, 상하, 좌우 인터랙션, 

노출될 정보의 개수 등의 사용성을 정리하였다.

[그림 95-1] 모바일 인공지능 비서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인터랙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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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섹션으로 [그림 96-1~4]의 레이아웃은 분류된 콘텐츠 정보를 

모바일 디바이스 규격의 비율에 맞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계이

다. 디바이스 규격에 따라 여백과 그리드를 레이아웃 순서에 맞게 정리

한다. 화면은 명령 및 질문 영역을 최상단에, 주요 정보 영역과 부가 정

보 영역을 중간에, 추천 연관 검색어 영역을 최하단 순으로 나뉘어 배치

한다. 주요 정보와 부가 정보의 개수와 형태는 상이할 수 있다. 질문에 

대한 결괏값의 정보의 속성과 노출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콘텐츠의 구

조와 배치를 설계한다. 

[그림 95-2] 모바일 인공지능 비서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인터랙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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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1] 모바일 인공지능 비서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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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2] 모바일 인공지능 비서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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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3] 모바일 인공지능 비서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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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섹션으로 [그림 97-1~4]의 디자인은 레이아웃이 설계된 화면에 

필요한 디자인 요소를 정리하였다. 아이콘의 사이즈, 색, 타입페이스의 

타입, 폰트 사이즈, 텍스트 박스, 텍스트와 이미지 박스, 텍스트와 동영

상 박스 등의 요소로 정리하였다.

[그림 97-1] 모바일 인공지능 비서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디자인

[그림 96-4] 모바일 인공지능 비서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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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2] 모바일 인공지능 비서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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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3] 모바일 인공지능 비서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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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4] 모바일 인공지능 비서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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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프로토타입 제작

   프로토타입 디자인은 [그림 98]과 같이 크게 날씨 관련 정보, 스포츠 

관련 정보, 주식 관련 정보, 일반 지식 정보로 나뉜다. 각 주제에 따른 프

로토타입을 디자인하기 앞서 애플 시리, 삼성 빅스비, 네이버i, 구글 어시

스턴트에게 각각의 주제로 관련해 사용자들이 많이 지시하는 질문을 모

아 시뮬레이션 해 보았다. 각 질문에 대한 주요 화면의 현재의 상황(As 

is)을 재검토하여 지향점(To be)에 대한 가이드가 반영된 디자인을 완성

하였다.

 첫 번째 주제로 [그림 99]과 같이 날씨 관련 질문으로 “오늘 날씨 어

때?”, “이번 주 주말 날씨 어때?”, “오늘 미세먼지 알려줘”에 대한 

화면이다. 현재 화면과 비교하여 아이콘의 크기와 색상 활용도를 높이고 

정보와 아이콘의 의미의 맥락이 맞도록 디자인하였다. 검색 질문, 주요 

[그림 98] 인공지능 비서 프로토타입



- 154 -

정보, 부가 정보, 추천 정보 순으로 노출하였다. 간결체를 사용하여 문장

을 줄이고 디바이스와 사용자의 거리가 있을 경우에도 가시성이 뛰어나

도록 하였다. [그림 100]는 해당 질문에 대해 기존 어플리케이션에서 노

출되는 결과 화면이다. [그림 101-1~2]는 현재 서비스에서 노출되고 있는 

화면(As is)과 인공지능 비서의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에 따른 디자인(To 

be)의 비교 화면이다. 

[그림 99] 인공지능 비서 날씨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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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0] 인공지능 비서 날씨 검색 관련 질문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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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1] 인공지능 비서 날씨 검색 결과 As is/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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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2] 인공지능 비서 날씨 검색 결과 As is/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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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주제로 [그림 102]과 같이 스포츠 관련 질문으로 “토트넘 프

리미어리그 경기 결과 알려줘”, “프리미어리그 경기 일정 알려줘”, 

“손흥민 최신 기사가 뭐야?”를 검색에 대한 화면이다. 현재 화면과 비

교하여 팀별, 선수별 속성이 드러나는 로고와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였다. 검색 질문, 주요 정보, 부가 정보, 추천 정보 순으로 노출하였다. 

콘텐츠 노출은 3개 이내 정보는 스와이프를 주로 하되 정보가 3개 이상

일 경우 스크롤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총 8개 이상의 콘텐츠를 노출

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103]는 해당 질문에 대해 기존 어플리케

이션에서 노출되는 결과 화면이다. [그림 104-1~2]는 현재 서비스에서 노

출되고 있는 화면(As is)과 인공지능 비서의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에 따

른 디자인(To be)의 비교 화면이다. 

[그림 102] 인공지능 비서 스포츠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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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인공지능 비서 스포츠 검색 관련 질문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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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1] 인공지능 비서 스포츠 검색 결과 As is/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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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2] 인공지능 비서 스포츠 검색 결과 As is/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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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주제로 [그림 105]와 같이 주식 관련 질문으로 “요즘 주식 시

장 어때?”, “(회사 이름) 주식 알려줘”에 대한 화면이다. 현재 화면과 

비교하여 숫자와 함수, 그래프에 대한 시각 정보를 폰트의 크기와 색상

을 활용하여 높이고 적절한 부가 정보를 노출하였다. 정보를 간략하게 

노출할 경우 재검색의 행위가 발생하고 정보가 많을 경우 주요 정보가 

잘 읽히지 않으므로 부가 정보의 노출 개수를 줄여 주요 정보에 집중시

킨다. 정보는 검색 질문, 주요 정보, 부가 정보, 추천 정보 순으로 노출

하였다. [그림 106]는 해당 질문에 대해 기존 어플리케이션에서 노출되는 

결과 화면이다. [그림 107-1~2]는 현재 서비스에서 노출되고 있는 화면

(As is)과 인공지능 비서의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에 따른 디자인(To be)

의 비교 화면이다.

[그림 105] 인공지능 비서 주식 인터페이스



- 163 -

[그림 106] 인공지능 비서 주식 검색 관련 질문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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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1] 인공지능 비서 주식 검색 결과 As is/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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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2] 인공지능 비서 주식 검색 결과 As is/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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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네 번째 주제로 [그림 108]과 같이 일반 지식 관련 질문으로 

“(유명인)가 누구야?”, “관악구 맛집 찾아줘”에 대한 화면이다. 현재 

화면과 비교하여 산재되어 노출되고 있는 정보를 주요 정보와 부가 정보

로 명확하게 나눔으로써 정보 전달력을 높였다. 검색 질문, 주요 정보, 

부가 정보, 추천 정보 순으로 노출하였다. 이미지를 활용하여 읽기보다 

보기로 행위를 바꿈으로써 멀티태스킹 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터치 면적을 넓혀 탐색이 쉽도록 하였다. [그림 109]는 해당 질

문에 대해 기존 어플리케이션에서 노출되는 결과 화면이다. [그림 

110-1~2]는 현재 서비스에서 노출되고 있는 화면(As is)과 인공지능 비서

의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에 따른 디자인(To be)의 비교 화면이다. 

[그림 108] 인공지능 비서 일반 지식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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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 인공지능 비서 일반 지식 검색 관련 질문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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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1] 인공지능 비서 일반 지식 검색 결과 As is/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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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2] 인공지능 비서 일반 지식 검색 결과 As is /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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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영상

   사용자 설문과 심층 인터뷰의 결과 분석을 통해 제작된 모바일 사용

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1분 15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

다. 본 영상은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에 인터랙션을 추가하여 제작함으

로써 2D로 제작된 가이드라인을 보충하기 위한 작업으로 인공지능 모바

일 인터페이스의 가이드와 개념을 설명한다. 프로토타입 영상의 시나리

오는 사용성의 방향성을 시작하여 모바일 디바이스 기준의 인터랙션, 레

이아웃, 디자인 요소 순으로 전개된다. [표 26]는 프로토타입 영상을 각 

파트 별로 캡쳐한 스크린샷 화면이다.

홍보 영상 작업 화면 (스크린샷)
인트로(Intro)

[표 26] 제작된 영상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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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션(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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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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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Design)



- 174 -

엔딩(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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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 설치

   [그림 111-1~4]은 2020년 12월 3일~2020년 12월 13일까지 서울대학교 

미술관(MOA) 전시장에서 학위청구전으로 시행한 전시 이미지이다. 주요 

작업 ‘모바일 인공지능 비서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User Interface guidelines for mobile AI assistant)’은 가로 400cm, 세로 

180cm 크기의 시트 작업으로 벽에 부착하였다. 관람객들이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홍보 영상물과 현재 디자인과 비교된 

프로토타입 화면을 교차로 재생하였다. 인공지능 비서를 위한 모바일 인

터페이스 가이드라인 홍보 영상과 주제별 As is-To be 화면 슬라이드 영

상은 27인치 아이맥(iMac)을 활용하여 전시하였다.

[그림 111-1] 전시 설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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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2] 전시 설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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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3] 전시 설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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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4] 전시 설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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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1.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가 탑재된 기기들 중 모바일로 한정

하였다. 가상 비서에게 지시 및 명령할 시 단순 지시나 일반 대화형의 

상황을 제외한 검색 결과 정보 노출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실증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도출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프로토타입과 프로토타입 영상을 디자인하였다. 결

과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실증연구로 정리하였

다.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에 인간의 행동과 지식을 학습

시켜 인간과 같이 행동하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의 뇌와 안구

는 색이나 형태, 정보와 공간, 운동 정보를 처리하는 시각 신경이 다르

기 때문에 색과 인터랙션의 사용, 단어의 사용을 적합하게 해야 혼돈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단어는 자동처리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이콘과 색

상과 혼합되어 전달할 경우 단어의 의미와 속성에 맞게 명확하게 디자인

해야 한다. 안구의 안쪽과 바깥쪽의 시각 처리 시스템에 맞춰 결괏값에 

노출되어야 하는 주요 정보를 디바이스 중심부에 배치하고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및 얼럿(Alert)같은 인터랙션 정보는 바깥쪽에 배치하여 

사용자가 서비스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디자이너와 기계 그리고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중요하며 디자이너는 사용자에게 경험을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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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로 연결해 주어 보다 쉬운 학습으로 서비스를 통찰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컴퓨터가 발달함에 따라 인공지능도 점차 발달하게 되었

고 현재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미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음성인식으로는 개인 비서 기능 또한 많이 활용하고 있다. 구글 어시스

턴트는 기계와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관점에서 발전하였다. 기계를 부르

고 명령을 내리던 것에서 기계의 이름을 부른 뒤에 대화를 하는 방식으

로 진화하였으며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대화의 경험으로 인터랙션

이 이뤄진다.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인으로 일관성을 꼽을 

수 있다. 서비스는 오류의 처리가 쉽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가 담긴 피드백을 제공해 주며 사용자 관점에서의 

언어를 활용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단기기억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구조를 단순하게 설계하여 조작이 쉬워야 한다. 이러한 사용자 경험 요

소를 고려하여 디자인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인공지능 비서의 오류에 대

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실증연구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사용자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남녀 비율과 연령층(20대~50대) 비율을 균등하게 나

누어 성별, 연령대별, 사용자 타입별(헤비 유저, 라이트 유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조사 결과는 기술통계를 통해 선호도 분석을 진행했으며 

세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서비스 사용자 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들은 대부분 손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와 빠른 검

색을 하고 싶을 경우 서비스를 사용하였고, 날씨>일반 검색>음악>주식>

기타(사전, 대화, 쇼핑, 부동산 정보 등) 순의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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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현재 서비스는 오류가 잦고 다른 단계로 이동하기 불편하거나 조

작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음성으로 검색 또는 명령하여 서비스를 

사용하고 동시에 모바일 화면도 확인하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이 고안된 

인터페이스로 디자인되어야 이용에 편리하다. 현재 서비스에서 검색 결

괏값으로 노출되고 있는 정보의 개선점은 정보의 우선순위>배치>길이>분

류>색>관련 다른 추천 질문 유도 순 답변하였다. 디자인에서의 중요도는 

텍스트 가독성>배경색>아이콘사이즈>정보 박스 디자인>레이아웃>검색엔

진 결과와 차별화 순으로 분석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제공

될 수 있는 개선점들을 정리하면서 기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제

외하였다.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에서는 심미성이 강조된 디자인보다 올바른 결과

를 얻고 누구나 접근이 쉽고 편리한 검색 서비스를 지향한다. 사용자들

은 한 가지 주제로 여러 번 검색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의 흐름

이 끊기지 않도록 검색과 탐색이 강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야 한다. 스크롤보다 스와이프 인터랙션을 더 선호했으며 스크롤 인터랙

션을 사용할 시에도 터치 인터랙션이 적게 가져가는 것을 권장하므로 제

공되는 정보 개수를 웹보다 제한적으로 노출시켜야 한다. 질문 혹은 명

령어는 필수적으로 노출해야 한다. 음성 검색어는 화면의 최상단에, 주

요 정보와 보조 정보는 중심에, 추천 검색어와 같은 부가 정보는 하단으

로 배치하여 정보의 속성에 따라 구분되어 보일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인

터페이스의 방향성은 서비스 측면에서는 유용성>접근성>매력성>신뢰성>

사용성 순이었다. 정보 노출에 관련해서는 정보 가시성>단순 조작의 간

결성>시간 효율성>인터랙션의 일관성>시각 및 감성적 심미성 순이었다.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레이아웃>폰트>그래픽 아이콘 사이즈>그래픽 톤>애

니메이션 및 동영상 순으로 분석되었다. 아이콘과 폰트는 일반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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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크게 노출하여 운전 중 사용해도 정보 전달의 

오류가 없도록 한다. 그래픽 요소들의 가독성과 가시성을 높이고 인터랙

션의 터치 면적을 넓혀 조작의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 환경이나 상황이 인터랙션을 자유롭게 사용

하지 못할 경우 특정 태스크를 고려하여 디자인을 설계해야 한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계획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

므로 글로벌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으로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

후 후속 연구로 설문 문항을 보완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다른 인종을 대

상으로 실험하고 검증하여 발전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영역이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사례분

석에 한계가 있다. 기존에 안드로이드, 구글, 애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연구는 있지만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에 특화된 연

구는 미흡하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과 프로토타입을 제안하

였다는 것에 의의를 갖는다. 추후 본 연구를 토대로 인터페이스 가이드

라인 연구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기대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보완되어 

UX, UI 분야에 실무적으로 활용되어 인공지능 비서를 위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영역이 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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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sign of user 
experience(UX) and user interface(UI) 

for enumerating information via 
retrieval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assistant on mobile device

Yearim Cho
Faculty of Crafts and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representativ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 

Artificial Intelligence Assistant is based on big data and an algorithm.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Automatic Speech Recognition(ASR),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NLU) and Text to Speech(TTS), it is gradually 

evolving to the extent that there are no difficulties in communicating with 

humans. Led by Amazon’s Alexa and Google’s Google Assistant, a virtual 

assistant is a service researched by numerous companies includin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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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Microsoft and Kakao. Centered on a Smart Speaker, it is being 

connected to and loaded on home appliances and vehicles, IoT so 

developments are being done in various manners. However, now escaping 

from the limitations of a speaker as a device has been extended, research is 

being conducted for display-type products.

Most users are using Q&A, search and interactive functions including 

smart home, weather, music, stock, searching knowledge/news, alarm and 

schedule setting by interlocking with their smart phone via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ssistant.  As a Voice Assistant through a smart phone is 

increasingly being used, Apple’s Siri is also attracting a lot of attention. 

Therefore, the rapidly growing Artificial Intelligence Assistant needs an 

interface that actively incorporates UX designs. Accordingl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user interface guidelines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ssistant through a questionnaire and an in-depth interview 

based on literature reviews. Referring to the interface guidelines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ssistant users derived above, it ultimately aims to 

design and present a mobile prototype screen and produce a promotional 

video for the interface guidelines.

Research methodologies include literature research in Chapters 2 and 3, 

increasing understanding on cognitive engineering, AI, user interface design 

and guidelines. The study identified processes where a visual object is 

perceived and examined the basic nature of UX from perspectives of 

cognitive science, psychology and Neuroscience. Through the survey of 

kinds and characteristics of ASR, search terms and commands research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ssistant, search and question type tasks r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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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simple instructions were identified and classified and they were used as 

reference for the survey design in the Chapter 4. In order to enhance 

understanding on concepts and trends of UX and UI, it analyzed and 

summarized cases of mobile interface guidelines along with literature 

research.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in Chapters 2 and 3, a questionnaire was 

designed in Chapter 4. The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350 Artificial 

Intelligence Assistant service users and addition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6 experts. In general, interface is designed, focusing not on 

originality but on universality. A recommended common design pursues 

unified button size, graphic style and color on every screen, considering a 

user spectrum such as a button size fitting for the fingertip touc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ssistant is utilized by users in various age groups 

and situations. As shown in the survey results, most users responded that  

they use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ssistant service in situations where they 

could not use their hands. If there are such tasks and limitations for 

interaction, it is commonly recommended to have a guideline different from 

that of interface design seen from the Web. As for information displayed as 

the resulting value in the present service, users answered improvements have 

to be done for priority>arrangement>length>classification>color>invitation to 

related search words in order.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importance in 

exposed design is put on text legibility>background color>icon size>info box 

design>layout>differentiation from search engine results in order. As for a 

direction interface should go forward, in terms of the service, users 

mentioned availability>accessibility>attraction>reliability>usability in order.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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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nformation disclosure, they said info visibility>simplicity of 

operation>time efficiency>consistency of interaction>visual and emotional 

aesthetics in order. In terms of design, it was layout>font>graphic icon 

size>graphic tone>animations and videos in order. The study derived user 

preferences and improvements for design from descriptive statistics and 

in-depth interview data.

This research has a  few limitations as a global interface guideline. 

However, considering that there is still a lack of guidelines specialized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ssistant in the interface design research field, it 

has significance in that it summarized the UI guidelines and proposed the 

prototype for actual smart phone users who are using mobile AI Assistant 

service. It is expected that UI guidelines and prototype design examined in 

this research will be able to be applied to UX and UI fields in a practical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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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ile Usability, Voice Recognition Search,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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