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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눈과 손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자유로운 인터랙션이 가능한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궁극적인 목

표인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인터페이스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은 음성 명령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사용성과 지속성은 사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음성 명령

의 사용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량 내 조작 기능에 대한 

음성 명령의 유용성을 운전 경력, 연령, 기능 이해도 등의 운전자 변인에 따라 비교 및 분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차량 내 조작 

기능들은 95개 였으며, 61명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이용하여 음성 명령 유용성이 높은 차량 내 조

작 기능들과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 변인들을 분석하였다.

[Abstract]

The voice user interface that enables free interaction even in situations where eyes and hands are not free is the most important 

interface in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which is the ultimate goal of the future automobile industry. Many domestic and 

foreign automakers are striving to gain market dominance through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voice commands, but the 

usability and persistence of voice commands have fallen short of users' expectations. To increase this usability and persistence, 

users' needs must be analyzed. This work compares and analyzes the usefulness of voice commands for in-vehicle manipulation 

functions according to driver's variables such as driving experience, age, and functional understanding. There were 95 in-vehicle 

operating functions used in the experiment, and a survey of 61 drivers was conducted. We use the results to analyze in-vehicle 

manipulation features with high voice command usefulness and driver's variables affecting the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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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적용

한 제품 및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다.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VUI ; Voice User Interface)는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적용 사례이

며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가장 이상적이며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1].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한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과 달리 기술적 한계를 극명하게 보이며 소비자

들이 이에 실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2].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원인이 음성 인식 기술의 불완전성[3-5] 및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6-8]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음성 인터페이스는 인간의 기본적인 소통 수단인 음성 언어

를 활용하며, 눈과 손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다양한 인터랙

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특히 자동차 산업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9]. 자동차 산업은 궁극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자율주행 환경

에서 가장 중요한 인터페이스라 할 수 있다.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러한 음성 인터페이스를 통해 음성 

명령이 가능하도록 개발 및 적용하여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제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차

량 내 음성 명령의 사용성과 지속성은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량 내 음성 명령의 사용성과 지속성 

개선을 위한 사용자 변인별 요구에 따른 조작 기능들을 분석하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차량 내 인터페이스의 변화

전통적으로 운전자와 탑승자들은 차량 내 수많은 물리적 버

튼을 통해 다양한 기능들을 조작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랙

션 방법을 지원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전기 자동차, 자율주

행 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의 플랫폼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세계 전기차 시장과 자율주행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

(Tesla)의 경우, 자동차 실내의 물리적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최소

화한 디자인을 선보여왔다. 특히 2020년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발

표한 '모델 3(Model 3)'에서는 운전석에 운전대와 중앙의 15인치 

터치 스크린만을 제공하며, 창문 여닫는 스위치, 비상등 버튼 외 

운전대에 2개의 다이얼만을 제공하여 물리적 버튼을 최소화하여 

인터페이스의 미니멀리즘(minimalism)을 극대화하였다[10].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인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는 

2021년 생산되는 신형 S 클래스에 탑재할 '2세대 

MBUX(Mercedes-Benz User Experience) 시스템'을 공개하며, 기

존 27개의 물리적 버튼을 터치 스크린으로 대체하고 27개 언어로 

작동하는 최대 20개의 음성 명령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였다[11].

그림 1. 차량 내 인터페이스의 변화 흐름도

Fig. 1. Changes in the in-vehicle interface

또, 급진적인 터치 디스플레이를 제공함으로써 물리적 버튼을 

대부분 없애고 모든 조작을 터치로 변경시킬 예정이라고 한다[12].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 역시 물리적 버튼의 축소와 함께 새로

운 인터페이스를 탑재하는 동일한 흐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차량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음성 인식 기술을 

고려함으로써 자연어 명령으로 차량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기

술을 발표하였으며[13], 기아 자동차는 브랜드 최초의 전용 전

기차 'EV6'의 디자인에서 센터 콘솔의 물리적 버튼을 최소화하

고 햅틱 기술을 활용한 터치식 버튼을 적용하였다[14].

이처럼 차량 내 인터페이스는 물리적 버튼을 사용하는 전통적

인 인터랙션 방식(PUI : Physical User Interface)으로부터 터치 디

스플레이(touch display)를 사용하는 방식을 거쳐, 음성 인터페이

스로 인터랙션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1).

2-2 차량 내 음성 인터페이스의 사용자 니즈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반의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제공하는 서비스에서는 유즈 케이스(use case)와 니즈(needs)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는 차량의 경우, 실제 차량과 동일한 프로토타입(prototype)

의 제작이 어렵고, 실제 주행 중 실험이 위험하다는 점 때문에 

유즈 케이스와 사용자 니즈의 발굴이 더 어렵다.

차량 내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유즈 케이스 발굴을 실험

한 선행 연구에서는 32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운전 사진과 관

련된 사진인 DTS(Dialog Trigger Scene)와 WoZ(Wizard of OZ)

를 사용하여 실험 환경을 구성하여 유즈 케이스와 니즈를 발굴

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Way Finding, Street Sensing, Car 

Managing, Information Searching 등의 니즈를 발굴하였다[15].

또, 차량 내부의 물리적 버튼 기능을 중심으로 운전자의 음

성 명령 발화 의도를 해석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고려 해야하는 컨텍스트 프레임워크(context framework)를 개

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 연구에서는[9] 차량 내부 버튼 기능

의 음성 인식 활용 우선순위와 차량 버튼 기능별로 사용자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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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해석 및 피드백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컨텍스트 요소들과, 

버튼 기능의 음성 인식 활용 우선 순위를 사용 빈도, 주행 안전 

민감도, 직접 조작 편의성 기준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음성 인

식 사례와 버튼 기능별 특징, 예상 발화 문장 등을 고려하여 우

선순위를 도출하였다.

2-3 차량 관련 연구에서의 운전자 변인

실험 설계에 있어서 피실험자를 구분하는 사용자 변인들은 

실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실험 목적에 맞는 

사용자 변인의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관련 연구에서 운전자의 운전 경력은 가장 중요한 사

용자 변인 중 하나로 사용되어 왔다. 구보람과 주다영은(2016) 2

년 이하, 2-5년, 5-10년, 10-20년, 20년 이상 등 다양한 운전 경력

을 갖는 그룹을 대상으로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 대한 요구 사항

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도출하였다[16]. 이 외에도 운전 

경력은 운전자의 머리 거동정보를 수집하는 연구[17], 운전 시 느

낄 수 있는 운전 분노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18] 등, 다

양한 자동차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사용자 변인으로 입증되었다.

운전 경력 이외에도 다른 사용자 변인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선행 연구들도 있다. 정문주, 이영미와 서푸르나는(2020)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능력 검사 도구를 분

석하였으며[19], 이순열, 이순철과 박선진은(2006) 연령별 운전

행동과 운전 확신 수준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20]. 이와같이 

운전자의 연령 외에도 성별 등이 사용자의 변인으로 사용되기

도 하였으며[17,18], 새로운 유형의 운전자 모델을 탐색한 선행 

연구도 있다[21]. 또, 자율주행 운전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인지

된 개인화와 자동화에 대한 신뢰도 등 보다 다양한 사용자 변인

들을 사용하고 있다[22].

Ⅲ. 실험

3-1 실험 방법

차량 조작 기능별 음성 명령의 유용성과 이와 관련된 사용자 

변인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일주일 간 이었으며, 

정량 조사를 통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설문 기반

의 설문지 법을 사용하였다. 대상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20대 

이상의 운전 면허를 소지한 남/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61

명의 대상자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조사는 먼저 설문의 목적을 참가자에게 설명 후 시행되

었다. 설문은 대상자의 연령, 성별, 운전 경력 등 기본적인 정보

를 확인하였다. 이후 차량 조작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한 후, 해

당 조작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잘 

알지 못한다’ 중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기능을 음성 명령으로 

조작 시 유용성에 대해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설문 항목은 사전에 분류한 6개 카테고리의 세부 기능

들을 모두 포함하여 총 95 문항이었다.

3-2 실험 참가자 정보

설문에 응답한 참여 대상자는 총  61명 이며, 남성은 38명

(62.3 %), 여성은 23명(37.7 %) 으로 상대적으로 남성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33명(54.1 %), 30대 17

명(27.9 %), 40대 7명(11.5 %), 50대 이상 4명(6.6 %)로 20대 대

상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운전 경력별로 살펴보면 실제 운전 

경력 기준으로 1년 이상 5년 미만과 1년 미만이 각각 20명(32.8 

%)씩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1명(18 %), 10년 이상의 운전 경력 대상자는 10명(16.4 

%) 이었다. 또, 차량 내 음성 명령 사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22명(36.1 %)이었으며, 39명(63.9 %)은 아직 차량 내에서 음성 

명령 사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 명령의 유용성과 

이와 관련된 사용자 변인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일주일 간 이었으며, 정량 조사를 통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도

록 온라인 설문 기반의 설문지 법을 사용하였다. 대상자는 운전

면허를 소지한 20대 이상의 운전 면허를 소지한 남/여를 대상

으로 하였으며, 총 61명의 대상자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3-3 차량 내 조작 기능 분류

현재까지 선행 연구들에서는 운전자의 차량 조작 동작들을 

주로 태스크 중심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여 왔다[23-2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차량 조작 동작들을 모두 포함하

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들에서 제공하는 매뉴얼(manual)의 카테

고리(category)를 사용하여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는 기능들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차량 내 조작 기능들은 6개의 카테고리로 

구조화 할 수 있었다. 6개의 카테고리와 각 카테고리에 포함된 

세부 기능들은 Table 1과 같다.

표 1. 차량 내 조작 기능 분류

Table 1. In-Vehicle operating functions

Category Description
Number 

of

infotainment 
voice command execution, bluetooth, 

media control, navigation, phone, 
etc.

17

driving and 
parking

Driving mode, driving aid, Idle stop, 
cruise control, headlamp operation, 

wiper operation, parking, etc.
28

air conditioning
Temperature control, wind control, air 

conditioning, air circulation, etc.
19

doors, windows 
and seats

Window adjustment, trunk and bonnet 
opening, side mirror adjustment, seat 

adjustment, handle position 
adjustment, etc.

20

vehicle 
information 
guidance

Tire pressure, engine oil information, 
inspection date notification, etc.

6

etc.
Sunroof adjustment, interior lighting 

adjustment, et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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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석 결과

설문 결과는 운전 경력, 연령, 기능 이해도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운전 경력, 연령, 기능 이해도 등 사용자 

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음성 명령의 유용성 정도와 차량 

내 조작 기능의 카테고리별 사용자 니즈를 비교 제시하였다.

1) 기술 통계량에 따른 기능별 유용성 분석 

참여 대상자 전체 그룹의 기술 통계량에 따른 음성 명령의 

유용성 순위는 Table 2와 같다.

설문 참여 대상자 61명 전체에 대한 기술 통계량에 따른 음성 

명령 조작의 유용성 순위를 살펴보면 차량 정보 안내(4.23), 공조

(3.95), 기타 기능(3.93)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행 및 주차(3.46) 

관련 조작 기능의 음성 명령 유용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대 운전자 그룹의 음성 명령 조작의 유용성 순위를 살펴보

면 차량 정보 안내(4.18), 공조(3.83), 인포테인먼트(3.74) 순으

로 나타났으며, 주행 및 주차(3.31) 관련 조작 기능의 음성 명령 

유용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3).

표 2. 참여 대상자 전체 그룹의 기술 통계량에 따른 음성 명령의 

유용성 순위

Table 2. Level of usefulness ranking of voice commands 

on descriptive statistical quantity of total 

participants (N=61)

Ranking Category Average
Standard 
Deviation

1 vehicle information guidance 4.23 0.787

2 air conditioning 3.95 0.740

3 etc. 3.93 0.760

4 infotainment 3.81 0.597

5 doors, windows and seats 3.63 0.782

6 driving and parking 3.46 0.736

표 3. 20대 참가자의 기술 통계량에 대한 음성 명령의 유용성 

순위(N=33)

Table 3. Level of usefulness ranking of voice commands 

on descriptive statistical quantity of participants in 

20s (N=33)

Ranking Category Average
Standard 
Deviation

1 vehicle information guidance 4.18 0.844

2 air conditioning 3.83 0.761

3 infotainment 3.74 0.518

4 etc. 3.71 0.738

5 doors, windows and seats 3.49 0.754

6 driving and parking 3.31 0.683

표 4. 30대 참가자의 기술 통계량에 대한 음성 명령의 유용성 

순위(N=17)

Table 4. Level of usefulness ranking of voice commands 

on descriptive statistical quantity of participants in 

30s (N=17)

Ranking Category Average
Standard 
Deviation

1 vehicle information guidance 4.34 0.676

2 etc. 4.23 0.506

3 air conditioning 4.22 0.603

4 infotainment 4.03 0.483

5 doors, windows and seats 3.89 0.769

6 driving and parking 3.78 0.629

표 5. 40대 이상 참가자의 기술 통계량에 대한 음성 명령의 

유용성 순위(N=11)

Table 5. Level of usefulness ranking of voice commands 

on descriptive statistical quantity of participants in 

40s and older (N=11)

Ranking Category Average
Standard 
Deviation

1 vehicle information guidance 4.19 0.823

2 etc. 4.14 0.994

3 air conditioning 3.92 0.820

4 infotainment 3.67 0.886

5 doors, windows and seats 3.63 0.854

6 driving and parking 3.39 0.934

30대 운전자 그룹의 음성 명령 조작의 유용성 순위를 살펴보

면 차량 정보 안내(4.34), 기타 기능(4.23), 공조(4.22) 순으로 나

타났으며, 주행 및 주차(3.78) 관련 조작 기능의 음성 명령 유용

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4).

40대 이상 운전자 그룹의 음성 명령 조작의 유용성 순위를 

살펴보면 차량 정보 안내(4.19), 기타 기능(4.14), 공조(3.92) 순

으로 나타났으며, 주행 및 주차(3.39) 관련 조작 기능의 음성 명

령 유용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5).

사용자 변인 중 연령에 따른 음성 명령의 유용성 순위를 분

석해 보면 공통적으로 차량 정보 안내에 대한 니즈가 가장 높으

며, 주행 및 주차 관련 조작 기능에 대한 니즈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안전과 직결된 운전 행위에 대한 명령

을 음성으로 실행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차량 정보 안

내와 같은 실행이 복잡한 행동에 대해 간단한 음성 명령으로의 

실행 니즈가 높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운전 경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운전 경력 1년 미만 운전자 그

룹의 음성 명령 조작의 유용성 순위는 차량 정보 안내(4.36), 공조

(3.97), 인포테인먼트(3.87)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행 및 주차(3.48) 

관련 조작 기능의 음성 명령 유용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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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운전 경력이 1년 미만인 그룹의 기술 통계량에 대한 음성 

명령의 유용성 순위(N=20)

Table 6. Level of usefulness ranking of voice commands 

on descriptive statistical quantity of group with 

driving career of less than 1 year (N=20)

Ranking Category Average
Standard 
Deviation

1 vehicle information guidance 4.36 0.823

2 air conditioning 3.97 0.994

3 infotainment 3.87 0.820

4 etc. 3.85 0.886

5 doors, windows and seats 3.62 0.854

6 driving and parking 3.48 0.656

운전 경력 1년 이상 5년 미만 운전자 그룹의 음성 명령 조작

의 유용성 순위는 차량 정보 안내(4.08), 공조(3.90), 인포테인먼

트(3.83)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행 및 주차(3.46) 관련 조작 기능

의 음성 명령 유용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7).

마지막으로 운전 경력 5년 이상 운전자 그룹의 음성 명령 조

작의 유용성 순위를 살펴보면 차량 정보 안내(4.25), 기타 기능

(4.16), 공조(3.99)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행 및 주차(3.43) 관련 

조작 기능의 음성 명령 유용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8).

표 7.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그룹의 기술 통계량에 

대한 음성 명령의 유용성 순위(N=20)

Table 7. Level of usefulness ranking of voice commands 

on descriptive statistical quantity of group with 

driving career of more than 1 year and less than 5 

years (N=20)

Ranking Category Average
Standard 
Deviation

1 vehicle information guidance 4.08 0.903

2 air conditioning 3.90 0.744

3 infotainment 3.83 0.493

4 etc. 3.78 0.673

5 doors, windows and seats 3.63 0.780

6 driving and parking 3.46 0.707

표 8.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인 그룹의 기술 통계량에 대한 음성 

명령의 유용성 순위(N=21)

Table 8. Level of usefulness ranking of voice commands 

on descriptive statistical quantity of group with 

driving career of more than 5 years (N=21)

Ranking Category Average
Standard 
Deviation

1 vehicle information guidance 4.25 0.765

2 etc. 4.16 0.891

3 air conditioning 3.99 0.813

4 infotainment 3.72 0.782

5 doors, windows and seats 3.63 0.899

6 driving and parking 3.43 0.859

사용자 변인 중 운전 경력에 따른 음성 명령의 유용성 순위

는 운전 경력과 상관없이 유사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공

통적으로 차량 정보 안내에 대한 니즈가 가장 높고, 운전 행위

에 대한 니즈가 가장 낮았으며, 이는 연령에 따른 음성 명령의 

유용성 순위 결과와도 유사하다.

2) 운전자 변인에 따른 음성 명령 유용성 차이

다음으로 운전 경력, 연령, 기능에 대한 이해도 등 설문을 통해 

얻은 운전자 변인들에 따른 음성 명령 유용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운전 경력에 따른 음성 명령 유용성 차이의 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분석 결과 운전 경력에 따른 음성 명령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음성 명령의 유용성 차이의 분석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분석 결과 연령에 따른 음성 명령의 유용성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30대 운전자들의 유용성 

평균(3.99)이 20대(3.61)와 40대(3.6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 조작 기능별 이해도에 따른 음성 명령의 유용성 차이의 

분석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분석 결과 해당 조작 기능에 대한 이해도와 음성 명령의 유

용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조작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기능에 대한 음성 명령의 유용성(3.79)이 

다른 그룹보다 유의미한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이 외에 성별, 음성 명령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사용자 그룹 간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9. 운전 경력에 따른 음성 명령의 유용성 차이

Table 9. Differences in voice command usability by driving 

career

Var. Group M(SD) F p scheffe

Driving 
career

less than 1 year 
(a)

3,76 
(1.10)

1.23 0.292 -
more than 1 
year and less 

than 5 years (b)

3.70 
(1.07)

more than 5 
years (c)

3.72 
(1.17)

표 10. 연령에 따른 음성 명령의 유용성 차이

Table 10. Differences in voice command usability by 

driver’s age

Var. Group M(SD) F p scheffe

Age

20s (a)
3,61 

(1.15)

64.47 0.000 b>a,c30s (b)
3.99 

(0.99)

more than 40 
years (c)

3.6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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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조작 기능 이해도에 따른 음성 명령의 유용성 차이

Table 11. Differences in voice command usability based 

on feature understanding

Var. Group M(SD) F p scheffe

Unders-t
anding

know well (a)
3,79 

(1.16)

38.18 0.000 a>b,cnormal(b)
3.56

(0.97)

not sure (c)
3.45 

(0.93)

Ⅳ.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차량 내 음성 명령의 유용성을 조작 기능별로 분

석하고, 이러한 유용성과 관련 있는 운전자 변인을 비교 평가하였다.

본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차량 내 조작 기능 중 차량 정보 안

내에 대한 음성 명령의 유용성과 사용자들의 니즈가 가장 높았

으며, 주행 및 운전과 관련된 조작 기능들의 음성 명령 유용성

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행과 같은 안

전과 관련된 명령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음성 인터페이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차량의 상태 정보 등을 알기 위해 현재 적

용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의 조작 등의 사용성이 낮기 때문이라

고 유추할 수 있다. 또, 운전 경력에 따른 음성 명령의 유용성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령 및 기능 이해도에 따른 유용성의 

차이는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30대 운전자들의 음성 

명령에 대한 니즈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조작 방법을 잘 알

고 있는 기능일수록 음성 명령으로의 유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중요한 운전자 변인으로 분석

되었던 운전 경력은 음성 명령의 유용성 및 니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음성 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니

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기존 선행 연구에서 다루었던 일반적

인 변인들과 다르게 본 연구의 실험에서 사용한 조작 기능에 대

한 이해도와 같은 새로운 변인들이 더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여러 선행 연구들과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태스크를 중심으로 사용자의 니즈를 

연구하여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공

하는 사용자 매뉴얼을 바탕으로 차량 내 모든 조작 기능들을 그

룹화하여 다룸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

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각 조작 기능에 대한 이해도 항목을 새

로운 운전자 변인으로 사용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험은 참여자 수가 61명으로 결과를 일반

화 시키기에는 미흡할 수 있으며, 보다 일반화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과 설문 조사 이외에도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한 실험 연구가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차

량 내 음성 명령이 개발 및 적용되어 사용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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