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doi.org/10.5392/JKCA.2019.19.09.081

중년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 스피커 대화 체계 가이드라인 제안 
A Proposal of Smart Speaker Dialogue System Guidelines for the Middle-aged

윤소연, 하광수
한밭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So-Yeon Yoon(lpyoon@gmail.com), Kwang-Soo Ha(haks@hanbat.ac.kr)

요약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가족의 역할 약화로 고령자 부양 자체의 문제나 
부양의 질적 하락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중 부양의 질적 측면에서 고령자의 정서 지지에 관한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정서적 지지에 관한 문제는 다양한 물적 인적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 차원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중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한 지원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고령자 수발 인력난의 문제와 수발 서비스의 질적 하락 문제 중 정서 측면의 문제에 주목하고,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정서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이 어떠한 형태로 접목되었는지 사례를 분석하였
다. 그중 스마트 스피커를 통한 고령자 지원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스마트 스피커를 통한 정서적 지원을 제안하
였다. 또한 중년 고령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스피커의 사용성 평가와 함께 인뎁스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중년 
고령자의 정서 지지를 위한 스마트 스피커 대화체계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령자
의 정서 지지를 위한 스마트 스피커 개발 시 대화체계 디자인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중심어 :∣스마트스피커∣고령자∣대화체계∣AI∣수발∣

Abstract

Recently, the nation has been suffering from a variety of problems, such as the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and the weakening of the family's role due to rapid industrialization, such as the problem 
of supporting the elderly or the decline in the quality of supporting them. Among them, the issue of 
supporting the sentiment of the elderly is a major issue in terms of the quality of the stimulus. The 
best solution would be to resolve this issue of emotional support through various physical and human 
support. However, due to various limitations, access to efficient utilization of resources is being sought, 
among which support efforts through the convergence of digital technologies need to be noted. In this 
study, we took note of the problems of aging population shortage due to aging phenomenon and the 
problems of the emotional side of the problem of declining quality of the service, and analyzed the 
types of digital technology applied to support the emotional side through the convergence of digital 
technology. Among them, the Commission proposed emotional support through smart speakers, 
confirming the possibility of supporting the elderly through smart speakers. In addition, the Commission 
proposed guidelines for smart speaker communication systems to support the sentiment of older adults 
by conducting an in-depth interview with the In-Depth interview with the evaluation of the usability 
of smart speakers for older peopl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the basic data for designing a communication system when developing smart speakers to support the 
emotions of the elderly.

■ keyword :∣Smart speaker∣An elderly person∣Dialogue System∣A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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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에 비

해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령인구 부양에 관
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
각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고령자를 각 가구에서 
개별적으로 부양하였던 과거와 달리 가구 구성원의 수
와 역할 변화에 따라 요양 기관이 부양에 관한 역할을 
상당 부분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
라 전국적으로 돌봄의 역할을 담당하는 요양기관의 수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령자의 신체적 수
발, 보호에 치중한 표면적 돌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
나 요양원에 입소한 고령자들은 다양한 연령,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니즈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
자 사이에서도 계층을 나누어 돌봄의 층위 또한 세분화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신체기능이 저하되었거나 경증 치매 증상으로 
인한 일상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기초 생활에 대한 지원
을 받게 되는 경우 활동력 저하로 느끼는 무력감과 소
외감 등 정서적 문제는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의 형태로
는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맹목적 인력 증대는 막대한 예산 증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 대안이 되기에 어려운 면
이 있다. 현실적 대안으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
해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 고령
자 요양 서비스에서도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적 접근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접
근의 시도는 비용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술이 인
간을 위해 서비스에 적정하게 사용되고 사회적 문제 또
한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측
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년 고령자
를 대상으로 정서적 문제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안함
으로써 중년 고령자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기초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중년 고령자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적정한 

기술의 발굴과 함께 대상 기술의 UX 디자인 가이드라
인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단계 과정으로 진
행되었다. 첫째, 고령화의 현황 조사를 통해 이에 따른 
정서적 문제 도출 후, 고령자의 계층별 특성을 기준으
로 연구의 타깃을 선정하였으며, 문헌을 통해 현재 중
년 고령자에 대한 정서 지원 방식 및 형태에 관한 최종
적 범위 선정 및 사례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고찰하였
다. 둘째, 연구의 가설을 도출하고, 중년 고령자를 대상
으로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인사이트를 도출하
고 중년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 스피커 대화 체계 가이
드라인을 제안하였다.

그림 1. 연구 방법

Ⅱ. 문헌 연구

1. 고령화와 부양에 관한 현황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구성비는 2010년 

10. 8%(5,366천 명)에서 2060년 43. 9%(18,815천명)
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2]. 도시화, 핵가
족화의 진전과 여성의 사회진출 등 변화는 고령자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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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점차 큰 사회 문제로 대두시켰다. 이러한 흐름
에 기반하여 고령화 시대에 요양 보호 수요의 증가, 취
미 등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확보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자 요양 시설은 2008
년 422개소에서 2017년 1,981개소로 2008년 대비 
369.4%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3]. 2008년에는 고령
자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요양이 필요한 고
령자를 등급으로 구분하여  요양원, 병원, 주간보호 센
터 등 입소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2. 장기 요양 보험 등급별 인정 수 및 인정률 

또한 65세 고령자 인구 대비 장기 요양 보험 인정률
은 [그림2][4]와 같이 2008년 도입 이후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8%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높
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자 요양시설을 통한 
고령자의 부양은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 부담 경감이라
는 장점에도 [5] 불구하고 고령자의 안전 관리미흡, 학
대, 부족한 처우 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
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현재 많은 요양원
에서 제공하는 돌봄은 고령자의 신체 수발과 안전을 위
한 보호를 중심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돌봄의 
정의는 일상생활의 신체적 도움뿐 아니라 수발 대상의 
삶의 질과 인격적 존엄성, 정신적인 측면의 돌봄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요양 서비스의 한계와 문
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수혜자 측면에서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는 신체기능과 인지 기능 면에서 
개인별 차등이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 증세가 경미한 경우, 
완전한 의존보다는 기능 상태의 저하를 예방하여 부분

적으로 자립적[6]인 생활과 개인의 여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삶의 진취 면에서 정서적 
스트레스 완화와 개인의 니즈에 따른 욕구 충족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고령자 계층화를 통한 접근 및 범위 설정
2.1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계층별 접근의 필요성
고령기는 모두가 겪어야 하는 시기로 평균 수명의 연

장에 따라 길어진 고령의 시기를 능동적이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를 부양의 대상으로만 보던 과거와 달
리 사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주요한 구성원으로 받아들
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건강한 고령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령자별 상황과 특성 파악과 함께 세
부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령자 내에서도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신체적, 지적 능력과 이에 따른 상황, 특성에 차
등이 있으므로 같은 니즈를 가질 수 없다. 

이는 요양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과 원하는 것에 대한 
요인이 같지 않고, 갖고 있는 욕구의 범위와 신체적, 지
적 능력에서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계층화를 통해 계층별 특성 및 요양원 입소 
단계 및 사항을 연결하여 정서적 지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범위를 설정하였다. 

2.2 고령자의 계층화 및 연구 범위 정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는 연령을 기준으로 청년 고령

자, 중년 고령자, 고령 고령자로 나눌 수 있다[7].

분류 및 연령 특징
청년

고령자
(65~74세)

생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정년퇴직을 시작하였거나 일부분 은퇴하여 여가 활동 
또는 개인 개발에 집중

중년
고령자

(75~84세)

생산 활동에서 대부분 은퇴를 하였으며, 사회활동 참여가 적
어지고 개인 활동 늘어남. 신체 상태에 따라 요양 기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늘어남.

고령
고령자

(85 이상)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적어지고 신체적 또는 
지적 기능이 하락하여 수발을 받는 비율이 늘어남. 

표 1. 고령자 계층별 특성 

중년 고령자는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해 활동 접점이 
현저하게 적어지며, 사회와의 고립된 환경 변화에 처해
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서적 고립과 관련한 문제
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체적 기능 저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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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사회활동 참여가 저조해지고 개인 활동 비율이 늘
어나는 중년 고령자의 정서적 측면의 지원을 위해 중년 
고령자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중년 고령자 부양 지원 사례 분석
중년 고령자의 정서 지원 방향에 부합하는 각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요양 서비스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
다[표 2]. 사례의 수집과 분석은 OECD 국가 중 고령화 
단계에 진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다음의 3가지 기준으
로 수행되었다. 첫째, 거동의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이 있더라도 정서 측면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
례를 선정하였다. 둘째, 고령화를 대응하는 추진체계 중 
중년 고령자의 고립을 방지하고 교류를 통한 정서 지원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원 방
향에 따라 제도 개혁 및 사회 구축 가이드라인을 포함
한 정책적 측면[8][9], 공간의 물리적개선을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적 측면[10-12], 교류를 목적으로 지역 개
최 프로그램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인적서비스) 측면
[13], 요양 서비스 또는 주거 환경에 디지털 기술을 접
목한 사례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디지털) 측면[14], 
[15-17]으로 분류하고 각 특징을 분석한 후, 정서 지원
에 가장 가능성 있는 방향을 사례의 장점과 단점을 도
출하였다.

4. 디지털 기술 접목
고령자의 정서적 지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은 인적 지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부양 인구수의 하락, 가구원수의 변화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결국 인력난에 대응하고 향후 부양인구 감소로 인한 초
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기술의 요양 서
비스 접목을 통해 중년 고령자의 정서 측면을 지원하려
는 시도가 중요하다. 이런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부양 
인력의 공백을 보완하고 보완에 따른 재화의 효율적 운
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디지털 기술 중 중년 고령자의 정서적 지지에 지원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는 IOT, AI가 대표적이다. 사물
인터넷(IOT)은 거주환경에 접목하여 고령자의 생활패
턴을 확인하고 교류하는 방식이나 고령자용 TV 프로그
램을 통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 대표적이
다. 인공지능 (AI) 기술은, AI를 통해 직접적으로 의사
소통을 하고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갖거나 각종 지
시 이행을 수행하는 방식의 지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중, AI기술은 스스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며,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을 중년 고령자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

분류 국가 주요기능 특징 장점 단점

정책

영국 지역사회 서비스 활성화. 재가요양과, 지역 사회 와 협력, 지역교류
AIP(Aging in place) 기반 친근한 
환경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사
회 구축 

고령자를 
위한 사회
구축에 
방향성 제시 

예산분배,
인 력 투 입 의 
한계

일본 중증상태가 되어도 지역에서 생활을 지속,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독일 향후 부양 인력 부족, 사회적 재정 부담 고려,  비공식 수발자 급여 확대.

하드
웨어

포르
투갈 고령자의 독립성, 교류활동 등 공간 활용을 통한 건축

주거 공간의 개조를 통해 시설과 
재가 보호의 이분화 약화. 

지역사회 내 주거지 
개선을 통한 환경 마
련

환경구축
금전적문제, 
이용료부담덴마크 고령자 복지주택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을 분배. 독립적인 생활,교류 

미국 고령자 신체 특성에 맞춘 마을 설계 및 접근성 ,고령자 네트워크 활성화

소프트
웨어-
인적서
비스

스위스 어라운드 테이블(Autour d'une table)
사회적인 행사를 통해 고령자와 교
류하는 접점을 만듬

사회적 연대 강화 및 
고령자 고립방지

수 행 인 력 의 
한계,지속적
교류 한계영국 이웃간 교류, 융합을 목적 거리파티 (strrt party)를 게최,  매년 빅런치(big 

lunch) 프로그램 진행  

소프트
웨어-
디지털

EU HOMEdotOLD –  TV를 통해 일과 공유 및 캘린더, 맞춤 뉴스 
수신, 주변 교류 

Assist
Program 

고령자의 고립과 소통에 관한 문제
를 인력증대가 아닌 디지털 기술의 
접목 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향

기술 접목을 통한 고
령자 와의 소통에 보
조적 역할, 일부 대
체  

일 반 화 까 지 
시간 소요 

일본 레크리에이션 지원, 개인 인식 가능, 대화를 통해 기분전환 및 치
매 예방 고령자 커뮤니케이션

AI 일본 고령자와 의사소통, 간단한 요양 수발

이스
라엘 음성 인식을 통한 고령자 고립감 해소 및 소셜 이용에 도움

표 2.  중년 고령자 부양 지원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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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될 수 있다.
[표 3]과 같이 AI 기술이 접목은 이동성과 물리적 움

직임 유무, 형태적 특징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형태로 분류될 수 있고, 접목된  대표적 사례로는 의사
소통과 간병 기능을 탑재한 로봇 형태가 있다. 그러나, 
고비용의 문제와 완전한 구현까지 시간적인 한계가 있
어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며, 현재 합리적 가격대에서 
상용화가 이루어진 스마트 스피커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1 조사 분석을 통한 고찰과 연구 주제 선정
스마트 스피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기에 접목

하여 음성 인터랙션을 통해 하며 기능을 제어할 수 있
다. 이러한 특성으로 중년 고령자의 신체 기능 저하에 
따른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
재 스마트 스피커의 대화 체계 방식은 고령자의 대화 
특성을[31][32]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년 고령
자의 대화특성을 기준으로 스마트스피커 사용 단계에
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표 4]와 같이 도출하고 고령
자의 대화 특성에 따른 스마트 스피커 이용의 문제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인터랙션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다
음의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하였다.

분류 관련 요인 관련 상황

신체적

호흡능력

-기식음 ,간혹 말 끊김 현상 
-음량 감소, 싄소리
-최장연장발성 시간이 줄어듬
-음도의 변화

음성능력 -말을 어눌하게 더듬더듬함
-발음이 뭉개짐
-조음 속도가 느려짐조음능력

청각능력

-이명 증상
-둘 이상 참여 대화 지속 어려움
-주제와 상관없는 대답
-고음 인식 어려움 
-되묻기 반복

인지적

언어이해 -주제 밖 자기중심적 발화 증가
-주제당 대화 유지 시간 짧아짐

언어표현

-말이 느려짐,
-휴지기 길이, 빈도 증가
-정확한 어휘 산출 빈도 감소
(의미를 알고 있어도 지칭 어휘
를 다르게 이야기, 둘러서 말함) 

사회적 생활 습성 -수동적인 태도 자신을 무시 한다는 생각 (대화 중단, 분
노, 자리 회피)

표 4. 고령자의 대화 특성 재구성

가설 1: 중년 고령자는 지시 전 호출 단계에서 인지 
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중년 고령자는 일반인에 비해 발화의 속도가 
저하되고, 의사소통 중간에 휴지기 빈도가 
높아짐에 인터랙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중년 고령자는 한 번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양이 일반인에 비해 적어 스마트 스피커 피
드백 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사례 주 기능 및 특징 장점 단점 형태

① Rome-Aldebarran Robotics[18] 고령자의 의사소통 및 건강 조언 
간단한 가사 업무 지원 

- 고립감해소, 신체 수발 
- 물리적 움직임을 통한 사실적 교류
- 치매 고령자의 정서 완화 가능
- 의사소통 및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 대화를 통한 인터랙션, 접근성 높음 

로봇을 구현하여 
상용화 단계까지 
시간에 관한한계

로봇

① Ludwig-Frank Rudzicz[19]
② SilBot-한국과학기술연구원[20]
③ Paro-AIST[21]

고령자 정서적 안정 지원, 주로 
치매 예측, 증상 완화 기능

① Pepper-SoftBank[22]
② NAO-AldebaranRobotics[23]
③ Buddy-blue frogrobtics[24]
④ Palro-FUJISOFT[25]
⑤ Huggable-MIT[26]
⑥ AIBO-sony [27]

정서 안정에 목적을 두고 지원 ,개개인 안
면 인식, 사실적인 의사소통. 간단한 퀴
즈, 레크리에이션 기능 탑재 

① Elliq-Intuition Robotics[28]
② MJI-Tapia[29]

음성 인식을 통한 고령자 고립감 해소 및 
개인 수발에 초점을 맞춘 기능 탑재 - 의사소통을 통해 소통의 지원 가능

- 스마트스피커의 경우 대중화 된 사례 환경
에 따라 다양하게 접목 가능

  대화를 통한 인터랙션, 접근성 높음

상용화 되어있는 
스피커의 기능과 
사용성에 한계

스피커① 액센추어 AI 기술을사용해 고령자의 
   생활지원 프로젝트[30]
② 푸러위안, '지능연결망 양로시범 공간[31]

음성 인식 기반의 기능을 고령자의 주거 
환경에 접목하려는 시도

표 3. AI기술 접목 형태에 따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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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년 고령자를 위한 AI 대화 프로세스 연구

1. 연구 방법 및 절차
중년 고령자의 스마트 스피커 대화 프로세스와 문제

를 분석하기 위해  앞서 도출한 가설의 내용을 기반으
로 국내 스마트 스피커 중 음성인식, 자연스러운 대화
부문에서 가장 큰 만족도를 보인 ‘카카오미니‘[표 5]를 
연구를 위한 디바이스로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류 관련 사항
명칭 카카오 미니

출시일 2017년 9월
탑재 AI플랫폼 카카오아이

주요 기능 음악감상, 알람, 일정, 음성으로 카카오
메세지 전송,카카오 택시, 주문, 

표 5. 카카오 미니  

실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첫째, 실험을 
위한 테스크를 스마트 스피커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 
중, 중년 고령자에게 정서적 지원이 가능한 대화 중심 
기능과, 중년 고령자의 활동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 기능을 중심으로 4개의 테스크로 구성하였다. 
둘째, 실험 후 테스크별 주요 문제 사항과 함께 테스크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
를 심각도순으로 매핑하였다. 셋째,  발생 빈도와 재 구
현 난이도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문제별  심각도를 지정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별 개선해야 하는 순위를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함으로써 중년 고령자를 위
한 스마트 스피커 UX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그림 3. 연구방법 및 절차

2. 연구 참여자 선정 

분류 관련 사항
연령 75세~84세
성비 남5, 여5

거주지 대전
개인활동 시간 하루 10시간 이상 

인지기능 정상

표 6.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 

연구의 대상자는 연령을 기준으로 75세 이상 중년 고
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0명을 남녀 성비를 
1:1로 구성하였다. 실험과 함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실험 참가자는 개인 활동 시간이 하루 10시간 이
상이며, 실험 진행 중 의사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인
지 능력이 정상 범위에 해당된다 판단되는 경우 모집되
었다.

3. 실험 설계 
중년 고령자가 스마트 스피커(카카오미니)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주요 문제 구간과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스마트 스피커(카카오 미니) 이용 단계를 모델링 하여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림 4. 이용 단계 모델링 

[그림 4]는 대화 카카오 미니의 기능을 이용하고 기
기를 작동시키는 단계를 모델링 한 것으로, (호출- 지시
- 피드백-피드백 수용 또는 재 호출)단계로 나눌 수 있
다. 이 같은 모델링에 따라 테스크는 [표 7]과 같다.

테스크 테스크 내용 체크사항

Task1
호출 스피커를 불러보세요

- 호출 어휘의 적합성 여부
- 호출방식의 이해여부
- 호출어를  지정하는 방식

Task2
지시

(주제를
바꾸어 
연달아 
진행)

스피커를 부르고 다음주 복지관
의 일정에 관해 물어보세요 지시 중 타임아웃 시간의 

 적절도
지시 중 사용하는 발화의 패턴
지시 중 사용하는 어휘의 차이
지시 번복의 주요 이유
첫 지시 후 재 지시 가능 여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
달라고 해보세요.
오늘의 날씨를 알려
달라고 해보세요
오늘의 뉴스를 알려달라고 해보
세요

Task3
피드백

복지관의 일정을 듣고 어떤 요일
에 수업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 피드백 속도 적정도 
피드백의 정보량 적정도
- 피드백수용 후 재 지시 가능 여부
피드백 번복의 주된 요인

Task4
대화
지속

스피커를 부르고 말을 걸어보세
요(인사,심심해, 뭐해, 몇 살이
야? 등 사전에 예시 설명)

의사소통 지속 가능 여부
대화 상대로서 인지 여부

표 7. 테스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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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진행 
4.1 실험 연구 계획 및 분석 기준 수립
실험 참여자는 총 4개의 테스크를 중심으로 페이크 

프로토타입을 통한 시범, 테스크 수행, 인터뷰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실험 후 비디오 녹화 분석을 기반으로 
실험 중 주요 문제 구간과, 요소를 도출하고, 문제의 발
생 빈도와 구현 난이도 분석을 통해 각 테스크별 문제 
심각도를 지정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그림 5. 실험 진행

분석은 제임스 R. 루이스의 실험 중 엄격도에 의한 
유저 빌리티[33] 이슈 척도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 맞추
어 재구성하였다. 주요 문제를 종합한 후, 실험 참가자
에게 영향을 미친 문제 가중치와 문제 발생 해당 사항
을 각 실험자에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수위 1: 테스크 진행 시 매번 문제가 되며, 구조 변경 
및 기능 조정 필요 문제 

수위 2: 각 테스크 흐름 중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며,  
기능 조정이 필요한 문제

수위 3: 각 테스크 흐름 중 종종 관찰되나, 문제로부
터 복구가 어렵지 않으며, 기본 요소 조정 및 
피드백 방식 조절 문제

수위 4: 문제가 있으나, 테스크 흐름에 큰 영향을 주
지 않으며, 주로 퍼포먼스의 문제 

이후, 테스크 흐름 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높을수록 
영향 가중치가 높아지며, 수위 1은 비중 10, 수위 2는 
비중 5, 수위 3은 비중 2, 수위 4는 비중 1을 갖는 것으
로 분석하였다.

Ⅴ. 실험 결과 및 분석 

1. 실험 후 주요 문제 도출
실험을 통해 도출된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출 측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된 문제는 중년 고령
자가 호출 단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었
다. 이와 관련하여 첫 호출 및 재 호출 등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관찰되었다. 둘째, 지시 측면에서 고령자는 지시 
중 휴지기로 인한 타임아웃과 핵심 명칭 발화에 어려움
을 겪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지시 번복 또는 지시어 인
식에 실패하는 패턴을 관찰할 수 있었다. 셋째, 피드백
과 정보의 양 문제로 인지적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관
찰되었다. 피드백 자체의 속도가 문제 되지는 않으나, 
한 번에 정보를 다량 제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화 지속을 위한 재 질문 유
도 부족과 문제와 피드백이 단발적인 정보제공에 초점
이 맞추어져 대화를 지속하지 못하는 문제가 관찰되었
다. 단계 별 상세한 주요 문제는 [표 8]과 같이 도출되
었다. 

테스크 문제 요인 관련 상황

Task1
호출

- 호출어 기억 못 함 호출어에 관해 재질문

- 재 호출 방식 재 호출방식 이해 못함

- 호출 단계의 이해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재질문

- 호출완료 인지 못 함 호출이 잘 된 것인지 상태를 인지 못함 

Task2
지시

- 호출 후 휴지로 인한 지시 
타임아웃 호출 후 공백으로 인한 타임 아웃

- 타임아웃 인지 못 함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발화 지속 

- 지시 중 휴지기 휴지로 인한 타임아웃

- 지시의 핵심 명칭을 뒤에서 
이야기 다른 내용의 피드백 또는 재 지시 요구

- 명확한 명칭이 아닌 상황으
로 표현하여 지시 명확한 명칭이 없어 인식 불가

- 지시 구문이 복잡도 
단어가 많이 포함 될수록, 정확한 일,
시, 정보를 포함해서 지시해야 하는 상
황일수록 어려움

Task3
피드백

- 피드백 정보량을 연속적으
로 다량 제공 제공된 정보를 기억하지 못함

- 여러 정보를 연속적으로 빠
른 속도로 제공

정보가 연속적으로 제공되어 기억하지 
못 함

- 피드백 중 멈추는 방식
  (재호출, 재지시 방식 모름) 피드백중 멈추는 법을 인지하지 못함

Task4
대화
지속

- 재질문 유도 부족 대화가 지속되지 못하고 단발적으로 
끝남

- 단발적 대화 피드백 피드백 자체가 단발적 정보 제공에 초점

표 8. 실험 진행 후 주요 문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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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는 위 문제를 기반으로 문제 가중치와 발생 사
항을 기반으로 테스크별 문제의 심각도를  분석한 것이
다. 각 테스크 별 가장 높은 심각도를 지니고 있는 문제
는 테스크 1의 호출 단계의 이해 문제로 분석되었다. 
이는 테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가중치 측면과 문제가 발
생한 빈도 측면 모두 높은 수위 때문으로, 호출방식의 
이해는 모든 실험 참가자가 매 실험 단계에서 빈번하게 
겪는 가장 주요한 문제로 관찰되었으며, 실험 진행 내
내 큰 영향을 주었다. 두 번째로, 테스크 2의 지시의 핵
심 명칭을 한 번에 정확 하게 언급하지 못하거나 휴지
로 인한 문제가 높은 심각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테
스크 진행에 있어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였으나, 구조
적 조정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고 타임아웃의 시간 조정 
또는 지시문 유도 단계를 추가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해
야 한다. 

세 번째는 피드백 측면으로 여러 정보를 연속으로 다
량 제공하는 문제로, 제공 정보량에 관한 문제가 있었
다. 이러한 문제는 적절한 정보량의 제한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주요 문제 외에 정보제
공 위주의 피드백 방식 또는 재 질문 유도와 같은 단계
의 부재로 인해 대화를 지속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
다. 도출된 문제는 분석된 심각도와 디자인 개발에 난
이도를 기준으로 매핑함으로써,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
되어야 하는 개선 순위를 도출하였다[그림 6].

개선 우선순위 매핑 분석 결과는 첫째, 기능의 구조 
변경이 필요하면서 테스크 심각도가 가장 높았던 호출
의 구조에 관한 문제가 도출되었다. 이 문제는 테스크 
진행 중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테스크 진입 불
가 및 테스크 중 흐름이 끊기고 스스로 복구가 힘든 형
태로 발생하였으며, 고령자의 의사소통 시 구조의 흐름
을 고려하지 못한 발화의 구조적 문제로 정의할 수 있
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호출어를 기억해 내지 못하는 문
제도 함께 도출되었다.

둘째, 구현 난이도에서는 높지 않지만 심각도 측면을 
고려하여 개선해야 하는 우선순위는 피드백 정보 제공 
방식에 관한 것이며,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피드
백 단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답변 요구로 인한 흐
름 방해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의 인지적 측
면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분류 문제
번호 상세 수위 P

1
P
2

P
3

P
4

P
5

P
6

P
7

P
8

P
9

P
10

Task1
호출

1-1 호출어 기억 못 함 2 1 1 1 1 1

1-2 재 호출 방식 이해 
못함. 1 1 1 1 1 1 1 1

1-3 호출 단계 이해 
못함. 1 1 1 1 1 1 1 1 1 1 1

1-4 호출완료 인지 
못함 2 1 1 1 1 1 1 1

Task2
지시

2-1 호출 후 휴지로 
인한 지시 타임아웃 4 1 1 1 1 1 1 1 1

2-2 타임아웃 인지
못함 4 1 1 1 1 1 1 1

2-3 지시 중 휴지로 
인한 타임아웃 3 1 1 1 1 1 1 1 1 1 1

2-4 
지시의 핵심 명칭을 
뒤에서 언급, 지시 

인식 실패
2 1 1 1 1 1 1 1

2-5 
명확한 명칭이 아닌 

상황으로 표현, 
지시

3 1 1 1

2-6 한 번에 지시해야 
하는 정보가 많음 2 1 1 1

Task3
피드백

3-1 피드백 정보량을 
연속으로 다량 제공 4 1 1 1 1 1 1 1 1 1 1

3-2 여러 정보를 연속 
빠른 속도로 제공 3 1 1 1 1 1 1 1 1 1

3-3 정해진 답변 요구
(ex. 응/아니) 3 1 1 1 1

Task4
대화

4-1 재질문 유도 부족 2 1 1 1 1 1 1

4-2 단발적 대화 피드백 2 1 1 1 1 1 1

표 9. 문제가중치 부여에 따른 심각도 분석 

분류 문제
번호 상세 수위 빈도 영향 

가중치  심각도

Task1
호출

1-3 호출 단계 이해 못함 1 1 10 10
1-2 재호출 방식 이해못함 1 0.7 10 7
1-4 호출완료 인지 못 함 2 0.7 5 3.5
1-1 호출어 기억 못 함 2 0.5 5 2.5

Task2
지시

2-4 지시의 핵심 명칭을 뒤에서 
언급 인식불가 2 0.7 5 3.5

2-3 지시 중 휴지로 인한
타임 아웃 3 1 2 2

2-6 한 번에 지시해야 하는 
정보가 많음 2 0.3 5 1.5

2-1 호출 후 휴지로 인한 
지시 타임아웃 4 0.8 1 0.8

2-2 타임아웃 인지 못 함 4 0.7 1 0.7

2-5 명확한 명칭이 아닌 상 
황으로 표현, 지시 3 0.3 2 0.6

Task3
피드백

3-2 여러 정보를 연속 
빠른 속도로 제공 3 0.9 2 1.8

3-1 피드백 정보량을 연속 으로 
다량 제공 4 1 1 1

3-3 정해진 답변 요구
(ex. 응/아니) 3 0.4 2 0.8

Task4
대화

4-1 재질문 유도 부족 2 0.6 5 3
4-2 단발적 대화 피드백 2 0.6 5 3



중년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 스피커 대화 체계 가이드라인 제안 89

셋째, 지시 측면에서 테스크 흐름 중 타임아웃으로 
인한 흐름 방해의 문제로 나타난 타임아웃에 관한 문제
가 있었다. 이는 고령자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인지적 
측면과 신체적 청각, 시각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지 못
한 문제로 정의하였다. 다만 이는 심각도는 높지만 구
현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아 빠른 개선이 가능할 것이
다. 이 외에 재 질문에 관한 유도 단계 부재,  명확한 
지시어 요구, 정해진 답변 요구, 스피커 피드백 인지 사
인과 같은 문제가 있다. 이는 [표 10]과 같다.

[표 10]은 실험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
로 제시된 중년고령자를 위한 스마트 스피커 대화체제 
구성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은 호출, 피드백, 지
시, 대화 측면에서 제안되었다.

Ⅳ. 결론

1.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 고령자의 정서 측면의 지원을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위해 현재 스마트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대화 체계의 
문제를 중년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통해 검증 분석
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중년 고령자
의 특성을 반영한 대화 체계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고,  
스마트 스피커가 중년 고령자의 정서를 대화를 통해 지
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논의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중년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 스피커 
대화 체계 가이드라인은 기존 스마트스피커 대화 체계 
가이드라인과 구분되어야 한다. 이렇게 구분하여 제시
된 중년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 스피커 가이드라인은 앞
으로 중년 고령자용 정서 지지를 위한 대화체계 수립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년 고령자는 지시 전 
호출 단계에서 인지적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실제 중
년 고령에게 호출에 단계 이해와 호출어를 기억하게 하
는 것은 테스크 진입의 어려움과 테스크 진행 중 흐름
의 방해 등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진행에 개입이 필
요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다. 이는 스피커 호출의 단계
를 최소화하며, 호출어 지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으로 변경 가능한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둘째, 중년 고령자는 일반인에 비해 발화의 속도가 
저하되고, 의사소통 중간에 휴지기 빈도가 높아 인터랙
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검증 단계에서 고령자의 지
시 중 타임아웃으로 인한 흐름의 방해, 지시 번복의 문
제로 이어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화 유지 시간을 
늘려야 하며, 발화 완료 또는 지속에 대한 피드백 단계
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년 고령자는 한 번에 정보
를 받아들이는 양이 일반인에 비해 적어 스마트 스피커 
피드백 시, 어려움이 있다. 현재 스마트 스피커가 제공
하는 피드백 자체의 속도는 적절하나, 정보를 제공하는 
양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정보 제공 시, 단계별로 
분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중년 
고령자용 스마트 스피커 대화 체계 가이드라인의 효과

분류 문제

호출

1. 호출어는 스피커 가동 첫 단계에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변경 또한 음성으로 가능하게 한다.

2. 재호출 단계는 되도록 최소화한다.
- 설정을 통해 2미터 반경 내에서 스피커를 바라보는 방향을 인식했을 

시, 호출없이 지시만으로 가동 가능하게 한다.
- 대화 중 인식 단계에서는 재호출 없이 지시를 가능하게 한다
- 발화 중 타임아웃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화 유지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추가하여 재호출을 방지한다.
- 이후에  재호출이 불가피한 상황일 시, 재호출에 관한 피드백을 한다. 

“저 가볼게요 다시 이름 불러주세요”

3. 호출 인식에 관한 피드백은 음성으로 제공한다.
  “ 안녕하세요?”,“ 반가워요?”,“저 부르셨나요?” 

피드
백

1. 정보가 짧더라도 여러 항목인 경우, 한 정보를 말하고 
최소 7초 이상 간격을 둔다. 

2. 한 번 피드백을 할 때 한 종류의 정보만을 알려주고 
   다음 피드백 여부를 묻는다.

3. 피드백 후 고령자가 인지하지 못할 시 핵심 단어로 말한다.

지시

1. 지시 중 타임아웃을 늘려 발화가 끝나기 전까지 지시어를 인식해야 
하며, 지시 어가 불완전할 경우 마지막 발화 후 최대 10초 이상 경과 
시, 발화 유지에 관한 피드백을 한다. 

2. 지시 중 타임아웃에 대한 시간은 음절당 1.5배 늘린다. 

3. 휴지로 인한 타임아웃은 위와 같이 마지막 발화 후 최대 10초 경과 
후 발화 유지에 관한 피드백을 한다.  

4. 타임아웃에 관한 사항은 음성으로 제공한다.
  “ 제가 잘 듣고 있나요?” 

5. 발화가 명확한 명칭이 아닐 시 유도 질문을 한다.
- 명확한 어휘가 있으나 발화 뒤쪽에 위치하여 어휘 자체만 명확할 경우 

-“000 맞나요?” 
- 복잡한 구문을 사용하여 인식 불가 - “더 짧게 알려주세요”
- 명확한 어휘 산출이 어려울 시 유도 질문 - “000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대화
1. 특정 정보를 묻는 지시 어가 아닌 간단한 인사, 근황 등 일상 대화에 

대한 발화는 되도록 재 질문 유도로 끝난다.
“제 이름은 00이에요 저도 이름 알려주세요”

표 10. 중년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 스피커 대화체계 구성 가
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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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대화 체계 가이드라인 연구를 바탕으로, 고령자의 정

서 지지를 위한 스마트 스피커 개발 시 대화 체계 디자
인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년 
고령자용 대화 인터랙션 가이드는 대화를 통해 정서 지
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나 플랫폼에 
적용,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 실험과 분석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험에 모집된 중년 고령자가 모든 
중년 고령자의 대화 체계의 양상을 대표한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된 스마트 스
피커 대화 체계 가이드라인을 검증하고 보완해야 할 것
이다. 향후 연구로는  중년 고령자를 위한 대화 체계 가
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중년 고령자의 위치한 환경, 상황 
등 주변 맥락에 따른 세부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령자의 어휘적 특성과 
발화적 특성 외에 호출 방식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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