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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성자동응답시스템(Automatic Response Systems, ARS)은 VUI(Voice User Interface)와 TTI(Touch Tone Interface)

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재 가장 리 사용되는 커뮤니 이션 시스템  하나이다. 그러나 많은 사용에도 불구

하고, ARS에 한 불편 사항들이 끊임없이 지 되고 있다. 이는 기술 개발을 넘어, 사용자와 사용성에 한 체계

인 연구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ARS 메뉴체계에서의 사용성 해 요소를 발견 분석하여, 

ARS 설계를 한 개선의 지침을 제공한다. 두 개의 인터넷 서  ARS를 선정하여 피실험자들이 “도서 반품 신청하

기”라는 작업을 실행한 후 정해진 설문조사 결과와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메뉴 구조의 복잡성, 메

뉴명의 표성 부족, 사용자 치인지의 어려움, 메뉴간 이동의 어려움 등 네 가지 문제들을 발견하 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 다.

ABSTRACT

ARS (Automatic Response Systems) based on VUI (Voice User Interface) and TTI (Touch Tone Interface) are one of the most widely used 

communication systems. Despite common usages, however, inconvenience of ARS is continually pointed out. This may stem from lack of 

human-centered studies aside from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is paper, we provide guidelines for designing ARS by analyzing hindrance 

factors of usability of ARS menu structure. We had selected two call-centers using ARS, and carried out an experimental study where subjects 

performed the task of “returning books.” After that, they completed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e identified four problems: the complex 

menu structure, lack of representativeness on the menu name, users’ awareness of location, and a difficulty to move among menus. And we 

partially discussed the ways of avoiding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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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음성자동응답시스템 (Automatic Response Systems, 

ARS)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국제

으로는 더 넓은 의미의 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 시스템으로 명명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ARS의 핵심 인터페이스는 VUI(Voice User Interface)

와 TTI(Touch Tone Interface)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TTI는 라우 , 음성인식 등의 기술사용으로 미래에

는 사라지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던 인터페

이스이다[1].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VUI와 

TTI를 기반으로 하는 ARS는 재 많은 사람들이 카드 

분실 신고, 세 납부, 여론 조사, 교통 정보 안내, 은행 

계좌의 잔고 조회 등의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고 요한 커뮤니 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림1. IVR 시스템 구조
Fig. 1 The structure of an IVR system

그러나 많은 사용에도 불구하고, ARS는 사용자들의 

사용상의 불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시스템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주된 이유는 시스템을 공 하는 입장

에 있는 기업과 국가기  등이 사용자를 한다기보다

는 고객 상담 서비스 인력 비용과 그와 련된 추가

인 비용들의 발생을 이는 수단으로써 ARS 서비스를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공 자들은 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단방향  커뮤니 이션의 형태로 제공해 왔을 

뿐, 이를 받아들이는 사용자의 정보 달 방식을 이해

하고자 사용자의 피드백을 얻으려는 노력을 간과한 것

이다. 이러한 이유로 설계 시 고객의 사용만족 향상에 

한 고려가 부족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

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객의 ARS 사용만족도를 떨어뜨

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유발시키는 요

인을 찾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많은 ARS 사용자들의 편의를 증

진하기 하여 ARS 사용에 부정  향을 끼치는 문제

들의 요인에 한 실험 연구를 하 다. 특히, 그 요

도가 높다고 단되는 메뉴 체계로부터 기인하는 사용

성 해요소들을 도출하여 분석하 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재까지 진행되어온 련 연

구에 하여 기술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를 하는 목

과 방법에 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시된 실험

으로부터 도출된 내용  메뉴체계에서의 사용성 

해요소들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ARS 설

계와 련하여 논의를 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말하고자 

한다.

 

Ⅱ. 련연구

 

ARS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꾸

히 사용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콜 센터의 형태로 

사용자들이 정보획득, 제품의 약  주문 등과 같은 

단순 업무처리를 하여 ARS를 리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일들의 해결을 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여 히 그 사용상에 다양한 문제

들을 안고 있는 것 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한 연구가 으로 부족한 상태

이다. 

지 까지의 련 연구는 기술 심의 연구가 부분

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연구 흐름에 변화가 필요하다. 

HCI의 가라 할 수 있는 Donald Norman은 그의 서에

서 기술이 성숙해 지면, 기술 심의 기술 개발 패러다임

에서 인간 심의 기술 개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요

구된다고 하 다[2]. 

그 주장에 의하면 ARS 분야도 이제는 기술이 성숙한 

만큼 기술 심의 연구만큼이나 사용자인 인간 심,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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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용성 의 연구가 필요한 시 이라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ARS의 인터페이스인 VUI와 TTI는 GUI와 달

리,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거나 좌 할 수  밖에 없는 사

용성을 해하는 많은 근원 인 문제들을 안고 있을 뿐

만 아니라, ARS 사용성에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기 때

문이다[3]. 표 으로는, 음성과 함께 주어지는 계층  

메뉴 구조 때문에 사용자의 정보 내비게이션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4].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용성에 한 문제 즉, 인간 심

의 VUI와 TTI 개발 분야에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몇몇 음성 연구를 한 인간 인 이해를 추구하

는 연구들이 있지만[5-6], 시스템과 사용자간의 상호작

용에 한 연구의 심이 결여되어있어 사용성문제의 

핵심인 상호작용 문제나 효율  상호작용의 제가 되

는 인지  문제들에 한 직 인 연구와는 다른 흐름

의 연구들이 훨씬 더 많다. 

“긴 메뉴와 짧은 메뉴 사이의 사용성 문제 연구”[7], 

“스크린 도움 기능이 추가된 IVR 시스템 사용성”[8], 

“특정 응용 분야에서의 ARS 정보 구조 개선에 한 연

구”[9]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한 그 연구가 특

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산발 인 연구결과들이다. ARS

가 음성을 사용하는 시스템들  가장 성공 인 표  

시스템임을 고려 할 때, 기술의 문제를 떠나서 조 이

라도 사용상의 편의증진을 한 노력이 매우 시 한 상

태이다. 

본 논문은 사용자 심 설계의 흐름에 맞게 그들의 편

리를 방해하는 ARS의 인터페이스 문제들을 알아보고 

이를 개선하는데 이바지 한다는 에서 그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Ⅲ. ARS 사용성 실험 설계

 

3.1  연구 목

재 ARS는 사용자로 하여  화사용이 가능한 조

건 아래에서 다양한 일들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끔 하

는 이용상의 제약성이 낮다는 장 을 갖고 있다[5]. 이는 

많이 통용되는 네트워크 연결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

한 GUI 보다 제약성이 낮은 것이다. 이 때문에 여 히 많

은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된다. 

그러나 그 개발에 있어서 사용자를 고려하기보다는 

개발자와 보 자(주로 기업)의 입장에서 설계되어 그 만

족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하여 사용

성에 향을 끼치는 해요소에 한 실험연구를 하여 

ARS 설계 시 유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심의 개발을 한 시

행착오를 이고 그 성과를 높임과 동시에 시간  비용

을 이기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함에 그 목

을 두고 있다.

3.2  콜 센터와 피 실험자 선정

 연구 상이 되는 콜 센터로는 최근 들어 이용 빈도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서 으로 하 다. 국 

16~55세의 인터넷 이용자 2301명을 상으로 실시한 인

터넷 서  이용 황 조사(엠 인)에서도 많은 수의 

응답자(71.6%)가 인터넷 서 을 이용해 보았다고 답

하 다. 

이처럼 일상에서 사용자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어 그 

사용성에 한 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인터넷 서 의 

콜 센터를 상으로 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그 에서

도 시장 유율이 높으며 사용의 만족도가 높은 갑사

(36.7%)의 콜 센터와 다소 만족도가 떨어지는 을사의 콜

센터를 선정하 다. 을사의 경우 메뉴체계가 넓고 깊으

며, 갑사의 경우 그보다 좁고 얕은 구조이다. 두 상은 

메뉴의 언어  문제와 메뉴 체계  요소가 발생시키는 

해요소와 그 상 계를 알아보기에 합하여 선정

하 다.

피실험자로는 남녀 각각 10명을 선정하 고, 실제 사

용빈도가 가장 높은 20 에서 30 의 연령층에서 무작

로 선별하 다. 

 

3.3 연구방법

각 피실험자가 재 서비스 되고 있는 갑사와 을사, 

두 곳의 콜 센터에서 동일하게 주어진 태스크를 실행한 

후에 주어진 설문을 완성하게 한 후 인터뷰를 실시하는 

형태의 실험 연구를 하 다. 설문은 총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하 을 1 으로 하고 최고 을 5

으로 하는 Likert 척도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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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갑사 설문조사 결과
Table 1. The result of survey on Gab

그림2. 실험 실행 순서도
Fig. 2 Flowchart of the experiment

 실험이 생소 할 수 있는 피실험자에게 우선 으로 

정해진 설문내용의 완성을 통하여 실험의 방향과 목

의 인지에 도움을 주고자 하 다. 그런 후에 인터뷰

를 실행함으로써, 사용자가 가진 주  생각이나 의

견 는 경험  내용들을 효과 으로 취합할 수 있었

다. 인터뷰는 Patton이 구분한 세 가지 형태 에 자유

로운 화  인터뷰(informal conversational interview) 

방법을 사용하 다[10]. 이와 같은 방법은 설문지 방법

의 응답 내용에서 갖는 제한성을 이고 사용자의 입

장을 보다 넓게 이해하여 사용자 심의 디자인을 

한 요소 별 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실험의 목 에 가

장 잘 부합하는 것이다. 한 앞의 내용을 토 로 보아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는데도 합하다 단되어 선

택하 다.

사용자 심의 디자인의 실 을 해선 연령, 성별, 국

가, 종교 등과 같이 정신 , 공간 , 시 으로 공통분

모를 가진 각 집단과 같이 유사한 성향의 사용자들을 분

류해내고 이들의 기호와 특성에 맞게끔 설계를 하는 것

이 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부합되는 활동으로 부수

으로 남녀 간의 비교고찰을 해보았다.

Ⅳ. ARS 사용성의 해요소 

분석  토론

 

피 실험자들이 주어진 태스크를 수행한 후 실시한 설

문 결과는 갑사와 을사에 련하여 각각 (표-1)과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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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을사 설문조사 결과
Table 2. The result of survey on Eul

에 정리되어 있다. 만족도가 낮은 설문 항목에는 그 면을 

짙은 색으로 표시하 고, 만족도가 높은 항목의 경우에

는 무색으로 표시하여 이를 구별하 다. 한 각 표에서 

A부분은 만족도가 낮은 응답자들의 빈도수의 백분율을 

표시하는 것이며, 이와 반 로 B부분은 만족도가 높은 

응답자들의 빈도수의 백분율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체 인 만족도를 알 수 있다. 

(표-2)에서 을사의 콜 센터는 많은 항목(n-5, n-6, n-8, 

n-9, n-11, n-13, n-17)에서 색이 짙게 표시된 것을 볼 수 있

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한, A부분이 38.68%로 만족도가 좋은 응답자가 낮은 응

답자를 나타내는 B부분(32%)에 앞선다. 이에 반해 (표

-1)의 갑사 콜 센터의 경우는 일부 소수의 항목(n-8, n-17)

에서만 짙은 색 부분을 볼 수 있어 많은 수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음을 보이고 있다. 

체 으로 (표-2)의 A와 B부분의 수치 합을 비교해 

볼 때 B 부분이 51.57%로 반 이상을 차지하며 A부분 

보다 크게 나타나 체 인 만족도 한 큰 것을 알 수 

있다. 

항목별 만족도와 체 인 만족도를 비교하 을 때, 

두 곳의 콜 센터에서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는 

메뉴 체계의 형태에 따른 사용만족도의 연 성이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결과

들을 토 로 하여 메뉴 체계와 사용만족도에 연 된 문

제 들을 논의해 보겠다.

 

4.1 ARS 메뉴체계상의 사용성 해 요소분석

메뉴의 체계가 크고 깊은 을사의 경우 사용자가 원하

는 메뉴를 찾아가 일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

다. 만족도 평가에서 n-5(메뉴의 체계성), n-6(메뉴 찾기

의 편리성), n-9(메뉴명의 표성부족), n-11(메뉴에 

한 한 도움말의 제공여부) n-13(진행 인 업무의 이

해도) 등 다수의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별히 

n-5(12명)와 n-6(12명)에서 한 차이를 보이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것이 사용자로 하여  체 인 사용만족을 낮게 

갖게 하는 요인이 메뉴체계 상의 문제에 있음을 나타

낸다. 메뉴체계 사용성 문제에 해, 설문조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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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터뷰내용을 바탕으로 네 가지의 해요인을 분

석한다.  

4.1.1  메뉴 구조의 복잡성 문제

메뉴의 체계에서 유발된 문제로 먼  구조의 복잡성

을 들 수 있다. 갑사의 경우 최상 의 메뉴가 2개로 구성

된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을사는 6가지의 메뉴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차이에서 사용상의 어려움이 있었

던 것을 추정 할 수 있다. 그 증거로 n-6(메뉴 찾기의 편리

성)항목과 n-13(진행 인 업무의 이해도) 그리고 n-5(메

뉴의 체계성)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불만요인을 

물어보는 인터뷰 응답내용에서도 “메뉴목록이 많아 이

해가 가지 않는다”,  “을사는 메뉴를 듣다 보면 헷갈린

다”, “메뉴의 길이가 길어서 불편했다” 등의 응답들을 

다수 볼 수 있었다. 

 

4.1.2  메뉴명 표성 부족 문제

상  메뉴의 하  메뉴에 한 포 성과 하 항목의 

구성에 한 측도를 평가를 목 으로 하는 항목인 

n-9(메뉴의 이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 을

사의 ARS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명확하지 못한 메뉴명

으로 여러 명의 피실험자가 원하는 서비스 항목을 찾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 다. 이는 사용자가 메뉴명의 이해

에서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실패들은 즉시 

사용성의 불만족으로 표출되어 추후 사용여부에서 부

정  결과를 가져왔다. 

를 들어 을사의 콜 센터 사용자 인터뷰에서 H는 

“최상  메뉴의 의미가 무 포 이어서 원하는 메뉴

(주문상황조회, 반품)를 못 찾았다”고 하 다. 이는 한 

사용자에게 있어 각 메뉴는 하 메뉴로 연결되는 고리

의 역할로써 그 구성에 있어서 상 개념과 하 개념의 

연결  계로 형성되어 있기를 기 함을 보여 다. 사

용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기 에 부합되는 메뉴의 연결

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상  벨의 단계로 돌아가

야 했다. 이는 다시  시간을 들여 탐색을 해야 하는 추

가  노력을 요구하고, 그로 인해 사용성의 해를 가져

왔다.

 

4.1.3  사용자 치 인식의 어려움

 하나의 요한 발견으로 사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치를 악하는 것에 불편함을 보 다는 것이다. n-13

( 재 진행 인 작업 상황을 알 수 있는가?)에서의 반

에 가까운 45%의 사용자가 낮게 평가를 한 것이 이를 증

명한다. 

사용자가 체구조 속에서 자신의 치를 악하기 

어렵다는 것은 메뉴체계 내에서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 등의 두 가지 방향에서 원하는 메뉴명과 재 치

한 메뉴명 사이에서의 거리 차이를 인지하는 것에 있어

서 그 문제 을 보인 것이다. 이는 앞의 두 가지 문제, 구

조의 복잡성과 메뉴명 표성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종

속  문제라 볼 수도 있다. 한 복잡한 메뉴체계 구성에

서 물리  잠시성(temporality)의 문제[11]를 가진 음성신

호를 기억하여 치인식에 참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었던 것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구조인지 문제에서 더욱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남성의 경우 갑사와 을사에서 원하는 메뉴

를 찾아가는 것과 진행 의 치를 악하는 것이 사용

성 만족에 큰 향을 주지 않았지만 여성의 경우 만족도 

해요소로써 작용을 하 다. 

 

4.1.4  메뉴 간 이동의 어려움

메뉴간의 이동 문제는 갑사와 을사 두 곳의 ARS 

모두에서 도출된 문제로써 비교  만족도가 우수한 

갑사에서도 동일하게 피실험자로부터 나쁜 평을 받

았다. 

사용자가 하는 메뉴가 택한 상 메뉴의 하 벨

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메뉴항목 찾기에 실패를 한 경

우에 이 의 벨로 이동하여 다시  하  단계의 메

뉴를 찾기 한 시도를 한다. 그리고 메뉴간의 이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메뉴의 재청취가 있다. 놓치고 지나

간 메뉴명 는 시간이 지남으로 인하여 기억하지 못

하는 내용들을 다시 듣기 한 것이다. 음성신호는 짧

은 시간 동안만 존재하는 것뿐 만 아니라 청자가 음성

으로 달되는 정보를 머릿속에서 짧은 시간 동안만 

기억하는 잠시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11] 이런 

기회를 다시  획득하기 하여 상하  벨 사이 혹

은 같은 벨 메뉴간의 자유로우며 쉬운 이동을 필요

로 한다. 

인터뷰에서도 “원하는 부분 다시 듣기가 안 된다” 와 

“  메뉴 돌아가기가 잘 안 되어있다”라는 응답을 하

다. ARS의 개선 에 한 의견에서도 “상하  벨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꼽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응답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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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연결을 통한 ARS 서비스 이외의 다른 서비스 사

용이 꺼려진다는 반응을 보 다. 

 

4.2  토론 

우리는 ARS 메뉴체계상의 사용성에 한 4가지의 문

제 들을 발견하 고 이에 하여 논의해 보았다. 이번 

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한 지침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구조의 단순화를 들 수 있다. 이용자들은 많은 

항목의 메뉴구성보다도 은 수의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 구조에서 보다 좋은 만족감을 나타내었

다. 이 의 메뉴 구조의 넓이와 구조에 한 실험연구

에서도 5개 이하가 정하다 하 다[7]. 을사의 경우는 

이와 비교해도 그 수가 많은 6개의 상 메뉴를 갖고 있

었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토로한 바 있다. 따

라서 이용자의 만족도 개선과 유용한 ARS의 설계를 

하여서는 구조의 단순화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

이다.

한편으로, 구조의 단순화는 서비스항목의 감소라는 

양면성(Trade-off)을 가지고 있다. 구조를 단순화 하는 만

큼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 는 제한 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원하는 

각 업종별로 ARS 메뉴의 용도  정의에 한 어느 정도

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사 에 해당 업종에

서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정의된 메뉴 시스템은 사용자

와 개발자 상호간의 소통을 통하여 메뉴구성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발자는 사용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요하다. 

다음으로, 메뉴명이 명확성을 띄는 것이 요하다. 일

상생활에서 업무의 수행을 해 해당 장소를 찾아갈 경

우 재 자신의 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최단시간을 들

여 목 지에 도달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에 집 을 한

다. 이와 마찬가지로 ARS에서도 재의 치와 도달하

고자 하는 치의 차이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찾아가는 

경로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 청각  정보에만 의존

하는 ARS는 이를 해서 상하  벨간의 구조  흐름

을 악이 가능하게끔 한 메뉴 명칭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개발자가 메뉴명의 명명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 하

는 단어와 연상되는 의미가 일치해야 한다. 피실험자들

이 메뉴명에 한 이해가 어려워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 것이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개발자의 의도와 사용자의 의도가 서로 다른 상을 두

고 노만은 컴퓨터와 사용자 사이에 평가/실행의 바다

(gulfs of evaluation/ execution)가 흐른다고 표 했으며

[12], 로빈슨과 배논은 존재론  표류(ontological drift)라 

하 다[13]. 

ARS 역시 인간–컴퓨터 간의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

다. 올바른 의사소통을 해 배경이 되는 어휘  체계의 

동일성이 요하다. 메뉴명은 개발자가 컴퓨터를 통하

여 인간에게 달하는 정보를 담는 과정(coding)으로 이

를 해석(decoding)하는 인간으로 하여  의미의 괴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쉬나이더만이 말했듯, 인간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은 인간-컴퓨터의 의사소통 과정

을 이해하는 좋은 모델[14]이 되기 때문에 이를 동일하

게 바라보고 시스템 구성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음성정

보의 언어  요소 한 ARS 설계과정에서 요하게 고

려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쉽고 신속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게끔 하기 해서는 사용자의 언어체계와 지식체계, 

문화  특성 등 다양한 경험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배

경지식을 고려하여 정보 달체계의 구성방식을 설계

하여야 한다. 이는 음성 신호와 정보간의 연 성

(mapping)을 사용자가 익숙하여 이해가 용이한 언어의 

사용과 사용자의 편의에 부합하는 메뉴체계의 구성 등

으로 디자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하여 미시  

요소인 메뉴명과 거시  요소로써 메뉴명들의 결합구

조인 메뉴체계가 사용성에 미치는 향을 아는 것이 

요하다

끝으로 실험 상이 된 인터넷 서 이라는 동일한 업

종의 콜 센터 간에 존재하는 차이 과 그로 인한 사용성

의 향에 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사용자는 경험을 

통하여 자신이 하게 되는 도구의 용도와 구성에 한 

측을 한다.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을 경

우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 자 거를 탈  아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쉽게 배우는 것과 같은 섭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  우리가 살펴본바 두 곳의 콜 센터의 경우 유

사한 듯 보이나 그 통일성과 유사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둘  어느 하나를 사용하고 난 후에 축

된 경험이 다른 하나의 시스템을 사용할 때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동일 업종과 취 하는 상의 목표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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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ARS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이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결국, 사용자(청자)를 고려하기보다는 개

발자와 보 자의 목표 에 지향한 설계로 인하여 발생

된 것이다. 사용자의 경험  요소의 강화를 통한 시스

템 사용에 한 측과 시스템에 한 응을 높이기 

하여 유사목  혹은 업종 등의 분류에 따른 시스템 

구조와 메뉴명 등의 통일화가 실히 요구 된다고 생각

된다.

 

Ⅴ.  결론

 

지 까지 GUI에만 집 되어온 연구로 인하여 그 연

구가 부족한 VUI와 TTI를 기반으로 한 ARS 사용성 실

험 연구를 실시하여 발견된 메뉴체계상의 네 가지의 

해 요인들을 제시하 다.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기 

한 개선방향에 하여 논의하여 보았다. 여 히 ARS설

계를 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라는 큰 문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부분 이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노력으로써, 앞으로의 ARS설계자들에게 메뉴

체계 구성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한

다. 추후에도 이와 같은 ARS 설계 가이드라인 구축을 

한 사용자 심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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