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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에이전트 상호작용에서 선행 발화가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

- 스마트홈 맥락에서 대화 유형 조건을 중심으로 -

The Effect of Preceding Utterance on the User Experience
in the Voice Agent Interactions

- Focus on the Conversational Types in the Smart Home Context -

강예슬*, 나경화**, 최준호***

Kang Yeseul*, Na Gyounghwa**, Choi Junho***

요 약 이 연구는 스마트 홈 환경에서 대화 주제 유형에 따라 음성 에이전트의 선행 발화 방식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과제 중심적 대화와 관계 중심적 대화의 두 가지 대화 유형을 바탕으로, 스마트 스피

커의 발화 방식을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로 구분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온라인 실험을 진행하여 총 62

명의 참가자를 발화 방식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대화 유형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진행하게 하고, 호감도, 심리

적 저항감, 지각된 지능의 사용자 경험 요인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대화 유형 중 과제 중심적 대화에서 호감도의

주효과가 나타났고, 발화 방식에서 선행 발화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선행 발화 방식은 과제 중

심적 대화에서 호감도와 지각된 지능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주요어 : 대화형 에이전트, 스마트 스피커, 사용자 경험, 음성 상호작용, 선행 발화

Abstract The study aim to test the effect of voice agent’s preceding utterance type on the user experience in 
the smart home contexts by conversation types. Based on two types of conversation (task-oriented vs. 
relationship-oriented conversations) and two types of utterance (preceding vs. response utterances), four different 
scenarios were designed for experimental study. A total of 62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y 
utterance type, and exposed to two scenarios of the conversation types. Likeability, psychological reactance, and 
perceived intelligence were measured for the user experience of conversational agent. The result showed main 
effects of likeability in task-oriented conversations, and of psychological reactance in preceding utterances. The 
interaction effect demonstrated that preceding conversation improved the likeabilitty and perceived intelligence in 
the task-oriented conversations.

Key words :  Conversational agent, Smart speakers, Voice interaction, User experience, Utt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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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스마트 스피커는 가정 환경에서 음성인식 기반의 서

비스 활용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다. 2019년 전 세계 스

마트 스피커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1억

2,460만 대 였다[1]. 같은 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음성

인식 기반 스마트 기기의 누적 판매는 861만 대를 기록

했다[2]. 스마트 스피커뿐 아니라 냉장고 등 가전기기에

탑재된 대화형 에이전트가 스마트 홈의 허브 역할을 하

게 되면서, 음성 유저 인터페이스(VUI: Voice User

Interface)는 정보 검색이나 업무 처리 등 목적 지향적

인 업무뿐 아니라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수행하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으로 진화하고 있다. 스마

트 스피커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지만, 많은 사용자들은

대화형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3]. 즉, 대화 상대로서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한 호감도가 낮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행위에 대

해 심리적 저항을 느낄 수 있다. 대화형 에이전트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은 사용자의 질문이나 명령을 에이전트

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즉,

대화형 에이전트의 지능 수준이 낮다고 인지하는 사용

자는 스마트 스피커의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덜 활용하

게 된다. 아마존 알렉사(Alexa)와 구글 어시스턴트

(Google Assistant)의 스마트 스피커는 단답형 대화에

서 벗어나 연속형 대화가 가능한 대화형 에이전트로 진

화하고 있으며, 인간-인간 대화 방식에 가까운 대화형

인터랙션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먼저 웨

이크업 콜(wake-up call)을 통해 호출하여 질문이나 명

령을 한 후에 에이전트가 반응하는 현재의 후행 발화

방식 때문에 사용자는 기능하지 않는 명령어를 입력하

기 쉽고, 이에 따른 오류의 발생은 스마트 스피커의 기

능적인 미흡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스마트 스피

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 사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이러한 유저 선행 발화 방식에 기인한 오류 발생을 줄

이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기능을 에이전트가 찾아

먼저 사용자에게 제안하거나 에이전트의 질문에 사용

자가 답하는 에이전트 선행 발화 방식이 해결점이 될

수 있다. 에이전트가 먼저 말을 걸거나 자신에 대한 소

개를 하면서 유도되는 에이전트 자기노출(self

exposure)의 증가는 유저-에이전트간 친밀감을 형성하

고 호감을 높여, 스마트 스피커의 지속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4]. 그러나, 에이전트 선행 발화 방식은 사

용자의 주도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감

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 발화 방식이 기존의

후행 발화 방식에 비해 인지된 지능과 호감도를 높이는

긍적적 효과가 있는지와 심리적 저항을 유발하는 부정

적 영향이 있는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음성 대화 데이터의 축적과 인공지능 언어처리 기술

의 발전에 따라, 스마트 스피커는 단순 명령 수행을 넘

어 일상에서의 대화 상대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

며, 이 때 에이전의 선제 발화 방식이 매우 효과적인

대화형 인터랙션 디자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

양한 대화 유형에서 대화형 에이전트의 선행 발화 방식

이 스마트 스피커에 대한 경험 인식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선행 발화의 긍정

적 효과가 검증된다면, 향후 상품 추천, 상담, 진단, 위

급 상황 대처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홈 환경에서 스마트 스

피커의 선행 발화 방식이 현재의 후행 발화 방식에 비

해 사용자 경험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지 검증하는 것이다. 스마트 스피커 음성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자 경험은 인지된 지능, 호감도, 그리고 심리

적 저항감의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분석

하였다. 또한, 스마트 스피커의 이용 동기와 목적에 따

라 대화의 유형을 과제 중심 – 관계 중심으로 구분하

여, 대화 유형에 따른 선행 발화 효과 차이를 나누어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발화 방식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더 똑똑하다고

인지하게 하며, 에이전트에 대한 호감을 더 높이고, 심

리적 저항감을 낮추어주는가? 둘째, 선행 발화의 효과

는 대화의 유형, 즉 과제 중심적인 대화 내용인지, 관계

중심적인 대화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지는가? 이 연구는

실험 연구 방법을 통해 발화 순서와 대화 유형의 효과

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의 조건에 부합하는 대

화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실험 분석을 기반으로 선행

발화 방식의 사용자 경험 증진 효과와 대화 내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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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변화 여부를 검증하고, 후속 인터뷰 내용을 보조적

으로 활용하여 결과 해석과 UX 디자인 실무 차원의 솔

루션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화형 에이전트 대화 방식

대화형 에이전트(conversational agent)란 자연어를

입력받아 분석 및 응답 처리를 거친 후 다시 자연어로

출력하는 형태로 사용자와 대화하는 인공지능 알고리

즘을 의미한다[5]. 최근에는 스마트 가전, 자율주행 자

동차 등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유형의 대화형 지능

시스템(conversational intelligent system)으로 정의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보급된 스마트 스피커를 기반으로 하는 음성 대화형 인

터랙션 시스템으로 정의한다. CASA(Computers Are

Social Actors) 패러다임 기반의 기존 연구들은 에이전

트가 도구적인 용도를 넘어서 인간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입증해왔다. 이 패러다임은 인간과 에

이전트의 상호작용에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심리학

분야의 이론을 적용하는 전환점을 제시하였다. 인간이

컴퓨터 또는 인터랙션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때 에이전

트가 표현하는 미세한 사회적 단서를 통해서도 인간-

인간 상호작용과 유사한 사회적 행동과 기대를 나타내

는 경향이 있을을 많은 실증적 연구들이 검증해왔다.

현재 대화형 에이전트는 음성 명령 전 호출어를 사용하

는 후행 발화 방식이다. 유저와 대화형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은 호출 명령어로 인해 대화의 주고받음

(turn-taking)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과 대화하는

것 같은 상호적이며 자연스러운 경험을 갖기 어렵다.

사용자들은 상황에 따라 에이전트가 먼저 말을 거는 능

동적 대화 방식, 곧 사람간의 턴 테이킹 대화 방식이

가능한 선행 발화 방식의 에이전트를 기대하고 있다[6].

그러나, 대화형 에이전트가 연속적 대화의 주도권을 가

지는 선행 발화가 사용자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2. 경험 요인: 호감도, 심리적 저항감, 지각된 지능

스마트 스피커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능동적 선제 발

화에 대한 사용자의 대화 경험은 상대가 어느 수준의

대화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지각된 지능, 자기노출에

따른 에이전트에 대한 호감도 형성, 사용자 주도권과

통제감의 침해로 야기되는 심리적 저한감을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요인들은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음성 에이전트와의 지

속적 사용과 다양한 정보 서비스 활용에 큰 영향을 주

기 때문이다. 호감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감정을 뜻한다[7]. 에이전

트의 정서표현은 피험자에게 더 많은 호감을 이끌어내

며, 이 결과는 관계 중심적 대화뿐 아니라 과제 중심적

대화에서도 확인되었다[8]. 심리적 저항감은 심리적 저

항 이론(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 PRT)에서

소개된 개념으로, 자신의 자유 또는 주도권이 침해당하

거나 위협 받는다고 느끼는 감정이다[9]. 이는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등장할 때 혁신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

도로 정의되기도 한다. 대화형 에이전트의 지능적 속성

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기대 격차에 대한 연구에서

대화형 에이전트의 자율적인 추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 발생함이 밝혀졌다[6]. 하지만 특정한 맥락에서의 에

이전트 선제 발화, 예를 들면 심심할 때 대화형 에이전

트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기 때문에 맥락의 기준을 구분하여 선제 발화

기능을 제공한다면 음성 대화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지각된 지능

(perceived intelligence)이란 인간 로봇 상호작용(HRI)

에서 생성된 개념으로,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로봇의

지능 대신 사용자가 로봇의 지능을 인식한 정도를 측정

하여 개념화한 것이다[10]. 사용자는 자동화 또는 지능

형 시스템에 대해 완벽한 성능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

어, 에이전트의 실제 성능과 사용자가 지각한 지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11]. 에이전트와 사용자간 대화 주도권 화자-청자(선행

발화), 혹은 청자-화자(후행발화) 방식에 따라 지각된

지능에 차이가 생기는지의 여부는 아직 많은 연구 결과

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화 내용의 유형에 따른

차이도 아직 충분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3. 대화 목적에 따른 사용자 경험 효과

대화란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맥락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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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참여자간에 주고받기 상황의 언

어 행위이다[12]. 인간과 인공지능 에이전트 간의 대화

분석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인간-인간 대화

의 상황 맥락과 발화 구조를 연구하는 대화 분석론을

기본적인 분석 프레임워크로 사용하고 있다. 대화 행위

는 대화의 목적, 관계 등에 의해 유형을 나눌 수 있는

데, 이를 관계 중심적 대화와 과제 중심적 대화, 행위

동반적 대화로 분류 및 정의할 수 있다[13]. 그 중 관계

중심적 대화는 특정한 목적이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수다나 잡담 등의 대화를 나

누는 것을 의미하며, 과제 중심적 대화는 대화 참여자

들의 의사소통 목적에 발화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과제

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는 유형을 뜻한다. 가치모형

(value model)에서 관계 중심적 대화는 유희적 가치를

제공하며, 과제 중심적 대화는 기능적 가치를 제공하게

된다. 가치모형은 사용자가 시스템이 자신에게 어떤한

가치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심성모형으로, 가

치모형에 따라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의 주요한 속성

이 달라지게 된다[14]. 유용한 에이전트 설계를 위해선

사용자가 대화형 에이전트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가

치모형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 대화

분석론의 개념을 응용하여 대화 유형을 나누고, 각각의

대화 유형 안에서 어떠한 발화 방식이 사용자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실험 설계

이 연구는 대화 유형(과제 중심적 대화 – 관계 중심

적 대화)과 발화 방식(후행 발화 – 선행 발화)을 처치

변인으로 하여 2 x 2 이원 분산 분석 방법으로 설계하

였다. 대화 유형은 주제가 다른 스크립트로 학습효과가

발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집단 내 설계방법

(within subject design)으로, 발화 방식은 집단 간 설계

방법(between subject design)으로 하였다. 온라인 실험

후 설문 측정을 통해 두 처치변인이 참여자의 사용자

경험, 즉 호감도(Likeability), 심리적 저항감

(Psychological reactance), 그리고 지각된 지능

(Perceived Intelligence)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설문 항목은 리커트형 7점 척도 (1점 = 매우 그렇지 않

다, 7점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고, 응답자의 성실한

응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 항목 중 역문항을 배

치하였다.

2. 실험 환경과 처치물 제작

COVID-19 상황으로 실험실에서 대면 조사가 불가

능하여, 온라인 화상 플랫폼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참

가자들은 각자의 개인 공간에서 실험을 참여하였다. 화

상 미팅 플랫폼은 온라인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되어 참

가자들에게 익숙한 Zoom을 사용하였고, 연구자가 처치

물 화면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실험 참가자와 1:1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스마트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하지만,

일관성 있는 실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12인치

이상의 PC(데스크탑 & 노트북) 스크린을 통해 온라인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실험 처치물은 스마트 스피

커 형태의 대화형 에이전트 이미지와 음성으로 구성하

였다. 대화형 에이전트의 의인화 정도에 따라 사용자

개인별로 정서적 반응, 즉 호감도나 친근감 등이 변화

할 수 있게 때문에[15][16], 에이전트의 시각적 의인화

는 낮은 정도로 통제하여 사람 모습의 캐릭터는 적용하

지 않았다. 상용화된 스마트 스피커 제품들의 표준적인

행태를 참조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이 원통형 스피커

로 단순화하여 시각화했고, 음성 발화 시 상단 링에 불

빛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PowerPoint를 통해 구

현하였다. 대화형 에이전트의 음성은 네이버 클로바 더

빙 베타버전 프로그램에서 여성 캐릭터인 ‘아리’의 음성

더빙 파일을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에이전트와 상호적

인 대화를 주고 받아야 하는 실험 조건에 맞추어 실험

참여자가 대화의 자연스러움을 지각할 수 있도록 에이

전트의 이름(미오)를 부여하였다.

그림 1. 실험 처치물 (대화형 에이전트) 시각화
Figure 1. Visualization of conversational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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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절차

온라인 실험 상황으로 인한 참가자의 몰입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본 실험 진행 전에 사

전 안내와 실험 시나리오에 대한 몰입을 유도하는 사전

세션을 진행하였다. 실험 참가자의 대화형 에이전트 이

용 행태 및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사전 설문을 통해 실

험 전에 미리 수집하였다. 온라인 실험 진행 전에 마이

크 기능을 체크한 후, 구두로 실험 참가 및 음성 녹음

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안내를 진

행하였다. 이후, 스마트 홈 환경의 실험 상황 몰입을 위

해 진행자가 스마트 홈 사진을 화면 공유하며 스마트

가전과 관련된 대화를 실험 참가자와 진행하였다. ‘아이

언맨(The iron man)’, ‘그녀(Her)’ 등 인공지능 비서가

등장하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형 인공지

능 에이전트에 대한 인지적 환기를 유도하였다. 다음

실험에 사용할 대화형 에이전트인 ‘미오’를 소개하고 사

전제작한 미오의 인사말을 실행하여, 자연스러운 연속

대화가 가능한 지능형 음성 에이전트가 있는 1인 가구

개인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용 맥락을 연상하도록

유도하였다. 실험 참가자와 대화형 에이전트간의 대화

상호작용은 사전에 제작한 시나리오 스크립트를 오즈

의 마법사(Wizard of Oz) 방식을 활용하여 실험 집단별

로 다르게 제공하여 진행하였다. 시나리오 대화 주제는

참가자들의 공통된 관심사로 정하기 위해, 가장 큰 사

회적 이슈인 ‘코로나바이러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

람들이 가장 갈증을 느끼는 ‘여행’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2. 실험 상황 몰입을 위한 사전 제공 화면
Figure 2. The screen for immersion in experimental

situations

4. 실험 시나리오 스크립트

대화 유형별 시나리오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이 설계

하였다. 과제 중심적 대화는 <표 1>과 같이 여행이라

는 키워드로 대화형 에이전트를 통해 여행 일정을 짜게

되는 대화 시나리오로 제작하였다. 과제 중심적 대화는

발화의 초점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기능이

며, 이러한 대화는 대부분 ‘목적 지향성’, ‘상호작용성’,

‘전략성’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13]. 따라서, 에

이전트가 여행 일정을 추천하고, 여행 정보를 스마트폰

화면에 시각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대화의 흐름은

여행지 추천을 위해 세부적으로 여행지, 일정, 날짜 선

택을 한 후 예약 확인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관계 중심

적 대화는 ‘코로나바이러스’ 키워드로 대화를 이어나가

는 시나리오 스크립트를 작성하였다. 관계 중심적 대화

는 특정한 목적 없이 사회적인 관계 유지 또는 기분 전

환을 위한 잡답(chat)을 의미하며, 대화의 특성은 화제

전개, 공감적 상호작용, 함축적 발화이다[13]. 그 중 함

축적 발화는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 커

뮤니케이션의 영향이 커 인간 캐릭터 에이전트를 채택

하지 않은 이 실험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화제 전개와

공감적 상호작용 특성을 위주로 <표 2>와 같은 스크립

트를 작성하였다. 특히, 공감적 상호작용은 타인 지향적

정서표현[17], 즉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과 그로 인한 타

인의 정서에 동조하는 형태의 정서 표현 방법을 대화

시나리오에 반영하였다.

표 1. 대화 스크립트: 과제 중심적 대화
Table 1. Conversation scirpt: Task-oriented conversation

에이전트 후행 발화 시나리오
User 미오! 오늘 날씨가 좋네. 여행지 추천해줘.
Agent 요즘 여행 가기에 좋은 날씨네요. 코로나로 인해 사람이
많이 있는 관광지보다 사람이 적고 자연이 아름다운 휴양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User 응. 좋아. 당일치기로 떠날 수 있는 곳으로 찾아봐줘.
Agent 찾아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용비지라는 넓은
초원이 있는 서산도 요즘 인기가 많은 여행지이고, 산과 바다가
함께 있는 변산 부안도 좋을 것 같아요.
User 어디가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Agent 추천 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송해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여행 목적지 추천

이미지 노출>

User 미오! 서산의 일정 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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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화 스크립트: 관계 중심적 대화
Table 2. Conversation scirpt: Relationship-oriented
conversation

에이전트 후행 발화 시나리오
User 미오! 오늘 코로나 확진자 몇 명이야?

Agent 오늘 집계로 또 100명이 넘었네요. 줄어드는가 싶으면
다시 확산되는 느낌이에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네요.

User 너무 답답한데 언제 끝나려나?

Agent 마음편하게거리를돌아다니거나여행을다니기엔어려운
게 현실이네요. 오늘도 집에만 있었네요.

User 미오! 너도 불안한 감정을 알아?

Agent 저는그감정을 100% 이해할수는없지만, 데이터를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지, 또 불안해하는지 알 수
있어요.

User 니가 사람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

Agent 사실다 알지못해도 힘든 일이 있을때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지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만으로도 힘든
마음이 풀릴 때도 있거든요. 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래요.

에이전트 선행 발화 시나리오
Agent 이번 주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다시 100명대로
늘어났어요. 확산 속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른 거
같네요.

User 너무 답답한데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네.

Agent 안타깝지만 예전처럼 마음 편하게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여행을 다니기엔 어려운게 현실이네요. 오늘처럼 집에만 있기에
너무 답답하죠?

User 응. 놀러 나가고 싶어.

Agent 얼른 백신이 개발되어야 할텐데 말이에요. 백신이 나오면
지금만큼 불안하진 않겠지요?

User 나도 지금은 좀 불안해.

Agent 저는그감정을 100% 이해할수는없지만, 데이터를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지 또 불안해하는지 알 수
있어요.

User 네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많구나.

Agent 사실다 알지못해도 힘든 일이 있을때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지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든
마음이 풀릴 때도 있거든요. 좀 위안이 되세요?

User 응. 나도 위안이 되네.

Agent 네. 그럼말씀하신여행지의추천일정을전송해드릴게요.
휴양림장 입장 등록 예약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여행 일정 추천 이미지 노출>

User 미오! 휴양림장 10월 말 토요일에 입장 예약해줘.
Agent 10월 말 토요일로 예약되었습니다. 예약된 내용은
핸드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굿나잇.

에이전트 선행 발화 시나리오
Agent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여행을 떠나기에 무척 좋은
날씨인데 여행 계획을 짜보는 게 어때요?
User 그래 추천해줘.
Agent 코로나때문에사람이많은관광지보다는힐링일정이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적고 자연이 아름다운 휴양지 어떠세요?
User 응. 좋아.
Agent 찾아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당일치기로 떠날 수
있는 근교에서 찾아봤어요. 용비지라는 넓은 초원이 있는 서산이
있고, 산과 바다가 함께 있는 변산 부안도 있어요. 어디가 더
마음에 드세요?
User 잘 모르겠는데...
Agent 추천 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송해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여행 목적지 추천

이미지 노출>

Agent 어디가 마음에 드세요?
User 서산이 마음에 들어.
Agent 그럼 서산 당일치기 추천 일정 전송해드릴게요.

<여행 일정 추천 이미지 노출>

Agent 휴양림장입장예약이필요한데, 날짜는언제가좋으세요?
User 10월 말 토요일.
Agent 예약되었습니다. 예약된 내용은 핸드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User 고마워.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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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참여자

실험 참가자는 총 62명(여성 42명, 남성 20명)으로,

스마트폰의 대화형 에이전트나 스마트 스피커 사용 경

험이 있는 사람을 온라인 게시판 공고를 통해 모집하였

다.참가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 54.8%, 30대 37.1%, 40

대 이상은 8.1%였다. 대화형 에이전트 사용 기간은 1

년~3년 29.0%, 6개월~1년 24.0%, 3개월~6개월 25.8%, 3

개월 미만 21.0%였다. 선행 발화 그룹과 후행 발화 그

룹으로 나누어 각각 31명씩 무선 할당하였으며, 모든

실험 참여자는 선행 또는 후행 발화 조건에서 과제 중

심 대화와 관계 중심 대화 시나리오를 진행하였다.

6. 변인의 측정

1) 호감도(Likeability)

사용자가 대화형 에이전트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지

속해서 사용하고 싶은 정도를 호감도로 정의하고, 대화

형 인터페이스 평가를 위해 개발된 SASSI(Subjective

Assessment of Speech System Interface)와 Bartneck

등이 구성한 인간 로봇 상호작용 측정 도구를 참고하여

측정 문항을 작성하였다[18]. 8개 항목 중 신뢰도 분석

을 통해 6개의 측정항목을 도출하여 그 평균값을 종속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도출된 측정 문항은 이 대화형

에이전트가(의,를) ‘유용하다’,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었다’, ‘친절했다’, ‘사용이 재미있었다’, ‘사용법을 쉽

게 배울 수 있다’, ‘지속해서 사용할 것이다’이다.

2) 심리적 저항감(Psychological reactance)

대화형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을 원하지 않는 정도,

혹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심리적 저항감으

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대화 유형과 발화 방식이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고자 하였다. Bhattacherjee,

A., & Hikmet, N. (2007), 서하양(2016), 홍성묵 등

(1994)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측정 문항을 작성

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통해 6개 측정 항목의 평균값을

분석에 투입하였다[19][20][21]. 심리적 저항감 측정 문

항은 이 대화형 에이전트와(가,는)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를 간섭하는 것 같았다,’ ‘비교적 안정

적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충고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나의 생활에 방해가 된다’이다.

3) 지각된 지능(Perceived Intelligence)

지각된 지능은 사용자가 인지하는 대화형 에이전트

의 지능 또는 에이전트의 역량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로

정의하였다. 문항은 Warner & Sugarman(1996)과

Bartneck 등(2009)의 연구에서 활용한 평가 항목을 바

탕으로 재구성하였다[22][23]. 신뢰도 검증을 통해 투입

된 측정 문항은 이 대화형 에이전트가(는) ‘유능하다고

느꼈다’, ‘아는 것이 많다고 느꼈다’, ‘책임감이 있다고

느꼈다’, ‘지능적이라고 느꼈다’, ‘센스있다고 느꼈다’,

‘분별 있다고 느꼈다’의 6가지로 구성하였다.

Ⅳ. 결과 분석

1. 호감도

실험 결과 분석에 앞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측정 변인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모든

변인의 Cronbach‘ α값이 0.7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호

감도는 과제 중심 대화에서는 선행발화(m=5.53,

sd=1.01)가 후행발화(m=5.19, sd=1.09)보다 높았고, 관계

중심 대화에서는 후행발화(m=5.05, sd=1.38)가 선행발

화 (m=4.27, sd=1.73)보다 높았다(<표 3>). 과제 중심

대화에서 선행 발화일 경우가 가장 호감도가 높았다.

이원 분산 분석(ANOVA)을 통해 대화 주제 유형(과

제 중심 – 관계 중심)과 발화 순서 방식 (후행발화 –

선행 발화)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호감도에 대한 대화 유형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F = 8.521, p < .01), 발화 순서는 유의하지 않았

다(<표 4>). 집단 간 평균 차이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

해 부분 η²효과 크기를 확인하였다. 호감도에 대하여

표 3. 발화 방식과 대화 유형에 따른 호감도 평균(표준편차)
Table 3. The likeability average (standard deviation) according
to the utterance and conversation type

구분 후행 발화 선행 발화

과제 중심 대화 5.19 (1.09) 5.53 (1.01)

관계 중심 대화 5.05 (1.38) 4.27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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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유형(η²=.066)은 보통 수준의 효과로 나타났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화 유형과 발화 방식

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 = 5.501, p

< .05, η²= .044).

*p < .05 **p < .01

그림 3. 호감도에 관한 상호작용 효과 그래프
Figure 3. Likeability interaction effect graph

2. 심리적 저항감

심리적 저항감의 경우 평균이 낮을수록 심리적 저항

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심리적 저항감은 과제 중심 대

화에서 후행발화(m=1.80, sd=0.78)가 선행발화(m=2.55,

sd=1.39)보다 낮았고, 관계 중심 대화에서도 후행발화

(m=1.84, sd=0.76)가 선행발화 (m=3.20, sd=1.77)보다 낮

았다(<표 5>). 과제 중심 대화에서 후행 발화일 경우가

가장 심리적 저항감이 낮았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원분산분석 결과, 심

리적 저항감에 대한 발화 순서 방식의 주효과가 유의하

게 나타났다 (F = 15.595, p < .001, η²= .154). 대화 주

제 유형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호

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심리적 저항감: 발화 순서와 대화 유형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Table 6. Psychological reactance: Two-Way ANOVA results
for utterance and conversation type
변인 제곱합 자유도 F p η²

발화 방식 34.599 1 21.883 .000*** .154*

대화 유형 3.728 1 2.358 .127 .019

발화 방식
x

대화 유형
2.911 1 1.841 .177 .015

오차 189.726 120

*p < .05 ***p < .001

3. 지각된 지능

지각된 지능은 과제 중심 대화에서 선행발화(m=5.49,

sd=1.02)가 후행발화(m=4.67, sd=1.36)보다 높았고, 관계

중심 대화에서는 후행발화(m=5.28 , sd=1.05)가 선행발

화 (m=4.71 , sd=1.42)보다 높았다(<표 7>). 과제 중심

대화에서 선행 발화일 경우가 가장 지각된 지능이 높았

다.

표 4. 호감도: 발화 순서와 대화 유형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Table 4. Likeability: Two-Way ANOVA results for utterance
and conversation type

변인 제곱합 자유도 F p η²

발화 방식 1. 416 1 .800 .373 .007

대화 유형 15.085 1 8.521 .004** .066

발화 방식
x

대화 유형
9.738 1 5.501 .021* .044

오차 212.435 120

표 5. 발화 방식과 대화 유형에 따른 심리적 저항감
평균(표준편차)

Table 5. The Psychological reactanc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ccording to the utterance and conversation
type

구분 후행 발화 선행 발화

과제 중심 대화 1.80 (0.78) 2.55 (1.39)

관계 중심 대화 1.84 (0.76) 3.20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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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원분산분석 결과, 발

화 방식과 대화 유형 모두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화 방식과 대화 유형의 지각된 지능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하

게 나타났다(F = 9.997, p < .01, η²= .077).

표 8. 지각된 지능: 발화 순서와 대화 유형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Table 8. Perceived intelligence: Two-Way ANOVA results for
utterance and conversation type
변인 제곱합 자유도 F p η²

발화 방식 .474 1 .313 .577 .003

대화 유형 .202 1 .133 .716 .001

발화 방식
x

대화 유형
15.143 1 9.997 .002** .077

오차 181.783 120

**p < .01

그림 4. 지각된 지능에 관한 상호작용 효과 그래프
Figure 4. Perceived intelligence interaction effect graph

4. 인터뷰 분석

실험 후 참여자와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며 참여자들

의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인지 정도 및 향후 기대심리,

그리고 대화 방식 선호의 이유를 확인하였다. 질문은

현재 스마트 홈 환경에서 대화형 에이전트에 대한 이용

행태, 태도와 기대, 그리고 대화 유형과 발화 순서 방식

에 따른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 느낌으로 구성하였다.

에이전트와의 대화 유형에서 과제 중심적 대화를 선호

하는 사람은 81%, 관계 중심적 대화를 선호하는 사람

은 19%였다. 주목할 점은 관계 중심적 대화 선호자들

의 발언에서 외로움, 대화, 교감, 위로 등 감정과 관련

된 단어들이 자주 포함된 것이다. 대화 유형별 구분에

서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격에 대한 분류가 같이 필요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발화 순서 방식 중 선행 발

화에 대해 긍적적 반응을 한 참여자가 79%를 차치하였

다. 후행 발화 실험을 진행했던 대조군 그룹중 71%가

긍정을 표현했고, 선행 발화 실험을 진행했던 실험군

그룹은 87%로 더 높은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구체적

으로는 ‘인공지능 대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나중에는 편할 것 같다’ 등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이

주로 표현되었다. 실험군 그룹은 선행 발화의 실험 시

나리오를 경험하면서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이 수월하

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스마트홈 맥락에서

발화의 타이밍에 대해 자주 언급한 것이다. 타이밍이

맞지 않는 대화형 에이전트의 발화는 ‘짜증 난다’, ‘성가

시다’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타이밍이 맞으면

‘유용하다’, ‘편리하다’, ‘고맙다’ 등의 감정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상황,

환경을 인지하여 대화 순서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를 기대하는 사용자의 니즈가 강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1. 요약 및 해석

이 연구는 대화 시나리오 실험을 통해 스마트 홈 맥

표 7. 발화 방식과 대화 유형에 따른 지각된 지능
평균(표준편차)

Table 7. The perceived intelligenc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ccording to the utterance and conversation
type

구분 후행 발화 선행 발화

과제 중심 대화 4.67 (1.36) 5.49 (1.02)

관계 중심 대화 5.28 (1.05) 4.7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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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대화형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 중 대화 주제의

유형과 발화 순서 방식이 사용자 경험 제고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화 유형은 과제 중심적

대화와 관계 중심적 대화로, 발화 방식은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총 62명의

실험 참가자를 발화 방식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고

두 가지 대화 유형을 수행하게 하고, 호감도, 심리적

저항감, 지각된 지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이원분

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대화 유형에서는 과제 중심적 대

화가 관계 중심적 대화보다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고,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발화 방식에서는 심리적

저항감의 주효과가 나타났고, 후행 발화보다 선행발화

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더욱 큰 것을 확인하였다. 대

화 유형과 발화 방식의 상호작용 효과는 호감도와 지각

된 지능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과제 중심적 대화 조

건에서는 선행 발화에 대하여 호감도와 지각된 지능이

높았지만, 관계 중심적 대화 조건에서는 선행 발화가

호감도와 지각된 지능에 부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주요

결과에 대해 정량적 실험 분석과 인터뷰 내용을 종합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화형 에이전트와의 관계

중심적 대화보다는 과제 중심적 대화에 대한 기대와 선

호가 높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에서 감정 관련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정서적 교류를 필요

로 하는 서비스에서는 관계 중심적 대화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선행 발화는 대화 유형

등 다른 조건과 매개될 경우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

쳤다. 선행 발화는 심리적 저항감이 높은 상호작용 방

식임에도 불구하고,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선호도가 극

명하게 올라갔다. 즉, 정보의 오류가 적고 사용자의 니

즈가 충족된다면 호감도와 인지된 지능이 높게 평가됨

을 의미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오류 수용이 어려워

서비스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자연어 처리와

대화형 인공 지능 기술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수용되는

시점에서는 서비스 유형과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선행

발화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경우 사용자 경험에 긍정적

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실무적 의의와 대화형 에이전트 발화 설계 제안

상담 및 사회적 교유(social companion)를 주 사용

목적으로 하는 챗봇이나 보이스 봇 서비스들이 많이 소

개되고 있으나, 아직 에이전트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

도하는 선행 발화 방식은 대화 설계(conversation

design)에서 아직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연구의 의의는 조사 환경 구성과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

해 실증 연구가 미비했던 스마트 홈 환경에서 대화 유

형과 발화 방식에 따른 사용자 경험 제고 효과를 탐색

적으로 검증한 데 있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스마트

홈 맥락에서 대화형 에이전트의 발화 순서를 고려한 대

화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제안한다. 첫째, 과제 중심적 대화에서는 사용자의

문제 해결과 사전 알림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 발화 방

식 적용시 심리적 저항감을 낮추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면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캘린더 등 사용자

가 주도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서비스의 경우 선행발

화의 적용과 수준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통

제감을 유지하고 심리적 저항감을 낮추어야 한다. 둘째,

관계 중심적 대화 유형에서는 후행 발화로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과제 중심적 대화에서는 선행발화

의 호감도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후행 발화 조건에서

대화 유형에 따른 차이는 미미했다. 오히려, 후행 발화

조건에서 지각된 지능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심심할

때 사용하고 싶다거나, 혼자 있을 때 말을 걸고 싶다고

하는 사용자의 상호작용 동기는 매우 높으나, 대화의

주고받음(turn-taking)이 자연스럽지 않은 현 시점의

기술적 수준에서 구체적 동기와 맥락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쉽지 않다. 따라서, 에이전트를 적극적 성격의

퍼소나(persona)로 설계하는 것은 향후 인공지능 알고

리즘과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개선되고 축적되어 사용

자의 수용 태도가 향상되는 시점에 적용해야 한다. 인

터뷰 분석 결과, 사용자가 대화형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의 상호작용에 충분히 ‘적응하고,’ ‘익숙해지면’ 과제 중

심적 대화 뿐 아니라 관계 중심적 대화에서도 에이전트

의 선행 발화 방식에 높은 긍정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다양한 퍼소나를 적용한 대화형 에이전

트 설계를 고려해야 한다. 사람들은 에이전트와 대화할

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며, 이는 선호하는 대화 방식

을 규정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즉, 과제 중심적 대화에

서는 에이전트에 비서의 역할을 적용하고, 관계 중심적

대화에서는 친구의 역할을 부여한다. 현재는 하나의 기

기에 하나의 에이전트가 적용되며, 사용자의 선호에 따

라 어투 등 사회적 역할에 따른 대화 방식 옵션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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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스피커와 같이

유형의 물리적 기기에도 각기 다른 퍼소나를 가진 두

개의 가상 에이전트를 설계하여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

다. 즉, 사용자의 상호작용 동기와 대화 주제 유형에 따

라 비서 또는 친구 역할로 설계된 각각의 에이전트를

호출하고 그에 맞는 대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은 충분한 사용자 경험 제고 효

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24].

3. 연구 한계와 후속 연구 제안

이 연구에는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온라

인 실험으로 인한 실험 조건의 통제와 참가자의 몰입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실험 방식은 시간적, 물

리적 제약이 적어 실험 진행에 더 효율적인 장점도 있

었다[25]. 후속 연구에서는 온라인 실험 환경에서 외부

변인을 통제하고, 참가자가 실험 자극에 몰입할 수 있

도록 보다 면밀한 실험 설계를 제안한다. 둘째, 실험 참

가자들은 인공지능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 유경험자로

제한하여 모집하였으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도

와 사용 경력에 따른 기대감과 태도의 차가 컸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에이전트 사용 경력별로

사전 스크리닝과 통계적 통제를 고려하기를 제안한다.

셋째, 온라인 실험 진행의 한계로 과제 중심적 대화와

관계 중심적 대화 시나리오의 실험 순서 효과가 고려한

무선 노출이 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대화 주제를

유형별 하나의 시나리오로 제시하였는데, 일반화를 위

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주제와 유형의 대화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적용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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