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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챗봇이란 인공지능 기반으로 인간과 대화하는 로봇을 일컬으며, 요청과 응답구조로 운영되는 인공지능 프

로그램을 말한다. 챗봇은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 기존 사

용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학습하여 인간이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챗봇을 사용하는 회사는 

인건비를 줄이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어 활용 효율성이 높은 편이

다. 그러나 회사가 챗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용

자는 챗봇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챗봇 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인공지능 특성이 챗봇 서비스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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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챗봇이란 인공지능 기반으로 인간과 대화하는 로봇을 일컬으며, 

요청과 응답구조로 운영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말한다. 챗봇은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소프트웨

어로 기존 사용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학습하여 인간이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연어를 

사용하여 인간과 대화하는 로봇은 1966년 최초로 Eliza라는 프로그램

이 개발되며 탄생되었다. Eliza라는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소개가 

된 이후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딥러닝, 머신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과 로봇 사이에 대화를 하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를 챗봇이라 명명하게 되었다. 챗봇은 사람이 

대화하듯 인공지능 혹은 로봇과 대화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시스템

이다. 사용범위에 따라 대화형 에이전트(Conversation Agent), 인터

페이스 에이전트 (Interface Agent), 체화된 대화형 에이전트

(Embodied Conversational Agent), 가상 동반자(Virtual 

Companion), 가상 도우미 (Virtual Assistant)로 나눌 수 있다. 

최근의 챗봇은 컴퓨터의 처리속도와 비약적인 데이터의 축적, 고도

의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져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과거 대화 이력, 

위치정보와 시간대 등을 고려한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챗봇을 활용하는 기업은 인건비 절감과 빅데이터 

기반의 전문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활용의 효율성

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챗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사용자

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용자들의 

만족도나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AI 

특성이 사용자들의 챗봇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

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챗봇

음성인식,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등 인공지능 관련 기술은 사용자 

맞춤형 Virtual Agent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Virtual 

Agent는 명령방식에 따라 아래의 Table. 1처럼 3가지 개념을 포함한

다. 음성인식 기반 지능형 가상 비서(Intelligent Virtu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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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텍스트 기반의 챗봇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Terms Definition Authors 

V i r t u a l 

P e r s o n a l 

Assistant

A software application that 

provides information or 

performs tasks through a 

c l o u d - c o n n e c t e d 

smartphone, tablet, computer, 

or specific device according to 

the user's voice (text) 

commands.

Carter[1]

Intelligent 

V i r t u a l 

Assistant 

Software consisting of mobile 

devices, mobile applications, 

and user interface 

technologies (text-to-speech, 

speech recogniti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tc.) 

that perform functions by 

online information and 

provided input data

Walimbe 

[2] 

Intelligent 

P e r s o n a l 

Assistant 

Secretarial software to perform 

personal work or services: The 

ability to perform work is based 

on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weather, traffic, news, stock 

prices, personal schedules, 

etc.), including user command 

and location awareness, and 

various sources of origin.

Beal[3]

Table 1. Virtual Agents Types

이처럼 챗봇은 Virtual Agent 서비스로 인간과 대화하는 인공지능 

기반 로봇을 의미하며, 요청과 응답구조로 구성되는 인공지능 프로그

램을 뜻한다[4]. 챗봇에 사용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들은 

자연어처리기술, 패턴인식 기술, 시맨틱 웹기술, 텍스트마이닝 기술, 

그리고 상황인식 컴퓨팅 기술 등이 있다[5]. 

최근 챗봇은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져 사용자의 과거 대화 

이력, 시간대, 위치정보, 개인정보를 고려한 정보를 제시하고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III. Methods

본 연구는 AI 기반 챗봇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식별한다. ECT (Expectation Confirmation Theory)

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통성 결합하여 연구 모델을 수립했다. 기존의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측정 항목을 도출했으며, 리 커트 7 점 척도를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수집 된 데이터의 인구 통계 

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SPSS 23.0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분석을 

수행한 다음 SmartPLS 3.3을 사용하여 측정 모델의 확인 요인 분석 

및 구조 방정식 모델을 분석했다.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특징이 챗봇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챗봇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학문적, 실질적인 영향 및 향후 방향에 대한 토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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