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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Conversation 

Context and Vocal Emotion 

Expression of Robot on the User 

Perception 

Hwang, Gil Hwan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the increasing useof interactive agents centering on smart 

speakers indicates that the future of daily conversation with social robots in 

the home is not far. However, users may experience the voice of the current 

conversational agent and the robot to be unnatural as they only use a limited 

tone of voice. Especially, to apply sociality of robot, proper emotional 

expression for dialogue context is an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robot 's vocal 

emotion expression on user' s attitude in various contexts in order to design a 

natural tone of voice for social robot. Study1, which was conducted using 

Calibration method for a total of 35 participants, confirmed that happy voice, 

calm voice and sad voice of robot that is created by the text-to-speech 

system can transmit the intended emotion of voice respectively to 

participants. Based on the speech synthesis criterion, Study 2 and Study 3

investigated the most appropriate robot voices for each task-oriented and 

relational conversation situation by video scenario method. Study 2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31 participants and it has found that the most 

preferred robot voice in task-oriented situations was a happy voice and a 

calm voice. Study 3 was conducted on a total of 64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tudy 3, users preferred robot with happy voice and calm 



voice during the conversation of positive content and on the other hand, calm 

voice robot was mostly preferred during the conversation of negative content. 

This study made contribution in sense of proposing synthesis criteria of 

computer voices that contain emotions in the Korean-based speech synthesis 

system.  Also, this study newly contributed to robot’s emotion expression 

research in terms of discovering vocal emotion expression effect in domestic 

human-robot interaction context. 

Keywords : Human-Robot Interaction, Conversational Agent, Affective 

Computing, Vocal Emotion Expression, Robot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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