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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스마트 스피커가 확산됨에 따라 태스크 지향 음성 

에이전트(보이스 앱)도 등장하고 있다. 태스크 지향 음성 에이전트는 

사용자와 음성으로 인터랙션하고,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며 스마트폰의 앱과 같은 역할을 한다. 다양한 도메인에서 

출시되고 있고, 앞으로 태스크 지향 음성 에이전트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음성 에이전트의 소통 실패 문제는 태스크 지향 음성 에이전트 

사용에서 더 악화된다. 소통 실패는 인간-에이전트 소통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통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이지 않는 음성 인터랙션의 특성과 불완전한 

인공지능에 있다. 이에 더해 태스크 지향 음성 에이전트의 목표는 

한정된 영역에서 사용자의 요청을 정확히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스크 지향 음성 에이전트의 소통 실패는 사용자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인간-에이전트의 소통 실패에 대해 NLU(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NLU는 인공지능에 기반하고 

있는 에이전트에서 사용자 발화의 이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NLU에서 발생하는 에러가 소통 실패의 주요 원인인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대부분 사용법 가이드와 DM(Dialog Management)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소통 실패가 발생하는 NLU 차원의 

접근을 통해 간극을 줄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인텐트 분류 모델의 신뢰도 임계값(confidence 

threshold)을 활용하고자 한다. 인텐트 분류 모델은 NLU의 일부로 

사용자의 발화를 인텐트로 분류한다. 사용자의 발화가 인식되면, 

신뢰값(confidence score)이 계산되고, 가장 높은 신뢰값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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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인텐트와 매칭된다. 신뢰도 임계값보다 신뢰값이 높으면 

매칭된 인텐트로 준비된 답변을 제공한다. 반대로, 신뢰값이 낮으면 

재발화를 요청하거나 할 수 없음을 표하는 fallback 답변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신뢰도 임계값은 에이전트의 성능과 응답 

성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임계값이 인간-에이전트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사용자는 에이전트와의 대화를 통해 

에이전트의 지능을 파악하고 발화 형태를 조정해 나간다. 이때, 

에이전트의 응답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뢰도 임계값의 

변화는 인간-에이전트 소통에 차이를 만들 것이다. 이를 탐색하기 

위해, 1) 프로토타입 제작과 신뢰도 임계값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 2) 

신뢰도 임계값이 인간-에이전트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본 

실험을 진행한다. 

예비 조사에서는 은행 음성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자 니즈 조사와 

신뢰값 분포 조사를 진행했다. 사용자 니즈 조사는 참여자(n=12)에게 

WOZ(Wizard of Oz) 방법으로 구현한 은행 에이전트를 사용하도록 

요청했다. 이를 통해 수집한 발화 데이터를 오픈 코딩하여 은행 

에이전트의 주요 인텐트를 도출했다. 그다음, 신뢰값 분포 조사는 

도출된 인텐트를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여 진행했다. 

참여자(n=10)에게 프로토타입 사용을 요청하여 발화 데이터를 

수집했다. 수집한 발화 데이터의 신뢰값 분석 결과, 신뢰도 임계값 0.3, 

0.5, 0.7에서 에이전트의 응답 성향에 차이가 발생함을 발견했다. 

본 실험은 참여자(n=30)를 모집하고, 서로 다른 신뢰도 임계값을 

갖는 프로토타입을 사용하도록 했다. 참여자는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세 그룹으로 나눴다. 태스크는 In-Scope(IS) 

태스크와 Out-of-Scope(OOS) 태스크를 혼합한 4개의 세트를 

부여했다. 태스크 수행이 끝나면 에이전트의 사용성과 지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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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를 요청했다. 실험의 독립 요인은 신뢰도 임계값(3, 집단 간 

요인) x 스마트 스피커 사용빈도(2, 집단 간 요인) x 세트(2, 집단 내 

요인)이다. 종속 요인은 소통 성공률, 소통 실패 원인, 사용자의 발화 

수, 사용자의 소통 실패 대응 전략, 에이전트의 사용성과 지능이다. 

본 실험을 통해 수집된 988개의 발화 데이터와 설문 조사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은 에이전트의 응답 측면, 사용자의 발화 측면, 

사용자의 인식 측면에서 진행했다. 첫 번째, 에이전트의 응답 측면에서, 

신뢰도 임계값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소통 성공률에 차이가 

나타났다. IS 태스크에서 0.7-에이전트의 소통 성공률이 다른 

에이전트(0.3=72%, 0.5=67%, 0.7=45%)에 비해 낮았고, OOS 

태스크에서는 0.7-에이전트의 소통 성공률이 높았다(0.3=24%, 

0.5=35%, 0.7=94%). 반면, 0.3-에이전트와 0.5-에이전트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통 실패 원인은 신뢰도 임계값이 

높을수록 획일화됐다. 0.7-에이전트의 소통 실패 원인은 NLP에 의한 

에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0.3=56%, 0.5=62%, 0.7=83%). 두 

번째, 사용자의 발화 측면에서 보면, 신뢰도 임계값이 낮은 

에이전트와의 소통은 불필요하게 길어졌다. IS 태스크에서 사용자의 

발화 수는 0.5-사용자가 가장 적고, 0.7-사용자가 가장 

많았다(0.3=32.8회, 0.5=29.3회, 0.7=40.1회). 0.7-사용자와 0.3-

사용자는 발화 수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0.3-

에이전트의 소통 성공률이 0.7-에이전트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고려하면, 0.3-사용자의 불필요한 소통 과정이 많음을 시사한다. 소통 

실패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전략은 모든 그룹에서 발화 변환 전략을 

가장 많이 취하고, 신뢰도 임계값에 따라 재발화와 포기 전략을 

취하는 비율은 다르게 나타났다. 다른 에이전트 사용자에 비해 0.7-

에이전트 사용자는 포기의 비율이 높았고(0.3=16%, 0.5=23%, 

0.7=27%), 다른 사용자는 재발화의 비율이 높았다(0.3=26%, 0.5=29%, 

0.7=16%). 사용자의 인식 측면에서 신뢰도 임계값을 포함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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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인간-에이전트의 소통 개선을 위해 신뢰도 임계값을 

활용한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인간-에이전트 소통 개선을 위해 

신뢰도 임계값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분야를 여는 탐색적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를 발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각도에서 분석했다. 이는 신뢰도 임계값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산업 종사자에게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임계값을 활용하는 향후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제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인간-에이전트 소통, 인텐트 분류 모델, 신뢰도 임계값, 태스크 

지향 음성 에이전트, 소통 실패 

학   번 : 2020-2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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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알렉사, 우버 좀 불러줘.” ①  이는 아마존(Amazon)의 음성 

에이전트인 알렉사(Alexa)를 통해 우버(Uber)를 부르는 명령어이다. 

스마트 스피커가 확산됨에 따라 우버와 같은 태스크 지향 음성 

에이전트(보이스 앱)도 등장하고 있다. 태스크 지향 음성 에이전트는 

스마트 스피커 환경에서 주로 동작하며 사용자와 음성으로 

인터랙션한다. 또한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마트폰의 앱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아마존에서는 이를 

스킬(Skills)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전 세계에 출시된 스킬의 수는 

7천개(2017년)에서 20만개(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32]. 

출시되는 스킬은 운동, 레시피, 게임과 같은 콘텐츠 지향 에이전트부터 

쇼핑, 차량 호출, 피자 주문과 같은 태스크 지향 에이전트까지 

다양하다[54]. Yang et al.[62]은 대화형 에이전트 지속 사용에 쾌락적 

요인 보다 실용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앞으로 실용적인 

도메인으로 점차 확장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태스크 지향 음성 

에이전트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 에이전트의 소통 실패 문제는 태스크 지향 음성 에이전트 

사용에서 더 악화된다. 소통 실패는 스마트 스피커 사용자의 33%가 

하루에 한 번 이상 경험할 만큼 인간-에이전트 소통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다[46]. 소통 실패의 종류는 [그림 1]과 같이 무응답, 

fallback, 미스매칭이 있다[39]. 당연히 소통 실패는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고, 지속적인 사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7, 28, 34, 37]. 소통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음성 

 
① Alexa skills <Uber>, https://www.amazon.com/Uber-Technologies-Inc/dp/B01AYJQ9QK 



 

 2 

인터랙션이 보이지 않고, 인공지능은 불완전하다는 점에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음성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기능과 한계점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소통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다[22]. 이에 

더해 태스크 지향 음성 에이전트는 한정된 영역에서 사용자의 요청을 

정확히 수행한다는 목표를 갖기 때문에, 태스크 지향 음성 에이전트의 

소통 실패는 사용자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림 1] 소통 실패 예시[39]. 음성 에이전트의 소통 실패 종류는 ‘무응답’, 

‘fallback’, ‘미스매칭’으로 3가지 유형이다. 

인간-에이전트의 소통 실패에 대해 NLU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규칙에 기반한 과거 에이전트와 달리, 현대 에이전트는 인공지능에 

기반한다. Myers et al.[43]는 소통 실패의 원인을 ‘낯선 인텐트’,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 에러’, ‘잘못된 피드백’, ‘시스템 

에러’로 분류했다. 이 중 ‘NLP 에러’가 52.1%, ‘낯선 인텐트’가 

20.5%를 차지했다. 하지만 인간-에이전트 소통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법 가이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14, 15, 20, 22, 30, 

33, 61, 63], 이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23, 30]. 

인공지능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도 있지만[5, 16, 21], 모두 DM(Dialog 

Management) 차원에서 접근했다. 이는 ASR(Automatic Speech 

Recognition)과 NLU(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DM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48]. 이처럼 

기존 연구는 사용법 가이드와 DM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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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통 실패의 주원인인 NLU 차원에서 인간-에이전트 소통을 

접근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인텐트 분류 모델의 신뢰도 임계값(confidence 

threshold)을 활용한다. 에이전트는 인텐트 분류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발화를 이해한다. 사용자의 발화가 인식되면, 학습된 

문장과의 신뢰값(confidence score)을 계산하고, 신뢰도 임계값과 

비교한다. 신뢰값이 더 높으면 에이전트는 준비된 답변을 제공하고, 

신뢰값이 더 낮으면 fallback으로 답변하게 된다. 즉, 신뢰도 임계값은 

에이전트의 응답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림 2]와 같이, 

사용자의 같은 발화에 대해서도 신뢰도 임계값에 따라 답변이 다르다. 

신뢰도 임계값이 낮으면, 사용자의 대부분 발화에 답변하지만, 응답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그림 2]에서 보면, 신뢰도 임계값이 낮은 경우 

의도가 다른 사용자 발화에 잘못된 답변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신뢰도 임계값이 높으면 사용자의 일부 발화에만 답변하지만, 

응답의 정확도는 높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신뢰도 임계값은 

에이전트의 성능과 응답 성향을 결정하고, 이는 인간-에이전트 소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2] 신뢰도 임계값에 따른 에이전트의 응답 여부. 신뢰도 임계값이 0.3인 경우에는 

답변을 제공하는 사용자 발화의 범위가 넓지만, 응답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반면, 0.7인 

경우에는 답변을 제공하는 사용자 발화의 범위는 좁지만, 응답의 정확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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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 신뢰도 임계값이 인간-에이전트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신뢰도 임계값은 에이전트의 응답 성향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인간-에이전트의 소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그림 3]. 인간은 대화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며 콘텐츠와 발화 방식을 조정해 나가는 그라운딩(grounding)을 

한다[11]. 이때 상대방이 자신의 발화를 이해했는지 표하는 

증거(evidence)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12]. 인간-에이전트 

소통에서도 인간은 그라운딩을 한다. 사용자는 에이전트와의 소통 

실패 시 에이전트가 이해 가능한 문장으로 변형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7, 29, 43, 49]. 하지만 ASR과 NLU의 기술 

수준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정확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신뢰도 임계값으로 에이전트의 응답 성향과 성능을 

조절하고, 이로 인해 인간-에이전트 소통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그림 3] 본 연구의 가설 도식화. 신뢰도 임계값은 에이전트의 응답 성향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는 인간-에이전트의 소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로 다른 신뢰도 임계값을 갖는 에이전트 

사용자의 발화 데이터를 수집하고, 에이전트의 응답 측면과 

사용자의 발화 측면에서 신뢰도 임계값의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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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를 통해 사용자의 인식 측면에서 신뢰도 임계값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출된 결과에 기반하여 신뢰도 임계값이 

에이전트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신뢰도 임계값을 활용한 초기 연구인 만큼 신뢰도 

임계값을 활용하는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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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관련 연구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에 대해 크게 세 범주에서 살펴본다. 첫 

번째, 음성 에이전트와 음성 에이전트의 사용자를 이해한다. 두 번째, 

인간 사이의 소통과 인간과 에이전트의 소통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인간-에이전트의 소통 실패에 초점을 둔 연구의 동향을 

파악한다. 이때, 음성 에이전트보다 넓은 범위인 대화형 에이전트의 

범주에서 연구를 살펴본다. 

 

제 1 절 음성 에이전트와 음성 에이전트의 사용자 이해 

1.1. 음성 에이전트의 메커니즘 

음성 에이전트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 발화를 

이해하여 답변을 제공한다. 적용되는 기술은 [그림 4]와 같이 

ASR(Automatic Speech Recognition), NLU(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DM(Dialog Management), NLG(Natural Language 

Generation), TTS(Text-to-Speech)이다[48]. ASR은 사용자의 

발화를 인식하여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NLU는 사용자의 

발화를 이해하는 역할을 한다. 사용자의 발화가 인식되면, 발화에서 

인텐트(Intent)와 엔티티(Entity)를 추출한다. 인텐트는 사용자의 

발화에 내재된 의도를 말하며, 엔티티는 항목을 뜻한다[26]. 예를 

들어, “생활비 통장에 잔고 얼마 있어?”라는 발화에 대한 인텐트는 

잔고 조회이고, 엔티티는 생활비 통장이다. DM은 추출된 인텐트와 

엔티티에 맞는 응답 소스를 준비하고, NLG는 준비된 소스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문장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TTS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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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음성 에이전트의 메커니즘[48]. 에이전트는 사용자 발화를 ASR → NLU → 

DM → NLG → TTS 순으로 처리하여 답변을 제공한다. 

음성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발화에서 인텐트를 추출하는 인텐트 

분류 모델에 기반하기 때문에, 데이터 드리븐(data-driven)한 특징을 

갖는다. 데이터 드리븐 음성 에이전트를 설계하는 방법은 인텐트를 

설정하고, 각 인텐트에 적합한 문장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학습된 인텐트 분류 모델은 [그림 5]와 같이 작동한다. 사용자 발화가 

인식되면 학습된 문장들과 신뢰값을 계산한다. 그중 가장 높은 

신뢰값을 가지는 학습된 문장의 인텐트로 매칭한다. 단, 신뢰값이 

신뢰도 임계값보다 낮으면 처리 불가능으로 판단하고 fallback 답변을 

제공하는데, 사용자에게 재발화를 요청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는 것이다[26]. 

[그림 5] 인텐트 분류 모델의 동작 예시. 사용자 발화를 인식하면 신뢰값을 계산하고, 

신뢰값이 가장 높은 인텐트와 매칭한다(파랑). 만약 신뢰값이 신뢰도 임계값보다 낮은 

경우 fallback으로 매칭한다(주황). 

낮은 신뢰값의 원인은 ASR과 NLU 에러이다. NLU 에러는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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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 나뉘는데, 사용자의 발화가 서비스 범위 밖의 발화이거나 

서비스 범위 내의 발화지만 학습되지 않은 발화인 경우이다. 하지만 

에이전트는 세 가지 원인 중에서 신뢰값이 낮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 ASR 기술은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하지만[18, 55],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 성능은 

이론에 미치지 못한다[18, 55]. Del Rio et al.[18]은 실제 사용 

환경에서 구글 홈과 아마존의 에러율이 17~18% 정도임을 밝혔다. 

Myers et al.[43]는 소통 실패의 원인을 ‘낯선 인텐트’, ‘NLP 에러’, 

‘잘못된 피드백’, ‘시스템 에러’로 분류했다. 또한 NLP 에러는 52.1%, 

낯선 인텐트는 20.5%를 차지함을 밝혔다. 음성 에이전트의 메커니즘 

측면에서 NLP 에러는 NLU 에러와 ASR 에러가 포함되고, 낯선 

인텐트는 NLU 에러로 볼 수 있다. 즉, ASR과 NLU에서 발생하는 

에러는 소통 실패 원인의 72.6%를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 인텐트 분류 모델의 신뢰도 임계값을 활용하고자 

한다. 에이전트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정확한 답변과 피드백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적절한 답변과 피드백을 준비해도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용자 발화 이해를 

담당하는 NLU의 변화가 인간-에이전트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이때, NLU의 변화를 만드는 방법으로 신뢰도 임계값을 활용한다. 

 

1.2. 사용자의 음성 에이전트 사용 행태 

음성 에이전트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사용자들의 사용 행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됐다. 여러 연구자가 구글 홈과 아마존 에코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행태를 살펴봤다. 사용자 설문이나 인터뷰를 통해 

사용 행태를 살펴보기도 하고[37, 46], 발화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 

행태를 분석하기도 했다[4, 6, 9, 49,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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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나타난 행동은 초반의 사용 방법이 굳어진다는 것이다. 

초반에는 다양한 기능을 탐색하며 사용하지만, 결국에는 음악, 날씨, 

검색 위주의  도메인만 사용한다[4, 6, 9, 49]. 또한 초반의 며칠을 

제외하고는 단어의 개수와 인터랙션의 형태가 변하지 않았다[9]. 

Beneteau et al.[6]는 스마트 스피커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가족에게 아마존 에코를 배포하여 장기간 사용을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했다. 발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용 4주차가 지나면 2-3개의 

카테고리만 사용하는 점을 발견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을 

사용자가 에이전트를 학습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Luger&Sellen[37]와 Furqan et al.[22]도 사용자는 음성 에이전트에 

대한 멘탈 모델 형성에 어려움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사용자의 행동이 굳어지는 원인은 음성 에이전트의 사용법을 학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에이전트를 학습할 때 주로 시행착오 방법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6, 15, 43]. 이때, 에이전트의 응답 성향이 영향을 미친다. 

Cho&Rader[13]는 구글 홈 사용자에게 정보 찾기 태스크를 부여하고,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관련 없는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사용자가 새로운 기능을 찾도록 유도하는 역할은 

한다고 한다. 또한 부정확한 답변은 인터랙션을 길어지게 만들어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혼동을 줄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Li et al. [36]도 

실제 은행 챗봇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번 이상 소통에 실패하면 

대다수의 사용자가 포기한다는 점을 밝혔다. 즉, 부정확한 답변이 

학습에는 도움이 되지만, 연속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음성 인터랙션은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 사용 

시 사용자는 자신의 경험과 배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44]. Cho et 

al.[14]과 Sciutio et al.[52]는 실제 사용자의 사용 행태를 살펴보는 



 

 10 

연구를 진행했다. 사용자의 기술적 수준이 높으면 에이전트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다[14]. 에이전트에 친숙하지 않은 사용자는 

시행착오법을 통해 학습이 이뤄지기 어렵다[52]. Luger&Sellen[37]은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의 기술 지식이 에이전트 학습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기술 지식의 수준이 높으면 에이전트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치를 갖게 되고, 소통 실패에 대한 관용도가 높다고 한다. 반면, 

Corbett et al.[15]은 과거 음성 에이전트 경험이 새로운 에이전트에 

대해 과소평가나 과대평가를 하게 된다고 한다. Myers et al.[41]은 

사용자의 프로그래밍 경험과 과거 음성 에이전트 사용 경험이 

사용자의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 결과, 프로그래밍 

경험보다는 음성 에이전트 사용 경험이 퍼포먼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했다. 

정리하면, 음성 에이전트 사용자는 에이전트의 응답과 자신의 

음성 에이전트 사용 경험이 에이전트 학습과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임계값을 중심으로 사용자의 

음성 에이전트 사용 경험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인간-인간의 소통과 인간-에이전트의 소통 

음성 에이전트와의 인터랙션은 본질적으로 대화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대화를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대화는 

집합 활동으로 공동으로 이해하는 틀(common ground)이 존재한다고 

한다[12]. Common ground는 상호 공유하고 있는 지식, 믿음, 가정을 

의미한다[12]. 따라서 common ground를 형성하기 위해 대화에서 

콘텐츠와 발화 방식을 조정해 나간다[11]. 특히 대화 상대와 common 

ground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더 많은 맥락을 제공하는 등 노력을 

쏟게 된다[23]. 이와 같이 common ground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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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딩(grounding)이라 한다[12].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라운딩이 필수적이다. 그라운딩 과정에서는 증거(evidence)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증거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해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12].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발화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대화에서 소통 실패는 흔하게 발생하고[51], 소통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common ground를 형성하는 그라운딩이 나타난다.  

인간-에이전트의 대화에서도 그라운딩이 일부 나타난다. 사용자는 

에이전트와의 소통이 실패했을 때, 발화를 재구성하는 전략을 

취한다[7, 29, 43, 49]. 또한 에이전트의 부정확한 답변이 오히려 

에이전트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점[13], 다양한 소통 실패에 대한 

대응 전략 중 에이전트가 증거를 제공하는 전략이 선호된다는 

점[5]은 사용자가 그라운딩을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간과의 대화 때와 달리, 에이전트와 대화할 때 단순히 더 큰소리를 

내거나 억양이 바뀌기도 한다[7, 29, 43, 53]. Porcheron et al.[49]은 

에이전트가 AI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 실패에 대한 대응 

방법이 인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형태와는 다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종합하면, 사용자는 에이전트와의 대화에서 그라운딩을 

시도한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증거가 부족하여 단순히 더 

큰소리를 내거나 억양을 바꾸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그라운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라운딩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초기에 이뤄지는 필수 

활동이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신뢰도 임계값이 사용자의 

그라운딩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통 실패 

시 사용자의 대응 전략을 면밀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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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인간-에이전트의 소통 실패 연구 

인간-에이전트의 소통 실패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음성 인터랙션으로 인한 학습 용이성(learnability) 

문제를 지적하며[6, 13, 15, 20, 33, 37, 44, 61],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소통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나뉜다. [그림 

6]과 같이, 소통 실패 전에 가이드를 제공하는 예방 관점과 소통 실패 

후 사용자의 적절한 대응을 도와주는 회복(recovery) 관점이 있다. 

예방 관점에서는 에이전트의 사용법 가이드 전략을 연구한다[14, 15, 

20, 22, 30, 33, 61, 63]. 이를 통해 소통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의 적절한 발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반면, 회복 관점에서는 소통 

실패를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소통 실패 시 사용자의 회복을 

도와주는 에이전트의 응답 전략을 연구한다[5, 16, 19, 21, 35, 64]. 

 

[그림 6] 소통 예방 전략과 회복 전략의 타이밍. 예방 전략은 소통 실패가 발생하기 

전에 가이드를 제공하여, 소통 실패를 차단하는 데 목표를 둔다. 반면, 활용 전략은 소통 

실패가 발생한 다음, 사용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둔다. 

 

3.1. 예방 관점: 에이전트의 사용법 가이드 전략 

사용법 가이드는 시중에 출시된 스마트 스피커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튜토리얼이 대표적이다. 이 전략은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 

사용자에게 사용법을 안내하는 것으로 가장 명확하면서 효과적이다[5, 

16, 21]. Eriksson[20]에 따르면, 스마트 스피커에서의 튜토리얼은 



 

 13 

음성과 시각적인 요소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하지만 튜토리얼이 특성상 지루해지기 쉽다는 한계가 있다[23, 30].  

튜토리얼의 대안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법 가이드를 

제공하는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15, 22, 33]. Corbett et al.[15]은 

모바일에서 음성으로 인터랙션 시, 디스플레이에 가능한 발화를 

안내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Fuqan et al.[22] 스마트 스피커 기반의 

서비스를 사용할 때, 외부 디스플레이를 통해 현재 가능한 발화를 

안내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Kirschthaler et al.[33]은 스마트 스피커 

기반의 음성만을 이용한 인터랙션 환경에서 사용자가 “What Can I 

Say?”를 말하면, 가능한 발화를 안내하는 전략의 효과를 연구했다. 

Corbett et al.[15]과 Fuqan et al.[22]이 제시한 외부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전략은 모바일 기반의 음성 인터랙션에서는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음성만으로 인터랙션이 이뤄지는 환경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15, 43]. Kirschthaler et al.[33]은 자신이 제안한 전략은 

인터랙션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Wu et al.[61]은 챗봇에서 적절한 사용법 가이드 타이밍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타이밍은 태스크 시작 시, 

사용자가 요청할 때, 튜토리얼, 소통 실패 발생 후로 나타났다. Yeh et 

al[63].은 기존 연구[61]를 확장하여 가이드 타이밍과 함께 가이드 

방법에 대해 연구했다. 가이드 방법은 규칙 기반과 예제 기반을 

비교했다. 사용자의 만족도는 태스크 시작 시 예제 기반 가이드 

전략이 가장 높았다. 반면, 태스크의 수행 시간 측면에서 소통 실패 후 

규칙 기반 가이드가 가장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는 사용자의 

퍼포먼스와 만족도가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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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회복 관점: 소통 실패 시 에이전트의 응답 전략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통 실패 시 에이전트의 응답 

전략은 크게 확인(confirmation), 정보(information), 공개(disclosure), 

사회적(social), 해결(solve), 요청(ask)이 있다[8]. 확인 전략은 

에이전트가 소통 실패를 대응 하지 않고, 사용자의 발화를 이해하지 

못함을 표하거나 소통 실패를 무시하고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다[8]. 

정보 전략은 사용자가 소통 실패를 극복하도록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8]. 공개 전략은 

에이전트가 자신의 결점과 기능을 노출하는 것이다[8]. 사회적 전략은 

에이전트가 사과를 하거나 보상을 제공하는 등 인간적인 측면을 

도입하는 것이다[8]. 해결 전략은 선택지를 주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다[8]. 마지막으로, 요청 전략은 다시 물어보거나 

사용자에게 발화 수정 또는 재발화를 요청하여 사용자의 적절한 

수정을 기대하는 것이다[8]. 

정보 전략과 해결 전략은 사용자의 선호가 높고 효과적이지만[5, 

8], 현실에서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5]. Bohus&Rundnicky[8]는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확인 전략, 해결 전략, 요청 전략을 비교했다. 

사용자의 소통 실패 회복 비율은 해결 전략이 전반적으로 우수했다. 

확인 전략 중 다음 단계로 적절히 넘어가는 방법은 가장 높은 회복 

비율을 나타냈지만, 이해 못함을 표하는 전략은 회복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요청 전략은 회복 비율이 낮았고, 발화 변환보다는 

재발화를 요청하는 경우에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소통 실패에 대한 

에이전트의 응답 전략에 따라 사용자의 대응 전략도 달라짐을 밝혔다. 

Ashktorab et al.[5]은 8가지 회복 전략의 선호를 비교했다. 특히 

에이전트가 이해하는 단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정보 전략에 

집중했다. 이 전략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는 비교적 높았으며, 챗봇을 

똑똑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Folstad et al.[21]는 인텐트 

분류 모델의 신뢰값을 이용한 해결 전략을 제시했다. 신뢰값이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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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값보다 낮거나 2개 이상의 인텐트가 비슷한 신뢰값을 가지면, 

불확실성을 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잘못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인간-에이전트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Cuardra et al.[16]은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표정을 읽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소통 실패 시 에이전트가 대안을 

제시하는 전략을 연구했다. 에이전트 주도의 회복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우수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효율과 속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많았고, 에이전트 주도 회복이 다소 섬뜩한 면도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회적 전략 중 사과 전략은 사용자가 에이전트에 대한 실용성 

지향성이 강한 경우 효과가 떨어진다[35]. 사과 전략은 소통 실패 시, 

에이전트가 사과 태도를 취하는 전략으로 이는 사용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다[19, 35, 64]. Lee et al.[35]은 서비스 제공 

로봇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관계 지향적인 

사용자는 에이전트의 사과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만족도가 

높다. 반대로, 실용 지향적인 사용자는 에이전트의 사과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만족도가 낮고, 보상이나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태스크 지향 에이전트의 소통 실패 대응 전략은 정보 전략과 해결 

전략이 효과적이지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이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5]. 사회적 전략은 관계 지향성의 사용자에게 

효과적이지만 실용 지향성의 사용자에게는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프로토타입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 구현이 

가능한 확인 전략을 취하고, 방법으로는 간결하게 이해하지 못함을 

표하는 방법을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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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관점에서는 사용법 가이드에 대해, 회복 관점은 소통 실패 

시 에이전트의 응답 전략에 대해 연구했다. 하지만 선행 연구의 예방 

전략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회복 관점의 전략은 DM 차원 

접근으로 인해 기술적 한계를 갖는다. 현재 소통 실패는 ASR과 

NLU에서 많이 발생하는데[43], 이를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규칙 

기반의 DM에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48]. 즉, 정보 전략과 해결 

전략은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통 실패를 

활용하는 회복 관점에서 접근하되, 에이전트의 응답 전략이 아닌 

에이전트의 응답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NLU의 영향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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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본 장에서는 제 2장을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연구 

구조와 연구 대상에 대해 설명한다. 본 연구는 인텐트 분류 모델의 

신뢰도 임계값이 인간-에이전트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프로토타입 제작과 신뢰도 임계값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본 실험에서 서로 다른 신뢰도 

임계값이 인간-에이전트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태스크 지향 음성 에이전트로, 스마트 스피커 기반 

은행 음성 에이전트로 한다. 

 

제 1 절 연구 문제 설정 

연구 문제 1. 인텐트 분류 모델의 신뢰도 임계값에 따라서 에이전트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1에서는 인텐트 분류 모델의 신뢰도 임계값이 

에이전트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 

발화-에이전트 응답’ 쌍에 대하여 에이전트의 대답이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았다면 원인이 무엇인 지 코딩하고, 양적으로 분석한다. 

세부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1. 에이전트는 얼마나 적절한 대답을 제공하는가? 

연구 문제 1.2. 소통 실패의 원인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2. 인텐트 분류 모델의 신뢰도 임계값에 따라서 사용자의 

발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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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2에서는 서로 다른 신뢰도 임계값을 갖는 에이전트에 

대해 사용자의 발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용자의 발화 수를 양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사용자 발화-에이전트 

응답’ 쌍에 에이전트가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 사용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코딩하고, 양적으로 분석한다. 세부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2.1. 사용자의 발화 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2.2. 소통 실패 시, 사용자는 어떠한 대응 전략을 취하는가? 

 

연구 문제 3. 인텐트 분류 모델의 신뢰도 임계값에 따라서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3에서는 신뢰도 임계값이 다른 에이전트에 대해 

사용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난 다음, 에이전트의 사용성과 에이전트의 지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세부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2.1. 사용자는 에이전트의 사용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연구 문제 2.2. 사용자는 에이전트의 지능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제 2 절 연구 구조 

본 절에서는 앞서 설정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구조를 

설명한다. 본 연구는 크게 프로토타입 제작과 신뢰도 임계값 선정을 

위한 예비 조사와 신뢰도 임계값이 인간-에이전트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본 실험으로 구성한다[그림 7].  

들어가기에 앞서 예비 조사 중 신뢰값 분포 파악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업(타란UXD)과의 산학 프로젝트로 진행됐다는 점을 



 

 19 

밝히고자 한다. 특히, 사용자 니즈 조사는 동료 연구원들과 협력하여 

실시했고, 이를 정리하여 한국 HCI 학회 학술대회(2022)에 

게재했다[1]. 본 연구는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조사에서 수집한 발화 

데이터의 2차 분석을 진행하며 시작됐다. 즉, [그림 7]의 신뢰값 분포 

파악부터 모든 과정은 본인이 개별적으로 진행한 것임을 밝혀 둔다. 

[그림 7] 본 연구의 연구 구조. 본 연구는 예비 조사와 본 실험으로 구성된다. 예비 

조사에서는 프로토타입 제작과 신뢰도 임계값 선정을 목표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인텐트 분류 모델의 신뢰도 임계값이 인간-에이전트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예비 조사는 사용자 니즈 조사와 신뢰값 분포 조사로 진행한다. 

프로토타입의 도메인은 은행 서비스로, 스마트 스피커 기반 말로 하는 

은행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니즈를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프로토타입 사용자의 발화 데이터를 수집해서 

신뢰값 분포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에이전트의 응답 성향에 차이를 

만드는 신뢰도 임계값을 선정한다.  

본 실험은 예비 조사를 바탕으로 제작된 각기 다른 신뢰도 

임계값을 갖는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진행한다. 참여자를 모집하여 

에이전트를 사용하도록 하고, 에이전트의 사용성과 지능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하는 데이터는 발화 

데이터와 설문 평가 결과이고, 이를 양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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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태스크 지향 음성 에이전트로, 도메인은 은행이다. 

이와 같은 선정의 이유는 신뢰도 임계값이 중요한 서비스 형태이기 

때문이다. 에이전트는 크게 슬롯 채우기형(slot-filling)과 단발성 

질문형(one-shot queries)으로 나뉜다[40]. 태스크 지향 에이전트는 

혼합형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처음 시작은 단발성 질문형에 가깝다. 

단발성 질문형 에이전트에서는 사용자가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사용자는 주도적으로 다양한 인텐트를 사용하는 환경에 놓인다. 이때, 

신뢰도 임계값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은행은 다양한 

인텐트가 존재할 수 있고, 산업적으로도 전망이 밝다[5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발성 질문형의 형태가 가능한 은행 음성 에이전트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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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예비 조사 

예비 조사에서 사용자 니즈 조사와 신뢰값 분포 조사를 진행한다. 

사용자 니즈 조사는 WOZ 방법으로 발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타입을 제작한다. 신뢰값 분포 조사는 제작된 

프로토타입으로 발화 데이터를 수집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제 1절 사용자 니즈 조사와 제2절의 데이터 수집 

과정은 한국 HCI 학회 학술대회(2022)에 게재되었음을 밝힌다[1]. 

 

제 1 절 사용자 니즈 조사 

1.1. 조사 개요 및 방법 

본 실험의 실험물로 사용되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자 

니즈 조사가 선행된다. WOZ(Wizard of Oz) 방법으로 말로 하는 은행 

서비스를 가상으로 구현해 발화 데이터를 수집한다. WOZ는 연구자가 

시스템을 컨트롤하여 참여자가 실제 동작하는 것처럼 믿도록 하는 

방법으로 프로토타입 제작이 어려운 음성 에이전트 연구에 많이 

활용된다[2, 3, 41, 60]. 사전에 응답 셋을 제작하고, Google TTS②를 

활용하여 실시간 응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현했다. 

조사 환경에서 참여자의 발화를 돕기 위해 금융 업무를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제공한다. 기존 연구[3]를 참고하여, 일상 장면 15 장을 

제작했다. 일상 장면은 사진과 자막으로 구성했다[그림 8]. 다양한 

니즈를 수집하기 위해 일상 장면은 중맥락과 저맥락으로 구성했다. 

맥락은 금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중맥락은 저맥락에 비해서 특정한 은행 업무를 유도한다. 파일럿 

 
② Google TTS, https://cloud.google.com/text-to-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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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를 통해 중맥락과 저맥락의 장면의 배치 순서를 결정했다. 첫 

장면은 중맥락으로 배치하여 초반에 성공하기 쉽도록 한다. 초반에 

성공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어 에이전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함이다[24]. 

 

[그림 8] 사용자 니즈 조사에 사용된 일상 장면 예시. 왼쪽은 중맥락의 일상 장면으로 

송금을 유도하고 있다. 오른쪽은 저맥락의 일상 장면으로 유도하는 특정한 업무가 없다. 

조사는 줌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조사 진행자와 WOZ 

역할 연구자가 함께 수행한다. 먼저 튜토리얼을 통해 음성 에이전트의 

사용법을 안내한다. 그 뒤에 일상 장면 15 장을 차례로 보여주며 자유 

발화를 요청한다. 해당 장면에서 발화가 끝나면 ‘다음’을 말하도록 

요청하고, 생각나는 발화가 없으면 ‘스킵’을 말하도록 요청한다. 

마지막에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며 마무리한다. 조사는 약 50 분간 

진행하고, 참여비는 2 만원을 지급한다. 전 과정은 사전 동의를 얻어 

영상으로 기록하고, 기록된 영상을 전사하여 발화 데이터로 만든다. 

 

1.2. 참여자 정보 

참여자는 총 12 명(여성 6 명)이다[표 1]. 사용 중인 금융 상품을 

바탕으로 금융 활동이 활발한 사람(7 명)과 아닌 사람(5 명)을 

고려하여 모집했다. 또한 수입에 차이가 있는 학생(8 명)과 직장인(4 

명)의 비율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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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용자 니즈 조사 참여자 정보. 참여자의 직업과 사용 중인 금융 상품의 수를 

고려하여 모집했다. 

 

1.3. 조사 결과 

수집한 발화 데이터 332개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했다. 발화 

데이터는 주요 인텐트를 도출하기 위해 오픈 코딩했다. 분석 결과, 

크게 기존 은행 채널에서 지원하는 업무와 스마트 스피커 환경에서 

새로운 업무가 나타났다[표 2]. 

참여자 

코드 
성별 나이 직업 거래 은행 수 

사용중인 금융 상품 

(예적금외) 

P01_H 남성 26 대학생 4 주식, 장기 대출 

P02_H 남성 23 대학생 3 주식, 펀드 

P03_H 여성 23 대학생 4 주식, 펀드, ETF 

P04_L 남성 27 대학생 3 - 

P05_L 여성 25 대학생 4 - 

6_H 남성 21 대학생 4 주식, 장기 대출 

P07_L 여성 24 대학생 2 - 

P08_L 여성 20 대학생 3 - 

P09_L 여성 28 직장인 4 - 

P10_H 남성 29 직장인 5 주식, 펀드 

P11_H 여성 26 직장인 4 주식, ETF 

P12_H 여성 28 직장인 3 주식, 펀드 

대분류 소분류 발화 수 (대분류 내 비율) 

기존 은행 업무 

조회 196 (0.79) 

이체 27 (0.11) 

기타 은행 업무 24 (0.10) 

합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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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마트 스피커 기반 음행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니즈. 크게 기존 은행 업무와 

새로운 업무로 나눠졌다. 주요 업무는 조회와 이체, 정보 검색과 알림이다. 

기존 은행 업무에는 조회와 이체가 대부분 차지했다. 기존 은행 

업무 중 90.3%가 조회와 이체 업무를 수행했다. 그 외의 카드 분실 

신고나 자동 이체 등록과 같은 업무는 장면에서 유도한 만큼만 

수행되었다. 또한 조회와 이체 업무를 수행할 때 계산을 함께 

요청했다(기존 은행 업무 중 45.3%). 특정 기간과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조회를 하고, 결과 값들의 계산을 요청했다. 예를 들면, 

“내가 지난달에 배달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돼?(P10)”와 같이 

특정한 조건에서 요약을 요청하거나, “이번 달 전기세랑 저번 달 

전기세 비교해서 알려줘”(P03) 와 같이 비교를 요청하기도 했다.  

새로운 업무에서는 정보 검색과 알림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표 

2]. 두 니즈는 금융과 관련된 형태로 나타났다. 카드 혜택에 대한 

문의나 출금을 하기 위해 알림을 설정하거나 사용 금액을 조절하기 

위해 알림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1.4. 프로토타입 설계 및 구현 

사용자 니즈 조사 결과, 음성 에이전트는 단순히 기존 은행을 

새로운 업무 

정보 검색 32 (0.38) 

알림 17 (0.20) 

예산/가계부 0 (0.00) 

판단/조언 5 (0.05) 

스몰토크 3 (0.04) 

타금융서비스 9 (0.11) 

구매/취소 9 (0.11) 

기타 새로운 업무 10 (0.12) 

합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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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인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기존 은행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되 음성 인터랙션에 적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은행 업무보다는 조회, 이체와 같은 가벼운 업무 지원 

연구 결과를 보면 조회와 이체가 은행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짧고 단순하게 끝낼 수 있는 업무가 음성 

에이전트에 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17, 37].  

기존 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자동 연산 기능 제공 

연구 결과를 보면 기존 은행 업무 수행의 절반 정도는 계산 

업무를 같이 요청했다. 이는 완벽한 에이전트에게 상세한 지시 없이 

복잡한 태스크를 맡기는 사용자의 니즈를 발견한 기존 연구[59]와 

결이 비슷하다. 은행 도메인의 특징에 따라 복잡한 태스크가 계산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금융 관리를 도와주는 알림 기능 제공 

음성 에이전트는 필수적인 은행 업무만 수행하고, 오히려 금융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설계 원칙을 세우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인텐트를 도출했다[표 3]. 송금과 알림에 대한 

기능도 신뢰값 분포 조사까지는 구현되어 있었으나, 본 실험에서는 

팔로우업 과정이 많아 제외됐다.  

인텐트 설명 예시 발화 

송금 송금 업무 수행 “민수한테 오만원 보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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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프로토타입의 주요 인텐트. 다양한 방식의 조회를 중점으로 두었다. 사용자 니즈 

조사 결과 10개의 인텐트를 도출했지만, 본 실험에서는 송금과 알림을 제외한 8개의 

인텐트만 사용했다. 

이와 같이 도출된 인텐트를 Google Nest ③ 에서 동작하는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했다. 개발 도구는 Google Dialogflow④와 Google 

Firebase ⑤ 를 이용했다. Google Dialogflow는 에이전트를 제작하는 

도구이고, Google Firebase는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하는 도구이다. 

 
③ Google Nest, https://store.google.com/kr/product/nest_audio?hl=ko 
④ Google Dialogflow, https://cloud.google.com/dialogflow 
⑤ Google Firebase, https://firebase.google.com/ 

잔고 조회 통장 잔고 조회 “생활비 통장에 얼마 있어?” 

최근 항목 조회 
특정 기간/카테고리에 가장 마지막 

사용 내역 1건 조회 
“가장 최근에 스타벅스 언제 

갔어?” 

요약 조회 
특정 기간/특정 카테고리에 사용한 

금액 합산하여 조회 
“이번 주에 카페에 얼마 썼어?” 

상세 내역 조회 
특정 기간/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조회 
“저번 주 금요일 카페 사용 내역 

상세하게 알려줘” 

기간 내 비교 

조회 

특정 기간 내 카테고리 기준으로 

사용 금액이 가장 높은 카테고리 

조회 

“저번 달에 어디에 가장 많이 

썼어?” 

날짜 간 비교 

조회 

특정 항목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간의 사용 금액을 비교 조회 

“저번 주보다 이번 주에 카페에서 

많이 썼어?” 

항목 간 비교 

조회 

특정 기간에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사용 금액을 비교 조회 

“이번 달에 스타벅스랑 커피빈 

중에 어디 많이 갔어?” 

중의적 표현 
이전 발화에 이어서 특정 기간이나 
카테고리에 대해 요청하면 이전 

인텐트에 기반하여 답변 제공 

“이번 달은?” 

알림 시간에 대한 알림 설정 
“내일 9 시에 돈 뽑으라고 알림 

맞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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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원칙에서 도출된 연산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에이전트와 데이터 

베이스를 연동했다. 실제 은행 서비스와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입력된 

거래내역 데이터에 기반하여 동작하고 실시간으로 변화를 반영하는 

형태로 구현했다. 

 

제 2 절 신뢰값 분포 조사 

2.1. 조사 개요 및 방법 

신뢰값 분포 조사는 사용자 발화에 대한 신뢰값 분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실험에서 사용 될 에이전트의 신뢰도 임계값을 

선정하고자 한다. 조사의 초기 목적은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사용자 

니즈 조사 및 검증이었다[1]. 본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신뢰값을 중심으로 재분석했다.  

조사는 전반적으로 사용자 니즈 조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여자는 실험실 환경에서 프로토타입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요청받는다. 실험실에는 프로토타입이 동작하는 Google Nest와 

실험물을 보여주기 위한 모니터가 있다. 사용자의 발화를 돕기 위해 

금융 업무를 유발할 수 있는 장면과 브이로그 영상을 제공한다. 

사용자 니즈 조사에서 사용된 일상 장면 중 발화량이 많았던 10 장을 

재사용하고, Out-of-Scope의 발화를 유도하기 위해 맥락이 매우 낮은 

브이로그 영상 2 개를 추가한다.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는 실험실 환경에서 

대면으로 진행한다. 먼저 참여자가 도착하면 연구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고, 음성 에이전트의 사용법에 대한 튜토리얼을 진행한다. 

튜토리얼이 끝나고 연구자는 모두 옆방으로 이동하여 참여자에게 

편안한 환경을 조성한다. 그다음, 모니터를 통해 10개의 일상 장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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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로그 영상 2개를 차례로 보여주며 프로토타입을 사용하도록 

요청한다. 모든 일상 장면에서는 적어도 1 개 이상의 업무를 요청하고, 

브이로그 영상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브이로그 영상을 보는 중에 

프로토타입을 사용하게 되면 연구자가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사용이 

끝나면 다시 재생한다. 마지막에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며 

마무리한다. 조사는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하고, 참여비는 5만원을 

지급한다. 전 과정은 사전 동의를 구하여 영상으로 기록하고, Google 

Dialogflow의 히스토리 기록을 함께 참고하여 발화 데이터로 만든다. 

 

2.2. 참여자 정보 

참여자는 총 10 명(여성 4 명)이다[표 4]. 에이전트와 친숙하지 

않은 사용자는 기능 탐색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52], 스크리닝 

기준을 스마트 스피커 주 1회 이상 사용자로 정했다. 또한 사용자 

니즈 조사와 같이 학생과 직장인을 5명씩 모집하여 비율을 맞췄다. 

코드 성별 나이 직업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 

P01 여성 28 학생 하루 1 회 이상 

P02 남성 26 학생 일주일에 3 회 이상 7 회 미만 

P03 남성 21 학생 일주일에 3 회 이상 7 회 미만 

P04 여성 31 학생 하루 1 회 이상 

P05 여성 23 학생 일주일에 3 회 이상 7 회 미만 

P06 남성 34 직장인 하루 1 회 이상 

P07 여성 26 직장인 일주일에 3 회 이상 7 회 미만 

P08 남성 34 직장인 하루 1 회 이상 

P09 남성 31 직장인 일주일에 3 회 이상 7 회 미만 

P10 남성 28 직장인 하루 1 회 이상 

[표 4] 파일럿 조사 참여자 정보. 스마트 스피커 주 1회 이상 사용자로 스크리닝하여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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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석 방법 

발화 데이터에 사용자의 인텐트를 코딩한 후 분석을 진행한다. 

발화 데이터는 영상과 Google Dialogflow의 히스토리를 참고하여 

수집한다. 데이터는 사용자 발화, 에이전트 응답, 에이전트가 매칭한 

인텐트, 인텐트에 대한 신뢰값을 포함한다. 그다음, 설계된 인텐트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인텐트를 코딩하고, 벗어난 발화는 Out-of-

Scope로 코딩한다. 에이전트가 매칭한 인텐트와 새롭게 코딩된 

사용자의 인텐트를 비교하여 매칭 성공 여부를 코딩한다. In-Scope 

발화에 대해서는 인텐트가 동일하면 성공으로 여기고, Out-of-Scope 

발화는 에이전트의 응답이 fallback인 경우를 매칭 성공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다. 

먼저, 매칭 성공 여부를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 그룹의 신뢰값에 대한 

독립 표본 t검정(Independent Two Sample t-test)를 진행하여 

신뢰값의 차이를 확인한다. 그다음, 분류 모델의 평가 지표인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F1-score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임계값에 따른 인텐트 매칭 성공과 매칭 실패 시 에이전트의 

응답 유형(fallback, 인텐트 미스 매칭)의 비율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종합하여 에이전트의 응답 성향에 차이가 나타나는 신뢰도 

임계값을 선정한다. 

 

2.4. 조사 결과 

2.4.1. 신뢰값 분포 

수집된 데이터의 수는 총 449개이다. 에이전트가 fallback으로 

분류한 경우는 신뢰값이 1로 출력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의 수는 414개이다. 전체 데이터의 

신뢰값 평균=0.696, 분산=0.032로 나타났다. 매칭 성공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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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0.764, 분산=0.026이고, 매칭 실패의 경우에는 평균=0.589, 

분산=0.024이다. 매칭 성공과 매칭 실패 그룹의 신뢰값에 대한 독립 

표본 t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value<.001, [그림 9]) 

  

[그림 9] 매칭 성공 여부에 따른 신뢰값 boxplot. 매칭 성공 시에 신뢰값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p-value<.001) 

하지만 히스토그램을 보면[그림 10], 매칭 실패의 경우에서 

신뢰값이 높은 경우가 있고, 매칭 성공의 경우에서도 신뢰값이 낮은 

경우가 존재한다. 즉, 매칭 성공과 매칭 실패 그룹의 신뢰값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 신뢰값이 매칭 성공을 정확히 대변하지 

못한다. 

 

[그림 10] 매칭 성공 여부에 따른 신뢰값 히스토그램. 회색은 매칭 성공을 의미하고, 

빨간색은 매칭 실패를 의미한다. 신뢰값이 높아도 매칭 실패가 있고, 신뢰값이 낮아도 

매칭 성공이 있다. 

매칭성공 매칭실패 

(신뢰값) 

(빈도) 

매칭실패 

매칭성공 

(신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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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신뢰도 임계값 선정 

신뢰값이 매칭 성공에 영향은 미치지만, 정확히 대변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신뢰도 임계값에 따라 에이전트의 

응답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이전트의 응답 

유형은 매칭 성공, 인텐트 미스 매칭, fallback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 

fallback은 Out-of-Scope 발화의 적절한 응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fallback은 사용자의 인텐트에 따라 In-Scope(IS) fallback과 Out-of-

Scope(OOS) fallback으로 구분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뢰도 임계값에 

따른 응답 유형의 빈도와 분류 모델의 성능 지표를 계산한다. 

그 결과, 신뢰도 임계값이 응답 유형의 비율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신뢰도 임계값이 높아질수록 인텐트 미스매칭의 비율은 

감소하고, fallback의 비율이 증가했다[그림 11]. 하지만 OOS-

fallback을 매칭 성공으로 여기면, 전체 매칭 성공의 비율은 비슷하게 

유지됐다. 다만, IS의 매칭 성공률은 감소하고, OOS의 매칭 성공률이 

증가했다. 모델 성능 지표를 보면[그림 11], 신뢰도 임계값과 

정밀도(Precisi-on)는 비례 관계가 있었고, 재현율(Recall)은 

반비례하는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F1-Score는 0.5~0.6 사이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그림 11] 신뢰도 임계값에 따른 응답 유형 비율 및 모델 성능 지표. 신뢰도 임계값이 

낮으면 미스매칭과 매칭성공의 비율이 높다. 신뢰도 임계값이 높으면 fallback의 비율이 

높고, 매칭 성공의 비율이 낮다. 성능이 우수한 신뢰도 임계값은 0.5~0.6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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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에이전트의 응답 유형별 빈도. 신뢰도 임계값이 증가하면 fallback의 비율이 

증가하고, 인텐트 미스 매칭의 비율과 성공의 비율이 감소한다. 

앞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신뢰도 임계값은 

0.3, 0.5, 0.7에서 에이전트의 응답 성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0.3은 

재현율이 높은 에이전트로 매칭 성공률과 미스매칭의 비율이 높다. 

또한 0.3은 Google Dialogflow에서 디폴트(default) 값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baseline)으로 의미가 있다. 0.5의 경우에는 

모델의 성능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고, 미스매칭과 전체 fallback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에이전트이다. 마지막으로 0.7은 정밀도가 

높은 에이전트로, fallback 응답의 비율이 높은 에이전트이다. 이와 

같이 선정된 0.3, 0.5, 0.7로 에이전트 3개를 제작하여 사용자-

에이전트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뢰도 
임계값 

성공 OOS-fallback IS-fallback 인텐트 미스 매칭 

0.3 254 28 7 160 

0.4 252 38 15 144 

0.5 244 57 34 114 

0.6 214 83 83 69 

0.7 169 101 14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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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방법 

본 실험의 목적은 인텐트 분류 모델의 신뢰도 임계값이 사용자-

에이전트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신뢰도 임계값을 가지는 에이전트 

3개를 제작한다. 참여자를 모집하여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은 

서로 다른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집단 간(between)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이 끝나고 나면 에이전트의 사용성과 지능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다.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는 발화 데이터와 설문 평가 

데이터이다. 발화 데이터는 양적으로 분석하여 인간-에이전트의 

소통을 살펴보고, 설문 평가 데이터는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활용한다.  

 

제 1 절 실험 디자인 및 방법 

1.1. 실험 디자인 

본 실험은 발화 데이터를 통해 신뢰도 임계값이 사용자-에이전트 

소통에 미치는 영향과 설문 조사를 통해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발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후,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발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참여자는 비슷한 태스크를 반복하여 수행한다. 총 

4개의 세트를 부여하며, 한 세트에는 9개의 태스크가 포함된다. 설문 

조사는 사용성에 관한 SUS(System Usability Scale, [50])와 에이전트 

지능에 대한 평가[42]를 번역하여 활용한다. 에이전트의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텐트 분류 모델의 신뢰도 임계값의 영향을 파악하기 

때문에 에이전트에 대한 지능 평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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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의 독립 요인은 신뢰도 임계값(0.3, 0.5, 0.7),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라이트, 헤비), 세트(2세트, 4세트)로 설계한다. 신뢰도 

임계값과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는 집단 간 요인(between-

subject)으로 설계하고, 세트는 집단 내 요인(within-subject)으로 

설계한다. 스마트 스피커 사용 경험은 스마트 스피커 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려한다[44]. 또한 인간-에이전트 소통에서 사용자는 

그라운딩을 하기 때문에, 이를 세트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1.2. 참여자 정보 

참여자는 총 30 명이다[표 6]. 스마트 스피커 사용빈도를 

기준으로 라이트 유저 15명, 헤비 유저 15명을 모집했다. 라이트 

유저와 헤비 유저의 기준은 주 1회 이상 사용 여부이다.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그룹을 나누고, 각기 다른 신뢰도 

임계값을 갖는 에이전트를 사용하도록 했다. 

참여자 

코드 
나이 직업 

스마트스피커 

사용빈도 

배정된 에이전트 

(0.3, 0.5, 0.7) 

P01 29 학생 라이트 0.3 

P02 35 회사원 라이트 0.3 

P03 23 학생 라이트 0.3 

P04 26 학생 라이트 0.3 

P05 33 회사원 라이트 0.3 

P06 27 학생 헤비 0.7 

P07 33 회사원 라이트 0.7 

P08 29 학생 헤비 0.7 

P09 25 무직 헤비 0.3 

P10 27 회사원 헤비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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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28 학생 헤비 0.5 

P12 24 학생 라이트 0.5 

P13 24 학생 라이트 0.5 

P14 32 회사원 라이트 0.5 

P15 36 회사원 라이트 0.7 

P16 32 프리랜서 라이트 0.5 

P17 31 회사원 헤비 0.5 

P18 26 학생 헤비 0.3 

P19 25 학생 헤비 0.7 

P20 25 무직 라이트 0.7 

P21 26 프리랜서 헤비 0.7 

P22 30 프리랜서 라이트 0.7 

P23 31 회사원 헤비 0.7 

P24 25 회사원 라이트 0.7 

P25 57 주부 헤비 0.3 

P26 30 무직 라이트 0.5 

P27 26 학생 헤비 0.5 

P28 29 회사원 헤비 0.5 

P29 29 회사원 헤비 0.3 

P30 28 학생 헤비 0.3 

[표 6] 본 실험 참여자 정보.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참여자를 모집했다. 

헤비 유저의 기준은 주 1회 이상 사용자이다. 

 

1.3. 태스크 및 프로토타입 

참여자가 수행하는 태스크는 에이전트 사용과 에이전트에 대한 

설문 조사로 이뤄진다. 에이전트 사용은 화면으로 주어지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이다[그림 12]. In-Scope(IS) 태스크와 Out-of-

Scope(OOS) 태스크를 부여한다. IS 태스크는 에이전트가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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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텐트에 대한 태스크이고, OOS 태스크는 에이전트가 지원하지 않는 

태스크이다. 이와 같이 태스크를 구성한 이유는 사용자가 에이전트의 

지원 범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32]. Cho et 

al.[14]과 Myers et al.[44]는 IS와 OOS를 나눠서 태스크를 부여하고, 

이를 나눠서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참고하여 IS 태스크 8개와 OOS 

태스크 1개를 한 세트로 구성하고, 참여자에게는 총 네 세트를 

부여한다[부록 참고]. 각 세트는 엔티티에만 차이를 두고, 참여자마다 

제공받는 세트의 순서를 바꿔서 순서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킨다. 

 

[그림 12] 본 실험 참여자에게 제공된 태스크 예시. 왼쪽은 IS 태스크로 

에이전트가 지원하는 인텐트에 대한 태스크이고, 오른쪽은 OOS 태스크로 

에이전트가 지원하지 않는 인텐트에 대한 태스크이다. 

실험에 사용되는 프로토타입의 지원 인텐트는 ‘잔고 조회’, ‘최근 

항목 조회’, ‘상세 내역 조회’, ‘요약 조회’, ‘기간 내 비교 조회’, ‘날짜 

간 비교 조회’, ‘항목 간 비교 조회’, ‘중의적 표현’으로 총 8개이다[표 

3]. 따라서 IS 태스크는 각 인텐트를 유도하는 형태로 제공한다. 

OOS 태스크는 ‘카드 할인 혜택’ 인텐트를 유도하는 태스크이다. 

이는 프로토타입이 지원하지 않은 인텐트이지만, 예비 조사[표 2]를 

바탕으로 참여자가 기대할 수 있는 인텐트로 선정했다.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실험물은 IS 태스크와 OOS 태스크를 같은 형태로 

제작했다[그림 12]. 프로토타입의 fallback 응답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네요’로 설정하여 할 수 없음을 표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에이전트의 지원 범위 파악에 증거를 제공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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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수행이 끝나면, 에이전트의 사용성과 지능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부록 참고]. 사용성 평가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SUS(System Usability Scale, [50])를 활용한다. Sauro&Lewis[50]는 

번역된 SUS 평가지를 활용하는 경우에 긍정문으로 변환한 문항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주장했다. 또한 Tullis&Stetson[57]는 

10명을 모집하였을 때 결과의 80%에 도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SUS는 긍정문[50]을 번역하여 활용하고(α=0.92), 참여자의 수는 

그룹당 10명씩 모집한다. 또한 소통 실패 시 에이전트의 응답에 따라 

에이전트의 지능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5]. 따라서 

에이전트의 지능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연구[42]의 스케일을 

번역하여 사용한다(α=0.83).  

 

1.4. 실험 과정 

실험은 노트북과 스마트 스피커가 있는 실험실 환경에서 대면으로 

진행한다. 참여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연구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는다. 이때, 연구는 말로 하는 은행 서비스에 

대한 사용성 평가로 진행한다. 소통을 관찰한다고 했을 때,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다음, 

에이전트의 사용법에 대한 튜토리얼을 진행한다. 튜토리얼이 끝나고 

태스크에 대해 다시 설명한다. 이때, 태스크의 테마는 가상의 인물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가상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후, 연구자는 옆방으로 이동하여 참여자에게 

편안한 환경을 조성한다. 태스크는 노트북을 통해 주어지며 참여자가 

직접 화면을 넘길 수 있도록 제작했다. 화면을 넘기는 조건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거나 에이전트가 답변을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때이다. OOS 태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태스크를 정확히 

해결하지 않아도 됨을 강조한다. 세트 간에는 2분 간 휴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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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사용이 끝나면, 연구자가 방문하여 에이전트에 대한 설문 

평가지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참여자가 설문 평가를 마치면, 연구의 본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전 과정은 

사전 동의를 구하고 녹화를 진행한다. 녹화는 참여자의 태스크 화면 

넘김과 ASR 에러에 대해 대응하기 위함으로 카메라를 끄고 녹화를 

진행한다. 실험은 약 50분간 진행하고, 실험 참여비는 3만원을 

지급한다. 

 

 

제 2절 분석 방법 

실험을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는 발화 데이터와 설문 조사 

데이터이다. 발화 데이터는 Google Dialogflow에 기록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ASR 에러와 시스템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상을 통해 

보완한다. 

수집된 발화 데이터에 소통 성공 여부, 소통 실패 원인, 소통 

실패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전략을 코딩한다. 소통 성공 여부는 [표 

7]에 기반하여 코딩한다. 단, 소통 성공이 선행 연구[39]의 전형적인 

소통 실패와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다. IS 태스크에서 소통 성공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정확히 수행하는 것으로 적절한 

인텐트가 매칭된 경우이다. 반면, OOS 태스크에서는 에이전트가 할 수 

없음을 표하는 것이 에이전트의 입장에서는 소통 성공이다. 따라서 

에이전트의 응답이 fallback인 경우 IS 태스크에서는 실패로 보고, 

OOS 태스크에서는 성공으로 판단한다. Fallback 응답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네요’로 설정하여 에이전트가 할 수 없음을 

표현하도록 한다. 소통 실패 원인과 소통 실패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전략은 선행 연구[7, 29, 43, 49]를 바탕으로 각 5가지로 도출했고[표 

8, 표 9], 이에 기반하여 코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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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용자 발화에 대해 에이전트의 소통 성공 여부 기준 

[표 8] 에이전트의 소통 실패 원인 기준 

[표 9] 소통 실패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전략 기준 

 

태스크 

구분 

인텐트  

매칭 여부 

엔티티  

추출 여부 

소통 성공 

여부 
비고 

IS 

태스크 

인텐트  

매칭 

엔티티  

추출성공 
O  

엔티티  
추출실패 

X 
단, 적절한 팔로우업이  
진행되는 경우 성공 

인텐트 

미스매칭 
- X  

fallback - X  

OOS 

태스크 

fallback - O  

인텐트 

미스매칭 
- X  

원인 설명 

ASR 발화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음 

NLP 에이전트가 지원하는 인테트 내에서 문장이 훈련되지 않음 

미지원 에이전트가 지원하지 않는 인텐트 

시스템에러 시스템이 종료되거나 코드 상에 에러가 발생함 

잘못된팔로우업 팔로우업 인텐트가 진행되어 잘못된 답변을 제공함 

원인 설명 

발화변환 발화의 형태를 바꿈 (엔티티만 변경하는 경우 제외) 

재발화 똑같은 발화를 다시 말하거나 엔티티에만 변화를 줌 

팔로우업진행 잘못된 팔로우업 질문에 답을 함 

포기 더 이상 해당 인텐트를 사용하지 않음 

리셋 프로토타입을 리셋하여 다시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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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원칙으로 코딩된 데이터에 대한 통계 분석을 진행한다. 

분석에는 2세트와 4세트의 데이터만 활용한다. 참여자가 직접 화면을 

조작하며 태스크를 진행하기 때문에, 태스크에 대한 참여자의 이해가 

1세트의 데이터에 반영된다. 또한 3세트는 지속 사용의 과정으로 보고, 

2세트와 4세트의 데이터만 활용한다.   

통계 분석은 IS 태스크와 OOS태스크를 나눠서 분석한다. 독립 

요인은 신뢰도 임계값,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 세트이다. 종속 

요인은 소통 성공률, 발화 수, 소통 실패 원인, 소통 실패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전략, SUS 평가, 에이전트의 지능 평가이다. 신뢰도 

임계값과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는 집단 간 요인(between-

subject)이고, 세트는 집단 내 요인(within-subject)이다. 따라서 소통 

성공률과 발화 수에 대해서는 삼원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Three-

way Repeated Measures Anova) 방법으로 결과를 도출한다. 이후, 

사후 분석은 본페로니 교정(Bonferroni Correction)에 기반하여 

분석한다. 소통 실패 원인과 소통 실패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전략은 

신뢰도 임계값과 스마트 스피커 빈도에 대해 피셔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으로 분석한다. 그다음, 각 요인에 대해 층화 

분석(Stratified Analysis)을 코크란-멘텔-헨젤(Cochran-Mantel-

Haenszel) 방법으로 진행한다. 사후 분석은 본페로니 교정(Bonferroni 

Correction)에 기반하여 분석한다. 소통 실패 원인과 소통 실패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전략 분석에는 세트 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SUS 평가와 에이전트의 지능 평가에 대해서는 신뢰도 

임계값과 스마트 스피커 사용빈도를 독립 요인으로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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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수집된 발화 데이터 988개와 설문 조사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서술한다. 첫 번째, 발화 데이터로 소통 성공률과 소통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뢰도 임계값이 에이전트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두 번째, 발화 데이터로 발화 수와 소통 

실패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뢰도 

임계값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설문 조사 

데이터로 신뢰도 임계값이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통계 분석 결과의 요약은 [표 10] 및 [표 11]과 같다. 신뢰도 

임계값은 에이전트의 응답과 사용자의 발화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IS 태스크에서 소통 성공률, 발화 수, 소통 실패 원인, 소통 실패 대응 

전략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OOS 태스크에서는 소통 

성공률과 소통 실패 원인에만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사용자의 특성인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는 IS 태스크에서 발화 수에만, 사용량인 

세트는 OOS 태스크에서 발화 수에만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교호 작용 효과는 소통 성공률과 발화 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통 실패 원인과 소통 실패 대응 전략에서는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에 따라 신뢰도 임계값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인식인 사용성과 지능에 대해서는 모든 요인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IS 태스크  OOS 태스크    

요인 

소통 

성공률 
p-value 

발화수 
p-value  

소통 

성공률 
p-value 

발화수 
p-value  

사용성 
p-value 

지능 
p-value 

신뢰도 임계값 <.001 *** .007 **  <.001 ***
 .075  .216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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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피커 

사용빈도 
.157 .016 *  .481 .281  .600 .557 

세트 .771 .931  .266 .047 *
  - 

신뢰도 임계값＊ 

스마트스피커 

사용빈도 

.139 .238  .666 .839  .772 .952 

신뢰도 임계값＊ 

세트 
.149 .156  .820 .219  - 

스마트스피커 

사용빈도＊세트 
.677 .633  .228 .555  - 

신뢰도 임계값＊ 
스마트스피커 

사용빈도＊ 

세트 

.247 .738  .922 .607  - 

[표 10] 소통 성공률과 발화 수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IS 태스크에서 신뢰도 임계값은 

소통 성공률과 발화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는 발화 수에 

영향을 미쳤다. OOS 태스크에서 신뢰도 임계값은 소통 성공률에만 영향을 미치고, 

세트는 발화 수에 영향을 미쳤다. 사용성과 지능에 모든 요인의 영향이 없었다. 요인 

간의 교호 작용 효과는 모든 조합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IS 태스크  OOS 태스크 

층화 요인 독립 요인 

소통 실패 

원인 
p-value 

사용자 

대응 전략 
p-value 

 

소통 실패 

원인 
p-value 

사용자 

대응 전략 
p-value 

- 

신뢰도 임계값 <.001 *** <.001 ***  .026 * .780 

스마트스피커  

사용빈도 
.228 .289 

 
.600 .293 

신뢰도 임계값 
스마트스피커  

사용빈도 
.360 .285 

 
1.00 .338 

스마트스피커 

사용빈도 
신뢰도 임계값 <.001 *** <.001 *** 

 
.054 .752 

[표 11] 소통 실패 원인과 사용자 대응 전략의 통계 분석 결과. IS 태스크에서 신뢰도 

임계값은 소통 실패 원인과 사용자의 대응 전략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를 층화 요인으로 분석했을 때, 신뢰도 임계값의 영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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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신뢰도 임계값이 에이전트 응답에 미치는 영향 

1.1. 에이전트의 소통 성공률 

신뢰도 임계값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통 성공률에 영향을 미친다. 

신뢰도 임계값은 IS 태스크와 OOS 태스크 모두에서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났다[표 12]. 사후 분석 결과[표 13], 0.7-에이전트와 

다른 에이전트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0.3-

에이전트와 0.5-에이전트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4]를 보면, 각 에이전트의 평균 소통 성공률은 IS 태스크에서 

72%(0.3), 67%(0.5), 45%(0.7)이고, OOS 태스크에서는 24%(0.3), 

35%(0.5), 94%(0.7)이다. 신뢰도 임계값이 높아질수록 IS 태스크에서 

소통 성공률이 낮아지고, OOS 태스크에서는 소통 성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0.7-에이전트와 다른 에이전트 사이에서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에이전트의 소통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기준점의 존재를 시사한다. 

사용자의 특성과 사용량에 따라 소통 성공률이 변하지 않는다.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는 소통 성공률에 차이를 야기하지 

못했다[표 12]. 또한 세트에 따른 소통 성공률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2]. IS 태스크에서 라이트 유저의 평균 소통 

성공률은 58%(SD=0.20)이고, 헤비 유저의 평균 소통 성공률은 

65%(SD=0.14)이다. 특히 0.7-에이전트 사용자는 라이트 유저와 헤비 

유저의 차이가 큰 경향이 있었다[표 14]. 세트에 대해서는 IS 

태스크에서 2세트의 소통 성공률은 62%(SD=0.23), 4세트의 평균 

소통 성공률은 61%(SD=0.18)로 차이가 없었다. 0.5-에이전트와 0.7-

에이전트는 세트에 따라 소통 성공률이 증가하였지만, 0.3-에이전트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표 14]. 이와 같이 신뢰도 임계값에 따라 

사용자 특성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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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IS 태스크  OOS 태스크 

요인 F-value p-value  F-value p-value 

신뢰도 임계값 12.364 <.001 ***  29.5 <.001 ***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 2.14 .157  0.513 .481 

세트 0.087 .771  1.294 .266 

신뢰도 임계값 ＊ 

스마트스피커 사용빈도 
2.149 .139  0.414 .666 

신뢰도 임계값 ＊ 세트 2.064 .149  0.2 .820 

스마트스피커 사용빈도 ＊ 

세트 
0.178 .677  1.528 .228 

신뢰도 임계값 ＊ 

스마트스피커 사용빈도 ＊ 

세트 

1.482 .247  0.081 .922 

[표 12] 소통 성공률의 통계 분석 결과 (Three-way RM Anova). 신뢰도 임계값은 IS 

태스크와 OOS태스크에서 영향이 나타났다. 반면, 다른 요인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IS 태스크  OOS 태스크 

비교 그룹 t-value p-value  t-value p-value 

0.3 - 0.5 0.95984 1.00  - 0.95419 1.00 

0.3 - 0.7 3.9408 .003 **  - 7.6647 <.001 *** 

0.5 - 0.7 3.6082 .006 **  - 7.3403 <.001 *** 

[표 13] 소통 성공률의 사후 분석 결과 (Bonferroni Correction). 신뢰도 임계값에 대해 

사후 분석 결과 0.7-에이전트와 다른 에이전트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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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0.3 Agent 

(IS) 

0.3 Agent 

(OOS) 
 

0.5 Agent 

(IS) 

0.5 Agent 

(OOS) 
 

0.7 Agent 

(IS) 

0.7 Agent 

 (OOS)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0.72 0.13 0.24 0.25  0.67 0.09 0.35 0.22  0.45 0.16 0.94 0.11 

스마트 

스피커 

사용빈도 

라이트 0.73 0.15 0.25 0.26  0.66 0.06 0.43 0.21  0.35 0.09 0.94 0.07 

헤비 0.71 0.11 0.24 0.23  0.68 0.11 0.27 0.19  0.55 0.14 0.93 0.13 

세트 

2 세트 0.79 0.21 0.22 0.26  0.64 0.14 0.27 0.30  0.44 0.19 0.91 0.21 

4 세트 0.65 0.17 0.27 0.35  0.70 0.10 0.43 0.36  0.47 0.17 0.97 0.10 

[표 14] 소통 성공률의 기술 통계량 

 

1.2. 에이전트의 소통 실패 원인 

신뢰도 임계값이 높을수록 에이전트의 소통 실패 원인이 획일화된다. 

IS 태스크에서 모든 에이전트는 NLP 에러로 인한 소통 실패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0.7-에이전트와 다른 에이전트 사이에는 소통 

실패 원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6]. 자세하게 살펴보면[표 

17], 0.7-에이전트(83%)는 다른 에이전트보다 NLP 에러의 비율이 

[그림 13] 신뢰도 임계값*스마트 스피커 사용빈도*세트에 따른 

소통 성공률 boxplot 

[IS 태스크] [OOS 태스크] 

헤비-0.3 

라이트-0.3 

헤비-0.5 

라이트-0.5 

헤비-0.7 

라이트-0.7 

헤비-0.3 

라이트-0.3 

헤비-0.5 

라이트-0.5 

헤비-0.7 

라이트-0.7 

(세트)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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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0.3=56%, 0.5=62%). 반면 0.3-에이전트와 0.5-에이전트는 

ASR 에러(0.3=23%, 0.5=20%, 0.7=8%)와 잘못된 팔로우업(0.3=18%, 

0.5=11%, 0.7=1%)의 비율이 높았다. 잘못된 팔로우업은 인텐트 

미스매칭에서 파생된 결과다. 앞선 사용자의 발화에 인텐트가 

미스매칭된 다음, 미리 설계된 팔로우업 질문으로 이어져 에러가 

발생한 것이다. OOS 태스크에서는 의도한 대로 모든 에이전트에서 

미지원 에러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표 18], 사후 분석 결과 요인에 

의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표 16]. 또한 스마트 스피커 빈도의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표 15].  

라이트 유저에 대해서만 신뢰도 임계값에 따라 에이전트의 소통 실패 

원인이 변한다. 

층화 분석 결과[표 16], IS 태스크에서 라이트 유저는 신뢰도 

임계값에 따라 소통 실패 원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헤비 

유저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라이트 유저 내에서도 0.7-에이전트와 

다른 에이전트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라이트 유저 내의 소통 실패 

원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그림 14], 0.7-에이전트는 라이트 유저 

상대로 NLP 에러가 8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0.3=52%, 0.5=64%). 

반면, 0.3-에이전트는 라이트 유저가 대상일 때, ASR 에러의 비율이 

높았다. (0.3=28%, 0.5=18%, 0.7=6%) 

층화 요인 독립 요인 
IS 태스크 

p-value 

OOS 태스크 

p-value 

- 
신뢰도 임계값 <.001 *** .026 *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 .228 .600 

신뢰도 임계값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 .360 1.00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 신뢰도 임계값 <.001 *** .054 

[표 15] 에이전트 소통 실패 원인의 통계 분석 결과 (Fisher’s exact test, Cochran-

Mantel-Haenszel). 신뢰도 임계값은 IS 태스크와 OOS 태스크에서 모두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를 층화 요인으로 분석했을 때, 신뢰도 임계값의 영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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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화그룹 비교그룹 
IS 태스크 

p-value 

OOS 태스크 

p-value 

- 

0.3-0.5 1.00 .095 

0.3-0.7 <.001 ***
 .099 

0.5-0.7 <.001 ***
 1.00 

라이트 유저 

신뢰도 임계값 .001 *** 

- 

0.3 - 0.5 .252 

0.3 – 0.7 <.001 ***
 

0.5 – 0.7 .002 **
 

헤비 유저 신뢰도 임계값 .079 

[표 16] 에이전트 소통 실패 원인의 사후 분석 결과 (Bonferroni Correction). 신뢰도 

임계값에 대한 사후 분석 결과, 0.7-에이전트와 다른 에이전트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기준 

NLP 에러 
(비율) 

ASR 에러 
(비율) 

미지원 
(비율) 

잘못된 

팔로우업 

(비율) 

시스템에러 
(비율) 

합계 

신뢰도 

임계값 

0.3 63 (.56) 26 (.23) 2 (.02) 20 (.18) 2 (.02) 113 

0.5 63 (.62) 20 (.20) 5 (.05) 11 (.11) 3 (.03) 102 

0.7 198 (.83) 19 (.08) 8 (.03) 3 (.01) 10 (.04) 238 

[그림 14] 신뢰도 임계값*스마트 스피커 사용빈도에 따른  

에이전트의 소통 실패 원인 막대그래프 

[IS 태스크] [OOS 태스크]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 

 

 NLP에러    ASR에러    미지원    잘못된팔로우업    시스템에러 

0.3 0.5 0.7 0.3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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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피커 

사용빈도 

라이트 206 (.74) 36 (.13) 5 (.02) 20 (.07) 11 (.04) 278 

헤비 118 (.67) 29 (.17) 10 (.06) 14 (.08) 4 (.02) 175 

[표 17] IS 태스크에서 에이전트 소통 실패 원인의 기술 통계량 

 

 
기준 

NLP 에러 
(비율) 

ASR 에러 
(비율) 

미지원 
(비율) 

잘못된 

팔로우업 

(비율) 

시스템에러 
(비율) 

합계 

신뢰도 

임계값 

0.3 - - 49 (.92) 2 (.04) 2 (.04) 53 

0.5 - 1 (.01) 62 (.89) 4 (.06) 3 (.04) 70 

0.7 - - 50 (.96) 1 (.02) 1 (.02) 52 

스마트스피커 
사용빈도 

라이트 - 1 (.01) 86 (.92) 2 (.02) 4 (.04) 93 

헤비 - - 75 (.91) 5 (.06) 2 (.02) 82 

[표 18] OOS 태스크에서 에이전트 소통 실패 원인의 기술 통계량 

 

제 2 절 신뢰도 임계값이 사용자 발화에 미치는 영향 

2.1. 사용자의 발화 수  

신뢰도 임계값이 낮은 경우 사용자의 불필요한 발화가 많아진다. 

IS 태스크에서 신뢰도 임계값에 따른 발화 수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19]. IS 태스크에서 0.7-사용자의 발화 

수(40.1회)가 가장 많았다. 사후 분석 결과[표 20], 0.7-사용자가 0.5-

사용자(29.3회)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0.3-사용자(32.8회) 

와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통 성공률이 낮으면 발화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소통 실패 시 사용자는 다시 시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통 성공률이 가장 낮은 0.7-에이전트의 사용자는 발화 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0.3-에이전트(72%)가 0.5-에이전트(67%)보다 

소통 성공률은 더 높지만, 발화 수는 0.3-사용자가 더 많았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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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0.3-에이전트와 사용자의 소통에 불필요한 

과정이 많음을 시사한다. 

신뢰도 임계값과 상관없이 사용자의 특성과 사용량은 발화 수에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는 IS 태스크의 발화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표 19]. 라이트 유저의 발화 수(M=37.4, SD=10.1)는 

헤비 유저의 발화 수(M=30.7, SD=5.3)보다 높았다. OOS 태스크에서는 

라이트 유저와 헤비 유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든 에이전트에서 라이트 유저의 발화 수가 더 많은 경향이 

나타났다[표 21].  

세트 간의 변화는 OOS 태스크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19]. 2세트에서 평균 3.4회(SD=1.8) 발화했지만, 4세트에는 평균 

2.5회(SD=1.3) 발화했다. [표 21]을 보면, OOS 태스크에서는 모든 

그룹에서 발화 수가 감소했다. 반면, IS 태스크에서는 0.3-사용자가 

2세트에 비해 4세트에 발화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와 세트는 부분적으로 

주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두 요인 모두 신뢰도 임계값과의 교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사용자의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와 

세트의 영향이 에이전트의 신뢰도 임계값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IS 태스크  OOS 태스크 

요인 F-value p-value  F-value p-value 

신뢰도 임계값 6.153 .007 **  2.907 .075 

스마트스피커 사용빈도 6.754 .016 *  1.22 .281 

세트 0.008 .931  4.404 .047 * 

신뢰도 임계값 ＊ 

스마트스피커 사용빈도 
1.529 .238  0.178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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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임계값 ＊ 세트 2.012 .156  1.624 .219 

스마트스피커 사용빈도 ＊ 

세트 
0.233 .633  0.36 .555 

신뢰도 임계값 ＊ 

스마트스피커 사용빈도 ＊ 

세트 

0.307 .738  0.511 .607 

[표 19] 사용자 발화 수의 통계 분석 결과 (Three-way RM Anova). IS 태스크에서 

신뢰도 임계값과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의 영향이, OOS에서 세트의 영향이 나타났다. 

 

 IS 태스크  OOS 태스크 

비교 그룹 t-value p-value  t-value p-value 

0.3 - 0.5 1.0378 .939  

- 0.3 - 0.7 -1.7819 .275  

0.5 - 0.7 -3.6157 .006 **  

[표 20] 사용자 발화 수의 사후 분석 결과 (Bonferroni Correction). 신뢰도 임계값에 

대하여 사후 분석 결과 0.5-에에이전트 사용자와 0.7-에이전트 사용자 사이에만 차이가 

나타났다. 

 

 

기준 

0.3 Agent 

(IS) 

0.3 Agent 

(OOS) 
 

0.5 Agent 

(IS) 

0.5 Agent 

(OOS) 
 

0.7 Agent 

(IS) 

0.7 Agent 

 (OOS)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2.8 9.3 5.3 1.6  29.3 4.0 7.1 2.1  40.1 8.0 5.2 1.7 

[그림 15] 신뢰도 임계값*스마트 스피커 사용빈도*세트에 따른 발화 수 boxplot 

[IS 태스크] [OOS 태스크] 

헤비-0.3 

라이트-0.3 

헤비-0.5 

라이트-0.5 

헤비-0.7 

라이트-0.7 

헤비-0.3 

라이트-0.3 

헤비-0.5 

라이트-0.5 

헤비-0.7 

라이트-0.7 

(세트)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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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피커 

사용빈도 

라이트 34.4 11.7 5.4 1.2  31.2 3.3 7.6 2.3  46.6 5.1 5.8 1.9 

헤비 31.2 5.6 5.2 1.9  27.4 3.7 6.6 1.7  33.6 4.3 4.6 1.2 

세트 

2 세트 14.2 3.4 3.4 1.4  15.4 3.3 4.3 2.1  21.3 6.5 2.5 1.2 

4 세트 18.6 8.3 1.9 0.9  13.9 3.4 2.8 1.5  18.8 5.0 2.7 1.2 

[표 21] 사용자 발화 수의 기술 통계량 

 

2.2. 사용자의 소통 실패 대응 전략 

사용자는 소통 실패 시 발화 변환 전략을 가장 많이 취하고, 신뢰도 

임계값에 따라 재발화와 포기 전략을 취하는 비율은 다르다. 

소통 실패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발화 변환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표 24]. 신뢰도 임계값에 따라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모든 

그룹에서 발화 변환을 취하는 비율은 절반 정도 차지했다(0.3=50%, 

0.5=42%, 0.7=55%). 하지만 IS 태스크에서 0.7-사용자와 다른 사용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다[표 23]. [표 24]를 보면, 발화 변환 

다음으로 취하는 전략이 다르게 나타났다. 0.7-사용자는 발화 변환 

다음으로 포기를 취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다른 사용자는 재발화를 

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OOS 태스크에서는 신뢰도 임계값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표 22],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표 25]. 

즉, 0.7-사용자는 발화 변환과 포기를 취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재발화를 선택하는 비율은 낮았다. 

라이트 유저만 신뢰도 임계값에 따라 소통 실패 대응 전략의 비율이 

변한다. 

층화 분석 결과[표 23], IS 태스크에서 라이트 유저는 신뢰도 

임계값에 따라 소통 실패 원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헤비 

유저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라이트 유저 내에서도 0.7-사용자와 

다른 사용자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표 23]. 라이트 유저 내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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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원인을 살펴보면[그림 16], 0.7-사용자와 0.5-사용자의 차이는 

발화 변환과 재발화의 비율에 차이가 있다. 0.7-사용자는 발화 변환과 

재발화의 비율이 7:3인 반면, 0.5-사용자는 5:5로 나타났다. 0.7-

사용자와 0.3-사용자의 차이는 포기 비율에 있었다. 0.7-사용자의 

포기 비율은 29%인 반면, 0.3-사용자는 10%로 나타났다. 

층화 요인 독립 요인 
IS 태스크 

p-value 

OOS 태스크 

p-value 

- 
신뢰도 임계값 <.001 *** .780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 .289 .293 

신뢰도 임계값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 .285 .338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 신뢰도 임계값 <.001 *** .752 

[표 22] 사용자의 소통 실패 대응 전략의 통계 분석 결과 (Fisher’s exact test, 

Cochran-Mantel-Haenszel). IS 태스크에서 신뢰도 임계값의 영향이 나타났고, 층화 

요인이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일 때 신뢰도 임계값의 영향이 나타났다. 

 

층화그룹 비교그룹 
IS 태스크 

p-value 

OOS 태스크 

p-value 

- 

0.3-0.5 1.000 

- 0.3-0.7 <.001 *** 

0.5-0.7 .002 ** 

라이트 유저 

신뢰도 임계값 .002 ** 

- 

0.3 - 0.5 .270 

0.3 – 0.7 <.001 *** 

0.5 – 0.7 .032 * 

헤비 유저 신뢰도 임계값 .095 

[표 23] 사용자의 소통 실패 대응 전략 통계의 사후 분석 결과 (Fisher’s exact test, 

Bonferroni Correction). 신뢰도 임계값에 대해 사후 분석 결과, 0.7-에이전트 사용자와 

다른 에이전트 사용자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53 

 

 

 

 

 

 

기준 

발화 변환 

(비율) 

재발화 

(비율) 

팔로우업진행 

(비율) 

리셋 

(비율) 

포기 

(비율) 
합계 

신뢰도 

임계값 

0.3 56 (.50) 29 (.26) 9 (.08) 1 (.01) 18 (.16) 113 

0.5 43 (.42) 30 (.29) 6 (.06) - 23 (.23) 102 

0.7 131 (.55) 39 (.16) 1 (.00) 3 (.01) 64 (.27) 238 

스마트스피커 
사용빈도 

라이트 136 (.49) 67 (.24) 7 (.03) 3 (.01) 65 (.23) 278 

헤비 94 (.54) 31 (.18) 9 (.05) 1 (.01) 40 (.23) 175 

[표 24] IS 태스크에서 사용자의 소통 실패 대응 전략의 기술 통계량 

 

 
기준 

발화 변환 
(비율) 

재발화 
(비율) 

팔로우업진행 
(비율) 

리셋 
(비율) 

포기 
(비율) 

합계 

신뢰도 
임계값 

0.3 28 (.53) 7 (.13) 3 (.06) 1 (.02) 14 (.26) 53 

0.5 36 (.51) 10 (.14) 2 (.03) 2 (.03) 20 (.29) 70 

0.7 27 (.52) 4 (.08) 1 (.02) - 20 (.38) 52 

스마트스피커 

사용빈도 

라이트 54 (.58) 8 (.09) 2 (.02) 1 (.01) 28 (.30) 93 

헤비 37 (.45) 13 (.16) 4 (.05) 2 (.02) 26 (.32) 82 

[표 25] OOS 태스크에서 사용자의 소통 실패 대응 전략의 기술 통계량 

[그림 16] 신뢰도 임계값*스마트 스피커 사용빈도에 따른  

사용자의 소통 실패 대응 전략 막대 그래프 

[IS 태스크] [OOS 태스크]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 

 

 발화 변환    재발화    팔로우업진행    리셋    포기 

0.3 0.5 0.7 0.3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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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신뢰도 임계값이 사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신뢰도 임계값이 다른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에는 신뢰도 임계값과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 26].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면[표 27], 사용성은 0.7-에이전트가 다소 낮았고, 

지능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용성과 지능에 대한 

평가에서 0.5-에이전트의 표준 편차가 다른 에이전트보다 낮게 

나타났다. 

 사용성(SUS)  지능 

요인  F-value p-value  F-value p-value 

신뢰도 임계값 1.61 .216  0.446 .510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 0.2822 .600  0.354 .557 

신뢰도 임계값 ＊ 

스마트스피커 사용빈도 
0.086 .772  0.004 .952 

[표 26] 에이전트의 사용성(SUS)과 지능 평가 통계 분석 결과 (Two-way Anova). 

사용성과 지능에 대해 모든 요인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17] 신뢰도 임계값*스마트 스피커 사용빈도에 따른  

에이전트의 사용성(SUS)과 지능 평가 boxplot 

[에이전트의 사용성(SUS) 평가]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 

0.3 0.5 0.7 

[에이전트의 지능 평가]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 

0.3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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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0.3 Agent 

(사용성) 

0.3 Agent 

(지능) 
 

0.5 Agent 

(사용성) 

0.5 Agent 

(지능) 
 

0.7 Agent 

(사용성) 

0.7 Agent 

(지능) 

Avg. SD Avg. SD  Avg. SD Avg. SD  Avg. SD Avg. SD 

전체 67.8 16.9 3.3 0.8  70.3 9.6 3.2 0.4  58.0 19.1 3.1 0.9 

스마트 

스피커 

사용빈도 

라이트 67.5 16.4 3.2 0.9  68.0 3.3 3.1 0.4  55.5 13.9 3.0 0.8 

헤비 68.0 17.4 3.4 0.5  72.5 12.7 3.3 0.3  60.5 22.8 3.1 0.9 

[표 27] 에이전트의 사용성(SUS)과 지능 평가의 기술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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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연구 논의 

본 장에서는 신뢰도 임계값에 따른 인간-에이전트 소통에 대해 

논의하고, 신뢰도 임계값을 활용하는 연구에서 고려할 점에 대해 

제언한다.  

 

제 1 절 신뢰도 임계값에 따른 인간-에이전트 소통 

신뢰도 임계값은 인간-에이전트 소통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간-에이전트 소통에 사용자의 특성이나 사용량(세트)은 미비한 

영향을 미쳤지만, 신뢰도 임계값은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신뢰도 

임계값에 따라 IS 태스크에서는 소통 성공률, 발화 수, 소통 실패 원인, 

사용자의 대응 전략에 차이가 나타났고, OOS 태스크에서는 소통 

성공률, 소통 실패 원인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신뢰도 임계값은 

에이전트의 응답과 사용자 발화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이와 달리 사용자의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는 IS 태스크의 발화 

수에만 영향을 미쳤다. 소통 성공률의 평균은 헤비 유저가 높지만 

통계적 유의미함은 나타나지 않았다. Myers et al.[44]의 연구에서도 

부분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과거 스마트 스피커 경험이 태스크 수행 

시간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발화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에 따라 사용자가 겪는 에러의 수에도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헤비 유저 내의 편차가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그림 13]을 보면, 2세트에서 소통 

성공률에 대한 헤비 유저의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또한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도 헤비 유저의 편차가 큰 경향이 

있다[표 27]. 이는 과거 스마트 스피커 경험이 새로운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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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에 대해 잘못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15]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헤비 유저는 과거 경험으로 인해 사용자마다 

서로 다른 기대치를 갖기 때문에, 초반 사용에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헤비 유저가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만, 헤비 유저 내에는 퍼포먼스의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세트 간 차이도 OOS 태스크의 발화 수에만 영향을 미쳤다. IS 

태스크에서 소통 성공률이나 발화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Yeh 

et al.[63]는 사용법 가이드 방법과 타이밍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 

참여자에게 2개의 태스크를 부여하고, 각 태스크의 수행 시간을 

비교했다. 그 결과 규칙 기반 가이드 방법이 설명 기반 가이드 

방법보다 효과적임을 밝혔다. 상반된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사용법 

가이드는 사용자가 에이전트를 학습하는 과정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반면, 소통 실패를 통해 에이전트를 학습하는 전략은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것이다. 

 

신뢰도 임계값이 낮으면 사용자는 그라운딩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 

[표 14] 및 [표 21]을 보면, 0.3-그룹에서만 2세트에 비해 

4세트의 소통 성공률이 감소하고, 발화 수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0.5-그룹과 0.7-그룹에서는 반대로 나타났으며, 선행 연구에서도 

사용량에 따라 태스크 수행 시간이 감소했다[63]. 이를 그라운딩 

관점에서 살펴보면, 신뢰도 임계값이 낮은 에이전트는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라운딩에는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12]. 또한 에이전트의 일관성 있는 답변은 

발견 가능성(discoverability)을 높이고, 에이전트의 신뢰를 높인다고 

한다[45, 56]. 즉, 에이전트의 일관성 있는 답변도 일종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신뢰도 임계값이 낮으면 소통 실패 시 

미스매칭 답변이 제공될 확률이 높다. 이는 소통 실패 시 계속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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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그라운딩을 방해하게 된다.  

반대로 에이전트의 미스매칭된 답변은 우연한 발견을 만듦으로써 

그라운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13]. 정보 검색 

과정에서 미스매칭된 답변으로 인해 대화가 진전되는 현상을 

발견했다[13]. OOS 태스크에서 0.3-사용자의 발화 수가 가장 크게 

감소했다. 미스매칭 답변은 에이전트의 서비스 범위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라운딩 프로세스가 길어지면 사용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13]. Ashktorab et al.[5]도 미스매칭 답변은 

의도치 않은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IS 태스크에서 0.3-에이전트와 사용자의 

소통이 길어졌다. 0.3-에이전트의 소통 성공률이 높음에도 사용자의 

발화 수가 많다. 그 원인은 팔로우업 질문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거래 내역 조회 인텐트들에는 기간을 필수 엔티티로 설정했다. 이로 

인해 인텐트가 미스 매칭되더라도 팔로우업이 진행된다. 0.3-

에이전트의 소통 실패 원인 중 잘못된 팔로우업의 비율이 18%로 다소 

높고[표 17], 사용자도 에이전트의 잘못된 팔로우업을 진행하는 

비율이 8%로  다른 에이전트에 비해 높다[표 24]. 0.7-에이전트는 

1%와 0%인 것에 비하면 0.3-에이전트의 잘못된 팔로우업이 진행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이는 미스매칭 답변 시 대화가 바로 중단되거나 

회복되지 않고, 소통 실패가 한번 더 발생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스매칭된 답변은 서비스 범위 파악에 도움이 되지만, 그라운딩을 

돕기 위해서는 팔로우업 설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에이전트가 이해할 수 없음을 표하는 fallback 전략은 그라운딩에 

효과적이지 않다. 

신뢰도 임계값이 높으면 에이전트의 일관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소통 실패 시 fallback으로 일관된 답변을 제공하고,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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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의 원인도 NLP 에러로 획일화된다. 또한 사용자는 소통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발화변환 전략을 주로 선택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에이전트의 일관성 있는 답변은 발견 가능성(discoverability)과 

신뢰를 높인다고 한다[45, 56]. 이와 같이 획일화된 소통 실패 원인과 

에이전트의 일관된 소통 실패 답변, 사용자의 높은 발화변환 전략 

선택률은 그라운딩에 좋은 환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IS 태스크의 

소통 성공률 측면에서 세트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헤비 유저는 소통 성공률이 감소했다[그림 13]. 

Bohus&Rudnicky[10]는 단순히 이해할 수 없음을 표하는 확인 

전략은 사용자의 소통 실패 회복에 효과적이지 못함을 밝혔다. 또한 

fallback에 따라서 소통 실패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전략도 

달라진다고 한다[10, 31]. 즉, 0.7-사용자의 그라운딩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fallback 전략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높은 

신뢰도 임계값을 활용하는 경우 fallback 설계가 중요하다.  

선행 연구에서 소통 실패 시 에이전트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는 해결 전략이 효과적임을 밝혔다[5, 10, 21].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5, 16, 21].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인지적 부하가 크다[31]. 사회적 전략의 관점에서는 

태스크 지향 에이전트의 사용자는 실용 지향성이 높기 때문에 소통 

실패 시 사과보다는 보상이나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 

낫다[35]. 음성 에이전트 사용자는 효율성과 속도를 기대하는데[38], 

태스크 지향 에이전트에서 이 점을 더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는 것은 사용자의 흥미를 떨어트리고, 

에이전트가 스마트하지 않게 보이지 않는다[56].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태스크 지향 음성 에이전트의 fallback 전략은 소통 실패 

회복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성을 유지하고, 일관성을 헤치지 

않는 선에서 다양화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 전략과 확인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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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한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Folstad et al.[21]가 제시한 

신뢰값을 활용한 연구의 연장 선에서, 신뢰값에 따라 fallback 전략을 

다르게 취하는 전략도 가능해 보인다. 

 

제 2 절 신뢰도 임계값을 활용하는 연구에서 고려할 점 

에이전트의 도메인에 따라 사용자의 행동과 인식은 다르다. 

에이전트의 도메인에 따라 사용자의 선호나 행동은 다르게 

나타난다[10, 35]. 도메인에 따라 소통 실패 시 사용자의 대응 전략이 

다르게 나타났다[10]. Pak et al.[47]은 자동화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를 연구하였는데, 도메인에 따라 자동화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가 

다름을 밝혔다[47]. 또한 자동화의 단계가 정보 제공 단계인지, 결정 

단계인지도 사용자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47]. 이와 같은 결과를 

에러의 심각성에 따른 코스트의 영향으로 해석했다[47]. 즉, 도메인에 

따라서 에러에 의한 코스트가 다르고, 이는 사용자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에이전트도 일종의 자동화 기술이기 때문에 

코스트 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측정하였는데, 신뢰도 임계값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프로토타입의 도메인이 코스트가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프로토타입이 은행 에이전트이지만 조회 위주의 

인텐트를 제공했고, 조회 업무는 정보 제공 단계로 소통 실패의 

코스트가 적다. 이로 인해 신뢰도 임계값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라운딩 관점에서도 코스트는 중요한 요소로,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택한다고 한다[12]. 따라서 

코스트가 높은 도메인에서는 신뢰도 임계값의 영향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에이전트의 도메인은 소통 실패의 코스트를 결정하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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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행동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도메인 특성을 통제한 실험을 진행했다. 프로토타입의 도메인은 

소통 실패의 코스트가 적은 환경이었다. 따라서 코스트 관점의 도메인 

특성을 고려한 신뢰도 임계값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에이전트의 각 인텐트가 대응해야 하는 사용자 발화의 범위가 다르다. 

하나의 에이전트는 여러 개의 인텐트로 구성된다. 각 인텐트를 

기능 단위로 볼 수 있다. 사용자 발화가 인식되면 인텐트 중 하나와 

매칭이 되는데, 인텐트마다 대응해야 하는 사용자 발화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태생적으로 가능한 발화의 

다양성이 다른 경우다. 예를 들어, 송금 인텐트와 상세 내역 조회 

인텐트를 비교하면, 송금 인텐트는 엔티티에 관계없이 ‘송금’, ‘이체’, 

‘보내줘’ 등 사용자의 발화가 정형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상세 

내역 조회 인텐트는 엔티티에 따라 사용자의 발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응해야 하는 사용자의 발화가 상대적으로 다양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인텐트의 응답 정보량이 다른 경우다. 응답 정보량이 많은 

인텐트의 경우 당연히 대응하는 발화의 범위도 넓어진다. 예를 들어, 

통장 잔고만 알려주는 잔고 조회 인텐트와 거래 횟수와 거래 금액을 

동시에 알려주는 요약 조회 인텐트가 있다. 요약 조회 인텐트는 거래 

횟수 조회를 요청한 발화와 거래 금액 조회를 요청한 발화 모두에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요약 조회 인텐트가 대응해야 하는 사용자 

발화의 범위가 더 넓을 수 밖에 없다.  

각 인텐트가 대응해야 하는 사용자의 발화 범위가 다르면, 신뢰도 

임계값의 영향도 인텐트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인텐트의 특성을 통제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에 사용된 

프로토타입의 인텐트가 대응해야 하는 사용자 발화의 범위는 다소 

넓은 환경이었다. 따라서 대응해야 하는 사용자 발화 범위 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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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텐트 특성을 고려한 신뢰도 임계값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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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인텐트 분류 모델의 신뢰도 임계값이 인간-에이전트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예비 조사와 본 실험을 진행했다. 

예비 조사는 사용자 니즈 조사를 통해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자 했다. 

참여자 12명을 모집하여, WOZ로 구현된 음성 에이전트를 사용하게 

했다. 이를 통해 수집한 발화 데이터(332개)를 분석하여 에이전트의 

주요 인텐트를 도출했다. 그다음, 도출된 인텐트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했고, 참여자 10명을 모집하여 프로토타입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발화 데이터(449개)와 

에이전트의 히스토리에서 신뢰값을 수집했다. 이를 통해 신뢰값의 

분포를 확인하고, 신뢰도 임계값이 0.3, 0.5, 0.7에서 에이전트 응답 

성향의 차이가 발생함을 발견했다. 본 실험에서는 각기 다른 신뢰도 

임계값을 갖는 에이전트를 제작하여 참여자에게 사용하도록 했다. 

참여자는 총 30명을 모집했고, 스마트 스피커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의 비율을 고려했다.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 5명씩 배분하여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기 다른 신뢰도 임계값을 갖는 에이전트를 

사용하도록 했다. 참여자에게 유사한 태스크를 4세트 부여하여 

에이전트를 사용하도록 했고, 사용이 끝난 후 에이전트의 사용성과 

지능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발화 데이터(988개)와 설문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텐트 분류 모델의 신뢰도 임계값이 에이전트 

응답, 사용자 발화, 사용자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했다. 

<연구 문제 1. 인텐트 분류 모델의 신뢰도 임계값에 따라서 

에이전트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위해, 발화 데이터를 

바탕으로 에이전트의 소통 성공률과 소통 실패 원인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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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임계값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소통 성공률에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IS 태스크에서 소통 성공률은 0.3-에이전트가 

72%, 0.5-에이전트는 67%, 0.7-에이전트는 45%이고, OOS 태스크 

0.3-에이전트가 24%, 0.5-에이전트는 35%, 0.7-에이전트는 94%로 

나타났다. 하지만 0.3-에이전트와 0.5-에이전트의 소통 성공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0.7-에이전트와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신뢰도 임계값이 에이전트의 소통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기준점이 존재했다. 반면, 사용자의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와 사용량은 소통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스마트 스피커 

헤비 유저가 라이트 유저보다 소통 성공이 높은 경향이 있었지만, 

통계적 유의미함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용량에 따라서는 통계적 

유의미함 없이, 0.3-에이전트는 소통 성공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0.5-

에이전트와 0.7-에이전트에서는 소통 성공률이 증가하는 경향만 

나타났다.  

에이전트의 소통 실패 원인은 신뢰도 임계값이 높을수록 

획일화됐다. 모든 에이전트의 소통 실패 원인 중 NLP 에러가 

차지하는 비율 높게 나타났다. 특히 0.7-에이전트와 다른 에이전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다. 0.7-에이전트에서는 NLP 에러가 

83%를 차지했고, 0.3-에이전트와 0.5-에이전트에서는 약 60%를 

차지했다. 0.3-에이전트와 0.5-에이전트에서는 ASR 에러와 잘못된 

팔로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신뢰도 임계값이 높을수록 

소통 실패의 원인이 NLP 에러로 획일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라이트 유저 그룹에서 유의미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헤비 

유저 그룹에서는 경향으로만 나타났다.  

<연구 문제 2. 인텐트 분류 모델의 신뢰도 임계값에 따라서 

사용자의 발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위해, 발화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발화 수와 소통 실패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전략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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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임계값이 낮은 에이전트와의 소통은 불필요하게 길어졌다. 

IS 태스크에서 사용자의 발화 수는 0.3-사용자가 32.8회, 0.5-

사용자가 29.3회, 0.7-사용자는 40.1회였다. 유의미한 차이는 0.5-

사용자와 0.7-사용자 사이에만 나타났다. 0.3-에이전트의 소통 

성공률이 0.7-에이전트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고려하면, 0.3-

사용자의 불필요한 소통 과정이 많음을 시사한다. 사용자의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는 IS 태스크의 발화 수에, 사용량은 OOS 태스크의 

발화 수에만 영향을 미쳤다. 헤비 유저에 비해 라이트 유저의 발화 

수가 더 많았고, 2세트에 비해 4세트의 발화 수는 감소했다. 하지만 

신뢰도 임계값과의 교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사용자의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와 세트의 영향이 에이전트의 신뢰도 

임계값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소통 실패 시 사용자는 발화 변환 전략을 가장 많이 취하고, 

신뢰도 임계값에 따라 재발화와 포기 전략을 취하는 비율은 다르게 

나타났다. 0.7-사용자와 다른 사용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든 사용자가 소통 실패 시 가장 많이 취하는 전략은 발화 

변환 전략이었다. 하지만 발화 변환 다음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전략은 다르게 나타났다. 0.7-사용자는 포기 전략을 취한 반면, 다른 

사용자는 재발화 전략을 취했다. 또한 라이트 유저 그룹에서만 신뢰도 

임계값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는데, 0.7-사용자와 다른 사용자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0.7-사용자와 비교하여 0.5-사용자는 재발화 비율이 

특히 높았고, 0.3-사용자는 포기의 비율이 낮았다. 

<연구 문제 3. 인텐트 분류 모델의 신뢰도 임계값에 따라서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위해, 설문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인식하는 사용성과 지능을 분석했다. 

신뢰도 임계값과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는 사용자가 인식하는 

사용성과 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사용성 평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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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에이전트는 67.8점, 0.5-에이전트는 70.3점, 0.7-에이전트는 

58.0점을 받았다. 지능 평가에서 0.3-에이전트는 3.3점, 0.5-

에이전트는 3.2점, 0.7-에이전트는 3.1점을 받았다. 0.7-에이전트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이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제 2 절 연구 한계 

실험 디자인 측면에서 도메인의 특성과 인텐트의 특성을 통제하여 

진행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를 회고해 봤을 때, [그림 18]과 

같이 사용자의 특성, 도메인의 특성, 인텐트의 특성에 따라서 신뢰도 

임계값이 인간-에이전트 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 사용자의 특성은 스마트 스피커 사용 빈도로 

고려했지만, 도메인의 특성과 인텐트의 특성을 통제하여 진행했다. 

따라서 도메인의 특성과 인텐트의 특성에 따른 신뢰도 임계값이 

인간-에이전트 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 18] 신뢰도 임계값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뢰도 임계값은 사용자의 특성, 

도메인의 특성, 인텐트의 특성에 따라서 인간-에이전트 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에이전트의 응답 성향과 사용자의 특성을 독립 요인으로 

고려하고, 도메인의 특성과 인텐트의 특성은 통제 요인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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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측면에서 한계는 참여 인원이 적고, 참여자의 발화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실험에 참여한 인원의 수는 30명으로 

HCI 연구에서 적은 수는 아니다. 하지만 연구에서 고려한 집단 간 

요인(between-subject)은 신뢰도 임계값(3)과 스마트 스피커 

사용빈도(2)로 총 6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각 집단에는 5명씩 

배정되기 때문에 교호 작용 효과를 확인하기에 인원수가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참여자의 발화 특성인 발음, 억양, 발화 속도가 음성 

에이전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사용자의 발화 특성은 음성 에이전트 

사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태스크 측면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발화를 유도했다는 한계가 

있다. 프로토타입이 가상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험실 환경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짧은 시간 많은 발화를 유도했다. 실제 사용자의 하루 

평균 발화 수가 10개 미만인 것[9]에 비해 발화 수가 많았다. 또한 

프로토타입은 참여자의 거래 내역 데이터가 아닌 가상의 거래 내역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태스크에 대한 참여자의 몰입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인물의 거래 내역 데이터를 조회한다는 

배경을 제시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동작을 구현하여 몰입도를 

높이고자 했다.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했지만, 실제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완벽히 극복하지 못했다. 

 

제 3 절 연구 의의 

본 연구는 1) 인간-에이전트 소통 개선을 위해 신뢰도 임계값을 

활용한 접근 방법을 제시한 점, 2) 이를 발화 데이터에 기반하여 

다각도에서 살펴본 점, 3) 신뢰도 임계값을 활용하는 연구에서 고려할 

점을 제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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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이전트 소통 개선을 위해 신뢰도 임계값을 활용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에이전트가 인공지능에 기반하고 있고, 소통 

실패의 원인이 NLP에 기인하다는 점[43]에서 NLU 관점으로 인간-

에이전트 소통을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신뢰도 

임계값이 인간-에이전트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하지만 

신뢰도 임계값의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인간-에이전트 소통 개선을 위해 신뢰도 임계값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분야를 여는 탐색적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발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에이전트의 소통을 다각도에서 

분석했다. 기존 선행 연구는 사용자의 퍼포먼스에 관점에서만 

연구하거나, 소통 실패 원인과 사용자의 소통 실패 대응 전략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됐다. 본 연구에서는 두 관점으로 모두 

분석을 진행했고, 이는 신뢰도 임계값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신뢰도 임계값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산업 

종사자에게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임계값을 활용한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제언하였다. 신뢰도 임계값을 활용하는 전략은 즉시 실현이 

가능한 방법으로 가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초기 연구인 만큼 

고려하지 못한 요인이 있었고, 본 연구에 대한 회고를 통해 신뢰도 

임계값을 활용하는 향후 연구에서 고려할 점을 제언했다. 이는 인간-

에이전트의 소통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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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본 실험에서 참여자에게 주어진 태스크 

유도 인텐트 
1 세트 

(카페) 

2 세트 

(구독) 

3 세트 

(편의점) 

4 세트 

(식비) 

요약 조회 
저번 달 카페 

사용 금액: 

이번 해 
구독서비스 

사용 금액: 

이번 달 편의점 

사용금액: 

저번 달 식비 

사용 금액: 

최근 항목 조회 

스타벅스 

마지막 방문 

일자: 

쿠팡와우 

마지막 결제 

일자: 

마지막으로 

방문한 편의점 

이름: 

배달의 민족 

마지막 결제 

일자: 

항목 간 비교 

조회 

저번 달 

투썸플레이스와 

스타벅스 중 더 

많이 지출한 곳: 

이번 해 

유튜브와 

넷플릭스 중 더 

많이 지출한 곳: 

저번 달 씨유와 

세븐일레븐 중 

더 많이 지출한 

곳: 

저번 달 

배달음식과 외식 

중 더 많이 

지출한 항목: 

중의적 표현 

저번 달 카페 

방문 횟수: 

저번 주 카페 

방문 횟수: 

저번 달 구독한 

서비스 수: 

이번 달 구독 

중인 서비스 수: 

저번 주 편의점 

사용금액: 

저번 달 편의점 

사용 금액: 

저번 달 
배달의민족 결제 

금액: 

저번 주 

배달의민족 결제 
금액: 

잔고 조회 
모든 통장의 

잔액 합: 

월급 통장의 

잔액 합: 

생활비 통장의 

잔액 합: 

비상금 통장의 

잔액 합: 

할인혜택 (OOS) 

카페에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 이름: 

구독 서비스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 

이름: 

편의점에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 이름: 

배달 어플 할인이 

가능한 카드 

이름: 

날짜 간 비교 
조회 

이번 달과 저번 

달 중 카페 
지출이 높은 

기간: 

4월과 5월에 

구독서비스 

사용금액 차이: 

이번달과 저번 

달 편의점 사용 

금액 차이: 

4월과 5월 중 

배달음식 지출이 

높은 기간: 

상세 내역 조회 

저번 주 금요일 

방문한 카페의 

이름: 

저번 달에 

구독한 

서비스의 이름: 

저번 주 토요일 

방문했던 

편의점의 이름: 

저번 주 토요일 

방문한 식당의 

이름: 

기간 내 비교 

조회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지출한 카페: 

이번 해에 가장 

많이 지출한 

구독 서비스: 

이번 해에 가장 

많이 지출한 

편의점: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지출한 

식당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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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ing on Task-oriented Voice Agents - 

 

 

Myeonggyun Ryu 

Department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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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spread of smart speakers, task-oriented voice agents 

(voice apps) are also emerging. Task-oriented voice agents interact 

with the user through voice and provide specialized functions for 

specific domains. The domains of already released voice apps are 

various. The increase in task-oriented agents is inevitable in the 

future. 

Communication breakdowns are exacerbated with task-oriented 

voice agents. Communication breakdowns are quite common in 

human-agent communication and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user. 

The fundamental causes are the invisible nature of voice interactions 

and incomplete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 task-oriented agent 

must accurately perform the requested task by the user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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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domain. Therefore, the communication breakdowns with the 

task-oriented agent have more negative effects on the user.  

The study on communication breakdowns from the perspective 

of NLU is needed. In AI-based agents, the NLU engine serves to 

understand the utterances of the user based on intent. 

Communication breakdowns are primarily caused by NLU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errors. However, existing researches 

focus on how to provide error prevention guidance and DM (Dialog 

Management). Therefore, to fill the gap between research and the 

cause of communication breakdowns, the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NLU is needed. 

This paper attempts to utilize the confidence threshold for the 

intent classification which classifies the user’s utterance into the 

intent. In voice interactions with AI agents, the confidence score is 

calculated when the user’s utterance is recognized. The system 

selects the intent with the highest confidence score. If the highest 

scoring intent has a confidence score greater than or equal to the 

confidence threshold, the agent provides the programmed response. 

In contrast, if the highest scoring intent has a confidence score lower 

than the confidence threshold, the agent returns the fallback 

response, such as “Can you say that a different way?” or “I am not 

able to understand.”. In other words, the confidence threshold is 

directly related to the agent’s performance and response propensity.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impact of the confidence 

threshold on human-agent communication. The user identifies the 

agent’s smartness through conversing with the agent, and then 

adapts their utterances for the agent. In this process, th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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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agent are important as evidence. In other words, the 

confidence threshold would make a difference in human-agent 

communication. To explore this, I conduct 1) a preliminary study for 

prototyping and identifying the distribution of the confidence scores, 

and 2) an experiment to explore the impact of the confidence 

threshold on human-agent communications. 

In the preliminary study, I conducted a study to find user needs 

when using a voice agent for banking services and a study to identify 

the distribution of the confidence scores. In the user needs study, 

participants (n=10) are asked to use the banking agent that is run on 

the WOZ (Wizard of Oz) method. The utterance data was collected, 

and then open-coded to determine the main intents of the banking 

agent. Then, the second study is conducted with the prototype built 

on the intents. The utterance data was also collected from 

participants(n=10) who were asked to use the prototype. As a result, 

differences in response propensity between the agents were 

discovered, when the confidence thresholds are 0.3, 0.5, and 0.7. 

In the experiment, I recruited participants (n=30) and ask them 

to use the prototype with the different confidence thresholds. The 

participants are divided into three groups considering the frequency 

of smart speaker use. Four sets of tasks consisting of In-Scope (IS) 

tasks and Out-of-Scope (OOS) tasks are assigned to the participants. 

When the task is completed, the participant fills out a survey on 

usability and intelligence of the agent. The designed independent 

variables are the confidence threshold (3, between-subject) x the 

frequency of smart speaker use (2, between-subject) x the set (2, 

within-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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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experiment, 988 utterance data and survey data 

were collected and then analyzed in terms of agent’s response, 

user’s utterance, and user’s perception. First of all, in terms of 

agent’s response, the confidence threshold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mmunication success rate when exceeding a certain level. 

The communication success rate of the 0.7-agent was lower than 

the others (0.3=72%, 0.5=67%, 0.7=45%) in IS tasks, but higher than 

the others in OOS tasks (0.3=24%, 0.5=35%, 0.7=94%). The cause of 

communication breakdowns became uniform as the confidence 

threshold was higher. Comparing to the other agents, the 0.7-agent 

had more communication breakdowns caused by NLP (Natural 

Language Process) error (0.3=56%, 0.5=62%, 0.7=83%). Secondly, 

in terms of user’s utterance, communication with agents with low 

confidence thresholds was unnecessarily prolonged. In IS tasks, the 

number of user’s utterances was the lowest for the 0.5-agent and 

the highest for the 0.7-agent (0.3=32.8, 0.5=29.3, 0.7=40.1). 

However, there was not a significant effect between the 0.3-users 

and the 0.7-users. Considering the communication of the 0.3-agent 

was higher than the 0.7-agent, it suggests that the user had 

superfluous communication with the 0.3-agent. All the users 

employed the Rephrase the most to overcome the communication 

breakdowns, and the rate of employing the Repeat and the Quit 

depending on the confidence threshold. The 0.7-users employed the 

Quit more(0.3=16%, 0.5=23%, 0.7=27%), and the others employed 

the Repeat more(0.3=26%, 0.5=29%, 0.7=16%). Lastly, in terms of 

user’s perception, the confidence threshold and the frequency of 

smart speaker us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This paper presents a novel approach using the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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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to improve human-agent communication. It presents the 

possibility of the confidence threshold to improve human-agent 

communication and contributes as an exploratory study that opens 

the new area. In addition, based on the utterance data, it was 

analyzed from various points of view. This research can serve as a 

guide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who are interested in the 

confidence threshold. Lastly, this paper also suggests what points 

should be considered to utilize the confidence threshold in future 

research. 

 

Keywords : Human-agent communication, Intent classification, 

Confidence threshold, Task-oriented voice agent, Communication 

brea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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