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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의인화와 소비자 반응:
이론적 배경과 시사점
1)2)윤성훈*

․ 김민기**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금융, 의료, 건강, 교육 등 여러 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비용 절감과
실시간 편의 제공을 위해 대고객 서비스 일환으로 등장하는 인공지능의 경우, 사람의 모습 혹은 소비자가 의인화할
수 있는 캐릭터를 부여받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사회심리학 이론에 근거해, 과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기업의 인공지능 의인화 움직임으로 인해 인공지능과 사람 사이에서
도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집중하여 최근 학계 논의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의인화와 소비자 반응을 연구하는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와 각기 다른 사업 영역에서 인공지능 의인화 형태와 기술
레벨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 담당자들에게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세 가지 이론적 배경(일라이자
효과;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컴퓨터 이론; 불쾌한 골짜기 현상)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후,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
용해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Davenport et al. 2020;
Mende et al. 2019). 예를 들어, 삼성의 ‘빅스비(Bixby)’나 애플의 ‘시리(Siri)’ 등 스
마트폰에 탑재된 인공지능 서비스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하는 질문을 알아듣고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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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답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구글은 뉴스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개별
사용자의 거주 지역 및 관심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뉴스 기사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기술은 금융, 의료, 건강, 법률, 게임, 운송 등 사회
전반에 빠른 속도로 스며들면서 산업과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접점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처럼 기업이 사람 대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
양하다. 우선, 인공지능은 과거 인간 근로자가 처리하던 많은 양의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되면 기존 인력은 본인이 담당했던 단순
업무를 인공지능에 맡기고, 본인의 시간을 인공지능이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투입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다. 기업 역시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직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더불어, 인공지능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실
제로 국내외 다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챗봇(chattered robot, chat bot)’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 소비자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제공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이 학습하기 어려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능력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나 이벤트를 예측하는 데 있어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
물론 결과 예측이 아닌 원인과 결과 간 인과관계 추론 능력에 대해서는 XAI (Explainable AI) 움직임과 함께 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인 상황이나, 현업에서의 인공
지능은 실제 공급망 관리나 자동화 공정 과정에 활용되어 적정 재고 수준을 예측하거
나 기계의 불량 발생 시점을 탐지하는 데 유용성을 증명하고 있다.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의인화(anthropomorphism)” 할 수 있게끔 의인화 형체
(anthropomorphic appearance)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화”란 사
람이 아닌 객체(entity)에 사람의 생김새, 감정 등 사람과 유사한 특징을 부여하는 것
이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소비자가 인공지능을 사람처럼 느낄 수 있도록 (1) 눈, 코,
입 등 사람의 얼굴과 비슷한 생김새를 입히거나 (2) 소비자와 상호작용을 할 때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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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장을 사용하거나 (3) 소비자가 말을 걸었을 때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할 때, 소비자가 인공지능에 더욱 큰 친밀감을 느끼고 서비스에 충분히 만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롯데백화점이 2017년 12월에 선보인 인공지능 챗봇
‘로사(LOSA: Lotte Shopping Advisor)’는 사람의 얼굴, 몸, 팔을 가진 캐릭터가 다양
한 표정과 몸짓을 통해 고객에게 개인별 맞춤 상품을 추천하고 고객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의 메신저 앱(app)을 통해 이용
할 수 있는 일기예보 챗봇인 ‘날보’는 나무늘보를 닮은 동물 캐릭터가 단어와 문장을
조합하여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에 날씨와 관련된 정보가 담긴 메시지를 만든 후 이
를 사용자에게 보낸다. KEB하나은행이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하이(H.A.I.)뱅킹’도
서비스 화면에 젊은 여성 은행원을 연상시키는 캐릭터를 노출한 후, 손님의 각종 금융
거래 요청에 문자 및 음성으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마치 실제 은행원에게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을 구성하였다.

표1
기업명

의인화된 인공지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 사례
인공지능 이름

서비스 내용

의인화 요소

롯데백화점

로사(LO.S.A.)

고객의 구매 이력, 관심 상품 등을
분석하여 개별 소비자에게
맞춤형 상품 추천

캐릭터,
언어 사용,
상호작용

페이스북

날보

날씨에 대한 정보 제공

언어 사용,
상호작용

하이(H.A.I.)뱅킹

고객의 금융거래 관련 요청에
실시간으로 대응

캐릭터,
언어 사용,
상호작용

KEB하나은행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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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의인화된 인공지능의 서비스 제공 화면: 롯데백화점 “로사(LO.S.A.)”

자료: Lottemia 고객지원실(2018)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의인화된 인공지능을 마주쳤을 때 실제로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 이전에 활용되었던 기업의 “의인화” 전략이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낸다는 점은 확인되었지만(예: Aggarwal & McGill
2007), 실제로 의인화된 인공지능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났는지 살펴본 실증 기반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연구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는 의료 진단 및 처방을 받을 때(Longoni, Bonezzi & Morewedge
2019), 그리고 메신저를 통해 금융 서비스 갱신과 같은 서비스 정보를 얻을 때(Luo et
al. 2019), 인공지능보다 오히려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소비자의 인공지능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의인화가 어떻게 설정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숫자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의인화된 인공지능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만족
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의인화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
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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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고에서는 (1) 의인화된 인공지능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에게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세 가지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2) 이를 바탕으로 기
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의인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떠한 요인들
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일라이자 효과(ELIZA effect)
일라이자 효과는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현상 중 하나로, 알고리즘에 따
라 움직이는 컴퓨터의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사람의 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의인
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1966년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컴퓨터 과학 분
야 연구자였던 요셉 바이첸바움(Joseph Weizenbaum)이 개발한 챗봇(chattered robot,
chat-bot)인 “일라이자(ELIZ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발견되었다.

그림 2

“일라이자” 프로그램의 서비스 제공 화면

자료: Hall(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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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 바이첸바움은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Carl Rogers)가 1940년대에 개
발한 상담 치료 방법의 하나인 “환자 중심 상담 이론(person-centered therapy)”에 깊
은 감명을 받았다. 이 이론의 핵심은 의사가 상담을 통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를 치료할 때, 환자가 보여주는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최대한 자
제하고 그 대신 환자에게 긍정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공감을 보여주면서 환자 스스로
본인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는 것이었다. 바이첸바움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이러한 의사의 역할을 알고리즘
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실제 행동에 옮겨 정신과 의사를 모방한 프
로그램인 “일라이자”를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상담을 받으러 온 환자의 말
을 입력(input)으로 인식하고, 미리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환자의 상담 내용을 긍정
적으로 인식하고 환기시키는 답변 또는 질문 중 하나를 임의대로 환자에게 제시
(output)하면서 상담을 진행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나는 ○
○가 필요해요”라고 말한다면 일라이자는 그 말에 대해 “왜 ○○가 필요하세요?” 또는
“만약 ○○가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등 환자의 말을 환기해주
는 대답 중 하나를 임의대로 선택하여 컴퓨터 화면에 노출했다.
“일라이자”로부터 상담을 받은 환자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환자 대부분은 자신을 상
담해준 대상이 의사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이들은 프로
그램과의 대화에 깊이 빠져들어 상담자가 진짜 의사였다고 믿었거나, 상담을 통해 자신
이 앓고 있는 병을 치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심지어 이 프로
그램을 개발한 바이첸바움의 비서와 제자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이 미리 설계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부터 상담을 받는다는 사실
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화를 나눈 뒤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이 프
로그램의 존재를 알게 된 정신과 의사들은 상담 치료사가 부족한 정신과 병동에 이 프
로그램을 배치하여 실제 치료에 활용하자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확인한 바이첸바움은 단순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구현된 상담용 프로
그램에 대해 사람들이 애착을 가진다는 점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일라이자 효과는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왜 사람 대신 의인
화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자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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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년에 개발된 “일라이자” 프로그램은 환자의 말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보
았을 때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보다 매우 단순한 알고리즘이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
램은 실제로 환자가 한 말 속에 숨겨진 환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읽어내고 이를 고려하
여 환자에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한 말을 긍정적으로 환기하거나 비슷하게 반
복해서 들려주는 정도로만 대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프로그램은 환자가
충분히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위로와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히 반응했다고 볼 수
있으며,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단어 및 문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의인화
된 인공지능 기술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최근에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의 표정이나 말을 분석하여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문의나 의견에 실시간으로 응답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소비자가 한 질문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거나
소비자의 의견에 공감하는 대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소비자가 인공지
능을 신뢰하도록 만들거나 인공지능에 애착을 두게 함으로써 기업 브랜드에 대한 긍정
적인 이미지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서비스 만족도 또는 궁극적으로 매출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Ⅲ.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컴퓨터 이론
(Computers-are-social-actors framework)
누군가 스마트폰에 탑재된 인공지능을 부르거나 AI 스피커의 이름을 부를 때, 마치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컴퓨터 이론에 따라 인공지능을 사람처럼 대했을 가능
성이 크다. 스칼렛 요한슨이 인공지능 담당 성우를 맡아 유명했던 2013년작 영화
‘her’ ([그림 3] 참고)에서, 인공지능과 교감을 하며 사랑에 빠져 혼란스러워하는 주인
공의 심리 변화와 행동이 상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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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3년 출시 영화 ‘her’에서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 주인공

자료: www.pinterest.com/pin/543598617507725979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컴퓨터 이론”은 사회심리학(social psychology)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로봇이 감정을 느끼거나 생각을 할 수 없
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로봇을 사람과 같이 사회적 상호
작용이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한다. 그 결과 사람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도덕적 규범과
사회적 휴리스틱(social heuristics)을 무의식적으로 로봇에게 적용하게 된다. 특히 이
이론은 로봇이 (1)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과의 대화를 흉내 낼 수 있고 (2)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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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3)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으므로 사람이 로봇을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본다. 따라서
로봇은 사람과 서로 비교가 가능한 대상으로 정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컴퓨터와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이 이론은 2000년에 클리퍼드 나스(Clifford Nass) 교수와 문영미 교수가 공동으로
발표한 “Machines and Mindlessness: Social Responses to Computers”라는 연구
논문에서 구체적인 개념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 이론이 발표되기 전부터 컴퓨터와 사
람 사이의 상호작용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관찰
된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Reeves & Nass(1996)는 컴퓨터
가 언어를 사용하거나 사람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등 사람과 유사한 특성을 보일 때에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회적 행위자로 인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Nass, Moon & Green (1997)은 사람들이 사랑이나 대인관계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
할 때에는 남성의 목소리를 가진 컴퓨터보다 여성의 목소리를 가진 컴퓨터를 더 높게
평가하였고, 기술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여성의 목소리를 가진 컴퓨터보다 남
성의 목소리를 가진 컴퓨터를 더 높게 평가하는 “성 고정관념 편향(gender stereotype
threat)” 현상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Fogg & Nass(1997)는 어떤 사
람이 컴퓨터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컴퓨터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주려는 “호
혜적 행동(reciprocal behavior)”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컴퓨터 이론이 의인화된 인공지능에 대한 소비자의 반
응에 관한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들이 의인화된 인공지능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서도 나
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컴퓨터 이론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
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고정관념 편향(stereotype threat), 호
혜적 행동(reciprocal behavior), 내집단/외집단 편향(in- vs. out-group bias) 등의
현상이 컴퓨터와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
에서 많은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인공지능 기술이 다른 ICT 기술들과
다르게 (1) 단어/문장을 활용하여 사람과 대화를 하고 (2) 사람의 목소리를 의사소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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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3) 성별, 외모 등을 통해 형성된 페르소나(persona)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의인화된 인공지능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현상들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Ferrari,
Paladino & Jetten(2016)은 의인화된 로봇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슷한 외모가 사람
과 로봇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의인화
된 인공지능은 기존의 컴퓨터 또는 로봇과 비교하였을 때 사회적 행위자로 인식될 가
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Ⅳ.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 현상
불쾌한 골짜기 현상은 로봇 공학 분야의 연구자였던 모리 마사히로 동경공대 명예 교
수가 1970년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처음 제시된 현상이다. 이 현상에 따르면, 사람
의 모습과 전혀 유사하지 않은 로봇(예: 산업용 로봇)에게 사람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
는 특징(예: 얼굴, 목소리, 표정 등)을 부여하게 되면 (1) 처음에는 사람이 로봇에게 느
끼는 호감도가 증가하다가 (2) 로봇이 사람의 모습을 어설프게 닮은 구간에서 호감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3) 이후 로봇이 사람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게 되면 호감도가
다시 증가하여 사람에게 느끼는 호감도와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4

불쾌한 골짜기 현상

자료: Mori, MacDorman & Kageki(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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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을 비롯하여 많은 로봇은 사람의 팔이나 다리와 같은 장치가 있어서 마치
사람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개발된다. 이와 관련하여, 모리 교수는 로
봇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지에 따라 불쾌한 골짜기의 깊이가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고도 주장하였다. 즉, 움직이는 로봇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움직이지 않는 로봇과 비교하였을 때 사람과의 유사성이 커질수록 사람이 로봇에게 느
끼는 호감도의 크기도 더 많이 증가하지만 반대로 불쾌한 골짜기 현상에 의해 급격하
게 감소하는 호감도의 크기도 더 커진다는 것이다.

그림 5

로봇의 움직임 여부에 따른 불쾌한 골짜기 현상

자료: Mori, MacDorman and Kageki(2012)

불쾌한 골짜기 현상은 로봇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람과 어설프게 비슷
한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가끔 사람과 다르게 보일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줌으로써 로봇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방해한다는 점을 잘 설
명하고 있다. 이 현상은 연구 논문이 발표된 후 한동안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점차 로
봇 공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 공학 분야를 비롯하여 심리학,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분야의 많은 연구자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예
를 들어, Hanson et al.(2005)이나 Saygin et al.(2011)은 실증 분석을 통해 정말로
불쾌한 골짜기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불쾌한 골짜기 현
상이 나타나는 원인과 관련하여, MacDorman & Ishiguro (2006)은 의인화된 로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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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의 사체를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고 Ramey(2005)는 의인화
된 로봇이 사람과 사람이 아닌 객체 사이의 경계를 허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불쾌한 골짜기 현상은 의인화된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소비자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봇
의 외모를 설계하는 디자이너들은 소비자가 로봇에게 느끼는 친밀감을 극대화하고자
사람과 비슷한 얼굴 또는 체형을 가지도록 로봇을 디자인할 수 있다. 실제로 홍콩의
유명 로봇 제조 기업인 ‘핸슨 로보틱스(Hanson Robotics)’는 사람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소피아(Sophia)’를 개발하였는데, 이 로봇은 눈, 코,
입, 귀, 피부 등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
다. 다만, 소피아의 머리 부분은 사람처럼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전기회로가 보이도록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소피
아의 머리 부분마저 사람과 매우 비슷하게 만들면 사람과 너무 비슷한 외모를 가지게
되어 사람과 구별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피아를 본
사람들이 ‘불쾌한 골짜기’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가발을 씌우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하
기도 하였다.

그림 6

의인화된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Sophia)’

자료: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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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인화된 인공지능 로봇이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여 실제 사람의 움직
임에 비해 어설픈 동작을 보여주는 경우, 소비자들은 이러한 인공지능으로부터 받는 서
비스에 대해 불쾌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들은 의인화된 인공지능 로봇을
마주한 소비자들이 불쾌한 골짜기 현상에 빠지지 않도록 인공지능의 의인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고에서는 인공지능 의인화와 소비자 반응을 연구하는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에게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세 가지 이론적 배경으로 (1) 일라이자 효과, (2) 사회적 행
위자로서의 컴퓨터 이론, 그리고 (3) 불쾌한 골짜기 현상에 관해 소개하였다. 이 3가지
이론적 배경은 각각 의인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려는 기업들에 서로 다른 실무적 고찰을 제공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일라이자 효과를 통해 기업들은 적절하게 의인화된 인공지능이 환자를 위한 심
리 치료 등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 소비자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충성심을 끌어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컴퓨터 이론
을 통해 기업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인공지
능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인공지능을 의인화할 때
사람의 어떠한 특징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나 컴퓨터와 같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상담을 할 때 활용하는 인공지능의 경우 남성
의 목소리를 부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쾌한 골짜기 현상을 통
해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의인화할 때 소비자들이 불쾌한 골짜기에 빠져 인공지능에 대
한 부정적인 감정/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의
인화할 때 인공지능이 인간과 비슷한 외모적 특징을 충분히 가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은 인공지능이 소비자가 던지는 질문에 어색한 대답을 해서 소비자가 이질
감을 느끼지 않도록 인공지능을 충분히 학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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