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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had used AI chatbots. Results showed that people who possessed a high level of social
competence tended to use AI chatbots more socially, and this association was mediated by chatbot
users' loneliness and perceived humanlikeness of chatbots, in such order (serial mediation effect). As
for self-disclosure to chatbots, the effect of social competence on self-disclosure was not significant.
However, the mediation effect through perceived humanlikeness and the serial mediation effect
through loneliness and perceived humanlikeness were significant. Specifically, people who possessed
a high level of social competence felt less loneliness, but the low level of loneliness increased
perceived humanlikeness toward chatbots, which in turn led to more social use of chatbots as well as
more self-disclosure to chatbots. The study ha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e study
sheds light on the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human-AI interaction, supporting the
computers as social actors (CASA) perspective. Further, the positive effect of perceived humanlikeness
of chatbots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for AI chatbot developer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re discussed.
Keywords: social competence, loneliness, perceived humanlikeness, social use of AI chatbots,
self-disclosure

368

한국언론학보65권5호(2021년10월)

1. 서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적 이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AI와의 상호작용은 사람들에
게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Chen, Moyle, Jones, & Petsky, 2020; Li,
Xu, Yu, & Peng, 2020). 현재 AI의 발전은 음성비서와 같은 디지털 에이전트, 대화형 애플리
케이션에 해당하는 챗봇(chatbot), 차량 내 음성비서인 자동화 시스템(autonomous vehicle),
가전기기 내 음성인식과 같은 홈 시스템(connected home)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박형곤, 2019). 특히 음성 에이전트나 텍스트 기반 에이전트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사람들은 빅스비(Bixby)나 시리(Siri),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
를 통해 날씨와 스케줄 확인 등 음성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텍스트 기반의 챗봇을 통해 금융 또
는 쇼핑 업체와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음성 에이전트와 챗봇 외에도 사람과 교감하며 상호작
용을 할 수 있는 로봇인 소셜 로봇(social robot)은 감정을 인식하거나 표현함으로써 AI와 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AI와 상호작용 하는 현상을 다수의 연구자들은 “컴퓨터
는 사회적 행위자(Computers Are Social Actors: CASA)”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CASA 관점은 컴퓨터를 사회적 행위자로 보고, 사람들이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할 때 사람을 대
하듯이 컴퓨터를 대한다고 설명한다(Reeves & Nass, 1996). 이를 AI 상황에 적용하면, AI의
외형, 목소리, 말투 등이 사람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AI를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이

․

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AI의 외형(Gong & Nass, 2007), 의인화 정도(변성혁 조창환, 2020;

․

Beattie, Edwards, & Edwards, 2020), 말투(Beattie et al., 2020), 목소리(장지혜 주
다영, 2019) 등 AI의 속성에 초점을 둔 연구를 바탕으로 CASA 관점을 지지했다. 한편, 호, 핸

마 너H H
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친밀감이나 호감과 같은 심리적 효과를 일으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가 비인간 행

콕, 이 ( o, ancock, & Miner, 2018)는 대화 상대방의 정체성과는 관하게 사람들이

위자인 AI를 인간과 유사한 주체로 인식하거나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상호

느

갖

작용함으로써 사람에게 끼는 감정을 AI에도 게 된다고 설명한다.

련 련
불
집
하고 있으며, AI를 이용하는 개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
성 중에서도 사회성 능력(social competence)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성 능력이란
AI와의 상호작용과 관 된 일 의 연구에도 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AI의 특성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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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유능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의 습득, 또한 그러한 기술을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Sarason, 1981). 즉, 사회성 능력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있어 타
인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Rubin & Rose-Krasnor, 1992), 적절한 사회적 관
계로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 유용하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Merrell, 1999). 본 연구에
서는 주로 대인간 소통에서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었던 개념인 사회성 능력을 AI
와의 상호작용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과 AI
이용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어 개인의 사회성 능력과 AI 챗봇의 사회적 이용, 그리고 AI 챗봇
과의 상호작용에서 자기노출 정도를 살펴볼 것이다. AI 챗봇의 사회적 이용이란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AI 챗봇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젠그렌과 윈달
(Rosengren & Windahl, 1972)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 생리
적․자연적 방법을 사용하며, 여기에서 충족되지 않은 만족을 얻기 위한 기능적 대안으로 미디어
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 개인적 특성의 차이는 미디어 이용에 있어 개인마다 서로 다른 동기
와 욕구를 불러일으키며(Rosengren, 1974), 이러한 동기와 욕구가 개인의 미디어 선택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Rubin & Windahl,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 능력이 낮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채워지지 않은 상호작용의 욕구를 챗봇의 사회적 사용으로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
다고 가정한다. 한편, 자기노출은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 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의미하며(Archer, 1980),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자기노출을
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Dominick, 1999). 즉, 적절한 수준의 자기
노출을 통해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상대가 공개한 정보를 받아들임으로써 서로를 이해하
고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된다(손영란․박은아 2010). 이처럼 자기노출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
락에서 상대와의 관계 유지와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는 AI 챗봇에게도 자기노출 행위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성 능력이 AI 챗봇과의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이용과 자기노출에 미치는 직
접적 효과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 상태인 외로움 정도와 개인이 AI 챗봇을 지각하는 방식인 지각
된 인간다움(perceived humanlikeness)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의 정교성을 높이고자
한다. 개인의 심리적 또는 인지적 상태에 따라 AI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은 AI가 사람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개인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도 또는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
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미디어 이용을 더 활발히 하여 외로움을 완화시킨다고 밝혔다
(Shaw & Gant, 2002; Valkenburg & Peter, 2007). 따라서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이 아니
370

한국언론학보65권5호(2021년10월)

움

미칠지 살펴보는 것은 외로움의 영향
을 좀 더 확장해서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대화 상대인 AI 챗봇을 얼마
나 사람과 유사하다고 느끼는지의 정도가 AI 챗봇의 사회적 이용과 자기노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ASA 관점이 설명하듯이, 개인이 컴퓨터 또는 AI를 사람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 AI를
사람 대하듯 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성 능력과 AI 챗봇 이용과의
관계성뿐 아니라 외로움과 개인이 지각하는 AI 챗봇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라, 사람과 AI 챗봇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외로 이 영향을

한다.

개

력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외로움 정도와 지각된 인간다움의 매개효과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사람들이 AI를 이용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AI 사용의 이론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AI 챗봇 관련 기술과 서비스가 더욱 발전할수록 이용자의 이용행태도 세분화되는 경
향을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이용자 개인의 특성
및 심리적 변인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실제 AI 개발자들이 이
용자의 개인적 특성에 맞춘 전략을 수립하는데 의미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인의 사회성 능 이 AI 챗봇의 사회적 이용과 자기

2. 이론적논의
1) 사회성 능력

타

준
력 요
력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적응력을 의미하며, 사회성 능력이 높으면 대인관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Duck, 1989). 사회성 능력은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로도 통용되며, 사회적
기술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때 적절함은 행위
자의 행위가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 기대를 위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Segrin, 1992;
Spitzberg & Cupach, 1985). 발켄버그와 피터(Valkenburg & Peter, 2008)는 사회성 능
력을 개인이 자신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커뮤
니케이션에서의 유능함으로 정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발켄버그와 피터(Valkenburg &
Peter, 2008)가 사용한 사회성 능력의 용어 및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개인의 사회성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성 능력이 개인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Greco & Morris, 2005; Spence, Donovan, & Brechman-Toussaint, 1999). 사
인간이 인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 의 사회성 능 이 구된다. 사회성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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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련
력 족 경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인간관계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고(Jones, Hobbs, & Hockenbury, 1982; Zakahi & Duran, 1985), 사회
성 능력이 높은 경우에는 대인관계를 맺는 방식에 긍정적이며(Baym, Zhang, & Lin, 2004),
소셜미디어 이용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Yang & Brown, 2013). 또한 러펠과 버
크(Ruppel & Burke, 2015)는 사회성 능력이 텍스트 메시지나 페이스북 등 다양한 대인관계
미디어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사회성 능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으며,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커뮤
니케이션을 하도록 이끈다고 설명했다.
사회성 능력과 대인관계의 인과관계는 우수한 사회성 능력은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져
오지만, 사회성 능력의 부족은 부정적 사회적 결과를 야기한다고 설명되어 왔다(Libet &
Lewinsohn, 1973). 즉, 사회성 능력의 부족은 사회적 불안과 우울, 그리고 외로움과 관련이
있으며(Segrin & Taylor, 2007), 반대로 적절한 사회성 능력은 자신감과 연결되고(Bu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 1988),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높은 만족감을 유발한다
(Flora & Sergin, 1999). 높은 사회성 능력의 긍정적인 결과에 주목한 세그린과 테일러
(Segrin & Taylor, 2007)는 사회성 능력이 긍정적인 인간관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긍정적 인간관계가 사회성 능력과 심리적 행복감의 모든 지표들을 매개한다
고 밝혔다. 또한 세그린과 테일러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상태를 정확히 읽을 줄 알고 다른 사
람들의 아이디어와 감정에 대해 명확하게 소통하며, 사회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감정적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성 능력과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 능력을 타인과의
인간관계와 인간관계를 맺는 장소, 즉, 온라인 공간 또는 소셜미디어 등에 집중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왔다. 최근 컴퓨터 기술과 AI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인간뿐 아니라 기계와 상호작용을 하
기도 한다. 개인의 사회성 능력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인간 상호작용 형태나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계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
날의 환경에서 개인과 기계 간의 상호작용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사회성 능력은 주
목할만한 특성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 능력과 AI와의 상호작용의 관
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개인의 특성인
사회성 능력이 AI 챗봇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AI 챗봇의 사회
적 이용과 AI에의 자기노출에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자 한다.
회성 능 과 관 한 연구들은 사회성 능 이 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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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성 능력과 AI 챗봇 이용
(1) 사회성 능력과 AI 챗봇의 사회적 이용

테크놀로지의 사회적 이용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 또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테크놀로
지를 사용하는 것(LaRose & Eastin, 2004)이라 할 수 있는데, AI의 사회적 이용은 챗봇이나
소셜 로봇을 통해 연구되어왔다. 최근 등장한 AI 스피커, 챗봇, 소셜 로봇 등의 AI 시스템은 사
람과 기계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AI의 이용 또는 기계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에는 기술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하다.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human-computer interaction: HCI)은 CASA 시각을 통해 설명력을 높이게 되었다.
CASA 시각은 이용자가 컴퓨터를 대할 때 사람에게 대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대한다는 미디어
방정식(media equation)에서 등장한 관점으로(Reeves & Nass, 1996), 최근에는 컴퓨터 외
에도 음성 에이전트(예: Siri, Bixby), 챗봇, 스마트 가전(예: 스마트 냉장고), 웨어러블 기기
들(예: 애플와치), 소셜 로봇(예: Paro, Aibo) 등의 연구에도 적용되고 있다(Gambino, Fox,
& Ratan, 2020). 사람이 형체가 있는 에이전트(embodied agent)와 상호작용할 경우, 외형
이 존재하고 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은 긍정적이었다(Lee, Jung, Kim, & Kim,
2006). 또한 인간-로봇 상호작용(human-robot interaction: HRI)에서 공손한 로봇
(Srinivasan & Takayama, 2016)과 인간의 설득전략을 활용하는 로봇(Lee & Liang,
2019)은 사람들과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기도 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의 사회성 능력은 개인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며(Greco &
Morris, 2005), 사회성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맺는 방식이 긍정적일 확률이 높고
(Baym et al., 2004),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만족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의 특성인 사회성 능력이 AI의 이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적 특성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사회성 능력과 AI에의 자기노출

노출(self-disclosure)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며 타인과의 관계의 친밀성을 높이는
전략 중 하나이다. 자기노출은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이며(나은영, 2013), 자기노출
은 타인에 대한 친밀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침투이론(social penetration
theory: Altman & Taylor, 1973)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노출할수록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상대방은 호감과 친밀감을 느낀다고 설명한다. 자기노출은 정체성 노출(identity disclosure)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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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정체성 노출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라면,
심리적 자기노출은 자신의 생각, 심리 상태 등 다양한 부분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기노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AI와 상호작용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기노출에 관한 연구들은 오프라인이나(Derlega, & Chaikin, 1976; Derlega,
Winstead, & Greene, 2008) 온라인에서(Al-Saggaf & Nielson, 2014; Bonetti,
Campbell, & Gilmore, 2010) 사람들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고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
기노출을 한다고 밝혔다. 자기노출을 HCI 분야에 적용해서 살펴보면,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을
다룬 초창기 연구에서 자기노출의 원리를 적용한 이커머스(e-commerce) 컴퓨터 에이전트와 대
화하는 경우, 이용자들이 에이전트를 매력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정보도 더 많이 공유하며, 상
품 구매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oon, 1998). 또한 최근 AI와의 상호작용에서 자기
노출과 관련된 연구들은 개인의 특정한 이용 목표(Widener & Lim, 2020)와 자기노출의 관계
성 또는 정서사회적인 이용(Ho et al., 2018; Skjuve, Følstad, Fostervold, &
Brandtzaeg, 2021)과 자기노출의 관련성 등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AI 이용자가 특정 그
룹에 속하고 싶은 소속감(need to belong)이 높을수록 챗봇에게 자기노출을 하려는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Widener & Lim, 2020).
정서적인 이용과 자기노출에 관련된 연구들(Lee, Yamashita, Huang, & Fu, 2020;
Skjuve et al., 2021)은 AI를 정서적인 충만이나 정서적 위안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노출의 경향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선행연구(Skjuve et al., 2021)는 이용자와 챗봇의
상호작용은 이용자의 지각된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리와 동료들
(Lee et al., 2020)은 챗봇과의 상호작용에서 자기노출이 이용자로 하여금 더 자기노출을 하도
록 하는 상호호혜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또한 호와 동료들(Ho et al.,
2018)은 이용자의 자기노출이 친밀도와 호감도, 그리고 유희성을 증진시킨다고 밝혔으며, 정서
적 반응도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상의 연구들은 주로 이용 목적이나 정서적 상태에 다루었지만, AI 챗봇을 이용하는 개인
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본 연구의 핵심적인 개인적 특성인 개인의 사
회성 능력이 높다면 자기노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과 심리적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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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이용, 자기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외로움

개인의 심리적 속성과 미디어 이용은 미디어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사람들의
성격이나 심리적 특성에 따라 미디어 이용의 행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서적 상태
에 따라 미디어 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Shaw & Gant, 2002; Valkenburg & Peter,
2007).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속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AI 관련
연구들은 주로 AI가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 집중해왔다. 예를 들어, 공감 표현을 하는 컴퓨터
에이전트에게 호감도를 느끼거나(유민진․진전은영․김정현, 2017),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컴퓨터 에이전트에 대해 신뢰도와 호감도가 모두 높은 연구(Bickmore, Caruso, &
Clough-Gorr, 2005), 또는 사람과 같이 기쁨,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에이전트에게
그렇지 않은 에이전트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연구(De Melo, Carnevlae, &
Gratch, 2011)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컴퓨터 또는 에이전트가 감정이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에이전트가 감정적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AI 챗봇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용자 중심에서 살펴보면, 챗봇
을 이용하는데 주목할만한 중요한 정서적 요인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개인이 기대하는 대인관
계와 실제 대인관계 사이에 부조화가 있을 때 발생한다(Ernst & Cacioppo, 1999). 즉, 외로
움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나 질이 개인이 기대한 정도보다 낮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공허함
(emptiness), 갈망(yearning), 괴로움(distress), 고독(solitude)과 같은 불편한 느낌이다
(Peplau & Perlman, 1982). 그동안 외로움은 미디어 사용에서 주요 변수로 간주되어 왔는
데, 이는 외로운 사람들은 대안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하기 때문에 미디어 사용을 더욱 적극
적으로 하기 때문이다(Shaw & Gant, 2002; Valkenburg & Peter, 2007).
개인적 특성인 사회성 능력과 외로움은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Jackson, Fritch,
Nagasae, & Gunderson, 2002; Segrin & Flora, 2000). 사회성 능력이 높을수록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상호작용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로움은 낮아진
다. 사회성 능력과 외로움을 다룬 연구들은 사회적 기술 부족 가설(social skills deficit
hypothesis)과 맥락을 같이 한다. 사회적 기술 부족 가설은 외로운 사람들은 친밀하고 지속적
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사회성 능력이 부족하며, 이는 결국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것을 어
렵게 한다고 설명한다(Jones et al., 1982). 따라서 사회적 기술 부족 가설에 의하면, 사회성
능력이 높을 경우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외로움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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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및 지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의인화 이론
(anthropomorphism theory: Epley, Waytz, & Cacioppo, 2007)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
다. 의인화 이론에는 세 가지 설명 요인이 존재하는데(Li et al., 2020), 이는 도출된 에이전트
의 지식(elicited agent knowledge), 효능 동기(effectance motivation), 사회성 동기
(sociality motivation)이다. 에이전트의 지식은 얼마나 사람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지와 관
련되어 있고, 효능 동기는 개인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원하는 욕구, 또는 불확실성에 대
한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성 동기는 개인이 다른 사람과 사
회적으로 연결되고 싶은 욕구이며, 이 욕구로 인해 사람들은 에이전트의 의인화 특성에 의지하며
사회적 연결을 하고자 한다. 이상의 세 가지 요인 중 사회성 동기가 외로움과 연결된다. 사회성
동기는 동물이나, 컴퓨터, 로봇과 같은 사람이 아닌 존재의 의인화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Shin
& Kim, 2020). 의인화 이론에 바탕을 둔 선행연구들은 의인화 특성에 집중하였고, 개인적 특
성 중 겸손함, 철저함, 넓은 마음 또는 공손함 등이 외로운 사람들이 AI 로봇에게서 인간다움을
느끼는 본질 중 핵심이라는 것을 밝혔다(Li et al., 2020).
외로움은 AI에게서 인간다움을 지각하는 것 외에도 실질적인 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최근 연구에서 우울증이 있는 중장년층에게 소셜 로봇을 사용하게 한 후 우울증, 외로움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 중장년층의 우울증과 외로움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Chen et al., 2020). 외로운 사람들이 의인화된 소셜 로봇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검증해본
결과,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소셜 로봇을 파트너로 생각했으며, 소셜 로봇을 의인화하
며 더 많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yssel & Reich, 2013). 사람들이 좀더쉽게 접할
수 있는 챗봇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결과들이 나타났다. 우울증 치료로 유명한 챗봇 시스템인 워
봇(Woebot)은 이용자들에게 우울감을 완화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용자와 일상적인 대
화를 나누기도 한다. 최근워봇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실험집단에게는 2주 동안워봇을 사
용하며 텍스트 기반의 챗봇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하고, 통제집단에게는 정신건강 책을 읽도
록 했다. 실험 시작 전과 후의 우울증 정도를 비교한 결과 워봇을 사용한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우울증 정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tzpatrick, Darcy, & Vierhile, 2017).
또한 외로움은 자기노출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다. 외로운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욕
구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Chelune, Sultan, & Williams,
1980). 외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고자 하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신을 드러내려는 경향이 높다(Berg & Peplau, 1982). 외로움과 자기노출 간의 관계는 일관
적인 결과를 보여주는데, 미디어가 달라지더라도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어 타인과 상호
또한 외로 은 AI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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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Al-Saggaf &
Nielson, 2014) 환경에서도 외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에 대한 정보를 더
공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I 챗봇과 관련해서도 챗봇이 자기 정보를 많이 공개할수록 이
용자들 역시 자신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 et al., 2020). AI 챗봇의
자기노출은 이용자에게 자신의 정보 공개하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챗봇에 대한 친밀감, 즐거움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사람들이 AI 챗봇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적인 이야
기를 챗봇에게 할 경우에는 챗봇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였으며, 정서적 반응도 긍정적으로 변화
되었다(Ho et al., 2018). 또한 호와 동료들은 챗봇 이용자가 자신에 대한 정서적 정보를 공개
하면 대상이 사람이든 AI 챗봇이든 상관없이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AI 이용자가 챗봇도 충분히 사람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행위자라고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사회성 능력이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고, 외로움은 AI 챗
봇을 사람처럼 지각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외로움은 AI 챗봇의 사회적
이용과 챗봇에게 자기노출을 하는 정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가정한다. 이에 대한 가설은 다
작용을 하고자 한다.

온라인 환경(Bonetti

et al., 2010), 소셜

음과 같다.

가설1: 사회성능력이높을수록a) 외로움정도가낮고, b) AI 챗봇을사람처럼지각하는정도가

높으며, c) AI 챗봇의사회적사용정도가높고, d) AI 챗봇에의자기노출정도가높을것
이다.
가설2: 외로움 정도가 높을수록 a) AI 챗봇을 사람처럼 지각하는 정도가 높고, b) AI 챗봇의
사회적사용정도가높으며, c) AI 챗봇에의자기노출정도가높을것이다.
(2) 지각된 인간다움

응

CASA 관점은 이용자들이 컴퓨터와 상호작용할 때 사회적으로 반 하고, 이용자들이 사람들에

응

응

게 반 하듯 컴퓨터에게 반 한다고 설명한다(Reeves & Nass, 1996). 사람과 컴퓨터가 상호

언

작용을 할 때, 컴퓨터가 사용하는 어, 단어, 목소리, 의인화된

캐릭터 등 컴퓨터가 사람과 유사

경우, 즉, 의인화 정도가 높다면 사람은 컴퓨터를 사회적 행위자처럼 대
한다는 것이다. CASA 관점에 따르면, AI의 지각된 인간다움에 따라 이용자들의 AI 챗봇과의
상호작용에서 다른 이용행태를 보인다(Park, Jang, Cho, & Choi, 2021). 지각된 인간다움이란
특정 사물이나 개체가 사람과 비슷한 속성을 가짐으로써 얼마나 사람처럼 지각되는지의 정도를
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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컫 개념이다. AI 챗봇의 경우 가장 쉽게 사람다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시각적으로 사람의
형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며(Go & Sundar, 2019), 사람과 같은(humanlike) 시각적 단서
들은 “사람다움” 휴리스틱(humanness heuristic)을 촉발해(Sundar, 2008) 이용자들이 AI
챗봇을 사람처럼 대하고 사회적으로 행동하도록 이끈다(Gong & Nass, 2007; Kim &
일 는

Sundar, 2012).

각
움 계
언
그
여 계
와 보다 더 사회적인 방법으로 상호작용하도록 이끈다(Kim & Sundar, 2011). 따라서 지각된
인간다움은 AI의 사회적 이용과 자기노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로봇의 지각된 인간다
움의 효과를 연구한 연구들(Demeure, Niewiadomski, & Pelachaud, 2011; Edwards,
Beattie, Edwards, & Spence, 2016; Ho et al., 2018)은 지각된 인간다움이 로봇을 이용
하는 개인의 태도 및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나스와 문(Nass & Moon,
지 된 인간다 은 기 의 의인화된 어와 행동, 리고 단서들이 사람들로 하 금 기

2000)은 사람들이 의인화의 특성을 가진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할 때 사회적인 방식으로 컴퓨터

각그

규범의 적용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단서들이 이용자로 하여금 인간다움
(humanness)을 부여하기에 충분하면, 이용자는 무의식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 스크
립트를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에 적용한다는 것이다(Westerman, Edwards, Edwards, Luo,
& Spence, 2020). 지각된 인간다움의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실재감의 증가
이다. 고와 선다(Go & Sundar, 2019)는 의인화된 AI 챗봇의 시각적 제시가 챗봇과 상호작용
하는 이용자가 느끼는 사회적 실재감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논의에 따르면 이용자의 사회성 능력이 챗봇에 대해 느끼는 지각된
인간다움에 미치는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위의 논의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각된 인간다움
이 다른 사람과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싶은 욕구로 인해 촉발되며,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 욕구는
개인의 사회성 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성 능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생성하는 능력이며, 사회성 능력이 높음은 곧 타인의 감정적 상태를 정확히 읽을 줄 알
고,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해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Sergin & Taylor, 2007). 또한 사회성 능력
은 상호작용이 어떻게 지각되는지를 결정하기도 한다(Skjuve et al., 2021).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개인의 사회성 능력이 AI 사회적 이용 및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지각된 인간다
움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AI 챗봇 사용에서의 비윤리적 언어사용의 선행요인들을 연구한 연구(Park et al.,
와 상호작용하며, 컴퓨터의 의인화나 이에 대한 지 , 리고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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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

각

실

2021)에서는 이용자가 챗봇을 사람과 비 하다고 지 하면 챗봇을 제 사람처럼 대하며 챗봇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이 챗봇에 대해 느끼는
지각된 인간다움이 높을수록 비윤리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들이 AI 챗봇을 사람으로 느낄수록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와의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
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으로 강아지의 외형으로 만들어진 Aibo 로봇을 이용한 리와 동료들(Lee,
Park, & Song, 2005)의 연구는 사람과 같은 속성을 가지도록 조작된 로봇 Aibo와 상호작용한
개인들이 사람과 덜 비슷하도록 조작된 Aibo와 상호작용한 개인들보다 높은 사회적 실재감을 느
끼며, 이는 곧 Aibo에 대해 느끼는 매력과 지각된 Aibo와의 관계 친밀도에 영향을 미침을 발견
했다. 또한 호와 동료들은 사람들이 AI 챗봇과 같이 사람들 간의 대화를 모방할 수 있는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할 때, 상호작용 결과가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했듯
이, 호와 동료들은 실험 참여자들이 자기노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 사람이든 챗봇이든 상
관없이 감정적인 자기노출의 효과는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지각된 인간다움이 높을수록개인이 AI 챗봇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사용의 정도가 높으며, 챗봇
에의 자기노출 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성 능력과 AI의 사회적 이용, 자기노출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를 정교화하기 위해, 외로움과 지각된 인간다움의 순차적 매개를 확인할 것이
다. 이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3: AI 챗봇을사람처럼지각하는정도가높을수록a) AI 챗봇의사회적사용정도가높고, b)

AI 챗봇에의자기노출정도가높을것이다.
가설4: 외로움정도와AI 챗봇을사람처럼지각하는정도는각각, 그리고순차적으로사회적능력
이a) AI 챗봇의사회적사용과b) AI 챗봇에의자기노출정도에미치는영향을매개할것
이다.

3. 연구방법
1) 표본

패널에서 성별과 연령(20대 - 50대)을 기준으로 할당표집
을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국의 만 20
본 연구는 한국리서치가 보유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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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패널 멤버가 무작위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에게 이메일이 송부되었다.
이 중 1,406명이 이메일에 응답하였으며(응답률: 9.84%), 서베이를 완성한 패널 수는 1,012명
이었다. 표본의 연령대를 제한한 이유는 본 연구가 AI 챗봇 이용에 관한 연구이므로, AI 서비스
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연령대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가구와 개인
의 인터넷 이용환경 및 이용형태 등을 조사한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AI 음성인
식 서비스 이용률이 연령별로 20대 42.3%, 30대 38.9%, 40대 31.2%, 50대 19%, 60대
7.6%, 70세 이상은 2.3%로 집계되어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는
9.9%에 불과했다(정부만․민성준․이용한․한유정, 2020). 서베이를 완성한 1,012명을 대상
으로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인공지능 채팅 시스템(챗봇)을 사용해 본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
신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의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해 ‘①사용해 본 적 없다’고 답한 응답자
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남은 응답자 645명을 대상으로 이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아래의 <Table 1>과 같다.
- 59 사이 14,282명의

Table 1. Socio-demographic Distribution of the Sample

Variable

Male
Gender
Female
20 - 29
30 - 39
Age
40 - 49
50 - 59
Below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Education
High school
Bachelor's
Above Master’s
Below200
200 - 400
Monthly household 400 - 600
income (￦)
600 - 800
800 - 1,000
Above 1,000
Married
Marital status
Unmarried
Divorced/Bereaved
Total

n

300
345
194
174
151
126
0
2
133
427
83
56
187
200
129
45
28
336
287
22
645
Note. Monthly household income was entered in the unit of 10,000 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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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5
53.5
30.1
27.0
23.4
19.5
0.0
0.3
20.6
66.2
12.9
8.7
29.0
31.0
20.0
7.0
4.3
52.1
44.5
3.4
100%

2) 변인의 조작화 및 측정
(1) 종속변인 1: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

종속변인인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은 개인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AI 챗봇을
사용하느냐를 측정한 것으로, 라로즈와 이스틴(LaRose & Eastin, 2004)의 사회적 성과
(social outcomes) 문항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총 6개의 문항으로, 7
점 척도(1 = 매우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M = 2.23, SD =
1.32, Cronbach’s α = .97). 예시 문항으로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인
공지능 챗봇을 사용한다”, “나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위해 인공지능 챗봇을 사용한다”, “나는 나
를 좋아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해서 인공지능 챗봇을 사용한다” 등이 포함되었다.
(2) 종속변인 2: 자기노출

노출은 개인이 AI 챗봇과 상호작용 시, 챗봇에게 얼마나 많은 양의 개인적인 정보를 노출하
는가에 관한 것으로, 깁스, 엘리슨, 하이노(Gibbs, Ellision, & Heino, 2006)의 자기표현
(self-presentation) 측정 문항의 하위 항목 중 하나인 양(amount)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총 5개의 문항을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M = 2.30, SD = 0.86, Cronbach’s α = .73). 예시 문항으로 “나는
인공지능 챗봇에게 내 기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개짧게 이야기한다”(역코딩), “나는 인공지
능 챗봇에게 내 자신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한다”, “나는 인공지능 챗봇에게 내 자신
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다”(역코딩) 등이 포함되었다.
자기

(3) 독립변인: 사회성 능력

력 켄버그와 피터(Valkenburg & Peter, 2008)의 사회성 능력 19문항을 이용
하였다. 이는 어떠한 행동을 설명하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행동을 실행하는 데 어려운 정도를 5
점 척도(1 = 매우 어렵다, 5 = 매우 쉽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M = 3.24, SD = 0.61,
Cronbach’s α = .92). 예시 문항으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누군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위로해 주는 것”, “나의 감정들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 “누군가 나를 놀리거나 조
롱할 때 맞서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사회성 능 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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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개변인 1: 외로움

움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기대하는 정도보다 부족한 심리적 상태
(Russell, Peplau, & Curtrona, 1980)를 말하며, 러셀(Russell, 1996)의 UCLA 외로움
측정 문항을 4점 척도(1 = 전혀그렇지 않다, 4 = 자주 그렇다)를 이용하여측정하였다. 총 20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예시 문항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의 사회적
관계는 그리 깊지 않다”,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것 같은 느낌
이 든다”, “나는 사교적인 사람이다”(역코딩)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M = 1.98, SD = 0.54,
Cronbach’s α = .94).
외로 은

(5) 매개변인 2: 지각된 인간다움

각

움 측
총 6문항을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
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M = 2.48, SD = 1.34, Cronbach’s α = .94). 예시 문항으로
“나는 인공지능 챗봇을 사용할 때”라는 평서문을 제시한 뒤, “인공지능 챗봇이 어떠한 사람(인물)
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인공지능 챗봇이 성격(예: 소심함, 활발함, 부지런함, 예민함 등)이
있는 것 같았다”, “”인공지능 챗봇에게 별도의 이름 또는 별명을 부른다” 등이 포함되었다.
지 된 인간다 을 정하기 위해

(6) 통제변인: 성별, 연령, AI 챗봇 사용기간, 혁신성

별 남
여
코딩한 더미변인(dummy variable)을 분석에서 사용하였으며,
연령은 만 나이로 측정한 후 분석에서 사용하였다(M = 37.82, SD = 10.90). AI 챗봇 사용기
간은 사용 개월 수로 측정하였다(M = 8.11, SD = 10.44). 개인의 혁신성(innovativeness)
은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 및 자기노출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골드스미스와 호패커
(Goldsmith & Hofacker, 1991)의 소비자 혁신성 스케일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
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M = 4.20, SD = 1.09, Cronbach’s α = .80). 예시 문항으로
“나는 최신 전자기기가 나오면 주변인들 중에 가장 먼저 구입한다”, “나는 최신 전자기기가 판매
개시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관심이 생기고 구매하고 싶어진다” 등이 포함되었다.
성 은 성을 0, 성을 1로

3) 분석 방법

순차적 직렬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헤이즈(Hayes)의 프로세스 매크로(PROCESS Macro)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두개의 종속변인을 대상으로 모델 6번을 각각실행하였다. 비모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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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법을 이용하는 프로세스 모델 분석 시, 5,000번의 붓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95%의 신뢰구간을 생성하였다.

4. 분석결과
먼저 설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AI 챗봇을 쓰는지를 살펴본 결과, 삼성의 빅스비는 전체 응
답자(N = 645) 중 354명(54.9%)이 최소 한 번 이상 사용 경험이 있었으며, 애플의 시리는
345명(53.5%)이, 심심이는 281명(43.6%)이 최소 한 번 이상 사용 경험이 있었다. 구글 어시
스턴트는 205명(31.8%)이, KT 기가지니는 137명(21.2%)이, SKT 누구는 135명(20.9%)이
최소 한 번 이상 사용 경험이 있었다. 또한 설문 응답자들이 AI 챗봇을 사용한 기간은 평균 8.11
개월(SD = 10.44)이었다.
다음으로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 전에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분석하였
다. 이의 결과는 아래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the Measured Variables

1. Social competence
2. Loneliness
3. Peceived humanlikeness
4. Social use of AI chatbot
5. Self-disclosure
Note. **p ＜ .01.

1

2

1
–.58** 1
.02 .15**
.03 .21**
.03
.06

3

4

5

1
.69**
.51**

1
.38**

1

M

3.24
1.98
2.48
2.23
2.30

SD

0.61
0.54
1.34
1.32
0.86

1) 사회성 능력과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의 관계에서 외로움과 지각된 인간다움의 직렬매개 효과

력

움 각
움 쳐
미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모델 6을 적용하여 직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성 능력과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을 각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후, 외로움을 첫
번째매개변인으로, 지각된 인간다움을 두번째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Table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성 능력은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23, p < .01, 95% 신뢰구간 [0.08, 0.38]). 또
한 사회성 능력은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 = -0.51, p < .001, 95% 신뢰구간
사회성 능 이 외로 과 지 된 인간다 을 거 서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에 영향을 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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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0.45]), 지각된 인간다움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 = 0.31, p < .01, 95% 신뢰
구간 [0.10, 0.52]). 외로움은 또한 지각된 인간다움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b = 0.63, p
< .001, 95%신뢰구간 [0.40, 0.86]),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 =
0.43, p < .001, 95% 신뢰구간 [0.26, 0.60]). 마지막으로 지각된 인간다움 역시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64, p < .001, 95% 신뢰구간
[0.58, 0.70]).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Figure 1>과 같다.
Table 3. Serial Mediation Effects of Loneliness and Perceived Humanlik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etence and Social Use of AI Chatbot

Dependent variable

Loneliness
Perceived
humanlikeness
Social use of AI
chatbot

Independent variable

b

Social competence –0.51
Social competence 0.31
Loneliness
0.63
Social competence 0.23
Loneliness
0.43
Perceived
0.64
humanlikeness

SE

t

0.03
0.11
0.12
0.08
0.09
0.03

–17.09***
2.93**
5.31***
2.93**
4.97***
22.40***

LL

95% CI

–0.56
0.10
0.40
0.08
0.26
0.58

UL

–0.45
0.52
0.86
0.38
0.60
0.70

Note. 5,000 bootstrapping was used to generate the 95% confidence level.
*p ＜ .05, **p ＜ .01, ***p ＜ .001.

Note. *p ＜ .05, **p ＜ .01, ***p ＜ .001.
Figure 1.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and perceived humanlik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social use of AI chat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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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계
움 각
움
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붓스트래핑을 실행하였다.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붓스트래핑 검증에서는 총효과의 크기와 직접효과 및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크기를 각각
보여주는데, 95% 신뢰수준에서 상한값과 하한값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해석한다(Hayes, 2013).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모형에서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 = 0.01, n.s.,
95% 신뢰구간 [–0.17, 0.18]). 이러한 총 효과 크기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총합으로 도출
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성 능력이 가지는 직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 = 0.23, p < .01,
95% 신뢰구간 [0.08, 0.38]), 이를 통해 사회성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AI 챗봇을 사회적 목
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총 간접효과는 부적(–)으로 유의했다(b =
–0.22, 95%신뢰구간 [-0.37, –0.08]).
본 연구모형에서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외로움 정도를 통한 매개효과는
유의했다(b = -0.22, 95% 신뢰구간 [-0.31, -0.13]). 이는 사회성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외
로움 정도가 낮고(b = -0.51, p < .001, 95% 신뢰구간 [-0.56, .-0.45]), 외로움 정도가 클
수록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b = 0.43, p < .001, 95% 신뢰
구간 [0.26, 0.60]).
또한 지각된 인간다움을 통한 매개효과 역시 유의했다(b = 0.20, 95% 신뢰구간 [0.05,
0.35]). 이는 사회성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지각된 인간다움이 높고(b = 0.31, p < .01, 95%
신뢰구간 [0.10, 0.52]), 이러한 지각의 높음은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을 더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b = 0.64, p < .001, 95%신뢰구간 [0.58, 0.70]).
마지막으로 사회성 능력, 지각된 인간다움을 순차적으로 경유하는 매개효과 역시 유의했다
(b = -0.20, 95% 신뢰구간 [-0.30, -0.12]). 즉, 사회성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외로움 정도가 낮지만(b = -0.51, p < .001, 95% 신뢰구간 [-0.56,
-0.45]), 외로움 정도가 큰 사람들은 지각된 인간다움을 더 크게 느끼며(b = 0.63, p < .001,
95% 신뢰구간 [0.40, 0.86]), 이러한 더 큰 지각은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b = 0.64, p < .001, 95%신뢰구간 [0.58, 0.70]).
한편, 사회성 능 과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의 관 에서 외로 과 지 된 인간다 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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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erification of the Indirect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and Perceived Humanlik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Social Use of AI Chatbot

b

Total effect
0.01
Direct effect
0.23
Total
-0.22
Social competence →Loneliness → –0.22
Social use of AI chatbot
Social competence
Indirect →Perceived
humanlikeness
0.20
effect
→Social use of AI chatbot
Social competence →Loneliness
→Perceived humanlikeness
–0.20
→Social use of AI chatbot

SE

t

0.09
0.08
0.07
0.05

0.06
2.93**

LL

95% CI

UL

-0.17
0.08
–0.37
–0.31

0.18
0.38
-0.08
–0.13

0.08

0.05

0.35

0.04

–0.30

–0.12

Note. 5,000 bootstrapping was used to generate the 95% confidence level.
*p ＜ .05, **p ＜ .01, ***p ＜ .001.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사회성 능력이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외로움
정도를 통한 매개효과(사회성 능력→ 외로움→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 지각된 인간다움을 통
한 매개효과(사회성 능력 → 지각된 인간다움 →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와 함께 외로움 정도,
지각된 인간다움을 순차적으로 경유하는 매개효과(사회성 능력 → 외로움 → 지각된 인간다움
→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회성 능력이 높을수록 외로움 정도
가 낮을 것이라는 가설1a, 사회성 능력이 높을수록 AI 챗봇에 대한 지각된 인간다움이 높을 것
이라는 가설1b, 사회성 능력이 높을수록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1c는
모두 지지되었다. 또한 외로움 정도가 높을수록 AI 챗봇을 사람처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 것이
라는 가설2a, 외로움 정도가 높을수록 챗봇의 사회적 사용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2b 역시
지지되었다. AI 챗봇을 사람처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3a 또한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 정도와 AI 챗봇을 사람처럼 지각하는 정
도가 각각, 그리고 순차적으로 사회적 능력과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
는 가설4a 또한 지지되었다.
2) 사회성 능력과 자기노출의 관계에서 외로움과 지각된 인간다움의 직렬매개 효과

력

움 각
움 쳐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모델 6을 적용하여 직렬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성 능력과
자기노출을 각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후, 외로움을 첫 번째 매개변인으로, 지각된
사회성 능 이 외로 과 지 된 인간다 을 거 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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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두번째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결과 <Table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성 능력은 자기노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02, n.s., 95% 신뢰구간 [-0.13, 0.10]). 그러나 사회성
능력은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 -0.51, p < .001, 95% 신뢰구
간 [-0.56, -0.45]), 지각된 인간다움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31, p
< .01, 95% 신뢰구간 [0.10, 0.52]). 또한 외로움은 지각된 인간다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
나(b = 0.63, p < .001, 95% 신뢰구간 [0.40, 0.86]), 자기노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 = 0.01, n.s., 95% 신뢰구간 [-0.12, 0.14]). 마지막으로 지각된 인간다움은 자기
노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33, p < .001, 95% 신뢰구간 [0.29,
0.37]).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Figure 2>와 같다.
인간다 을

Table 5. Serial Mediation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and Perceived Humanlik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Self-disclosur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Loneliness Social competence –0.51
Perceived Social competence
humanlikeness Loneliness
Social competence
SelfLoneliness
disclosure
Perceived
humanlikeness

0.31
0.63
–0.02
0.01
0.33

SE

t

0.03
0.11
0.12
0.06
0.07
0.02

95% CI
LL

UL

–17.09***

–0.56

–0.45

2.93**
5.31***
–0.27
0.16
15.13***

0.10
0.40
–0.13
–0.12
0.29

0.52
0.86
0.10
0.14
0.37

Note. 5,000 bootstrapping was used to generate the 95% confidence level.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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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p < .05, **p < .01, ***p < .001.
Figure 2.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and perceived humanlik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self-disclosure

력
노출과의 관계에서 외로움과 지각된 인간다움이 가지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붓스트래핑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Table 6>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연구모형에서 총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 = –0.02, n.s., 95% 신뢰구간 [–0.14,
0.09]). 이러한 총 효과 크기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총합으로 도출된다. 구체적으로 사회성
능력이 자기노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총 간접효과 역시 유의
하지 않았다(b =–0.01, 95%신뢰구간 [–0.09, 0.08]).
다음으로 본 연구모형에서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외로움을 통한 매개효
과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각된 인간다움을 통한 매개효과는 유의했
다(b = 0.10, 95%신뢰구간 [0.03, 0.18]). 이는 사회성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지각된 인간다
움이 더높고(b = 0.31, p < .01, 95%신뢰구간 [0.10, 0.52]), 이러한 지각의 높음은 자기노
출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b = 0.33, p < .001, 95%신뢰구간 [0.29, 0.37]).
마지막으로 외로움, 지각된 인간다움을 순차적으로 경유하는 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10, 95% 신뢰구간 [-0.15, -0.06]). 구체적으로 사회성 능력이 높은 사람
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외로움 정도가 낮으며(b = –0.51, p < .001, 95% 신뢰구
간 [-0.56, -0.45]), 외로움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지각된 인간다움을 높게 인식했으며(b =
0.63, p < .001, 95% 신뢰구간 [0.40, 0.86]), 이러한 높은 지각은 다시 자기노출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33, p < .001, 95%신뢰구간 [0.29, 0.37]).
한편, 사회성 능 과 AI에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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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Verification of the Indirect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and Perceived Humanlik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Self-disclosure

b

Total effect
Direct effect
Total
Social competence →Loneliness
→Self-disclosure
Social competence →Perceived
humanlikeness →Self-disclosure
Social competence → Loneliness
→Perceived humanlikeness
→Self-disclosure

Indirect
effect

SE

t

LL

95% CI

UL

–0.02
–0.02
–0.01
–0.01

0.06 -0.41 –0.14
0.06 –0.27 –0.13
0.04
–0.09
0.03
–0.07

0.09
0.10
0.08
0.06

0.10

0.04

0.03

0.18

–0.10

0.02

–0.15

–0.06

Note. 5,000 bootstrapping was used to generate the 95% confidence level.
*p < .05, **p < .01, ***p < .001.

요약하자면, 본 연구모형에서는 사회성 능력이 자기노출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
았다. 또한 외로움을 통한 매개효과(사회성 능력 → 외로움 → 자기노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각된 인간다움을 통한 매개효과(사회성 능력 → 지각된 인간다움 → 자기노출)는 유의하였다.
그리고 외로움, 지각된 인간다움을 순차적으로 경유하는 매개효과(사회성 능력 → 외로움 → 지
각된 인간다움 → 자기노출)는 유의했다. 따라서 사회성 능력이 높을수록 AI 챗봇에의 자기노출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1d는 기각되었다. 또한 외로움 정도가 높을수록 AI 챗봇에의 자기노
출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2c 역시 기각되었으며, AI 챗봇을 사람처럼 지각하는 정도가 높
을수록 챗봇에의 자기노출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3b는 지지되었다. 한편, 외로움 정도(기
각)와 AI 챗봇을 사람처럼 지각하는 정도(지지)가 각각, 그리고 순차적으로(지지) 사회적 능력
이 AI 챗봇에의 자기노출을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4b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5. 결론및논의
개

력 움
각
움 쳐
및 AI 챗봇에의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성 능력은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에 긍정적인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개인의 사회성 능력이 높으면 실제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한 것처럼
본 연구는 인의 사회성 능 이 외로 정도와 지 된 인간다 을 거 AI 챗봇의 사회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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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높
의미한다. 또한, 사회성 능력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성
능력과 인지된 외로움의 부적 관계를 밝혀낸 선행연구(DiTommaso, Brannen-McNulty,
Ross, & Burgess, 200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외에도 사회성 능력은 AI 챗봇의 지각된 인
간다움과도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 AI 챗봇을 단순한 기계가 아닌 실제 사람처럼 느낄수록 챗봇
을 사회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회적 행위자로 인식하고 상
(Spit berg & Cupach, 1985), AI 챗봇을 사회적으로 사용할 가능성 또한 아진다는 것을

호작용한다는 CASA 관점의 주장과 일치한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챗봇을 대화 상대로 인식하

마

여

움

고, 이를 치 사람처럼 받아들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외로 의 정도와 챗봇의 지

각된 인간다움을 통한 매개효과의 경우,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개인의 사
회성 능력과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은 외로움 정도와 AI 챗봇의 지각된 인간다움에 의해 매개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의 사회성 능력은 AI 챗봇에의 자기노출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사회성 능력과 자기노출의 긍정적 관계를 밝힌 선행
연구(Liu & Brown, 2014)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AI 챗
봇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노출하지 않는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또는 자기보고
(self-report) 방식의 설문이 아닌, AI 챗봇과 실제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하는 실험연구를 했
다면 다른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해 볼필요가 있다.
또한 외로움이 자기노출에 미치는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로
움과 자기노출의 긍정적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Al-Saggaf & Nielson, 2014; Bonetti et
al., 2010; Chelune et al., 1980; Li et al., 2020)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리와 동료들
(Lee et al., 2020)의 연구는 실험 참여자들에게 챗봇과 대화를 하게 한 후에 자기노출의 경향
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챗봇과의 실제 대화의 경험을 주지
않고 자기보고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일 수 있다. 자기노출
은 실제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이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사회성 능력이 외로움을 거쳐 자기노출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의 사회성 능력이 챗봇의 지각된 인간다움을 거쳐
AI 챗봇에의 자기노출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외로움
정도보다 AI 챗봇을 인간답게 지각하는 정도가 AI 챗봇에의 자기노출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사회성 능력이 자기노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AI 챗봇을 인간답게 지각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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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요

알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정보, 경험을 공유하는 자기노출은 AI 챗봇을 어
떻게 바라보는지(단순한 기계 vs. 상호작용이 가능한 개체)가 개인의 정서보다 유의미할 수 있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성 능력이 외로움과 AI 챗봇의 지각된 인간다움을 차례로 경유하여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 및 AI 챗봇에의 자기노출에 미치는 직렬매개효과가 각각 유의미함을 발
견하였다. 다시 말해, 개인의 사회성 능력이 좋을수록 외로움을 덜 느끼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클수록 AI 챗봇을 더 인간처럼 지각하여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 및 챗봇에의 자기노출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사회성 능력이 뛰어나면 대인관계를 활발히 하기 위해 미디어 이용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Ruppel & Burke, 2015)의 결과로 추측해보면, 사회성 능력이
좋을수록 상호작용 대상이 사람이 아닌 기계라 할지라도 상호작용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알
도가 중 한 소임을

수 있다.

결 토

첫째, 본 연구는 그동안 대인
커뮤니케이션 또는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주로 살펴본 사회성 능력의 효과를 AI 관
련 요인인 챗봇에 대한 지각된 인간다움을 추가하여 인간-인공지능 상호작용(human-AI
interaction; HAII)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HAII 환경에서도 실제 대인 커뮤니케이션 상황과
유사한 효과가 적용된다는 것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AI 챗봇과 상호작용이 활발해질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본 연구의 의의로 꼽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AI 챗봇 개발자들이 이용자의 사회성 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이상의 과를 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했다고 할 것이다. AI 챗봇은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AI 챗봇의

키

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단어 선택을 신중히 고려한다. 리우
와 선다(Liu & Sundar, 2018)는 사람들이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과 상호작용을 할 경
우, 정보를 주는 챗봇보다는 공감과 연민(sympathy)을 보이는 챗봇에게 더큰 호감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챗봇의 상호작용 스타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성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상호작용 스타일이나, 사회성 능력을 고취시
킬 수 있는 상호작용 방식을 개발한다면 이용자들은 좀더 쉽게 지각된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즉, 상황과 상호작용 스타일의 매칭 뿐 아니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는 상호작용 방식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서베이를 이용했기 때
문에 실제로 참가자가 AI 챗봇을 사회적으로 사용하는가를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개인과 AI 챗봇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설계가 필요하
이용을 확대시 기 위해 발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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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는 챗봇에의 자기노출을 하위 차원인 ‘양(amount)’으로만 측정했는데, 이는
아직까지 챗봇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챗봇과의 상호작용에서 진실성(honesty) 또는
긍정적 심리 유발(positive valence)과 같은 하위 차원을 살펴보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
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I 챗봇의 사용이 좀 더 보편화되고,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사
용이 증가한다면, 후속연구에서는 챗봇의 사회적 사용 및 자기노출을 다양한 하위 차원을 이용하
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AI 챗봇 사용 초기 단계에서는 혁
신성 정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 이를 측정 후 통제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서 대인간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인 사회성 능력에 주목하여, 사회성 능력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인간과
AI 챗봇의 상호작용 상황에서도 적용되는지 살펴본 데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인간의 커뮤니
케이션 능력과 밀접히 연관된 정서인 외로움과 인공지능과 관련된 요인인 AI 챗봇에 대한 지각
된 인간다움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개인과 AI 챗봇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욱 정교하게 살펴
보았다. 또한, 실제적 측면에서 개인이 AI 챗봇을 사람처럼 지각할수록 챗봇의 사회적 사용 및
챗봇에의 자기노출이 증가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대화 상대를 목적으로 AI 챗봇을 개발하는
실무자에게 상호작용 방식에 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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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회성 능력이 인공지능 챗봇의 사회적 사용과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의 외로움 정도와 챗봇에 대한 지각된 인간다움의 매개효과

박남기
(연세대학교언론홍보영상학부교수)
김윤경
(연세대학교언론홍보영상학부강사)
장은채
(연세대학교일반대학원언론홍보영상학과석사)
이주연
(연세대학교일반대학원언론홍보영상학과박사과정)
최어진
(연세대학교일반대학원언론홍보영상학과석사과정)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성 능력이 외로움 정도와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지각된 인간다움을 거쳐 AI 챗
봇의 사회적 사용 및 AI에의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총 645명의 인공지능 이용
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외로움의 매개효과, AI 챗봇에 대한 지각된 인간다움의 매개효과, 그
리고 두 매개변인을 차례로 경유하는 직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성 능력은 챗봇의 사회
적 사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이는 사회성 능력이 좋을수록 챗봇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성 능력이 자기노출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챗봇의
지각된 인간다움을 경유한 매개효과는 유의미했으며, 외로움과 지각된 인간다움을 차례로 경유하여 자기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직렬 매개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인 사회성 능력
에 주목하여 AI 챗봇의 사회적 사용 및 자기노출 간의 관계를 이론적 모델을 통해 살펴본 데 의의가 있다.
또한 AI 챗봇에 대한 지각된 인간다움이 챗봇 이용행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AI 챗봇 개
발 실무자에게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 사회성 능력, 외로움, 지각된 인간다움, AI의 사회적 사용, 자기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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