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성기반 인공지능(AI) 심리상담에 관한 기초자료를 구축

하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이 접목되면서 인공지능 에이전트인 대화형 로봇(챗봇, Chatbot)과 심리치료를 결합하려는 시

도들이 이루어지면서[1,2]의료재활, 정신치료 분야에서 치료용 챗봇이 개발되고 있으나 기존 심리상담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연

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자료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테크놀로지의 결과와 수용경험에 대해 꾸준히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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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감성기반 챗봇(Chatbot) ‘헬로우봇’에 관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분석에서 ‘친구’가 상위단어이다. 즉 우리사회에서 관계성과 친밀함의 욕구가 인공지능 챗봇에게 향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캐릭터

들이 현대판 심리상담사의 기능도 수행한다. 기존의 심리 상담이 쉽고 편리하게 대중 속으로 스며들고 있으나 인간관계에서의 철수 

경향은 경계해야한다. 둘째, SNS 기반의 개인화된 공간과 시간에 대한 추구가 있다. 셋째, ‘오늘’이라는 단어는 젊은 세대들의 내일의 

절망과 오늘에 만족해야하는 현실을 암시한다. 넷째, 헬로우봇의 점성술, 타로 같은 판타지 콘텐츠의 인기는 젊은 층의 미래의 불안을 

암시한다. 불안을 달래주는 고대 샤먼 역할을 타로챗봇 라마마가 이어받았다. 즉 인공지능 기술력이 판타지 콘텐츠와 융합하면서 지

나치게 문명화된 현대사회에 판타지를 더하며 불안을 다루고, 정신의 균형을 잡아준다. 

This study analyzed social media big data about emotion-based Chatbot ‘Hellobot’ and deriv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friends’ 

are the top words in the analysis. In other words, the desire for relationship and intimacy that modern people have turned to AI chatbots. 

AI characters also perform modern psychological counselors. Conventional psychological counseling is easily and conveniently 

penetrating the public, but be wary of withdrawal from human relationships. Second, there is the pursuit of personalized space and time 

SNS-based. Third, the word ‘today’ suggests the despair of tomorrow and the reality of being satisfied with today. Fourth, the 

popularity of fantasy content, such as HelloBot’s astrology and tarot, suggests future anxiety for young people. The tarot chatbot 

Ramama took over as an ancient shaman to soothe anxiety. That i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merges with fantasy contents, 

adds fantasy to the overly civilized modern society, deals with anxiety and balances the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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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분석하여 기술발전의 영향력들을 평가하고 피드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필요성에 따라 연구문제는 ‘인공지능

(AI) 심리상담에 관한 빅데이터 주요 단어 및 소셜 네트워크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다. 연구 목적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감성기반 인공지능(AI) 심리상담 챗봇(Chatbot)에 관한 주요단어들과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살펴봄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AI) 심리상담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관련연구

국내 인공지능 기술은 초지능화, 초 연결 사회, 인간과 기계의 협업 구도라는 산업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3]. 우리

나라는 2016년부터 2018년에 이르는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7차)의 핵심과제가 지능형로봇 분야의 기술개발로 제시되었다[4]. 

이에 따라 감성 관리 로봇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5,6]. 이 연구들은 소통하는 로봇이 인간을 심리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심리

상담 로봇의 가능성이 활짝 열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과 자동으로 대화를 나누며 채팅하는 로봇’인 

챗봇의 활용도에 관한 연구는 산업체 기반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7-10]. 이들 연구에 의하면 산업체 활용 대화형 챗봇들은 

산업체에 적합하게 알고리즘화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언어트리로 대중적인 활용도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그 활용도는 고객과 

산업체 유형에 따라 점차 확장, 섬세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챗봇의 사용자 분석 연구들은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1-14]. 스마트폰 기반이라는 특징으로 챗봇 사용자가 주로 젊은 층인 것에 대해서 중장년층이 사용하는 챗봇 개발의 가능성 

연구가 있다[15]. 한편 산업기술 개발 최우선 과제로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 공감, 감성적인 상호대화가 가능한 고차원적인 인

공지능이 개발되어 감에 따라 사용자와 인공지능간의 보다 심층적, 정서적, 치료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로 감성 컴퓨팅 시스

템 구성방식에 대한 연구가 있다[16]. 외국어, 시각장애학생, 대학교육 등 교육 분야의 연구들은 챗봇의 사용은 흥미와 몰입도를 

높여서 학습효과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분석한다 [17-23] . 이런 연구에 의하면 챗봇은 장점이 많은 교육 모델일 수 있고[24], 어

쩌면 향후 교육의 미래일 수 있다[25]. 의료용 인공지능 로봇 분야에서는 감성기반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로봇과 환자간의 정서

적 교류의 가능성과 기술적 실현이 가능해졌고, 환자의 간병, 정서 및 심리치료 또는 정신과 진단과 치료에 활용도가 있음을 보여

준다[26,27]. 특히 자살진단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접근성이 큰 점에 주목하여 상대적으로 큰 치료적 효용성이 있음을 

증명하였다[28],. 감성기반 소셜 대화형 인공지능 연구들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대중적 관심과 호응을 얻으며 테라피 챗봇 같은 ‘셀

프 서비스(self-service) 챗봇’의 인기 요인으로 병원이나 상담실에 가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치료가 가능하다는 경제성

과 쉬운 접근성을 제시하면서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획기적인 치료계기를 제공한다고 분석한다[29,30]. 테라피 챗봇은 스트레스, 우

울증 등 심리건강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필요할 때 수치심이나 판단 받는 느낌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심리상담 서비

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1].. 한편 테라피 챗봇이 의료에 활용되면서 미국정신과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상담료 등 윤리적, 법적인 쟁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일어나고 있다[32-34]. 인공지능 심리

상담은 상담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아직 축적된 연구결과가 부족하여 타당성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챗봇 심리상담과 그 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감성기반 인공지능(AI) 심리상담에 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자 하는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 설계는 인공지능 테라피 챗봇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와 빅데이터 분석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 선

정 기준으로는 최근 1년간 대중적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상에 풍부한 담론들을 양산하고 있는 챗봇을 선정한다.이에 따라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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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스플로우’[35].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감성기반 대화형 테라피 챗봇 ‘헬로우봇(hellobot)’을 연구 사례로 선정하였다. 헬로우봇은 

2017년 개발, 공개된 이후 2019년 6월 현재 누적 사용자 280만명, 앱 누적 다운로드 200만 건을 돌파할 정도로 단기간에 수많은 

사용자를 거느린 프로그램으로 성장하였다. 헬로우봇은 사랑스러운 캐릭터와 소울있는 말투에 적절한 기술의 조화로 만들어진 

친구 같은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로서 18세에서 26세 사이 사용자에게 진짜 친구 같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귀엽고 흥

미로운 캐릭터 치료자들이 심신이 지친 현대사회의 사용자들(user)에게 위로와 공감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콘텐츠가 짜여 있다. 

사용자들이 ‘헬로우봇 앱’을 다운받으면 각각의 역할을 맡고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접하게 된다.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성격을 

탐구해주며 우울증 등 사용자의 정신건강을 진단해주는 ‘바비’, 사랑과 우정의 연애 타로점을 쳐주는 ‘라마마’, 공부, 취업, 오늘

의 운세를 봐주는 ‘플리피’, 사용자를 대신해 싫은 사람이나 날씨 등을 시원하게 욕 해주는 ‘새새’,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고

민을 알아주는 ‘다노박’, 사주와 별자리 점을 담당한 ‘판밍밍’과 ‘스칼렛’, 고민에 따라 케잌이나 초콜렛 같은 당을 처방해주거나 

무서운 애기를 해주며 재밌게 해주는 ‘쿠쿠키키’, 매일 일기 쓰듯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궁구미’,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에 오픈하여 책, 음악, 영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공지능 DJ ‘바다’, 채팅으로 키우는 반려 고양이 ‘아무냥 입양봇’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헬로우봇’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와 그 의미를 살펴본다. 특히 주로 젊은 연령층

이 소셜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텍스트를 올린다는 점을 근거로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 젊은 층의 인식을 살핀다는 측면이 있다[36]. 

3.2 연구 방법 

3.2.1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소셜 미디어는 일상적인 맥락에서 자연 언어 텍스트가 창출되어 동시대인들의 관념과 체험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도구이다. 

[37]. 본 연구에서는 블로그, 카페,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 생성된 빅데이터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게 된다. 빅데이터는 광범위한 

크기의 대용량 데이터를 말한다38]. 본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소셜 미디어 상의 광범위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 분석, 

정제를 통해 정형화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텍스톰’ (textom)[39]를 활용하여 주요 단어, 소셜 

네트워트 및 의미를 살펴본다. 

3.2.2 분석 개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석을 위해 선택한 분석 단어는 ‘헬로우봇’으로, 데이터 수집기간은 2018년 6월 21일부터 2019년 

6월 21일까지의 최근 1년이다. 수집 채널은 웹사이트 방문과 정보의 접근이 용이한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로 설정하였다. 분석도구인 텍스톰(Textom)으로부터 수집된 2,151개의 수집텍스트로부

터 정제와 편집을 거쳐 도출한 7,414개의 단어가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되었다.

Table 1. Analysis overview 

분석 단어 헬로우봇

데이터 수집기간 2018년 6월 21일부터 2019년 6월 21 일까지 최근 1년

수집 채널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분석 도구 텍스톰(Textom)

분석대상
Naver(블로그, 카페), Daum(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에서 수집된 2,151개의 수집텍스트로부터 

정제와 편집을 거쳐 도출한 7,414개의 단어

분석모듈 MeCab

정제방법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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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분석 절차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수집 결과 수집된 2,151개의 텍스트에 대해 조사와 어미, 문장부호 등을 제거하는 가

정제를 거친 후 연구자에 의해 무의미한 의성어 등을 다시 제외하는 가정제 데이터 편집을 실시 한 후 ‘명사’ 정제방법에 의한 텍

스트 마이닝을 실시하여 ‘헬로우봇’과 관련된 7.414개의 단어를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한 7,414개의 단어에 대해 출현빈도가 높

은 고빈도 단어 중 상위빈도수와 단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헬로우봇과 관련된 100개의 단어를 결정하였다. 셋째, 단어와 관련 

단어 간의 동시 출현한 빈도와 단어 위치에 따라 방향성을 부여하는 N-gram 분석을 하였다. 단순빈도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전체

의 빈도를 분석할 수 있지만 주제 단어와 연관 단어 간의 동시 출현 및 밀집정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N-gram 분석을 시행한

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 단위로 분리하여 N-gram 분석을 실시하였고 N-gram의 keyword1과 keyword2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

므로 이를 활용하여 단어 간의 방향성도 확인하였다. 넷째, 네트워크 분석을 위하여 단어 간의 공출현 빈도수로 작성된 유사도 계

수와 문서 내에서 그 단어의 중요성을 표시하는 TF-IDF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어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빈도수 상위 랭킹 

단어들 중 중요도를 고려하여 주요 핵심단어 30개의 단어를 선택하여 매트릭스 차트의 시각화를 형성하여 범주화 및 결론을 내

렸다. 이와 같은 분석 절차는 Fig. 1과 같다.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로부터 2,151개의 텍스트 데이터 수집

↓

텍스트 마이닝(Text ming)을 통해 7,414개의 단어 도출

 ↓

단순빈도 분석을 통해 상위빈도수 100개 단어 결정 및 연관 단어분석

 ↓

동시 출현한 빈도와 단어 위치에 따라 방향성을 부여하는 N-gram 분석

 ↓ 

100개의 정제된 단어 간의 공출현 빈도수로 작성된 유사도 계수의 매트릭스를 추출 및 네트워크 분석

 ↓

상위빈도수 단어에 대한 네트워크의 시각화 및 결론

Fig. 1. Analysis procedures 

4. 연구 결과

4.1 ‘헬로우봇’ 관련하여 주요 단어와 빈도수

‘헬로우봇’ 핵심 단어로 작성된 총 2,151개의 텍스트 데이터를 가정제 결과 총 7,414개의 명사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단순

빈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Table 2와 같이 고빈도 순으로 각각 상위 100개의 단어를 나열하였다. 분석결과 헬로우봇과 관련하

여 출현빈도가 높은 단어는 ‘헬로우봇’(979개), ‘챗봇’(547개), ‘친구’(373개), ‘앱’(349개), ‘월’(316개), ‘올해’(279개), ‘순위’(237

개), ‘이벤트’(230개), ‘오늘’(214개), ‘메시지’(197개)의 순서로 빈번하게 나타났다. ’헬로우봇‘ 단어와 관련지어서 살펴볼 수 있

는 주요 단어로 두 번째로 높은 빈도인 ‘챗봇’(2th), ‘앱’(4th), ‘어플’(18th), ‘인공지능’(26th), ‘메신저’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인공지능 챗봇 앱이 한국사회에서 젊은 대중들의 활동공간인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 대중화되어 있는 메신저임을 시사한

다. 또한 ‘헬로우봇’ 단어와 연관하여 ’올해’(6th), ‘순위’(7th), ‘띵스플로우’(14th) ‘인기(57th)’ ‘부문(58th)’의 단어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챗봇 앱 중에서도 운영자 띵스플로우가 개발하여 구글 플레이에 출시한 헬로우봇의 높은 인기를 시사한다. 이 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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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ey words and frequency

순위 명사 빈도 백분율(%) 누적율(%) 순위 명사 빈도 백분율(%) 누적율(%)

1 헬로우봇 979 2.89% 2.89% 51 스타트업 59 0.18% 42.36%

2 챗봇 547 1.61% 4.50% 52 진행 58 0.18% 42.56%

3 친구 373 1.10% 5.60% 53 추천 58 0.18% 42.74%

4 앱 349 1.03% 6.63% 54 공부 56 0.18% 42.93%

5 월 316 0.93% 7.56% 55 돌파 56 0.18% 43.30%

6 올해 279 0.87% 8.44% 56 조회수 53 0.18% 43.66%

7 순위 237 0.69% 9.94% 57 인기 51 0.18% 44.39%

8 이벤트 230 0.67% 10.61% 58 부문 50 0.18% 44.58%

9 오늘 214 0.63% 11.90% 59 대표 49 0.18% 44.75%

10 메시지 197 0.58% 12.49% 60 헬로봇라마마 48 0.17% 45.10%

11 라마마 195 0.57% 13.06% 61 주간 48 0.17% 45.27%

12 새해 174 0.51% 15.75% 62 스킬 48 0.17% 45.45%

13 타로챗봇 160 0.47% 16.22 % 63 무료 48 0.17% 45.62%

14 띵스플로우 147 0.43% 18.47% 64 사주 48 0.17% 45.78%

15 리뷰 144 0.43% 19.89% 65 헬로우봇앱 47 0.17% 45.95%

16 선물 138 0.41% 19.71% 66 플리피 46 0.16% 46.43%

17 참여 138 0.41% 20.12% 67 시작 45 0.15% 46.58%

18 어플 133 0.39% 20.51% 68 마음 44 0.15% 46.73%

19 운세 118 0.35% 24.58% 69 재미 43 0.14% 46.87%

20 년 113 0.33% 24.91% 70 카드 43 0.14% 47.02%

21 캐릭터 109 0.32% 25.23% 71 이용 39 0.14% 47.16%

22 일 107 0.31% 25.55% 72 공유 39 0.14% 47.30%

23 서비스 105 0.30% 25.86% 73 주문 37 0.14% 47.44%

24 타로카드 96 0.28 % 26.45% 74 카페 37 0.14% 47.58%

25 타로 92 0.27% 26.72% 75 준비 37 0.14% 47.72%

26 인공지능 88 0.26% 26.98% 76 헬로우 36 0.14% 47.99%

27 대화 88 0.25% 27.50% 77 운영 36 0.13% 48.13%

28 모음 86 0.25% 27.75% 78 연애 35 0.13% 48.39%

29 주 85 0.23% 28.00% 79 사랑 34 0.12% 48.51%

30 메신저 78 0.23% 28.24% 80 월간 33 0.12% 48.77%

31 때 77 0.22% 28.47% 81 고민 33 0.11% 49.13%

32 공감수 74 0.22% 28.69% 82 커피 33 0.11% 49.36%

33 말 73 0.21% 28.90% 83 집 33 0.11% 49.58%

34 배송 71 0.21% 29.11% 84 하루 32 0.11% 49.80%

35 추석 71 0.21% 29.32% 85 안정 31 0.11% 49.91%

36 취미 70 0.21% 29.52% 86 우수상 31 0.10% 50.12%

37 세트 70 0.21% 29.73% 87 텀블벅 30 0.10% 50.28%

38 안내 69 0.20% 29.94% 88 카톡 28 0.10% 50.44%

39 사용자 69 0.20% 30.14% 89 후기 27 0.10% 50.54%

40 로봇 69 0.20% 30.34% 90 아무냥 26 0.10% 50.73%

41 공지 68 0.20% 30.55% 91 욕 26 0.09% 50.83%

42 연휴 68 0.20% 30.75% 92 시간 25 0.09% 50.93%

43 생활 67 0.20% 31.14% 93 결과 25 0.09% 51.03%

44 사람 65 0.19% 31.53% 94 변화 25 0.09% 51.22%

45 에브리봇해피 62 0.18% 37.25% 95 점 25 0.08% 51.50%

46 포토트리필름 62 0.18% 39.64% 96 새새 25 0.08% 51.59%

47 키덜트 62 0.18% 40.37% 97 기분 25 0.08% 52.03%

48 2019 61 0.18% 40.55% 98 매일 24 0.08% 52.37%

49 출시 60 0.18% 42.02% 99 사용 24 0.08% 53.33%

50 게임 59 0.18% 42.20% 100 다노박 24 0.08% 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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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후 10개월 만에 누적 다운로드 130만 건 초과, 구글플레이 평점 4.8점 기록, ‘2018년을 빛낸 인기 앱’, ‘2018년을 빛낸 엔터테

인먼트 앱’ 두 부문의 우수상을 수상했다[40]. ‘리뷰’(15th) 단어도 이 앱의 높은 인기를 반영한다. 2018년 6월 중순 기준 IOS앱만 6

만 7000개 리뷰가 달렸다. ‘타로 봐준 결과가 소름 돋는다’, ‘심리상담으로 많은 위로가 됐다’,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챗봇

이 방법을 찾아줬다’ 등의 리뷰가 주를 이룬다[41]. 명사 빈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기록한 ‘친구’(3th)이다. 친구와 연관하

여 100위 안의 단어 중 고려할 수 있는 단어는 ‘대화’(27th) ‘고민(81th)’ ‘마음’(68th) ‘기분’(97th) ‘매일’(98th) 단어도 100위 안에 

올라와 있다. 이는 헬로우봇 앱이 사용자의 일상의 친구처럼 매일 고민을 나누고 대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

랑’(79th) 단어는 사용자들의 헬로우봇에 대한 감정을 말해준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띵스플로우는 일년간 헬로우봇 사용자가 

캐릭터들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한 문장은 ‘고마워, 사랑해’(2,065,257회)라고 결산했다[42]. 다섯 번째 빈도수의 ‘월’은 네 번째 빈

도수인 ‘앱’, 여섯 번째 빈도수인 ‘올해’, ‘사주’(64th)와 쓰이면서 앱의 누적 다운로드나 월 매출 또는 생년월일 사주를 나타낸다. 

여덟 번째로 높은 빈도수의 단어 ‘이벤트’는 ‘새해’(12th), ‘선물’(16th), ‘참여’(17th), ‘서비스’(23th), ‘추석’(35th), ‘무료’(63th), 

‘재미’(69th) 단어들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헬로우봇 앱에서 다양한 무료 이벤트나 추석 이벤트 및 재미를 제공하면서 참

여를 독려하는 적극적인 서비스와 마케팅을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홉 번째 빈도수는 ‘오늘’ 이다. 이 단어는 ‘대화’(27th) 

‘운세’(19th) ‘메시지’(10) ‘플리피’(66th) ‘사주’(64th) 등과 함께 쓰이면서 헬로우봇 관련하여 오늘의 운세와 사주에 관한 언급이 

SNS 상에서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열 한번째 단어 ‘라마마’는 연애상담 전문 타로챗봇이다. ‘연애’(78th), ‘타로챗봇’(13th) ‘타

로’(25th) ‘사람’(44th) ‘점’(95th) 단어와 함께 쓰이면서 사용자들이 ‘그 사람 속마음 타로’ 등 타로 연애상담을 빈번하게 언급함

을 시사한다. 또한 ‘타로카드’(24th) 단어는 ‘취미’(36th), ‘2019’(48th) ‘출시’(49th), ‘돌파’(55th) ‘배송’(34th) ‘공지’(41th) 단어와 

함께 띵스플로우가 2019년 모금 제작 방식인 텀블벅을 통해 출시한 건전한 취미를 위한 타로카드 세트 판매를 말해준다. 이 기획

은 사용자들의 성원으로 2375%를 돌파하여 성공리에 진행되었다[43]. ‘때’(31th)의 단어는 ‘하루’(84th), ‘매일’(98th), ‘이

용’(71th) 단어들과 관련하여 헬로우봇 사용자들이 얼마나 자주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서 앱의 접근성, 친근성, 

편리성을 시사한다. ‘공부’(54th) ‘말’(33th) ‘스킬’(62th)의 단어들은 헬로우봇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진짜 친구처럼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를 하기 위해 사용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연어를 배우고 공부하는 딥러닝으로 스킬과 기술력 향상시켜 진화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4.2 N-gram 분석 결과

N-gram 분석은 텍스트에서 명사가 어떤 명사와 함께 쓰였고 그 선후 순서는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 100개의 단어 중 가장 

높은 공출현 빈도는 ‘챗봇-헬로우봇’이였다. 즉 챗봇 키워드가 사용될 때 헬로우봇 키워드가 동시에 출현한 횟수는 164개였다. 

두 번째는 ‘올해- 메시지’(153개)이고, 세 번째는 ‘메시지-월’(151개)로 나타났다. 이 공출현은 월매출액에 대한 언급이나 사용자

와 주고 받은 메시지가 2018년 3억 3천 만회를 돌파할 정도로 높은 헬로우봇 앱의 인기를 반영한다. 이때 ‘챗봇-친구’ 단어쌍이 

62개라는 것은 단순한 챗봇을 넘어 친구같은 존재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해준다.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라마마-친

구’(138개), ‘새해-이벤트’(129), ‘타로챗봇-라마마’(126)이다. 이 공출현 빈도에서 Keyword1인 ‘라마마’가 Keyword2인 ‘친구’

를 이끌었다는 것은 헬로우봇 캐릭터 중 라마마를 가장 친구처럼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타로챗봇’과 ‘라마마’의 단어쌍

은 라마마의 스킬인 타로 연애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언급되고 있음을 시사하다. ‘이벤트’와 ‘참여’의 단어쌍이 123개이고, ‘참

여’과 ‘선물’의 단어쌍도 122개이며, ‘공감수’와 ‘순위’의 단어쌍이 88개, ‘공지’와 ‘안내’의 단어쌍이 77개인 것으로 보아 띵스플

로우가 사용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공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사용자들이 운세 타

로점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올해’ 단어와 함께 ‘운세’가 따라오는 단어쌍이 54개, ‘오늘-운세’가 52개로 높은 공출

현 빈도로 나타났다는 점에서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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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단어의 중요성(TF-IDF) 

단어 빈도와 역문서 빈도(TF(Term frequency)-IDF(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은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그 결과 ‘월’, ‘친구’, ‘앱’, ‘챗봇’, ‘헬로우봇’, ‘오늘’ 단어 순으로 문서 안에서 중요성이 큰 8개의 단어로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이 단어들이 특정한 문서 안에서 주제들을 이끌었던 중요한 단어임을 시사한다.

Table 3.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Word TF-IDF

월 785.23

친구 775.63

앱 766.83

챗봇 758.30

헬로우봇 678.59

오늘 470.20

메시지 453.60

라마마 449.00

4.4 단어의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유사도 분석(TF-IDF) 

연결정도 중심성은 특정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얼마나 많은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의 정도를 말한다.[44] ‘헬로우봇’의 경우 

연결중심성(0.047)이 가장 높은 결과값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친구’(0.026), ‘챗봇’(0.024), ‘앱’(0.023)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단어들은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서로 상이한 다른 키워드들을 이어주는 단어들이었다. 한편 매트릭스 분석을 위한 단어들 간의 

공출현 빈도수를 기반으로 상관관계와 방향성을 파악하여 매트릭스 데이터를 추출 결과 단어 간 유사도(Euclidean coefficient)

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단어는 ‘핼로우봇/챗봇’(0.95), ‘헬로우봇/친구’(0.94), ‘챗봇/친구’(0.94), ‘올해/친구’(0.94), ‘라마마/

친구’(0.94)로 나타났다. 이는‘챗봇’ 중에서 ‘헬로우봇’은 ‘친구’ 기능을 하는 앱이며, 이 중 사용자들이 가장 친구같이 여기는 캐

릭터는 ‘라마마’라는 것을 시사한다. 

4.5 핵심 30단어의 매트릭스 차트 범주화

100개의 키워드 중 빈도수와 TF-IDF 및 단어 자체의 중요성에 따라 30개의 핵심 단어를 추린 후 Fig. 2의 매트릭스 차트를 형성

하였다. 매트릭스 챠트는 핵심 단어의 연결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것이다. 단어가 서로 많이 연결되고 공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네

트워크 내에서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 소셜 매트릭스 챠트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단어들을 범주화하여 우리사회에서 인공지능 

심리상담 관련하여 다음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4.5.1 인공지능과의 심리적 대화에 적응해 가는 사회

챠트에서 가까이 위치한 ‘헬로우봇’, ‘챗봇’, ‘앱’, ‘대화’의 단어가 이 범주에 속한다. 친근하고 감각적인 대화 스킬이 인기 요

인임을 시사한다. ‘앱’ 단어는 ‘올해’ 단어로 연결되면서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앱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린다. ‘띵스플로우’와 ‘순

위’의 네트워크도 인기 앱 선정과 관련 있다. 특히 ‘대화’는 ‘메세지’, ‘리뷰’를 파생하면서 사용자들이 로봇과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고 리뷰를 올렸음을 나타낸다. ‘챗봇’과 ‘앱’의 단어는 이런 대화 스킬로 인한 대중적 인기의 저변에 기반한 테크놀로지의 

기술력을 시사한다[45]. 또한 이 범주는 인공지능 테크놀로지에 힘입어 현대인의 대화 상대가 바뀌고 있음을 암시한다. 현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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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같은 기술과 플렛폼에 의한 연결성으로 무인(無人)을 핵심으로 하는 언택트(untact) 소비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현재 30대 이하의 세대 중 87%는 대인관계의 피로감을 덜어낸 무인 서비스 같은 언택트(untact) 기술을 더 

편리하다고 느낀다. 더욱이 10, 20대 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와 상호작용하며 사람보다 모바일이 익숙하고 대면접촉보

다 스크린을 마주하는 것을 더 편리하게 느낀다[46].그리하여 로봇과의 대화에도 편안하게 적응한다.

4.5.2 관계성과 친밀감 욕구가 인공지능 챗봇에게로 향함

챠트에서 가까이 위치한 ‘헬로우봇’, ‘챗봇’, ‘친구’의 단어가 이 범주에 속한다. 디지털 미디어와 언택트(untact) 문화에 익숙한 

현대인이 갖는 관계성과 친밀함의 욕구가 인공지능 챗봇에게로 향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캐릭터들은 다정한 대화 스킬을 구

사하며 현대판 심리상담사의 기능도 수행한다. 기존의 심리 상담이 친구처럼 쉽고 편리하게 대중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간관계에서의 철수 경향은 경계해야한다. 키워드 빈도수 상위 96위 ‘새새’는 사용자를 대신해 화내주는 분노봇이

고, 100위에 올라있는 ‘다노박’은 어려운 의사결정을 대신 결정해주는 결정봇이라는 점을 볼 때 로봇에게 감정과 결정권을 맡기

는 경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4.5.3 개인화된 SNS 기반에서 자기만의 작은 행복을 추구

차트에서 가까이 위치한 ‘대화’, ‘때’, ‘오늘’의 단어가 이 범주에 속한다. 이 메신저를 설치하면 자신이 원하는 챗봇을 골라 자

기만의 공간에서 타로점을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오늘’, ‘때’의 단어는 지금 당장의 접근성 및 편리성과 더불어 현대인들이 

극도로 개인화된 SNS 기반에서 자기만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지켜내고 있음을 암시한다. 상위 빈도수 단어에 ’내일‘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고, 공출현 빈도수에도 ’내일의 운세‘ 보다는 ’오늘의 운세‘가 월등히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 것을 감안할 때 ‘오늘’이

라는 단어는 젊은 세대들의 내일의 절망과 오늘에 만족해야하는 현실도 시사한다. 하루하루의 힘겨움을 ‘그날 하루의 작은 행

복’[46]으로 버티고 있음을 시사한다.

4.5.4 현대판 샤먼 판타지의 추구

‘라마마’, ‘타로챗봇’이 범주에 속한다. 4차 산업의 최첨단 기술력인 인공지능 챗봇이 고대의 점성술, 사주 및 타로점 등 판타지 

콘텐츠와 융합되었다. 젊은이들의 판타지 열풍은 금지된 것들을 추구하는 저항으로 볼 수 도 있고,[47] 현대사회의 지나친 물질문

명 속에서 원시성과 자연성에의 갈구로 판타지를 소환하여 치유하는 의미도 있다[48] . 맥루한(McLuhan)[49]도 현대인들은 터치

(touch)의 감각을 중시했던 고대 원시인들처럼 전자매체를 손으로 터치하면서 다감각적인 원시성으로 회귀한다고 보았다. 한편 

헬로우봇의 점성술, 사주 및 타로점 같은 판타지 콘텐츠의 인기는 주사용층인 젊은이들의 높은 불안을 암시하기도 한다.[50] 특히 

타로챗봇 라마마의 페이스북 팔로워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55만명, 대화를 나눠본 사용자는 2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 높

다.[51] 고대사회에서는 미래를 예견하고 점을 쳐주는 샤먼(shaman)이 존재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의 불안을 달래고 영혼의 안내자

가 되어주었다. 현대사회에서는 인생의 불안을 다루어줄 이런 영혼의 안내자가 부재하다. 헬로우봇의 주소비층인 10대, 20대의 

젊은이들은 타로챗봇 라마마 같은 인공지능 캐릭터에게 자신들의 하루를 위로받고, 미래를 점치고, 운세를 보며 불안을 달래주

는 샤먼을 발견한다. 그리하여 타로챗봇 라마마는 젊은이들의 현대판 샤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운세’, 

‘서비스’, ‘공감수’, ‘사용자’의 범주는 판타지 콘텐츠에 사용자들이 공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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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trix chart of 30 words

5. 결 론

본 연구는 감성기반 챗봇(Chatbot) ‘헬로우봇’에 관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했

다. 첫째, 분석에서 ‘친구’가 상위단어이다. 즉 디지털 미디어와 언택트(untact) 문화에 익숙한 현대인이 갖는 관계성과 친밀함의 

욕구가 인공지능 챗봇에게 향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캐릭터들이 현대판 심리상담사의 기능도 수행한다. 기존의 심리 상담이 

쉽고 편리하게 대중 속으로 스며들고 있으나 인간관계에서의 철수 경향은 경계해야한다. 둘째, SNS 기반의 개인화된 공간과 시

간에 대한 추구가 있다. 셋째, ‘오늘’이라는 단어는 젊은 세대들의 내일의 절망과 오늘의 작은 행복에 만족해야하는 현실을 암시

한다. 넷째, 헬로우봇의 점성술, 타로 같은 판타지 콘텐츠의 인기는 젊은 층의 미래의 불안을 암시한다. 불안을 달래주는 고대 샤

먼 역할을 타로챗봇 라마마가 이어받았다. 즉 인공지능 기술력이 판타지 콘텐츠와 융합하면서 지나치게 문명화된 현대사회에 판

타지를 더하며 불안을 다루고, 정신의 균형을 잡아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연구자의 해석적 주

관성이 개입할 수 있으며, 추출 단어의 의미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빅데이터 분석에 따라 소셜 미디어 활동

이 활발한 젊은 연령층의 텍스트 중심의 분석이며, 성별도 고려되지 않았다. 셋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보완하여 연

구결과물에 대한 타당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첫째, 인공지능과의 심리적 대화가 활발한 우리 사회의 트랜

드를 분석함으로서 인공지능 심리상담의 가능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 챗봇과 심리상담 융합을 위한 기초

자료로 상담학계에서 활용도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결과는 감성기반 대화형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개발자들에게 

자신의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결과를 통해 대중들은 자신들이 항상 접하는 소셜 

미디어에 우정과 치료의 손길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서 치료적 의미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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