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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구글 ‘콜센터 AI’ 서비스 발표, 상담원과 AI의 협업 솔루션임을 강조

2018년 초 사람과 흡사한 가상 비서 듀플렉스를 공개했던 구글이 최근 이 기술을 기업 콜센

터에 적용한 “컨택트센터 AI” 서비스를 발표하였음. 데모 영상에서 AI는 대화를 통해 고객의 

전화 의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고객이 원하면 상담원과 연결해 주는 기능

을 선보였음. 구글은 콜센터 AI 서비스가 상담원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지원하는 협업 솔루션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될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음

◾ 구글의 과학연구 책임자 페이페이 리는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Google Cloud Next)’ 행사의 

기조연설에 등단해 콜센터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통합한 서비스를 발표하였음

▸ 서비스 명칭은 ‘컨택트센터 AI(Contact Center AI)’로 콜센터 상담원(오퍼레이터)들의 업

무를 AI로 대행해 주는 기업용 솔루션인데, 고객의 질문이 간단한 것이라면 질문에 직접 

대답하고 사람의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문의자를 적합한 직원에게 연결해 줌

▸ 페이페이 리(Fei-Fei Li)는 매일 콜센터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에 대해 연구하면서 단순한 

거래나 정보성 문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AI를 통해 고객과 대응 

직원의 경험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개발 배경을 설명

▸ 단순 상담이 과도해지면서 콜센터 직원들은  

반복 업무와 빠른 처리에 대한 압박 증가로 

인해 복잡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고객 역시 

직관적이지 않은 ARS 메뉴, 상담 대기 시간 증가로 사용자 경험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ICT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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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oogle

[그림 1] 컨택트센터 AI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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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택트센터 AI는 기존의 트리형 전화시스템을 상담원이 전화를 받기 전에 가상 AI 직원이 

질문에 답하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인데, 구글 컨택트센터 AI가 맥락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담원이 전화를 넘겨 받은 후에도 같은 질문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함

◾ 컨택트센터 AI 서비스의 초기 베타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이베이(eBay)’인데, 이베

이는 고객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콜센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이베이는 그 동안 구글 클라우드, 이베이의 컨택트센터 기술 공급업체인 제네시스

(Genesys)와 함께 트리형 전화교환시스템을 없애고 자연어 기반 봇을 활용하는 개발 

작업에 집중해 왔다고 함

▸ 이베이의 고객 서비스 부문 부사장인 댄 레이바(Dan Leiva)는 구글과 진행하는 시범 프로

젝트의 목표는 콜센터가 안고 있는 3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 첫 번째 문제는 고객이 짜증나는 트리형 전화시스템을 돌아다니면서 끝없는 질문에 응

답해서야 겨우 기업이 고객의 전화 목적을 파악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 때문에 대부분의 

문의 전화는 중도에 상담원 직접 통화 요청으로 이어지게 됨

▸ 두 번째 문제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현상으로, 마침내 상담원과 통화하

게 되더라도 문의 시간의 절반은 이미 앞에서 입력하고 대답했던 정보를 다시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 마지막 문제는 고객 문의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원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다

는 점으로, 어렵게 상담원과 연결되어도 결국 고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됨

▸ 이베이에 콜센터 시스템을 공급해 오던 제네시스 역시 “예/아니오”로 답하는 패러다임

이 계속 존재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밝히며, 전화한 고객과 자연어로 대화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이번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설명

▸ 제네시스는 이미 예측적 전화 라우팅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

로 구글의 AI 솔루션과 매끄럽게 연동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

◾ 기조연설에서는 컨택트센터 AI의 데모 영상이 소개되었는데, 소비자가 이베이에서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기 위해 콜센터에 전화하는 상황을 설정한 데모임

▸ 데모 영상에서는 소비자가 콜센터에 전화하면 AI로 연결되는데, AI는 인간처럼 자연스럽

게 대화하며 소비자의 불만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해 업무 처리를 마무리하였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테니스 운동화를 사고 싶었지만 잘못 구매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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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품하고 싶다고 하자, AI는 대화를 통

해 소비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제품 반품 프

로세스를 실행하였음

▸ 이어 AI는 소비자가 테니스 운동화를 사고 

싶다는 의도가 있음을 파악했기 때문에, 전

화를 패션 담당 상담원에게 돌려주었고, 소

비자는 상담원과 대화를 통해 원래 사고 싶

었던 운동화를 구매할 수 있었음

▸ 이 데모 영상은 지능형 AI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상담원과 협조

하여 콜센터 작업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구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컨택트센터 AI에 통합된 인공지능 대화봇은 2018년 초 ‘구글 I/O’에서 소개되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인공지능 가상 비서 ‘듀플렉스(Duplex)’와 유사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음

▸ 2018년 초 구글의 CEO 순다 피차이가 듀플렉스를 시연할 때 너무 사람과 똑같아 AI가 

스스로 사람이 아니라 채팅봇임을 밝히지 않으면 대화 상대방이 사람으로 착각할 위험

이 있다는 비난을 받는 등 한동안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음

▸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컨택트센터 AI는 처음부터 자신이 컴퓨터임을 밝히고 인간의 

톤으로 소비자와 대화를 시작하고 있음

▸ 거의 모든 콜센터에서는 트리 형식의 대화 모델로 질문하고 응답하면서 안내가 진행되

지만, 컨택트센터 AI는 개방 형식의 템플릿이 없는 대화 모델로 소비자와 대화하며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소비자의 발언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자료> Google

[그림 2] 콜센터 AI와 통화하는 반품 고객

소비자 : Unfortunately, they do not fit. So I need to return them.

(유감스럽게도 신발이 맞지 않네요. 반품해야겠어요.)

AI : I can help you that. I am starting a return for you. You will be receiving an email with the 

 details of your return.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반품 절차를 시작하고 있어요. 반품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메일을 받게 될 거에요)

AI : One more thing. Would you like me to connect to an eBay fashion expert to find the right 

shoes?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꼭 맞는 신발을 찾기 위해 이베이의 패션 전문가와 연결시켜 

 드려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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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택트센터의 AI는 소비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동시에 대화 정보를 기록하며, 

고객의 요구와 이어지는 파생 요구를 추론해 적합한 직원에게 연결하는 기능도 수행함

▸ 데모 영상에서는 AI가 소비자에게 패션 담당 상담원과 통화해보면 어떠냐는 제안을 하

고, 고객이 응낙하면 전문상담원에게 연결해 주는데, 연결이 되고 나면 상담원의 화면에 

소비자와 AI의 대화가 표시되어 상담원은 지금까지의 경위를 바로 이해할 수 있음

▸ AI와 상담원의 협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상담원이 소비자와 대화를 진행

하면 AI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소비

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최적의 상품을 상

담원에게 추천하는 기능까지 수행함

▸ 데모 영상에서 AI는 하드 코트 테니스화를 

추천했고, 상담원이 이를 소비자에게 권하

자 소비자가 수락해 구입함으로써 일련의 

트랜잭션이 종료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이러한 컨택트센터 AI 서비스는 ‘구글 클라우드’의 콜센터 시스템에서 실행되며, 클라우드

에는 두 가지 유형의 AI가 순차적으로 작동하게 됨

▸ 이베이가 시험적으로 운영 중인 서비스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제네시스의 콜센

터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는데, “인공지능 가상 에이전트(AI Virtual Agent)”가 소비자와 

자연어로 대화하며 클레임을 처리하고 상담원에게 전화를 돌려주는 기능을 함

▸ 전화를 돌려 받은 상담원이 소비자와 통화

할 때는 또 다른 인공지능인 “에이전트 어

시스트(Agent Assist)”가 대화를 실시간으

로 분석하고 추천 제품을 화면에 디스플

레이하는 기능을 수행함

▸ 컨택트센터 AI는 기존 콜센터 시스템과 통

합하여 이용되며, AI가 양방향 음성 대응 

기능(Interactive Voice Response)을 주관하

여 콜센터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됨

▸ 기조연설의 데모에서는 제네시스의 솔루션이 사용되었지만, 이 밖에도 미텔(Mitel), 시스

코(Cisco), 트윌리오(Twilio) 등 주요 콜센터 시스템에서도 컨택트센터 AI를 연계하여 사

<자료> Google

[그림 3] 상담원에게 제품을 추천하는 AI

<자료> Google

[그림 4] 컨택트센터 AI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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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고 함

▸ 각 솔루션의 구글 AI 지원 정도에 따라 서비스 연계 품질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업들

로서는 기존 콜센터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지 않고도 컨택트센터 AI를 통해 콜센터 상담

원들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임

▸ 컨택트센터 AI 서비스는 아직 안정화 단계는 아니지만,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할 수 있음

▸ 컨택트센터 AI 솔루션은 2017년 11월에 공개된 대화형 에이전트 개발 스위트 ‘DEE 

(Dialogflow Enterprise Edition)’를 기반으로 하며, 다이얼로그플로우 폰 게이트웨이를 활

용하여 전화 통신 네트워크와 통합이 가능한 딥마인드의 웨이브넷으로 강화되었음

▸ 웨이브넷(WaveNet)은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하여 2016년에 

발표한 오디오 원음 심층 생성 모델임

▸ 웨이브넷은 인간의 음성을 모방하여 기계 음성을 생성해 주는데, 딥마인드는 기존 텍스

트-투-스피치(TTS) 시스템들보다 더 자연스러운 기계음 생성을 목표로, 인간 음성과 기

계음의 차이를 50% 이상 줄이는 기능을 연구 중이라고 함

◾ 컨택트센터 AI는 듀플렉스와 유사한 기술이기는 하지만 기술의 스택과 목표는 듀플렉스와 

다르며, AI와 사람의 협력을 강조하는 기업용 솔루션 시장을 타게팅하고 있음

▸ 구글이 2018년 초 대화형 AI 듀플렉스를 공개했을 때, 이용자를 대신해 레스토랑의 점원

과 대화하며 테이블을 예약하는 시연 영

상에 환호를 보낸 이도 많았지만 불편함

과 두려움을 표출한 사람도 많았음

▸ AI의 말투가 사람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흡사한 것에 대해 경악의 목소리가 나왔

으며, 도대체 AI를 이 정도 수준까지 인간

에 접근시켜야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벌어지고 있기도 함

▸ 이번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에서 공개된 시

연 영상에서, 컨택트센터 AI의 가상 에이전트가 처음부터 자신이 사람이 아닌 가상의 

존재임을 밝힌 것은 구글이 듀플렉스 발표 이후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의식하고 어느 

정도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구글에 따르면 컨택트센터 AI는 완전히 듀플렉스 기반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는 

<자료> Google

[그림 5] 레스토랑 예약을 대행하는 듀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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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술이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공유하지만 기술 스택과 전반적인 목표가 다르기 때문

▸ 듀플렉스가 일반 사용자 경험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용 방식을 아직 정하지 못하

고 있는 기술이라면, 컨택트센터 AI는 기업에 초점을 둔 것으로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거버넌스 정책을 준수하고 있어 기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임

◾ 구글은 컨택트센터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도와주는 솔루션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당분간 관전이 필요한 부분

▸ AI를 접목한 콜센터 솔루션 부문에서는 IBM이 기존 솔루션에 왓슨(Watson)을 접목하며 

앞서가고 있었지만, 구글이 자신들의 강점인 AI를 앞세워 지능형 기능을 강화하며 도전

장을 내밈에 따라 이 부문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

▸ 구글은 이번 발표회에서 각 기업이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독자적인 AI를 개발할 수 있는 

도구도 공개하여 업무 형태에 따라 다양한 AI 콜센터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음

▸ 페이페이 리는 AI와 인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반복적이거나 간단한 작업을 AI에 맡기면 

사람은 보다 지능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는 설명을 반복하였음

▸ 이 서비스는 “인간의 재능을 고양(Elevating Human Talent)”시키는 것으로, 컨택트센터 

AI가 상담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가 아님을 강조한 것

▸ 그러나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데모 영상에 소개된 AI의 기능 정도만으로도 만족할 

수도 있고, AI 성능의 향상에 따라 다양한 캐릭터의 에이전트가 사람보다 더 대응을 잘

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어 구글의 희망대로 기업들이 움직일 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임

▸ 구글이 컨택트센터 AI로 인해 상담원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만큼 빼앗을 위험이 크다는 것의 방증일 수도 있음

◾ 한편, 컨택트센터 AI의 서비스가 시작된 만큼, AI와 사람의 상호작용이 어떤 수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 듀플렉스가 공개되었을 때 일각에서 AI가 너무 사람과 흡사하다며 불편한 감정을 표출한 

것은 소위 “언캐니 밸리(uncanny valley)”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언캐니 밸리는 로보틱스 이론 중 인간이 로봇에 느끼는 감정과 관련된 것이며, 1970년 

일본의 로봇 공학자 모리 마사히로가 주장한 이론으로, 처음에는 로봇이 인간과 닮을수

록 호감을 느끼다가 인간과 정말 비슷해지면 갑자기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현상임

▸ 듀플렉스가 인간처럼 느껴진 이유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나오는 좋지 않은 버릇,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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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fluencies(눌변, 말더듬)’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인데, ‘음...’ 또는 ‘에~’와 같이 의미 

없는 중간 말을 대화중에 배치함으로써 인간미를 자아낸 것임

▸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듀플렉스가 인간을 모방할 필요는 없으며, AI라면 AI 

답게 어색하게 말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구글은 듀플렉스를 인간과 

흡사하게 만들려고 한 이유는 AI가 어

색하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짜증이 

나 전화를 끊어 버리는 일이 많기 때

문이라 설명하고 있으며, 기계음에 짜

증내던 사람도 듀플렉스의 발랄한 여

성 목소리에는 친근감을 느낀다고 함

▸ 이용자를 대신해 AI가 레스토랑이나 

미용실의 예약을 대행하는 듀플렉스

와 달리, 콜센터의 AI는 무언가 문제

를 가진 사람을 AI가 대응하는 것이므

로, 사람이 AI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나 사람과 AI 사이의 상호작용은 보다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대응하는 것이므로 기계가 아닌 사람인 것처럼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AI가 100% 완전하게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짜증이 더 커질 

것이므로 컨택트센터 AI는 일단 채팅봇임을 밝히고 대화를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언캐니 밸리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불편함의 계곡”을 의미하며, 계곡에서 빠져 나오

지 못하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음

▸ AI가 보다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AI가 적용되는 각 상황 맥락에서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것인지를 영리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컨택트센터 AI와 같은 응용 사례

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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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휴머노이드 로봇의 언캐니 밸리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