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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consumers' responses toward chatbot services in a fashion retail context. Anthropo-

morphism and personalization of chatbots are proposed as critical features of a chatbot service that attract posi-

tive behavioral intentions from consumers. Social presence, trust, and enjoyment are expected to mediate as- 

sociations among chatbot characteristics and consumers' acceptance of the service. The experiment was con-

ducted in a controlled laboratory; participants were instructed to engage with a virtual shopping chatbot ser- 

vice via their cell phone and complete a questionnaire online. A total of 189 participa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ong with and four experimental groups of 2 (anthropomorphism: high / low) × 2 (personalization: high / low) 

were formed with between-subject desig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and SPSS PRO-

CESS Macro programs.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anthropomorphism and personalization of chatbots 

on consumers' service acceptance intention when using fashion shopping chatbot service were mediated sequ-

entially by social presence, trust, social presence and enjoyment.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evidence on 

the effects of chatbots characterized by anthropomorphism and personalization on consumer responses, accep-

tance intention and associated psychological mechanisms by expanding the field of consumer behavior into 

chatbo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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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

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챗봇(chatbot) 서비스에 관심

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적인 IT 자문기관 Gartner의 

Panetta(2017)는 2018년 이후 주목해야 할 10대 전망

에서 2021년 이후 기업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 앱보

다 챗봇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며,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Transparency Market Rese-

arch(2016)는 글로벌 챗봇 시장 규모가 2015년 약 1억 

1300만 달러 규모에서 매년 28% 성장해 2024년에 이

르면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

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등 ICT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인공지

능 기반 챗봇 기술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과거의 챗봇 서비스는 주로 간단한 정보 제공 기능

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 빅데이터, 딥러닝 기술 

등과의 결합을 통해 고도화됨에 따라 쇼핑, 여행, 금

융, 헬스케어 등 그 활용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Chung, 

2016). 이 중 모바일 패션쇼핑 분야에서는 기존의 비

대면 쇼핑환경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

로서 챗봇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즉, 모바일 쇼핑

환경에서는 판매 기업이나 판매원의 실재(presence)

에 대한 인식이 약하여 상호작용에 대한 지각이 부족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챗봇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

는 것이다. 특히 패션 리테일 분야의 경우, 고객지향

적이며 판매원과 고객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산업

임을 고려한다면(Lee & Chung, 2008) 챗봇 서비스 활

용에 대한 중요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 사례

로 영국 패션 브랜드 버버리(Burberry)는 자사의 새로

운 패션 아이템과 컬렉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글로벌 SPA브랜드 

H&M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

여 의류 제품을 추천하고, 이에 대한 구입 정보까지 

상세하게 제공하는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

내의 대표사례로는 롯데백화점의 ‘샬롯’을 들 수 있

다. 샬롯은 고객의 구매정보, 행동정보 등을 수집하여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인터파크의 ‘톡집사’는 소비자 성향에 맞는 상

품을 추천하는 것 외에 온라인 최저가 정보, 할인쿠

폰 등을 제공하면서 고객의 합리적 쇼핑을 돕는 챗

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챗봇 서비스는 패션쇼핑 분야에서 전략적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으나 현재까지 이

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기술이나 시스템적 측면

에 집중되어 있으며, 챗봇 서비스 내에서 대화상대

인 챗봇의 특성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학술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챗봇의 특성을 일반

적인 서비스 방식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제안함으로

써 사용자의 반응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쇼핑상황의 한계를 보완하

고 상호작용성을 높일 수 있는 챗봇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모바일 쇼핑환경에서 사용자의 긍정적인 반

응과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챗봇의 특성으로 의

인화와 개인화를 제안하였다. 챗봇의 의인화와 개인

화 효과 규명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의 판매

원의 고유한 특성인 인적 설득과 고객 특성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온라인 환경에서 챗봇을 통해 제공할 

수 있을지, 또한 판매원이 아닌 챗봇이 높은 인적인 

특성과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긍정적 소비자 반

응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와 같은 질문에 대한 

의미있는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의인화는 사람이 아닌 유 ·무형의 대상에 사람과 

같은 속성을 부여하는 것으로(Duffy, 2003), 비대면

적 접촉 방식으로 인해 인간적이고 사교적인 느낌이 

부족한 모바일 쇼핑과정에서 이를 적용한 대상과 상

호작용할 경우 대상에 대한 사용자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를 유발하여 

매체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Nowak & 

Biocca, 2003). 또한, 온라인 쇼핑환경에서 다각도로 

시도되어온 개인화를 챗봇의 영역에 적용하여 쇼핑 

챗봇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챗봇의 개인화가 가지는 

효과도 함께 규명하고자 하였다. 개인화는 사용자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Surprenant & Solomon, 1987), 

기업과 고객 간 상호작용 요소로서 소비자 반응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ong & Zinkhan, 2008). 의인

화와 개인화는 현재 일부 모바일 챗봇 서비스 환경에

서 시도되고 있는 개념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

하며, 일부 진행된 관련 연구는 주로 응답자의 경험

에 기반한 회상방식을 통해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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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점에 기인하여 본 연구는 패션쇼핑 챗

봇의 의인화와 개인화가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챗봇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보다 명확하

게 규명하고자 한다. 이 때, 소비자 반응으로는 챗봇

의 의인화와 개인화가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실재감, 신뢰, 즐거움을 도입하여 이들 사이의 메커

니즘을 확인함으로써 기업의 세분화된 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실재

감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대화 상대

와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유대감을 설명하는 개념

으로(Hwang & Park, 2008), 매체 이용과정에서 사용

자의 신뢰와 즐거움을 지각하게 하는 중요한 선행 요

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Hassanein & Head, 2007). 그

러므로 챗봇의 의인화와 개인화가 사용자의 반응을 

매개하여 서비스 수용의도로 이어지는 전체 경로에

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패션쇼핑 챗봇과의 상호작용 시 

챗봇 특성인 의인화와 개인화에 따른 소비자의 심리

적 반응 기제와 행동의도를 밝힘으로써 챗봇 서비스 

수용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관련 후속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챗봇 서

비스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핵심 지식을 제공

함으로써 서비스 수용의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전

략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배경 

1. 챗봇(Chatbot)

1) 챗봇의 개념과 활용

챗봇이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을 조합한 단

어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용자와 상호작

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이자 대화형 에이

전트(conversational agent)의 일종이다. 대화형 에이

전트는 사용자와 자연어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시

스템으로, 선행연구에서 인터페이스 에이전트(inter-

face agent), 체화된(embodied) 대화형 에이전트, 가상 

도우미(virtual assistant), 가상 동료(companion)와 같

은 용어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von der Pütten et 

al., 2010).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화형 에이전트는 크

게 음성 기반 혹은 문자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로 나뉜

다(Kopp et al., 2005). 음성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는 

음성 언어 명령방식에 의한 것으로 애플의 시리(Siri), 

아마존의 알렉사(Alexa), 구글의 어시스턴트(Assis-

tant), 삼성전자의 빅스비(Bixby) 등이 있으며, 문자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는 문자 언어 명령 방식에 의

한 것으로 챗봇이 이에 해당한다. 

챗봇은 1960년대에 처음 개발되었으나 최근에 들

어서야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개념과 범위가 합

의되지 않아 연구자마다 정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스마트 매장을 위한 챗봇 시스템을 제안한 

M. Kim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챗봇을 대화형 인

터페이스상에서 규칙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사

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로 정의하였고, 패션 및 

쇼핑 분야 내 지능형 챗봇의 자연어 처리를 위한 인

식사전을 구축한 Y. G. Kim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챗봇을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습관과 

행동 패턴을 학습함으로써 문자형식의 대화를 통해 

사용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지시를 수행하는 서비스

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웹 기반 챗봇 시

스템의 설계와 구현을 제안한 Gupta et al.(2015)은 챗

봇은 상호작용을 위한 도구로, 상황을 이해하고 적

절한 반응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종합해

보면 챗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문자형식의 

대화를 통해 사용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마치 개인비

서처럼 지시를 수행하거나 사용자의 질문에 필요한 

답변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소프

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챗봇 서비스는 전 세계 다수의 IT 기업이 주목하는 

전도유망한 비즈니스로 떠오르고 있으며, 사회 각계

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이다. 리테일 분야

에서도 고객관리와 커뮤니케이션 영역 등 다양한 분

야에 응용이 가능한 챗봇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

다. 챗봇을 이용한 리테일링 플랫폼인 메신저 앱 킥

(Kik)의 ‘봇숍(Bot shop)’은 메신저 앱상에서 채팅을 

통해 사용자에게 맞는 제품을 제안하고 별도의 웹사

이트 방문이나 앱 실행 없이 채팅창 내에서 제품구

매까지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봇숍은 2016년 

H&M과 세포라(Sephora) 등 파트너사와 함께 런칭한 

이후 큰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는 패션과 뷰티 분야

에서만 21개 파트너사와 함께 협업하고 있다(Kim & 

Lee, 2018). 뿐만 아니라 국내 IT 기업인 네이버(네이

버 톡톡), 카카오(플러스 친구) 등에서도 오픈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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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형태의 챗봇 서비스를 개발하여 경쟁에 나서고 있

다. GS홈쇼핑의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챗봇 서

비스를 활용한 ‘톡 간편 주문’ 서비스를 도입하여 실

시간 방송 상품이나 카탈로그 상품을 주문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롯데백화점의 ‘샬롯’과 인터파크의 ‘톡

집사’는 자체 앱에 챗봇 서비스를 구현하여 고객에

게 제품을 추천하거나 할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기

능을 통해 편리하고 합리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2) 챗봇의 의인화(Anthropomorphism)

의인화는 마케팅 혹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대

상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고 친숙함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제품이나 

시스템에 인간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대상을 인간과 

같이 느끼고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Duffy, 2003). 즉, 

사람이 아닌 대상의 외형이나 상호작용에 사람과 유

사한 속성(성격, 의도, 감정 등)을 부여해 대상을 사

람처럼 이해하고 합리화 하도록 하는 것이 의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Lee, 2018). 사람들은 의인화

되지 않은 대상에 비해 의인화된 대상에게 불확실성

을 낮게 지각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감

정은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나아가 긍

정적 태도를 유발한다(Nowak & Biocca, 2003). 이와 

관련하여 Jiang et al.(2011)은 제품에 의인화 요소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

이 존재하더라도 호의적인 제품태도를 형성하고 더 

높은 구매의도를 가지게 됨을 확인하면서, 의인화를 

통한 소비자 경험이 소비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또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상을 

의인화시켜 그 대상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경

향을 가지고 있는데(Cacioppo et al., 2006), 이러한 동

기에 의한 의인화는 사람 사이의 관계 맺음이 비인간

적인 대상과도 가능함을 의미한다(Kim et al., 2008). 

따라서, 사람들이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맺는 관계

에서도 사회적 동기에 의한 의인화가 나타날 수 있으

며, 사람 간 관계와 마찬가지로 친밀감이나 애착의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Berscheid & Reis, 1998). 

챗봇에 적용할 수 있는 의인화 방법은 외형방식과 

상호작용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DiSalvo et al., 2002). 

먼저, 외형 의인화 방식은 대상에 얼굴, 체형, 성별 등

의 인간적 형상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동차, 그래픽 

에이전트, 현대의 휴머노이드 타입 로봇에 이르기까

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Bartneck, 2006). Kwak(2014)

은 외형이 다른 두 로봇청소기(human-oriented vs. pro-

duct-oriented)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을 통해 의인

화된 외형의 로봇청소기가 사용자의 사회적 실재감

과 사교성 지각 측면에서 더 효과적임을 밝혔다. 상

호작용방식의 의인화 기법은 다양한 인간의 특성을 

기초로 대상의 행동이나 언어를 인간화하는 것이다. 

Ryu and Yu(2013)는 학습용 에이전트의 표정과 제스

처에 높은 의인화 수준이 적용될수록 사용자가 더 높

은 신뢰를 느끼고 상호작용이 촉진된다고 밝혔으며, 

Park and Joo(2018)의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시각적 ·언어적 의인화 요소를 적용할 경우, 사용자

가 도중에 오류를 경험하더라도 지속적 사용의도가 

높아짐을 입증하면서 의인화가 사용자의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모바일 쇼핑의 경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행위가 휴대폰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프라인 

쇼핑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느낌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바일 쇼핑 챗봇 내

에서 대화 파트너인 챗봇의 외형이나 상호작용에 의

인화적 요소를 부여하면 사용자는 챗봇을 사회적 행

위자로 지각하게 됨에 따라 심리적 거리가 감소하

고, 이는 모바일 쇼핑환경에서의 상호작용성을 높이

는 효과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사용자의 긍정적 태도

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챗봇의 개인화(Personalization)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분야에서 고객들에게 차별

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대일(one-to-one) 마

케팅 기법으로 개인화가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화는 정보나 서비스를 어떤 개

인이나 집단의 구체적이고 특별한 요구에 맞추는 것

(Smeaton & Callan, 2005) 혹은 고객의 선호도를 기반

으로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

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과 고객 간 상호작

용 요소로 간주된다(Surprenant & Solomon, 1987). 챗

봇 서비스의 경우, 챗봇의 성별을 선택하거나 사용

자의 이름을 부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화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Kuligowska, 2015). 이러한 개인

화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에게 개별화된 콘

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호의적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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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고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다(Komiak 

& Benbasat, 2006). 

웹사이트의 개인화 연구에서는 사이트의 개인화 

수준이 높을수록 이용자의 관여도, 상호작용성, 관

련성이 증가하고 그 결과, 소비자가 사이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됨을 검증하였다(Kalyanara-

man & Sundar, 2006). 또한, Benlian(2015)은 개인의 

선호에 따른 맞춤형 페이지 제공이 다른 이용자와의 

차별성을 인지하게 하고, 즐거움을 유발하며, 이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더 오래 머무르고자 하는 웹사

이트 밀착성(stickiness)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 개인화의 긍정적 효과를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개인화의 개념과 그 효과에 관해서는 HCI

(Human-Computer Interaction) 분야의 연구에서도 제

시된 바 있다. Monk and Blom(2007)은 사용자들이 시

스템 외관이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자신의 취향이

나 선호에 맞게 직접 꾸미거나 변경함으로써 그 시스

템에 대하여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Xiao 

et al.(2007)은 사용자들이 정해진 에이전트와 대화하

는 경우보다 원하는 에이전트를 직접 선택하여 대화

할 때 상호작용에 적극적이며, 동기부여 및 설득효

과 측면에서 유리한 결과를 나타냈음을 밝혔다. 즉,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기보다는 스

스로 참여할 때, 애착이나 친밀감과 같은 긍정적 감

정을 형성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이러한 

개인화 과정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결속감을 가지게 되

며, 이러한 결속감은 대상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선행 요인이 될 수 있다(Mugge et 

al., 2009; Schultz et al., 1989). 

이와 같이 개인화를 통한 소비자 경험은 사용자의 

관계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서비스

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를 형성하며(Ball et al., 2006), 

나아가 소비자의 수용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Ho, 2012). 본 연구에서 개인화는 사용자의 선

호를 기반으로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콘텐츠를 제공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챗봇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

의 취향에 따라 챗봇을 선택하고 직접 지정한 별명이

나 이름으로 대화하는 개인화 방식을 사용하고자 한

다. 그러므로 모바일 쇼핑 챗봇 내에서 대화 파트너

인 챗봇을 개인화할 경우 사용자의 긍정적 반응과 수

용의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

사회적 실재감은 초기 Short et al.(1976)에 의해 커

뮤니케이션 상호작용에서 참여자가 타인의 존재를 

현저하게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된 이후, 이를 기반

으로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특질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져 왔다. Rice(1993)는 사회적 실재감

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어떤 매체를 이용함에 있

어 커뮤니케이션 상대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

럼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Biocca and Nowak

(2001)은 다른 사람이나 인위적 존재와 함께 있다는 

공동 공간감(co-presence)에 대한 인식 수준으로 정

의하였다. 

한편, 매개된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이 점차 확대됨

에 따라 연구자들은 커뮤니케이터에 대한 심리적 인

식의 관점에 주목하게 되었고, 사회적 실재감은 미

디어의 기술적 속성에서 나아가 CMC(Computer-Me-

diated Communication) 상황에서 커뮤니케이터 간의 

심리적 연결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인식되

어 왔다(Biocca et al., 2003). Biocca(1997)는 사회적 

실재감이 개인이 다른 사람의 생각, 의도, 감성을 느

끼는 정도라고 제안하였으며, Hwang and Park(2008)

은 사회적 실재감을 대화 상대방과의 정서적이고 심

리적인 유대감을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매체

를 통해 사람간의 접촉, 사회성, 감수성 등의 감정을 

전달받을 경우 사람들은 그것을 온정적인 대상으로 

인지하여 사회적 실재감을 더 높게 지각한다(Yoo & 

Alavi, 2001). 특히,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간을 대

신해 커뮤니케이션하는 가상의 존재가 활용되는 현

재에는 사용자가 인공의 행위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실재감을 느끼기도 한다(Lee & Nass, 2005). 

마케팅 분야에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상황

에서도 사회적 실재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서, 사회적 실재감이 소비자의 쇼핑경험을 강화할 

뿐 아니라 고객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중

요한 변인임을 밝혔다(Yoo et al., 2009). Ratnasingham

(1998)은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는 대

면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이는 신뢰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바 있

다. 또한, Kumar and Benbasat(2006)은 사이트 방문자

가 더 많은 정보탐색을 할 것인지 혹은 구매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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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결정은 상호작용과 웹사이트에 대한 친근

감과 몰입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비대면적 상호작용이 온라인 쇼핑몰

에 대한 전반적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암시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방문과 거

래를 유도하는데 사회적 실재감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온라인 쇼핑에서의 사회적 실재감과 관련

하여 Yoo et al.(2009)은 이모티콘과 사회적 언어와 같

은 비언어적 단서들의 활용이 인터넷 쇼핑몰을 방문

하는 소비자들의 사회적 실재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

였다. 또한 Gao and Li(2019)는 사회적 실재감을 판매

자에 대한 심리적 친밀감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웹

사이트의 정보품질과 서비스품질이 이용자들의 사

회적 실재감을 형성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사용자가 매체에 대한 긍정적 태

도를 형성하는데 사회적 실재감이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함을 제시해왔다. Gefen and Straub(2004)는 사회적 

실재감이 온라인 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심리

적 거리를 좁혀주고 인적 접촉을 통한 전통적 거래

와 유사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요인이라고 언급하면

서,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실재감

이 성과달성과 관련된 사회적 불확실성을 줄여 신뢰

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결정적인 영향 요인임

을 확인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Hassanein and Head

(2005)는 온라인 쇼핑환경에서 사회적 실재감을 지

각하는 것만으로 소비자의 신뢰와 즐거움의 감정이 

유발되며,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이

어진다고 밝혔다. 즐거움은 사회적 실재감에 의해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심리적 영향 중 하나로, 이

는 만족으로 이어지고 지속 사용의도를 강화한다

(Lombard & Ditton, 1997).

3. 신뢰(Trust)

신뢰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제적, 사회적 상호

작용 측면에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신뢰는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개념으로

(Poortinga & Pidgeon, 2003), 연구분야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 분야에

서 신뢰는 서비스 교환과정에 확신을 줄 수 있는 거

래대상에 대한 믿음이나 정직함에 대한 확신을 의미

한다(Lee et al., 2009). Moorman et al.(1993)은 신뢰를 

믿을 수 있는 거래상대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하였으며 Jarvenpaa et al.(1999)은 신뢰를 만족도

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구매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

는 핵심적 동인으로 보았다. 여러 연구들에 의한 신

뢰의 정의는 공통적으로 상대를 믿고 의존하려는 정

도 혹은 상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갖는 긍정적 기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변화하는 기술환경에서 이러한 신뢰의 개념은 컴

퓨터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컴퓨터를 사회적 행위자(CASA: Compu-

ters Are Social Actors)로서 접근하는 연구들은 신뢰

가 사람과 컴퓨터와의 관계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Reeves & Nass, 1996). 마케팅 분야에서 

신뢰는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중

요한 경험적 변수로 간주된다(Shankar et al., 2002). 

특히 비대면 거래를 전제로 한 모바일 환경에서는 상

대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안감

이 크기 때문에, 신뢰 확보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Corritore et al., 2003). 소비자

에게 신뢰가 형성되면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통제하

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할 것이라 기대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취약함 또

한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긍정적인 행동 결과가 나

타난다(Mayer et al., 1995). 

선행연구에서는 신뢰가 중요한 의사결정 및 새로

운 기술수용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 요인임을 밝

혀왔다(Gefen, 2000). 모바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해 연구한 Lee and Noh(2009)는 신뢰가 

서비스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모바일 서비

스를 수용함에 있어서, 신뢰가 서비스 수용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Wang et al.(2006)의 

연구와도 맥락을 함께한다. 이처럼 신뢰는 비대면 

서비스 환경에서 거래의 불확실성과 심리적 불안감

을 감소시키며(Doney & Cannon, 1997; Moorman et al., 

1993), 서비스에 대한 구매의도, 지불의사, 수용의도 

등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Kim et 

al., 2011).

4. 즐거움(Enjoyment)

즐거움은 비즈니스 웹사이트나 서비스의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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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이끌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주요 이론으로 연

구해온 개념이다. Eroglu et al.(2003)은 즐거움이란 

특정 환경 하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긍정적 반응으

로, 좋음(good), 유쾌함(joyful), 행복함(happy), 흡족

함(satisfied)을 느끼는 정도라고 하였으며, Wankel and 

Sefton(1989)은 즐거움을 슬픔, 귀찮음, 분노 등의 반

대 감정으로서 활기와 같은 감정과 연관된 긍정적인 

태도로 보았다. 현재까지 즐거움에 대해 보편적으로 

일치된 개념은 부족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즐

거움의 개념을 재미, 기쁨, 좋아함 등과 같이 기분을 

표현하는 긍정적 정서 반응으로 정의하고 있다(Scan-

lan & Simons, 1992). 

마케팅 분야에서 즐거움은 주로 쇼핑환경에서 제

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및 행동을 이해

하는데 중요한 변수로서 이용된다. 먼저, 즐거움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이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Jarvenpaa and Todd

(1996)는 고객만족의 선행 요인은 제품의 구매나 서

비스에 대한 외부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쇼핑경험 

과정에서 비롯된 즐거움으로부터 개인적이고 감정

적인 보상까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유사한 맥락에서 

Moon and Kim(2001)은 온라인상의 특정 시스템을 사

용하면서 경험하는 상호작용성, 통제가능성, 즐거움 

등으로 인해 개인은 외부 보상이 없더라도 자연스레 

해당 시스템에 집중하고 머무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즐거움에 대한 지각은 소비자의 행동의도에도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Koufaris et al.(2001)은 온라인 

쇼핑몰 내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재미와 즐거움이 제

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행동으로 이어

짐을 밝혔다. 또한, 개인이 특정 행위를 할 때, 즐거움

을 지각할수록 해당 행위에 대한 몰입이 높아지고, 참

여의도가 증가함이 밝혀진 바 있다(Teo et al., 1999). 

III. 연구방법및절차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챗봇의 특성을 조작한 가상 패션쇼핑 

챗봇 서비스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챗봇의 의인화와 

개인화가 소비자 반응 및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패션쇼

핑에서 사회적 실재감, 신뢰, 즐거움과 같은 사용자 

반응이 챗봇의 의인화 및 개인화와 서비스 수용의도 

사이에서 어떤 과정으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패션쇼핑 챗봇의 의인화와 개인화

가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를 확인하고

자 <Fig. 1>과 같은 개념적 연구구조를 제시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챗봇의 의인화와 개인화가 

소비자 실재감, 신뢰, 즐거움을 매개하여 서비스 수

용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텍스트 기반의 컴퓨터 매개 환경에서 사회적 실재

감의 수준은 정서적(affective) 반응, 상호작용적(inte-

ractive) 반응, 응집적(cohesive) 반응의 활용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Rourke et al., 1999). Duffy(2003)의 연

구에서는 로봇에 의인화적 요소를 부여하는 것은 인

간으로 하여금 사회적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인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

한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

다. 따라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대

화상대인 챗봇이 보다 인간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정

서적 지표(이모티콘, 아바타 등)를 사용하거나 인간

Fig. 1. Research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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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반응을 표현할 경우(Haslam, 2006), 챗봇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적 실재감이 향상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여 이름을 호명하는 

등의 개인화는 개별 고객들을 다른 이용자와는 차별

화된 특별한 개인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결속감을 향상시킨다(Rourke et al., 1999). 대상에 대한 

결속감은 서비스 접점에서 사람들이 서비스의 전달과 

생산과정에 직접 관여함으로 인해서도 나타나는데

(Mugge et al., 2009), 결속감과 같은 응집적 반응이 사

용자의 사회적 실재감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요인이라

고 하였다(Aragon, 2003). 따라서 챗봇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챗봇을 선택하는 참여적 상황을 

조성하거나, 챗봇이 사용자가 직접 지정한 별명이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응집적 반응을 사용할 경우, 챗

봇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적 실재감이 향상될 것이다.

사회적 실재감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성과

를 결정하는 핵심 변인으로(Yoo et al., 2009), 가상환

경에 대한 신뢰와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어 왔다(Hassanein & Head, 2007). 본 연구에서는 

챗봇의 특성에 의해 유도되는 사회적 실재감에 주목

하고 이를 통해 신뢰와 즐거움의 경로로 소비자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를 규명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가설 1-1. 패션쇼핑 챗봇의 의인화는 사회적 실재감

과 신뢰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서비스 

수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패션쇼핑 챗봇의 개인화는 사회적 실재감

과 신뢰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서비스 

수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패션쇼핑 챗봇의 의인화는 사회적 실재감

과 즐거움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서비스 

수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패션쇼핑 챗봇의 개인화는 사회적 실재감

과 즐거움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서비스 

수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자극물 제작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보다 정확한 감정 

및 행동 반응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실제 활용되고 

있는 패션쇼핑 챗봇 서비스와 비슷한 자극물을 직접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제상황과 유사한 쇼

핑환경을 구성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실제 

모바일 쇼핑 챗봇 서비스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참

고하여 가상의 모바일 패션쇼핑 챗봇 서비스를 제작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챗봇 서비스는 대화형 챗봇 

제작 플랫폼인 danbee.Ai(https://www.danbee.ai)를 통

해 제작하였으며, 국내 대표적 모바일 쇼핑 챗봇 서

비스인 인터파크의 ‘톡집사’와 롯데백화점의 ‘샬롯’

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참고하여, 사용자가 답변을 

선택하여 대화를 이어나가는 버튼형 UI 방식을 활용

하였다. 

제품 카테고리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챗봇에게 셔츠/블라우스를 추천 받

는 상황으로 제한하였으며, 추천결과로 총 10개의 

셔츠/블라우스를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이 때 이미지로 활용된 제품들은 국내 여성 쇼핑몰 

모음 앱 ‘지그재그(2020년 1월 기준: 누적 다운로드 

2,000만/쇼핑카테고리 순위 5위)’에서 앱이 제공하

는 인기순 필터를 이용하여 실험대상인 20~30대 여

성들에게 인기있는 셔츠/블라우스를 기준으로, 모델

착용사진이 아닌 제품 상세이미지 중 정면이미지를 

수집하였다.

의인화 수준의 고/저와 개인화 수준의 고/저에 따

라 네 가지 유형의 챗봇 서비스를 자극물로 구성하였

다. 의인화 수준은 Haslam(2006)의 비인간화(dehuma-

nization) 모델을 기반으로 챗봇 외형의 인간화와 상

호작용방식에서 인간성을 지닌 언어의 적용 수준으

로 조작하였다. 비인간화 모델에서는 인간성을 구성

하는 요인으로 감정적 대응(Emotional responsiveness), 

대인관계에 대한 따뜻함(Interpersonal warmth), 인지

적 개방(Cognitive openness), 독립적 능동성(Individu-

al agency), 깊이(Depth)의 다섯 가지 개념을 제안한

다. 개인화 수준은 Benlian(2015)의 연구방법을 참고

하여 연구 참여자가 대화 상대인 챗봇을 자신의 선호

에 맞게 직접 선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연구 참여

자가 직접 설정한 별명이나 이름으로 불려지는지의 

여부로 조작하였다. 의인화 수준이 높은 경우, 연구 

참여자는 외형이 사람과 흡사하고 이름을 가진 챗봇

과 대화하게 되며, 챗봇의 언어에는 인간적 본성의 

요인 중 감정적 대응, 대인관계에 대한 따뜻함, 독립

적 능동성, 깊이의 네 가지를 포함하였다. 반면 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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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수준이 낮은 경우, 연구 참여자는 로봇의 원형에 

가까운 외형을 지니며 인간적 본성의 구성 요인을 포

함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챗봇과 대화하도록 하

였다. 외형, 이름, 상호작용방식에 따른 의인화 조작 

예시는 <Table 1>과 같다. 개인화 수준이 높은 경우, 

연구 참여자는 이름과 외형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챗

봇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

자가 이름이나 별명을 직접 입력하는 과정을 통해, 

챗봇이 입력된 고객의 이름이나 별명을 부르며 대화

를 이어나감으로써 챗봇과의 결속감을 높일 수 있도

록 설계하였다. 반면 개인화 수준이 낮은 경우, 미리 

지정된 챗봇과 대화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름이나 

별명이 아닌 ‘고객님’이라는 일반적 호칭으로 불려

지도록 하였다.

연구문제 검증을 위하여 2(의인화: 고/저) × 2(개인

화: 고/저)의 네 가지 실험 집단을 형성하였으며, 집단 

간 실험으로 설계하였다(유형1: 의인화-고, 개인화-

고 / 유형2: 의인화-저, 개인화-고 / 유형3: 의인화-고, 

개인화-저 / 유형4: 의인화-저, 개인화-저). 실험은 오

프라인 환경인 통제된 실험실에서 진행되었고, 실험

에 동의한 참여자는 제작된 네 가지 자극물 중 하나

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자극물 예시는 <Fig. 2>와 

같다.

3. 측정도구

자극물 조작검증에서는 의인화 조작검증을 위해 

Ryu and Baylor(2005), Epley et al.(2007)의 연구를 바

탕으로 측정하였고, 개인화 조작검증을 위해 Sriniva-

san et al.(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실재감은 Burgoon and Hale(1987)의 연구

를 토대로 Park and Cho(2015)가 개발한 사회적 실재

감 척도를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

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챗봇은 나와 나누는 대

화를 흥미로워하는 것 같았다’, ‘챗봇은 나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챗봇은 우리의 

대화가 친밀해 보이고자 노력했다’, ‘챗봇은 내가 챗

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신경 썼다’, ‘챗봇은 대화를 

통해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로 구성하였다. 신뢰는 Wang et al.(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

다. 설문문항은 ‘챗봇의 추천은 믿을 만하다’, ‘챗봇

의 추천에 대해 신뢰가 간다’, ‘챗봇이 제공하는 정보

에 신뢰가 간다’, ‘챗봇의 추천 능력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챗봇이 공정한 방식으로 제품을 추천한

다고 생각한다’ 이다. 즐거움은 Moon and Kim(2001)

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

Appearance

Anthropomorphism high Anthropomorphism low

 

Name Anna Jenny Lia Shopping bot A Shopping bot B Shopping bot C

Interaction

Component of human 

nature
Applied property Anthropomorphism high

Anthropomorphism

low

Emotional 

responsiveness

Emotional vocabulary, 

emoticons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Warmth Soft tone Predicate part such as ‘juseyo’ 
Predicate part such as 

‘jusipsio’

Individual agency
Suggestions, 

recommendations

Would you like to shop with 

oo?
Start shopping with oo.

Depth Additional feedback

I'm going to show you the 

popular women's shirts / 

blouses in 20s.

I hope you like it ^^

I will show you the

popular women's shirts /

blouses in 20s.

Table 1. Example of anthropomorphism mani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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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1: Anthropomorphism high / Personalization high>

<Type2: Anthropomorphism low / Personalization high>

<Type3: Anthropomorphism high / Personalization low>

<Type4: Anthropomorphism low / Personalization low>

Fig. 2. The stimuli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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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설문문항은 ‘챗봇과의 대화는 즐겁다’, ‘챗봇과

의 대화는 재미있다’, ‘챗봇과의 대화는 흥미롭다’, 

‘챗봇과의 대화는 기분 좋은 경험이다’로 구성하였

다. 서비스 수용의도는 Komiak and Benbasat(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재구

성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나는 향후 이 서비

스를 채택할 의향이 있다’, ‘나는 향후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는 이 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 

서비스를 권장할 것이다’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1점: 전

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조사에 앞서, 자극물 구성에서 의인화와 개인화

의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만 20~39세

의 의류학과 대학원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참가자에게 패션쇼핑 챗봇 서비스

를 경험한 뒤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자극물

과 설문문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의인화 수

준에 대한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자극물 조작에 

따른 의인화 지각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M의인화-고=5.174, M의인화-저=2.375; t=–4.983, p=.000). 

마찬가지로 개인화 수준에 대한 조작을 확인하기 위

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자극물 조작에 

따른 의인화 지각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M개인화-고=4.450, M개인화-저=2.900; t=–2.994, p=.008). 

패션쇼핑 챗봇의 의인화와 개인화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함에 따라 예비조사에 사용된 자극

물과 설문문항으로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실험은 주변 환경이 통제된 실험실에서 챗봇 

서비스 사용경험이 있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참여자 모집문건은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게시판을 통해 제시되었으며, 실험참여 

조건에 부합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 참여자들을 모

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전에 연구자와 실험 

참여시간을 정한 후, 실험실을 방문하여 모바일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가상 시나

리오 및 서비스 이용방법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모

바일을 통해 가상 패션쇼핑 챗봇 서비스를 체험한 뒤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모바일 패션쇼핑의 

주 고객층이 20~30대 여성이라는 점에서(Korea Inter-

net & Security Agency, 2019) 연구 참여자를 20~30대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이 연구목적에 적합하다고 판

단하였다.

회수된 응답 199부 중 선별문항을 통과하지 못한 응

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거한 총 189부가 최종분석

에 사용되었다. 집단별 표본의 수는 유형1(의인화:고 

/ 개인화:고) 46명, 유형2(의인화:저 / 개인화:고) 50명, 

유형3(의인화:고 / 개인화:저) 45명, 유형4(의인화:저 

/ 개인화:저) 48명이었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

보면, 연령은 20대 164명(86.8%), 30대 25명(13.2%)으

로 20대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 72명(38.1%)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재학이 58명

(30.7%), 대학원 재학 이상이 56명(29.6%),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명(1.6%)으로 확인되었다. 직업은 학생

이 104명(5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일반 사

무직 29명(15.3%), 전문직 25명(13.2%), 서비스/기술

직 7명(3.7%), 무직 13명(6.9%), 기타 8명(4.2%) 순으

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개인소득의 경우,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표본이 55명(29.1%)으로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

만 50명(26.5%),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37명

(19.6%), 50만 원 미만 36명(19%), 300만 원 이상~400

만 원 미만 7명(3.7%), 400만 원 이상 4명(2.1%) 순으로 

분포되었다.

수집된 응답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가

설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과 

같은 기본적 기술통계와 t-검정, 카이제곱 검정, Mac-

ro Process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및논의

1.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한 사회적 실재감(α=.938), 신

뢰(α=.969), 즐거움(α=.978), 서비스 수용의도(α=.975) 

변수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모든 

변수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700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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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각 척도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신뢰성이 

검증된 변수의 측정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사

회적 실재감, 신뢰, 즐거움, 서비스 수용의도 각 측정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8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고유치가 1.000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어 각 변수

가 단일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2. 연구가설 검증

패션쇼핑 챗봇의 의인화와 개인화 수준에 대한 조

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정

을 실시하였다. 조작검증 결과, 의인화 수준이 높은 

집단이 지각한 의인화 평균은 4.506, 낮은 집단의 평

균은 2.478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자극물 조작에 

따른 의인화 지각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t=–11.233, p=.000). 또한, 개인화 수준이 높은 집

단이 지각한 개인화 평균은 4.222, 낮은 집단의 평균

은 3.235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자극물 조작에 따

른 개인화 지각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t

=–4.424, p=.000) 패션쇼핑 챗봇의 의인화와 개인화 

수준이 적절하게 조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패션쇼핑 챗봇의 의인화와 개인화가 서비스 수용

의도에 미치는 매개경로와 관련된 가설 1과 2의 검증

을 위해, SPSS Macro Process(Hayes, 2017)를 이용하

여 사회적 실재감과 신뢰, 사회적 실재감과 지각된 

즐거움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각각의 경로 모형에 대

한 이중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 Model 6을 

이용하여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하였다(샘플 수: 

5,000, 95% 신뢰도).

1) 사회적 실재감과 신뢰의 이중매개효과

패션쇼핑 챗봇의 의인화와 개인화가 서비스 수용

의도로 가는 경로에서 사회적 실재감과 신뢰를 매개

변수로 투입한 각 이중매개 경로의 간접효과가 유의

하였다. 사회적 실재감과 신뢰의 이중매개효과 모형

은 <Fig. 3>–<Fig. 4>에 제시하였다.

의인화가 사회적 실재감과 신뢰를 순차적으로 매

개하여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95% 신뢰

구간(CI: Confidence Interval)이 .173~.364 값을 보여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쇼핑 챗봇의 의인

화 수준이 높을수록 사용자들이 사회적 실재감을 크

게 지각하며, 사회적 실재감은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서비스 수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의인화가 사회적 

실재감만 매개하여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경로

(95% CI=[.049~.276])와 의인화가 신뢰만 매개하여 서

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경로(95% CI=[.032~.247])

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의인화가 서비스 수용

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실재감과 신뢰의 이중매개를 고려할 경우 의

인화가 서비스 수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는 않으나, 사회적 실재감과 신뢰라는 경로를 통해 

서비스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Table 2>

와 같다.

한편, 패션쇼핑 챗봇의 개인화가 사회적 실재감과 

Fig. 3. The sequential mediation model for the effect of anthropomorphism on acceptance intention: mediators as 

social presence and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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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은 95% 신뢰구간이 .089~.232 값을 보여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쇼핑 챗봇의 개인

화 수준이 높을수록 사용자들이 사회적 실재감을 크

게 느끼며, 사회적 실재감은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

침으로써 서비스 수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화가 사회적 실재감만 매개

하여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경로(95% CI=[.024 

~.189])와 개인화가 신뢰만 매개하여 서비스 수용의

도에 미치는 경로(95% CI=[.125~.339])도 유의하게 나

타났다. 개인화의 경우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직

접효과 또한 유의하였다(95% CI=[.112~.336]). 구체

적인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챗봇의 의인화는 서비스 수용의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으나, 사회적 실재감이나 신뢰를 지

각하게 함으로써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의인화를 통한 사회적 실재감은 신

뢰감을 높임으로써 챗봇 서비스 수용의도를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챗봇의 개인화는 챗봇 서

비스를 사용자에게 맞춤화하여 제공하는 것만으로

도 서비스 수용의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개인화 또한 의인화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실재

감과 신뢰를 지각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수용의도를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패션쇼핑 챗봇 서비스 이용 시 챗

봇의 의인화와 개인화로 인해 유발된 사회적 실재감

은 챗봇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게 되어 서비스에 대한 

수용의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1, 가설 1-2가 지지되었다.

2) 사회적 실재감과 즐거움의 이중매개효과

패션쇼핑 챗봇의 의인화와 개인화가 서비스 수용

의도로 가는 경로에서 사회적 실재감과 즐거움을 매

개변수로 투입한 각 이중매개 경로의 간접효과가 유

의하였다. 사회적 실재감과 즐거움의 이중매개효과 

모형은 <Fig. 5>–<Fig. 6>에 제시하였다.

의인화가 사회적 실재감과 즐거움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95% 신

뢰구간이 .245~.510 값을 보여 이중매개효과가 유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패션쇼핑 챗봇의 의인

Indirect effect Effect size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Direct effect: Anthropomorphism → Intention .027 .064 –.099 .153

Anthropomorphism → Social presence → Intention .157 .059 –.049 .276

Anthropomorphism → Trust → Intention .128 .054 –.032 .247

Anthropomorphism → Social presence → Trust → Intention .258 .049 –.173 .364

Table 2. The result of bootstrap analysis for the effect of anthropomorphism on acceptance intention: media- 

tors as social presence and trust

Fig. 4. The sequential mediation model for the effect of personalization on acceptance intention: mediators as social 

presence and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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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수준이 높을수록 사용자들이 사회적 실재감을 높

게 지각하고, 사회적 실재감은 즐거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서비스 수용의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의인화가 

사회적 실재감이나 즐거움만 매개하여 서비스 수용

의도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의인화가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p<.01 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95% CI=[.043~.272]). 이

는 사회적 실재감과 즐거움의 이중매개를 고려할 때 

즐거움은 의인화만으로 유발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

회적 실재감의 형성을 통해야만 유발됨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패션쇼핑 챗봇의 개인화가 사회적 실재감과 즐거

움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

Indirect effect Effect size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Direct effect: Personalization → Intention .224 .057 .112 .336

Personalization → Social presence → Intention .099 .042 .024 .189

Personalization → Trust → Intention .210 .055 .125 .339

Personalization → Social presence → Trust → Intention .149 .035 .089 .232

Table 3. The result of bootstrap analysis for the effect of personalization on acceptance intention: mediators 

as social presence and trust

Fig. 5. The sequential mediation model for the effect of anthropomorphism on acceptance intention: mediators as 

social presence and enjoyment.

Fig. 6. The sequential mediation model for the effect of personalization on acceptance intention: mediators as social 

presence and enj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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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은 95% 신뢰구간이 .069~.257로 이중매개효

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패션쇼핑 챗봇

의 개인화 수준이 높을수록 사용자들이 사회적 실재

감을 크게 지각하며, 사회적 실재감은 즐거움을 형

성하는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서비스 수용의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개

인화가 사회적 실재감만 매개하여 서비스 수용의도

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개인화가 즐

거움만 매개하여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95% CI=[.231~.411]). 또한, 개인

화가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p<.05 수

준에서 유의하였다(95% CI=[.007~.242]).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사용자는 챗봇이 의인화되었을 때 사회적 실재감

을 지각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게 되어 서비스 수용

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챗봇의 

개인화는 사회적 실재감과 즐거움을 지각하게 하고, 

사회적 실재감과 즐거움은 모두 수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개인화가 수용

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 경로뿐 아니라 즐거움만

을 매개로 하거나, 사회적 실재감과 즐거움의 순차

적 경로를 통해 발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를 종합하면, 패션쇼핑 챗봇 서비스 이용 시 

챗봇의 의인화와 개인화로 인해 유발된 사회적 실재

감은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서비스

에 대한 수용의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1, 가설 2-2가 지지되었다.

전체적인 모형에 있어, 패션쇼핑 챗봇 서비스 이

용 시 챗봇의 의인화와 개인화가 사회적 실재감과 신

뢰, 사회적 실재감과 즐거움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서비스 수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즉, 분석결과 패션쇼핑 챗봇의 의인화와 개

인화가 서비스 수용의도로 가는 경로에서 사회적 실

재감과 신뢰, 사회적 실재감과 즐거움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모든 이중매개 경로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쇼핑 챗봇 서비스 이용 시 챗

봇의 의인화와 개인화로 인해 형성되는 사회적 실재

감이 사용자로 하여금 신뢰와 즐거움의 반응을 유발

함으로써 서비스 수용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이는 온라인 쇼핑환경에서의 사회적 실재감이 

신뢰와 즐거움을 유발하는 선행 변수이며, 이는 해

당 매체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태도로 이어진다고 

밝힌 Hassanein and Head(200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

과이다. 이에 따라, 챗봇 서비스에 대한 수용의도를 

높이고자 할 경우 챗봇의 의인화와 개인화를 통해 

사용자가 챗봇에 대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친밀감

Indirect effect Effect size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Direct effect: Anthropomorphism → Intention –.157 .058 –.043 .272

Anthropomorphism → Social presence → Intention –.054 .066 –.076 .186

Anthropomorphism → Enjoyment → Intention –.003 .057 –.111 .114

Anthropomorphism → Social presence → Enjoyment → Intention –.361 .068 –.245 .510

Table 4. The result of bootstrap analysis for the effect of anthropomorphism on acceptance intention: media- 

tors as social presence and enjoyment

Indirect effect Effect size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Direct effect: Personalization → Intention .125 .060 –.007 .242

Personalization → Social presence → Intention .102 .053 –.011 .197

Personalization → Enjoyment → Intention .309 .046 –.231 .411

Personalization → Social presence → Enjoyment → Intention .147 .048 –.069 .257

Table 5. The result of bootstrap analysis for the effect of personalization on acceptance intention: mediators 

as social presence and enj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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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각하도록 함으로써 호의적 믿음과 쾌락적인 감

정을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V. 결   론

최근 유통분야에서 챗봇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면

서, 많은 쇼핑업계에서도 챗봇 서비스를 적극 도입

하여 시행하는 과정에 있다. 이에 효율적인 커뮤니

케이션과 만족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위한 시스템 설

계나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

만, 쇼핑 챗봇 서비스 내에서 대화상대인 챗봇 자체

의 특성과 관련하여 소비자 반응과 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상황인 모바

일 쇼핑환경에서 사용자의 긍정적인 반응과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챗봇의 특성으로 의인화와 개인화

를 제안하고, 사용자 반응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

향과 그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패션쇼핑 챗봇 서비스 이용 시 챗봇의 의인화와 개

인화로 인해 형성되는 사회적 실재감이 사용자로 하

여금 신뢰와 즐거움의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서비스 

수용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챗봇의 의인화

와 개인화가 사회적 실재감과 신뢰, 사회적 실재감과 

즐거움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서비스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는 챗봇의 의인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용자의 

긍정적 반응 및 수용의도가 향상됨을 확인하고 에이

전트의 의인화가 신뢰와 같은 사회적 반응을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

다. 그러나 대상의 의인화와 관련된 일부 연구에서

는 대상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인화는 오히려 사용자

의 사회적 반응을 낮춘다고 하였다(Bailenson et al., 

2006). 의인화의 효과를 다룬 선행연구들이 서로 대

립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챗봇

의 외형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직접 대화를 

하는 챗봇과의 상호작용적 반응을 통해 정서적 유대

감이나 친밀감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기계가 아

닌 파트너로 인식하여 심리적 거리가 감소하고, 대

화상대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첫째, 패션쇼핑 챗봇 

서비스 맥락에서 챗봇의 특성이 사용자 반응 및 서비

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기존의 챗

봇 연구가 기술적 측면에 집중된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는 모바일 쇼핑환경에서 사용자의 긍정적인 반

응과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챗봇의 특성으로 의

인화와 개인화에 주목하여, 의인화와 개인화 수준이 

높을 때 서비스에 대한 수용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효과의 기제로 사회적 실재감

과 신뢰, 즐거움과 같은 소비자 지각 반응의 역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 방법

론적 의의가 있다. 가상의 모바일 패션쇼핑 챗봇 서

비스를 직접 제작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통제된 실

험실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챗봇 서비스를 직접 체험

한 후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는 기존의 챗봇 서비스

와 관련된 연구가 주로 응답자의 경험에 기반한 회상

방식을 통해 감정 및 태도를 측정한 한계를 보완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실제 서비스 이용경험을 통해 비교

적 즉각적이고 정확한 반응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주요 변수 간 이원적 상호관련성 검증이 주

를 이루었던 선행연구와 달리 이중매개 경로를 제안

함으로써 패션쇼핑 챗봇의 특성과 서비스 수용의도

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심리적 기제들 간 관계성을 명

확히 밝혀냈다. 특히, 챗봇의 특성이 서비스 수용의

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사회적 실재감과 신뢰, 사

회적 실재감과 지각된 즐거움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모든 이중매개 경로의 간접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함

에 따라, 챗봇의 특성이 서비스 수용의도로 가는 경

로에서 챗봇으로 인해 형성되는 사회적 실재감과 이

로 인해 유발되는 신뢰와 즐거움의 역할에 대한 중요

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메일 사용(Karahanna & Li-

mayem, 2000), 이러닝(e-learning)(Kehrwald, 2008; Tu 

& McIsaac, 2002), 온라인 광고(Fortin & Dholakia, 2005), 

온라인 쇼핑(Gao & Li, 2019) 등의 비대면 환경에서 

중요하게 연구되어오던 사회적 실재감의 개념을 쇼

핑 챗봇 서비스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챗봇의 특성

에 의해 유발되는 사용자 반응이자 긍정적 감정 유발

에 대한 선행 변수로서 적용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에

서 사회적 실재감에 대한 학문적 논의 확장에 기여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패션업계에 제안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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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먼저, 기업은 챗봇 서비스 활용 시 만족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위한 기술중심의 사용성 측면에만 집

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특

히, 챗봇의 특성을 기업의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

한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최근 일부 기업

에서 활용하고 있는 쇼핑 챗봇 서비스의 경우, 챗봇

에 사람과 같은 이름이나 외형을 부여하여 사용자들

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고객님’이

라는 일반적 호칭이 아닌, 고객의 이름이나 별명을 

부르는 개인화 방식도 점차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

다. 패션쇼핑 챗봇의 의인화와 개인화를 높게 지각

할수록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반응 및 수용의도가 향

상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기업은 

챗봇의 의인화와 개인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

양한 전략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의인화의 

경우 방법론적으로 제안한 바와 같이 챗봇의 이름이

나 외형뿐 아니라 상호작용방식을 의인화 하여 사회

적 실재감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실재

감은 신뢰와 즐거움과 같은 감정적 가치에 영향을 미

침으로써 서비스 수용의도를 높이는 중요한 매개변

수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감정적 대응이나 따뜻함

과 같이 상호작용방식에서의 의인화를 적극 활용함

으로써 패션쇼핑 환경에서 사회적 실재감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챗

봇을 선택하도록 하는 개인화 방식으로도 소비자의 

긍정적 반응과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서비스 디자인 및 제작과정에서의 효율적 인터

페이스 전략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은 사용자들의 호의적 수용행동을 구축

하기 위하여 챗봇 서비스를 단순히 서비스 제공의 관

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챗봇의 특성에 따른 심리

적 · 정서적 연결성의 차원에 의미를 두고 챗봇 서비

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경험하는 신뢰감과 쾌락

적 소비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챗봇 서비스를 설계하고 실행함에 있어, 

소비자 의사결정을 보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도구의 

기능을 넘어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감정적 교

감을 나눌 수 있는 기업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30대 여성이라는 한

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연구 참여자의 연령층이 주로 20대에 편중되어 있어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

한 데 한계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표본을 확보하여 성별이나 연령대별 차이를 확인함

으로써 챗봇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챗봇의 의인화가 사용자의 반응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에이전트의 의인화

가 신뢰와 같은 사회적 반응을 유발한다는 선행연구

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에이전트의 의인화와 

관련하여 진행된 일부 연구에서는 에이전트에 대한 과

도한 의인화는 오히려 사용자의 사회적 반응을 낮춘다

고 밝힌 바 있다(Bailenson et al., 2006; Nowak, 2004). 

따라서 의인화 수준을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패션쇼

핑 챗봇의 의인화에 대한 적합한 수준을 제시하는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챗봇의 

특성이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는 소비자 

개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비대면 쇼핑상황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호

작용성을 높일 수 있는 챗봇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

었으나, 사용자 성향에 따라 쇼핑상황에서 불필요한 

대면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B. 

Y. Kim et al., 2018).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쇼핑 챗봇 서비스 내에서 

챗봇의 의인화와 개인화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을 제안한다. 패션쇼핑 챗봇 특

성인 의인화와 개인화에 따른 소비자의 심리적 반응

을 확인함으로써 챗봇 서비스 연구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고, 챗봇 서비스의 활용을 위한 중요한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수용을 높일 수 있는 효율

적 전략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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