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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대표적인 첨단 정보통신기

술로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발전은 지속되고 있다. 인공지

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챗봇(Chatbot)은 브랜드와 소

비자 간의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는 중요한 

접점으로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지능적인 인간 행동을 

모방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기계에서 인간과 유사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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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steady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online stores are adopting chatbot services as 

virtual shopping assistants. This study proposes the concept of para-social presence to explore the undiscovered

role of fashion chatbots' emotion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n service acceptance. Based on the Technol-

ogy Acceptance Model (TA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a chatbot's para-social presence on service

acceptance intention through consumers' beliefs. The web-based experiment was conducted on adult consum-

ers who experienced chatbot services in an online shopping situation. A total of 247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group SEM by AMOS 21.0 and 

SPSS 23.0. The findings illustrate that the chatbot's intimacy positively influenced consumers' perceived enjoy-

ment, while the chatbot's understand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The 

chatbot's involve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all consumer beliefs. Moreover, perceived ease of use had a posi-

tive influence on usefulness. A greater level of perceived usefulness and enjoyment positively heightened con-

sumers' service acceptance intention. This study also verifies the moderating role of a need for human interac-

tion. Consumers with a high need for human interaction have a relatively low tendency to perceive chatbot 

services as us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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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Shi, 2011). 다양한 인공

지능 기기 중 상용화되어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치는 가상 비서(Virtual assistant)라고 불리는 대화

형 에이전트로 문자나 음성 형태의 자연어를 사용하

여 정보탐색이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자동화된 

소프트웨어이다(McLean & Osei-Frimpong, 2019). 대

화형 에이전트는 음성을 기반으로 한 에이전트와 문자

를 기반으로 한 에이전트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Kopp 

et al., 2005) 애플의 시리(Siri)나 삼성의 빅스비(Bixby), 

아마존의 알렉사(Alexa) 등이 음성 언어 명령방식에 의

한 음성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에 속하며, 챗봇은 문자 

언어 명령방식에 의한 문자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에 

해당된다. 

챗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는 대화형 에이전트의 일종으로 채팅과 로봇을 

조합한 단어이다(Jeong et al., 2020). 이전의 챗봇은 단

순한 정보제공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최근 빅데이터, 

딥러닝과 같은 최신 기술과의 결합으로 유통, 금융, 헬

스케어 등 활용 영역이 확대되었다(Chung, 2016). 인

공지능 기반의 챗봇 서비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

에 따라 기술적 한계와 같은 여러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학습 데이터양의 부족으로 인해 특정 키워드에 

대한 답변만을 제공하거나 사용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사회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챗봇 서비스의 낮은 

성능은 사용자의 기술수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Jin, 2021). 그러나 COVID-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24시

간 소비자의 편의를 지원하는 도구로서 챗봇의 상용

화는 필수적으로 보인다. 실제로 모바일 쇼핑 시 소비

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나 판매원의 실재와 상

호작용성을 낮게 인식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기

존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챗봇 서비스

를 활용하는 추세이다. 한 예로 글로벌 패션 브랜드인 

버버리(Burberry)는 신상품과 컬렉션 정보를 챗봇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SPA브랜드 H&M은 챗봇으로 

패션 제품 추천과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명품 편집숍인 발란(Balaan)은 퍼스널 쇼퍼 매니저인 

‘루시’를 도입하며 상품 문의부터 배송, 교환, 결제, 

수선에 이르는 다양한 쇼핑 서비스를 챗봇 시스템 내

에 탑재하였다. 

소비자들이 챗봇과 같은 가상 비서를 사용하는 주

요한 이유는 장소를 이동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

동성과 사용하기 쉽다는 사용용이성, 그리고 업무 수

행이 향상된다는 유용성과 같은 기능적 혜택 때문으

로 확인되었다(Moriuchi, 2019; Yang et al., 2017). 그러

나 인공지능 기술의 꾸준한 발전은 ‘사람 같은(Human- 

like)’의 의미를 지적 능력에서 감성을 이해하고 표현

하는 능력까지 확대시켰고, 소비자들은 기존의 점원

을 대체할 수 있는 챗봇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용적

인 이점 그 이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챗봇

은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사용자와의 상호작

용을 촉진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를 즉각적으로 처리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챗봇과의 상호작용은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유

사한 상황으로 인식된다(Ki et al., 2020). 또한 소비자

들은 챗봇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정

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실재감을 지각할 수 있는 매

개체로 인식하여 다양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Jeong 

et al., 2020). 따라서 챗봇을 이용한 쇼핑 경험은 사용자

에게 쇼핑 편익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유사한 

상호작용을 주고받음으로써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

성하고 정서적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챗봇은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

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기술

이나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의류학 연구

들의 경우 의인화 및 개인화와 같은 챗봇의 대표적인 

특성(Ha & Hwang, 2021; Jeong et al., 2020) 또는 챗봇 

서비스의 품질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Jeong & 

Kim, 2019)을 검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챗봇의 대화 인식 수준이 상업적으로 활성화되

기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소비자의 구매환경

이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쇼핑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

는 시점에서 상담원의 보완재적 역할을 담당하는 챗

봇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챗봇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혜택 외에 챗봇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정서

적, 사회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준사회적 실재감이 서

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대응 이론(Social response 

theory)과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을 바탕으로 사회적 행위자로서 패션 챗봇이 지닌 준

사회적 실재감 특성이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인

과적 경로를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제품 구매 및 서

비스 이용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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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상호작용 욕구의 조절적 역할을 밝힘으로써 챗

봇 서비스를 수용함에 있어 서비스의 특성 외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소비자 집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신기술 수용에 있어 소비자 특성과 같은 외부 변

인은 소비자 수용 과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Han, 2019), Perea y Monsuwé et al.(2004)은 온라인 쇼

핑 상황에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소비

자 특성으로 인간 상호작용 욕구를 제안하였다. 온라

인 쇼핑과 같이 타인과 상호작용이 없는 비대면 환경

에서 챗봇이 ‘사람 같은’ 역할을 하는 상호작용의 대

상으로 인식되면서 인간 상호작용 욕구는 챗봇 서비

스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챗봇 이용량과 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고

려해볼 때, 챗봇 서비스는 고객과 판매원과의 상호작

용이 중요한 패션 리테일 산업에서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에 해당한다. 본 연구를 통

해 그간 학술적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준사회

적 실재감의 개념을 패션 챗봇 서비스에 적용하여 소

비자의 신념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

로써 이론적 틀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소

비자의 서비스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을 확인하고 인간 상호작용 욕구 수준에 따

른 소비자 집단별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패션 기업 및 

브랜드의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배경및가설도출

1. 사회적 행위자로서 컴퓨터 패러다임(Compu-

ters As Social Actors: CASA)

사회적 대응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간과 관련된 특성을 가진 기술에 대해 사회적 행동

을 보여주고 기술에 대해 사회적 속성을 부여하는 경

향이 있다(Moon, 2000). 전통적으로 대인관계 행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관습은 기술과의 인간과의 상호작용

에도 적용될 수 있다(Moon, 2000). 사회적 대응과 관련

된 가장 두드러진 연구는 ‘Computers As Social Actors 

(CASA)’와 관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사회적 행위자로서 컴퓨터 패러다임’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행위자로서 컴퓨터 패러다임은 컴퓨터

로 대표되는 특정 매개체를 사회적 행위자로 보는 것

으로 컴퓨터가 인간처럼 어떤 감정, 의도, 동기가 없다

는 것을 알면서도 컴퓨터에 사회적 규율이나 기대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Nass & Moon, 2000). 음성의 

입출력을 통한 상호작용이나 전통적으로 사람이 하

던 사회적 역할 채우기와 같은 컴퓨터의 특정 특성은 

사용자가 컴퓨터로부터 인간성을 지각하게 하는 충

분한 근거가 되며(Wang et al., 2007) 컴퓨터가 인간과 

유사한 특성을 많이 보일수록 사용자는 상호작용하

는 컴퓨터에 대인관계의 사회적 규범이나 사회적 반

응을 더 많이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ss & Moon, 

2000).

CASA 패러다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챗봇, 교육 에이전트, 대화 에

이전트와 같은 다른 기술적 인공물로 확장되고 있다

(Kim & Wei, 2011). 이러한 CASA 패러다임은 인간과 

컴퓨터의 다양한 상호작용 형태에 걸쳐 나타난다. Lee 

et al.(2006)에 따르면 로봇의 표정과 자율적인 움직임

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로봇을 인간으로 대하고 대인

관계의 매력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자신의 성격과 상

호보완성이 높은 로봇과 상호작용할 때 사회적 실재

감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Wang et al.(2007)의 연구에

서는 사용자가 아바타에 대해 공손하고 상호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아바타를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으

로 인식하였고, 이는 아바타가 존재하는 리테일 점포

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지지로 이어졌다. 상호작용 대

상의 사회적 반응을 유발하는 핵심 단서는 대상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역할로 대화형 에이전트와 상호작

용할 때 사용자는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커뮤니케이

션 단서를 사용하여 관계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정의

하고 ‘가상 비서’와 같은 특정 사회적 역할이 할당된 

경우 상호작용의 효율성과 사용자 만족도가 향상된

다(Rhee & Choi, 2020). 즉, 컴퓨터, 로봇, 아바타와 같

은 매개체가 사용자에게 인간과 같은 단서를 투영함

으로써 사회적 행위자 역할을 하며, 사용자들은 그것

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느끼는 사회적 실재감을 지

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2. 준사회적 실재감(Para-social presence)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디지털 영역으로 확

장됨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서 사회적 실재감이 어떻

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회적 실재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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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발전되고 있다. 사회적 실재감이란 커뮤니케이

션 매체가 사용자에게 심리적 연결감을 전달하는 정

도를 의미하며, 사용자가 매체를 친근하고 사교적으

로 인식하여 연결감이 전달될수록 사회적 실재감을 

높게 인식한다(Yoo & Alavi, 2001). 준사회적 실재감

은 Kumar and Benbasat(2002)에 의해 처음 제안된 개

념으로 온라인 매체와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매

체가 사용자에 대한 이해, 연결성, 관여 등을 촉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준사회적 실재감의 개념은 실재를 다르게 정의한

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실재감의 개념과 구별된다. 전

통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실재감은 네 가지 요인에 의

해 형성되는데, 매체가 전달된 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풍요도(Social richness) 

(Burke & Chidambaram, 1999), 매체가 관심 있는 대상

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을 생성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

내는 사실성(Realism)(Lombard & Snyder-Duch, 2001), 

매체가 사용자로 하여금 이야기에 빠져들도록 촉진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동성(Transportation)(Green 

& Brock, 2000), 매체가 사람을 심리적으로 몰입시키

는 정도를 나타내는 몰입성(Immersion)(Biocca & Del- 

aney, 1995)이 그 요인에 해당된다. 반면 준사회적 실

재감은 특정 매체를 사회적 행위자로 간주하는 CASA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다. 준사회적 실재감은 온라

인 매체와 사용자 혹은 온라인 매체 내 존재하는 아바

타와 사용자 간에 형성될 수 있는 감정적, 관계적 매커

니즘을 규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온

라인 매체로부터 사회적 단서를 지각하는 정도를 평가

하거나 온라인 매체 내 사람이나 개체가 사용자와 사

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준사회적 

실재감을 개념화할 수 있다(Kumar & Benbasat, 2002). 

준사회적 실재감은 실제 인간뿐만 아니라 사회적 단

서를 지닌 모든 유효한 사회적 행위자들을 포함한다

는 점에서 사회적 실재감의 개념과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Kumar & Benbasat, 2002). 

Ki et al.(2020)에 의하면 온라인 매체와의 관계적 매

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관계적 특성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는데, 사용자가 매체 내의 어떤 사

람이나 개체에 가깝고 애착을 느낄 때 형성되는 친밀

감(Intimacy), 매체의 주체가 사용자의 의도, 필요 및 

감정을 잘 이해할 때 형성되는 이해심(Sense of under-

standing), 매체의 주체가 친절하고 재미있고 유쾌할 

때 형성되는 즐거움(Enjoyability), 그리고 사용자가 

매체의 주체와 관련된 무언가에 참여하거나 몰입형 

상호작용을 할 때 형성되는 관여도(Involvement)가 포

함된다. 해당 연구에서는 음성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

인 알렉사를 대상으로 네 가지 관계적 특성이 가상의 

프렌드쉽(Para-friendship)을 매개로 하여 서비스에 대

한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

구결과, 네 가지 관계적 특성이 가상의 프렌드쉽에 미

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이해심과 

즐거움은 프렌드쉽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인 자기 노출

과 사회적 지지 형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준사회적 실재감의 개념을 문자 기반 대화

형 에이전트에 적용하여 가상의 매체가 지닌 감정적 

특성이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매커니즘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CASA 패러다임 

맥락에서 특정 온라인 매체를 사회적 행위자로 간주

한다면, 그 매체가 지닌 커뮤니케이션 특성은 준사회

적 실재감을 형성하고 이는 해당 매체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온라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의 쇼핑 상

황에서 지각된 유용성, 사용용이성, 즐거움은 소비자

의 지속적인 사용의도와 구매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므로 이러한 신념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변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패션 챗봇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 변수로 사용된 지각된 즐거움과의 개념적 동일

성을 고려하여 네 가지 관계적 특성에 해당하는 즐거

움을 제외하였으며, 패션 챗봇의 준사회적 실재감 특

성으로 친밀감, 이해심, 관여도의 세 가지 요인의 효과

를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친밀감은 온라인 환경에서 

의사결정이나 새로운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Gefen, 2000) 비대면 상황에서 불확실성과 심리

적 불안감을 감소시켜 서비스에 대한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 사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Lee 

& Noh, 2009). 사람들은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친밀감

을 느끼며 챗봇과의 관계를 마치 친구 관계처럼 느끼

게 되어 즐거움을 경험한다(Bickmore & Picard, 2005). 

본 연구에서는 준사회적 실재감의 하위요인인 친밀

감을 대상과의 상호작용 통해 지각하는 친하고 가까

운 느낌으로 정의하고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친밀감

은 새로운 기술인 챗봇 서비스에 대해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 그리고 즐거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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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패션 챗봇의 친밀감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패션 챗봇의 친밀감은 지각된 사용용이

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패션 챗봇의 친밀감은 지각된 즐거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람들 간의 이해심을 공유하는 것은 관계에 있어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Lacken- 

bauer et al., 2010). Lackenbauer et al.(2010)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해하는 능력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수

적이며, 더 만족스럽고 갈등이 적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Ki et al.(2020)에 의하면 커뮤

니케이션의 매체가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사회적 존재의 개념도 발전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사

회적 존재에 대한 이해심은 신뢰와 같은 사회적 지지

를 형성함으로써 지속적인 관계의도에 영향을 미친

다. 관계의도는 사용자가 매체에 대해 느끼는 관계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데, 사용자와 웹사이트 관계에서 

사용자가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이해심이 높을수록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이 높다고 인식하여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Li et al., 2006). 사람

들은 이해심을 통해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를 

느끼게 되는데 이는 효과적인 소통을 돕고, 관계를 더

욱 돈독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대화 상대와의 상호작용

에 있어 즐거움과 만족감 같은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aplan & Turner, 2007).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이해심을 상대의 사정과 감정을 잘 헤

아려주는 마음으로 정의하고 챗봇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지각하는 준사회적 실재감의 하위요인인 이해심은 

챗봇 서비스에 대해 유용성과 사용용이성, 그리고 즐

거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여 아래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2-1. 패션 챗봇의 이해심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패션 챗봇의 이해심은 지각된 사용용이

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패션 챗봇의 이해심은 지각된 즐거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여도는 관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인으로 디지털 맥락에서 온라인 매체 사용자는 가상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몰입하여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대면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Munn, 2012). Hashim and Tan(2015)

에 의하면 관여도는 관계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되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관여도가 낮은 사람들보다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욱 공유함으로써 커

뮤니티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커뮤니

티 사용이 쉽고 유용하다고 지각하게 된다. Kumar and 

Benbasat(2002)은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방문자가 웹

사이트에 얼마나 머무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웹

사이트와의 상호작용과 관여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데,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사용자의 즐거움을 

유발하여 웹사이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여도를 대

상에 대해 지각된 개인적인 관심도의 수준으로 정의

하고 챗봇을 통해 지각하는 준사회적 실재감의 하위

요인인 관여도는 챗봇 서비스에 대해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 그리고 즐거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

여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패션 챗봇의 관여도는 지각된 유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패션 챗봇의 관여도는 지각된 사용용이

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패션 챗봇의 관여도는 지각된 즐거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소비자의 신기술 수용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수용모델은 혁신 기술

의 수용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기술수용모델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

의도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모형으로 Davis(1989)에 의

해 정립되었다. Davis(1989)에 따르면 기술수용모델은 

기술 사용자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모델로 

Ajzen and Fishbein(1980)에 의해 제안된 합리적 행동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과 Ajzen(1991)

이 제시한 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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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r: TPB)을 토대로 한다. 기술수용모델은 합리적 행

동이론과 계획적 행동이론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주

요 신념 변수인 지각된 사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과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을 매개 변

수로 하여 혁신적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의도를 

설명하는데,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특정한 기술사용이 

어렵지 않아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지각된 유용성은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의 업무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Davis, 1989). 

사용용이성이 증가할수록 같은 노력에 대한 완수 업

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성과 향상에 영향을 주므로 

유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Davis et al., 1989). 

혁신 기술의 사용에 있어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될 정

도로 쉽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그 기술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는 것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기술수용모델의 타당성이 확

인되었고 신기술 수용과 관련된 연구는 지각된 유용

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

들로 확장되었다. 기술수용모델은 혁신적 기술수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요인만 고려한다는 한계

점이 지적되면서 주관적 규범이나 인지적 요인, 사용

자 개인 특성과 같은 간접적 요인도 고려할 것을 제안

하였다(Venkatesh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AI 기반

의 패션 챗봇 서비스 이용에 대한 즐거움과 관련된 신

념 변수로 지각된 즐거움을 추가하여, 확장된 기술수

용모델을 기본 연구모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지각된 즐거움은 특정 대상의 사용 자체로부터 지

각하는 즐겁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Venkatesh, 

2000). 지각된 즐거움은 사용자의 내재적 동기 측면에

서 시스템 사용을 통해 얻게 되는 재미를 의미하는 즐

거움의 개념이 혁신적 기술 사용자 지각요인으로 대

두되면서 기술사용과 관련된 즐거움이나 몰입의 차원

으로 연구되고 있다(Moon & Kim, 2001).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즐거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Venkatesh, 2000) 쇼핑 챗봇 서비스 

이용자들은 챗봇 사용 시 노력이 많이 들지 않아야 패

션 챗봇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유용하고 즐겁다고 지각

할 것이다. 혁신적 기술의 사용이 어렵다고 느끼게 되

면 그 기술사용이 즐겁다고 느끼지 못하므로 혁신적 

기술에 대한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즐거움을 매개하

여 사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Hur & Lee, 2021; 

Moon & Kim, 2001). 선행연구를 통해 확장된 기술수

용모델에 관련된 신념 변수들의 관계가 확인되었으므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규명하고자 한

다. 패션 챗봇 서비스를 통해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

이성, 그리고 즐거움은 패션 챗봇 서비스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토

대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4-1. 패션 챗봇 서비스의 지각된 사용용이성

은 유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패션 챗봇 서비스의 지각된 사용용이성

은 즐거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패션 챗봇 서비스의 지각된 유용성은 서

비스 수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4-4. 패션 챗봇 서비스의 지각된 사용용이성

은 서비스 수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4-5. 패션 챗봇 서비스의 지각된 즐거움은 서

비스 수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4. 인간 상호작용 욕구(Need for Human Interac-

tion: NHI)

인간 상호작용 욕구는 서비스를 경험하는 동안 소

비자가 인간과의 접촉하고자 하는 욕구로 정의된다

(Dabholkar, 1996). 인간 상호작용 욕구는 전통적인 서

비스 관점에서 직원과의 대면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

는 소비자 욕구를 의미하며 이는 소비자 반응 및 태도

에 영향을 미친다(Meuter et al., 2003). 소비자들은 서

비스 경험 과정에서 대인적인 상호작용으로부터 사회

적인 혜택을 얻고 이는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로 연결된다(Lee & Lyu, 2016).

리테일 환경에서 매장 직원과의 대면적 인간 상호

작용 욕구는 소비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떤 

소비자들은 서비스 경험 시 대면 접촉을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평가하는 반면(Lee & Leonas, 2021) 일부 소

비자는 대면 접촉을 기피하고 비대면을 선호하는 경향

을 보인다(Anselmsson, 2001). Lee and Leonas(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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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인간 상호작용 욕구는 소비자 개인 특성으

로 소비자에 따라 매장 직원과의 상호작용 욕구가 다

르다고 하였으며 기술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한 조절 변수임을 주장하였다. Perea y Monsuwé et al. 

(2004)은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의도를 확인하기 위

해 인간 상호작용 욕구를 도입하였는데, 직원과의 상

호작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직원의 개입 없이 이루어

지는 온라인 쇼핑을 회피함을 제안하며 온라인 쇼핑

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의도와 관련되는 지각된 유용

성, 사용용이성, 즐거움과의 관계가 인간 상호작용 욕

구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설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패션 챗봇으로부터 지각하는 준사회적 실재감이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인간 상호

작용 욕구의 조절 변수로서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연구문제1: 인간 상호작용 욕구에 따라 패션 챗봇 

서비스의 준사회적 실재감이 소비자 

신념을 매개로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알아본다.

III. 연구방법및절차

1. 실험자극물

본 연구는 대화형 에이전트인 챗봇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용의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험 상황에서 

챗봇과의 패션 쇼핑 경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하였다. 이를 위해 롯데백화점에서 2017년 12월 베

타 버전으로 처음 개발한 패션 챗봇 서비스인 로사(LO. 

S.A; LOTTE Shopping Advisor)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을 참고하여 실험자극물을 직접 제작하였다. 국내외 

챗봇 4종의 품질을 비교한 Jeong and Kim(2019)의 

연구에 따르면 로사는 상호작용, 정보, 시스템, 디자

인 품질 측면에서 다른 챗봇들보다 더욱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난 바 있어 본 연구의 자극물로 활용하기에 적

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로사는 2018년 하반기에 ‘샬롯

(Charlotte)’으로 통합되어 더 이상 상용화되지 않는 서

비스이나,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말투의 대화형 인터

페이스를 중심으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복종, 색상, 실루엣, 스타일 등

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매장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소비자

의 쇼핑 편의를 도울 수 있다. 본 연구는 해당 서비스가 

품질적으로 타 챗봇 서비스보다 우수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고 사용자 친화적(User-friendly)인 성격을 갖추

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자극물로 제작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자극물은 패션 챗봇 로사가 지닌 다양한 기능

이 연구참여자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본 조사에 들어

가기 전 챗봇과의 채팅을 통해 패션 제품을 쇼핑하는 

상황이 담긴 대화창 6개를 연속적으로 보여주었다. 

쇼핑 상황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

하여 일정 시간 이상 자극물을 보지 않으면 다음 단계

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설문조사 시스템 내

에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실험자극물은 챗봇이 자

신의 요청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제품과 스타일을 추

천해주는 상황과 방문하고 싶은 백화점의 영업시간

과 브랜드 매장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상황으로 구

성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가 쇼핑 편리성뿐만 아니

라 패션 챗봇을 사회적 행위자로 지각할 수 있도록 이

름, 어투, 감정의 표현과 같은 요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에게 제공한 자극물의 일부는 

<Fig.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사회적 대응 이론과 확장된 기술수용모

델을 중심으로 패션 챗봇이 지닌 준사회적 실재감 특

성이 소비자의 신념을 매개로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서비스 이용 상

황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인 인간 상호

작용 욕구에 따라 매개 경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

는지 확인하였다. 설문지는 준사회적 실재감을 구성

하는 특성 변수인 친밀감, 이해심, 관여도와 소비자 신

념 변수인 지각된 유용성, 사용용이성, 즐거움 그리고 

서비스 수용의도, 인간 상호작용 욕구에 대한 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준사회적 실재감을 지각하기 위한 주요 특성인 친

밀감, 이해심, 관여도는  Kuman and Bedbasat(2002), Ki 

et al.(2020)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참고하여 각 3문

항씩 구성하였다. 패션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

각한 유용성 3문항과 사용용이성 3문항은 Segars and 

Grover(1993)와 Venkatesh and Davis(2000)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지각된 즐거움은 Venkatesh(2000)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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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바탕으로 3문항을 구성하였다. 챗봇 서비스에 

대한 수용의도는 Bhattacherjee(2001)에서 사용한 척

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해 사용된 인간 상호작용 욕구는 Shee-

han et al.(2020)의 연구를 바탕으로 4문항을 사용하였

다. 조절 변수의 측정문항은 ‘(나는 제품을 구매하거

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상

호작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데 

챗봇을 사용하는 것이 신경 쓰인다, 서비스 직원의 개

인적인 관심은 나에게 중요하다, 사람과의 접촉은 나

에게 있어서 그 과정을 즐겁게 만든다’로 구성되었다

(Cronbach's α=.790).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문항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외하고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

하였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생명심의윤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

은 후(IRB No. 2110/001-001) 국내의 리서치 전문 업체

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환경

에서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여 쇼핑한 경험이 있는 국

내 성인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패션 챗

봇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연령대의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쇼핑 서비

스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대의 경우 만 20세 이상부

터 59세까지 비교적 폭넓게 설문대상자의 범위를 정

하였다. 설문조사 수집 기간은 2021년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약 4일간 진행되었으며, 응답에는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는 챗봇 로사와의 쇼핑 경험

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 자체가 소비자의 평가에 미치

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챗봇 서비스를 이용한 사전 

경험이 없는 참여자는 설문에 참여할 수 없도록 스크

리닝하였으며, 추가로 불성실한 응답 자료를 제외하

여 총 247부의 표본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성 75명(30.4%)과 여성 172명(69.6%)으로 구성되

었으며 연령은 20대 64명(25.9%, 만 20세부터 29세), 

30대 100명(40.5%, 만 30세부터 39세), 40대 57명

(23.1%, 만 40세부터 49세), 50대 26명(10.5%, 만 50세

부터 59세)으로 확인되었다. 학력의 경우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 195명(78.9%)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 28명(11.3%), 대학원 재

Fig. 1. The stimulus used in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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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이상 24명(9.7%)로 나타났다. 직업은 일반사무직 

123명(49.8%), 전문직 29명(11.7%), 서비스 및 기술직 

28명(11.3%), 전업주부 24명(9.7%), 학생 18명(7.3%), 

무직 및 기타 25명(10.2%)으로 분포되었다. 마지막으로 

표본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500만 원 이상 81명(32.8%)

이 가장 많았으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48명

(19.4%),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46명(18.6%),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36명(14.6%),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7명(10.9%), 100만 원 미만 9명

(3.6%)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챗봇 서비

스 사전 이용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3.0 프로

그램을 통해 기술통계,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연구가설 검증을 위하여 AMOS 21.0 프로

그램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

석, 다집단 비교분석을 실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구성개념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본 연구는 측정항목들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측

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241.48(df=168, p<.001), 

GFI=.920, CFI=.981, NFI=.941, TLI=.976, RMSEA= 

.042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적합도를 보였다. <Table 1>

에 나타난 것과 같이 측정항목들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s)이 .760~.920으로 확인되었으며 종합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CR)는 .890~.930, 평균분산추

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 AVE)은 .780~.830으

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구성개념에 대한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신뢰도 분석결과, 측정 변수들의 신

뢰도 계수 Cronbach's α값이 .850~.900 사이로 나타나 

Factor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
Cronbach's 

α
CR

Intimacy

I find Rosa to be very attached in its interactions with me. .763 14.872

.888 .924I feel highly attached to Rosa. .898 19.431

I feel close to Rosa. .900 -

Understanding

Rosa understands what I am trying to do. .860 16.421

.890 .928Rosa understands my goals. .859 16.374

Rosa understands my needs. .847 -

Involvement

Rosa excites my curiosity. .797 13.412

.852 .893Rosa holds my attention. .838 14.189

When using Rosa, I am completely absorbed in what I am doing. .807 -

Perceived
usefulness

It is useful. .849 15.458

.871 .924It is helpful for shopping. .817 14.738

It can enhance shopping efficiency. .824 -

Perceived
ease of use

It is easy to use. .856 13.864

.871 .915It is easy to understand. .880 14.234

It is easy to learn. .765 -

Perceived
enjoyment

It is enjoyable to communicate with Rosa. .876 16.710

.904 .934It is pleasant to interact with Rosa. .920 17.781

The communication process with Rosa is fun. .826 -

Chatbot
acceptance
intention

If there is an opportunity, I would like to utilize chatbot service. .865 15.258

.880 .919I have an intention to utilize this chatbot service continuously. .862 15.211

I have an intention to recommend this chatbot service to my friends. .803 -

All estimat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1.

Table 1.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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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문항 간 내적일관성이 확인되었다(Nunnally & 

Bernstein, 1994). 다음으로 <Table 2>에 제시한 것처럼 

각 변수의 AVE값이 두 변수 간 상관관계 제곱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Fornell & Larcker, 1981).

2.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는 패션 챗봇이 지닌 준사회적 실재감 특성

이 소비자의 신념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χ2=246.49(df 

=172, p<.001), GFI=.918, CFI=.981, NFI=.939, TLI= 

.976, RMSEA=.042로 나타나 만족스러운 수준임을 확

인하였으며, 이에 연구가설 검정을 진행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유의성에 대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먼저 패션 챗봇이 지닌 준사회적 실재감 특성이 

챗봇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한 결과, 패션 챗봇의 친밀감은 지각된 유용성(β=

‒.003, p=.961)과 사용용이성(β=.023, p=.796)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으나 지각된 즐거움에는 정적인 영향(β

=.36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밀

감의 경우 정보기술사용의 외재적 동기보다 재미적인 

측면을 다룬 내재적 동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1과 1-2가 기각되고 가설 1-3

이 지지되었다. 패션 챗봇의 이해심은 지각된 유용성

(β=.192, p<.05)과 사용용이성(β=.523, p<.001)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각된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 

‒.078, p=.410). 이에 가설 2-1과 2-2가 지지되었으며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패션 챗봇의 관여도의 경우 세 

가지 신념 변인인 지각된 유용성(β=.251, p<.01), 사용

용이성(β=.208, p<.05), 즐거움(β=.515, p<.001)에 모

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 3-2, 

3-3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준사회적 

실재감을 형성하는 세부 특성에 따라 패션 챗봇에 대

해 지각된 소비자의 평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자 신념 변수인 지각된 유용성, 사용

용이성, 즐거움 간의 상호관계와 세 가지 변인이 서비

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선적으

로 소비자가 챗봇 서비스에 대해 사용하기 쉽다고 지

각할수록 해당 서비스에 대해 유용성(β=.520, p<.001)

을 높게 지각하는 반면 즐거움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9, p=.614). 이에 가설 4-1이 

지지되고 가설 4-2가 기각되었다. 또한 챗봇 서비스에 

대해 유용성(β=.574, p<.001)과 즐거움(β=.240, p<.001)

을 느낀 경우 서비스에 대한 수용의도가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두 변인과 다

르게 서비스 수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155, p=.091). 이에 가설 4-3

과 가설 4-5는 지지되었으며 가설 4-4는 기각되었다.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신기술 수용행

동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지각된 사용용이

성은 다른 신념 변수와 달리 소비자의 행동반응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다른 두 신념 변인을 매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Hur & Lee, 2021) 

혹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Hur et al., 2019) 밝

혀진 바 있다. 또한 기술수용모델과 관련된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King and He(2006)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행동의도 간의 관계가 표본 크

기의 한계 등을 이유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거나 부

Intimacy Understanding Involvement Usefulness Ease of use Enjoyment Acceptance intention

Intimacy .802a

Understanding .442b .812

Involvement .440 .472 .735

Usefulness .300 .497 .472 .802

Ease of use .257 .461 .340 .632 .782

Enjoyment .456 .295 .530 .283 .223 .825

Acceptance intention .347 .486 .406 .672 .518 .413 .791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Table 2. The AVE of variables and squared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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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밝히며,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행동의도 간의 다소 약한 인과관계를 설명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챗봇 서비스 수용맥락에서도 사용

자는 단순히 서비스가 사용하기 쉽다는 이유만으로는 

서비스를 수용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행동

의도를 이끌기 위해서는 다른 두 신념 변수의 영향력

이 중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3.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는 제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상황에서 나

타나는 소비자의 특성으로 인간 상호작용 욕구의 조

절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패션 챗봇의 준

사회적 실재감이 소비자의 지각된 평가를 매개로 서

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인간 상호작용 욕구

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연구문제1을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된 인간 상

호작용 욕구를 중위값 2.75(5점 리커트 사용)를 기준

으로 인간 상호작용 욕구가 낮은 집단(n=136)과 높은 

집단(n=111)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집단 간 경로 차이

를 확인하기 전에 두 집단 간 측정구조가 동일한지 형

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제안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452.35 

(df=344, p<.001), GFI=.859, CFI=.972, NFI=.895, TLI 

=.966, RMSEA=.036이며, 측정 변수의 요인부하량도 

.733~.936으로 나타나 형태동일성을 확보하였다. 다

음으로 측정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 검증을 

위하여 두 집단의 요인부하량에 대한 제약모델을 비

제약모델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χ2 증가량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아 측정동일성이 확인되었으며(χ2= 

14.458, df=14, p=.416), 이후 구조모형 분석은 완전동

일 측정모형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Fig. 3>과 같이 인간 상호작용 욕구가 낮

은 집단의 경우 패션 챗봇의 이해심(β=.300, p<.01)과 

관여도(β=.283, p<.01)가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경

로와 이해심(β=.541, p<.001)이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미치는 경로, 마지막으로 패션 챗봇의 친밀감(β=.377, 

p<.001)과 관여도(β=.529, p<.001)가 지각된 즐거움에 

미치는 경로에서 유의한 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한

편 인간 상호작용 욕구가 높은 집단의 경우 <Fig. 4>에 

제시한 것과 같이 챗봇 서비스의 유용성 지각에 미치

는 준사회적 실재감 특성의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

았으며, 패션 챗봇의 친밀감은 챗봇 서비스에 대한 즐

거움을 증가시키며(β=.322, p<.05), 패션 챗봇의 이해

심은 서비스에 대한 사용용이성 지각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40, p<.01). 또한 패션 

챗봇의 관여도는 챗봇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사용용

이성(β=.345, p<.05)과 즐거움(β=.551, p<.001)을 높이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지각된 유용성, 사용

용이성, 즐거움이 챗봇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챗봇 서

비스가 사용하기 쉽다고 인식할수록 서비스에 대한 

유용성도 높게 지각하는 반면 즐거움에는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지각된 유

*p<.05, **p<.01, ***p<.001

Fig. 2. The result of structure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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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과 즐거움은 사용용이성과 달리 서비스 수용의도

를 높이는 신념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집단 간 대응되는 경로계수의 통계적 차이를 비

교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잠재 변수 간 경로계수를 모

두 제약하지 않은 비제약모델을 기준으로 삼고, 대응

되는 경로를 하나씩 제약한 모형을 구성하여 χ2값의 

차이를 검증하였다(Table 3). 분석결과, 패션 챗봇의 

이해심과 지각된 유용성 간의 경로와 지각된 사용용

이성과 유용성 간의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

었다. 인간 상호작용 욕구가 낮은 집단은 챗봇 서비스

에 대한 유용성 지각에 있어 챗봇의 이해심이 중요한 

특성으로 작용하는 반면 인간 상호작용 욕구가 높은 

집단은 챗봇의 이해심이 유용성 지각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인간 상

호작용 욕구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모두 챗봇 서비

스가 사용하기 용이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느낄수록 

서비스에 대한 유용성이 증가하며, 이러한 경향성은 

인간 상호작용 욕구가 높은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자면 쇼핑 상황에서 서

비스를 이용할 때 점원(대인)과의 상호작용 욕구를 높

게 지각하는 집단은 낮은 집단과 달리 인공지능 기반

의 가상 쇼핑 도우미인 챗봇의 준사회적 실재감 특성

**p<.01, ***p<.001

Fig. 3. The result of structure equation model for low need for human interaction group.

*p<.05, **p<.01, ***p<.001

Fig. 4. The result of structure equation model for high need for human interac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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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의 유용성 지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서비스에 대해 사용용이성을 느끼는 경우에

는 유용성을 증가시켜 서비스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패션 챗봇의 준사회적 실재감 특성 세 가지가 서

비스에 대한 소비자 신념을 매개로 수용의도에 미치

는 영향은 인간 상호작용 욕구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

는 것을 확인하였다.

V. 결   론

챗봇은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을 도와주는 가상 비

서로서 소비자에게 맞춤화된 쇼핑 정보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공감, 이해와 같은 친밀한 감정을 형성한다. 

본 연구는 챗봇과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

어 준사회적 실재감의 특성으로서 패션 챗봇이 지닌 

친밀감, 이해심, 관여도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

념을 통해 수용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였다. 또

한 인간 상호작용 욕구에 따른 소비자 간 차이를 검증

함으로써 패션 챗봇 서비스의 수용의도를 높이는 매

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그에 따른 실무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 챗봇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감

과 애착을 느낄수록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

서 즐거움을 지각하고 이는 서비스 수용의도를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비자들은 챗봇이 자신

의 이용 목적과 필요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서비스가 유용하고 사용하기 쉽다고 지각하였으며, 

이는 비대면 쇼핑 시에 패션 챗봇이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쇼핑의 편리성

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

는 참여자가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심리적으로 가깝

다는 느낌을 받았을지라도 고객의 쇼핑 과업을 해결

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이해심과는 

달리 서비스의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을 지각하기에는 

친밀감의 효과가 한계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에 

패션 기업은 패션 챗봇의 친밀감과 이해심 간의 상호

보완적 성격을 고려하여 친절한 고객 응대 방식과 함

께 소비자의 필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능을 동시

에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지각된 즐거움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의도를 높이는 신념 변인으로 나

타났으므로 쇼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소비

자의 현재 기분을 물어보거나 대화 과정에서 긍정적

인 감정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등의 설계를 통해 소비

Constraints model (constraints path)
Path coefficient (β)

Δχ2

Low group High group

Intimacy → Usefulness .101 ‒.129 1.986

Intimacy → Ease of use .032 ‒.074 .175

Intimacy → Enjoyment .377** .322* .002

Understanding → Usefulness .300** .037 2.531†

Understanding → Ease of use .541*** .540*** .113

Understanding → Enjoyment ‒.149 .030 .541

Involvement → Usefulness .283** .236 .181

Involvement → Ease of use .161 .345* 1.088

Involvement → Enjoyment .529*** .551*** .378

Ease of use → Usefulness .342*** .745*** 2.778*

Ease of use → Enjoyment .093 ‒.059 .720

Usefulness → Acceptance intention .571*** .610*** .002

Ease of use → Acceptance intention .118 .187 .082

Enjoyment → Acceptance intention .250** .214** .945

†p<.1, *p<.05, **p<.01, ***p<.001

Table 3. Comparison of path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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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즐거운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면, 이는 궁극

적으로 소비자의 수용의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패션 챗봇의 관여도는 서비스에 대한 유용성, 

사용용이성, 즐거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준사회적 실재감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

들은 패션 챗봇이 자신의 호기심과 주의를 자극하고 

챗봇과의 상호작용에 몰입될수록 해당 서비스가 유용

하고 사용하기 쉽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쇼핑 과정에

서 재미와 즐거움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

지능뿐만 아니라 VR, AR과 같은 다양한 신기술사용 

과정에서 유발된 호기심과 주의는 경험한 대상에 대

한 긍정적 태도 형성(Yang et al., 2020)과 재방문 및 구

전의도와 같은 소비자의 접근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Kim et al., 2020). 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패션 기업은 문자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인 챗봇과

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비자의 흥미, 관심을 자극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소비자가 같은 브랜드의 웹사이트를 재방문하게 

되었을 시에 챗봇이 이전과 동일한 패턴의 대화를 단

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접속 시간대, 과거 

구매이력, 현재 구매하려는 제품의 특성 등을 반영하

여 상황에 알맞은 대화를 공유한다면 소비자에게 훨

씬 더 몰입적인 쇼핑 경험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패션 챗봇의 준사회적 실재감 특성

이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인간 상호

작용 욕구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인간 상호작용 

욕구가 낮은 소비자들은 패션 챗봇의 이해심을 높게 

지각할수록 서비스에 대한 유용성을 높게 느끼는 것

과 달리 제품 탐색 상황에서 점원과의 대인 상호작용

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챗봇 서비스를 유용하게 평가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유용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인간 상호작용 욕구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욱 큰 것으로 확인되어, 준사회적 실재감 특성에 의해 

유용성이 인식되지 않아도 지각된 사용용이성을 선행

하여 유용성이 서비스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마케터들은 비대

면 서비스 사용에 덜 우호적인 소비자들을 지속적으

로 유입해야 할 세분 집단으로 간주하여 우선적으로 

사용용이성이나 즐거움과 같은 내재적 이용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패션 챗봇의 관여도가 강화된 커뮤니

케이션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간 학계에서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준

사회적 실재감의 개념을 패션 챗봇 서비스에 적용하여 

소비자의 수용행동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

의를 지닌다. 준사회적 실재감은 웹사이트와 같은 온

라인 매체에 처음 적용된 개념으로(Kumar & Benbasat, 

2002) 최근 음성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의 관계적 특성

으로 다루어진 바 있으나(Ki et al., 2020) 문자 기반 대

화형 에이전트인 챗봇으로 확장되어 연구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중심

으로 챗봇이 지닌 준사회적 실재감 특성이 소비자 수

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

구의 틀을 확장시키고, 관련 후속 연구의 토대를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자극물을 활용한 실험 설계

에 있어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처치를 시도했

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

구는 쇼핑 상황에 대한 소비자 몰입을 위해 온라인 설

문 시스템 내에서 일정 시간 자극물을 보지 않으면 다

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챗봇의 

스타일 추천 기능의 경우 하나의 스타일만 추천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편향효과를 고려하여 챗봇이 여러 

가지 스타일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잠재적인 영향력

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가 지닌 학문적, 실무적 의의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본 연구

는 챗봇과의 실시간 채팅이 아닌 자극물을 통해 쇼핑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였다는 점에서 제약이 있

다. 특히 연구참여자에게 주어진 쇼핑 상황이 ‘원피스

를 추천받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조사에 참여한 남

성 소비자의 경우 쇼핑 상황에 대한 몰입감이 다소 낮

을 수 있으며, 이는 유용성 지각과 같은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여성 참여자라고 할지라도 연령이

나 패션 취향에 따라 챗봇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긍

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대화형 에이

전트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조작하여 직접 이용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며, 참여자의 성별, 연령, 패션 취향 등

을 반영하여 참여자에게 맞춤화된 자극물을 제공하는 

실험 설계를 통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것을 제

안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패션 챗봇의 준

사회적 실재감 특성들은 챗봇과의 충분한 대화와 소

통을 통해 지각될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한다. 특히 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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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의 경우 사전에 챗봇 경험이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

로 실험을 진행했을지라도 자극물로 접하게 된 챗봇 

로사에 대해 강한 애착이 형성되기까지는 반복적인 

사용 경험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챗봇을 사용

하는 목적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쇼핑 상황과 소비자

의 개인적 특성과 같은 변인들은 가상의 쇼핑 도우미

인 패션 챗봇 서비스를 평가함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확

장하여 패션 소비, 기술수용과 관련된 소비자 특성의 

조절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챗봇 서비스

의 준사회적 실재감 특성이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

는 기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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