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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단순 

편의 제공을 넘어 기계와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음성인식은 인간의 음성에 포함된 정보로부터 음운 및 언어적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이를 기계가 인식하고 반응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된다. 전 세계가 음성인식 시장에 주목함에 따라, 국내 리테일 기업 

또한 그들의 비즈니스에 음성인식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음성쇼핑 서비스는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비대면 쇼핑 

상황에서는 형성할 수 없었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 세계가 COVID-19 의 영향을 받음에 따라 온택트(Ontact)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향후 음성쇼핑 서비스의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음성인식과 음성쇼핑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용자가 음성쇼핑 서비스 에이전트를 판매원과 

같은 대상으로 인지하여 형성하는 감정적 반응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CEB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음성쇼핑 서비스 

에이전트에 대한 품질 지각이 사용자 감정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이 사용자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둘째,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감정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셋째, 음성쇼핑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청각정보선호도, 

연령)의 조절효과를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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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검정을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 세 이상 ~ 50 세 미만 

200 명, 만 50 세 이상 200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400 명은 연구자가 제작한 자극물을 시청한 뒤,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을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이 사용자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표현성과 공존성은 

친밀감, 즐거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성은 친밀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존성은 불안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해성은 사용자의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사용자 감정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정한 결과, 사용자의 

친밀감과 즐거움은 이용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불안감은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이용의도는 제품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조절변수(청각정보선호도, 연령)를 통해 검정된 

조절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청각 정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표현성이 친밀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강화되었고, 공존성이 불안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강화되었다. 또한 

청각정보선호도와 표현성이 불안감에 미치는 부적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 50 대 이상의 고연령층일 경우 표현성이 즐거움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강화되었으며, 이해성이 즐거움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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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 대부터 70 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개인의 

음성쇼핑 행동 형성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가상의 쇼핑 에이전트에게 가질 

수 있는 사용자의 감정을 세분화하였다는 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더불어,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접근 방안, 서비스 활성화 방안, 서비스 

지속 사용 방안이라는 세 가지 관점의 전략을 제안하였다는 데 실무적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 결과를 기점으로 향후 가상의 쇼핑 에이전트로부터 

느낄 수 있는 사용자 감정에 관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주요어 : 인공지능, 음성쇼핑, CEB 패러다임, 감정, 고연령층 

학  번 : 2019-2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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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1956년 존 매카시(John McCarthy)에 의해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후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 편의 

제공을 넘어 인간과 기계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였다(Li, 2020). IT 

자문기관 가트너(Gartner)에서 2019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AI 도입률은 지난 4년간 2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워치, 인공지능 스피커는 인간의 일상 생활 

곳곳에 적용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일상 속 깊게 스며들어,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중, 음성인식은 기계와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음성인식이란 인간의 음성에 포함된 정보로부터 음운 및 언어적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이를 기계가 인식하고 반응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이건상 외, 2001). 2019년 실시한 통계 결과에서 1분기 기준 

2분기 국내 스마트 스피커 사용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국내 음성인식 시장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국내 리테일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SKT 의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NUGU)’는 11 번가와 제휴를 

통해 제품 탐색부터 구매까지의 전 과정을 음성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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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TV 쇼핑은 홈쇼핑 방영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음성인식 챗봇 ‘신티쇼’를 선보이기도했다. 롯데의 ‘샬롯’은 

인공지능 스피커에 디스플레이 화면을 결합함으로써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플랫폼 간의 연동 과정을 줄였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쇼핑을 

가능하게 하였다. 음성쇼핑은 텍스트 기반의 ‘챗봇(Chatbot)’과 비교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친밀감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통적인 

온라인 구매 과정은 ‘인지-탐색-비교-선택-의사결정’ 단계로 

이루어지지만, 대화형 음성쇼핑 서비스는 이 과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인공지능이 대신함으로써 소비자의 편리함이 증대될 수 있다. 

현재 음성쇼핑 서비스에 관한 국내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음성쇼핑 서비스가 구현할 수 있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거나(고한슬 외, 

2018; 김영종, 2015; 김정현, 최준호, 2018; 이화영 외, 2020), 대화형 

에이전트의 속성이 사용자의 쇼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김옥경, 

윤재영, 2019; 송유진 외, 2019; 안수호 외, 2019; 이혜린, 이상우, 2020; 

정재열, 신동희, 2016). 즉, 사용자가 음성쇼핑 서비스 에이전트를 판매원과 

같은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대상에 대한 품질 지각 차원을 구분한 

연구는 미흡하다. 더 나아가 음성쇼핑 서비스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자의 

감정적 반응이 행동의도로 연결되는 행동 형성 과정을 설명한 연구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행동 형성 과정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음성쇼핑 서비스 에이전트에 대한 

품질 지각이 사용자 감정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할 것이다. 

많은 기업에서 음성인식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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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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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행동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품질 지각이 사용자 감정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음성쇼핑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음성쇼핑 서비스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CEB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세분화된 감정을 살펴봄으로써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것이다. 즉,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이 사용자 감정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용자의 심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둘째, 음성쇼핑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개인적 속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의 소비자는 각기 다른 개성을 추구함에 따라 

소비 패턴이 다양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음성쇼핑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개인적 속성의 조절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음성쇼핑 서비스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으로부터 청각정보선호도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며, 나아가 음성인식 기술이 고연령층에게 

보조공학으로 이용됨에 따라 연령별 차이 또한 살펴볼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음성쇼핑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게 의사결정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업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기술적 위험 부담이 따른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음성쇼핑 서비스의 성공 사례로 불릴 만한 대표적인 

예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기업들이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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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인 연구 결과를 제안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용자의 심리적 반응을 단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문적 

및 실무적 의의를 제공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후, 연구 방법과 결과,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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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가 소비자 감정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 1절에서는 본 

연구에 적용된 CEB 패러다임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 2절에서는 음성쇼핑 

서비스의 품질 지각 차원을 알아본다. 제 3절에서는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감정을 살펴보며, 제 4절에서는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행동의도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제 5절에서는 음성쇼핑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속성의 조절효과 검증하기 위한 

이론적 바탕을 제시한다. 

 

제 1 절 CEB 패러다임 

 

 Mehrabian and Russell(1974)는 환경 자극이 개인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접근 또는 회피 반응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C(Cognition)-E(Emotion)-B(Behavioral) 패러다임은 

Mehrabian and Russell(1974)의 주장을 확장하여 소비 맥락에 맞게 

수정된 이론으로(Jang & Namkung, 2009), 개인의 믿음이나 생각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감정 반응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행동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  CEB 패러다임은 쇼핑 서비스 영역에서 활발히 적용되어 왔는데, 

Laroche et al.(2005)은 쇼핑몰 내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제품 및 쇼핑몰에 대한 지각(C)이 소비자의 환기와 즐거움(E)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 결과적으로 구매의도(B)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Huang et al.(2018)은 소비자가 쇼핑 카트 포기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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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심리적 흐름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CEB 패러다임을 활용했다. 

이로써 CEB 패러다임은 개인이 쇼핑 환경에서 특정 자극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구체화하고 개인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CEB 패러다임에서 소비자의 감정은 양가 감정으로 측정한다. 

양가 감정이란 양립할 수 없는 감정이나 인지의 발생을 의미하는데(Huang 

et al., 2018), 감정적 양면성을 느끼는 상태 그 자체로 측정되기도 하며,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나누어 측정하기도 한다. 대화형 에이전트는 

인간의 지능을 갖추고 있어 이전의 다른 디지털 기술에서 느낄 수 없었던 

‘감정적 복잡성’을 보임에 따라 사용자가 대화형 에이전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태도는 

복잡하고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단일 차원의 평가로는 복잡한 심리 

상태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Huang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심리 상태와 행동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CEB 패러다임을 채택하여,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이론적 및 실무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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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1. 품질의 개념 

 

품질은 본래 제품들 간의 기술적 우월성을 설명하는 ‘객관적 품질’과 특정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반응을 포함하는 ‘주관적 품질’로 

설명된다(Holbrook & Corfman, 1985). 한 사람이 전달받는 메시지의 

품질은 그 사람의 사실 인식, 감정, 행동에 영향을 주므로(양혜승, 2008), 

품질 지각 측정을 통해 전반적인 서비스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성쇼핑 서비스를 여러 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서비스 품질 요인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각된 서비스 

품질 개념(Perceived service quality)을 사용해 왔다. 지각된 서비스 

품질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실제 서비스와의 비교로부터 

발생하며, 소비자가 기대한 서비스와 실제 서비스 간의 차이로 

정의한다(Zeithamal et al., 1985). Parasuraman et al.(1988)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10개 차원(신뢰성, 반응성, 능력, 접근가능성, 유형성, 

예의, 신용성, 안정성, 의사소통 능력, 고객이해)으로 구성된 SERVQUAL 

개념을 제안했다. SERVQUAL은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이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 연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방법으로 수정, 보완 과정을 거친 후 사용한다.  

SERVQUAL 개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품질 

지각 차원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챗봇 서비스 품질에 대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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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en et al.(2020)은 AI 챗봇 서비스 품질을 보안(Security), 

신뢰성(Reliability),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 인터페이스 

디자인(Interface design)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Lee and 

Park(2019)의 연구는 금융 서비스 챗봇 품질을 사용 용이성(Ease of use), 

앱 디자인(Application design), 민감도(Responsiveness), 

개인화(Customization), 보안성(Assurance)을 통해 측정했다.  

한편, 음성인식 서비스는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품질 

지각 차원에 있어서 챗봇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김정기(2018)의 연구는 음성 대화 인터페이스(VUI, Voice User Interface) 

기반 서비스의 지각된 품질 차원으로 친밀감, 음성 속성, 정서 표현, 명료성, 

자연스러움, 이해가능성, 반응성을 제안했다. 또한 음성 비서 서비스 품질을 

알아본 Klein et al.(2020)은 사용자의 품질 지각 차원을 응답 

행동(Response behavior), 응답 품질(Response quality), 

이해가능성(Comprehensibility)으로 제안했다. 여기서 응답 행동이란 음성 

비서가 인간과 유사하게 행동하고 정중하게 반응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응답 품질은 음성 비서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해가능성은 음성 비서가 질문이나 지시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정도를 뜻한다. 

즉, 선행연구에서 챗봇 서비스 품질은 보안이나 외형적 특성처럼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음성인식 서비스 

품질은 에이전트의 표현 방법이나 대화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대화형 에이전트를 같은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인지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품질 지각의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챗봇과 음성인식 서비스 모두 반응성을 품질의 주요 요인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Klein et al.(2020)의 품질 지각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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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 차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때 

Parasuraman et al.(1988)의 SERVQUAL과 김정기(2018)의 내용을 

바탕으로 품질 지각 차원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다.  

첫 번째로 Klein et al.(2020)의 이해가능성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자가 

의도한 대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이해성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응답 행동으로부터 사용자에게 적절한 응답을 건네는 정도를 

측정하는 반응성을 제안하며, 세 번째로 응답 품질로부터 표현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대화형 에이전트를 상호작용하는 

대상으로 인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공존성 차원을 제안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을 이해성, 반응성, 

표현성, 공존성의 네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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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2.1 이해성 

 

대화 상황에서 이해성이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 쉽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Munro & Derwing, 1995). 하지만 품질 지각을 

평가하는데 있어 이해성(Understanding)이란 상대방이 의도한 대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Klein et al., 2020). 음성 언어는 

문자 언어에 비해 사용되는 맥락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홍순재, 

2020), 음성인식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하는 

행위는 중요하다. 또한 Parasuraman et al.(1988)의 SERVQUAL에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인지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고객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서비스 상황에서도 이해성이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성인식 에이전트의 이해성이 

소비자의 감정적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때 이해성은 음성쇼핑 서비스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상황이나 

대화 맥락에 대해 잘 이해하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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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반응성 

 

일반적으로 서비스 품질에서 반응성은 서비스가 얼마나 신속하게 

제공되는지에 초점을 둔다(Parasuraman et al., 1988). 여기서 더 나아가 

음성인식 분야에서 반응성(Reactivity)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기술적 결함없이 에이전트와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둔다(김정기, 2018). 반응성은 인공지능 서비스 품질 지각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다. 대표적으로 박현아 외(2020)의 연구는 비인간 

페르소나를 개발할 때 반응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사용자가 자신의 음성에 대해 음성인식 에이전트가 반응하는 경험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낮은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실망을 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대화할 때, 인간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챗봇이나 음성인식 에이전트는 높은 

반응성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Pereira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음성쇼핑 서비스의 반응성이 

품질 지각을 측정할 수 있는 요인이라 판단하였다. 이때 반응성은 음성쇼핑 

서비스 사용자가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대화나 정보 제공이 

끊김없이 연결되고, 원활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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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표현성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서비스 에이전트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 넓어졌다. 남성 혹은 여성의 목소리로 안부인사를 전하며, 

심지어는 농담을 건네기도 하는데, Adam et al.(2020)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잡답(Small talk)이 사용자 순응 반응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즉, 사용자가 에이전트의 추천과 요청 사항을 더욱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선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표현력이 향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서비스 에이전트가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품질 지각 차원으로 제안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비대면 서비스 상황뿐만 아니라 대면 서비스 상황에서 또한 

종업원의 친절함이나 공손한 태도는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이라 하였다(Parasuraman et al., 1988). 

이에 본 연구는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 차원 중 하나로 

표현성(Expressivity)을 제안한다. 이때 표현성은 음성쇼핑 서비스 

에이전트의 음색이나 표현의 자연스러움 등의 속성에 대해 사용자가 

적절하게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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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존성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연구는 인간-컴퓨터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도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Parvinen et al., 

2015).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실재한다고 인지하는 경우, 심리적 또는 

정서적으로 상대방과 연결되기 때문에(Tu & McIsaac, 2002), 사용자의 

감정을 좌우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 분야에서 에이전트와의 사회적 관계를 강조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사용자 간의 

컴패니언십(Companionship)을 연구한 김아영(2020)은 사용자와 

에이전트가 사회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에 관한 평가를 

상호작용의 척도로 제안했다. 또한 오승환 외(2016)는 텔레프리젠스 

로봇이 청각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화면의 움직임이 많을수록 공존감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음성쇼핑 에이전트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존성(Co-presence)을 품질 지각 차원으로 제안하는 연구가 

의미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때 공존성은 음성쇼핑 에이전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여부 즉, 음성인식 에이전트와 같은 공간에 함께 존재하며 

대화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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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용자 감정 

 

본래 CEB 패러다임에서 소비자의 감정은 양가 감정(Ambivalence)으로 

측정한다. 이때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이 긍정적 감정의 발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Babin & Boles, 1998), 많은 선행 연구에서 소비 관련 

감정은 단극 개념을 사용하여 따로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Westbrook, 1987). 예를 들어, Jang and Namkung(2009)은 

레스토랑의 지각된 품질이 소비자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Yalch and 

Spangenberg(2000)은 리테일 매장 환경이 소비자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쁨(Pleasure), 환기(Arousal), 복종(Dominance)의 

감정을 의미미분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 또한 단극 개념의 

긍정적 감정(친밀감, 즐거움)과 부정적 감정(불안감)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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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Intimacy)은 상대방에 대해 가깝게 느껴지는 정도 혹은 

정서적인 유대감, 나에게 있어 중요한 정도로 정의된다(Tolstedt & Stokes, 

1983). 본래 친밀감은 대면 서비스 상황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비대면 서비스 상황에서 친밀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박성복과 황하성(2007)은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감을 ‘매개된 친밀감’이라 

칭하며,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특정 대상이 가깝고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했다.  

대화형 에이전트의 의인화된 속성은 사용자의 친밀감을 유발한다(홍은지 

외, 2017). 챗봇과 사용자 간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할수록 사용자의 

친밀감이 유발되며(Ho et al., 2018), 대화형 인터페이스와 인간이 

상호작용을 하면 행동적 친밀성, 정서적 친밀성, 인지적 친밀성이 

형성된다(박주연, 2007). 또한 구본승 외(2016)는 대화형 에이전트가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사용자의 인지된 친밀감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음성쇼핑 서비스 에이전트가 사용자에게 

가상의 인격체로 인식됨에 따라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음성쇼핑 서비스 에이전트에 대한 친밀감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며, 여기서 친밀감이란 음성쇼핑 에이전트가 가깝게 느껴지는 

정도 혹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정도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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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즐거움 

 

서비스 분야에서 즐거움(Enjoyment)이란 사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황에서 결과와는 상관없이 즐겁게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최상민 외, 

2012). 사람들이 가상의 인격체에 대해 즐거움을 느낀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AL-Natour et al.(2005)은 가상의 쇼핑 

도우미가 자신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면 사용자의 즐거움이 높아진다고 

했으며, 이러한 즐거움은 재이용의도를 높이는 하나의 주요 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AI 스피커 사용 동기 중 유행선도동기가 즐거움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사용자가 AI 스피커를 자신의 비서로 인식할수록 사용 

경험을 즐겁게 지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장예빛, 2019).  

한편, AI 서비스 중 스마트 가상 비서 유형에서 사용자의 즐거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hank et al., 2019). 이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화형 에이전트가 인간을 대신하는 영역이 넓어졌고, 사용자는 에이전트와 

정서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즐거움을 느낀다고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밝힌 바로부터 음성쇼핑 서비스 에이전트와 사용자 간의 정서적 

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즐거움이 발생할 것임을 예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음성쇼핑 서비스 에이전트에 대한 즐거움의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며, 

이때 즐거움이란 음성쇼핑 에이전트에게 제공받는 서비스를 즐겁게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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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안감 

 

AI 기술의 빠른 발전은 인간의 통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Ng, 2018). 

인간은 인공지능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불안, 위협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데(Shank et al., 2019), 이로 인해 개인이 지각하는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박지영, 정예슬, 2020). Johnson and Verdicchio(2017)는 

제한된 자율성으로부터 인간은 ‘AI 불안(AI Anxiety)’을 겪는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서비스의 경험적 속성(Experience attribute)으로 인해 

소비자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지각하는데(윤만희, 2014), 이를 종합해보면 

사용자는 AI 서비스 사용에 의해 불안감을 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Shank et al.(2019)의 연구에서 AI 스피커가 음악 재생 목록과 같이 

사적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때 사용자는 섬뜩하면서도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선행연구는 AI 로봇이 높은 정신적 

수준을 갖춤으로써 사람들은 로봇에 대해 어려움과 위협을 느낀다고 

주장하였다(Dang & Liu, 2020).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사용자는 

음성쇼핑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불안감을 지각할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음성쇼핑 서비스 에이전트에 대한 불안감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때 불안감이란 음성쇼핑 서비스 에이전트가 

인간의 자율성을 제한함으로 인해 인간이 느끼는 불안 혹은 위협의 감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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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행동의도 

 

선행연구에서 사용자의 행동의도를 측정한 변수는 구매의도, 지속이용의도, 

지불의도, 재이용의도, 추천의도 등이 있다(김상현, 박현선, 2011; 권동극, 

2011). 특히 서비스 분야 연구에서는 서비스를 사용할 의도를 묻는 

이용의도를 주로 측정하며, 서비스 이용의도는 구매의도의 선행 변수로 

알려져 있다(Bellman et al., 2011).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행동을 이용의도와 구매의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이용의도 

 

이용의도(Usage intention)는 테크놀로지 서비스 관점에서 수용의도 또는 

시도의도(Trial intention)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시도의도는 소비자가 

테크놀로지 기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되며(Zhu & Chang, 2014), 이용의도는 서비스를 사용해보고 싶거나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의사를 의미한다(Lu & Yang, 2014). Lee and 

Kwon(2011)의 연구에서는 웹기반 서비스에 대한 친숙성, 친밀감이 

지속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슬기 

외(2020)는 패션 쇼핑 챗봇에 대한 사용자의 긍정적 태도는 서비스 

수용의도로 이어짐을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챗봇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와 즐거움은 수용의지를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사용자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은 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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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의도 

 

구매의도(Purchase intention)란 개인이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 구매의도와 실제 구매 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밝혀졌는데, 일반적으로 브랜드가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도가 높다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Bellman et al., 2011).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맥락에서 SNS를 이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구매를 위한 정보 탐색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도로 연결된다고 

하였다(이혜성, 남궁영, 2015). 앞서 제시한 연구 결과로부터 사용자가 

서비스를 경험하려는 의도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도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한편, 음성쇼핑 서비스와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서비스 이용의도를 

측정하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의도와 제품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다(Groß, 2016; Jo et al., 2020; 김현진, 2020; 안수호 외, 

2019). 음성쇼핑 서비스의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제품에 대한 정보 탐색 

용도로 대부분 사용했지만, 현재는 정보 탐색부터 구매까지의 전 과정을 

음성인식 에이전트가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의도에서 더 

나아가 제품 구매의도까지 살펴본다면 소비자의 쇼핑 행동을 보다 폭 넓게 

설명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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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음성쇼핑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속성 

 

1. 청각정보선호도 

 

소비자들은 소리를 듣고, 물건을 만지고,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느끼는 

오감(五感)을 통해 제품을 선택한다. 오감을 자극하는 마케팅 전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를 증가시키고, 더 나아가 사람들과 

브랜드와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든다(박정현, 2007). 여기서 소리를 활용한 

자극은 시각적 자극에 비해 브랜드 결속을 크게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마틴, 2006). 청각 자극에 예민한 소비자의 

경우 상품의 이름을 듣는 것 만으로도 특정 제품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계획적이며 

소극적인 소비 행동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이동철, 2006).  

더 나아가 청각, 촉각, 시각은 상호보완적 존재이다. 즉,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만져야만 촉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청각이나 시각 자극으로도 

촉감을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한다(백승화, 김명석, 2001). 이러한 특성은 

고연령층에게 특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박명희와 이민표(199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 소비자의 경우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라디오 

청취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대신하며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오감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소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한편, 기존의 쇼핑 서비스와 비교하여 음성쇼핑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장 

차별화된 특징은 소리를 통해 정보 전달을 하는 데 있다. 정보 수용자는 

정보원의 정보 제공 수단과 같은 특성에 따라 정보 수용도,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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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기 때문에(Bansal & Voyer, 2000), 정보 전달 수단은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주는 동인이 될 것이다. 텍스트 기반의 정보 전달은 사회맥락적 

단서(Socio-contextual cues)를 풍부하게 전달할 수 없으므로 정보를 

전달한 대상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이 낮게 나타나는 데 비해(김은미, 2006), 

음성으로 정보 전달을 하는 라디오나 비디오는 정보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이 높게 나타난다(Short et al., 1976). 이때 정보 수용자는 정보원에 

대해 선호도를 형성할 수 있다(하승태, 이정교, 2011). 이로써 음성 정보 

전달에 있어서 정보 전달 주체와 정보 수신자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정보 수신자는 정보 전달 수단에 대해 선호도를 형성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선호도는 연령  성별  학업수준 등의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김은미, 2006), 청각 정보에 대한 선호도 또한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개인이 평소 청각 

정보에 대해 지니고 있던 선호도가 음성쇼핑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 판단하였고, 특히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품질 지각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요인일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한 현대 사회 소비자들의 가치관이 

다양화됨에 따라 각기 다른 소비패턴을 추구하는 현 시점에서,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청각정보선호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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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 

 

전 세계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시니어층에 진입하였다. 이들은 사회적 관계, 여가 등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특징을 보이며, Neugarten(1996)은 이들을‘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라 정의했다. 최근 연구는 이러한 고령화 현상에 대해 단순히 

개인의 고령화 관점이 아닌 ‘고령 소비자의 증가’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Golant, 2017).  

AI 기술은 고연령층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한 예로,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은 고연령층의 건강 관리를 돕고,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며, 나아가 전반적인 삶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Miskelly, 2001; Coecklbergh, 2010). 최근 보조공학을 제공하기 

위한 디바이스로 AI 스피커가 채택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AI 스피커가 

고연령층의 신체적 변화에 잘 대응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연령층의 시각적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호소하고, 청각 정보에 

의존하게 됨을 시사한다. 

음성인식 기술은 고연령층이 겪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고연령층은 ICT 기술을 사용하면서 기술적 및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데, 

이때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VUI(Voice-User Interface)나 

IPA(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Sun et al., 2009). 박종현 외.(2019)는 독거노인의 

어려움을 IT 기술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말하며,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인 외로움이 AI 스피커 채택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로부터(신윤철, 주재우, 2019), 고연령층이 느끼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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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을 낮출 수단으로 AI 스피커가 효과적일 것이라 예상된다. 

나아가 이러한 이점은 쇼핑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Boardman 

and McCormick(2018)은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모바일 쇼핑을 하지 

않는 이유로 작은 크기의 화면을 꼽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대화형 쇼핑 

서비스를 통해 극복될 여지가 있다. 앞서 제시한 연구 배경으로부터 

음성쇼핑 서비스는 고연령층의 신체적 및 심리적 문제를 완화할 수단으로 

작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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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 문제 및 연구 모형 

 

본 절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개념과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실증적 연구를 위한 연구 문제와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모형과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품질 지각이 긍정적 및 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감정이 사용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 사회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음성쇼핑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속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1. 연구 문제 및 가설 설정 

 

정보원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품질은 정보 수신자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양혜승, 2008), 본 연구는 음성쇼핑 서비스의 품질 지각이 

사용자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같은 선도 국가에 비해 음성인식 에이전트의 보급 수준이 비교적 낮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품질 지각의 어떠한 차원이 소비자의 서비스 수용을 

활성화하는지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안수호 외.(2019)의 연구 결과는 음성쇼핑 에이전트가 다양한 표현을 

하고,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러울수록 사용자의 유희 기대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김정기(2018)는 AI 스피커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며, 쉬운 

단어를 사용할수록 사용자의 지각된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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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AI 서비스의 표현성이 높고, 대화 맥락에 대한 이해성이 좋을수록 

사용자는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표적인 AI 서비스 중 하나인 챗봇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송유진과 

최세정(2020)의 연구는 챗봇의 자기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사용자의 

호감도가 상승한 것을 규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가상의 공간에서 쇼핑을 할 때 소비자가 판매원을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처럼 느끼고, 실제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신뢰와 만족도는 높아진다(이민호, 2012). 이를 음성쇼핑 서비스에 

적용해보면, 사용자가 에이전트와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고 느낄수록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여러 감정을 함께 

느낀다(Babin & Boles, 1998; Jang & Namkung, 2009; Yalch & 

Spangenberg, 2000).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 상황에서 사용자는 

에이전트가 하는 농담이나 유머에 흥미를 느끼면서도 서비스가 갑자기 

끊기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 섬뜩하고 무서운 감정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Shank et al., 2019).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는 한 

사람이 인간과 유사한 물체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에서 

발생한다(Mori, 1970). 다시 말해, 인간과 지나치게 유사한 로봇은 불쾌함 

 친밀감  혐오감  무서움 등의 감정을 이끌어낸다. Ciechanowski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챗봇의 의인화된 속성으로부터 불쾌한 골짜기 

현상이 야기되며, 특히 부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인해 사용자는 더 큰 불만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 차원 

역시 인간 고유의 특성인 음색이나 반응 등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의인화된 

속성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이 부정적 감정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였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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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 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이 사용자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가설 1-1.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이해성, 반응성, 표현성, 공존성)은 

친밀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이해성, 반응성, 표현성, 공존성)은 

즐거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이해성, 반응성, 표현성, 공존성)은 

불안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화형 에이전트의 의인화된 속성은 사용자의 친밀감을 유발한다(홍은지 

외, 2017). 일반적으로 가상의 환경에서 형성된 친밀감은 사용자 하여금 

해당 환경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한다. Lee and Kwon(2011)은 웹기반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가 친밀감을 느끼면 지속이용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김재전과 신선진(2013)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형성된 

사용자의 친밀감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요인이라 하였다.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친밀감 또한 가상의 대상에게 형성한 친밀감이므로, 

지속적인 이용을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AL-Natour et al.(2005)은 가상의 대상으로부터 지각한 즐거움이 

사용자의 지속이용의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챗봇 서비스 

에이전트에 대해 지각된 즐거움과 지속이용의도 사이 긍정적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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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졌다(Ashfaq et al., 2020). 음성쇼핑 서비스 또한 사용자가 가상의 

대상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사용자의 즐거움은 이용의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감정은 긍정적 감정에 비해 의사 결정에 있어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Kanhouse et al., 1972). 본 연구에서 부정적 감정에 해당하는 

불안감은 개인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임소혜(2020)의 

연구에 따르면 AI 챗봇 사용에 있어서 인지된 자율성은 지속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자율성을 제한하는 개념으로 정의되는 

불안감은 지속이용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비스 사용과 제품 구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도가 높다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Bellman et al., 

2011). 이러한 결과는 음성쇼핑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 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감정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가설 2-1. 사용자의 긍정적 감정(친밀감, 즐거움)은 음성쇼핑 서비스 

이용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사용자의 부정적 감정(불안감)은 음성쇼핑 서비스 

이용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음성쇼핑 서비스 이용의도는 제품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9 

 

한 사람이 특정 환경에 놓여있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환경 특성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개인의 반응은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서구원(2013)의 

연구 결과에서는 사이버 강의에서 강의자와 수강생 간의 상호작용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오프라인 선호도가 정적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호작용성은 오프라인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인데 오프라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상호작용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음성쇼핑 맥락에 적용해보면 청각 정보의 

제공은 음성쇼핑 서비스만의 고유한 특성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각정보선호도는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이 사용자의 감정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패션 업계는 이들을 주요 

소비자로 인식하고 있다. 더불어 고연령층의 패션 쇼핑 행동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김정실, 이선재, 2008; 홍경희, 이윤정, 2010). 그 

동안 고연령층의 모바일 쇼핑 사용 관련 연구에서 장애 요인으로 

제안되었던 UI(User Interface) 문제가 음성인식 기능으로 인해 일부 

해소될 수 있음에 따라 음성쇼핑 서비스에 있어서 연령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제안한다. 

 

연구문제 3. 음성쇼핑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청각정보선호도, 연령)의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가설 3-1.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이 사용자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청각정보선호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3-2.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이 사용자 감정에 미치는 영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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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감정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2. 연구 모형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구성된 연구 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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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연구 문제를 검정하기 위해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 IRB)의 승인을 받은 이후, 

한국소비문화학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전문 리서치 기관인 

인바이트(www.invight.co.kr)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총 

400명으로 만 18세 이상 ~ 50세 미만 소비자 200명, 만 50세 이상 

소비자 200명으로 제한하였다. Boardman and McCormick(2018)의 

연구에서 모바일 쇼핑 회피 경향에 대한 고연령층의 기준으로 50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기준이 1965년인 것을 고려하여 50세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을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2. 연구 방법 

 

설문에 앞서 응답자들은 자극물을 시청한 후 설문에 응답하였는데, 

자극물의 제작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2분 40초 길이의 자극물 

영상에서는 3개의 음성쇼핑 상황을 제공하였다. 자극물 제작에 사용한 

영상은 롯데 ON, SK NUGU가 제작한 기업 홍보용 동영상을 연구자가 직접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자극물은 사용자가 인공지능 디바이스를 통해 쇼핑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가 영상 시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상 속도를 조작하였고, 중간에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라는 자막을 제공하여, 끝까지 영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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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에 50세 이상이 포함되므로 편집을 마친 자극물을 50세 

이상 남여 7명에게 보여주었다. 이들에게 영상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후 설문에 사용하였다. <그림 3-2>는 자극물의 

일부분을 제시한 사진이다. 

자극물 제작 이후 설문 수집을 시작하였는데, 설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음성쇼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음성인식 기술과 

음성쇼핑에 관한 설명을 제공했다. 이후 응답자는 앞서 제작한 자극물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응답자가 영상을 제대로 시청했는지 점검하기 

위해 영상 시청 직후 비교적 어려운 수준의 확인 문제를 풀도록 하였으며, 

오답을 선택한 응답자는 본 설문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작하였다. 조작 

점검 문항에서 정답을 선택한 응답자는 본 설문에 참여했는데, 본 설문 

참여에 앞서 ‘귀하께서 음성쇼핑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가정 아래 다음 

문항에 답변해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제공하였다. 

  

  

<그림 3-2> 자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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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지 문항의 구성 

 

연구 문제에 대한 양적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크게 품질 지각에 관한 문항과 사용자 감정에 관한 문항 

그리고 서비스 이용의도와 제품 구매의도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품질 지각(이해성, 반응성, 표현성, 공존성)에 관한 문항의 경우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어서 음성쇼핑 에이전트에 대한 감정은 긍정적 

감정(친밀감, 즐거움)의 경우 친밀감 3개 문항, 즐거움 4개 문항, 부정적 

감정인 불안감은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추가적으로 이용의도 2개 문항, 

구매의도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속성의 경우 

청각정보선호도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3.1 품질 지각 평가 척도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이해성, 반응성, 표현성, 

공존성의 하위 차원을 사용하였다. 이해성은 음성쇼핑 서비스가 사용자의 

상황이나 대화 맥락에 대해 잘 이해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반응성은 

음성쇼핑 서비스와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대화나 정보의 제공이 

끊김 없이 전달되고 원활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정도로 정의된다. 표현성은 

음성쇼핑 서비스의 음성이 나타내는 음색, 표현의 자연스러움 등 속성에 

대해 사용자가 적절하게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존성이란 

음성쇼핑 에이전트와 같은 공간에 함께 존재하며 대화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된다. 설문 문항은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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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 측정 문항 및 출처 

차원 요인 설문 문항 참고 문헌 

음성 

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 

이해성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는 나의 질문이나 

요청사항을 잘 이해한다. 
김정기. 

(2018)에서 

수정, 보완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는 나의 상황을 잘 

이해한다.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는 대화 맥락에 대해 

잘 이해한다. 

반응성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는 나의 요청 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Parasuraman 

et al. 

(1988),  

김정기. 

(2018)에서 

수정, 보완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는 나의 요구 사항에 

대해 원활하게 응답한다. 

정보를 검색할 때에도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와 끊김이 없는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 

표현성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의 음색은 적절하다. Sundaram & 

Webster. 

(2000),  

김정기. 

(2018)에서 

수정, 보완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의 음색은 호감이 

간다.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의 음성은 

자연스럽다. 

공존성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와 한 

공간에 있다고 느껴진다. Hwang & 

Lombard. 

(2006)에서  

수정, 보완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진다.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와 

함께 있다고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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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자 감정 평가 척도 

 

본 연구는 사용자가 음성쇼핑 서비스에게 느끼는 감정을 부정적 

감정(불안감)과 긍정적 감정(친밀감, 즐거움)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감정에 속하는 친밀감은 음성쇼핑 서비스가 가깝게 

느껴지는 정도 혹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부정적 감정에 속하는 불안감은 사용자가 음성쇼핑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느끼는 자율성의 제한, 감정적 불안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설문 문항은 

<표 3-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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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감정 측정 문항 및 출처 

차원 요인 설문 문항 참고 문헌 

긍정적 

감정 

친밀감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가 

친근하게 느껴졌다. 장순규,   

이지훈. 

(2019)에서 

수정, 보완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와 더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다.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와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다. 

즐거움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와 

대화하는 것은 즐겁다. 
Venkatesh 

& Bala. 

(2008),  

장예빛. 

(2019)에서 

수정, 보완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와 

대화하는 것은 재미있다.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와 

대화를 하는 것은 흥미롭다.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와 

대화함으로써 무료한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부정적 

감정 
불안감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가 인간을 심리적, 

감정적으로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만들 것 같아 

불안하다. 

이창섭,   

이현정. 

(2019)에서 

수정, 보완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의 대중화로 인해 

인간의 복잡한 생각 프로세스가 인공지능의 

몫이 될까 봐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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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행동의도 평가 척도 

 

본 연구에서 행동의도는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행동의도를 

의미한다. 사용자 행동의도를 서비스 이용의도와 제품 구매의도로 

나누었는데, 이용의도는 테크놀로지 서비스 관점에서 시도의도, 경험의도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며, 음성쇼핑 서비스를 미래에 이용해보고 싶거나 

지속적으로 이용해보고 싶은 정도로 정의된다. 또한 구매의도란 음성쇼핑 

서비스를 통해 특정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도를 의미한다. 

사용자의 행동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은 <표 3-3>과 같다. 

 

<표 3-3> 행동의도 측정 문항 및 출처 

차원 요인 설문 문항 참고 문헌 

행동 

의도 

이용 

의도 

나는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를 

자주 이용할 것이다. 
윤성환 외(2019)에서  

수정, 보완 
나는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구매 

의도 

나는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가 

제안한 패션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Lee & Watkins 

(2016), 

Lee & Hong 

(2016)에서 수정, 보완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가 

소개한 패션 제품은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구매하고 싶은 패션 

제품군은 무엇입니까?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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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인의 속성 평가 척도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각기 다른 소비패턴을 

추구함에 따라 개인의 속성이 쇼핑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음성쇼핑 서비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속성으로 청각정보선호도, 연령을 제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표 3-

4>와 같다. 

 

<표 3-4> 개인의 속성 측정 문항 및 출처 

차원 요인 설문 문항 참고 문헌 

개인의 

속성 

청각 

정보 

선호도 

나는 목소리를 통한 정보 전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최혜미 외. 

(2007)에서 

수정, 보완 

나는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목소리를 통해 정보를 얻고 싶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목소리를 통한 정보 전달을 선호한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목소리를 통한 정보 전달이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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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1 자료의 수집 

 

리서치 전문 기관을 통해 패널을 모집하였으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50세 미만 소비자 200명과 만 50세 이상 소비자 2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 기간은 2020년 10월 ~ 12월이었다. 

설문 진행 중 같은 응답을 10번 이상 반복적으로 할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불성실한 답변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따라서 

400부의 응답을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4.2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수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고, 타당성이 확인된 변수를 바탕으로 기술통계 값을 확인하였다. 

이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했고, 마지막으로 

연구 문제를 검정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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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제 1 절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400 명의 응답자 

중 여성은 45.8%였으며, 남성은 54.3%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연령의 

경우 최소 21 세부터 최대 76 세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48.32 세로 확인되었다.  표본의 72%가 기혼이었으며, 학력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이 84%로 나타나 고학력자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음을 확인하였다. 응답자의 직업은 사무직(4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문 기술직(12.5%), 주부(10.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0.5%)이나 생산직 근로자(3.3%)는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월평균 가계 수입을 살펴보면 

300 만 원 이상 ~ 400 만 원 미만의 비율(19.4%)과 500 만 원 이상 ~ 

600 만 원 미만의 비율(18.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00 만 원 이상의 

비율(1.3%)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표본의 월평균 패션 상품 

구입 지출액을 살펴보면 10 만 원 이상 ~ 30 만 원 미만이 39.0%로 가장 

높았고, 5 만 원 이상 ~ 10 만 원 미만(29.3%), 30 만 원 이상 ~ 50 만 원 

미만(13.0%), 5 만 원 미만(10.3%)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년 의류  신발 월 평균 지출액이 1 인 기준 13 만 8 천원인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한국인 평균치에 근접하다고 판단된다. 분석 

결과는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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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 

항    목 세 부 범 주 빈 도 백분율 

성    별 

여성 183 45.8 

남성 217 54.3 

합계 400 100.0 

연    령 

만 18세 이상 ~ 30세 미만 19 4.8 

만 30세 이상 ~ 40세 미만 72 18.0 

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109 27.3 

만 50세 이상 ~ 60세 미만 136 34.0 

만 60세 이상 ~ 70세 미만 57 14.2 

만 70세 이상 7 1.8 

합계 400 100.0 

결혼여부 

미혼 100 25.0 

기혼 288 72.0 

기타 12 3.0 

합계 400 100.0 

학    력 

중학교 졸업 이하 1 0.3 

고등학교 졸업 58 14.5 

대학교 재학 4 1.0 

대학교 졸업 264 66.0 

대학원 이상 72 18.0 

기타 1 0.3 

합계 400 100.0 

직    업 

주부 43 10.8 

사무직 2 0.5 

전문직 16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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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관리직 31 7.8 

전문 기술직 35 8.8 

생산직 근로자 50 12.5 

서비스/판매직 13 3.3 

기타 28 7.0 

합계 400 100.0 

월 평균  

가계 수입 

100만 원 미만 12 3.0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25 6.3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45 11.3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77 19.3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52 13.0 

500만 원 이상 ~ 600만 원 미만 72 18.0 

600만 원 이상 ~ 800만 원 미만 53 13.3 

8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 36 9.0 

1,000만 원 이상 ~ 1,500만 원 미만 23 5.8 

1,500만 원 이상 5 1.3 

합계 400 100.0 

월 평균  

패션 상품 

구입 

지출액 

5만 원 미만 41 10.3 

5만 원 이상 ~ 10만 원 미만 117 29.3 

10만 원 이상 ~ 30만 원 미만 156 39.0 

30만 원 이상 ~ 50만 원 미만 52 13.0 

5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21 5.3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7 1.8 

200만 원 이상 6 1.5 

합계 4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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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연구가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는 만큼 응답자가 평소 

음성인식 기능과 음성쇼핑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72.3%, 사용 

경험이 없는 비율은 27.8%로 나타났다. 즉,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해본 

응답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어떤 기기를 통해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한 응답자는 64.7%,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사용한 응답자는 34.3%, 

기타 1%로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음성쇼핑 서비스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0%, 경험이 없는 비율은 80%로 나타나, 음성쇼핑 서비스 사용 

경험이 없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음성쇼핑 

서비스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어떤 제품을 구입했는지 살펴본 결과, 

생필품(36.3%), 식품(33.8%), 의류(18.8%), 기타(11.3%)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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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항    목 세 부 범 주 빈 도 백분율 

음성인식 

사용경험 

있다 289 72.3 

없다 111 27.8 

합계 400 100.0 

음성인식 

사용기기 

스마트폰 187 64.7 

인공지능 스피커 99 34.3 

기타 3 1.0 

합계 289 100.0 

음성쇼핑 

사용경험 

있다 80 20.0 

없다 320 80.0 

합계 400 100.0 

음성쇼핑 

구매제품 

의류 15 18.8 

생필품 29 36.3 

식품 27 33.8 

기타 9 11.3 

합계 80 100.0 

 

  



 

45 

 

제 2 절 측정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본 절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구성한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때 타당성은 베리멕스(Varimax) 

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검정하였고, 신뢰성은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값을 산출하여 검정하였다. 

 

1. 서비스 품질 지각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은 4개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4개 요인은 

각각 이해성, 반응성, 표현성, 공존성이다. 먼저 요인 별 3개 문항씩 총 

12개 문항에 대해 추출 요인의 개수를 지정하지 않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해성과 반응성이 동일한 차원으로 나타나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따라서 요인의 개수를 4개로 지정하여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요인의 고유치가 1 이상이었으며, 요인 부하량 

또한 모두 0.6 이상이었으므로 각 변수가 단일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요인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분산의 경우, 서비스 품질 지각의 12개 문항은 

85.60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요구하는 누적 

분산 기준 60%를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4개 요인의 크론바흐 

알파값이 모두 0.8 이상으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을 구성하는 4개의 요인 모두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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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품질 지각 차원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결과 

요인 설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공존성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진다. 

0.850 

2.799 

23.325 

(23.325) 

.933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와 함께 있다고 

느껴진다. 

0.847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와 한 공간에 

있다고 느껴진다. 

0.736 

이해성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는 

나의 상황을 잘 이해한다. 

0.780 

2.564 

21.366 

(44.691) 

.906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는 

대화 맥락에 대해 잘 이해한다. 

0.743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는 

나의 질문이나 요청사항을 잘 

이해한다. 

0.731 

표현성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의 

음색은 호감이 간다. 

0.838 

2.519 

20.994 

(65.684) 

.875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의 

음색은 적절하다. 

0.812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의 

음성은 자연스럽다. 

0.768 

반응성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는 

나의 요청 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0.812 

2.390 

19.919 

(85.604) 

.921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는 

나의 요구 사항에 대해 

원활하게 응답한다. 

0.752 

정보를 검색할 때에도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와 끊김이 

없는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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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감정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감정은 친밀감 3개 문항, 즐거움 4개 문항, 불안감 2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9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먼저 고유값 1을 기준으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3개 요인이 아닌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즐거움 1개 문항이 동일 차원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즐거움 1개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의 개수를 3개로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요인의 고유치가 1 이상으로 나타났고, 

요인 부하량 또한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 개 요인의 분산이 총 분산의 

86.015%를 설명하며, 크론바흐 알파값이 0.8 이상으로 확인되어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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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감정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 결과 

요인 설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친밀감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가 친근하게 느껴졌다. 

0.829 

2.574 

59.419 

(59.419) 

.911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와 더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다. 

0.816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와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다. 

0.772 

즐거움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와 대화하는 것은 

재미있다. 

0.852 

2.466 

20.754 

(80.172) 

.902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와 대화를 하는 것은 

흥미롭다. 

0.813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와 대화함으로써 무료한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0.783 

불안감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가 

인간을 심리적, 감정적으로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만들 것 

같아 불안하다. 

0.944 

1.841 

5.843 

(86.015) 

.894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의 

대중화로 인해 인간의 복잡한 

생각 프로세스가 인공지능의 

몫이 될까 봐 걱정된다.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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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의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행동의도는 이용의도 2개 문항, 구매의도 2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4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먼저 고유값 1을 기준으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2개 요인이 아닌 1개 요인으로 추출되어 요인의 개수를 

2개로 지정한 뒤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요인의 

고유치가 1 이상으로 나타났고, 요인 부하량 또한 0.8 이상으로 나타났다. 

두 개 요인의 분산이 총 분산의 90.442%를 설명하며, 크론바흐 알파값이 

0.8 이상으로 확인되어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5>와 같다. 

 

<표 4-5> 행동의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 결과 

요인 설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이용의도 

나는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

스를 자주 이용할 것이다. 
0.897 

1.852 
46.290 

(46.290) 
.888 

나는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

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0.852 

구매의도 

나는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

스가 제안한 패션 제품을 구매

할 의향이 있다. 

0.918 

1.766 
44.152 

(90.442) 
.888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가 

소개한 패션 제품은 구매할 만

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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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절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청각정보선호도의 요인분석 결과, 제거되는 문항 

없이 단일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요인 부하량의 경우, 모두 0.768 ~ 

0.918 의 값으로 나타났고, 고유치 또한 1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크론바흐 

알파값도 0.8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절변수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 4-6> 조절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 결과 

요인 설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청각정보 

선호도 

나는 목소리를 통한 정보 

전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0.918 

3.033 
75.818 

(75.818) 
.893 

나는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목소리를 통해 

정보를 얻고 싶다. 

0.917 

나는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목소리를 통한 

정보 전달을 선호한다. 

0.872 

나는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목소리를 통한 

정보 전달이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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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기술 통계 

 

본 절에서는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기술 통계량을 살펴봄으로써 자료의 

기초적인 형태와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10 개의 변수를 사용했는데, 모든 변수의 표본 개수는 

400 개로 동일하다. 먼저 최솟값과 최댓값을 살펴보면, 모든 변수의 

최솟값은 1, 최댓값은 7 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구매의도를 제외한 10 개 변수 모두 중앙값인 4 이상으로 나타났다. 

구매의도의 평균값은 3.96 으로, 다른 변수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서비스 품질 지각에 있어 표현성의 평균값(4.92)이 가장 높았는데, 

이를 통해 응답자들은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중 표현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불안감의 표준편차(1.48)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인데, 이는 응답자의 불안감에 대한 평가가 평균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음성쇼핑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에는 비교적 개인차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불안감을 

제외한 10개 변수의 표준편차는 1.07 ~ 1.30값을 보였으며, 기술 통계량에 

대한 자세한 값은 <표 4-7>과 같다. 

 

 

 

 

 

 



 

52 

 

<표 4-7> 변수의 기술 통계량 

변 수 하위차원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서비스 

품질 지각 

이해성 1.00 7.00 4.66 1.11 

반응성 1.00 7.00 4.82 1.18 

표현성 1.00 7.00 4.92 1.04 

공존성 1.00 7.00 4.39 1.30 

사용자 감정 

친밀감 1.00 7.00 4.38 1.20 

즐거움 1.00 7.00 4.44 1.26 

불안감 1.00 7.00 4.35 1.48 

행동의도 

이용의도 1.00 7.00 4.20 1.28 

구매의도 1.00 7.00 3.96 1.17 

청각정보선호도 1.00 7.00 4.53 1.07 

Note: 모든 변수는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 N=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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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문제 검정 

 

본 절에서는 제 3 절에서 제안한 연구문제를 검정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로 연구문제 1(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이 사용자 감정에 미치는 영향 검정)과 연구문제 2(사용자 

감정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검정)를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3 에 해당하는 청각정보선호도, 연령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표 4-8>과 같다. 

 

<표 4-8> 연구문제 검정 방법 

연구문제 분석 방법 분석 도구 

1 
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SPSS 26.0 2 

3 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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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 지각이 사용자 감정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품질 지각의 네 가지 요인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감정의 세 가지 요인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총 

세 번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는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제 3절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1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이 사용자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55 

 

1.1 친밀감에 대한 품질 지각의 효과 

 

음성쇼핑 서비스의 품질 지각(이해성, 반응성, 표현성, 공존성)이 사용자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이 217.450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분석에서 사용한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의미한다. 

음성쇼핑 서비스의 반응성(β=.-.150, t=-2.772, p=.006), 

표현성(β=.320, t=8.196, p=.000), 공존성(β=.629, t=14.334, 

p=.000)은 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해성(β=.089, t=1.663, p=.097)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표현성, 공존성은 친밀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반응성은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가설 1-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며, 분석 결과는 기술한 표는 <표 4-9>와 같다.  

 

<표 4-9> 서비스 품질 지각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친밀감 

요 인 B β t P 
R2 

(수정 R2) 
F 

이해성 .097 .089 1.663 .097 

.688 

(.685) 
217.450*** 

반응성 -.152 -.150 -2.772 .006 

표현성 .369 .320 8.196 .000 

공존성 .584 .629 14.334 .000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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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즐거움에 대한 품질 지각의 효과 

 

음성쇼핑 서비스의 품질 지각(이해성, 반응성, 표현성, 공존성)이 사용자의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F값은 127.138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품질 지각의 네 가지 요인 중 

이해성(β=.028, t=.437, p=.662), 반응성(β=-.092, t=-1.347, 

p=.179)은 즐거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표현성(β=.306, 

t=6.615, p=.000), 공존성(β=.560, t=10.779, p=.000)은 즐거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1-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며, 분석 결과를 기술한 표는 <표 4-10>과 같다.  

 

<표 4-10> 서비스 품질 지각이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즐거움 

요 인 B β T p 
R2 

(수정 R2) 
F 

이해성 .031 .028 .437 .662 

.563 

(.558) 
127.138*** 

반응성 -.092 -.086 -1.347 .179 

표현성 .370 .306 6.615 .000 

공존성 .545 .560 10.779 .000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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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안감에 대한 품질 지각의 효과 

 

음성쇼핑 서비스의 품질 지각(이해성, 반응성, 표현성, 공존성)이 사용자의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F 값은 7.870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모형 적합도가 

확인되었다. 한편, 공존성(β=.274, t=.623, p=.000)은 불안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이해성(β=-.012, t=-.134, p=.893), 

반응성(β=.011, t=.121, p=.904), 표현성(β=-.002, t=-.032, 

p=.975)은 불안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가설 1-3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며, 분석 결과를 기술한 표는 

<표 4-11>과 같다. 

 

<표 4-11> 서비스 품질 지각이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불안감 

요 인 B β T P 
R2 

(수정 R2) 
F 

이해성 -.016 -.012 -.134 .893 

.074 

(.064) 
7.870*** 

반응성 .014 .011 .121 .904 

표현성 -.003 -.002 -.032 .975 

공존성 .312 .274 .623 .000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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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감정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감정의 세 가지 요인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이용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는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제 3절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2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감정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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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용자 감정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감정(친밀감, 즐거움, 불안감)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모형 적합도를 의미하는 F값이 85.674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용자의 친밀감(β=.252, t=3.677, p=.000)과 

즐거움(β=.404, t=5.969, p=.000)은 이용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었지만, 불안감(β=.002, t=0.054, p=.957)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2-1은 지지되었으며,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분석 결과를 기술한 표는 <표 4-12>와 같다. 

 

<표 4-12> 감정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이용의도 

요 인 B β t P 
R2 

(수정 R2) 
F 

친밀감 .269 .252 3.677 .000 

.394 

(.389) 
85.674*** 즐거움 .410 .404 5.969 .000 

불안감 .002 .002 0.054 .957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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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용의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의도가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서비스 이용의도(β=.728, 

t=21.198, p=.000)는 제품 구매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값 또한 449.348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2-3은 지지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4-13>과 

같다. 

 

<표 4-13> 이용의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구매의도 

요 인 B β t p 
R2 

(수정 R2) 
F 

이용의도 .667 .728 21.198 .000 
.529 

(.530) 
449.348***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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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합 

 

지금까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연구 문제 1, 2를 검정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4-14>와 같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품질 지각의 반응성  표현성  공존성은 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때 표현성  공존성은 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반응성은 부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현성  공존성은 

즐거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해성과 반응성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안감에 대한 품질 지각의 영향력으로는 

공존성만이 불안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나머지 요인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용자의 감정과 서비스 이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친밀감과 즐거움은 

이용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나, 불안감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이용의도는 제품 구매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문제 1, 2에 대한 검정 

결과를 나타낸 모형은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연구문제 1, 2 에 대한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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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가설 검정 결과 정리 

가 설 경    로 β t-value 결과 

1-1 이해성 → 친밀감 .089 1.663  기각 

1-1 반응성 → 친밀감 -.150 -2.772 ** 기각 

1-1 표현성 → 친밀감 .320 8.196 *** 채택 

1-1 공존성 → 친밀감 .629 14.334 *** 채택 

1-2 이해성 → 즐거움 .028 .437  기각 

1-2 반응성 → 즐거움 -.086 -1.347  기각 

1-2 표현성 → 즐거움 .306 6.615 *** 채택 

1-2 공존성 → 즐거움 .560 10.779 *** 채택 

1-3 이해성 → 불안감 -.012 -.134  기각 

1-3 반응성 → 불안감 .011 .121  기각 

1-3 표현성 → 불안감 -.002 -.032  기각 

1-3 공존성 → 불안감 .274 .623 * 채택 

2-1 친밀감 → 이용의도 .252 3.677 ** 채택 

2-1 즐거움 → 이용의도 .404 5.969 *** 채택 

2-2 불안감 → 이용의도 .002 0.054  기각 

2-3 이용의도 → 구매의도 .728 21.198 *** 채택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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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적 속성의 조절효과 

 

이어서 청각정보선호도, 연령이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품질 지각과 감정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피하기 위해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조절효과는 총 세 개의 모형을 통해 검정한다. 첫 

번째 모형(모형 Ⅰ)에서는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 차원(이해성, 반응성, 

표현성, 공존성)이 사용자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두 번째 

모형(모형 Ⅱ)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조절변수(청각정보선호도, 연령)를 

투입한다. 세 번째 모형(모형 Ⅲ)에서는 품질 지각 요인과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검정한다. 여기서 조절효과가 

유의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모형의 결정계수(R2) 

변화량이 유의해야 하며, 상호작용항의 효과가 유의하게 도출되어야 한다. 

더불어 일반적인 다중회귀분석에서 표준화된 회귀계수(β)를 제시하는 것과 

달리, 조절효과를 해석할 때에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B)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서영석, 2010). 본 연구에서 검정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3. 음성쇼핑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청각정보선호도, 연령)의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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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청각정보선호도의 조절효과 

 

우선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과 친밀감 간의 관계를 청각정보선호도가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모형 Ⅰ, Ⅲ의 유의확률 F 변화량이 

각각 .000과 .004로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모형에서 도출된 

조절효과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표현성(B = .093, 

p = .002)과 친밀감 관계에서 청각정보선호도의 정적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 4-15>와 같다. 

다음으로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과 즐거움 간의 관계를 

청각정보선호도가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모형 Ⅰ의 유의확률 F 

변화량은 .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모형 Ⅲ의 유의확률 F 

변화량이 .080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해당 모형에서 도출된 조절효과는 

신뢰할 수 없는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 4-16>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과 불안감의 관계를 

청각정보선호도가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는데, 모형 Ⅰ, Ⅲ의 유의확률 F 

변화량이 각각 .000과 .028로 나타나 해당 모형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했다. 또한 공존성(B = .144, p = .036)과 불안감의 관계에서 

청각정보선호도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감에 대한 

표현성과 청각정보선호도의 상호작용 효과(B = -.144, p = .006)가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된 분석 결과는 <표 4-17>에 제시하였다. 따라서 

청각정보선호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던 가설 3-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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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품질 지각과 친밀감의 관계에 대한 청각정보선호도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친밀감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B VIF B VIF B VIF 

[ 독립변수 ]  

이해성 .089 3.644 .079 3.650 .063 3.729 

반응성 -.150** 3.686 -.137* 3.695 -.139** 3.750 

표현성 .320*** 1.932 .277*** 2.035 .319*** 2.212 

공존성 .629*** 2.437 .585*** 2.546 .553*** 2.832 

[ 조절변수 ]  

청각정보선호도    .155*** 1.336 .174*** 1.372 

[ 상호작용항 ]  

이해성x선호도       -.110 4.702 

반응성x선호도       .079 5.281 

표현성x선호도       .093** 2.076 

공존성x선호도       -.055 3.166 

R2 .688 .706 .717 

F 값 217.450 *** 189.031 *** 109.921 *** 

ΔR2 

(F) 
 

.018 

(24.221***) 

.011 

(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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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표 4-16> 품질 지각과 즐거움의 관계에 대한 청각정보선호도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즐거움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B VIF B VIF B VIF 

[ 독립변수 ]  

이해성 .028 3.644 .015 3.650 .009 3.729 

반응성 -.086 3.686 -.071 3.695 -.061 3.750 

표현성 .306*** 1.932 .255*** 2.035 .275*** 2.212 

공존성 .560*** 2.437 .508*** 2.546 .479*** 2.832 

[ 조절변수 ]  

청각정보선호도    .182*** 1.336 .189*** 1.372 

[ 상호작용항 ]  

이해성x선호도       -.064 4.702 

반응성x선호도       .126* 5.281 

표현성x선호도       .053 2.076 

공존성x선호도       -.071 3.166 

R2 .563 .588 .596 

F 값 127.138 *** 112.294 *** 64.013 *** 

ΔR2 

(F) 
 

.025 

(23.696***) 

.009 

(2.098)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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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품질 지각과 불안감의 관계에 대한 청각정보선호도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불안감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B VIF B VIF B VIF 

[ 독립변수 ]  

이해성 -.012 3.644 -.027 3.650 -.007 3.729 

반응성 .011 3.686 .029 3.695 .022 3.750 

표현성 -.002 1.932 -.063 2.035 -.125 2.212 

공존성 .274*** 2.437 .211*** 2.546 .276*** 2.832 

[ 조절변수 ]  

청각정보선호도    .220*** 1.336 .197*** 1.372 

[ 상호작용항 ]  

이해성x선호도       .100 4.702 

반응성x선호도       -.096 5.281 

표현성x선호도       -.144** 2.076 

공존성x선호도       .144* 3.166 

R2 .074 .099 .115 

F 값 7.870 *** 9.746 *** 6.737 *** 

ΔR2 

(F) 
 

.036 

(16.053***) 

.024 

(2.757*)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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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령의 조절효과 

 

이어서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과 사용자 감정의 관계를 연령이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연령의 경우, 평균값이 아닌 만 50세를 기준으로 

더미 변수화하였다.  

먼저 서비스 품질 지각과 친밀감에 있어서 모형 Ⅰ(p = .000)과 모형 

Ⅲ(p = .089)의 F 변화량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모형에서 

도출된 조절효과는 신뢰할 수 없는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관련한 

내용은 <표 4-18>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과 즐거움의 관계에서 연령의 

조절효과를 검정하였다. 모형 Ⅰ(p = .000)과 모형 Ⅲ(p = .006)의 F 

변화량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항 중 표현성(B = .119, p 

= .040)에서 연령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즐거움에 대한 

이해성과 연령(B = -.347, p = .006)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에 

관한 내용은 <표 4-19>과 같다. 

마지막으로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과 불안감의 관계를 연령이 

조절하는지 확인하였다. 모형 Ⅰ(p = .000)과 모형 Ⅲ(p = .506)의 F 

변화량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모형에서 연령의 조절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20>에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연령의 조절효과를 검정하고자 했던 가설 3-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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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품질 지각과 친밀감 관계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친밀감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B VIF B VIF B VIF 

[ 독립변수 ]  

이해성 .089 3.644 .088 3.648 .202* 7.671 

반응성 -.150** 3.686 -.152** 3.698 -.253** 7.525 

표현성 .320*** 1.932 .320*** 1.933 .273*** 3.110 

공존성 .629*** 2.437 .626*** 2.452 .633*** 4.215 

[ 조절변수 ]  

연령    .049 1.086 .053 1.089 

[ 상호작용항 ]  

이해성x연령       -.233* 6.437 

반응성x연령       .183 6.487 

표현성x연령       .141 3.974 

공존성x연령       -.044 4.279 

R2 .685 .684 .688 

F 값 217.450 *** 173.977 *** 98.573 *** 

ΔR2 

(F) 
 

.001 

(.714) 

.006 

(2.034)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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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품질 지각과 즐거움 관계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즐거움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B VIF B VIF B VIF 

[ 독립변수 ]  

이해성 .028 3.644 .027 3.648 .196 7.671 

반응성 -.086 3.686 -.087 3.698 -.165 7.525 

표현성 .306*** 1.932 .306*** 1.933 .232*** 3.110 

공존성 .560*** 2.437 .559*** 2.452 .476*** 4.215 

[ 조절변수 ]  

연령    .021 1.086 .024 1.089 

[ 상호작용항 ]  

이해성x연령       -.347** 6.437 

반응성x연령       .118 6.487 

표현성x연령       .199* 3.974 

공존성x연령       .159 4.279 

R2 .558 .557 .569 

F 값 127.138 *** 101.497 *** 59.549 *** 

ΔR2 

(F) 
 

.000 

(096) 

.016 

(3.673**)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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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품질 지각과 불안감 관계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불안감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B VIF B VIF B VIF 

[ 독립변수 ]  

이해성 -.012 3.644 -.015 3.648 -.130 7.671 

반응성 .011 3.686 .007 3.698 .060 7.525 

표현성 -.002 1.932 -.003 1.933 -.050 3.110 

공존성 .274*** 2.437 .269*** 2.452 .295** 4.215 

[ 조절변수 ]  

연령    .078 1.086 .075 1.089 

[ 상호작용항 ]  

이해성x연령       .220 6.437 

반응성x연령       -.083 6.487 

표현성x연령       .079 3.974 

공존성x연령       -.043 4.279 

R2 .064 .063 .062 

F 값 7.870 *** 6.410 *** 3.923 *** 

ΔR2 

(F) 
 

.001 

(.602) 

.008 

(.829)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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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합 

 

본 연구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문제 3 을 검정하였으며, 총 5 

개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첫 번째는 표현성과 친밀감의 관계에서 

청각정보선호도의 정적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두 번째는 표현성과 

불안감의 관계에서 청각정보선호도의 부적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공존성과 불안감의 관계에서 청각정보선호도의 정적 조절효과를 

확인하였고, 네 번째로 표현성과 즐거움 관계에서 연령의 정적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해성과 즐거움 관계에서 연령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조절효과 검정 내용을 정리하면 <표 4-21>과 같다. 

 

<표 4-21> 조절효과 검정 결과 정리 

가설 조절변수 경로 B 결과 

3-1 청각정보선호도 

표현성 → 

친밀감 
.093** 

표현성의 정적 

영향 강화 

부분 채택 
표현성 → 

불안감 
-.144** 

표현성의 부적 

영향 강화 

공존성 → 

불안감 
.144* 

공존성의 정적 

영향 강화 

3-2 연령 

표현성 → 

즐거움 
.199* 

표현성의 정적 

영향 강화 
부분 채택 

이해성 → 

즐거움 
-.347** 

이해성의 부적 

영향 강화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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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단 간 평균 비교 

 

본 연구는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의해 하위 변인들의 평균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에 따른 평균 비교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국내 의류학 분야의 많은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논의된 바 있으므로(이지현 외, 2003; 황진숙, 김윤규, 2002), 본 연구 

또한 성별에 따른 평균값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았다. 이어서 본 

연구가 연령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있는 만큼, 연령에 따른 평균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평균 비교 분석에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성별에 따라 변인들의 평균값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4-

22>와 같다. 비교에 앞서, Levene 검정을 통해 각 변인이 등분산을 

가정하는지 확인하였는데, 구매의도(p = .034)를 제외한 모든 변인의 

Levene 검정 유의확률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은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에 있어서 

표현성(M 남성=4.88)을 가장 높게 지각했고, 공존성(M 남성=4.28)을 가장 

낮게 지각했다. 또한 사용자 감정 중 불안감(M 남성=4.23)을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한편, 여성은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 차원 중 

표현성(M 여성=4.96)을 가장 높게 지각했으며, 공존성(M 여성=4.48)을 가장 

낮게 지각하였다. 사용자 감정에 있어서는 친밀감(M 여성=4.42)을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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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균값 비교에 있어서 이해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때 이해성의 경우 남성은 4.56, 여성은 4.79 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음성쇼핑 서비스의 

이해성을 더욱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22> 성별에 따른 평균 및 표준편차 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남성 

(N=217) 

여성 

(N=183) 

남성 

(N=217) 

여성 

(N=183) 

이해성 4.56 4.79 1.11 1.10 1.998 .046 

반응성 4.71 4.94 1.19 1.17 1.920 .056 

표현성 4.88 4.96 1.06 1.02 .796 .427 

공존성 4.28 4.48 1.31 1.27 1.560 .119 

친밀감 4.34 4.42 1.27 1.12 .714 .476 

즐거움 4.39 4.50 1.31 1.20 .862 .389 

불안감 4.23 4.48 1.48 1.46 1.697 .091 

사용의도 4.19 4.21 1.34 1.21 .113 .910 

구매의도 3.88 4.05 1.25 1.08 1.519 .130 

청각정보 

선호도 
4.54 4.52 1.08 1.06 -.172 .863 

Note: 모든 변수는 7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1 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 점 
= “매우 그렇다.”), N=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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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령에 따른 평균 차이 

 

총 400 명의 표본을 저연령(만 18 세 이상 ~ 50 세 미만) 집단과 

고연령(만 50 세 이상)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과 감정, 행동의도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비교에 앞서, Levene 검정을 통해 각 변인이 

등분산을 가정하는지 확인하였는데, 모든 변인의 Levene 검정 

유의확률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였다. 

저연령 집단은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에 있어서 

표현성(M 저연령=4.70)을 가장 높게 지각했고, 공존성(M 저연령=4.04)을 가장 

낮게 지각했다. 또한 사용자 감정 중 친밀감(M 저연령=4.10)을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한편, 고연령 집단은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 차원 중 

표현성(M 고연령=5.14)을 가장 높게 지각했으며, 공존성(M 고연령=4.69)을 

가장 낮게 지각하였다. 사용자 감정에 있어서는 즐거움(M 고연령=4.66)을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령 집단과 저연령 집단의 평균 비교에 있어서 모든 변인의 

유의확률이 .05 미만으로 나타나 두 집단을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흥미롭게도 모든 변인에 대해서 고연령 집단의 평균이 저연령 

집단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연령층이 저연령층에 비해 

음성쇼핑 서비스의 품질 지각 차원, 감정 차원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또한 전체적으로 고연령층에게서 긍정 편향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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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연령에 따른 평균 및 표준편차 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저연령 

(N=200) 

고연령 

(N=200) 

저연령 

(N=200) 

고연령 

(N=200) 

이해성 4.38 4.94 1.13 1.02 -5.185 .000 

반응성 4.51 5.12 1.20 1.08 -5.332 .000 

표현성 4.70 5.14 1.05 0.99 -4.274 .000 

공존성 4.04 4.69 1.34 1.16 -5.247 .000 

친밀감 4.10 4.66 1.18 1.17 -4.797 .000 

즐거움 4.19 4.69 1.22 1.25 -4.096 .000 

불안감 4.19 4.50 1.41 1.53 -2.108 .036 

사용의도 3.99 4.42 1.27 1.26 -3.401 .001 

구매의도 3.79 4.12 1.16 1.17 -2.816 .005 

청각정보 

선호도 
4.31 4.75 1.10 0.99 -4.224 .000 

Note: 모든 변수는 7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1 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 점 
= “매우 그렇다.”), N=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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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되어 기존의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수많은 기업에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흐름이 생겨났다. 

인공지능 기술의 경우 타 산업과의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서비스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였다. 그러므로 인공지능과 

패션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며, 

기존 서비스와 비교해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과 패션 서비스가 결합한 대표적인 사례로 추천 시스템과 

챗봇, 가격 비교 서비스 등이 있다. 이는 공통적으로 소비자의 쇼핑 과정을 

편리하고 이롭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제품의 

디자인을 대신하는 기술까지 등장하여 인간의 업무를 돕기도 한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언택트(Untact)’나 ‘온택트(Ontact)’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됨에 

따라 인공지능 패션 서비스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음성쇼핑은 음성인식 기술이 적용된 쇼핑 서비스이다. 여기서 

음성인식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 중 기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세계나 

롯데  11 번가와 같은 굴지의 유통업체에서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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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음성쇼핑 서비스는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친밀감이 향상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실정이며, 관련 

연구 또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이 사용자 

감정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또한 음성쇼핑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을 고려함으로써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내 유통업체의 음성쇼핑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이 사용자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둘째,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감정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셋째, 음성쇼핑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청각정보선호도, 연령)의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연구 문제 검정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400명을 대상으로 음성쇼핑 

상황에 대한 자극물에 노출시킨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때 설문 

대상자의 연령은 만 18세 이상 ~ 50세 미만 200명과 만 50세 이상 

200명으로 제한했다. 총 400부의 표본을 SPSS 2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이 사용자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표현성, 공존성이 친밀감과 즐거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존성은 불안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표현성은 긍정적 감정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사용자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음성쇼핑 서비스의 음색이나 표현의 

자연스러움 등이 향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 

이해성이 사용자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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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음성쇼핑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이 기존의 모바일 쇼핑과 

다르다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사용자는 여러 제품을 

둘러보는 것 보다는 특정 제품을 구입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성이 사용자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이끌어내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반응성은 친밀감에 부적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사용자가 AI 

스피커의 음성에 대해 기계적이라 인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정서적 교감이 

저해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정기, 2018)가 쇼핑 상황에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용자 감정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사용자의 

긍정적 감정은 부정적 감정에 비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친밀감과 즐거움은 사용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불안감은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용자의 친밀감이나 즐거움은 음성쇼핑 서비스를 사용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불안감은 사용자의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에 비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에 

반하는 결과이다(Kanhouse et al., 1972). 또한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이용의도는 제품 구매의도로 이어짐이 밝혀졌다. 이는 사용자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려는 의도와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청각정보선호도, 연령을 개인적 속성으로 구분하고, 

음성쇼핑 서비스 품질 지각이 사용자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청각 정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표현성이 친밀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강화되었고, 공존성이 불안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강화되었다. 또한 청각정보선호도와 표현성이 불안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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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부적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평소 음성 정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음성쇼핑 서비스의 음색이나 자연스러움에 대해 

높게 평가할수록 보다 깊은 친밀감을 형성할 것이다. 또한 음성 정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공존성이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강력할 것이다. 두 번째로, 50 대 이상의 고연령층일 경우 표현성이 

즐거움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강화되었으며, 이해성이 즐거움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강화되었다. 이는 만 50 세 이상의 연령층에게 음성쇼핑 

서비스 에이전트의 음색이나 자연스러운 말투가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의미한다. 더불어 고연령층에게는 음성쇼핑 

서비스의 높은 이해성이 오히려 그들의 즐거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연령층이 로봇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수록 즐거움을 느낀다는 선행 연구(Heerink et al., 2009) 결과를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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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음성쇼핑 서비스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제품 중 패션 

제품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용자의 행동 형성 과정을 설명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음성인식 시장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음성쇼핑 서비스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학계에서도 음성인식이나 

음성쇼핑 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패션 제품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이로써 본 연구는 음성쇼핑 서비스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수많은 제품 중에서 패션 제품에 집중하였고, 

사용자의 행동 형성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패션 분야 음성쇼핑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행동 형성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연령층을 고려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최소 만 21 세부터 최대 만 76 세까지 비교적 다양했다. 1960 년대 전후에 

태어나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주도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 

Z 세대와 더불어 소비 트렌드를 주도할 세대로 뽑힌다. 또한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고연령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에서는 제한된 연령을 표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제한된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일반화하는데 다소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데 학술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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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같이 가상의 인격체에게 가질 수 

있는 사용자의 감정을 세분화하였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내면에는 여러 감정이 공존한다. 본 연구는 대면 서비스 상황뿐만 아니라 

비대면 서비스 상황에서도 사용자의 내면에는 여러 감정이 공존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 더 나아가 사용자의 감정을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나누고 각각의 영향력을 검정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가상의 쇼핑 에이전트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사용자 감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서로 다른 

학문간의 융합을 통해 의류학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학문의 융합은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패션의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였으며, 향후 의류학 분야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의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융합은 더욱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할 것이며, 학문의 융합을 통해 

보다 창의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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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음성쇼핑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무적 제언을 사용자 

접근 방안, 서비스 활성화 방안, 서비스 지속 사용 방안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용자 접근 방안에 있어서 기업은 사용자에게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음성쇼핑 서비스가 요청 사항에 

즉각적으로 반응할수록 사용자의 친밀감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는 사용자들이 음성쇼핑 서비스의 일부 

특성에 대해 경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구매 

과정 중 일부를 음성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기업에게 요구될 것이라 사료된다. 예를 들어, 제품을 검색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음성으로 대체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결제와 

배송 현황을 확인하는 기능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음성쇼핑 서비스를 통해 사고 싶은 제품군을 알아본 결과, 

‘신발/액세서리-스포츠 의류-티셔츠-속옷-자켓/점퍼/코트-스커트/바지-

니트/스웨터-블라우스/셔츠-원피스/정장’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들이 

음성쇼핑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신발이나 액세서리, 스포츠 의류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음성쇼핑 

서비스에서는 잡화, 스포츠 제품의 추천을 통해 사용자의 유입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음성쇼핑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기업은 사용자의 익숙함을 

향상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음성쇼핑 서비스를 사용해본 비율은 전체의 

20%에 불과했고, 그 마저도 패션 제품을 구입한 비율은 식품, 생필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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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음성쇼핑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물어보았을 때, ‘기계가 친숙하지 않다.’, 

‘불편하기보다는 낯설다.’라는 답변이 다수 존재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음성쇼핑 서비스만의 장점이 느껴지도록 서비스를 많이 노출시키고,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신기술에 대한 

불안감은 반복적 노출과 같은 익숙함에 의해 낮아지므로(김미선, 2018), 

평소 신기술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사람에게도 잦은 노출을 통해 그들의 

부정적 감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지속 사용 방안에 있어서 기업은 음성쇼핑 서비스 콘텐츠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높은 투자 비용이 드는 만큼, 사용자의 일회성 사용 여부 

보다는 장기적인 사용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서비스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쇼핑 과정 중 즐거움의 요소를 

제공하고 친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서비스 

에이전트가 간단한 안부 인사를 표현하는 잡담(Small talk)을 통해 

사용자의 즐거움과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잡담은 

사용자의 지속적 사용을 유도하는 요인임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Adam et al., 2020). 더불어, 고연령층 일수록 표현성이 즐거움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강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로부터, 고연령층에게만 적용 

가능한 실무적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연령층에게는 

선호하는 음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표현의 다양성을 제공한다면 

그들의 즐거움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지속적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하고 소개함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왜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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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쇼핑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다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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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극물에 의존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 

설문 과정에서 조작 점검 문항을 통해 영상 이해도가 떨어지는 응답자는 

설문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만으로 음성쇼핑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음성쇼핑을 직접 경험해본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응답자는 회상이 아닌 상상에 의존하여 설문을 진행했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은 일부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음성쇼핑 서비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함으로써 더욱 공신력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즐거움, 친밀감, 불안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감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긍정적 감정은 사용자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나, 부정적 감정의 영향력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감정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프라이버시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자신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했을 때, 

오히려 반감이 생기는 등의 부정적 감정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음성쇼핑 서비스 구축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중소 패션 

기업을 고려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음성쇼핑 서비스는 주로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적용하기엔 기술적 

및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라 사료된다. W concept, 무신사, 29cm 와 

같은 온라인 패션 플랫폼의 등장은 중소 패션 브랜드들의 성장 가도를 



 

87 

 

열어주었고, 대한민국 패션 트렌드를 이끌어 가고 있다. 중소 브랜드가 

패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들의 음성쇼핑 

서비스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본 연구는 개인의 속성과 관련한 두 개의 조절변수를 고려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조절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경제 

성장으로 인해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졌고, 이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조절변수를 고려하여 

개인의 행동을 예측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쇼핑 성향과 관련된 변수 

혹은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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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실증적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 연구생 윤도연입니다. 

본 설문지는 학위 논문의 바탕이 될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알아보는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되며,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순수하게 

연구목적으로 사용되고 통계적으로 처리될 뿐 공개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설문 시작 전 혹은 설문 도중 귀하께서 원할 때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하실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각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음성인식 쇼핑 서비스에 대한 짧은 

영상을 시청하신 후, 영상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모든 응답은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의 내용에 동의하시는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0년 하반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패션 리테일&서비스 연구실 

윤 도 연 드림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이 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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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쇼핑 설명 및 자극물 시청 ------------ 

 

음성인식이란 인간의 음성에 포함된 정보로부터 음운 및 언어적 신호를 

추출함으로써 이를 기계가 인식하고 반응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음성인식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아이폰 ‘시리(Siri)’, 

갤럭시 ‘빅스비’, 아마존 ‘에코(echo)’, 구글 홈 등이 있습니다.  

이때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란 AI 에이전트와 대화를 하며 정보 검색, 

제품 구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다음 영상은 대화형 

음성인식 AI 에이전트를 통해 쇼핑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세 가지 상황이 제시되며, 각 상황을 충분히 숙지한 뒤 

설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 당신은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기기를 이용했습니까? 

①  스마트폰 ② 인공지능 스피커 ③ 기타 ( ) ④ 사용경험 없음. 

 

▶ 당신은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제품을 구매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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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류 ② 생필품 ③ 식품 ④ 기타 ( ) ⑤ 사용경험 없음. 

------------- 자극물 시청 확인 질문 -------------- 

 

본 질문은 설문 참여자의 영상 시청 집중도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 

문항입니다. 아래 문항에 대해 오답을 선택하신 경우 설문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본 영상에서 등장하지 않는 제품군은? 

①  패션(블라우스) ② 뷰티(네일팁) ③ 식품(커피) ④ 가전(냉장고) 

 

  



 

104 

 

-------------- 본 설문 응답 시작 ---------------- 

 

귀하께서 음성쇼핑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가정 아래, 다음 문항에 답변해 

주십시오 

 

1. 영상에서 경험한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는 

나의 질문이나 요청사항을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는 

나의 상황을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는 

대화 맥락에 대해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는 

나의 요청 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는 

나의 요구 사항에 대해 

원활하게 응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정보를 검색할 때에도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와 끊김이 

없는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의 

음색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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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의 

음색은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의 

음성은 자연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와 한 공간에 있다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와 함께 있다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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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에서 경험한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

이전트가 친근하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

이전트와 더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

이전트와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

이전트와 대화하는 것은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

이전트와 대화하는 것은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

이전트와 대화를 하는 것은 흥미롭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음성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

이전트와 대화함으로써 무료한 시간

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가 인간

을 심리적, 감정적으로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만들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의 대중

화로 인해 인간의 복잡한 생각 프로

세스가 인공지능의 몫이 될까 봐 걱

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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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에서 경험한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를 

자주 이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가 

제안한 패션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가 

소개한 패션 제품은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대화형 AI 음성쇼핑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구매하고 싶은 패션 

제품군은 무엇입니까? 

(주관식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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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앞서 시청한 영상과는 별개로, 귀하의 평소 생각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1 점: 전혀 그렇지 않다. 7 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목소리를 통한 정보 전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목소리를 통해 

정보를 얻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목소리를 통한 

정보 전달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목소리를 통한 

정보 전달이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컴퓨터에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어떤 종류의 온라인 금융 

업무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내가 인터넷을 통해 보낸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볼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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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② 여성 ② 남성 ③ 기타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3. 귀하의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재학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이상  

⑥ 기타 

 

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주부  

② 학생  

③ 사무직(은행원, 일반 회사원, 일반 공무원 등) 

④ 전문직(교수, 연구원, 의사, 법조인, 회계사, 약사, 언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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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영 관리직(기업 간부, 고급 공무원, 중소기업/자영업 경영자 등)  

⑥ 전문 기술직 (엔지니어, 교사, 간호사, 연예인 등)  

⑦ 생산직 근로자  

⑧ 서비스/판매직(미용사, 운전 기사, 음식 숙박업 종사자, 판매원 등)  

⑨ 기타 

 

6. 귀하 가정의 월 평균 수입(봉급, 이자, 기타 수입 포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⑧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⑨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⑩ 1,500만원 이상  

 

7. 귀하의 패션 상품 구입을 위한 한 달 평균 총 지출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5만원 미만 

②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③ 1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④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⑤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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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⑦ 200만원 이상  

 

 

 

 

 

※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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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versational AI Voice 

Shopping Service 

 

Yoon, Do Yeon 

Dept.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rtificially implements human intellectual 

abilities, allowed humans to interact with machines beyond providing 

simple convenience, and created new added value through convergence 

with other industries. Speech recognition, on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is defined as a series of processes that allow 

machines to recognize and respond to phonetic and linguistic information 

by extracting it from information contained in human speech. As the 

world pays attention to the voice recognition market, domestic retail 

companies have also begun to introduce voice recognition technology 

into their businesses. For example, voice shopping services have the 

advantage of increasing user convenience and creating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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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that could not be formed in non-face-to-face shopping 

situations. In addition, the market size of voice shopping services is 

expected to grow further in the future as the need for ‘on-tact’ has 

emerged worldwide due to COVID-19. While many studies are 

underway on speech recognition and voice shopping, there is a lack of 

research that looks at emotional responses that users form by 

recognizing voice shopping service agents as targets such as 

salespeople.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verify the impact of 

perceived quality on voice shopping service agents on user emotions and 

the behavioral intention.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First, 

find out the impact of voice shopping service quality on user emotions. 

Second, find out the impact of user emotions on the behavioral intentions 

of voice shopping service. Third, check the moderating effect of personal 

attributes (audible information preference, age) that affect voice 

shopping service. 

The survey was conducted on 200 people aged 18 to 50 years old and 

200 people aged 50 years or older. 400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watched the stimulants produced by the researcher and 

responded to the survey.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survey were 

analyzed statistically through SPSS 26.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est of 

the effect of perceived quality about voice shopping service on user 

emotions shows that expressivity and co-existence have a positive 

impact on intimacy, enjoyment. Reactivity has been shown to hav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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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impact on intimacy, and co-existence has been identified as 

having a positive impact on the anxiety. Understanding was identified as 

a factor that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user's emotions. 

Second, the result of the influence of user emotions on the behavioral 

intention showed that user intimacy and enjoyment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use intention, but that the anxiety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use intention. It has also been confirmed that the intention of use about   

voice shopping services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intention of 

purchasing the product.  

Third, the moderating effect tested through the moderating variables 

proposed in this study (audible information preference, ag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preference for auditory 

information, the stronger the positive impact of expressivity on intimacy, 

and the stronger the positive impact of co-presence on anxiety. In 

addition, the effect of interaction between auditory information 

preference and expressivity on anxiety was identified. Secondly, the 

positive effect of expressivity on enjoyment was strengthened for those 

in their 50s or older, and the negative effect on pleasure was 

strengthened for understanding.  

This study describes the process of forming individual voice shopping 

behaviors in consideration of various age groups from 20s to 70s, and it 

is of academic significance that it subdivided the user's emotions that 

virtual shopping agents may have. In addition, it has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oposing strategies from three perspectives: user 

access to voice shopping services, service activation plans, an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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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use pla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hope that 

discussions on user emotions that can be felt from virtual shopping 

agents will be more active in the future. 

Keyword : Voice Shopping, Artificial Intelligence, CEB Paradigm, User 

Emotion, Senior 

Student Number : 2019-2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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