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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AI의 발전이 점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AI의 발전과 도입을 통한 

연쇄적 결과에 대한 상반된 예측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AI가 지닌 효율성과 합리적 의사 결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AI의 도입이 인류에게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이 

존재하는 한편, AI의 도입으로 인한 인간의 직업 상실 등 부정적 연쇄 

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불식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비스 업계는 산업계의 혁신적 개선 방안으로써 FLSR, 즉 일선 서비스 

로봇 도입에 대한 관심을 키워 나가고 있다. 여타 AI의 도입과 관련된 

논쟁과 마찬가지로, FLSR의 도입은 서비스 과정에서 효율성 증대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과 기존 직원의 일자리 박탈과 이로 인한 부정적 

인식 유도와 같은 부정적 염려를 동시에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관하여, 해당 논문은 FLSR의 서비스 도입 수준을 (1) 기존의 인간 

직원에 대한 보조 및 협업 (2) 기존의 인간 직원에 대한 완전한 대체 

두 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수준에 따른 고객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도입 수준 차이로 인하여 추후 온라인 상에서의 

고객 참여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AI의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기업 및 브랜드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유의할 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AI, 인공지능, 서비스 경험, 온라인 고객 참여, 브랜드 친밀감 
학   번 : 2019-2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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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인간 지능 (Human Intelligence; HI)의 여러 측면을 기계에 

이식하여 활성화한 인공 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혁신의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Rust and Huang 2014). 산업계는 AI가 산업 체계에 활발하게 

이용된다면 인건비를 비롯한 다양한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의 활발한 이용을 추진하고자 한다 (Nowak et al. 2018). 

서비스 및 기술 분야의 문헌 연구에서도 산업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AI 기술의 도입과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는 지능 기술 (intelligent technology)의 

응용 (Colby, Mithas, and Parasuraman 2016; Marinova et al. 2017; 

Rafaeli et al. 2017) 및 다양한 기술 활용을 통한 서비스의 확장 

(Huang and Rust 2013), 서비스 기술의 발전 (Kunz et al. 2018) 등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AI 기술의 

발전은 셀프 서비스 기술 (self-service technology; SST)의 도입 

확장 (Meuter et al. 2000)을 비롯하여 최적 생산성의 증대 (Rust and 

Huang 2012), 서비스 적용 부문의 확장 (Rust and Huang 2014) 등 

다양한 연쇄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모든 기술 발전의 시나리오가 그렇듯이, AI의 도입과 관련된 

부정적인 예측 또한 존재한다. 경제 분야의 문헌 연구에서는 AI의 

도입이 직업 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해 논하며, AI가 산업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고려 또한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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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시나리오들을 관통하는 가장 주된 견해는 AI가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인지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AI가 인간과 별개의 인지 체계를 지닌 독립체로 발전하여 인간을 

보조하거나 협업하는 데 그치기 보다는 그들 자신이 지닌 효율성을 

앞세워 인간의 직업 내지는 직무를 대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다 

(Nowak et al. 2018). 

이와 관해, 산업 체계 전반에서도 AI의 도입이 불러올 수 있는 

양면적 가능성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즉, AI가 

가져올 생산성 증대와 비용 절감과 같은 긍정적 가능성은 물론이고, AI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논문에서는 서비스 분야에서 AI의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여파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I의 도입 

수준에 따라 고객들의 서비스 경험 반응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AI가 서비스 

분야에 도입되었을 때 인간 직원에 더해 증원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혹은 인간 직원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따라 고객들의 

수용도 내지는 수용 가능성에 대해 고객 온라인 참여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결과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고객과 직원 사이의 상호작용이 지닌 주요한 역할은 

고객의 서비스 경험을 증진시켜 브랜드 자산을 증대시키거나 (Brakus 

et al. 2009; Hepola et al. 2017) 고객의 브랜드 사용 의도를 

촉진시키기 위해 (Hollebeek et al. 2014) 서비스 대면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객과 직원 사이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일선 서비스 (front-line service) 상황에서의 AI 도입은 고객들의 

서비스 경험을 변화시키고 고객들의 브랜드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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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참여를 혁신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McLeay et al. 2021). 

더욱이, 2025년 경에는 서비스 제공 로봇이 수많은 서비스 경험을 통해 

고객들과 접점을 늘려 나갈 것이라는 예측을 고려할 때 (van Doorn et 

al. 2017, p. 44), 서비스 최전방인 일선 서비스 분야에서의 AI 도입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일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을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삼는 기업들은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 서비스 로봇을 활발하게 

도입하여 인간 직원을 대체하거나 보조하고 있다 (McLeay et al. 2021). 

일선 서비스 라인에 도입된 로봇들, 즉 일선 서비스 지원 로봇 

(frontline service robot; 이하 FLSR)과 관련하여, 빅데이터 분석 및 

생체인식에 정통한 FLSR의 도입은 기존의 서비스 환경에 유의미한 

변화와 다양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Harris, Kimson, and 

Schwedel 2018). 

FLSR은 혁신적이고 이윤적이라고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나, 일선 

서비스 상황에서 FLSR의 도입 및 활용은 여러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넓게 보자면, AI의 도입으로 인한 

비인간화와 사회적 박탈과 관한 이슈가 이러한 사회 윤리적 논의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회 윤리적 염려가 FLSR의 폭넓은 도입과 FLSR과 

연관된 고객 참여를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Huang 

and Rust 2018). FLSR의 도입 결과에 대한 양면적인 가능성의 혼재는 

사회 전반에 대한 AI 도입이 지닌 양면적 가능성과도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해당 연구는 FLSR의 역할에 따른 고객의 반응 

변화와 이로 인해 유추되는 AI의 서비스 도입에서의 시사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FLSR로 대표되는 AI의 서비스 

도입에서 개입 정도 내지는 활용 정도에 따라 고객들의 서비스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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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온라인 참여의 측면에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동시에, 이러한 과정에서 고객들의 브랜드 친밀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당 논문은 학술적으로, 그리고 실용적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FLSR와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브랜드 (Mende 

et al. 2019)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FLSR의 서비스 

도입이 지니는 연쇄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FLSR로 

대변되는 AI의 도입이 지닌 긍정적 가능성과 부정적 가능성 모두에 

대해 고려하여 브랜드 및 기업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고객이 브랜드 내지는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 생산자임에 착안하여 고객의 CE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1) 서비스 분야에서 FLSR의 역할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AI와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흐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우선 AI의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특성과 관련한 네 종류의 AI 지능에 

대해 알아보는 한편, FLSR이 지닌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에서 

사용되는 FLSR의 정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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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의 분류 

 

우선 서비스의 특성에 대해 고려하여, AI의 단계 내지는 종류에 

대한 문헌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Huang and Rust (2018)에 따르면 

서비스 분야에서 AI에게 요구되는 자질 내지는 특성에 따라 AI의 

지능은 총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이는 각각 기계적 (mechanical), 

분석적 (analytical), 직관적 (intuitive), 공감적 (empathic) 지능으로 

명명한다 (Huang and Rust 2018). 

기계적 지능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다. 

기계적 지능은 업무에서의 자동화를 위해 주로 사용되며,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한적인 학습 및 적용 능력을 지니고 있다. 기계적 지능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 로봇은 “신체적 업무를 수행하고, 별도의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사람의 도움 없이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Colby et al. 2016)”. 이러한 기계적 지능을 지닌 서비스 

로봇들은 규칙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서비스 환경의 물리적 및 시간적 

변동성을 관찰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지식과 지속적인 

센서 인식에 의존한다 (Engelberger 1989, pp. 108-109). 

분석적 지능은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통한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으로 (Sternberg 1984, 2005), 정보 처리, 

논리적 추론과 수학적 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Stenberg 

1999). 이러한 체계적 특성으로 인해, 분석적 지능은 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량 개인화 (mass personalization) 등에 활용된다. 

분석적 지능과 관련된 AI는 서비스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집단 

지성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AI의 서비스 도입을 통한 성과 중 

가장 대폭적인 변화이기도 하다. 

직관적 지능은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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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전체론적이고 경험적인 사고와 

관련된 지능으로 볼 수도 있으며 (Sternberg 1984, 1999, 2005), 

상황에 대한 ‘이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더 나아가, 직관적 

지능이 HI와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Kurzweil, 

2005, p. 260). 이러한 직관적 지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들의 특성은 

복잡하거나, 창의적이거나, 혼잡하거나, 전체적이거나, 경험적이거나 

상황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감적 지능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감정적으로 

적합한 반응을 보이고,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된 

지능이다 (Goleman 2012). 이로 인해 공감적 지능에는 인간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과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인 

관계, 사회적, 사람 기술이 포함된다 (Gardner 2011; Johnson 2014). 

이러한 개념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AI를 세 분류로 구분한다 

(Hollebeek, Clark, and Macky 2020). 기계적 지능과 연결된 개념인 

로봇 공정 자동화 (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인간의 개입 

없이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며 분석적 지능과 연결된 개념인 머신 러닝 

(Machine Learning; ML), 머신 러닝의 부분적 개념으로 생물학적 신경 

체제를 모방하여 직관적 지능과 연결된 개념인 딥러닝 (Deep Learning; 

DL)이 각각의 분류에 해당한다. 

 

(2) FLSR의 정의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논문에서 FLSR의 정의에 대해 논하기 위해, 

우선 서비스 로봇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서비스 로봇은 

조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작용하고 소통하는 시스템 

기반의 자율적이고 적응 가능한 인터페이스로 정의될 수 있다 (McLe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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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21; Wirtz et al. 2018, p. 909). 

McLeay et al. (2021)에서는 AI 기술이 적용된 로봇이 그 형태에 

따라 인간형 (humanoid) 내지는 비인간형 (non-humanoid)으로 나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e.g., Writz et al. 2018), 동일한 수준의 

능력과 활용성, 지능형 기술을 지닌 로봇에 관해 인간형에 한하여 

FLSR으로 규정하는 한편 비인간형은 셀프 서비스 기기 (self-service 

machine)로 명명하였다. 

 

(3) 일선 서비스에서 로봇의 역할 

 

해당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FLSR이 고객들로 하여금 AI 

도입에 따른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가능성에 대한 인식 중 각각 무엇을 

대두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Larivière et al. 

(2017)의 논문에서는 고객 대면 서비스 상황에서 로봇이 수행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AI가 노동력 증원에 

투입되어 인간 직원들을 보조하고 그들과 협업하는 역할 

(augmentation; 이하 증원)을 수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직원을 대체하는 역할 (substitution; 이하 대체)이다. 해당 논문에서는 

AI를 기반으로 한 일선 서비스 로봇이 직원들을 대체하는지 혹은 

증원하는지에 대한 차이가 해당 분기점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요약하자면, FLSR이 노동력 증원을 위해 도입되었는지, 혹은 인간 

직원 대체를 위해 도입되었는지에 따라 AI의 서비스 도입에 대한 

고객의 인식이 바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고객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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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 참여 

 

(1) 고객 온라인 참여 

 

이러한 고객의 반응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고객 참여 (customer 

engagement; CE), 그 중에서도 온라인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고객 참여는 관계 마케팅 (Chen et al., 2017)과 

관련하여 서비스 분야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Vargo and Lusch, 2008; 

Brodie et al., 2011), 사회 교환과 상호 호혜적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사회 교환 이론의 맥락에서도 다루어지는 개념이다 

(Alvarez-Milan et al., 2018). 

기존 문헌 연구에 따르면, 고객 참여는 행동적 (van Doorn et al. 

2010), 심리적 (Bowden 2009; Brodie et al. 2011), 혹은 가치 기반 

(Kumar et al., 2019) 관점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 고객 참여의 기본 

(Cohen, 1988)은 고객과 브랜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Hollebeek, 2018) 경험 기반적이고, 주관적이며, 맥락기반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Brodie et al., 2011). 또한, 고객 참여는 금전적 

거래의 범위를 넘어선 기업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시사한다 (van Doorn 

et al., 2010). 이러한 점에서 관계 마케팅과의 연관성 또한 지닌다 

(Vivek, Beatty and Morgan 2012).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객 참여는 

상황적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Hollebeek, 2011; Dessart et al., 

2016). 

고객 참여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면적 개념 (Calder et al., 2009; Brodie et al., 2013; 

Hollebeek et al., 2014)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고객 참여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심리적 측면에 기반하고 있으며 행동적 요소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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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측면에 내포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행동적 고객 참여가 여타 

측면들에 비해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Harmeling et al., 2017, p. 

314). 더욱이, 사회적 고객 참여에 대한 논의에서도 사회적 고객 참여를 

행동적 고객 참여의 일환으로 보기도 한다 (Hollebeek 2018). 또한, 

행동적 고객 참여는 브랜드 및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 참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관찰과 측정이 가능하다. 고객 참여와 관련된 

여타 측면들은 보다 암시적이기에 측정이 어렵거나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이처럼 고객 참여와 관련하여 행동적 측면의 

주요함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본 논문에서는 행동적 고객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동적 고객 참여는 소비 (consumption), 기여 

(contribution), 생산 (creation)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Muntinga et al. 2011). 소비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의 고객 참여이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흔한 브랜드 연관 행동이다. 

브랜드와 관련된 정보 및 콘텐츠를 찾아보는 등의 행동이 소비 수준의 

고객 참여의 예시이다. 기여는 소비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고객 참여로, 

브랜드와 관련된 동료간, 혹은 동료-컨텐츠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이다. 온라인 상에서 타인에 의해 생산된 브랜드 관련 컨텐츠를 

공유하거나, 댓글 등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생산은 가장 높은 수준의 고객 참여로, 브랜드와 관련된 컨텐츠를 직접 

만들고 이를 공유하는 행동으로 대표된다 (Muntinga et al. 2011; 

Schivinski et al. 2016). 

고객 참여가 이루어지는 매체 중 하나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등이 부상하면서, 온라인 상에서의 고객 참여에 대한 고려 또한 

주요한 논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SNS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의사소통 기술 영역 전반에 걸쳐 일어난 



 

 10 

변화의 여파로 고객-기업 사이의 관계가 새로운 형태로 재구축 되었다. 

그 일환으로,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서 힘과 가치 창출의 영역이 

기업으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동하게 되었다 (Berthon et al. 2012). 즉, 

행동적 고객 참여의 측면에서 볼 때,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온라인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고객들의 소비와 기여, 생산 행동이 기업에 더욱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가 대두된 셈이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하여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소셜 미디어 상의 브랜드 계정을 팔로우 하고 있으며 (Wilson 

et al. 2010) 미국의 성인 중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비율은 2005년 

5%에서 2019년 72%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Pew Research, 2019). 

이는 소셜 미디어가 주요한 전달력을 지닌 동시에 고객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매체로 성장하였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고객 

참여가 기업 입장에서 주요한 전략적 요소이며 (Brodie et al. 2011) 

고객 참여 유도 방안 등을 통해 기업의 성과가 달라진다는 점 

(Hollebeek et al. 2014)을 고려할 때, 소셜 미디어 상에서 고객들의 

브랜드 관련 참여를 어떻게 촉진시키고 또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Wang and Lee 2020). 

FLSR의 도입 수준, 즉 기존의 인간 직원에 증원되는지 혹은 기존의 

인간 직원을 대체하는지, 두 요소의 차이가 고객들의 참여를 변화시키며, 

이는 온라인 상에서 유효하리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기반한 첫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FLSR이 증원을 위해 도입된 경우, 기존의 인간 직원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경우에 비해 고객들의 온라인 참여 

의사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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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랜드 친밀감 

 

 친밀감이란 관계 내에서의 따뜻한 교류와 감정을 의미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감정이다. 이에 따라 친밀감은 상대방에 

대한 친숙함과 개방성의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Fournier, 1998). 

기존 문헌에 따르면, 대인 관계에서 사랑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대인적 측면에서 사랑의 삼각 이론에서 정의된 바 있다 (Stenberg 

1986). 이에 기반하여 등장한 개념인 브랜드 친밀감이란 고객과 기업 

간의 애정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브랜드와 고객 사이의 관계에 

존재하는 유대감과 연결성을 의미한다 (Yim et al. 2008).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은 브랜드 친밀감을 "순간적이고 거래적인 교환을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계로 상호 작용으로 변화시키는 (Yim et al. 2008)" 

고차원적인 사랑의 구성 요소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브랜드 친밀감은 

관계 마케팅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즉, 관계 마케팅의 관점에서 

친밀감은 신뢰, 헌신, 식별 및 호혜와의 관계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즉, 구매 이후의 고객 참여에 대해 고객들이 브랜드에 대해 

지니고 있는 친밀감의 정도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제시되는 두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H2: FLSR이 증원을 위해 도입된 경우, 기존의 인간 직원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경우에 비해 고객들의 친밀감이 

높을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온라인 참여 의사가 

증가할 것이다. 즉, FLSR의 역할과 고객들의 온라인 참여 

사이의 관계를 고객들의 브랜드 친밀감이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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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사전 실험 

 

본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MTURK에서 시나리오와 이미지를 

기반으로 FLSR이 증원의 목적으로 도입되었는지 혹은 대체 목적으로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자극물을 통해 조작하여 

이에 따른 결과 변화가 의도한 바에 따라 나타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증원 조건과 대체 조건 모두 공통적으로 휴가를 위해 평소에 

주로 이용하던 가까운 공항을 방문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항공사에서 Max라고 이름 붙여진 FLSR을 

도입하였다는 상황 또한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해당 FLSR은 여권의 

스캔을 도와준 후, 직원들이 탑승 수속을 진행하는 게이트로 참가자들을 

안내해 준다고 가정되어 있으며, 해당 시나리오와 함께 인간형 FLSR의 

이미지 또한 제시하였다 (McLeay et al. 2021). 이후, FLSR이 증원 

목적으로 도입된 상황에서는 참가자들이 신문을 통해 서비스 로봇이 

직원들을 보조하고 있으며, 서비스 로봇 도입으로 인한 기존 직원의 

해고 및 인력 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읽었다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반면, FLSR이 직원 대체 목적으로 도입된 상황에서는 참가자들이 

승무원에게 서비스 로봇이 몇몇 직원들을 대체할 것이며, 서비스 로봇이 

지상직 승무원들의 업무를 대체하여 기존 직원의 해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후, AI가 훗날 서비스 분야에서 

인간을 돕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AI가 

훗날 서비스 분야에서 인간들의 직업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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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질문에 각각 7점 척도로 대답하도록 하였다 (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몹시 그렇다). 

해당 시나리오와 이미지를 기반으로 MTURK에서 50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실험을 진행하였다 (  = 41.4, 44%의 

여성 참가자). 그 결과, 해당 자극물들의 조작 점검이 성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LSR이 증원 목적으로 도입된 조건의 경우, FLSR이 

대체 목적으로 도입된 조건에 비해 AI가 서비스 분야에서 인간을 돕는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강했다 (  = 

6.04,  = 4.36; p<0.01). 또한, FLSR이 직원들을 대체하는 

조건의 경우, FLSR이 증원 목적으로 도입된 조건에 비해 AI가 서비스 

분야에서 인간의 직업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강했다 

(  = 6.05,  = 4.04; p<0.01). 이를 통해, 해당 

시나리오와 이미지를 실험을 위한 자극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 2 절 본 실험 

 

 

1) 실험의 절차 

 

 MTURK에서 200명의 실험자를 모집하여 AI가 증원 목적으로 

도입된 경우와 대체 목적으로 도입된 경우에 각각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실험 참여에 동의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조건에 

배정된 참가자들의 상황 조작을 위해 사전 실험에서 검증된 자극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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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에게 온라인 참여 의사에 대해 묻는 항목에 

각각 대답하도록 안내하였다. 앞서 문헌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당 

온라인 고객 참여는 소비, 기여, 생산의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뉘어 

측정하였다 (Muntinga et al. 2011; Schivinski et al. 2016). 세 수준 

모두 각각 두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몹시 그렇다). 소비의 경우 

‘해당 시나리오에서 언급된 항공사와 관련된 게시물을 소셜 미디어에서 

읽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언급된 항공사를 소셜 

미디어에서 팔로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로 측정되었다. 기여의 

경우, ‘해당 시나리오에서 언급된 항공사와 관련된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할 의사가 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언급된 항공사와 관련된 

게시글을 공유할 의사가 있다’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생산의 경우,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해당 시나리오에서 언급된 항공사와 관련된 

게시글을 작성할 의사가 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언급된 항공사와 

관련된 리뷰를 작성할 의사가 있다’로 측정되었다 (Schivinski et al. 

2016). 

이후, 실험 참가자들이 실험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ttention check를 진행한 뒤 브랜드에 대한 친밀감을 측정하였다. 총 

네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질문은 ‘해당 항공사가 

나에 대해 염려한다고 느낀다’, ‘해당 항공사가 나의 말을 경청한다고 

느낀다’, ‘해당 항공사가 나를 이해한다고 느낀다’, ‘해당 항공사를 

더 자주 이용할 의사가 있다’이며 (Ellemers, Van Knippenberg and 

Wilke 1990; Thorbjørnsen et al. 2002), 앞서 고객 온라인 참여와 

마찬가지로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몹시 그렇다). 

이후, 성별과 나이를 비롯한 인구통계학적 항목을 기입하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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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종료하였다. 

 

2) 실험 결과 

 

Attention check를 통과하지 못한 실험 참가자를 비롯하여 응답이 

완료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외하고 총 175명의 데이터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  = 41.17, 48.6%의 여성 참가자). 이후 소비, 기여, 

생산의 세 수준으로 나뉘어 측정된 값들의 평균을 구하여 고객의 온라인 

참여 의사 항목으로 변환하였다. 친밀감에 대한 측정값 또한 네 질문의 

응답에 대한 평균을 구하여 확보하였다. 

이후, 가설 1을 검정하기 위해 조건에 따른 온라인 참여 의사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 4.49,  = 4.36으로 가설대로 나타났으나 양쪽 

유의 수준이 0.613으로, 해당 가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가설 2를 검정하기 위해 process model macro를 

이용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Hayes 2017). 그 결과, 독립표본 t검정에서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간접 효과는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직접 효과 또한 유의하다는 것이다 (p<0.05). 단, 두 변수 간의 

관계는 가설에서 설명한 바와 달리,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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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설 1의 검정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AI가 증원의 목적으로 

도입된 경우 기존 직원 대체 목적으로 도입된 경우에 비해 고객의 

온라인 참여 의사가 증가하는 방향성은 나타나는 반면, p-value가 

유의하지 않으므로 가설 1은 지지되지 않는다. 또한, 가설 2의 검정 

결과 AI가 증원의 목적으로 도입된 경우 기존 직원 대체 목적으로 

도입된 경우에 비해 고객이 브랜드를 향해 느끼는 친밀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온라인 참여 의사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매개 효과를 제외한 직접 효과의 경우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다. 즉, 

매개 효과를 제외하고 볼 때, AI가 직원 대체 목적으로 도입된 경우 

AI가 증원 목적으로 도입된 경우에 비해 고객들의 온라인 참여 의사가 

높다. 

 

 

제 3 장 결    론 

 

 

제 1 절 시사점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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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사점 

 

해당 연구에서는 AI의 도입 목적에 따라 고객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즉, AI가 

노동력 증원 목적으로 도입될 때와 기존 직원 대체 목적으로 투입될 때 

고객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온라인 도메인에서의 고객 참여 

의사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AI의 도입이 고객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일선 서비스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가정하여 고객과 

AI의 접점 상황이 두드러지는 FLSR의 도입에 대한 고객 반응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두 조건 사이의 브랜드 친밀도 

차이가 지닌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실험에서, AI가 노동력 증원을 위해 투입된 경우 기존 인간 

직원을 대체하기 위해 투입된 경우에 비해 고객이 느끼는 브랜드 

친밀도가 높으며, 이는 곧 고객의 온라인 참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시나리오에서는 가상의 브랜드에 대해 

가정하였으며 브랜드 친밀도가 곧 관계 마케팅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AI의 도입이 기존 인간 직원과의 혼재를 통해 증원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고객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으나, 기존 인간 직원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도입되는 경우 고객들의 

친밀도 내지는 구매 이후의 고객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한계 

 

해당 연구에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지점은 독립 변수인 FLSR의 역할 차이와 종속 변수인 고객의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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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가설을 통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부분이다. 특히, 실험을 위해 사용된 자극물의 조작 점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만큼, 해당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Hollebeek, Sprott and Brady의 2021년 연구 제안서에 따르면, 

AI의 역할 수행이 인간 직원의 것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경우 고객들은 본인들이 AI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받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인간 직원이 서비스 전달을 수행하고 있을 

때와 비교해서 고객 참여 수준이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AI에 의한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객들이 

인지하게 되는 경우, AI의 분류에 따라 추후 고객 참여의 양상이 

달라진다고 예상한 바 있다. 기계적 지능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RPA AI의 경우, 서비스 전달 시점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고객 참여 

의사가 줄어들며, 결과적으로는 부정적 고객 참여로 이어진다고 

예상하였다. 분석적 지능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머신러닝 AI의 경우, 

직원과의 서비스 교류가 거래적이고 업무적일수록 이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AI가 서비스 전달을 수행할 경우, 기존 인간 직원이 서비스 

전달을 수행하는 경우에 비해 고객 참여 의사가 증가한다고 예측하였다. 

반면, 고객이 기업과 결착을 느껴 서비스 전달이 관계적 교류에 가까운 

경우, AI가 인간 직원을 대체한다는 사실에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어 

인간 직원이 서비스 전달을 수행하는 경우에 비해 고객 참여 의사가 

감소한다고 예측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문헌 연구의 한계점 및 개선점에 대해 추론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고객 참여의 내용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실험 

참가자들에게 묻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보완이 가능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고객과 브랜드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기존의 관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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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를 통해 연구 보충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브랜드에 대한 친밀도 

이외에 직원들에 대한 친밀도 또한 유의미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제 2 절 추후 연구 

 

본 논문을 기반으로 하여 몇 가지 추후 연구가 진행 가능하다. 

첫 번째로, 종속 변수의 범위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가령, 고객 

참여의 범위를 온라인을 넘어 기존의 WOM (Word of Mouth) 등 

오프라인에서의 참여로 넓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고객 참여 의사와 부정적인 고객 참여 의사를 구분하여 각각의 

상황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조절 변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령, 고객과 브랜드 

사이의 거래 양상이 거래 기반인지 관계 기반인지에 따라 고객 참여 

의사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I가 

기존 직원을 보조하는 노동력 증원 목적으로 투입된 경우 고객의 

친밀감이 매개 역할을 하여 고객의 온라인 참여 의사가 증가한다면, 

반대로 AI가 기존 직원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투입하는 경우 온라인 

참여 의사 감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매개 변수는 어떠한 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 가능하다. 즉,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매개 변수를 탐구하는 이중 매개 연구 진행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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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improvement of AI is gradually accelerating, people 

are focusing on the double-sideness of the prediction about  

consequences of AI’s development and adaptation. On the one hand, 

there is a positive prediction that AI would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 humanity with its efficiency and reasonable 

decision-making process that can deal with huge amount of data.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negative prediction that worries about 

AI adaption in industry as it might take over jobs and tasks from 

human employees and might replace human cognitive capacity. In 

this situation, service organizations are increasingly introducing 

FLSRs – front-line service robots as an innovative improvement 

plan. Alike issues related to the adaptation of other kinds of AI 

implemented machines, introducing FLSRs at service encounters 

have both positive expectations about increased efficiency and 

negative concerns about deprivation of jobs from human employees. 

Based on these abovementioned ideas, this paper considers the 

level of FLSRs’ application in service encounters – (1) 

augmentation and (2) substitution to observe the difference of 

customers’ responses between two levels. Specifically, this paper 



 

 27 

focus on the change that might be induced in online domain, by 

observing the difference of intentions of customers’ online 

engagement while exploring the roles of brand intimacy in that 

process. Through reviews and studies in this paper, the implications 

about the direction and cautions while introducing AI into service 

domain might b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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