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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의향과 관련,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여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독립변수에 의인화, 서비스다양성, 이용 용이성, 인지된 사생활 침해를 포함하였고, 매개변수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즐

거움을 포함한 모델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스피커의 의인화, 서비스 다양성, 이용 용이성은 인

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인지된 사생활 침해는 인지된 유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인공지능 스피커의 의인

화, 서비스 다양성, 이용 용이성은 인지된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인지된 사생활 침해는 인지된 즐거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했다. 셋째,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함으로써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즐거움은 이용 의향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인지된 즐

거움이 인지된 유용성보다 이용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경로분석 결과, 인공지능 스피커의 

이용 의향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경로는 ‘서비스 다양성→인지된 즐거움→이용 의향’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This study included anthropomorphism, service diversity, ease of use, and perceived privacy invasion in independent variables in order 

to be able to explain well by applying an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n relation to the inten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s, which are recently attracting attention as a next-generation platform. In addition, a model including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njoyment as parameters was desig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thropomorphism, diversity of 

services, and ease of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s had positive(+) effects on perceived usefulness, and the perceived privacy 

invasion had a negative(-) effects on perceived usefulness. Second, the anthropomorphism, diversity of services, and ease of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s had positive(+) effects on perceived enjoyment, and perceived privacy invasion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perceived enjoyment. Third,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njoyment by us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 had 

positive(+) effects on the intention to use, and the perceived enjoyment had a much stronger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than the 

perceived usefulness. Finally, as a result of path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most influential path for the intention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s was ‘service diversity → perceived enjoyment → intention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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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라디오 청취나 음악 감상에 사용되던 스피커가 음성인식 기술과 만나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성인

식과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단순하게 소리를 전달하는 기기에서 생각하고 관리하는 인공지능(AI) 스피커로 변신 

중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인공지능 스피커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날씨, 음악, 일정, 상품 등의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들을 이용

할 수 있는 대화형 음성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로 인공지능 발전과 함께 시장을 확장해가고 있다[1]. 이미 구글, 아마존, 애

플 등 글로벌 IT 기업이 이 시장에 진입하였고, 국내에서도 SK 텔레콤, KT, 네이버, 카카오 등이 이 시장에 참가하였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단순히 혁신적인 제품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플랫폼(Platform)의 원래 

뜻은 기차나 전철에서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의미하는데 오늘날에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통

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한경 경제용어사전). PC 시대에는 마우스와 그래픽 중심의 UI(User 

Interface)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나 스마트폰이 나타나면서 터치 기반 UI 플랫폼이 등장했고, 이제 기업은 차세대 UI 플랫폼으로 

‘음성’에 주목하고 있다. 음성 기반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스마트홈으로 가는 사물인터넷(IoT) 시장을 쉽게 선점할 수 있기 때문

으로, 스마트홈은 집안의 각종 가전제품 등을 통신으로 연결해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집을 의미한다. 이 핵심에 인공지능 

스피커가 자리잡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의 선두주자는 아마존으로 2014년 인공지능 ‘알렉사(Alexa)’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스피커 ‘에코

(Echo)’를 공개했고, 구글은 2016년 인공지능 비서 ‘어시스턴트(Assistant)’가 탑재된 ‘구글홈’을 출시했다. 이어 애플에서도 

2017년 인공지능 스피커 ‘홈팟(Homepod)’을 출시하는 등 음성인식 기반 스마트홈 플랫폼 선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국내

에서도 KT의 기가 지니(GiGA Genie), SKT의 누구(NUGU), 카카오 미니(mini), 네이버의 클로바(Clova) 등 통신 및 인터넷 사

업자들이 연이어 인공지능 스피커를 출시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2].

하지만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혁신 기술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미 스마트 TV와 3D TV, 화상전화 등

의 사례에서 경험하였듯이 혁신 기술은 소비자의 수용 거부와 혁신 저항에 직면하여 대중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혁

신 기술이 소비자의 혁신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대중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

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3]. 현재까지 인공지능 스피커의 이용의도에 대해 일부 연구가 있었지만 초기 단계 수준이며, 신기

술 제품의 수용과 관련 설명력이 매우 높은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xtended TAM)을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 스피커 이용의향과 관련,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의 설명력을 확대한 확장

된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여 인공지능 스피커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본 모델은 Davis(1989)가 신규 기술에 대한 조직원들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해 합리적 행위 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에 바탕을 두고 개발하였다. 합리적 행위 이론은 사회심리학 분야의 이론으로 인간 행위에 대한 논

리적인 기술을 필요로 한다. 합리적 행위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수용모델에서는 조직 내 혁신에 대해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 이용의도와 실제 행동 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 수용 과정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

을 밝히고자 하였다[4]. 특히 기술수용모델은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을 중요한 신념으로 기술 수용 과정을 설명한다. 인

지된 용이성은 특정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뜻하고,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자가 특정 시스템 이용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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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업무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믿는 정도이며 시간적,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기술수용모델의 핵심은 사

용하기가 용이할수록 더 유용한 것으로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용한 것으로 지각된 신기술은 태도와 행동의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5]. 이 모델은 다수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수용과정을 설명하며 설명력과 예측력이 높은 모델임이 입증되었

다. 기술수용모델은 많은 실증연구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기술수용모델이 적용된 기술의 종료로는 인터넷, 스

마트폰, 전자상거래, 온라인뱅킹, IPTV, 애플리케이션 등 다수가 있다[6].

하지만 이론적 틀의 간명성 등은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는데, 서여주 등(2014)에 따르면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

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신기술의 특성은 고려치 않은 채 의도를 파악하게 되었다[7]. 이후 기술수용모델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확

대하기 위해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 요인들을 포함한 연구들이 제안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지적에 대한 대안

으로 Davis와 Venkatesh는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제시한다.

2.2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xtended TAM)

Davis(1989)가 기술수용모델을 발표한 이후 초기의 연구 형태는 기술수용모델을 지지하거나 변수들의 측정지표를 재확인하

는 연구들로 주로 진행되었으며, 이 연구들은 대부분 기술수용모델의 핵심 변수인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측정하는 

측정지표의 타당성 평가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고 주로 단순한 정보기술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의 연구들은 기

술수용모델에 영향을 주는 외부 변수들을 제시하는 연구들로 기술수용모델의 핵심 변수인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의 선

행 변수들을 밝혀내어 정보기술 수용의 예측력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8].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TAM)에 관한 연구

들을 살펴보면 독립변수로 개인적 특성요인, 사회적 특성요인, 시스템 특성요인에 관한 변수들이 이용되었고, 매개변수로는 지

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외에 즐거움, 신뢰, 위험 등의 추가 신념변수들이 사용되었다. 조절변수로 인구통계학적 변수, 개인

적 특성 변수, 문화적 변수들이 사용되었고, 종속변수로는 이용의도, 수용의도, 구매의도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9].

Venkatesh & Davis(2000)는 기술수용모델(TAM)에 자발성, 직무관련성, 이미지, 주관규범 등 다양한 변수들을 추가한 확장

된 기술수용모델(Extended TAM)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직무관련성, 이미지, 주관규범 등 외부 변수들은 모두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으며,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은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0]. Argarwal & 

Karahanna(2000)는 자기효능감, 유희성, 개인 혁신성 등을 외부변수로 하여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검증한 결과, 유희성과 개

인 혁신성은 인지된 신념에 영향을 주었으며, 신념과 자기효능감이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11]. 문지원과 김영구(2001)에 따르면 인터넷 수용의도에 있어 기술수용모델의 기본변수로 지각된 즐거움을 추가하여 

분석을 한 결과,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즐거움이 모두 수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웹사이트와 

모바일 등을 전자상거래에서도 수용자의 사용의도, 구매의도 등을 고찰하는데 있어 기술수용모델의 유용성과 용이성 등은 유용

한 변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 이 범주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징, 조직적 특징, 기술적 특징과 같은 변수들이 기술수용모델의 외

부 변수들로 분석되었다[13].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진천천과 박현정(2018)은 VR기기 수용과 관련, 자기효능감과 콘텐츠 다

양성을 외부변수로 하여 매개변수와 수용의도를 분석한 결과, 콘텐츠 다양성과 자기효능감이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지

각된 유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4]. 이렇듯 기술수용모델의 확장은 태도와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

부 변수와 새로운 신념변수를 파악하여 수용자의 수용태도와 의도를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15].



62 ∙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Vol.8, No.4, 2020

3. 연구 방법

3.1 연구모델(Research model)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고찰들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스피커의 이용의향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세워보았다. 

외부변수로 인지된 유용성과 즐거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의인화, 서비스 다양성, 이용 용이성, 인지된 사생활 침해를 포

함하였다. 이를 반영한 본 연구의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다양성

(Service Diversity)

의 인 화

(Anthropomorphism)

이용 용이성

(Ease of use)

인지된 사생활 침해

(Perceived Privacy Invasion)

인지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

인지된 즐거움

(Perceived Enjoyment)

이용 의향

(Intention to use)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Hypothesis)

의인화는 제품, 로봇, 동물 등 인간이 아닌 대상에게 인간과 비슷한 속성, 감정 등을 부여함으로써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

럼 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16]. 의인화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의인화가 인공지

능 스피커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유정 등(2017)은 의인화된 인공지능 스피커는 인간에게 친밀감을 

유도하고 신뢰도를 높여 지속 이용의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17], 박지혜와 주재우(2018)는 실험연구를 통해 이용자

들은 웃고 있는 눈을 가진 인공지능 스피커가 오류를 범할 때 의인화가 되지 않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실수를 범할 때보다 높은 지

속적 이용의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내놓았다[18]. 이렇듯 의인화는 정보기기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인공지능 스피커의 의인화는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이용

의향에도 정(+)의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연구에서 의인화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람과 유사하게 행동하고 상호작

용하는 것처럼 느끼는 정도’로 정의되었다.

H1-1: 인공지능 스피커의 의인화는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H1-2: 인공지능 스피커의 의인화는 인지된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서비스 다양성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제공하는 음악재생, 날씨안내, 네비게이션, 일정안내, 쇼핑, 문자보내기, 홈가전 제품 통

제, 뉴스검색 등 서비스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혁신제품의 경우, 콘텐츠 또는 서비스 다양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데, 3D 게임, 

온라인 쇼핑, 영화 등에서 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콘텐츠가 다양하다고 생각될수록 지각된 유용성이 향상될 수 있다. Y. Jung et 

al.(2009)에 따르면 모바일 TV의 콘텐츠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콘텐츠나 서비스가 

다양하면 할수록 이용자의 선택권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서비스 다양성은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즐거움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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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1: 인공지능 스피커의 서비스 다양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H2-2: 인공지능 스피커의 서비스 다양성은 인지된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용 용이성은 이용자가 신기술과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 느끼

는 정도를 뜻한다. 다수의 기술수용모델을 활용한 연구에 의하면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수용 혹

은 지속 이용의도에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하고 있고, Thong et al.(2006)은 인지된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며 지속적 이용의도에 간접적 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20]. 본 연구에서도 혁신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

능 스피커의 이용 용이성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즐거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H3-1: 인공지능 스피커의 이용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H3-2: 인공지능 스피커의 이용 용이성은 인지된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인지된 사생활 침해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도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인공지능 스피

커는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사적인 내용도 기기가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개인의 프

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청아 등(2015)에 따르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수용의사가 낮을 수 있다고 하였다[21].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수록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즐거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H4-1: 인지된 사생활 침해는 인지된 유용성에 부(-)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H4-2: 인지된 사생활 침해는 인지된 즐거움에 부(-)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자가 특정 시스템을 이용할 때 그 시스템으로 인해 사용자의 업무 또는 수행에 있어 능력이 오를 것이라

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Davis(1989)는 유용성에 대해 잠재적 이용자가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믿는 신념

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Tornatzky and Klein(1982)은 유용성이 혁신 제품의 수용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주장하였고[22], 

Davis et al.(1989)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 용이성이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으며, Thompson(1998)의 연

구에서도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3]. 

H5: 인지된 유용성은 이용의향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인지된 즐거움은 이용자가 인공지능 스피커 이용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의 정도로 정의한다. 이용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대화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인지된 즐거움은 통합기술수용모형과 후기수용모형을 적용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쾌락적 가치 또는 정서적 요인으로서 지속적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2]. 최근 진천

천과 박현정(2018)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유희성은 VR기기의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도 인공지능 스

피커에 대한 인지된 즐거움은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H6: 인지된 즐거움은 이용의향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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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측정(Measurement)

본 연구의 변수들은 의인화, 서비스 다양성, 이용 용이성, 인지된 사생활 침해,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즐거움, 이용 의향이 있

다. 본 연구의 변수 측정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측정되었다. 각 변수의 측정 문항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타당

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측정 문항들을 채택하고 일부 문항은 본 연구에 적합하게 문항을 수정하였다. 각 측정 문항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Variables and measurement items

변 수 측정 항목 선행 연구

의인화

인공지능 스피커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같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할 때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박지혜ㆍ주재우(2018)

서비스 다양성

인공지능 스피커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차별화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 기능 중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Thompson(1998)

이용 용이성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이용하기 편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하는 것은 수월하다.

Davis(1989),

Venkatesh et al.(2000)

인지된 사생활 침해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는 동안 내 사생활이 노출될까 걱정된다.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Venkatesh et al.(2003)[24],

권혜선ㆍ김성철(2015)[25]

인지된 유용성

인공지능 스피커는 쓸모가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하는 것은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유용할 것이다.

Davis(1989)

인지된 즐거움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하는 것은 즐거울 것이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하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하는 것은 재미있을 것이다.

Davis(1989),

손승혜 등(2011)[26]

이용 의향

나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다면 이용하고 싶다.

나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

나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다면 이용할 것이다.

Davis(1989),

손승혜 등(2011)

4. 실증 분석

4.1 표본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9년 5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14일간 네이버폼(네이버 설문조사)으로 작성한 설문지를 온라인상 카페, 카카

오톡 등에 게시 및 전파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총 165부를 수집하여 이 중 상대적으로 응답 성실도가 낮다고 생각되어지는 6

부를 제외하고 159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은 SPSS 22와 AMOS 2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 측정 문항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크론

바흐의 알파(Cronbach’s α) 값을 구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가설에 대한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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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표본의 일반적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 측면에서 남성이 105명(66%), 여성이 54명(34%)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2배 

정도 많았고, 연령대는 10대가 3명(1.9%), 20대가 15명(9.4%), 30대가 33명(20.8%), 40대가 87명(54.7%), 50대가 21명

(13.2%)으로 40대가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9명(5.7%), 대학교 재학이 3명(1.9%), 대학교 

졸업이 45명(28.3%), 대학원 재학 이상이 102명(64.2%)으로 분석되었다. 이용하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종류 측면에서 보면, 69

명(43.4%)이 이용하는 스피커가 없었으며, NUGU(SK텔레콤)가 21명(13.2%), 기가지니(KT)가 27명(17%), 클로바(네이버)가 

15명(9.4%), 카카오 미니(카카오)가 18명(11.3%), 구글홈(구글)이 6명(3.8%), 기타가 3명(1.9%)으로 분석되어 인공지능 스피

커 이용자 중 다수가 이용하는 종류는 기가지니, NUGU, 카카오미니 순이었다. 주 이용 목적(다중 선택 가능)은 날씨정보가 102

명, 뉴스가 48명, 인터넷 정보검색(E메일 포함)이 15명, 음악청취가 117명, 일정관리(캘린더)가 27명, 외국어 번역이 30명, 휴대

전화 및 문자메시지가 18명, 게임 및 오락이 3명, 소셜네트워크 연동이 6명, 사물인터넷(주변기기 호환)이 42명, 기기와의 대화

가 21명, 기타가 3명으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이용자는 음악청취, 날씨정보, 뉴스청취, 사물인터넷 등을 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4.3 측정 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측정 문항의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값은 Table 2와 같이 .708~.958로 나타나 내적 일치도는 부합한 것으로 확인되었

고, 측정 변수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Table 2 참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7개) 변수의 측정 항목에 대한 요인 부하량 t값이 모두 유의미(p<.001)하게 나타났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 평가에서는 카이스퀘

어(χ2=19.692, p=.001, χ2/df=4.923) 값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GFI(.968), SRMR(.029), CFI(.978), 

NFI(.973), TLI(.885) 값이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켜 모델은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연구 모형의 집중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개념타당도(CR) 값과 평균분산추출(AVE) 값을 점검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념타당도 

값은 모든 변수들이 기준치[27]인 0.7 이상을 나타내어 본 연구 모델은 집중타당도를 갖추었고, 평균분산추출 값도 기준값인 0.5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어 판별타당도도 갖추었다고 평가하였다.

4.4 연구가설의 검증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인화, 서비스 다양성, 이용 용이성이 높을수록 인지된 유용성

(.242, p<.001 / .389, p<.001 / .231, p<.001)과 인지된 즐거움(.172, p=.006 / .541, p<.001 / .303, p<.001)은 증가하였고, 인지된 

사생활 침해는 예상한 대로 인지된 유용성(-.195, p<.001)은 감소시켰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인지된 즐거움(-.051, p=.412)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다음으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즐거움은 이용 의향(.183, p=.042 / .751, p<.001)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요인은 의인화, 서비스 다양성, 이용 용이성, 인지된 사생

활 침해로 모든 요인이 포함되지만, 인지된 즐거움에는 인지된 사생활 침해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 4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은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즐거움은 이용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이 과정에 인지된 즐거움은 인지된 유용성보다 이용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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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 p<.001

요인 하부 요인 크론바흐 알파
표준화 

회귀계수
S.E. C.R.

CR

(개념타당도)

AVE

(평균분산추출)

의인화

(anthropomophism)

am1

.892

0.899 .139 11.336 ***

0.897 0.745am2 0.945 .136 11.605 ***

am3 0.731 - -

서비스 다양성

(service diversity)

sd1

.880

0.814 .095 11.550 ***

0.881 0.712sd2 0.893 .090 12.815 ***

sd3 0.822 - -

이용 용이성

(ease of use)

eu1

.893

0.853 .080 11.857 ***

0.898 0.747eu2 0.954 .080 12.964 ***

eu3 0.777 - -

인지된 사생활 침해

(perceived privacy 

invasion) 

pi1

.708

0.852 .142 7.601 ***

0.740 0.506pi2 0.789 - -

pi3 0.413 .103 4.749 ***

인지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

pu1

.914

0.864 .073 15.696 ***

0.918 0.788pu2 0.908 .063 17.584 ***

pu3 0.891 - -

인지된 즐거움

(perceived enjoyment)

pe1

.958

0.950 .037 28.596 ***

0.960 0.888pe2 0.912 .039 23.452 ***

pe3 0.965 - -

이용 의향

(intention to use)

ui1

.954

0.947 .038 23.894 ***

0.952 0.869ui2 0.914 .044 20.986 ***

ui3 0.936 - -

주 : χ2=19.692(p=.001), df=4, χ2/df=4.923 GFI=.968, SRMR=.029, CFI=.978, NFI=.973, TLI=.885

Table 3. Test results *** p<.001

구 분 경 로 계수값 S.E. C.R. P 검증결과

가설 1-1 의인화 → 인지된 유용성 .242 .058 4.190 *** 채택

가설 1-2 의인화 → 인지된 즐거움 .172 .063 2.732 .006 채택

가설 2-1 서비스 다양성 → 인지된 유용성 .389 .074 5.253 *** 채택

가설 2-2 서비스 다양성 → 인지된 즐거움 .541 .081 6.695 *** 채택

가설 3-1 이용 용이성 → 인지된 유용성 .231 .068 3.377 *** 채택

가설 3-2 이용 용이성 → 인지된 즐거움 .303 .075 4.061 *** 채택

가설 4-1 인지된 사생활 침해 → 인지된 유용성 -.195 .057 -3.412 *** 채택

가설 4-2 인지된 사생활 침해 → 인지된 즐거움 -.051 .062 -.821 .412 기각

가설 5 인지된 유용성 → 이용 의향 .183 .090 2.038 .042 채택

가설 6 인지된 즐거움 → 이용 의향 .751 .081 .9.290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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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5.1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최근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이용 의향과 관련,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여 인

공지능 스피커 이용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검증하고자 진행되었다. 독립변수로는 의인화, 서비스 다양성, 이용 용

이성, 인지된 사생활 침해를 사용하였고, 매개 변수로는 기술수용모델의 대표적 변수인 인지된 유용성과 이후 연구에서 제기된 

인지된 즐거움을 포함하여 이용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스피커의 의인화, 서비스 다양성, 이용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인지된 사생활 침해

는 인지된 유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예상했던 바로 이용자들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람과 

유사하고 서비스가 다양하며 사용이 용이하다고 생각할수록 인공지능 스피커를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인공지능 스피커의 유용성을 낮게 생각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인공지능 스피커의 의인화, 서비스 다양성, 이용 용이성은 인지된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인지된 사생활 침해

는 인지된 즐거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의인화, 서비스 다양성과 이용 용이성이 

인지된 즐거움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인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용자의 즐거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의인화에 관심을 경주함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사용하기 쉽게 만들 필

요가 있다. 한편, 인지된 사생활 침해가 예상한 대로 인지된 즐거움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한 이유는 상당수의 이용

자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할 때 사생활 침해 우려는 다소 있지만 여전히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은 즐거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함으로써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즐거움은 이용 의향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특히 인지된 

즐거움이 인지된 유용성보다 이용 의향에 훨씬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이용자들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유

용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보다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스피커 이용이 즐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넷째, 경로분석 결과, 인공지능 스피커의 이용 의향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경로는 ‘서비스 다양성→인지된 즐거움→이용의향’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는 서비스를 다양화시키면 이용자들은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을 더 즐겁게 지각하게 되고 결과적

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더욱 강화됨을 의미한다.

5.2 시사점

현재 인공지능 스피커의 이용 의도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여 이용 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인공지능 스피커 이용과 관련,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즐거움은 중요한 인식 요인들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의 영향

력을 비교해 보면 지각된 유용성 보다는 지각된 즐거움이 이용자들의 이용 의향을 결정짓는 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인공지능 스피커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유용하다고 생각하

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무엇보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더군다나 현재와 같이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능이 낮은 상황에서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 구현 가능하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소비자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구비 및 외형적(디자인 등)ㆍ내면적(언어, 역할 등) 개선방안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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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인화, 서비스 다양성, 이용 용이성, 인지된 사생활 침해가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인식 요인을 거쳐 이용 의향에 영향

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인화를 더 느끼고 서비스가 다양하고 이용하기 용이하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사생활 침해 우려

를 낮게 생각할수록 인공지능 스피커를 더 유용하고 즐거운 기기로 생각하였다. 이런 결과를 실무적으로 적용하자면 인공지능 

스피커의 의인화 방식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다양화하며 사용하기 쉽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수집된 

개인정보 보안대책 강화 등) 하도록 설계 및 홍보를 한다면 소비자들의 이용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5.3 연구 한계점 및 후속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아직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전에 수행되어 몇 가지 측면의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가 인공지능 스피커 이용자 및 예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 의향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이기는 하지

만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은 응답자들은 실제 사용자 그룹과 비교할 때 다소 다른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

한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설문에 앞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을 시청 후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지만 두 그룹간 

오차를 완전히 줄이지는 못 했을 것이다. 

둘째, 연구의 표본 집단 수가 159명으로 작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정도 많고 학력도 대학원 재

학 이상이 많이 분포하는 등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본을 늘리고, 성비, 학력, 직업군 등의 고려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의 이용 의향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가격 효용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이 이용자 인식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용자 특성 중 혁신성, 자기효능감 등도 

이용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용자의 이용 의향까지만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구매 행동과의 인과관계까지 파악하

는 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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