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2016년 3월,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인공지능과 
인간의 바둑대결이 있었다. 대결의 결과는 인간의 승리

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인공지능의 압승으로 끝이 났
다. 이후, AI(Artificial Intelligence)산업은 기하급수
적으로 증대되기 시작했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ICT업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실제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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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AI 스피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개인적 
특성(자기효능감, 혁신성, 적합성, 즐거움)과 사회적 영향(사회적 동조, 사회적 이미지)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
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305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동조가 인지된 용이성에 대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혁신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대해 부적 영향을 나타냈고, 적합성
과 사회적 이미지는 정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셋째,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은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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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exogenous variables on the intention to 
use AI speaker. An online survey was administrated to 305 AI speaker users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self-efficacy, innovativeness, suitability, and enjoyment) and 
social impact (social conformity and social image) on perceived usefulness and easiness. The results 
indicate that (1) self-efficacy and social conformity have positively effect on perceived easiness; (2) 
suitability and social image have positively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whereas innovativeness has 
negatively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3)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iness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AI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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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AI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55.1%씩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되며, 규모는 470억 달러(약5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포럼(2016)에 따르면 4차 산업의 핵심적 활
용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이버물리시스템을 포함하고 있
다[1].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AI)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로봇공학 등의 기술들
은 과거 단절되어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분야들의 융·복
합을 가져왔고, 최근 이를 활용한 사물인터넷 분야가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

AI 스피커의 경우, 이용자의 대부분이 일반 대중이다. 기능
의 활용은 사물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생활 전반의 편의 기능에 
집중되어 있고, 기능적 측면 외에도 접근성, 친 성을 고려한 
콘텐츠 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AI 비서 서비스라는 
명칭까지 얻기 시작하였다. 

AI 비서는 이름처럼 단순 기기를 넘어 대화를 통한 
소통 시도와 스마트홈 서비스를 통제하고, 기존 기계들
과 다른 맥락으로 작동하고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
나 AI 산업의 빠른 성장과 달리, AI 스피커 이용 및 사
용자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AI 스피커 사용자들의 AI 스
피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
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바탕으로 다양한 외생요인(개
인적, 사회적 영향)을 추가하여 예측의 범위를 넓히고
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기술수용모델의 확장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이용자가 어떤 기술을 채택함에 있어 어떤 요
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주는 이론적 체계이다. 
이 이론적 체계의 중심 요인은 인지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과 인지된 용이성(perceived 
easiness)이다. 전자는 이용자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유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며, 후자는 특정 기술을 이용할 때 특별한 물리적 혹은 
정신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아도 쉽게 그 기술을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다. 기술수용모델은 이 두 
가지 주된 요인이 기술 채택자의 기술사용에 대한 태도
와 사용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쳐 실질적인 기술 채택에 
이르게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3]. 

새로운 기술이 소비자에게 소개될 때마다 기술수용
모델은 사용의도 영향력 분석 연구에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일관성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유는 
다양한 기술의 고유 특성과 기술수용 상황, 그리고 기
술의 유용성과 용이성 이외에 개입되는 수많은 외생변
인들의 영향이 기술 사용의도에 다른 영향을 주었기 때
문이다[4].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외생변인들이 인
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해당 외생변인들은 “자기효능감,” “유희성,” “혁신
성,” “시스템 품질,” “사회적 이미지와 임계점,” “기술 
사용경험,” “개인의 교육훈련,” “선택가능성,” “조작가능
성,” “비용,” “주관적 규범” 등이며, 소비자의 “내재적 
및 외재적 동기,” “미디어 이용동기” 등과 같은 심리적 
동기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7]. 모바일인터넷, IPTV, DMB, 인터넷 라디오 등이 
일반에게 소개되었을 때, 소비자의 기술 사용의도에 인
지된 유용성과 용이성 이외에 위에서 언급한 다수의 외
생변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8]. 외생변인
들의 영향력을 포함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새로운 미디어 기
술의 등장과 소비자의 사용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
해주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였다[9].

이런 점에서 AI 스피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 간의 영향력 검증은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에 입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매체의 도입에 따른 채택은 
소비자 개인적 특성, 사회적 수준, 경제적 변수의 영향
력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열거된 외생변인 중 경제
적 변수, 예를 들어 가격이나 브랜드의 경우, 그 영향력
이 지대하기 때문에 여타 외생변인의 영향력을 상쇄시
킬 가능성이 높다. 즉, 가격이 무료 혹은 저렴하거나 이
미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AI 스피커 채택 과정에
서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I 스피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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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소비자의 개인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에서의 변인 
간의 영향으로 한정하였다. 

2. 개인적 특성
인간은 개인의 공통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고유성(특

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체험이나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응과 느끼는 감정
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들 요인들이 인지된 유
용성과 용이성에 미치는 개인의 특성적 요인에 대한 검
증이 필요하다.  

2.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차원을 포함한 

자신의 역량에 대한 판단이며 주관적인 자기상을 유지
하려는 긍정적인 자기의식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의식은 행동이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대체 된다
[10]. 그리고 이는 기술 수용과 관련하여 사용자 스스로
가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믿음으
로도 표현된다. 즉, 자신이 주체성을 가지고 기술의 유
용함을 판단할 수 있고, 그 기술을 쉽게 통제하고 운용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술의 채택
에 있어서 개인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11]. 

2.2 혁신성
혁신성은(innovativeness)은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

운 아이디어 등에 대한 수용 여부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말한다. 이는 개혁확산이론 (diffusion of innovation)
에서 새로운 기술의 채택 혹은 수용에 중요한 확산의 
속성을 상대적 이점, 적합성, 복잡성, 시험가능성, 가시
성 등을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새로운 행동패턴, 
신제품, 신기술을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대상과 비교하
고, 새로움이라는 불확실성의 두려움을 극복하여 새로
움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유용
함과 용이함에 대한 조건들을 이미 계산한 것을 전제한
다[8]. 따라서 소비자의 혁신성 수준은 새로운 기술의 
유용성과 용이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3. 적합성
적합성(compatibility)은 개혁확산이론에서 혁신성

과 함께 등장하는 개념으로 수용자와 기술 간의 관계를 
말한다. 본래 적합성은 기계적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 과거 개인 간의 경험, 사회시스템이나 
규범으로부터의 요구 등도 포함한다[12]. 

적합성의 개념은 사실 미디어 관련해서 혁신제품 비
교에 있어 ‘호환성’의 의미가 더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개념이 융합되면서 제품을 사용하는 이용자
의 필요와 가치 부합 여부가 중시되기 때문에 적합성의 
의미가 더 맞을 수 있다[13]. 이처럼 적합성은 수용자가 
갖고 있는 모든 잠재적 판단에 의거된 부합가능성을 말
한다. 이는 적합성이 혁신 대상에 대한 유용성과 이를 
쉽게 받아들이는 용이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다. 

2.4. 즐거움
즐거움은 예견되는 목표의 결과나 성과의 중요도에 

상관없이 스스로 하는 행위에 대해 즐겁다고 느끼는 정
도이다. 즐거움은 개인의 몰입 중 한 부분으로 인지적
이며 감정적인 성격을 갖는다[14]. 

오늘날 기술수용에 있어 인지적 몰입(cognitive 
absorption)과 즐거움(enjoyment)은 강조되는 추세
다. 인지적 즐거움은 환경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기  
보다 특정상황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과정에서 오는 감
각적 즐거움이다. 이는 수용자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기도 하다. 기술수용과 관련된 즐거움은 기술
을 수용하고 적응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 그 자체에서 
오는 즐겁고 재미있는 정도를 말한다. 과거에 기술은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만 측정이 되
었다. 그러나 최근의 기술은 오락적 요소를 강화시키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술채택에 있어서 즐거움의 변수가 
유의하게 작용할 수 있다[15]. 즉, 기술에 대한 유용성
과 용이성 인지는 그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얻어지는 고
이익과 운용 수단의 용이함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유희
성이 전제 될 수밖에 없다. 

3. 사회적 영향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로서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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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며 집단에 소속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여 
인격을 형성한다. 집단 내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특정 
행동을 수행하도록 영향을 주는데 이때 개인이 받는 영
향력을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한다[16]. 이는 합리적 수
용태도가 감정 또는 이성적 판단 이외에 소속된 사회 
규범, 문화, 맥락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하며 통제력을 가지는 사회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기술수용모델과 관련하여, 다수가 특정 기술을 채택
함으로써 하나의 대세를 이룬다는 점은 그 사회에서 하
나의 대세로서 기술을 채택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면
에서 유용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의 다수가 채
택한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기술보다 편리
성과 용이함을 증대시켜 준다는 점에서 기술 채택에 있
어 하나의 영향력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수가 채택한 기
술을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소비자가 기술 사용에 있어 
소외되지 않고, 주도적으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사회적 이미지를 배양해낼 수 있다[16].  
 

3.1. 사회적 동조
사회적 동조(social conformity)는 타인의 반응에 

맞춰 개인의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명령이
나 요청이 아니어도 개인 스스로가 암묵적인 집단의 압
력을 느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동조는 개인주의적인 문화보다는 우리나라와 같은 집
단주의적 문화가 바탕이 된 국가에서 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동조성에 대한 연구는 미디어 수용의 분야로 확장되
었고, 정보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모방동조
(social imitation conformity), 규범에 영향을 받으
며 형성되는 사회적 연결 동조(social connection 
conformity), 사회적 비교 동조(social comparative 
conformity)등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18].

사회적 동조는 타인과 비교하면서 긍정적인 자아 및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다. 인간이 타인
과 비교하여 모방과 연결을 하는 이유는 그 결과가 유
익하다는 것이 전제된다. 모방의 결과가 불이익을 초래
하거나 용이하지 않다면 굳이 가치없는 사안을 따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2. 사회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는 구성원이나 사회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개인의 인지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
적 이미지는 외재적 영향이 아닌 내재적 영향을 받는
다. 또한 자신에 대한 호의적 자아형성을 위한 의지로
도 설명된다. 사회적 이미지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용
자의 이용과 충족 관점에서 등장한 유행이나 사회적 지
위 동기와 같은 맥락을 가지며 개념화 되었다. 사회적 
이미지의 확산은 사회적 동조와 비슷한 맥락을 지닌다. 
개인은 자신을 사회화하는 과정에 있어 사적 인식(개인
의 정체성)을 줄이고 집단과 동일시하려는 사회적 정체
성이 커지게 된다. 이는 긍정적 이미지의 사회구성원과 
유사성을 찾아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것이다[19].  

사회적 이미지는 미디어의 수용과 관련하여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의 외부 선행요인으로 활용되어왔다. 사회
적 이미지는 동조와 함께 기술수용모델의 인지된 유용
성, 용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20].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AI 스피커의 사용의도와 그 외생변인인 개

인적 특성 및 사회적 영향 요인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다. 이를 위해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고 선행연
구들을 통해 영향력을 확인한 변인들 중 사용의도에 촉
진적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자기효능감, 혁신성, 
적합성, 즐거움), 사회적 영향(사회적 동조, 사회적 이미
지)의 요인을 선별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1): 개인적 특성요인들 (자기효능감, 혁신
성, 적합성, 즐거움)은 인지된 용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2): 개인적 특성요인들 (자기효능감, 혁신
성, 적합성, 즐거움)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3): 사회적 영향요인들(사회적 동조, 사회적 
이미지)은 인지된 용이성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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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4): 사회적 영향요인들(사회적 동조, 사회적 
이미지)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5):  인공지능 스피커의 인지된 용이성은 인
지된 유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연구가설6): 인공지능 스피커의 인지된 용이성은 사
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7): 인공지능 스피커의 인지된 유용성은 사
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기술수용모델(TAM)을 활용한 AI스피커 사용의도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AI 스피커를 알고 있는 20대∼50대(만 19

세∼만 59세)의 남녀 AI 스피커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
라인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1,600명의 패널을 보유한 
온라인설문조사기관이 2018년 11월 1일부터 10일까
지 10일간 진행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310부 중 불성
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최종 305명의 데이터를 분석대
상으로 삼았다.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54 50.5%

여성 151 49.5%

연령대

20대 80 26.2%

30대 142 46.6%

40대 67 22%

50대 16 5.2%

합계 305 100%

표 1. 표본의 특성 

설문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 154명(50.5%), 여성 151
명(49.5%)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중 20대는 80명
(26.2%), 30대는 142명(46.6%), 40대 67명(22%), 50
대 16명(5.2%)로 나타났다. 

3. 주요변인의 측정
독립변인은 외생변인인 개인적 특성(자기효능감, 혁

신성, 적합성, 즐거움)과 사회적 영향(사회적 동조, 사회
적 이미지)으로 정했다. 또한 독립변인이자 종속변인으
로는 기술수용모델의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으
로 정했으며 최종적으로 종속변인은 사용의도로 설정
하였다. 각각의 요인은 3∼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총 42문항이 제시되었다. 모든 질문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1.연구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검증을 하는 본 연구에 

앞서 요인들에 대한 신뢰성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분석에는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추출된 요인들의 
신뢰성 계수(Cronbach의 α)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나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변수 문항수 Cronbach의 α 
자기효능감 5 .902

혁신성 5 .893

적합성 5 .866

즐거움 6 .887

사회적 동조 5 .872

사회적 이미지 5 .879

인지된 용이성 4 .867

인지된 유용성 4 .812

사용의도 3 .849

표 2. 신뢰성 분석(Cronbach의 α)검증결과

 

 

VI. 연구결과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완료한 요인들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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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존의 입증된 기술수용모델과의 관계 구성 및 확장
여부를 위해 구조방정식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
였다. 연구 모형의 검증 결과 [표 3]과 같이 x² = 
1741.510, 자유도(degree of freedom) = 710, p 
<0.001, RMR = 0.45, SRMR = 0.0604, RMSEA = 
0.069, GFI = 0.739, AGFI = 0.701, CFI = 0.870, 
TLI = 0.857, IFI = 0.871로 나타났다. 각 적합도 지수
의 기준을 살 펴 볼 때, 기준치에 약간씩 미달되는 수치
도 있기 때문에 최적의 모형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기
준치와의 차이가 근소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적합하
다고 볼 수 있다.    

모형적합도 결과
x² 1741.510
df 710
p <.001

x²/df 2.453
RMR .45
SRMR .0604
RMSEA .069

GFI .739
AGFI .701
CFI .870
TLI .857
IFI .871

표 3. 연구모형 검증 결과

1.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집중타당성은 각각의 잠재변수가 관측변수로 향하는 

경로가 유의하다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과 유의성,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개념 신뢰도 등의 평가지표들
과 연관된다. 

본 연구는 [표 4]와 [표 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유의
확률, 표준화계수, 신뢰도 모두가 기준치를 넘겨 집중타
당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C.R=Critical Ratio,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p< 0.001

C.R=Critical Ratio,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p< 0.001

판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잠재변수간의 차이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생(개인적 특성, 사
회적 영향)요인들 간의 상관성과 일치성에 대한 문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잠재변수 간의 AVE 값이 상관계수제곱보

잠재
변수

표준
화

계수
표준
오차 CR AVE 개념

신뢰도

자기
효능감

.739 .056 14.629 ***
.934 .986.814 .059 16.837 ***  

.825 .054 17.187 ***  

표 4. 외생요인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741  .054 14.706 *** 

.839 -

혁신성

.738 .052 14.391 *** 

.932 .986
.788 .053 15.756 ***
.739 .059 14.399 *** 
.816 .060 16.555 *** 
.832 -

적합성

.758 .93 11.731 *** 

.697 .919
.684 .113 10.739 *** 
.838 .101 12.756 *** 
.821 .103 12.542 *** 
.667 -

즐거움

.786 .060 15.297***

.926 .987
.731 .063 13.907***
.878 .063 15.317***
.832 .065 16.521***
.779 .058 15.116***
.806 -

사회적
동조

.745 .088 12.594 *** 

.896 .977
.803 .088 13.581 *** 
.759 .082 12.840 *** 
.801 .087 13.558 *** 
.737 -

사회적
이미지

.734 .061 14.287 *** 

.924 .984
.723 .057 13.980 *** 
.726 .060 14.069 *** 
.767 .062 15.159 *** 
.855 -

잠재
변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AVE 개념

신뢰도

인지된
용이성

.687 -

.874 .965
.773 .091 11.540***
.744 .098 11.190***
.636 .102 9.780***

인지된
유용성

.769 -

.917 .978
.811 .076 14.256***
.815 .074 14.332***
.751 .073 13.118***

사용
의도

.849 -
.943 .980.856 .058 17.014***

.728 .061 13.937***

표 5. 내생요인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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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크기 때문에 [표 7]과 같이 모든 경우의 수치가 부합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판별타당성이 충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순서: 각 요인의AVE평균값 곱 / 상관계수 제곱 값

2. 가설검증
[표 8]에 나타난 모형의 단방향 경로분석 결과, 외생

요인들 중 개인적 특성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영향인 
사회적 동조가 기술수용모델의 인지된 용이성과 관련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
기효능감은 표준화계수=.297, 표준 오차=.080 CR= 
2.676, p=.007이고, 사회적 동조는 표준화계수=.326, 
표준오차=.080, CR=4.013, p<.001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유용성의 경우,  개인적 특성 중 혁신성이 표
준화계수=-.259, 표준오차=.090, CR=-2.297, p=.022

와 적합성이 표준화계수=.451, 표준오차=.205, 
CR=2.642, p=.008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이미지는 표
준화계수=.165, 표준오차=.056, CR=2.294, p=.022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297, 혁신성이 -.259 적합성이 .451, 
사회적동조가 .326으로 설명력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
의 수치가 비교적 낮지 않은 점으로 보아 AI 스피커의 
사용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심리적 
상태가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동시에 이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술수용모델의 핵심요인들(용이성, 유용성, 사
용의도) 간에는 기존 이론대로 상호 간에 유의미한 관
계를 나타냈다. 

 

*** p <.001, 
주)색으로 칠해진 부분: 가설채택

구분 자기
효능감 혁신성 적합성 사회적

동조
사회적
이미지

자기
효능감 - - - - -

혁신성 .870/
(.595) - - - -

적합성 .650/
(.559)

.649/
(.529) - - -

사회적
동조

.836/
(.154)

.835/
(.256)

.624/
(.362) - -

사회적
이미지

.863/
(.193)

.861/
(.217)

.644/
(.342)

.827/
(.215) -

즐거움 .864/
(.291)

.863/
(.260)

.645/
(.644)

.829/
(.373)

.855/
(.319)

표 7. 변수 간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구분 자기
효능감 혁신성 적합성 사회적

동조
사회적
이미지

자기
효능감 - - - - -

혁신성 .772 - - - -
적합성 .748 .728 - - -

사회적
동조 .393 .506 .602 - -

사회적
이미지 .440 .466 .585 .464 -

즐거움 .540 .510 .803 .611 .565

표 6. 변수 간 상관계수

잠재변수 관계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p값

자기효능감 →
인지된 용이성 .297 .080 2.676 .007

혁신성 →
인지된 용이성 .194 .078 1.787 .074

적합성 →
인지된 용이성 -.117 .176 -.718 .473

즐거움  →
인지된 용이성 .228 .103 1.866 .062

사회적 동조 → 
인지된 용이성 .326 .080 4.013 ***

사회적 이미지 → 
인지된 용이성 -.071 .049 -1.006 .314

자기효능감 →
인지된 유용성 .179 .093 1.550 .121

혁신성 →
인지된 유용성 -.259 .090 -2.297 .022

적합성 →
인지된 유용성 .451 .205 2.642 .008

즐거움  →
인지된 유용성 -.078 .118 -.615 .538

사회적 동조 → 
인지된 유용성 .136 .093 1.611 .107

사회적 이미지 → 
인지된 유용성 .165 .056 2.294 .022

인지된 용이성 →
인지된 유용성 .179 .099 2.010 .044

인지된 용이성 → 
사용의도 .585 .085 8.172 ***

인지된 유용성 → 
사용의도 .340 .065 5.617 ***

표 8.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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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

본 연구는 유의미하게 나타난 경로분석을 바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연구계획단계의 모델을 구체화한 
결과 [그림 2]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AI 스피커 사용자의 기기 사용의도
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 채택 관련하여 기술수용모델의 이론적 근
거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이
라는 외생요인군을 선정하고, 이들 요인들이 AI 스피커 
사용의도와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AI 스피커의 가치와 파급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AI 채택 여부의 
궁극적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
기 위함이다. 특히 사용하는 주체가 소비자임에도 생산
자적 입장과 공학적 기술 연구만이 집중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소비자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연구를 진
행하여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의의
가 있다고 본다.

연구결과, 기술수용모델의 안정적 이론구조인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동일하게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
다[3][6][8][20]. 

그러나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에 대한 개인적 특성
과 사회적 영향 관련 외생변인들은 기존 선행연구들과 
다른 차이를 나타냈다. 첫째, AI 스피커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친 개인적 특성은 오직 자기효능감
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기존 연구들은 효능감
(esteem)이 기술수용과정에서 대상서비스를 쉬운 기술
로 인지하게 만든다고 보았다[[4][20]. 마찬가지로, AI 
스피커 이용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통제 및 운용에 대
한 소비자의 자기효능감이 신기술 접근을 쉽게 느껴지
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AI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혁신성, 적합성, 즐거움이 인지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는 점은 의외이다. AI 스피커가 인공지능의 
매커니즘을 가졌다고 하나 여전히 소비자들이 느끼기
에는 그 수준이 기초적이고, 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색
다른 즐거움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사회적 영향 요인 중, 사회적 동조만이 AI 스피커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와도 동일한 결과이다[20]. 최근 우리나
라에 4차 산업혁명의 트랜드가 광풍을 일으키고 있고, 
AI가 미래 먹거리 기술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많은 사
람들이 AI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기
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에 대해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는 미래의 대세 기술이라는 개
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이 기술은 결
국 개인의 편리성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
조가 일정정도 AI 기술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21].

둘째, AI 스피커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
친 개인적 특성 관련 외생변인들은 혁신성과 적합성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부적인 영향을 나타
낸 ‘혁신성’이다. 기술결정론적 시각에서 신기술은 보통 
장밋빛 청사진으로 나타난다. 즉, 신기술이 기존과 달리 
더 많은 이점과 유익함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AI 스피커와 관련된 새로움은 오히려 편익에 대
해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여러 해석이 가능
하나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인간관계, 노동문제, 고용
에 있어 윤리적, 산업적, 관계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닌 가 판단된다. AI 비서 서비스 이
미지는 탈인간, 로봇과 인간의 공존, 인간의 정체성 혼
란의 문제로 인해 신기술이 제공하는 전체 이익에서 특
정 비율로 감하고 있다고 인지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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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AI 스피커의 혁신성이 높다고 인지될수록 인지
된 유용성은 낮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이 부분은 향후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율배반적이지만, 사회적 영향의 요소 중, 사회적 이
미지는 인지된 유용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
타냈다. AI 스피커 사용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AI 스피커가 스마트홈 매카니즘을 가
지고 있다는 점에서 AI 스피커 이용자는 사회경제적으
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신기술을 일상 삶에 적용하
는 얼리어답터, 기술의 도움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앞서
가는 사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즉, AI 스피커 사
용의 긍정적 이미지는 AI 스피커 그 자체가 유익하다고 
인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AI 스피커 사용과 관련하여 개인적 특성
과 사회적 영향 수준에서 다수의 외생변인들이 새로운 
기술수용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DMB, IPTV, 케이블방송의 트리플 서비스, 인
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 기술들이 소
개될 때도 다양한 외생변인들의 영향이 있었다
[5-8][20]. 그러나 그 결과는 일관성있게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 기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기술도입 
시기, 기술 적용 범위 등에 따라 달랐다. 이는 여전히 
신기술수용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 더 필요
하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이런 점에서 기술수용모델은 
여전히 안정성을 확보한 이론이라기보다 모델로서 끊
임없는 자기수정이 필요한 이론 전단계임을 확인해주
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
다. 첫째,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분석을 택했
는데 적합성 지수가 다소 낮게 나타난 점은 연구결과 
해석 시 주의가 요망된다. 둘째, 설문조사에 참여한 AI 
이용자들의 연령대가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점에
서 연구의 외적 타당성은 확보되었지만 연령대별로 신
기술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이 다르다는 점은 고려되지 
못했다. 셋째, 신기술 채택 관련 가격이나 브랜드에 대
한 요인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이
다.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으로만 외생변인을 한정
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향후, AI 스피커 사용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제품 브랜드 자산(인지도, 이미지, 충성도, 품질, 연상 
등) 구성요인들을 확인하거나 실험연구를 통해 AI 스피
커에 대한 동일시, 현존감, 친 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면, 보다 심층적인 수준에서 AI 스피커 사용의도에 대
한 외생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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