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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인공지능 보증인이 광고 캠페인에서 사람과 유사한 보증인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
다. 특히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혁신성과 의인화 정도를 융합하여 연구모델을 제시하였다. 일반인 244명
대상의 온라인 설문을 통한 연구 결과 인공지능 보증인의 전문성은 브랜드태도와 구매의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만 진실성의 경우 브랜드태도에만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혁신성과 의인화정도가 인공지능
에 대한 브랜드태도와 구매의도에 주는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보증인 효과의 연구대상을 무형의 대상인 
인공지능까지 확장하여 기존 이론과 연구결과를 융합하여 재검증하고 소비자혁신성과 의인화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찾
아내어 향후 인공지능 기반 제품과 서비스 활용에 있어 이론적, 실무적인 의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보증인 효과, 인공지능, 정보원 신뢰성, 소비자 혁신성, 의인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whether the endorser effect similar to humans can 
be created in advertising campaigns based 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ndorser.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 research model was presented by convergence 
of consumer innovativeness and anthropomorphism. The results of the online survey of 244 
respondents showed that expertis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ndorser has a positive effect on both 
brand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but not for trustworthiness while it has a positive effect on 
brand attitude. Also, the effect of consumer innovativeness and anthropomorphism on brand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was found. The endorser effect was expand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s an intangible object, and the existing theory and research results were 
combined to re-verify i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products and service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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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난 수년간의 변화 중에서 인
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가져다준 새로운 제품
들이 우리 생활의 모습을 바꿔가고 있다. 음성인식 인공
지능 스피커 시장은 구글(Google Assistant), 아마존
(Alexa), 애플(Siri), 삼성(Bixby), LG(ThinkQ) 등 대표 
ICT 기업들의 참여로 연평균 42.3% 성장해 2021년에는 
35억달러(약 4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SKT(NUGU), KT(GiGa 
Genie), 네이버(Clova), 카카오(카카오미니) 등 음성인
식 기반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어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1]. 인공지능은 개인비서 역할을 
넘어서 패션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개인 스타일과 고객의 
질문에 따라 최적의 제품을 추천해 주는 패션 어드바이
저로 그 기능이 진화해 가고 있다[2].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는 일상 생활을 넘어서 전문 분
야에서도 그 영역을 넓혀가는 중이다. 이세돌과 바둑 대
결로 유명해진 구글 딥마인드(Deepmind)는 의료 분야
로 그 분야를 넓혀가고 있으며[3], 아마존의 알렉사도 헬
스케어 시장에 진출한 상태이다[4]. 의료 인공지능의 선
도주자 IBM Watson은 이미 한국을 포함한 11개 나라
에서 전공의 수준으로 암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5]. 앞으로 인공지능은 헬스케어(실시간 진단), 금융
투자, 배송, 스마트에너지, 자동 통역, 대화형 로봇으로 
적용이 확대될 예상이다[6].

기업의 마케터들은 인공지능 기반 제품과 서비스가 소
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브랜드를 사람처럼 
표현하거나 부르는 의인화 브랜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인간답지 않은(nonhuman) 물건이
나 사물에도 인간적인 특성을 부여하고자 하기 때문이며
[7], 브랜드 의인화를 통한 마케팅적 접근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가지게 하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8,9]. 왓슨, 알렉사, 시리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
으며 사람처럼 소비자들의 입에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고 
있다. 

이세돌의 충격적인 패배 이후 국내에서 인공지능에 대
한 관심이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서 고조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바뀌었다[10], 
지적업무에 있어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인식도 우호적으
로 변화하고 있지만[11], 기존 전통적인 방식을 파괴적
(disruptive)으로 대체하고 있는 존재로서 인공지능이 

기존의 기업 경영 방식 특히 마케팅에 있어서 어떤 변화
를 주고 있는지를 검토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특히 광고에 있어 인공지능 의사는 병원의 우수한 진
단 역량을 알려주는 중요한 보증인(endorser)이 되고 있
고, 많은 증권사와 은행들은 앞다투어 인공지능 애널리스
트, 어드바이저, 챗봇 등의 도입 여부를 중요한 마케팅 메
시지로 강조하고 있으나, 인공지능이 광고모델이나 제품
과 서비스의 보증인으로 어떠한 광고효과를 보여주는지
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광고모델(사람)에 적용된 
보증인의 정보원 신뢰성(source credibility) 모델이 의
인화된 인공지능에게 적용되었을 때 인간과 유사한 광고
효과를 갖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
을 4차산업혁명의 시대 인간을 대체할 광고모델로 사용
함에 있어 광고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무적인 방
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의 의의
와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간과 같은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정의된다[12].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천재 수학자 Alan Turing(1912-1954)
은 1936년 최초의 현대적 컴퓨터라고 불리는 Turing 
Machine을 개발했다. Turing은 1950년에 발표한 그의 
논문에서 ‘기계도 생각할 수 있는가? (Can machines 
think?)’라는 질문을 던지고[13] 인공지능 발전의 기초를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55년 미국의 과학자 John 
McCarthy가 “지능적인 기계를 만들어내는 과학과 공학
(the science and engineering of making intelligent 
machines)”이라는 정의와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다. 
McCarthy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1956년 다트머스 대
학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 분야를 설립하고 새로운 학제
간 연구 분야를 만들어 냈다. 인공지능은 1970년대에 정
체기를 겪기도 했지만, 그 후 1990년대 중반까지 물류 
정보와 의료 진단 시스템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개발 등 전문가 시스템의 발전으로 새로운 황금기를 맞
이하게 된다. 뛰어난 처리 능력을 지닌 컴퓨터의 발전 덕
분에 ‘빅 블루(Big Blue)’는 1997년 5월 11일 전세계 체
스 선수권 대회에서 당시 세계 1위인 Gary Kasparo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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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14,15]. 
인공지능은 그 사용 목적으로 분류하면 ‘강 인공지

능’(strong A.I.)와 약 ‘인공지능’(weak A.I.)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철학자 John R. Searle가 만들어낸 
개념으로 ‘강 인공지능’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같
이 느낄 있는 즉, 의식의 한 모델(a model of the 
mind)이 아닌 문자 그대로 의식이 되는 인간과 유사하거
나 더 뛰어난 지능을 말한다. 대조적으로 ‘약 인공지능’은 
인류를 섬기는 과학의 한 분야로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필요가 없다는 개념으로 사람과 같은 의식이 
없어도 기계적인 지능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16]. 

2.2 보증인 효과(endorser effect)
광고란 ‘기업이 자신들의 제안(offer)이 좀더 매력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유료 메시
지’를 말한다[17]. 효과적으로 광고하는 제품에 매력적으
로 전달하는 방법은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제품에 대한 보증인(endorser) 즉 광고모델로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연예인, 스포츠 스타와 같은 유명인
(celebrity)을 보증인으로 사용하는 광고는 수많은 연구
를 통해서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18-21].

보증인 효과는 후광효과, 고전적 조건화, 관찰학습이
론, 균형이론 등 과 같은 설득과 태도 변화에 대한 다양
한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22]. McCracken의 의미
전달모델(meaning transfer model)이 대표적인 이론
으로 유명 연예인과 같은 광고의 보증인이 광고 제품이
나 브랜드에 어떻게 가치를 더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19]. McCraken은 보증인으로서 광고모델이 갖는 설득
의 원천이 모델이 지니는 신뢰성(credibility)과 매력
(attractiveness)이라는 광고모델의 속성에 있다고 보지 
않고, 보증인이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종합적인 평가
를 뜻하는 의미(meaning)를 보증인 효과 발생의 핵심으
로 보았다[23]. 광고모델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이미지
가 광고를 통해서 광고 제품으로 이동하게 되고, 궁극적
으로는 소비자가 광고 제품을 구매하게 될 때 소비자에
게도 광고 모델의 의미가 전가된다는 것이다[19].

최근 보증인 효과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광고모델의 
속성에 대한 연구 보다는 광고하는 제품과 보증인 간의 
이미지가 일치하거나 조화를 이뤄야 더 좋은 광고효과를 
낸다는 매치업 가설(match-up hypothesis)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4]. 광고모델의 특성과 광
고 제품과의 적합성(fit)이 좋으면 좋을수록 소비자의 브

랜드 태도, 구매의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
이 매치업의 주요 핵심이다[24-26]. 매치업은 연구 분야
에 따라서 적합성, 유사성, 관련성, 관련성, 호환성 및 일
치성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도 언급된다.  

Kahle and Homer(1985)는 매치업 가설을 조사하고 
제안한 최초의 연구자 중 하나로 이들은 보증인의 이미
지가 광고 제품의 이미지를 수렴할 때 광고 효과가 증가
하고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 구매 의도, 브랜드 회상 및 
광고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사회적응이론
(social adaptation theory)을 기반으로 실증적 연구로 
밝혀냈다[18]. 의미전달모델을 매치업 가설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보증인과 광고제품 간 적합성이 좋을 때 보증
인의 긍정적인 의미가 광고제품으로 자연스럽게 이전되
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광고모델의 이미지
를 전달받은(rub-off)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유명인 광고모델이 갖는 보증인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제 광고모델 개인으로서의 특징이나 소비자들 사이에 
형성된 명성과 이미지[27], 광고 모델로서의 동기[28], 
친하게 지내는 동료[29]까지 연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3 정보원 신뢰성(source credibility)
광고모델이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보증인(endorser) 

혹은 대변인(spokesperson)으로 갖는 광고 효과는 정보
원 신뢰성(source credibility)에 기반한다[21]. 정보원 
신뢰성이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메시지 수용자에게 영
향을 미치는 메시지 전달자의 긍정적인 특성을 말하며
[21], 정보원 신뢰성 모델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자가 지
니는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해 낼 수 있다
[30]. 전문성(expertise)과 진실성(trustworthiness)은 
정보원 신뢰성의 개념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로서 정
보의 수용자(recipient) 광고 메시지에 관심이 없을 때, 
광고 메시지 처리와 설득에 영향을 준다. 

광고모델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진실성(trustworthiness)
은 “소비자가 화자(話者)와 메시지에 대해서 갖는 수용의 
수준이며 확신의 정도”를 말한다[21]. 즉 진실성은 정직
과 성실에 관련된 개념으로 모델이 광고하는 제품에 대
해서 사실적이고 공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지각하
는 것이다[31]. 진실성은 유명인 광고 모델의 보증인 효
과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21].

광고모델의 신뢰성에 있어 또 다른 원천은 전문성
(expertise)이다. 전문성은 권위(authoritativeness), 역
량(competence), 능숙함(expertness)로 정의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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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1]. 전문성은 광고모델이 광고 메시지와 관련된 지
식, 경험, 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비자가 지각하
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31]. 치약광고가 하얀 가운을 
입은 치과의사를 광고모델로 내세우는 것도 전문성을 강
조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이처럼 전문
성은 광고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전문성은 광고모델과 광고제품간의 적합성(fit)과도 
연결이 된다[32]. 카레이서가 자동차 오일을 광고하는 것
을 본다면 자연스럽게 카레이서와 자동차 오일 간의 적
합성이 연상되면서 광고 모델의 전문성을 지각하게 되지
만, 카레이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제품을 광고한다면 소
비자가 지각하는 보증인의 전문성은 떨어지게 된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인공지능 보증인의 신뢰성이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고, 응답자의 혁신성과 의인화 정도에 따른 조
절효과를 밝히고자 실시되었다.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디자인은 인공지능 보증인
의 전문성(높고/낮음), 진실성(높고/낮음)의 2X2 집단 간 
디자인으로 설계하였다. 통제변수인 소비자의 의인화 정
도와 소비자 혁신성은 응답자 답변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실험자극물로 사용할 광고 보증인으로서의 인공지능
은 혼재효과(confounding effect)를 줄이기 위해서 가
상의 ‘강 인공지능’으로 설정하였다. 현재 은행과 증권사
를 통해서 실제 판매되고 있는 주식형 펀드상품을 참고
하여 가상의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기사와 광고를 제작하
여 금융업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인공지능의 산
업적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전문성이 높은 실험조건에서는 ‘금융투자 전문가들이 
개발한 금융투자 전문 AI 댄을 전격 도입했습니다.’과 같
이 금융 전문성을 강조하였고, 반대로 낮은 조건은 ‘공학 
전문가들이 개발한 건축설계 전문 AI 댄을 전격 도입했
습니다.’처럼 보증인으로 관련성이 낮도록 제시하였다. 
진실성은 금융회사 상품 마케팅 책임자의 도움을 받아 
현업에서 상품 가입 권유 시 사용하는 ‘추천 종목에 대한 
일관성’, ‘펀드 운영 전, 후의 목표수익달성률’을 기준으로 
높고 낮은 조건으로 조작하였다. 

3.2 가설설정
광고 모델의 광고 효과(source effect)는 광고모델의 

신뢰성(credibility)과 매력(attractiveness)에서 온다는 
것이 전형적인 설명이다. 신뢰성은 전문성(expertise), 
진실성(trustworthiness)에 기반하고 있고 오며 매력은
(attractiveness) 친숙함, 좋아함, 매력에 기반한다[21]. 
그중 전문성은 광고모델이 광고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술, 지식, 경험들을 보여주는 원천이
며, 전문가로서 인지된 광고모델은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33]. 많은 선행 연구들
이 광고효과에 있어서 전문성이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의
도에 영향을 준다고 것을 밝혀냈다[21, 26]. 광고가 보다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보증인인 광고모델은 제
품에 대한 전문가로서 인지되어야 하며[34], 이러한 제품
과 광고모델 간의 개념의 일치성(congruency)은 광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33]. 

진실성(trustworthiness) 또한 광고를 통한 소비자의 
태도 변화에 있어 효과적인 원천으로 여겨진다[20]. 광고
모델의 진실성은 설득과 태도 변화 연구에 있어서 중요
한 개념으로, 유명 광고모델의 광고효과를 연구한 266개
의 논문들을 메타분석한 Amos et al.(2008)의 연구 따
르면 진실성은 광고모델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에 이어 
광고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천이다[20]. 광고모
델의 지각된 진실성은 전문성보다 태도 변화에 큰 영향
을 준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하이테
크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진출 분야
가 의학이나 금융투자의 분야인 경우 전문성과 진실성은 
인공지능 보증인이 꼭 갖춰야 하는 속성이다. 하이테크 
제품의 경우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보다는 전문가 모델이 
제품이나 서비스 성능과 재무적 리스크를 줄여 주는 것
으로 소비자는 인지한다[35].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인공
지능 보증인의 지각된 전문성과 진실성이 높을수록 브랜
드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상
의 이론적 및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1a: A.I.보증인의 전문성은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b: A.I.보증인의 전문성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a: A.I.보증인의 진실성은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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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b: A.I.보증인의 진실성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공지능은 혁신적인 하이테크 제품이라고 할 수 있
다.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을 
먼저 받아들이는 소비자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Rogers(2003)에 따르면 혁신 제품의 확산에 있어 수용
자의 특성이 시간적 차이를 만든다고 하였다. 초기 수용
자 혹은 혁신가(innovator)는 신제품을 먼저 사용해 보
는 것을 즐기고 집단의 규범에 영향받지 않고, 자신감이 
넘치고 모험적이다[36]. 소비자 행동 영역에서 소비자 혁
신성은 “사회체계 내에서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보
다 혁신을 먼저 수용하는 정도”를 말한다[37]. 소비자 혁
신성은 모든 소비자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응
답자의 특성이라고 하겠다.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새로
운 제품이나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우
호적인 태도를 가지지만, 혁신성이 낮은 소비자는 변화를 
싫어하고 신제품을 위협적으로 여긴다[38]. 또한 혁신성
이 낮은 소비자들은 광고에 대한 반응에 있어 감정적인 
측면이 높게 나타나고 고혁신자들은 인지적으로 반응한
다[39].

정교화 가능성 모델(ELM)[40]이나 휴리스틱 시스템 
모델(Heuristic-Systematic Model)[41]에 따르면 외부 
정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processing ability)
와 동기(motivation)이 있다면 중심경로 혹은 시스템적
인 정보처리를 통해 심사숙고 하게 되지만 반대로 정보
처리에 대한 능력과 동기가 없다면 주변경로 혹은 휴리
스틱 정보처리를 통해서 단순하게 결정하고 복잡한 메시
지를 거부하게 된다. 이에 혁신적인 소비자는 해당 분야
에 있어 전문가이거나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
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혁신적 성향이 낮은 소
비자는 주변경로를 사용해서 광고 모델이나 광고의 메시
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이론적 및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혁신성은 보증인 요소와 광고효과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인화(anthropomorphism)는 “인간처럼 보이는 특
성, 동기, 의도 또는 감정을 가진 비인간적(nonhuman) 
대상의 실제 또는 상상된 행동을 강조하는 경향”을 말한
다[42]. 시각적 또는 언어적 묘사를 사용하는 의인화는 
인간에 대한 스키마를 불러 일으키고, 이는 사람들의 판
단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43,44]. 비인간적인 대상
이 시각적이나 언어적인 의인화 단서들을 지니고 있다면 
제품, 브랜드 뿐만 아니라 시간, 질병, 돈 등도 의인화될 

수 있다[7, 43]. 
최근 의인화는 인공지능, 컴퓨터공학 및 공학을 포괄

하는 인간 - 컴퓨터 상호 작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
며[45], 사람들은 의인화 정도가 높은 로봇이나 컴퓨터 
기술을 더 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46,47]. 최근 시장에 출시된 인공지능 기반 제품의 경우 
음성을 기반으로 사람들과 의사소통한다는 측면에서 그 
어떤 비인간적 대상보다 인간적 특성과 단서를 많이 가
지고 있다[48]. 

의인화 수준은 광고 내 의인화된 대상에 대해 누가 영
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지 결정할 수 있다[45]. 비인간적 
대상을 의인화하는 경향이 큰 소비자의 경우 인공지능 
보증인이 광고하는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호감을 더 가질 수 있다. 반면 의인화하는 경향이 
낮은 소비자의 경우 대상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멀게 느
끼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보증하는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49]. 이상 이론적 및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의인화정도는 보증인 요소와 광고 효과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기 가설을 정리한 연구 모형을 Fig. 1과 같이 제안
한다.

Fig. 1. Research Model

3.3 실험 절차
실제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실험자극물을 실제 

금융업에 종사하는 금융상품판매 담당자들에게 리뷰 받
았다. 이를 통해서 금융상품 보증인으로서 전문성과 진실
성에 대한 조작을 확인하였고 명확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 검증결과에 따라서 일부 설문 문항을 조정하였다. 

본 실험은 전문사회조사기관 ‘마크로  엠브레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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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Mean SD t-value p

expertise
brand attitude

low 117 4.41 .836
-2.491 .013*

high 127 4.68 .836

purchase intension
low 117 3.94 1.063

-2.765 .006**
high 127 4.36 1.302

trustworthiness
brand attitude

low 119 4.42 .796
-2.315 .021*

high 125 4.67 .876

purchase intension
low 119 4.10 1.766

-.69 .491
high 125 4.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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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Results of T-test for expertise and trustworthiness

의뢰하여 주식과 투자 등에 일반적인 관여도나 관심이 
낮은 대학생은 제외하고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총277명의 응답을 
수집하여 그 중 불성실한 응답 33명을 제외한 244명의 
응답(여성 126명(51.6%), 남성 118명(48.4%)을 기준으
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험설계에 따라서 응답자들은 각
각 2(전문성 수준: 고/저) X 2(진실성 수준: 고/저)의 총 
4개의 광고물에 무선 할당되었다. 응답자들에게 각 조건
에 따라서 조작된 신문기사와 인쇄광고를 충분히 숙지하
게 한 후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3.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신뢰성 항목의 진실성과 전문성

은 Ohanian(1990)의 정보원 신뢰성 측정 모델을 사용
하여 7점 기준의 의미분별척도를 사용하였다[20]. 진실
성의 경우 ‘정직한-부정직한’, ‘믿을 수 있는-믿을 수 없
는’ 등의 문항이 사용되었고 전문성은 ‘전문가다운-전문
가답지 않은’, ‘지식이 있는-지식이 없는’ 등의 문항이 사
용되었다. 종속변수인 태도는 Campbell & Keller(2003)
의 브랜드 태도 측정 항목을 사용하여 4개 항목으로 구
성된 7점의 의미분별척도(‘나쁘다 – 좋다’, ‘선호하지 않
는다 – 선호한다’, ‘매력없는 – 매력있는’, ‘부정적인 – 긍
정적인’)를 사용하였다. 구매의도는 3개의 의미분별척도
(‘구매가능성’, ‘구매고려’, ‘구매의도’)를 7점 기준으로 사
용하였다[26].

응답자 변수인 소비자 혁신성은 Goldsmith와 
Hofacker(1991)가 사용한 문항 중 실험에 적합한 총 6
개 항목을 7점 기준 리커트 척도를 가지고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50]. 또다른 변수인 소비자의 의인화 정도는 
Waytz, Cacioppo, and Epley(2010)가 개발한 IDAQ 
(Individual Differences in Anthropomorphism 
Questionnaire)를 바탕으로 실험에 맞게 변형하여 5개

의 항목을 7점 기준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2]. 

4. 가설검증 및 분석결과

4.1 조작검증
광고에 사용된 인공지능 보증인의 전문성(expertise)

과 진실성(trustworthiness) 높고 낮은 수준이 실험자극
물에 따라 적합하게 조작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전
문성에 대한 4개의 문항과 진실성을 측정한 3개의 문항
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Table 1과 같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조작된 전문성
과 진실성에 대한 각각 평균값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전문성과 진실성이 적합하게 조작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Variables Group N Mean SD t-value

expertise
low 117 4.709 .97322

-3.129**
high 127 5.095 .94854

trustworthiness
low 119 4.454 .96527

-2.638**
high 125 4.771 .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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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Results of manipulation check

4.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측정변수에 대한 내적일관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해서 측정변수에 대한 탐색적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조절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가 요인적재치 0.8 이상을 보여주고 있어 측정항목
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으며,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
인적재량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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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N Mean SD t-value p

consumer innovativeness
brand attitude

low 101 4.43 .86105
-1.85 .066

high 143 4.63 .82639

purchase intension
low 101 3.96 1.2881

-2.203 .029*
high 143 4.30 1.1337

anthropomorphism
brand attitude

low 112 4.35 .8837
-3.459 .001**

high 132 4.72 .77497

purchase intension
low 112 3.90 1.3384

-3.083 .002**
high 132 4.38 1.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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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Results of T-test for consumer innovativeness and anthropomorphism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Result

consumer innovativeness
brand attitude 2.008 1 2.008 3.252 .073 rejected

purchase intention 6.161 1 6.161 4.719 .031* supported

anthropomorphism
brand attitude 12.794 1 12.794 20.726 .000*** supported

purchase intention 17.993 1 17.993 13.782 .000*** supported

expertise
brand attitude 5.3000 1 5.3000 8.587 .004** supported

purchase intention 11.968 1 11.968 9.167 .003** supported

trustworthiness
brand attitude 3.259 1 3.259 5.280 .022* supported

purchase intention .286 1 .286 .219 .640 re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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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Results of MANCOVA

4.3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광고 보증인으로서의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광고 
노출 후 광고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결과, 인공지
능에 대한 전문성이 강조된 광고에 노출된 경우(M=4.68) 
전문성이 낮은 조건(M=4.41) 보다 더 높은 브랜드 태도
가 나타나(t = -2.491, p = .013) 가설 1-1이 지지되었
다. 가설 1-2의 검정결과를 보면, 전문성이 높은 경우
(M=4.36) 낮은 조건(M=3.94) 보다 구매의도가 높게 나
타나 (t = -2.765, p = .006) 가설 1-2도 지지되었다.

진실성이 높은 경우(M=4.67)에는 진실성이 낮은 조건
(M=4.42) 보다 더 높은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t 
= -2.32, p = .021) 가설 2-1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구
매의도의 경우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t 
= - .69, p = .491)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소비자 혁신성과 소비자의 의인화 정도가 통제변수로
서 갖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t-검정과 다변량공분산
분석(MANCOVA)를 실시하였다. 먼저, t-검정을 통해서 
소비자 혁신성과 의인화 정도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소비자 혁신성이 높은 경우 (M=4.63) 혁신성이 낮은 
그룹(M=4.43) 보다 더 높은 브랜드 태도가 나타났으나(t 
= -1.85, p = .066) 유의확률이 .066으로서 (p > .05) 그 
방향성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혁신성이 높은 경우
(M=4.30) 낮은 사람들보다(M=3.96) 보다 구매의도가 높
게 나타났다. (t = -2.203, p = .029). 

소비자가 사물이나 비인간적인 대상을 의인화하는 정
도에 따라 브랜드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 결과, 의인화 정도가 높은 그룹의 경우(M=4.72)에는 
의인화 정도가 낮은 경우에(M=4.35) 비해 더 높은 브랜
드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었고(t = -3.459, p = .001) 또
한 구매의도의 경우에도 의인화 정도가 높은 경우
(M=4.38) 의인화 정도가 낮은 그룹(M=3.90) 보다 높은 
구매의도가 확인되었다.(t = -3.083, p = .002). t-검정
을 통해서 소비자 혁신성과 의인화 정도가 광고 효과인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하
여 가외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실험참가자 특성변수인 
소비자혁신성과 소비자의 의인화정도를 공변량으로 설정
해 그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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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을 통해 분석한 전문성과 진실성도 통제변인을 설정
한 상태에서 재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와 브랜
드 태도 사이에 통제변수인 소비자 혁신성(df = 1, F = 
3.252, p = .073), 의인화(df = 1, F = 20.726, p = 
.00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수와 구매의
도 사이에 있어서도 소비자 혁신성(df = 1, F = 4.719, 
p = .031), 의인화(df = 1, F = 13.782, p = .00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통제변수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 3과 가설4는 채택되었다. 즉 
소비자 혁신성은 인공지능 보증인 모델에서 보증인 요소
와 광고효과 사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혁신성, 의인화정도라는 두 가지 통제변인
을 설정한 상태에서도 전문성과 진실성의 주효과 및 통
계적 유의성은 앞서 실시한 t-검정 결과와 일관되게 나타
났다.

5. 결론 및 제언

인공지능은 보증인으로서 전문성이 강조될 때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 모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이테크 제품의 경우 전문가인 보증인이 유명인 
광고모델보다 제품 성능에 대한 리스크와 재무적 리스크
를 줄여 주는 것으로 소비자가 인지하는 것이다[35]. 또
한 인공지능이 의료, 금융 등 전문 영역에서부터 적용되
고 있으며, IT전문기업에서 개발되는 만큼 진실성보다는 
전문성이라는 속성이 더 부각되어 인지되는 것으로 여겨
진다.

혁신적인 소비자일수록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
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새
로운 제품이나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지만, 혁신성이 낮은 소비자는 변화
를 싫어하고 신제품을 위협적으로 여긴다[38]. 인공지능 
제품 도입 초기에는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많은 정보 제공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
으로는 제품 및 기술 확산의 속도에 따라 감정적인 측면
으로 광고 메시지 변화 필요하다[39]. 

의인화 수준은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 마케팅
에 있어서 고려해야하는 소비자 특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각적 또는 언어적 묘사를 사용하는 의인화는 인간에 
대한 스키마를 불러일으키고, 이는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43, 44). 의인화 수준은 광고 
내 의인화된 대상에 대해 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지 결정할 수 있기에[45] 가급적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
스에 대해서 인간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이 광고 캠페인에서 사람과 유사한 
보증인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검증한 
것에 이론적인 의의가 있다. 기존 광고의 보증인 효과 연
구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정보원 신뢰성 모델을 인공지능 
보증인에 적용하여 인공지능 보증인도 인간과 동일하게 
소비자 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51].

또한 소비자의 개인특성인 소비자 혁신성과 의인화 정
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어 인공지능 분야가 
향후 다양한 학문과 융합하여 연구될 때 참고할만한 시
각을 제공했다.

본 연구 결과는 인공지능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마
케팅하고 홍보할 실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
점을 제공한다. 먼저 인공지능을 적용한 제품, 서비스 광
고 시 인공지능의 전문성을 강조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적용된 주요 분야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의
료, 금융, ICT 기술 분야인 만큼 인공지능의 전문성을 강
조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인공지능과의 적합성(fit)을 높
여야 광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소비자들과의 커뮤
니케이션에 있어서도 가급적 인공지능을 의인화하여 인
간 보증인과 같이 친숙하게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증인 효과에 연구에 있어 새로운 시도로 
평가될 수 있지만 실험 설계 시 금융산업으로 적용을 한
정한 만큼 유통, 교육, 미디어 등 다른 산업의 맥락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데에 연구의 한계점이 있으며, 가상의 
실험자극물에 대한 제한된 노출 후 광고효과를 측정한 
점도 본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향후 인공지능 보증인의 효과를 더 복합적으로 검증하
기 위해서 인쇄된 광고 자극물 외 다양한 매체효과를 검
증하는 연구와 소비자혁신성과 의인화 정도 외 다양한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광고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
이 아닌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이 직접적인 접촉 상황에
서 인공지능 보증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밝혀낼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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