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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ilding on Technology Readiness and Acceptance Model(TRAM), the study aimed 
to examine how technology readiness affects consumers’ perceptions of ease of use, 
usefulness, and risk, which in turn predict their intention to use retail service robots. 
Specifically, the study proposed that technology readiness motivators (optimism and 
innovativeness) would influence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fulness, while technology 
readiness inhibitors (discomfort and insecurity) would affect perceived risk. The study 
further examined if the perception factors (ease of use, usefulness, and risk) contribute 
to intention to use retail service robots. A survey method was used with data collected 
from Korean consumers. The final sample size was 418.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indings of the study revealed that technology readiness 
motivators positively affected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fulness while innovative-
ness had no impact on usefulness. All the inhibitors increased perceived risk. Lastly, 
as hypothesized, perceptions of ease of use, usefulness, and risk predicted intention 
to use retail service robots. This study extended the retail technology literature by 
applying and validating TRAM to the context of consumer acceptance of retail service 
robots. The study further helped marketers and retailers by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readiness in improving consumer perceptions and responses towards 
retail service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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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의 등장으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기 및 서비스가 유통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상승과 판매원 관

리에 대한 비용 증가 등으로 리테일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활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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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을 중심

으로 현장에서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미국 Walmart는 
스캔 기능이 있는 물류용 로봇 ‘오토-S(Auto-S)’를 현

재 350개 매장에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Meyersohn, 
2019). 오토는 매장 통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가격과 

물품 배치의 오류를 점검하고, 재고를 파악, 파악한 

정보를 실시간 서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Meyersohn, 2019). 한국 이마트는 음성인식 매장안내 

및 결제기능을 가진 자율주행카트 ‘일라이(Eli)’를 시

범적으로 선보인 바 있다(Jang, 2018). 일라이는 고객

을 따라다니면서 고객이 찾는 물건을 음성으로 인식, 
장소를 안내하고, 스마트폰 결제를 돕는다. 특히, 
COVID-19 대유행으로 유통 업계를 중심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에 대한 수요가 급

증하고 있다(Bandoim, 2020).
리테일 서비스 로봇은 인공지능, 개인화 기술 등을 

활용하여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

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로봇으로, 다양한 분야에

서 지능화된 서비스를 창출하는 로봇”으로 정의된다

(Park, Suh, & Kim, 2013, p. 166). 리테일 서비스 로봇 
기술은 나노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정보기술, 
인지과학 등의 영역의 진보를 통해 획기적으로 발전

해오고 있다(Grewal, Kroschke, Mende, Roggeveen, & 
Scott, 2020). 리테일 현장에서 활용되는 서비스 로봇

은 인간 종업원을 대체하기 보다, 인간 종업원의 역량 

혹은 기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킴으로써 회사의 비용 

효율성 측면에 기여하며,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객에게는 새로운 경험과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가치를 창출한다(Grewal et al., 2020). 보다 구

체적으로 리테일 서비스 로봇은 육체적(물품 운반, 고
도의 시각 및 청각 등), 인지적(다양한 형태의 정보 저

장, 실시간 정보검색 등), 감정적(아이 트랙킹, 안면 

인식, 감정 인식 등을 통한 고객의 감정적 반응 파악 

등) 영역에서 인간 종업원의 업무를 보조하고, 역량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Grewal et al., 2020). 현재 대

부분의 선행연구는 리테일 서비스 로봇을 공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기술적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Kiesler & Hinds, 2004), 소비자의 인지․심리적 관

점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서비스 로봇과 관련하여 금융권 챗봇(Kim, Park, & 

Lee, 2019), 투어리즘 분야에서의 서비스 로봇(Murphy, 

Gretzel, & Pesonen, 2019), 항공운송 서비스 산업에

서의 휴머노이드 로봇(Kim, Park, & Lee, 2019) 등 금

융, 관광, 항공 분야에서 소비자 수용에 관한 일부 선

행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기술수

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중심

으로 소비자 수용과 결정요인을 고찰하였으나(Park et 
al., 2013; Wirtz et al., 2018), 리테일 쇼핑 환경에서 

서비스 로봇에 대한 소비자 수용과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리테일 서비스 

로봇과 같이 혁신 기술의 경우 소비자의 수용 과정에

서의 심리적 부담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수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Kirwan, 
2016). 그러나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서비

스 로봇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을 강

조하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Kirwan, 2016). 또한, Lin, Shih, and Sher(2007)이 
논의하듯이, 혁신 기술 수용의 경우, 소비자 개인의 기술

에 관한 신념 및 특성에 따라 수용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준비수용모델(Technology 
Readiness and Acceptance Model: TRAM)에 근거하

여 소비자의 기술준비도가 소비자 수용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기술준비도 활성 요인(낙관성, 혁신성)과 저해 요인

(불편감, 불안감)이 지각된 사용용이성, 유용성, 위험

과 리테일 서비스 로봇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고자 한다.

Ⅱ. Review of Literature

1. Technology readiness (TR)

기술준비도(Technology Readiness: TR)는 새로운 기

술 수용에 대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개인적 특성에 관한 변수로 정의되며, 다양한 분야에

서 혁신 기술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논의되었

다(Parasuraman, 2000). Parasuraman(2000)은 기술준

비도를 네 개의 차원으로 제안하고, 기술준비의 긍정

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며, 각 개인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기술

준비도는 긍정적 측면을 반영하는 개인의 기술준비에 

기여하는 활성 요인(motivator) 두 요인과 부정적 측면

을 반영하는 기술준비도를 낮추는 저해 요인(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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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논의하였다. 활성 요인은 
낙관성(optimism)과 혁신성(innovativeness)으로 구성되

며, 저해 요인은 불편감(discomfort)과 불안감(insecurity)
으로 구성된다. Parasuraman(2000)의 정의에 따르면, 
낙관성은 기술 사용으로 삶에서 통제감, 유연성, 효율

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신념이며, 혁신성은 기술 선지

자 혹은 기술과 관련해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경향이

다. 불편감은 기술에 대한 통제 부족감와 압도되는 느

낌으로, 불안감은 기술에 대한 불신과 작동에 대한 의심, 
잠재적인 해로운 결과에 대한 염려 등으로 정의된다.

2.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and tech-

nology readiness and acceptance model (TRAM)

기술수용모델(TAM)은 새로운 기술 수용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그 실효

성이 오랜 기간 인정되어 온 모형이다(Davis, 1989; 
Han, 2019; Jeong & Roh, 2016; Lin et al., 2007; 
Park, Hyun, Fairhurst, & Lee, 2012). 기술수용모델에 

따르면 시스템 혹은 기술수용(usage acceptance)은 그 

시스템 혹은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intention 
to use)에 의해 결정되며, 사용의도는 그 시스템 혹은 

기술에 대해 사용자가 지각하는 사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과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에 의해 

설명된다(Davis, 1989; Davis, Bagozzi, & Warshaw, 
1989).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특정 시스템 혹은 기술을 

사용하기에 드는 노력 혹은 어려움이 없다고 믿는 정

도로 정의되며, 지각된 유용성은 특정 시스템 혹은 기

술이 사용자의 성과를 증진시켜줄 것이라 믿는 정도로 
정의된다.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유용성이 기술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온라인 뱅킹 셀프서비스테크놀

로지(Pikkarainen, Pikkarainen, Karjaluoto, & Pahnila, 
2004), APP 서비스(Chu & Liang, 2018), 소셜미디어 

광고(Lin & Kim, 2016), 소셜커머스 쇼핑(Bounkhong 
& Cho, 2017), 모바일 쇼핑(Kim & Shin, 2014)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혁신 서비스 수용 의도를 설명하고자 

실증분석 되었다. 기술수용이론에 따르면, 해당 기술

을 사용하기 용이하다고 생각할수록, 해당 기술이 수

행하고자 하는 업무 성과를 개선시킨다고 생각할수

록, 그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며, 이는 실제 해당 기술

의 수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논의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기술수용모델을 바탕으로 리테일 환경에서 활

용되는 서비스 로봇에 대한 수용 의도는 해당 로봇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유용성에 의해 

설명될 것이라 제안한다.
Lin et al.(2007)은 기술 사용자 개인의 특성을 반영

하여 기술수용과 심리적 기제를 파악하고자, 기술수

용모델(TAM)을 기반으로 기술준비도(TR)를 포함한 

기술준비수용모델(TRAM)을 제안하였다. 기술준비수

용이론에 따르면 기술준비도는 기술의 사용용이성과 

유용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며, 사용용이성과 

유용성은 기존 기술수용모델에서와 같이 기술 사용의

도 및 수용을 설명한다. Lin et al.(2007)의 기술준비도

는 네 가지 차원으로 제안되었으며, 이 중 낙관성, 혁
신성 요인은 기술준비도를 개선시키는 활성 요인으로 

분류된다. 선행 연구에서 이들 활성 요인은 기술 사용

으로 인한 혜택을 증진시킬 것이며, 낙관성과 혁신성

이 높은 소비자들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의되었다(Pradhan, Oh, & Lee, 2018). 
예를 들어, 기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술이 유연성,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소

비자는 유통 매장에서 서비스 로봇을 사용하여 제공

되는 상품 검색 및 안내, 결제 등 서비스를 사용하기

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해당 서비스는 유용할 것이

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새롭게 소개되는 기술의 

선지자가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소비자들은 리테

일 서비스 로봇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용하기 용이

하며 유용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기술준비도 활성 요인(낙관성, 혁신성)이 지각된 

사용용이성, 유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제

안한다.
기술준비도 차원 중 불편감과 불안감은 기술 사용

에 관한 부정적 관점을 반영하는 저해 요인으로, 이들 

요인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논의되었다(Pradhan et al., 2018). 지각된 위험

(perceived risk)은 기술 사용과 관련된 안전, 신뢰성과 

관련된 염려, 개인적, 심리적 혹은 재무적 위험으로 

정의된다(Walker & Johnson, 2006). 기술준비도는 기

술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특정 

기술을 사용 시 부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지각된 위

험과는 구분되며, 기술준비도는 지각된 위험의 선행

변인으로 논의된다(Blut & Wang, 2020; Parasuraman, 
2000). 예를 들어, 기술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고,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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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된다고 느끼는 소비자와 기술에 대해 불신하며 부

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는 소비자는 유

통 매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의 안전과 신뢰

성에 대한 염려가 클 것이다. 이에 기술준비도 저해 

요인(불편감, 불안감)은 지각된 위험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제안한다.
사람들은 혁신 기술 사용 시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염려도 가진다. 특히, 
사람의 역할을 대신한 로봇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

해 거부감을 가진 소비자들은 해당 기술 사용을 하

는 것에 부정적일 것이다(Ghazali, Ham, Barakova, & 
Markopoulos, 2018). 예를 들어, 지각된 위험은 온라

인 애플리케이션(Lu, Hsu, & Hsu, 2005), 모바일 결제

(Lee & Sung, 2018), 소셜커머스 쇼핑(Kim & Chung, 
2015)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사용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리테일 서비스를 제

공하는 로봇에 대해 위험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줄어들 것이라 제안

한다.

3. Research framework

위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준비수용

모델(TRAM)을 근거로 다음 연구 모형과 가설을 제

안한다(Fig. 1).

H1: 낙관성은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혁신성은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낙관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4: 혁신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5: 불편감은 지각된 위험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불안감은 지각된 위험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리테일 서비스 로봇 사

용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지각된 유용성은 리테일 서비스 로봇 사용의

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지각된 위험은 리테일 서비스 로봇 사용의도

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Research Method

1. Research procedure

유통 매장에서 쇼핑 시 활용되는 서비스 로봇에 대

한 소비자 수용의도와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마케팅 리서치 회사의 소비자 패널 중 20세 이

<Fig. 1>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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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

하였다. 최근 리테일 분야 서비스 로봇에 대한 뉴스 

기사 및 보도가 나오고 있기에 다음 설명을 제시하였

다(리테일/유통 서비스로봇이란 마트, 백화점 등 유통 

매장에서 소비자를 직접 대면해 상품검색, 안내 등 소

비자의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전반에 걸쳐 필요한 업무

를 수행하는 로봇을 뜻한다). 2018년 8월 5일부터 8일

까지 총 7,563부의 설문이 발송되었고, 수신을 확인한 

1,822명의 응답자 중 리테일/유통 서비스 로봇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484명의 응답자만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 중 결측치를 제외한 최종 418부의 설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리테일 서비스 로봇에 대한 유

용성, 사용용이성, 위험, 사용의도 등 소비자 인식에 

대해 측정하고자, 최근 새롭게 리테일 및 유통 분야에

서 도입되고 있는 서비스 로봇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

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저조한 응답률을 보인 것으

로 사료된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Table 
1>과 같다.

2. Measures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기술준비도 활성 요인 및 

저해 요인 네 차원, 지각된 사용용이성, 용이성, 위험,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Items Frequency %

Gender
Male 211 50.48

Female 207 49.52

Age

20-29 105 25.12

30-39 147 35.17

40-49 107 25.60

50-69 59 14.11

Occupation

Office workers 206 49.28

Professionals 31  7.42

Technical workers 29  6.94

Housemakers 25  5.98

Freelancer 24  5.74

University students 21  5.02

Self-employed 20  4.78

Unemployed 18  4.31

Sales 14  3.35

Others 30  7.18

Education

Middle/High school graduates 39  9.33

College graduates 65 15.55

University graduates 270 64.59

Graduate/Professional degrees 44 10.53

Lower than ₩999,999 54 12.92

Annual income
(won)

₩10,000,000 - ₩19,999,999 39  9.33

₩20,000,000 - ₩39,999,999 163 38.99

₩40,000,000 - ₩59,999,999 95 22.73
More than ₩60,000,000 6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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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도 등 8개의 구성개념을 포함한다. 설문문항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채택하여 본 연구

의 컨텍스트에 맞게 수정하였다. 기술준비도 네 차원

의 측정을 위해 Parasuraman and Colby(2015)가 제시

한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TRI 2.0 항목을 채택하였다. 
기술준비도 활성 요인에 해당하는 낙관성 4항목, 혁

신성 4항목, 저해 요인에 해당하는 불편감 4항목, 불안

감 4항목을 채택하였다. 지각된 기술용이성 4항목, 지
각된 용이성 4항목은 Shih(2004), Davis(1989), Davis 
et al.(1989)에서 채택하였고, 지각된 위험 4문항은 Wu 
and Wang(2005), 사용의도 3문항은 Venkatesh and 
Davis(2000)에서 채택하였다. 8개의 구성개념 설문문

항은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점: 전혀 동의하

지 않는다~7점: 매우 동의한다). 마지막으로 성별, 연
령, 직업, 학력, 연평균 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측정되었다. 본 연구 설문 시작 시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 리테일 중 하나인 마트에서 활용되

는 리테일 서비스 로봇에 대한 간략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제시하였다.

3. Data analysis

본 연구는 SPSS 25를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수

를 분석하였다. 측정모형 검증을 위해 AMOS 25를 사

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y analysis: 
CFA)을 실시하였으며, 제안된 가설검증(H1-9)을 위

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Results

1. Measurement model

측정모형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

시하여 측정항목의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및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문제가 되는 문항인 낙관성 

1문항, 불편감 1문항, 불안감 2문항, 지각된 위험성 1
문항을 제외한 후, CFA 분석 결과 측정 모형 적합도

는 수용가능한 수준이었다(χ2=552.35, df=271, χ2/df= 
2.04, p<.001, CFI=.96, GFI=.91, NFI=.93, RMSEA=.05; 
Table 2). 각 구성개념에 대한 요인 부하량은 .66 이상

이었다. CR 값은 .80 이상이었으며, 평균분산추출값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57 이상으로 나

타나, 구성개념의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이 확
인되었다(Anderson & Gerbing, 1988). 또한, <Table 
3>과 같이, 모든 요인 간의 상관계수 제곱 값과 AVE 
값을 비교하여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확

인하였다.

2. Hypothesis test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가설1-9 검증한 결과, 
모델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χ2=633.55, df= 
284, p<.001, CMIND/DF=2.23, CFI=.95, GFI=.90, 
NFI=.92, RMSEA=.05). <Table 4>와 같이 가설이 검

증되었다. H1-6에서 TRI 활성 요인 두 차원(낙관성, 
혁신성), 저해 요인 두 차원(불편감, 불안감)이 지각된 

사용용이성, 유용성, 위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제안

했다. 활성 요인 중 낙관성(H1: std. β=.35, t=5.84, p< 
.001)과 혁신성(H2: std. β=.30, t=5.09, p<.001)은 지

각된 사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나 가설 1과 2를 지지하였다. 즉, 기술 전반에 대한 

인식이 혁신적이고 낙관적인 소비자는 리테일 서비스 

로봇의 사용이 어렵지 않다고 지각할 것이다. 이 결과

는 낙관성과 혁신성이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같은 기

술 사용으로 인한 혜택에 대한 평가를 증진시킬 것이

라는 Prahan et al.(2018)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한다. 
가설 3에 대한 분석 결과, 낙관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std. β=.52, t=7.90, 
p<.001). 그러나 혁신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다소 유의하였으나, p=.06
으로 제안된 가설4는 기각되었다(std. β=.11, t=1.86, 
p=.06). 즉, 기술 전반에 대해 낙관적인 소비자는 리테

일 서비스 로봇이 쇼핑의 효율을 높여줄 것이며, 유용

하다고 지각할 것이나, 혁신적인 관점의 소비자는 반

드시 효율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

다. Prahan et al.(2018)은 혁신성과 낙관성이 유용성

과 같은 기술로부터 얻는 혜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 논의했으나, 그들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은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리테일 서비스 로봇이 패션 

유통 산업에서 도입단계에 있기에 해당 기술에 대해 

소비자들이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여전히 인간 

종업원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출되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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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of final measurement items

Construct Items Factor 
loading CR

Optimism

1. New technologies contribute to a better quality of life. .76

.812. Technology gives me more freedom of mobility. .79

4. Technology makes me more productive in my personal life. .76

Innovativeness

1. Other people come to me for advice on new technologies. .72

.75

2. In general, I am among the first in my circle of friends to acquire new 
technology when it appears. .72

3. I can usually figure out new high-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elp 
from others. .81

4. I keep up with the latest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my areas of 
interest. .83

Discomfort

2. Technical support lines are not helpful because they don’t explain things 
in terms I understand. .66

.803. Sometimes, I think that technology systems are not designed for use by 
ordinary people. .85

4. There is no such thing as a manual for a high-tech product or service 
that’s written in plain language. .74

Insecurity
2. Too much technology distracts people to a point that is harmful. .89

.803. Technology lowers the quality of relationships by reducing personal 
interaction. .74

Perceived ease 
of use

1. I will easily understand how to use the service robot. .79

.86
2. Interacting with the service robot will not require a lot of my mental 

effort. .80

3. The service robot will be easy to use. .93

4. I will find it easy to get the service robot to do what I want it to do. .93

Perceived usefulness

1. Using the service robot will improve my shopping performance. .78

.91
2. Using the service robot will increase my shopping productivity. .90

3. Using the service robot will enhance my shopping effectiveness. .87

4. I think the service robot is useful. .85

Perceived risk

1. I think using the service robot in monetary transactions has potential risk. .81

.922. I think using the service robot in product purchases has potential risk. .95

3. I think using the service robot in merchandise services has potential risk. .90

Intention to use

1. Assuming I have access to the service robot, I intend to use it. .88

.942. Given that I have access to the service robot, I predict that I use it. .94

3. Given that I have access to the service robot, I intend to purchase the 
products using the robot. .91

Notes. χ2=552.35, df=271, χ2/df=2.04, p<.001, CFI=.96, GFI=.91, NFI=.93, RMSEA=.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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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와 6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저해 요소 중 불

편감은 지각된 위험에 정(+)의 영향을(std. β=.22, t=3.56, 
p<.001), 불안감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

타나 해당 가설을 지지하였다(std. β=.41, t=6.10, p<.001). 
선행연구와 같이 소비자들이 기술 전반에 대해 불편

해하고, 불안해할 경우 리테일 서비스 로봇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염려하고, 위험을 느낌을 
알 수 있다(Blut & Wang, 2020). TAM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리테일 서비스 로봇 사용

의도에 정(+)적 영향을(H7: std. β=.21, t=5.12, p<.001),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의도에 정(+)적 영향을(H8: std. 

β=.63, t=12.65, p<.001) 미친 것으로 나타나 가설 7과 

8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흔히 연구되었듯이 TAM을 바탕으로 혁신 기술에 대

해 사용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유용하다고 생

각할수록 해당 기술을 사용하려 함을 재확인한다(Han, 
2019; Jeong & Roh, 2016). 가설 9 검증 결과, 지각된 

위험은 리테일 서비스 로봇 사용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제안된 가설이 지지되었다(std. β= 
‒.11, t=‒2.88, p<.01). 따라서, 소비자가 리테일 환경

에서 활용되는 서비스 로봇이 사용하기 편하다고 느

낄수록, 용이하다고 느낄수록, 위험도가 적다고 느낄

<Table 3> Correlation matrix

Variables 1 2 3 4 5 6 7 8

1. Optimism (.59)

2. Innovativenss .21 (.59)

3. Discomfort .07 .01 (.57)

4. Insecurity .11 .03 .25 (.67)

5. Ease of use .20 .21 .02 .03 (.75)

6. Usefulness .28 .11 .05 .04 .28 (.72)

7. Risk .13 .01 .17 .26 .02 .05 (.79)

8. Intention to use .31 .14 .07 .05 .27 .54 .07 (.83)

Notes. AVEs are presented in parentheses on diagonals. Off-diagonal entries are the squared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onstructs.

<Table 4> Hypothesis test results

Hypotheses β std. β SE t Results

H1 Optimism → Ease of use .42 .35 .07  5.84*** Accepted

H2 Innovativeness → Ease of use .29 .30 .06  5.09*** Accepted

H3 Optimism → Usefulness .67 .52 .09  7.90*** Accepted

H4 Innovativeness → Usefulness .11 .11 .06  1.86 Rejected

H5 Discomfort → Risk .29 .22 .08  3.56*** Accepted

H6 Insecurity → Risk .34 .41 .06  6.10*** Accepted

H7 Ease of use → Intention to use .22 .21 .04  5.12*** Accepted

H8 Usefulness → Intention to use .62 .63 .05 12.65*** Accepted

H9 Risk → Intention to use ‒.10 ‒.11 .03 ‒2.88** Accepted

Notes. χ2=633.55, df=284, p<.001, CMIND/DF=2.23, CFI=.95, GFI=.90, NFI=.92, RMSEA=.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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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사용하고자 함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Lu 
et al.(2005)와 Lee and Sung(2018)의 논의와 같이 지

각된 위험의 기술 사용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

였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리테일 서비스 로봇을 활용

한 서비스와 구매 과정이 위험하다고 지각할수록 해

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려 함을 알 수 있다.

Ⅴ. Conclusion

본 연구의 결과, 기술준비도는 지각된 사용용이성, 
유용성, 위험 및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기술준비수용모델의 실효성을 재확인하였다. 보
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이 낙관적이고 혁신적일수록 리테일 서비스 로봇이 

사용 용이하다고 느끼며(H1, H2), 리테일 서비스 로

봇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H3). 그러나 혁신적인 소비자의 경우, 리테일 

서비스 로봇 이용에 대해 반드시 유용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H4). 또한, 기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

편하며 불안하다고 느끼는 소비자일수록 리테일 서비

스 로봇이 위험하다고 지각했다(H5, H6). 기술수용모

델을 실효성을 검증하며, 소비자가 리테일 서비스 로

봇 사용이 용이하며, 유용하다고 느낄수록 해당 로봇

을 사용해 보고자하며(H7, H8), 위험하다고 느낄수록 

해당 로봇 사용을 꺼려함을 확인하였다(H9). 기술수

용모델을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 다음의 결론과 시사

점을 제안한다. 
첫째, 기술준비도 활성 요인인 낙관성은 지각된 사

용용이성과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Lin et al.(2007)이 주장한 바와 같이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수용의도를 설명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평소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소비자일수록 리테일 서비스 로봇과 같이 익숙

하지 않은 혁신 기술을 사용함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

며, 사용 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혁신성의 경우, 소비자 사용용이성

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유용성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소비자가 새로운 혁신기술을 선도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할 경우, 리테일 서비스 로봇 사용에 어

려움이 없다고 느끼나, 반드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둘째, 기술준비도 저해 요인인 불편감과 불안감은 

지각된 위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
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편하게 느끼고, 신뢰하지 못

하는 소비자는 리테일 환경에서 로봇이 제공하는 서

비스 사용 시 위험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함을 나타낸

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리테일 서비스 로봇을 비롯

한 리테일 환경에서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혁

신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업체와 마

케터는 기술준비도와 같은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술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

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기술수용모델을 재확인하며 지각된 사용용이

성, 유용성, 위험은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즉, 리
테일 서비스 로봇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느

낄수록, 쇼핑에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느낄수록, 구매

와 상품 판매와 관련된 위험도가 낮다고 느낄수록 리

테일 서비스 로봇을 사용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혁신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유통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해당 기술에 대해 사용하

기 쉽고, 효용이 있으며, 위험도가 낮다고 지각하도록 

기술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앞서 논의한 실무적 시사점 외에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재까지 선

행연구에서 거의 고찰되지 않은 리테일 서비스 로봇 

수용과 결정요인을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함으

로써, 혁신 기술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이해하고 연구

의 저변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는 리테일 서비스 로봇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행함으

로써 기술준비수용모델을 바탕으로 제시된 개념 모형

을 검증하여 실제적으로 기술수용이 어떠한 요인으로 

설명되는지를 검증하고, 기술수용모델의 유효성을 재

확인하였다. 또한, 실무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혁신 

기술을 도입하여 리테일 환경과 소비자 경험을 개선

하고자 하는 유통업체와 개발자, 마케터에 기술을 활

용한 서비스 제공 시 소비자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야 함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제한점 또한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기

술준비도와 같은 소비자 특성을 영향 변수로 제시하

였으나, 상황적 요인을 같이 고려한다면, 리테일 서비

스 로봇 수용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가능하리

－ 417 －



10 리테일 서비스 로봇의 소비자 수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라 생각한다. 또한, 현재 유통환경에서 리테일 로봇은 

도입기에 있다. 따라서 향후 리테일 서비스 로봇이 보

다 보편화된 시기에 해당 연구를 반복하여, 혁신성의 

유용성에 대한 영향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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