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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I 스피커를 비롯한 관련 디바이스에 감정 맞춤형 서비스나 다양한 기능들이 부가된 기기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I 스피커 사용자들이 작성한 구매 후기 텍스트들의 주제를 확인하고, 실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의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더 나아가 AI 스피
커 사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 600명을 대상으로 사용자가 지각한 스피커의 감성지능과 관계품질을 조사하고 서로 유의
한 관계가 있는지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토픽모델링 분석결과는 대부분의 글에서 
주로 AI 스피커의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자가 인식하는 AI 스피커의 감성지
능은 관계품질에 영향을 미치며, 관계품질은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 연구는 AI 관련 기존 연구
를 확장시켜 감성지능 및 관계품질의 개념을 새롭게 접목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및 실무적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 : AI 스피커, 감성지능, 관계품질, 텍스트 마이닝, SNS 댓글

Abstract  Devices that add emotion-specific services or various functions are appearing in AI speakers 
and related devices. To this end, this study performed topic modeling analysis on the topics of 
post-purchase texts written by AI speaker users, and compared them with the data collected via survey 
questionnaires. Furthermore, data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AI speakers and relationship quality 
were collected from 600 users and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results of topic modeling showed that most of the articles mainly 
mention the functional aspects of AI speakers. Second, emotional intelligence of AI   speaker perceived 
by consumer affected relationship quality, and relationship qua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Therefore, this study expands the area of AI research by integrating the concep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relationship quality to provide new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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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및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AI 스피커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디바이스 시장 중 하나이다. 시장 조사기
관인 Gartner에 따르면, 2015년 3.6억 달러에서 2020
년에는 21억 달러로 매년 4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1]. 대표적인 AI 스피커로는 아마존의 Echo, 
구글의 Google Home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동통신
사 별로 Nugu, 지니, 클로버 등을 출시하는 등 국내외적
으로 여러 AI 스피커가 출시되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스피커는 지능형 개인비서(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 이하, IPA) 시스템이 탑재된 디바이스로 사용
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하거
나 사용자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디바이스
이다[2]. 아마존의 Alexa, 애플의 Siri, 구글의 Google 
Assistant, 삼성의 Bixby 등이 대표적인 IPA의 예이다. 
하지만 IPA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사기관인 Statista의 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IPA 탑
재 디바이스인 스마트폰 사용자 중 61%가 IPA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 또한 IPA를 이
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의 대부분은 정보검색, 오락, 네
비게이션 등 단순한 기능 위주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가 IPA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사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도 있으나, IPA에 대해 사용자가 느끼는 효용이 사용자 
과업 효율이나 엔터테이먼트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 위
주로만 인식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최근 AI 스피커 관련 
전문 매체인 voicebot.ai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도 조사대
상의 약 20%가 AI 스피커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자의 
약 13%는 AI 스피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I 스피커의 IPA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많
은 수의 사용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나 이용행태를 
보면 대부분은 정보검색, 음악 청취, 날씨 정보획득 등의 
단순 기능 위주의 기능만을 사용하는 기존 IPA의 이용행
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4].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향후 AI 스피커의 지속적인 사용성의 향
상뿐만 아니라 AI 스피커 제조기업의 수익성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19에서는 고도화된 인
공지능(AI)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오
는 스마트 홈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스마트 헬스케

어, 모빌리티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다[5]. 특히 
진화한 AI는 2017년 아마존의 Alexa, 2018년 구글의 
Assistant 등 CES에서 주목을 받았던 AI 스피커와 결합
해 소비자 일상의 모든 분야에 솔루션을 제시하였다. 
2019년도에서는 고도화된 AI에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이하 EI)을 입힌 새로운 기술들이 주목받
을 전망이다[5]. AI 스피커를 비롯한 관련 디바이스에 EI 
기술을 접목한 감정 맞춤형 서비스나 기타 다양한 기능
들이 부가된 기기들이 등장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기술은 
인체생리학(human physiology) 영역에도 적용될 것으
로 보인다. AI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부상
한 시점에 소비자들은 기술적인 측면보다 감성적인 측면
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6]. 이는 주요 포털사
이트 및 블로그, 카페, 동호회, 커뮤니티 등의 소셜 데이
터 키워드 48만 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은 첨단기술 
자체보다는 ‘대화와 소통 중심의 상호작용’을 하는 플랫
폼으로 AI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기계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및 인공지능(AI)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는 컴퓨터 
에이전트 시스템 또는 인공지능 디바이스의 수용 및 지속
사용성에 있어 사용자와 디바이스 또는 시스템 사이의 사
회적인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또는 EI의 중요성
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사회적 상호작용과 EI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시스템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 형성의 중요성까
지도 언급되고 있다[7,8]. 더욱이 AI 스피커와 같이 IPA
가 탑재된 스마트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정보 검색, 알람, 
쇼핑 등 도구적인 기능과 더불어 대화 및 의사소통 등의 
사회적인 기능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9]. 실제 AI 
스피커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음
성인식이 미흡하거나 연결형 대화가 곤란한 점과 같은 
불편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IPA나 AI 기술이 탑재된 
디바이스들의 사회적 객체로의 인식수준을 상호 비교 분
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AI 스피커가 과연 유사한 음성인식 AI 서비스가 탑재된 
디바이스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 분석하여 향후 
AI 스피커의 지속사용 가능성을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AI 스피커 디바이스들에 대한 사용자
의 반응을 블로그, YouTube 등의 SNS 데이터를 분석하
여 상대적인 소비자 인식의 차이를 텍스트 마이닝 분석
을 통해 비교하였다. 또한 AI 스피커는 사용자들과의 커
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역할과 기능인만큼 다양한 상황에
서 EI를 적용한 디바이스가 소비자가 지각하는 관계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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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AI 스피커

AI 스피커는 기존 스피커에 IPA 시스템이 탑재된 디
바이스로 이용자의 음성명령에 따라 상호작용을 통해 음
성검색, 음성인식, 음성번역 등 사용자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결된 기기의 제어와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
를 사용자에게 맞춤정보를 수집하여 수행하는 디바이스
이다[2]. 글로벌 기업들은 AI 엔진과 음성인식을 기반으
로 비서 서비스(AI voice-assistant) 출시와 제품을 확
대(예: 아마존의 Alexa, 애플의 Siri, 구글의 Google 
Assistant 등)하고 있다. 한편 국내 기업들도 SK텔레콤
의 누구(Nugu), 네이버의 웨이브(Wave) / 프렌즈
(Friends) 등이 대표적인 출시된 AI 스피커이다. 이러한 
AI 스피커는 음성인식이 가능한 IPA를 기반으로 음악감
상, 정보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IPA는 AI 스피
커, 스마트폰,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 등 다양한 디바
이스에 탑재되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IPA가 탑
재된 디바이스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IPA가 
탑재된 디바이스는 사람 및 다른 사물과의 커뮤니케이션
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러한 IPA의 기능은 많은 IoT 연구에서 언급한 IoT 허브 
또는 IoT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다른 디
바이스와의 연결을 제어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11]. 

2.2 감성지능
EI는 자신과 타인의 느낌과 정서에 주의를 기울일 줄 

알고, 서로 다른 정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
각과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2]. 또한 EI는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
하고 정보를 획득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문제적 
상황에서도 감정을 잘 조절하여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
향으로 행동하는 능력으로 간주하였다[13]. EI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 수용하고 자기감정을 식별하고 조절
하는 능력을 포괄한다. 또한 이성적인 결정이나 문제해결
을 위한 작업을 할 때 타인과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
식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이다. 감

정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에 맞게 효과적
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4]. 따라
서 감정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
니라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3 관계품질 
관계품질(relationship quality)은 소비자가 기대하

고 바라는 서비스에 대해 성과평가와 고객만족 정도로 
정의된다[15]. 고객만족은 소비자의 서비스에 대한 몰입
과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객만족은 관계몰입
의 주요 선행변수로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 보고되었다
[16,17]. 이전 연구는 서비스 성과에 대한 감정반응인 고
객만족을 관계품질의 주요 변인으로 확인하였다[18]. 이
는 고객만족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Smith(1998)의 연구에서도 관계품질은 단일차원으로 파
악되지 않으며, 몰입은 관계품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결과
변수로 나타났다[19]. Garbarino and Johnson(1999)은 
서비스 결과의 요인이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만족도가 신뢰와 헌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20]. 이외에도 관계품질을 신뢰, 몰입 및 만족 세 
가지 항목으로 파악한 연구도 있다[21]. 이는 
Ganesan(1994)이 전반적인 만족은 지속적인 상호이익
에 의해 신뢰가 형성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2]. 

한편 기업들은 과거 거래 중심적 사고에서 소비자와의 
관계, 네트워크 및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마케팅으로 변화
하면서,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23]. 또한 소비자와 기업 간의 관계품질은 향후 장기적
이고 지속적인 소비자와의 유대에 공헌한다고 하였다
[24].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과 one-time
이 아닌 on-going 한 관계형성을 위한 AI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과의 원활한 양방향 커뮤니
케이션 활동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소비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관계지향적인 AI 스피커를 개발하
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고객과의 공감(empathy)을 
높이고 관계품질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4 고객만족  
고객만족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경험한 후 구매전

의 기대와 구매후의 불일치 형성과정 및 실제 성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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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통해 구매자의 인지되는 감정 상태와 기대와 일
치되는 정도에 대한 반응이다[25]. 따라서 만족수준이 높
게 평가될수록 이는 소비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서비스가 
보다 관계 및 몰입이 증가하여 신뢰를 향상되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지속적인 관계형성에 사회적 교
환관계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26]. 또한 고객만족은 관
계 및 몰입의 주요 선행요인으로 기존 연구의 결과에서 
많이 밝혀졌다[17,27]. 

2.5 가설설정 
AI 스피커는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감정을 이

해하고, 이에 대해 보다 원활한 교환관계로 활용하거나 
감정적으로 소비자와의 관계를 유지 및 형성시킬 수 있
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13]. 따라서 소비자들에
게 지속적으로 관계지향적인 AI 스피커를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소비자와의 공감(empathy)을 높이고 
관계품질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와 같이 AI 스피커가 사용자와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
에서 사용자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유지하
게 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과 
신뢰를 부여할 수 있다[28].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1> 사용자가 지각한 AI 스피커의 EI는 관계품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장의 규제 완화, 빠른 기술 학습 및 모방 등으로 인
해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고,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요인이 바로 소비
자와의 관계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효과적으로 소비자에
게 최적화된 가치를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신뢰를 높여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소비자와의 긍
정적인 관계를 창출함으로써 소비자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소비자들에게 추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러므로 고객만족뿐만 아니라 소비자와의 호의적인 관계
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시사한다. 

고객만족은 신뢰와 관계몰입의 주요 선행변수로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20,27]. 또한 전반적인 
만족은 모든 서비스 경험 혹은 접점을 기초로 하여 내려
지는 소비자의 감정적 평가이며[29], 몰입은 관계에 대한 
심리적 애착심으로 사회교환의 전형적인 지표중 하나라

고 보았다[30]. 고객만족은 서비스 과정에 대한 참여를 
강화시키고 나아가 시간 경과에 따라 제품에 대한 몰입
에 이르게 한다[31]. 본 연구는 소비자의 AI 디바이스에 
대한 만족을 관계품질의 구성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관계
품질은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전반적인 고객만족은 소비자가 만족 수준을 높게 
평가할수록 관계품질에 대한 애착으로 몰입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관계품질은 고객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I 스피커는 소비자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획득뿐만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보다 사회적 관계로 활용하거나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
으로 이용자와의 관계를 유지 및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
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13]. 이와 같이 AI 스피커가 소
비자와의 관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맞춤화된 개인화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AI 스피커 스스로 감정을 조절
하여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들로부터 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28]. 이는 EI가 관계품질뿐만 아니라 고객만족에도 영향
을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EI는 고객만족에 대해서 관계품질을 통해서 
간접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
이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 사용자가 지각한 AI 스피커의 EI는 고객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표본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AI 스피커를 소유 및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마크로밀엠브레인 리서치회사 패널 600명(목적적 
할당표본 추출법)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하였다. 인구통
계학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Variable Frequency %

Gender Male
Female

335
265

55.8
44.2

Table 1. Respondents’ demographic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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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료 분석절차
본 연구는 AI 스피커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을 조사하

기 위해 블로그 등의 SNS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소비자가 지각한 AI 스피커의 EI와 
관계품질, 고객만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IPA가 탑재된 디바이스인 AI 스피커에 대한 사
용자의 SNS 글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
하고, 이들 디바이스들에 대한 사용자들이 인식하는 요소
를 토픽모델링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AI 스피커 사용자의 반응을 블로그, YouTube 
등의 SNS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지각하는 AI 스피커의 EI와 관계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서
는 SPSS 24.0으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
다. AMOS 24.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으로 
가설검증을 하였다. 

3.3 토픽모델링
토픽모델링 기법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하나로 방

대한 문서에서 주제를 찾기 위해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다[32]. 따라서 토픽모델링 기법은 주로 리뷰데이터의 주
제 탐색이나 이슈 분석 등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
다[3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작성한 구매 

후기 텍스트의 주제를 확인하고, 실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의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3.4 토픽모델링 분석을 위한 데이터수집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어떠한 주제로 AI 스피커

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AI 스피커’
로 국내 블로그를 검색하여 총 43,950개의 포스팅 된 블
로그 글을 크롤러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들은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총 7,707개의 단어로 단어
사전을 구축한 후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집 
후 사용한 데이터의 일부는 Figure 1과 같다. 

Fig. 1. Sample excerpts from collected dataset

3.5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블로그의 글에 대해 총 30개의 토

픽을 추출하였고, 토픽모델링 분석결과는 Figure 2와 같다. 

Fig. 2. Results of topic modeling analysis

Age
29 and below

30-39
40-49

50 and above

80
123
168
229

13.3
20.5
28.0
38.2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442
158

73.7
26.3

Job 
type

College student
Worker

Self-employment
Housewife

Professional
Management

Teacher / Official
Job seeker
Freelancer

26
306
68
64
44
16
22
15
39

4.3
51.0
11.3
10.7
7.3
2.7
3.7
2.5
6.5

Academic 
level

High school
College / University

Graduate school
63
449
88

10.5
74.8
14.7

AI speaker 
usage period

Less than 1 month
1-6 month
6-12 month

More than 1 year

15
98
193
294

2.5
16.3
32.2
49.0

AI speaker 
days of use

Less than 30 minutes
30-60 minutes

1-3 hour
More than 3 hour 

244
200
127
29

40.7
33.3
21.2
4.8

Total 6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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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의 토픽들을 살펴보면, AI 스피커의 사용목적
(topic_id = 2, 4, 9, 30)에 대한 토픽과 사용방법 및 하
드웨어 품질(topic_id = 1, 5, 7, 8, 10) 등의 토픽들이 
대부분이었다. 사용목적에 대한 주제들에서 등장한 단어
들을 살펴보면, ‘취침’, ‘육아’, ‘통화’, ‘수유’ 등의 육아 시 
AI 스피커를 활용하거나 ‘학습’, ‘공부’, ‘놀이’, ‘영어’, ‘선
생’ 등 학생들이 공부하거나 놀이할 때 AI 스피커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성인들의 경
우에는 ‘강의’, ‘음악’, ‘음성’ 등의 단어로 구성된 토픽으
로 보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거나 음악을 청취할 때 주
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른 주제로는 
사용방법을 소개하는 글들과 스피커를 개봉한 후기 및 
품질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의 토픽들이 분석되었다. 이들 
토픽에서는 ‘출시’, ‘연결’, ‘설명서’, ‘개봉’, ‘충전기’, ‘동
작’, ‘충전’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17번 토픽
을 보면 AI 스피커의 사회적인 측면의 토픽을 다루는 글
들이 있었는데, 이 토픽에서는 ‘인간’, ‘남성’, ‘여성’, ‘중
성’, ‘성장’, ‘위협’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3.6 측정도구
EI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제 다양한 연구에 적용되어 

사용한 Wong and Law (2002)가 개발한 WLEIS(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본 연구에 맞
게 수정하여 소비자가 지각하는 AI 스피커에 대한 EI를 측
정하였다[33]. WLEIS는 타인감성인식(other’s emotion 
appraisal), 감성의 활용(use of emotion), 자기감성인식
(self-emotion appraisal), 감성의 조절(regulation of 
emotion)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
문항이다. 각각 4문항으로 측정수치를 합한 후 도출된 평
균값을 이용하였다. 관계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증
연구를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8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20,24,30]. 문항의 예
로는 AI 스피커에 대한 서비스의 편안함, 진지함, 신뢰감, 
주요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 신속한 응답 등 이다. 
고객만족은 AI 스피커가 제공하는 핵심서비스 내용에 대
한 고객의 긍정적인 평가로 정의하고,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25]. 

4. 실증분석
4.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

인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EI 
중에서 타인감성인식(OEA)과 감성의 활용(UOE)은 r = 
.805(p<.001)로, 타인감성인식(OEA)과 자기감성인식
(SEA) 간에는 r = .872(p<.001)로 나타나 강한 상관관계
를 보였다. 모든 문항들은 5점 Likert 응답척도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각 도구의 Cronbach α 계수가 .80 이상
으로 높게 나타나 내적일관성은 확보되어 신뢰성은 갖추
고 있다[34].  

Variablesa) 1 2 3 4 5 6
1. OEA (.910)
2. SEA .872** (.895)
3. UOE .781** .805** (.848)
4. ROE .626** .656** .666** (.867)
5. RQ .587** .583** .640** .521** (.885)
6. CS .481** .485** .571** .463** .766** (.912)
MEAN 2.542 2.605 2.930 3.055 3.255 3.406
SD .9155 .9092 .8795 .9514 .6859 .8191
Notes: 
1. N=600, **p<.001. Numbers in parentheses are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2. a)OEA=other’s emotion appraisal, SEA=self emotional appraisal, 

UOE=use of emotion, ROE=regulation of emotion, RQ=relationship 
quality, CS=customer satisfaction.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4.2 가설검증 결과
Anderson & Gerbing(1988)이 제시한 2단계 접근

법(two-step approach)에 따라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모형을 검증하여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확인
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여 Table 3에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35]. 모형적
합지수는 χ² = 422.491, DF = 106, GFI = .912, TLI 
= .945, CFI = .957, RMSEA = .071로 나타나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36]. 각 측정변인의 표준
화 요인부하량은 전반적으로 .60 이상이었으며, 잠재변
인들의 구성개념신뢰도(CCR)는 .70보다 크고, 평균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도 .50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와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37]. 또한 가설검증을 위해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모형분석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지수를 검
증한 결과, χ² = 424.149, DF = 107, GFI = 912, CFI 
= 957, TLI = .945, RMR = .043, RMSEA = .071로 나
타나 대체로 충족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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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tandard factor 
loading  C.R. AVE CCR

EI
OEA .917 -

.715 .957SEA .944 39.134
UOE .859 31.509
ROE .705 21.500

RQ

RQ1
RQ2
RQ3
RQ4
RQ5
RQ6
RQ7

.727

.700

.799

.693

.561

.616

.687

.731

-
15.561
18.020
15.695
12.641
13.791
15.410
20.683

.543 .982

CS
CS1
CS2
CS3
CS4
CS5

.871

.714

.743

.846

.885

-
19.992
20.501
23.625
24.717

.697 .962

Table 3.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첫째, 
사용자가 지각한 AI 스피커의 EI는 관계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표준화경로
계수 = .616, t = 15.660, p<.001). 이는 EI가 감정적 표
현을 통제 및 활용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EI가 높으면 AI 스피커 스스로와 타인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으므로 EI를 통해 확보된 감정
적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관계품질도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쳐 가
설 2도 지지되었다(표준화경로계수 = .954, t = 14.271, 
p<.001). 기존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관계품질은 고객
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관계의 형성과정에서 관계는 인지적인 부분에 한정되
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이용자들이 가지
고 있는 특성에 따라 서비스 경험에 있어서 고객만족을 
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
거나 혜택을 통해 더욱 강한 유대를 형성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사용자가 지각한 AI 스피커의 EI는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기각되었다(표
준화경로계수 = -.055, t =-1.282, p = .200). EI와 고객
만족 사이 의 관계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
은 EI와 고객만족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아서라기보다
는 고객만족에 대한 관계품질의 영향을 통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관계품질이 EI와 고객만족의 관계를 
부분매개가 아니라 완전매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Hypothesis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s Result

H 1 .616  15.660** Supported
H 2 .954  14.271** Supported
H 3  -.055 -1.282 overruled

Note. **p<.001

Table 4.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넷째, 관계품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ias-corrected 
방법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의 접근법을 사용했다. 
표본 5,000개를 추출하여 검증한 결과, 95% 신뢰구간에 0이 α 
= .05 수준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하다
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관
계품질은 사용자가 지각한 AI 스피커의 EI와 고객만족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즉 EI가 직접적으로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품질을 통해
서 간접적으로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관계품질이라는 이용자와의 관계형
성 및 유지로 인해 EI가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Path Estimate SE 95%  CI
LL UL

 EI→RQ→CS  .634** .05  .555 .719
Note. **p<.001

Table 5. Results of testing mediating effects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사용자가 AI 스피커를 통해 경험하는 감정

적 변수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사용자
가 서비스 과정에서 경험하는 감정이 관계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다. 즉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텍스트 마이
닝을 분석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체계화하여, AI 디바이
스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EI 
이론에 소비자가 지각하는 관계품질이라는 새로운 영역
을 접목시켜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및 실무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AI 스피커의 디바이스 수
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계품질을 개선할 수 있어서 긍
정적인 제품 이미지 구축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니즈를 간파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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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AI 스피커가 소비자와 공감할 수 있는 EI 기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EI는 단
일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인들의 상호작용 및 통합
의 결과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감정의 측정
과 EI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AI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38], AI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감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었던 바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
고 있다. 본 연구는 EI가 접목된 AI의 기능에 대한 소비
자들의 인식에 따라 트위터, 블로그 및 YouTube가 차별
화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AI 스피커에 대한 사용
자의 반응을 블로그 등의 SNS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
트 마이닝 분석뿐만 아니라 EI 및 관계품질을 접목시켜 
분석하여 상대적인 소비자의 인식 차이를 실증적 증거로 
규명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소
비자가 제품에 대해 갖는 관계품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AI 스피커의 소비적 가치를 EI 기능의 기술적 향상을 통
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댓글분석을 통한 EI의 중요성을 도출하여 해당 
AI 기술 분야 연구의 촉진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AI 기술이 적용된 AI 스피커를 주제로 
한 사용자의 글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사용자들이 AI 스피커를 설명할 때 어떠한 요소
를 중점으로 설명하는 지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하나
인 토픽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대부분의 글
에서 주로 AI 스피커의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토픽에서는 AI 스피
커의 사회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AI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이 AI 스피커를 개발할 때 지금까지는 사용자 경험의 편
의 기능 제공과 물리적인 성능 위주로 제품 개발에 초점
을 맞춰왔다면[39,40], AI 스피커가 가지는 사회성에 대
한 요소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연구 결과물의 공유를 통해 향후 AI 기술 분야와 연구 
협업의 기회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
으로 경영학 분야는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는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의 데이터 분석은 고객 데이터 및 거
래 데이터 중심의 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AI 스피커에 대한 텍스트 기반 분석을 
활용하여 적용 분야별 특성으로 EI와 관련한 감정인식 
기술(emotion aware technology)을 기존 기술에 접목
하여, 다른 데이터와 연계해 다양한 분석이 수행될 것으

로 기대된다. 이는 일시적 성향이 아닌 지속적 성향을 가
진 EI는 소비자와 일관성 있는 긍정적 감정과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은 AI 스피커의 혁신
적인 디자인과 기술을 보유한 제품에만 관심을 가질 것
이 아니라 AI 스피커 기술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 관심
을 가져야 한다. AI 스피커의 기술자 입장에서, 감정기술 
개선에 EI 관련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데 하나의 기준을 
제공함과 동시에 AI 스피커의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해
야 할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AI 스피
커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한 기업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기술·시장 기회발견과 경쟁 환경 분석
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관련 기업이 환경변화 속에서 경
쟁우위 및 기회의 발견과 활용에 있어 중요한 기반자료
가 될 수 있으며, 경쟁 환경 예측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
을 높여줌으로써 R&D 기회와 약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으로는 AI 스피커를 이
용한 EI에 대한 소비자의 감정적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EI 개념을 이용하였으나 기존의 심리학 연구에서는 감정
적 반응이 다차원적 개념으로 다양화 할 수 있다[41]. 이
와 같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다양성(e.g., 기쁨, 
분노, 슬픔, 놀람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감정을 다차원적 
개념을 이용하여 측정하지 못한 한계점이 남아 있다. 따
라서 AI 스피커를 이용한 서비스를 접했을 때 소비자들
이 느끼는 감정의 원천을 규정하기 위해 보다 세분화된 
감정개념을 이용한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토픽모델링 분석의 경우 블로그의 글을 수집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최근의 블로그에 AI 스피커에 대
해 남기는 글의 대부분이 AI 스피커의 제조사로부터 지
원을 받아 포스팅을 하고 있어 AI 스피커 광고성 글이 많
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개인차원의 AI 스피커에 대한 인
식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
기 때문에, 추후에는 개인의 스피커 사용에 대한 인식의 
내용이 보다 많이 담겨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더 정교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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