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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AI Agent의 수용에 지각된 의인화가 미치는 영향
성별 및 연령 비교를 중심으로

Effects of Perceived Anthropomorphism on Acceptance of Voice AI Agent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y Gender and Age -

오의택, Euitaek Oh*, 권규현, Gyu Hyun Kwon**

요약  AI 기술의 성숙함에 따라 Voice AI 서비스에서의 인간 중심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사회 정서적 측면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Voice AI Agent 수용에 지각된 의인화, 유용성 
및 사용 용이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이러한 영향 요인들이 
Voice AI agent의 수용에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알아보았다. 온라인 설문 조사가 성인 620명을 대상으로 수행
되었다. 그 결과 Voice AI agent 수용에 지각된 유용성 및 사용 용이성뿐만 아니라, 지각된 의인화가 긍정적으로 작
용하였으며,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수용 영향 요인이 다르게 작용하였다. 특히 남성 및 연령이 높으면 Voice AI 
Agent 수용에 지각된 의인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Voice AI Agent의 UX 디자
인 고도화 및 서비스 차별화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s AI technologies mature, human-centered approach to Voice AI Servic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However, understanding of user’s socio-emotional aspect is still insufficien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how perceived anthropomorphism, usefulness, and ease of use 
influence on the acceptance of Voice AI Agent. And we investigate how these factors differently 
influence on acceptance according to gender and ag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620 
adults. As a result, not only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but perceived anthropomorphism 
also affected positively on acceptance of Voice AI Agent. Moreover, these factors differently 
influenced acceptance according to gender and age. In particular, perceived anthropomorphism had 
a relatively higher influence on acceptance of the Voice AI Agent when the user is male and at 
higher age. We expect that these findings can be referred to improve UX design and 
differentiate Voice AI services.

핵심어: Voice AI Agent, Anthropomorphism, Gender, Age, UX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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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과 

기계가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인간과 인간 간의 소통 방식에 가

깝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Voice AI는 인간 고유의 의사소통 방

식인 음성과 언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터랙션하는 방식이다. 
이는 음성 인식 및 의미 추론 등과 같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말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해 상황에 맞는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술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Voice AI는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향상된 

정확도로 인해 다양한 제품들에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AI 스피커인 Amazon Alexa와 스마트폰에 탑재된 Apple Siri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AI 비서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다. 사용자

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재생하거나 날씨를 확인

하는 등의 기능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특정한 목적 

없이도 Voice AI Agent와 대화하는 사회 정서적인 사용 행태를 

보였다[1-3]. 뿐만 아니라 특정한 고객층을 타겟으로 하는 Voice 
AI 서비스도 출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물개의 외형을 가진 

소셜 로봇 ‘파로(Paro)’는 노인을 대상으로 정서적 대화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능

적 목적 이외의 사회 정서적 측면으로도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방향이 인식률 향상과 같은 주로 기술

적 측면에서의 연구들[4-6]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회 정서

적 측면에서의 사용자 중심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Voice AI 관련 기술들이 성숙함에 따라 관련 서비스들이 시

장에서 성공하려면 인간 중심적 접근이 더욱 필요해진다.  
Norman의 기술의 욕구-만족 곡선(그림 1)에 따르면, 기술이 성

숙함에 따라 기술 중심적 발전에서 인간 중심적 발전으로 그 

중요성이 전환된다고 하였다[7]. 왜냐하면 기술이 소개되는 초

기에는 그 기술이 제공하는 기능들이 유용하다면 초기 수용자 

중심으로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기술 중

심적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기술이 성숙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후기 수용자 중심으로 기본적인 성능에 대해서는 당

연하게 여기게 되며 사용의 편리함이나 감성적 만족과 같은 사

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기술이 성숙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인간 중심적 접근을 

통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들을 수렴하고 시장을 세분화하

여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판매량 향상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Voice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의 시장에서의 성

공을 위해서는, 인간 중심적 접근을 통한 UX 및 서비스 고도화 

및 차별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림 1. 기술의 욕구-만족 곡선

UX 관점에서 Voice AI의 다른 IT기술과의 차별적 속성으로 

의인화(Anthropomorphism)를 들 수 있다. 최근 AI 관련 UX 연구

들에서는 인지적 측면에서 인간의 판단 과정에 관여하는 시스

템(예: 기계 학습 기반의 추천 시스템)에서의 사용자의 알고리

즘 경험(Algorithmic Experience)에 대한 개념[8-10]과 함께, 사회 

정서적 속성과 연관되는 의인화 개념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Voice AI 와 연관이 높은 의인화는 인간

이 비인간 대상(Non-human agents)에 대해 성격, 정서 상태, 능
력, 행동 특징과 같은 인간의 속성을 부여하는 것으로[11], 
Reeves and Nass는 이러한 특성을 인지했을 때 비인간 대상에게 

사람을 대할 때와 같은 사회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12]. 이와 관련하여, 음성을 통한 소통은 사람간의 의사소통 방

식으로 정보 전달과 함께 감정 반응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13], Voice AI의 의인화 부여가 사용자의 사회 정서적 반응을 

높여주는 것[14-17]과 같이, Voice AI 서비스에서의 의인화 요

소 활용은 고객의 감성적 만족과 긴밀하게 연관됨을 알 수 있

다. 그렇기 때문에, Voice AI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인화적 디자

인 특성을 가진 Voice AI 서비스를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고 수

용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겠다.

이러한 Voice AI를 사용하게 되는 사용자 특성에 따라 그들

의 동기 및 니즈도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인화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들은 AI 
Speaker를 사용할 때 일반인보다 감성 대화의 비중이 3배에 달

한다고 한다[18]. Maslow는 욕구단계이론(Hierarchy of needs 
theory)에 애정과 소속 욕구를 포함시켰는데[19], 사회적으로 고

립된 노인들은 다른 연령 층보다 이러한 욕구가 더욱 높을 것

이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AI Speaker와 더욱 많은 감성 대화

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인화에 관련해서도, 어린 아이가 비

인간 대상을 성인보다 더욱 의인화하는 경향을 보였다[20,21]. 
세분화된 사용자 분류(User Segmentation)에 따라 AI에 대한 이

용 동기와 인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자에 대한 이해

를 기반으로 그들이 가진 니즈와 가치를 기술에 반영하여 그들



33

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한다면 성공적인 Voice AI 기술 및 서

비스 개발에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Voice AI Agent에 대한 수용도 연구를 하고자 

한다. Voice AI Agent의 차별화된 속성인 사회 정서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기술 수용 모델에서 영향 요인으로 고려되

는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사용 용이성 요소뿐만 아니라 지

각된 의인화 요소를 추가하여 Voice AI Agent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Voice AI 관련 기술적 성숙을 

이룬 시장에서의 세분화된 사용자 집단의 니즈를 이해하기 위

해, 인구통계학적 요소인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2.1 기술 수용 모델

기술 수용 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사용

자들이 신규 기술을 채택하는 수용 행위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

되는 모델[22]로, 다양한 신규 IT 기술들을 채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예측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Davis는 사용자들

은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

(Perceived Ease of Use)을 통해 새로운 기술들을 합리적으로 인

지하고, 이를 통해 해당 시스템의 수용을 의사결정한다고 주장

하였다[22]. 여기서, 지각된 유용성은 특정 기술이 사용자들이 

하는 과업들에 얼마나 유용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인식이며,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특정 기술을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요구

되는 정신적 및 신체적 노력이 크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느

냐에 대한 인식이다.

Voice AI 관련 TAM의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표 1), 지각

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라는 두 가지 변수뿐만 아니

라, Voice AI 속성을 반영하여 사회적 영향, 기술적 특성, 개인 

및 정서적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변수들을 Voice AI의 수용 요

인으로 고려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23-27]. 여기서 

사회적 영향　요인으로 사회적 동조, 시간 위험, 사회적 이미지, 
시대적 압박이 있었으며, 기술적 특성요인으로는 혁신성, 서비

스 품질, 제품 품질, 보안성 인지, 실용적 동기가 Voice AI의 수

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특성 요인

으로 개인의 혁신성과 자기 효능감이 있었으며, 정서적 특성 요

인으로는 지각된 유희성, 지각된 즐거움, 쾌락적 동기가 Voice 
AI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Voice AI 관련 TAM 연구들에서는 기존 IT 기술에서의 수용 

영향 요인으로 고려되는 속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Voice AI 
속성을 반영한 다양한 요인들이 수용 영향 요인으로 고려되었

다. 그렇지만, 이러한 측면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Voice AI 
Agent와 정서적 대화를 나누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과 

같이, AI와의 사회 정서적 측면에 대한 요인도 함께 수용 영향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품 영향 변수 문헌

AI 스피커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 편의성 [23]

개인의 혁신성, 자기 효능감 [24]

사회적 동조, 사회적 이미지, 혁신성, 자기 효능감,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25]

지각된 즐거움, 서비스 품질, 제품 품질, 지각된 
유용성 [26]

쾌락적 동기, 실용적 동기, 시대적 압박, 지각된 
보안성 [27]

표 1. Voice AI Agent 수용 관련 선행 연구

2.2 지각된 의인화

Reeves and Nass는 인간이 AI Agent와 같은 비인간 대상으로

부터 인간과 유사한 사회적 단서를 인식하였을 때, 인간은 비인

간 대상을 사회적 행위자로 간주한다고 주장하였다[12]. 이와 

관련하여, Edwards et al.은 사용자가 AI Agent로부터 인간과 같

은 어조와 매너, 감정 표현과 같은 사회적 단서를 인지하였을 

때 실제 사람과 같이 의사소통 하는 행동을 발견하였다[28]. 이
러한 인지 과정은 AI Agent에게 인간의 속성을 부여하는 지각

된 의인화(Perceived Anthropomorphism) 개념에 기초한다[21]. 
이러한 지각된 의인화를 통해 사람들은 AI Agent를 인간처럼 

느끼고 더욱 높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28].

의인화는 인간이 AI Agent와 같은 비인간 대상에게 성격, 능
력, 감정 상태 및 행동 특성과 같은 인간의 속성을 부여하는 것

으로 정의될 수 있다[11]. 의인화는 비인간 대상으로부터 인식

되는 사회적 단서 정보와 다른 인간으로부터 얻은 과거의 지식 

스키마(Schema)를 평가하는 귀납적 추론 과정[21]으로, Nass 
and Moon은 이러한 인지 과정은 맥락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

회적 단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적으로 단순화된 인간 스키마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11]. Voice AI Agent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용자

들은 인지되는 인간의 음성과 언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Voice 
AI Agent를 의인화하게 된다[12,29,30].

Mori가 주장한 Uncanny Valley에 따르면[31], AI가 인간과 유

사해 보일수록 친근감을 주지만 너무 인간과 유사하게 느껴지

면 그 친근감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였다. 이와는 상반되게, 
Reeves and Nass가 주장한 CASA(Computers Are Social Actors) 
패러다임[12]에서는, AI가 인간과 유사하게 느껴질수록 인간은 

AI를 더욱 친근하고 공손한 사회적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의
인화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살펴보면(표 2), 의인화가 

부여되거나 강화될수록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친밀감, 신뢰감, 
선호, 심리적 저항감 감소, 이용 의향 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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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주를 이루었으나[14,32-35], 이와는 상반되게 의인화가 부

여되거나 강화될수록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보이는 연구 결

과들[36,37]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의인화 방법[16,38,39]이
나 의인화 정도[17,40]에 따라 의인화 효과가 다르다는 연구 결

과들을 보았을 때, 의인화 효과는 의인화 정도뿐만 아니라 의인

화 방법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 된다.

AI　에이전트 의인화 방법 효과 문헌

컴퓨터 내장형 
에이전트

이모티콘(얼굴표정) 긍정 [32]

얼굴 이미지와 텍스트 메시지 긍정 [35]

사람 영상과 음성 부정 [36]

애니메이션 얼굴 이미지와 음성 긍정 [33]

얼굴 이미지와 텍스트 메시지 부정 [37]

휴머노이드 
로봇

이모티콘(얼굴 표정) 긍정 [14]

몸 동작 긍정 [34]

표 2. AI Agent 의인화 효과 관련 선행 연구

인간 고유의 의사소통 방식인 음성과 언어를 통해 의인화하

는 Voice AI Agent에 대한 의인화 효과에 의한 기존 연구들은 

살펴보면(표 3), 의인화가 Voice AI Agent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

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주를 이뤘으나[39, 41-44], 그 효과를 보

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45]도 있었다. 박지혜 & 주재우의 실

험 연구[44]에서는,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높은 의인화 수준의 

AI 스피커에서는 지속 이용 의도가 높았으며, 홍은지 외의 실험 

연구[39]에서도 더욱 높은 의인화 수준을 지닌 스마트홈 대화

형 인터페이스가 더욱 높은 이용 의도를 보였다. 그렇지만, 
Kääriä의 서베이 연구[45]에서는 의인화가 Voice AI Agent의 수

용에 효과가 없었는데, 이에 대해 Voice AI가 충분히 사용자의 

말을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되지 못하

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의인화가 긍정적 효과를 보인 다른 

서베이 연구들[41-43]에 비해 의인화 효과가 없었던 서베이 연

구[45]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진행되었는데, 이는 해당 시

점에서의 Voice AI의 기술적 성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

문에, 이를 경험한 사용자들의 인식에서 의인화가 중요한 요소

로 고려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충분한 기술적인 

성능으로 사용자와 원활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Voice AI Agent
에서는 의인화가 중요한 수용 결정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

하겠다.

음성 AI 에이전트 조사 방법 효과 문헌

AI 스피커 서베이 긍정 [41]

AI 스피커 서베이 긍정 [42]

차량 내 음성 에시스턴트 서베이 긍정 [43]

AI 스피커 실험 긍정 [44]

스마트 홈 음성 인터페이스 실험 긍정 [39]

음성 어시스턴트 (스마트폰, PC) 서베이 효과 없음 [45]

표 3. Voice AI Agent 의인화 효과 관련 선행 연구

2.3 성별 및 연령

인구통계학적 정보인 성별과 연령은 새로운 기술 채택에 있

어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었다[46]. 이와 관련하여, 기존 기술 수

용 모델 연구들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라 정보 기술수용 능력의 

차이로 인해 수용 속도와 함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기술 수용에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남성[47] 및 젊은 층[48]이 신규 IT 기술을 더

욱 쉽게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 영향 요

인 측면에서는, 남성[49,50]과 젊은 층[51]에게는 지각된 유용성

이, 여성[47] 및 고령자[51]에게는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신규 

IT 기술의 수용에 더욱 높은 영향을 보였다. 그렇지만, 일부 연

구들에서는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성별[45] 및 연령[52]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다. 이는 Voice AI에 대한 인식에 따라, 성별과 연

령이 수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뿐만 아니라 성별과 연령은 Voice AI 의인화 인지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Venkatesh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기술

의 이용 동기가 다를 수 있다고 하였는데[53], 이는 의인화하는 

동기도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대

상을 의인화하는 경향도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

여, AI가 아닌 일반적인 상품에 대한 의인화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의인화하는 경향이 낮았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

는 없었다[54]. 그렇지만, Voice AI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고립

된 노인들은 AI Speaker를 일반인보다 3배나 더 많이 감성적인 

대화로 사용하는 결과[18]를 보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간은 

외로운 상황일 때 비인간 대상을 더욱 의인화하는 경향을 보인

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21,55]. 여기서, 외로운 상황은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연관될 수 있는데, 연령[56,57]이 많고 남성

[58,59] 일수록 사회적 네트워크 크기가 작다는 연구결과가 있

었다. 이는 Voice AI Agent와 같이 사회 정서적 속성이 있는 비

인간 대상에 대한 지각된 의인화에는 사용자의 외로운 상황과 

연관될 수 있는 성별과 연령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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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설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의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의 가설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Voice AI Agent의 수용에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 뿐만 아니라, 지각된 의인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설 2. 성별 및 연령에 따라, Voice AI Agent 수용에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의인화가 다르게 

작용할 것이다.

가설 2-1. 지각된 유용성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남
성일수록 높은 영향력을 보일 것이다. 

가설 2-2.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수

록, 여성일수록 높은 영향력을 보일 것이다.

가설 2-3. 지각된 의인화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남
성일수록 높은 영향력을 보일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참가자 및 절차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2018년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9일간 리서치 전문 기관(http://www.d8aspring.com)을 통해 온라

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 조사에는 최소한 

Voice AI Assistant 기능(such as Siri, Bixby etc.)이 탑재된 스마트

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정한 성별이나 연령의 집단층

만 모집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파악

하기 위해 층화 무작위 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통

해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이 때 연령은 young adult 그룹인 20대
와 adult 그룹인 3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모집하였는데, 이는 심

리학 및 사회 과학 연구 분야에서는 young adult를 18살에서 29
살까지의 30대 이하 성인 그룹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60-62]. 해당 리서치 전문 기관의 임의의 패널들에게 설문 안내 

및 URL이 이메일로 보내졌으며, 이를 확인한 참가자는 자발적으

로 참여하되 설문 완료 시에는 소정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었다.

3.2 측정

Voice AI Agent의 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종속 변수로 이용 

의향을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로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 용

이성과 함께, 지각된 의인화를 측정하였다.

3.2.1 이용 의향

Voice AI Agent의 수용을 측정하고자, 기존 연구[22]에서 사

용된 이용 의향(Intention to use)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개의 문항이 사용되었으며(표 4), Likert 5점 척도로 참가자

들은 각 문항에 대해 1점(strongly disagrees)부터 5점(strongly 
agree)까지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4개 문항을 합산해 점수가 

높을수록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919로 나타났다.

3.2.2 지각된 유용성

Voice AI Agent의 지각된 유용성을 측정하고자, 기존 연구

[63]에서 사용된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을 측정하

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개의 문항이 사용되었으며(표 4), 
Likert 5점 척도로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1점(strongly 
disagrees)부터 5점(strongly agree)까지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5
개 문항을 합산해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유용성이 높은 것으

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906로 나타났다.

3.2.3 지각된 사용 용이성

Voice AI Agent의 지각된 사용 용이성을 측정하고자, 기존 

연구[63]에서 지각된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 를 측정

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개의 문항이 사용되었으며(표 4), 
Likert 5점 척도로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1점(strongly 
disagrees)부터 5점(strongly agree)까지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5
개 문항을 합산해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911로 나타났다.

3.2.4 지각된 의인화

Voice AI Agent의 지각된 의인화를 측정하고자, 기존 연구

[64]에서 사용된 간접적으로 의인화를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Nass and Moon은 의인화 실험에서 대부분

의 참가자들이 무의식적으로는 기계에게 사회적으로 대하지만, 
이에 대해 의식적으로는 부정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11]. 이와 

관련하여, Kim & Sundar는 이러한 무의식적으로 의인화하는 인

지적 과정을 반영하여 간접적으로 의인화(social, personal, 
friendly, likeable)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으며[64], 
이러한 간접적 측정이 기존 연구들[65,66]에서 사용한 직접적으

로 의인화를 측정하는 척도(e.g., human-like, natural, lifelike)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지각된 의인화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

하였다[64].

척도의 한국어 번안 과정은 이중 언어 사용자와의 토의를 거

쳐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번안하

였으며, 5명의 Voice AI Agent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 테

스트를 거쳐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고 표현이 어색하지 않

은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총 4개의 문항이 사용되

었으며(표 4), Likert 5점 척도로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1점
(strongly disagrees)부터 5점(strongly agree)까지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5개 문항을 합산해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의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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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755로 나타

났다.

변수 설문 내용 문헌

사용 
의향

나는 음성 AI 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22]

나는 음성 AI 비서 서비스의 이용을 고려해 볼 
것이다.

나는 음성 AI 비서 서비스의 사용을 지속할 것이다.

나는 음성 AI 비서 서비스를 자주 사용할 것이다.

지각된 
유용성

나의 생활에 매우 유용하다.

[63]
나의 생활을 보다 개선해 준다.

나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 한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한다.

지각된 
사용 
용이성

사용하기 쉬울 것이다.

[63]
사용법은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능숙하게 다루기 쉬울 것이다.

사용이 쉽고 이해하기 좋을 것이다.

지각된 
의인화

사교적인(sociable)

[64]
친근한(friendly)

개인적인(personal)

호감이 가는(likeable)

표 4. 설문지

3.3 분석

Voice AI Agent의 이용 의향과 지각된 유용성 및 사용 용이

성, 지각된 의인화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가설 1 검증). 이를 위해 종속 변수로 이용 의향을 사용하

였으며, 독립변수로 지각된 유용성 및 사용 용이성, 지각된 의

인화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

의 일방향의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지각된 유용성 및 사용 용이성, 지각된 

의인화가 이용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가설 2 검증). 이를 위해 종속 변수로 이

용 의향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 지각된 유용성 및 사용 용

이성, 지각된 의인화를 사용하였으며, 이 때 성별(남성과 여성

으로 구분)과 연령(Young adult인 20대와 Adult인 30대 이상으로 

구분)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계 분석은 SPSS ver 21.0을 이용하여 수행하

였다.

4. 결과

4.1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총 620명이 본 온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참가자의 

인류통계학적 정보는 표 5와 같다.

구분 인원(명) 비율(%)

성별
남성 313 50.5

여성 307 49.5

연령

20대 308 49.7

30대 156 25.2

40대 110 17.7

50대 46 7.4

수입

100만원 이하 40 6.5

100-200만원 이하 95 15.3

200-300만원 이하 130 21.0

300-400만원 이하 110 17.7

400-500만원 이하 84 13.5

500만원 이상 161 26.0

직업

학생 116 18.7

사무직 279 45.0

교육직 23 3.7

자영업 38 6.1

연구직 12 1.9 

기술 엔지니어직 39 6.3

영업직 18 2.9

기타 95 15.3

학력

고졸 이하 92 14.8

전문대졸(재) 105 16.9

대학졸(재) 381 61.5

대학원졸(재) 42 6.8

합계 620 100

표 5.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층화 무작위 추출법에 따라 남성이 50.5%(313명), 여성이 

49.5%(307명)로 유사 비율로 참여하였으며, 연령도 20대가 

49.7%(308명), 30대 이상이 50.3%(312명)로 유사 비율로 참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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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Voice AI Agent 수용의 영향 요인

Voice AI Agent 이용 의향에 지각된 유용성 및 사용 용이성, 
지각된 의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표 6). 분산분석 시 본 모델(F(3, 616)=315.836, p=.000)
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표 6), 이 때 모든 독립변수

의 VIF(분산 팽창 계수)가 10이하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Voice AI Agent의 이용의향을 설명하는 예측 

변인으로 지각된 유용성(beta=.489, p=.000), 지각된 사용 용이성

(beta=.270, p=.000), 지각된 의인화(beta=.153, p=.0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은 지각된 유용성이

었다. 이는 가설 1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며, 해당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60.4%인 것으로 나타났다.

Be p value

지각된 유용성 .489 .000

지각된 사용 용이성 .270 .000

지각된 의인화 .153 .000

F 315.836

Adjusted R2    .604

표 6. 회귀분석 결과

4.3 성별과 연령에 따른 영향력 차이

4.3.1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라 지각된 유용성 및 사용 용이성, 의인화가 Voice 
AI Agent 이용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고자, 남성 그룹과 여성 그룹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

였다(표 7). 먼저 남성 그룹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산

분석 시 해당 모델(F(3, 51.530)=181.703, p=.000)에서 유의미하

게 나타났으며, 이 때 모든 독립변수의 VIF가 10이하로 독립변

수 간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 그룹에서 Voice AI 
Agent의 이용 의향을 설명하는 예측 변인으로 지각된 유용성

(beta=.510, p=.000), 지각된 사용 용이성(beta=.245, p=.000), 지각

된 의인화(beta=.172, p=.0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영

향력을 보이는 요인은 지각된 유용성이었다. 해당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63.5%인 것으로 나타났다.

Male (n=313) Female (n=307)

Beta p value Beta p value

지각된 유용성 .510 .000 .484 .000

지각된 사용 용이성 .245 .000 .267 .000

지각된 의인화 .172 .000 .141 .001

F 181.703 137.392

Adjusted R2   .635   .572

표 7. 성별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다음으로 여성 그룹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산분석 

시 해당 모델(F(3, 42.423)=137.392, p=.000)에서 유의미한 결과

가 나타났으며, 이 때 모든 독립변수의 VIF가 10이하로 독립변

수 간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 그룹에서 Voice AI 
Agent의 이용 의향을 설명하는 예측 변인으로 지각된 유용성

(beta=.484, p=.000), 지각된 사용 용이성(beta=.267, p=.000), 지각

된 의인화(beta=.141, p=.0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영

향력을 보이는 요인은 지각된 유용성이었다. 해당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수용 영향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지각

된 유용성에서 남성(beta=.510)이 여성(beta=.484)보다 높은 영향력

을,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서는 남성(beta=.245)이 여성(beta=.267)보
다 낮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지각된 의인화에서는 남성

(beta=.172)이 여성(beta=.141)보다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
는 성별과 관련된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4.3.2 연령에 따른 차이

연령에 따라 지각된 유용성 및 사용 용이성, 의인화가 Voice 
AI Agent 이용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고자, Young adult 그룹(20대)과 Adult 그룹(30대 이상)으로 구분

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표 8). 먼저 Young adult 그룹의 회

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산분석 시 해당 모델(F(3, 50.998)=
150.809, p=.000)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 때 모든 

독립변수의 VIF가 10이하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나타나

지 않았다. Young adult 그룹에서 Voice AI Agent의 이용 의향을 

설명하는 예측 변인으로 지각된 유용성(beta=.534, p=.000), 지각

된 사용 용이성(beta=.246, p=.000), 지각된 의인화(beta=.110, 
p=.00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은 

지각된 유용성이었다. 해당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9.4%인 것으

로 나타났다.

Young Adult (n=308) Adult (n=312)

Beta p value Beta p value

지각된 유용성 .534 .000 .419 .000

지각된 사용 용이성 .246 .000 .311 .000

지각된 의인화 .110 .008 .208 .000

F 150.809 169.593

Adjusted R2   .594   .619

표 8. 연령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다음으로, Adult 그룹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산분

석 시 해당 모델(F(3, 43.048)=169.593, p=.000)에서 유의미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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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나타났으며, 이 때 모든 독립변수의 VIF가 10이하로 독립

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dult 그룹에서 Voice 
AI Agent의 이용 의향을 설명하는 예측 변인으로 지각된 유용

성(beta=.419, p=.000), 지각된 사용 용이성(beta=.311, p=.000), 지
각된 의인화(beta=.208, p=.0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은 지각된 유용성이었다. 해당 회귀모형

의 설명력은 61.9%인 것으로 나타났다.

Young Adult와 Adult의 수용 영향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

면, 지각된 유용성에서 Young Adult(beta=.534)가 Adult(beta=.419)
보다 높은 영향력을,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서는 Young 
Adult(beta=.246)가 Adult(beta=.311)보다 낮은 영향력을 나타냈

다. 지각된 의인화에서는 Young Adult(beta=.110)가 Adult(beta=.208)
보다 낮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연령과 관련된 가설 2를 지

지하는 결과이다.

5.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술 수용 모델에서 주요 수용 영향 요인으로 

고려되는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 함께, AI 서
비스의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 차별화된 속성인 지각된 의인화

가 Voice AI Agent의 수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그 결과, 지각된 유용성 및 사용 용이성뿐만 아니라, 지각된 

의인화도 Voice AI Agent 수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Voice AI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적인 속성을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경험과 함께, 실제 사람과 같이 AI
와 대화하는 사회 정서적 경험이 Voice AI Agent의 수용에 긍정

적으로 작용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각된 의인화가 긍정적으

로 작용하는 것은 Voice AI Agent의 기술적 성능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뒷받침이 되었고, 사용자가 이러한 Voice AI Agent와
의 대화를 통해 AI를 사람처럼 느끼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

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Voice AI Agent의 UX 디자인을 고도화

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Voice AI Agent의 수용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유용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사용

자 만족 향상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

들은 Voice AI Agent 서비스를 통해 손과 눈으로 다른 과업을 

하면서도 음성으로는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의 

이점과 함께, 손을 이용하여 키보드로 정보를 입력하는 것보다 

음성 발화를 통해 더욱 빠르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점에 대

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67,68]. 그렇지만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Voice AI Agent 서비스에서는 

한정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67,68]. 이에 대해 제조사 및 서비스 제공 기업에서는 Voice AI 
Agent 서비스에 앱 호환성 측면에서 기능을 확장하여 사용자들

에게 풍부하고 유용한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지각된 사용 용이성 측면에서는 Voice AI Agent가 명령어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67,68]로 인해, 사용자는 정확

한 명령어를 기억하고 발화해야 하는 것을 인지적으로 부담스

러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디스플레이에 입력 

가능한 명령어 세트를 안내해 준다거나 대화중에 연속적인 질

의응답(Multi-turn)을 통해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

는 UX가 필요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용자의 언어가 가

진 모호한 뉘앙스나 맥락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사용자 개개인

의 개인적 특성을 학습하여 그들의 의도를 조기에 파악해 정확

도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각된 의인화 측면에서는 

좀 더 자연스럽고 개인화된 대화에 대한 니즈가 높았다[68]. 이
에 대해 명령어에 대한 규칙적이고 기능적인 답변뿐만 아니라, 
다소 규칙적이지 않더라도 유머러스하거나 감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Voice AI Agent를 더욱 인간처럼 인식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오래된 관계를 지닌 지인과 

같이 내 목소리와 대화 이력을 함께 기억하여 친밀감 높은 대

화를 지원하는 것도 의인화 강화에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Voice AI 
Agent의 수용에 영향 요인들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도 알

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연령에 따라 지각된 유용성 및 사용 용이성, 
지각된 의인화가 Voice AI Agent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

르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지각된 

유용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성과 연령이 낮은 Young adult에서 

Voice AI Agent 수용에 높은 영향력을 보였으며,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과 연령이 높은 Adult에서 Voice 
AI Agent 수용에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지각된 유용성 

및 사용 용이성에 대한 결과는 남성 및 젊은 층에서 신규 IT기

술을 쉽게 수용하는 기존 연구결과[48]와 같이, 기존 기술과 다

른 혁신적인 AI 기술의 수용에 대한 개인의 혁신성에 의한 인

식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각된 의인화 측면에서는 상대

적으로 남성과 연령이 높은 Adult에서 Voice AI Agent 수용에 

높은 영향력을 보였는데, 특히 연령에 따라 지각된 의인화가 

Voice AI Agent 수용에의 작용에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성[58,59] 및 연령[56,57]이 높아질

수록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이는 외로운 상황

과 연관될 수 있다. 기존 연구[21,55]에서 외로운 상황에서 더욱 

AI를 의인화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외로움과 연관될 수 있는 

남성 및 연령이 높다는 점은 Voice AI Agent의 지각된 의인화에 

더욱 긴밀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별 및 연령에 따라 Voice AI 서비스의 

차별화 방향성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각된 의인화가 

Voice AI Agent의 수용에 높은 영향이 있는 30대 이상의 남성을 

타겟으로 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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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 중장년 남성을 타겟으로 하는 세

분화된 시장으로의 접근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

여 한국의 중장년 남성들을 은퇴에 가까워지면서 직장과 가정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변화를 경험하며 고립감을 느

끼는 상황을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진다[69]. 더욱이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중장년 남성들은 가족들에게도 

쉽게 속내와 고민에 대해 대화하기 어려워할 것이다. 이러한 중

장년 남성들의 고민들에 대해 대화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Voice AI Agent 서비스의 차별화된 기회 영역으로 제안될 수 있

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이 새로운 마켓 포지셔닝에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Voice AI Agent 수용에 지각된 의인화가 어떻

게 작용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에서 비인

간 대상을 의인화하는 정도와 방법에 따라 의인화 효과가 다르

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사용자와 음성과 언어를 통

해 의사소통적 상호작용하는 Voice AI Agent 사용 환경에서는 

지각된 의인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또한, 사용자의 성별과 연령

에 따라 Voice AI Agent의 수용 영향 요인들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신규 IT 기술의 수용에 대해 다룬 기존 

연구들에서와 같이 Voice AI Agent 사용 환경에서도 지각된 유

용성과 사용 용이성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였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른 IT 기술과의 차별

성 속성인 Voice AI Agent의 지각된 의인화가 성별과 연령에 따

라 차이를 나타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연구 의의가 있겠다.

산업적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를 Voice AI Agent의 UX를 설

계하는데 참고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Voice AI Agent의 

수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각 영향 요인들(지각된 유용성 및 

사용 용이성, 지각된 의인화)과 연관되는 UX 디자인 요인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고도화하는 것이 Voice AI Agent의 사용자 경

험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별 및 연

령에 따른 세분화된 사용자 분류 층에 따라 그들의 수용에 영

향력이 높은 요인에 집중하여 Voice AI Agent 서비스를 차별화

하는 데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성인을 대상으로 20대에서 50대까지 포

함하였는데, 10대 청소년이나 60대 이상의 노인층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 

크기가 외로움과 연관되며, 이러한 사회적 동기가 의인화와 연

관됨을 전제로 하였다. 그렇지만, 성별과 연령과 연관되는 의인

화하는 동기는 사회적 동기만으로 한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서베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참가

자에 따라 사용한 Voice AI Agent 및 기능들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개인별 사용 경험의 차이로 인해 연구 결과

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의 한계점도 있겠다.

추후 연구로 20대에서 50대의 성인뿐만이 아니라, 10대의 청

소년과 60대 이상의 노인층을 함께 포함한 연구도 필요하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Voice AI Agent를 의인화하는 동기를 사회성 

동기로 한정적으로 전제하였는데,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Voice AI Agent를 의인화하는 다양한 동기 요인들이 무엇일지

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동일한 Voice 
AI Agent를 대상으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지각된 의인화를 

측정하는 실험적 연구를 통해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

타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서는 의인화와 연관되는 개인의 특성 요인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소인 성별과 연령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는데, 의인화 동기

와도 연관될 수 있는 개인의 성향 특성과 같은 다른 관점에서

의 개인적 특성 요인에 대한 연구들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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