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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챗봇(chatbot)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

chnology, ITC) 산업이 접목되어 나타난 신기술로써

(Yan et al., 2016) 1:1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신, 

인터넷, 행정, 금융, 교육, 유통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다. 초반의 챗봇 기능은 사용자

들의 요구사항에 자동으로 응답을 제공하는 단순한 

형태의 서비스였으나 점차 입력된 질문을 분석하여 

패션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의 지각된 품질이 

지각된 유용성, 신뢰 및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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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t chatbot services have recently become common in fashion e-retailing and are expected

to improve online shopping by making it easy to recommend product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per-

ceived quality of a fashion chatbot affects consumers' trust and perception of usefulness, which in turn influ-

ences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use, in accordance with the information system success model. The study 

also investigates differences in perceived quality and consumer response variables between high and low 

groups of self-efficacy. A total of 341 consumers participated in an online survey. The results revealed that in-

formation quality and system qualit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trust, and that ser-

vice quality significantly impacted trust. Perceived usefulness and trust had a positive effect on consumer sa-

tisfaction, which in turn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ntion to use. In addition, the findings revealed that people 

who had higher self-efficacy showed higher scores on perceived usefulness, trust,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use chatbots as compared to people who had lower self-efficacy. This study suggested theoretical implications 

by applying the information system success model theory to fashion chatbot studies. It also suggested prac-

tical implications for e-commerce marketers developing retail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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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대화형 시스템으로 발전하

고 있다. 전세계 챗봇 시장 규모는 연평균 29.7%씩 성

장하여 2024년에 94억 2790만 달러(한화 약 10조 9410억 

원)까지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며(Jung, 2020) 국내에

서도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활용되

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전자상거래 산업의 경우 방대한 

양의 정보와 광범위한 인터페이스를 토대로 고객 중

심 개별 서비스를 개인화하고 챗봇의 대화형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대응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챗봇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구글과 같은 주요 정보기술 기업이 챗

봇을 주력기술로 지정하여 관련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Shin, 2018), 이베이와 아마존과 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에서도 소비자의 정보에 

기반한 챗봇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들었다.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도 이러한 챗봇 시스템 영역

의 확장에 따라 개인화된 챗봇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

객의 요구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구매과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타미 

힐피거(Tommy Hilfiger)는 2016년에 최초로 페이스북 

메신저 챗봇을 시도하였고, 버버리(Burberry)와 구찌

(Gucci)와 같은 럭셔리 브랜드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에 챗봇 서비스를 

사용하여 리바이스(Levi's), H&M, 나이키(Nike)와 같

은 대중 브랜드의 사용을 촉진시켰다(Jeong & Kim, 2019; 

Lee & Choi, 2017). 한편,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팬데믹으로 비대면 서

비스의 수요가 높아져 AI를 활용한 상품주문에 대한 

응대와 24시간 상담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챗봇은 최신 유행어나 신조어를 입력해도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관련된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여(Shin, 2018), 온라인 쇼핑 기업은 소

비자가 원하는 패션 제품과 스타일을 제안해주는 개

인 어시스턴트 기능을 실용화하고 있다. 중국 최대 규

모의 전자상거래 ‘알리바바(https://www.alibaba.com/)’

는 ‘Fashion AI’ 챗봇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쇼핑몰

과 오프라인 매장의 패션 상품검색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스타일쉐어(https://www.styleshare.kr/)’가 

판매중인 상품정보를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3초 만에 사

진 속의 제품을 찾아주는 대화형 챗봇 서비스를 출시

하였고(Yoon, 2018), 롯데백화점의 인터넷 쇼핑몰 ‘엘

롯데(https://www.lotteon.com/)’의 챗봇은 패션 용어를 

학습하여 사용자의 취향을 반영한 패션 제품을 추천

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패션 유통 산업은 최신 챗봇 서비스 기술

을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현대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공급하고, 비대면 사회에서 24시간 응

대하는 편의성을 제공하여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챗봇 서비스의 장기적인 상용

화를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조를 식별하고 품

질을 이해하는 과정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높다는 것은 고객 유

지 사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개별 소비자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만족도를 높

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Zeithaml et al., 1996). 

패션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는 소셜 미디어 검색과 분

석을 통해 트렌드를 파악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

품을 선별해주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술의 

품질이 유용하다는 것은 사용자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AI와 같은 급진적인 기

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유용성을 인정

받아야 하는데(Cheon, 2019), 패션 챗봇 상품추천 서

비스도 AI를 기반으로 고객과 대화하도록 설계된 소

프트웨어이지만 커머스 플랫폼에서 운용될 때는 고객

의 신뢰를 얻어야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챗봇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한 신뢰는 주요한 선행요

인으로 연구되어 왔으며(Kim & Han, 2019; Müller et 

al., 2019), 지각된 품질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Park, 

2009)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Lee and Park(2016)은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신

뢰가 형성되면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

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Ajzen, 1991). 또한, 새로운 정보기

술을 수용하는 역량인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선행연구

(Kim & Chae, 2013; Kwag et al., 2014; Lee et al., 2017; 

Yang, 2012)에서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으로서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패션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

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지각된 품질을 

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의 3개의 하위요

인으로 나누어 지각된 유용성, 신뢰, 만족도 및 이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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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인 자기효능감이 높고 낮은 집단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제로 패

션 챗봇과 대화를 진행해보고 다양한 상품추천을 받

는 체험을 진행하여 소비자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가 인식하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품질의 구조

를 패션 상품추천 서비스에 적용하여 학문적 연구의 

이론을 확장하고, 실무적으로는 챗봇 사용을 통한 구

매 전환율 증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배경

1. 챗봇 서비스

1960년대에 최초로 개발된 챗봇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써 오늘날 모

바일과 스마트 기기의 사용으로 대중화되었으며, 사

용자의 질문에 텍스트와 음성변환 커뮤니케이션을 통

하여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는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Yan et al., 2016).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챗봇의 개념을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였

는데 Gupta et al.(2015)은 한 명 이상의 사용자가 컴퓨

터 프로그램을 통해 텍스트와 청각 방식을 통하여 상

호 작용하는 도구로 설명하였으며, Lee and Kim(2014)

은 사용자의 대화 패턴을 학습하여 질문에 대해 필요

한 정보와 답변을 제공해주는 대화형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개념화하였다. 챗봇의 기술적인 유용성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하

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편의

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Benlian, 2015).

챗봇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기술과학 분야와 일

반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한 연구로 분류된다. 챗봇의 

기술적 측면을 중점으로 연구한 Kapočiūtė-Dzikienė 

(2020)은 소규모의 도메인 데이터 표본을 통해 서로 다

른 특성을 가진 형태학적 언어에 대하여 챗봇 프로그

램을 딥러닝 방식으로 효율성을 측정하였으며, Kim 

and Heo(2021)는 비대면 전시 공간에서 챗봇 기술을 사

용한 도슨트 서비스가 관람객들의 사용경험을 개선시

키는 것을 발견했다. 반면에 챗봇 서비스에 대한 소비

자의 체험과 구매경험을 다룬 Luo et al.(2019)은 소비

자가 챗봇과 판매원의 유선연락을 받은 후의 구매율

을 비교한 결과, 대화 상대가 로봇이라는 것을 알게 되

었을 때 구매율이 감소한 것을 발견하였고, Chu and 

Lim(2020)은 챗봇 사용자의 인지된 자기결정성인 자

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치고, 사회 및 관계적 동기가 자율성과 사용만족

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했다. 패션 챗봇에 

관하여는 Chung et al.(2020)의 연구에서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커머스의 챗봇은 고객과의 접점에서 상호 

활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야만 긍정적인 소비

자 반응을 유도한다고 했고, Jeong et al.(2020)은 패션 

쇼핑 챗봇 서비스 이용시에 의인화와 개인화가 사회

적 존재감과 즐거움에 순차적으로 소비자의 서비스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했다. 하지만, 패션 

유통 산업에서 챗봇의 상품추천 서비스에 대한 품질

과 소비자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설계한 연구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개인화된 패션 상품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션 챗봇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자 하며,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의 지각된 품질이 소비

자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

하고자 한다.

 

2. 지각된 품질

지각된 품질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주

관적인 평가 결과를 의미하며(Zeithaml, 1988) 브랜드 

전반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감정 및 소비자의 간접 경험

에 의한 주관적인 품질로도 표현된다(Bettman & Park, 

1980). 따라서, 지각된 품질은 사용자의 개인적이고 주

관적인 평가를 거치는 특성상 상대적이고 다양한 요

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측정하는 대상과 연구자의 

분야에 따라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분류되어 연구되었

다. 웹사이트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인 WEBQU-

AL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arnes and Vidgen(2002)

은 웹사이트 유용성, 정보성, 서비스 상호 작용을 웹사

이트의 품질 평가 기준으로 선정하였고, 서비스 품질

인 SERVQUAL의 경우 제품의 품질과 같은 유형적인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전 과정에 걸친 

평가가 이루어진다. Grönroos(1984)는 서비스 품질을 

소비자가 기업으로 받은 결과로 평가하는 기술적 품

질과 형식과 절차를 판단하는 기능적 품질로 제시했

고, Parasuraman et al.(1988)은 유형성, 확신성, 신뢰성, 

반응성, 공감성의 5차원으로 구성된 모형을 사용하

다가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의 서비스 품질 측

정을 위한 E-SERVQUAL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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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QUAL은 인터넷 환경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고

객의 전반적인 지각이나 평가를 측정하며, 정보 가용

성, 용이성, 보안성, 신뢰성, 가시성 등으로 구성되었

다(Zeithaml et al., 2002).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중점으로 측정하는 모델

로는 DeLone and McLean(1992)이 제시한 정보시스템

(Information System, IS) 성공 모델이 널리 사용되었다. 

IS 성공 모델은 주로 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 사용, 만족, 

개인 및 조직 성과 등으로 구성되어 연구되다가(Cho, 

2012) 서비스 품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존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품질 측정을 위한 SERVE-

QUAL이 정보시스템 모형에 적용되어 조정되었다(Ket-

tinger & Lee, 1994). DeLone and McLean(2003)은 기존

에 제시되었던 IS 성공 모델에서 설명력이 보강된 형

태로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사용의도 

및 만족도, 순이익으로 이루어진 수정된 IS 성공 모델

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이후에 소셜 커머스의 품질 평

가(Kwon et al., 2011)와 해외 직접 구매 사이트의 품질 

평가(Liu et al., 2015)에 관한 연구에서도 IS 성공 모델

이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패션 챗봇은 고객이 입력

한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화 된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

비스로서 개인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접근성

과 신속성이 품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Lee and Yang(2017)은 IS 성공 모델을 기반으

로 O2O의 품질을 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의 하위요소로 정의하였고, Yoo(2020)는 모바일 커머

스 AR의 지각된 품질을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시각

적 품질로 구성하여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패션 챗봇의 서비스 품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IS 성공 모델의 정보 품질, 시스

템 품질, 서비스 품질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지각하는 

인식에 따른 반응을 측정하고자 한다.

 

1) 정보 품질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소비

자들은 통신기술의 혁신으로 개인에게 필요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는 추천 서비스를 주

목하게 되었다(Benlian, 2015).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

스템에서는 소비자의 편리한 쇼핑을 돕기 위해 고객

이 원하는 아이템과 관련한 적절한 상품정보를 편의

에 맞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패션 상품은 유행에 

민감하며 종류와 가격대가 다양한 소비재이기 때문에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에서 소비자의 세밀한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정보의 제공은 소비자의 품질을 측정하

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보 품질은 온라

인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품질에 대한 소비

자의 인식을 의미하며(DeLone & McLean, 2003) 소비

자가 유용하다고 느끼는 적절한 정보가 충분히 인지

되었을 때 높게 지각되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

되는 정보의 품질은 소비자의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Lee et al.,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패션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전달되는 

정보의 품질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를 정보 품질로 정

의하고 지각된 품질의 하위구성요인으로 지정하여 알

아보고자 한다.

 

2) 시스템 품질

시스템 품질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있어

서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

며, 제공된 서비스가 소비자의 기대와 얼마나 일치하

는지에 대한 평가로 이해할 수 있다(Lewis & Booms, 

1983). IS 성공 모델에서 시스템 품질은 웹사이트에서 

소비자의 특정 목표 도달에 대한 용이성, 적절한 순간

에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여부, 소비자 요구 맞춤 조정

의 가능성, 시스템의 빠르기로 구분된다(Chen & Cheng, 

2009). 시스템 품질은 성공적인 정보시스템을 결정하

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며, 사용자에게 인지된 용이

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Wang & Xiao, 2009). Chi(2018)는 의류 모바일 상

거래에서 웹사이트의 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이 인지된 용이성에 영향을 주어 소비자의 요구

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으

며, Vance et al.(2008)은 시스템 품질이 높을수록 전자

상거래에서 사용자의 신뢰에 긍정적인 인식을 준다고 

하였다. 패션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는 온라인 전자상

거래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질의응답 시스템으

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커뮤니케이

션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어 사이트 

신뢰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

스템 품질을 지각된 품질의 하위구성요인으로 포함시

켰으며, 소비자가 패션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를 사용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인지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하여 소비자 반응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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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품질

서비스 품질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우수

함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이나 태도이며, 소비자의 지

각과 기대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정도로써 고객 지향

적인 개념이다(Parasuraman et al., 1988). 서비스 품질

은 결과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과정을 평가하며, 비대

면의 온라인 쇼핑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를 느낄 

수 있어 서비스 품질의 평가가 더욱 중요시될 수 있다

(Han & Kyoung, 2020). Kwon et al.(2015)은 소셜 TV 

서비스의 품질을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

감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사용자의 수용의도를 

알아본 결과,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의 응답

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 Cheon and Jeon(2011)은 인터넷 서비스 

품질의 하위요소 중의 하나인 반응성이 사용자에게 

신뢰를 주어 긍정적인 인식을 준다고 설명했다. 패션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는 온라인 환경에서 AI와의 대

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문의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응대는 효율적인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다. 또한 텍스트를 포함하여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함께 제안하기 때문에 정보를 인지하기에 유용하여 

소비자와 신속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서비스 품질을 소비자가 느끼는 패션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의 즉각적인 응답의 정도로 정의하였

으며, 사용자의 인지를 거쳐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3. 지각된 유용성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에서 실제 행동은 행동의사에 의해 달라지며, 행동의

사는 사용의사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된다. 기술수

용모형은 1989년에 프레드 데이비스(Fred. D. Davis)

가 제안한 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하기 

위한 모형이며, 정보통신기술과 더불어 새로운 매체

의 습득과 수용에 관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왔다(Kim et al., 2015). Davis(1989)는 기술

수용모형의 요소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을 

함께 제안하였지만,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유

용성이 지각된 용이성보다 더욱 높은 영향력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나 지각된 유용성을 중심으로 한 TAM2 

모형이 제시되었다(Venkatesh et al., 2003). 본 연구에

서는 최근 IT 기술이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하여 사용

자 중심으로 발달되었고, 챗봇은 1:1의 대화형으로 텍

스트, 이미지 및 음성인식을 구축함으로써 사용 친화

적이기 때문에 수용자가 특정 시스템에 대한 사용이 

쉽다고 느끼는 지각된 용이성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기술의 수용

이 특정 과업에 관한 업무수행을 향상시켜줄 것이라

고 여기는 지각된 유용성(Davis, 1989)을 중심으로 연

구를 구성했다.

기술수용모형을 AI 서비스에 적용한 Cheon(2019)

의 연구에 의하면, AI 서비스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지각된 유용성을 유도함으로써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

한다고 했으며, Han et al.(2015)은 간편 결제 서비스와 

같은 신기술을 응용한 시스템에서 소비자가 특정한 기

술을 이용할 때 적은 노력에 대비하여 효율이 높아진

다고 인지할수록 지각된 유용성은 커진다고 하였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새로운 쇼핑 환경의 지각된 품

질과 유용성의 관계가 입증되었는데, Shim and Yoon 

(2020)은 온라인 쇼핑몰 특성 중 시스템 품질 및 서비

스 품질과 지각된 유용성 간의 영향관계를 입증했고, 

IPTV의 지각된 서비스 품질이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서비스 품질과 지각된 유용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Kim & Choi, 2009). O2O 

(online-to-offline) 서비스에서는 시스템 품질과 서비스 

품질이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Kim, 2020). 또한 지각된 유용성은 소비

자의 만족과 사용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모바일 패션 쇼핑의 지각된 유용성은 소비자의 태도

에 정의 영향을 주어 구매의도로 이어지게 하였고(Kim 

et al., 2015), 모바일 웹사이트 사용자의 신뢰도와 만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min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을 소비자의 패션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쉽고 편리하여 유

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사

용자가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 시스템의 품질이 유용

성이 높다고 지각할 때 사용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고찰을 토

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챗봇 상품추천에서의 지각된 품질(a. 정보 품질, 

b. 시스템 품질, c. 서비스 품질)은 지각된 유용

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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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a. 정보 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b. 시스템 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c. 서비스 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4. 신뢰

일반적으로 신뢰는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나타내지만, 전자상

거래에 대한 신뢰는 소비자의 사이트 만족도로 나타

낼 수 있다(Ha, 2005).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뢰는 오프

라인 쇼핑과 다르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환경에서 무형의 서비스가 이

루어져 온라인의 기술이나 서비스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McKnight et al., 2002). 즉, 온라인

에서의 신뢰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기 때

문에 행동의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Yoon, 

2002). 따라서 신뢰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리테일러와 소비자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중요한 요

인이며(Kim et al., 2007) 소비자들이 챗봇과 같은 신기

술을 도입한 시스템에서 해당 기술을 얼마나 믿고 사

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관심은 신뢰의 문제로 볼 수 

있다(Kim & Han, 2019). 다양한 연구자들이 챗봇과 같

은 새로운 인공지능기술에 관하여 수용자의 신뢰를 

주요 요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하였으며(Følstad et al., 

2018; Müller et al., 2019), 인터넷 쇼핑몰 환경에서 소비

자의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Park, 2009). 

신뢰는 다양한 커머스 플랫폼의 지각된 품질에도 영

향을 받는데 B2B 시스템의 지각된 품질의 하위요소 

중에 정보 품질과 시스템 품질은 신뢰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며(McKnight et al., 2017), 온라인 쇼핑의 시스

템 품질과 서비스 품질도 신뢰에 긍정적인 인식을 주

어 고객의도에도 주요한 영향을 준다고 했다(Chuang 

& Fan,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패션 챗

봇 상품추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믿을 수 있다고 느

끼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패션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

의 지각된 품질이 좋을 수록 소비자의 신뢰가 향상되

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

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2. 챗봇 상품추천에서의 지각된 품질(a. 정보 품질, 

b. 시스템 품질, c. 서비스 품질)은 신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a. 정보 품질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2b. 시스템 품질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2c. 서비스 품질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5. 소비자 반응

1) 만족도

만족도는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경험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주관적 평가와 반응이라 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과정은 사용자의 만족에 주요한 영

향을 주고 소비자 행동을 이끌기 때문에 기업경영과 

마케팅 전략에 중요하다(Bhattacherjee, 2001). 서비스 

품질 요인은 서비스 이용 고객만족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소비자의 기대에 일치하지 못한 장기적

인 불만족은 고객의 외면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Grönroos, 1984). 지각된 유용성과 만족성은 소비자의 

반응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써 새로운 정보기술과 접목

한 연구에서 주요하게 언급되었으며, 지각된 유용성

은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서비스의 연구(Devaraj et al., 

2002)와 인터넷 쇼핑몰(Kim, 2008)에서 사용자의 만

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기대했던 결과가 

충족되면 사이트에 대한 신뢰가 생겨 경험에 대한 만

족을 얻게 된다. 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대

상으로 연구한 Lee and Park(2016)은 서비스 경험자의 

신뢰가 만족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확인했

으며, C2C(consumer-to-consumer) 전자상거래에서 패션 

제품의 고객 서비스 요인과 만족도를 연구한 Lee and 

Kim(2004)도 마찬가지로 신뢰성과 만족도와의 영향

관계를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비자가 느끼는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의 

지각된 유용성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시

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션 팻봇 상

품추천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소비자가 전반적으로 얼

마나 만족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만족도로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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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지각된 유용성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4. 신뢰는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이용의도

이용의도는 사용자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태도가 형성된 후에 앞으로의 개인의 의사

행동을 예측하는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추후 동일 서비

스를 재이용하거나 주변인들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신

념에 의해 나타나는 의사로도 표현된다(Boulding et al., 

1993). Venkatesh et al.(2003)은 이용의도를 통하여 실

제 소비자 행동이 예측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Ajzen 

(1991)은 사람들의 미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부

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케팅과 커머스 분야에

서 서비스나 제품의 성공은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

나 제품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때에 나타나며, 이는 서

비스 품질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및 만족에 의해 결정

된다(Bhattacherjee, 2001). 최근 연구에서 이용의도는 

주로 소비자의 행동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대한 반응

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 적용되고 있다. Yu et al.(2018)

은 오픈마켓의 품질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자

의 만족도와 이용의도의 영향관계를 밝혔으며, 소셜 

커머스의  O2O 서비스의 특성이 소비자의 사회심리적 인

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만족도는 이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

(Lee & Jeong, 2019).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IPTV의 서

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Kim & Choi, 2009)와 모바일 어

플리케이션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Han & Kyoung, 

2020)에서도 소비자의 만족도는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

션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채택되어 지

속적으로 사용되려면 이용의도에 대한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만족도는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6. 자기효능감

정보기술을 수용하는 데 있어 개인의 성향에 따른 

수용태도는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ánchez 

& Hueros, 2010).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은 빠르게 변화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지식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며 이를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기효

능감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Bandura and Schunk 

(1981)는 자기효능감을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행동

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표현

했으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강한 자기효능감을 가

진 사람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에 비하여 적은 인

지적 노력을 발휘한다고 했다(Agarwal & Prasad, 1998; 

Hernández et al., 2009).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

동을 가져야 할지에 관한 개인의 결정에 수반된 노력

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소비자 행동을 일으키

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각된 품

질을 선행요인으로 살펴본 다양한 연구에서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의 수용과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모바일 소셜 커머스의 서비스 품질

이 소비자의 만족도 및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Lee et al.(2017)의 연구에서 서비스 품질은 자

기효능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했으며, 사용자의 특

성에 따른 모바일 콘텐츠의 이용을 연구한 Kim and 

Chae(2013)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유용성과 오

락성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고 했다. 또한 자기효능감

은 개인에게 자신감을 주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높

을수록 익숙하지 않은 기술습득에 대한 인식과 즐거

움이 높아질 수 있고(Kwag et al., 2014), 새로운 온라인 

쇼핑몰의 시스템의 이용도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에 

비하여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Yang, 2012).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를 경험한 소비자의 반응을 살

펴보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이 지각된 품질과 지각된 유용성, 신뢰, 만족도, 이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지 그 차이를 검증하

고자 한다. 설정한 가설들을 토대로 제시한 연구모형

은 <Fig. 1>과 같다.

 

H6.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에서 자기효능감에 따라 

지각된 품질(a. 정보 품질 b. 시스템 품질 c. 서비

스 품질)과 지각된 유용성, 신뢰, 만족도, 이용

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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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및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챗봇 서비스를 활

용하여 패션과 관련한 상품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

라인 쇼핑몰인 ‘엘롯데’의 ‘샬롯’ 챗봇을 선정하여 설

문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

는 챗봇 서비스는 키워드 검색에 따라 상품을 연결해

주는 시나리오형 챗봇이 주를 이루었으나 ‘엘롯데’의 

챗봇은 IBM의 인공지능인 ‘왓슨 솔루션‘이 도입되어 

고객의 구매정보 및 행동정보가 분석되어 상품을 추

천해주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된 지능형 시스템

이다. 또한 ‘엘롯데’의 ‘샬롯’ 챗봇은 고도화된 최신형 

대화형 시스템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정보 제공

이 가능하며, 실시간 SNS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션 트렌

드 제안을 해주어 본 연구의 설문에 이용하기에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의 문항들은 단

일 문항으로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7=

매우 그렇다)를 활용하였으며, 선행연구의 설문지 문

항을 기반으로 연구의 목적과 활용에 맞게 수정 및 보

완하였다. 지각된 품질에서 정보 품질은 Gounaris et al. 

(2010), Loiacono et al.(2002)의 연구의 척도에서 각 2문

항, 시스템 품질은 Chen and Cheng(2009)의 4문항, 서비

스 품질은 Song and Zinkhan(2008)의 연구에서 4문항

을 참고하여 이용하였다. 지각된 유용성은 Davis(1989)

의 연구에서 4문항, 신뢰는 Noh and Jang(2011)의 연구에

서 4문항, 만족도는 McLean and Osei-Frimpong(2017)

의 연구에서 5문항, 이용의도는 Venkatesh et al.(2003)

의 연구에서 4문항, 자기효능감은 Hernández et al.(2009)

의 연구에서 3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활용하

였다.

 

2.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연구대상자는 20대 이상의 전자상거래 경험이 있

는 남녀 소비자로 설정하였으며, 설문 참여자들은 설

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챗봇에 대한 상세설명과 연구

내용에 관하여 안내를 받은 후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

우에만 응답할 수 있었다. 설문 조사 기간 전에 쇼핑몰

의 이벤트 및 프로모션이 챗봇 시스템에 새롭게 적용

되지 않는지 확인하였으며, ‘엘롯데’의 ‘샬롯’ 챗봇의 

패션 카테고리의 상품추천 서비스 경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챗봇의 위치 및 상품추천 버튼 이미지를 캡쳐 

하여 상세하게 안내했다. 설문 참여자들은 패션 챗봇

의 상품추천 서비스를 이용한 뒤에 설문 응답을 시작

할 수 있었으며, 추천을 받은 상품의 제품 카테고리와 

가격과 함께 캡쳐 화면을 제출하게 하였다. 설문 조사

는 온라인 리서치 전문 업체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여 진행하였

Information quality

Perceived quality

System quality

Service quality

(Responsiveness)

Perceived usefulness

trust

Satisfaction Intention to use

H1a

H1b

Self-efficacy

H1c

H2a

H2b

H2c

H6

H3

H4

H5

Fig. 1. Research model.



한국의류학회지 Vol. 46 No. 1, 2022

– 88 –

다. 최종적으로 341부의 응답을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

하였으며, SPSS Statistics 25.0을 활용하여 인구통계

학적 분석, 신뢰도 분석,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

행하였다. 또한, 가설검증을 위해 AMOS 23.0을 활용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진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집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341명의 응답자 중 성별은 남성이 52.5% 

(179명), 여성이 47.5%(162명)이었고, 연령은 40세 이

상~50세 미만이 36.7%(125명), 30세 이상~40세 미만

이 34.6%(118명), 20세 이상~30세 미만이 28.7%(98명)

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직업의 경우 사무직이 50.4% 

(172명)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3.5%(46명), 학생 10.0% 

(34명), 전문직이 10.0%(34명), 주부 6.7%(23명), 자영

업 6.7%(23명), 공무원 2.6%(9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

종학력의 경우 대학교 졸업 혹은 재학이 63.0%(215명)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 졸업 혹은 재학 중이 

14.7%(50명), 대학원 졸업 혹은 재학 중이 11.4%(39명), 

고졸 이하가 10.9%(37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월 평균

소득은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31.7%(108명),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이 19.1%(65명), 100만 원 

미만이 14.4%(49명), 500만 원 이상이 13.5%(46명),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 12.9%(44명),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이 8.5%(2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여부는 전체의 58.1%(198명)이 미혼이었으며 기

혼은 40.5%(138명), 기타 1.5%(5명)으로 나타났다. 패

션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에서 응답자가 최종적으로 추

천을 받은 상품 카테고리는 티셔츠 43.3%(148명)가 

가장 많았고, 원피스 15.5%(53명), 팬츠 14.1%(48명), 

셔츠 9.7%(33명), 재킷 8.2%(28명), 정장 5.3%(18명), 

스커트 3.8%(13명) 순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측정항목의 평가

1) 측정모형

본 연구의 측정모형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

였다. 이를 위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베리멕스(Varimax) 

회전 방식을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발

전시킨 지각된 품질의 측정항목을 바탕으로 총 12개

의 척도를 채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 12개의 문항이 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의 하위요인으로 나뉘었으며, 각 측정항

목에 대한 요인의 적재 값은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측정항목 간의 내적 일

관성 분석을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활용하

여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검증 결과 모든 요인은 기준

치인 .8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변수의 신뢰도가 확인

되었다. 도출된 요인들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

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수렴타당도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Fit Index)

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 계수 및 수정지수에 따라 타

당도를 저해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정보 품

질에서 2문항, 시스템 품질에서 1문항, 신뢰에서 1문항

이 제거되었다. 타당도를 확보한 후 최종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결과, C.R. 값과 p 값은 모두 유의하게 나

타났고, χ2(216)은 508.48(p<.001), GFI는 .89, AGFI는 

.84, IFI는 .97, TLI는 .96, CFI는 .97, RMSEA는 .06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GFI가 .85 이

상(Schermelleh-Engel et al., 2003), AGFI가 .85 이상(Huh, 

1999), CFI는 .90 이상, IFI와 TLI는 .95 이상이고(Song, 

2011) RMSEA가 .06이면 적절한 모형으로 인정되기 때

문에(Hu & Bentler, 1999) 모형적합도가 검증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최

종 측정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또한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

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구해보았다. 

<Table 2>와 같이 모든 변수에 대한 AVE 값이 .50 이상

으로 높은 설명력이 있고, 각 요인과 관련된 변수들의 

상관계수 제곱근 값보다 AVE 값이 크게 나타나 측정

항목의 구성개념에 대한 집중타당도를 확보하였다.

 
2) 측정모형의 동일성 가정검증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

단 간의 지각된 품질(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지각된 유용성, 신뢰, 만족도, 이용의도의 차이

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동일성 검정을 실시하

였다. 전체의 표본을 중위수 분리법(Median Split Me-

thod)을 통해 중위 값인 5.00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보

다 높은 집단은 자기효능감 고집단, 기준보다 낮은 집

단은 자기효능감 저집단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고저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집단 간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사이의 형태동일성(Config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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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ariance)과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절편동

일성(Scalar Invariance)을 순서로 실시하였다. 형태동

일성(M1)의 χ2은 766.00, df가 432이며, 완전측정동일

성(M2)의 χ2은 836.70, df는 456이며, 두 모델 간의 df

의 차이 값은 24,  χ2의 차이는 70.70으로 p<.001로 나

타나 완전측정동일성(M2)은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

Cronbach's

 α
AVE C.R.

Information 

quality

I could receive customized information. .81 18.07***

.88 1.92 1.96I could receive the information that meets 

my specific needs.
.84 18.98***

System 

quality

The chatbot could be adjusted to suit dif-

ferent needs.
.71 18.79***

.84 1.06 1.02
The chatbot could be easily used anytime, 

anywhere.
.65 13.45***

The chatbot seemed to be  a high level of te-

chnology.
.79 20.29***

Service quality

(Responsiveness)

The chatbot processed my input very quic-

kly.
.89 13.76***

.90 1.04 1.01

Getting information from the chatbot was 

very fast.
.86 17.68***

I could receive the information without de-

lay.
.62 18.96***

I could receive the instant information. .67 18.91***

Perceived 

usefulness

The chatbot was useful. .90 20.73***

.93 1.21 1.04

The chatbot helped me to discover good 

products.
.92 20.84***

The chatbot improved my shopping effi-

ciency.
.92 21.22***

The chatbot saved my time to go shopping. .89 18.50***

Trust

The chatbot was reliable. .88 18.52***

.92 1.98 1.99

The chatbot faithfully provided me with 

what I wanted.
.87 18.62***

I believe that the chatbot faithfully fulfilled 

my promise.
.79 18.40***

Satisfaction

I was satisfied with the chatbot service ex-

perience.
.92 20.61***

.93 1.11 1.02

The chatbot service was a good choice. .91 20.58***

I felt good about the chatbot service expe-

rience.
.91 20.22***

I felt happy while using the chatbot ser-

vice.
.90 18.86***

Intention 

to use

I want to use chatbot service again. .96 23.54***

.92 1.54 1.09

I am willing to use the chatbot service in the 

future.
.94 22.86***

I am willing to recommend the chatbot ser-

vice.
.92 20.15***

I will continue to use the chatbot service. .96 22.52***

***p<.001

Table 1.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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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요인 적재 값을 하나씩 고정한 후에 부분측정동일

성(M3)을 진행하였고 χ2 dff.(df=1)가 3.84(p<.05) 이

상으로 나타나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다음으로 부분측정동일성(M3)과 형태동일성

(M1) 간의 χ2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df  차이 값이 13

이고 χ 2의 차이는 11.76(p=.55)으로 나타나 부분측정

동일성(M3)은 채택되었다. 그후에 완전절편동일성

(M4)의 차이분석을 확인한 결과, df 차이 값은 10이고 

χ2 차이 값은 30.08로 p<.001로 나타나 완전절편동일

성(M4)은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 단계인 부분

측정동일성 & 부분절편동일성(M5)의 χ2 차이검증 결

과, df 차이 값은 7이며 χ2 차이 값이 5.35(p=.62)로 나타

나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형 간의 부

분절편동일성이 검증되었기에 최종적으로 부분측정

동일성 & 부분절편동일성(M5)이 채택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Model TLI CFI RMSEA 
χ2

(df)

Invariance

test

χ2 dff.

(df dff.)
p

M1
Configural

invariance
.93 .95 .05

766.00

(432)

M2
Full metric

invariance
.93 .94 .05

836.70

(456)
M1 vs. M2

70.70

(24)
.00

M3
Partial metric

invariance
.94 .95 .05

777.76

(445)
M1 vs. M3

11.76

(13)
.55

M4

Partial metric

invariance &

Full scalar

invariance

.93 .95 .05
807.84

(455)
M3 vs. M4

30.08

(10)
.00

M5

Partial metric

invariance &

Partial scalar

invariance

.94 .95 .05
783.11

(452)
M3 vs. M5

5.35

(7)
.62

Table 3. Fit indices for invariance test for the self-efficacy group comparisons

(1) (2) (3) (4) (5) (6) (7)

(1) Information quality .92
a

　 　 　 　 　 　

(2) System quality
.81a

1.06
a

　 　 　 　 　

.66b
　 　 　 　 　

(3) Service quality

(Responsiveness)

.74a .81a

1.04
a

　 　 　 　

.55b .66b
　 　 　 　

(4) Perceived usefulness
.70a .79a .75a

1.21
a

　 　 　

.48b .62b .57b
　 　 　

(5) Trust
.76a .81a .75a .80a

.98
a

　 　

.58b .65b .57b .64b
　 　

(6) Satisfaction
.70a .74a .69a .83a .80a

1.11
a

　

.49b .55b .48b .70b .64b
　

(7) Intention to use
.62a .68a .65a .82a .72a .86a

1.54
.38b .47b .42b .68b .51b .74b

Diagonal values in bold represent the AVE.

a: Correlations of variables

b: Squared correlations of variables

Table 2. Correlations and AVEs of latent constr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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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검증 결과

1)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가설 검증을 위하여 구

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검정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적합도 판단을 

위해 모형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NFI는 

.94, TLI는 .96, CFI는 .96, RMSEA는 .06으로 나타나 모

형의 적합도가 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임을 확인

하였다. 지각된 품질(a. 정보 품질, b. 시스템 품질, c. 서

비스 품질)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는 H1을 검정한 결과, 정보 품질(β=.26, C.R.=2.25, p< 

.05)과 시스템 품질(β=.65, C.R.=5.14, p<.001)은 지각

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

어 H1a, H1b는 채택되었으나 서비스 품질은 지각된 유

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H1c

는 기각되었다. 지각된 품질(a. 정보 품질, b. 시스템 품

질, c. 서비스 품질)이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H2를 검증한 결과, 정보 품질(β=.47, C.R.=4.34, 

p<.001), 시스템 품질(β=.46, C.R.=4.12, p<.001), 서비

스 품질(β=.17, C.R.=2.17, p<.05)로 나타나 H2a, H2b, 

H2c는 채택되었다. 지각된 유용성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H3을 검증한 결과, 지각된 유용

성(β=.55, C.R.=7.87, p<.001)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H3은 채택되었으며, 신뢰

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H4를 검증

한 결과, 신뢰(β=.33, C.R.=4.73, p<.001)는 만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H4도 채택되

었다. 만족도가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H5를 검증한 결과, 만족도(β=1.11, C.R.=22.94, 

p<.001)는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어 H5는 채택되었다. 측정모델의 가설검증 결

과는 <Fig. 2>에 제시하였다.

 

2) 잠재평균분석을 통한 가설검정 

자기효능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지각된 품질(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지각된 유용성, 신뢰, 

만족도, 이용의도에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잠재평균분석(La-

tent Means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효

능감이 낮은 집단의 지각된 품질의 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과 지각된 유용성, 신뢰, 만족도, 이

용의도의 평균 값을 0으로 설정하여 높은 집단의 평균 

값을 통해 두 집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품질

의 하위요인인 정보 품질(=.99), 시스템 품질(=.99), 서

비스 품질(=.95), 지각된 유용성(=1.57), 신뢰(=1.16), 

만족도(=1.23), 이용의도(=1.68) 모두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 평균 값이 높게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패션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의 지

각된 품질, 지각하는 유용성, 신뢰, 만족도, 이용의도

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고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집단 간 잠재평균분석의 자세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Information quality

Perceived quality

System quality

Service quality

(Responsiveness)

Perceived usefulness

Trust

Satisfaction Intention to use

.26 (2.25*)

.65 (5.14***)

1.83

.47 (4.34***)

.46 (4.12***)

.17 (2.17*)

.55 (7.87***)

.33 (4.73***)

1.11 (22.94***)

Standardized values for the paths

C.R. values are given in paren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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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Result of pa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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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및제언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코로나 팬데

믹 선언으로 인하여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져 온라인 쇼핑몰에 챗봇 서비스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패션 유통 산업으로 도입된 챗봇 서비스는 소비

자의 스타일 취향을 반영한 제품을 제안해주고 24시

간 응대가 가능한 편의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본 연구는 DeLone and 

McLean(2003)의 IS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패션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의 지각된 품질에 따른 지각된 

유용성, 신뢰, 만족도, 이용의도의 효과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하였으며,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인 자기효능

감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와 소비자 

반응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문헌을 확장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국내 20대 이상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경

험이 있는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유일하

게 패션 상품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 

‘엘롯데’의 ‘샬롯’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뒤에 온

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결

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챗봇 상품추천의 지각된 품질인 정보 품

질과 시스템 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서비스 품질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이는 다양한 산업기술과 커머스의 영역인 증강

현실(Hyun et al., 2014), 인터넷 전자상거래(Shim & Yo-

on, 2020; Vance et al., 2008), O2O 서비스(Kim, 2020), 

IPTV(Kim & Choi, 2009)에서 정보 품질과 시스템 품질

이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와 

동일하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반응성을 의

미하는 서비스 품질이 본 연구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는 점은 소비자들이 챗봇이 제공하는 정확한 맞춤 정

보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

는 시스템이 유용하다고 지각했던 반면에 즉각적이고 

신속한 응답만으로는 챗봇의 효용성을 높이는데 한계

점이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소셜 TV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Kwon et 

al., 2015)에서 신속한 응답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던 결과와 비교하면 챗봇은 인공지

능과 소비자의 1:1 대화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접속하여 경험을 공유하는 소

셜 TV 미디어에서 지각하는 서비스 품질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패션 챗봇 상품추천의 지각된 품질인 정보 품

질과 시스템 품질은 모두 신뢰와 유의미한 영향관계

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Tang and Nguyen 

(2013)의 온라인 쇼핑에 관한 연구에서 정보 품질, 시

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이 모두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Li and Park(2019)의 패션 공유 플랫폼에 관한 

연구에서 정보 품질과 서비스 품질이 신뢰를 주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또한 

모바일 웹사이트의 지각된 품질이 신뢰도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Amin et al., 2014), 시스템 품

질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신뢰가 더해진다는 연구(Van-

ce et al., 2008)를 지지한다. 즉,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Construct

Self-efficacy comparisons

Mean
C.R.

Low High

Information quality 0 .99 9.02***

System quality 0 .99 9.51***

Service quality (Responsiveness) 0 .95 9.34***

Perceived usefulness 0 1.57 13.98***

Trust 0 1.16 10.03***

Satisfaction 0 1.23 12.50***

Intention to use 0 1.68 14.23***

***p<.001

Table 4. Results from latent mean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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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패션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개인 맞춤화 정보를 비롯하여 편리한 시스템 환경과 

즉각적인 고객 응대를 통해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패션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의 지각된 유용성

과 신뢰는 모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를 통해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Lee & Kim, 2004; Park 

et al., 2005)과 모바일 서비스(Devaraj et al., 2002)에 관

한 연구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지

각된 유용성과 신뢰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

다는 결과를 패션 챗봇 상품추천 시스템에서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비대면 환경에서 온라인 기술이 신

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McKnight et al.(2002)

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며, 소비자가 패션 챗봇 상품

추천 서비스의 유용함을 인식하고 상품제안 결과에 

신뢰할수록 기대했던 시스템에 대한 예측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패션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의 만족도는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어 소비자가 패션 챗봇 상품

추천 서비스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이용의도를 높여주

는 선행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정보기술과 접목한 선행연구(Han & Kyoung, 2020; 

Kim & Choi, 2009; Lee & Jeong, 2019; Yu et al., 2018)

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마케팅과 커머스 분야의 서비

스 품질에서 소비자의 만족도는 추천 및 지속적인 사

용과 같은 미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패션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에서 자기효

능감이 높은 소비자는 낮은 소비자에 비하여 더 높은 

지각된 품질, 지각된 유용성, 신뢰, 만족도, 이용의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et al.(2017)의 연

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소비자가 모바일 소셜 커

머스의 서비스 품질과 지속사용의도를 더 높게 인식

했고, Yang(2012)의 연구에서 새로운 온라인 쇼핑몰

의 시스템에 있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용자가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에 비하여 능숙하게 사용하여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했다는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패션 챗봇 상품추천 서비

스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해당 기술을 다루는 자신감

이 높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소비자보다 서비스를 더

욱 우호적으로 받아들여 소비자의 반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품질 규명을 위해 De-

Lone and McLean(2003)의 IS 성공 모델을 활용하여 

패션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에 적용하여 지각된 유용

성, 신뢰, 만족 및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한 

커머스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챗봇 서비스를 연

구 트렌드로 보고 의류학에 접목하여 이론적 문헌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패션 챗봇 상품추

천 서비스에서 TAM 모형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신뢰

에 미치는 소비자 반응에 대한 영향관계를 검증하였

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그동안 최신 기술을 융합한 

커머스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유용성과 신뢰

에 대한 연구(Cheon, 2019; Han et al., 2015)가 진행되

었으나 챗봇에서 제안하는 패션 상품 카테고리에 대

한 추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그동

안 지각된 유용성과 신뢰에 대한 연구가 주로 커머스 

시스템 및 가상현실과 같은 분야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해볼 때, 고객의 데이터 베이스를 전제로 개

인화된 상품제안과 1:1 대화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인

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챗봇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살

펴보았다는데 가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패션 챗봇 

개인화 서비스인 상품추천 및 스타일 추천을 제공하

는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기술에 대해 자신감을 느끼는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만족과 사용의도에 차

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는 시사점을 가진다. 이

는 소비자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따라 최신의 기술을 

응용한 시스템을 받아들일 때 자신감과 즐거움과 같

은 감정적인 유용성을 검정한 선행연구(Kim & Chae, 

2013; Kwag et al., 2014)에 비교하여 패션 챗봇의 상품

추천 서비스를 소비자 반응으로 새롭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인공지능기술

을 기반으로 한 24시간 1:1 대화형 챗봇 서비스에 익숙

해지고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답변 응

대는 기술적인 신뢰를 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시스

템 이용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패션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에게 맞

춤화된 정보 품질과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접속이 

용이한 시스템 품질을 높여주는 반면 판매사원이 제

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수준의 콘텐츠를 도입하여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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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대한 차별화된 유용성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패션 상품추천 서비스의 

신뢰가 소비자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확인하였으므로, 도입단계에 머물러 있는 패션 챗

봇 상품추천 서비스가 개인 쇼핑 큐레이션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게끔 소비자와 상품의 빅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소비자는 시스템의 지각된 품질

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구매와 추천과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베스트 셀러 제품이나 개인의 선호 

스타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대화 입력 응용에 대한 기술적 한계를 줄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업에서는 소비자

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챗봇 상품추천 서비

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위하여 기존에 제공

하는 챗봇 서비스에 안내 및 도움말 기능을 생성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완하여 가급적 손쉬운 서

비스 이용이 되도록 기획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설문 참여자들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경험이 있지만 패션 챗봇 상품추천 서비스를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한 숙련된 이용자가 아니라는 한

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패션 챗봇 상품

추천 서비스의 사용기간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을 정

교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 기업에서 유일하게 패션 상품추

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을 활용하였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커머스 플랫폼에서 챗봇을 통한 개인화 및 

큐레이션과 같은 서비스가 상용되지 않은 도입단계라

는 환경적 특성상 기술적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후속연

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패션 챗봇 시스템이 개발되어 

서비스에 맞는 지각된 품질을 세분화하고 비교하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즉각적인 상품정보와 답변을 제공하는 

챗봇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품질의 요소들 중

에 반응성을 살펴보았다. 추가로 확신성 및 공감성과 

같은 요인들을 함께 확인한다면, 패션 챗봇의 기술적 

측면에서 신뢰와 관심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이 가능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챗봇 서비스의 제공 서

비스가 패션 카테고리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제

품군을 포함한 소비자의 반응을 일반화하기에 한계점

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연구설계

가 이루어진다면 상품에 대한 특성이 포함된 지각된 

품질에 대한 특성 외에도 추가적인 소비자의 반응요

인을 찾을 수 있어 더욱 활용가치를 지닌 연구가 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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