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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 이론을 적용한 챗봇 사용 의사결정과정 연구*

**

여행사 챗봇을 중심으로
Application of SOR theory 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with a chatbot:
Focusing on the travel agency’s chat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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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Do-YoungㆍLee, Choong-Ki

요 약：이 연구는 SOR 이론을 토대로 여행상품 검색 시 챗봇 사용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유비쿼터스
접속성, 상황기반제공성, 반응성, 지각된 용이성이 인지적 반응과 긍정적 감정을 통해 만족과 지속사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챗봇을 이용하여 여행상품을 검색해본 사람을 대상으로 온라
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25부 중 불성실한 설문지 7부를 삭제하고 318부를 분석하였으며, SPSS 23.0과
SmartPLS 3.0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자극요인(유비쿼터스접속성, 상황기반제공성, 반응성)이 유기체 요인
(인지적 반응, 긍정적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기체 요인(인지적 반응)이 반응요
인(만족,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이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극요인 중 지각된 용이성은 유기체 요인(인지적 반응, 긍정적 감정)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감정은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으로는 SOR 이론을 토대로 챗봇 사용의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만족과 지속사용
의도까지 확장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챗봇 개발 시 PC기반 보다는 모바일 중심의 개발 필요
성을 제시하였으며, 이용자의 검색과 구매이력을 파악하여 이용자의 인터페이스에 우선 노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SOR(stimulus organism response) 이론, 챗봇, 유비쿼터스접속성, 상황기반제공성, 반응성, 지각된
용이성, 인지적 반응, 긍정적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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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cision-making process using a chatbot while searching
for travel products based on SOR theory. Through cognitive responses and positive emotion, the effects
of ubiquitous connectivity, contextual offer, responsive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on satisfaction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were investigated. To accomplish this goal, an online survey was
administered to respondents who had used a chatbot to search for travel products. 325 samples were
collected via an online survey, and 318 data were analyzed after seven insincere questionnaires were
elimin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ubiquitous connectivity, contextual offer, and
responsiveness all positively influenced cognitive response and positive emotion. The results also show
that cognitive response positively influenced satisfaction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whereas perceived
ease of use had no effect on cognitive response and positive emotion which did not influence continuous
use intention. As a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is study, a theoretical model of chatbot use was presented
based on the SOR theory, and it was extended to satisfaction and continued use intention. In addition, as
a practical implication,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mobile-oriented rather than PC-based chatbot, and
the necessity of exposure to the user's interface was suggested by identifying the user's search and
purchase history.
Keywords：SOR(stimulus organism response) theory, Chatbot, Ubiquitous connectivity, Contextual offer,
Responsiveness, Perceived ease of use, Cognitive response, Positive emotion.

챗봇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기

Ⅰ. 서 론

술적 개선방안(서성웅ㆍ박병규ㆍ지대환, 2017;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서 인간을 대

이지원ㆍ양현정ㆍ김지근, 2019; 이혜민ㆍ김승

신하여 과거의 상황을 학습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인, 2014; 최수민ㆍ최용순, 2017; 황금화ㆍ권

도움을 주고 있다(Schwab, 2016). 특히 인공

오욱ㆍ이경순ㆍ김영길, 2017) 연구가 대부분이

지능과 딥러닝(deep learning)과 같은 데이터

며, 일부 챗봇 사용 의사결정 연구(김진우 외

기술이

챗봇

2019; 민수진ㆍ김헌진ㆍ송근혜, 2017)가 진행

(chatbot)과의 조합을 통해 민간산업뿐만 아니

되었지만, 기술수용이론에 기반한 지각된 용이성

라, 공공기관에서도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과 지각된 유용성에 집중되어 있다.

직관적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김진우ㆍ조혜인ㆍ이봉규, 2019; 박준호ㆍ윤경

정보통신분야에서는 기술수용이론보다 계획행

일ㆍ민성태, 2019).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ICT-Brief(2017) 보고서에 따르면, 챗봇 시장

의 설명력이 우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주지혁,

은 2015년 1억 1,300만 달러에서 2024년에는

2013). 장두영ㆍ이충기(2019)는 계획행동이론

9배 상승한 약 10억 달러 이상 성장할 것으로

을 토대로 상호작용과 챗봇 사용의도와의 영향관

전망하고 있다. 이렇듯 챗봇은 미래에 중추적 역

계를 검증하였는데, 특히 상호작용을 6개의 하

할이 기대되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다양하고 폭넓

위요인으로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유비

은 챗봇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박동아,

쿼터스접속성, 상황기반제공성, 반응성의 순으

2017).

로 강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장두영(2020)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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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사용의도 간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

감정반응을 검증하기 위해 SOR 이론이 적합할

였는데, 그 결과 태도와 챗봇 사용의도 사이에서

것으로 판단된다.

상호작용이 조절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챗봇 수용 의사결

지만, 상호작용항(태도×상호작용)의 경로계수가

정과정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SOR 이론을 토대

부(-)의 부호를 나타냈다. 이는 상호작용이 태도

로 챗봇 사용자의 인지와 감정 반응을 통해 챗봇

보다 사용의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통해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상호작용을 2차 요인
으로 설정하여 연구하였지만, 사용의도에 상호작
용의 영향력이 강한 만큼 상호작용과 사용의도

Ⅱ. 이론적 배경

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살펴볼 필
요성이 있다.
또한, 여행상품은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1. SOR(stimulus organism
response) 이론

데, 하나투어에는 약 1만 5천 개의 상품을 보유
하고 있으며, 마이리얼트립도 1만 개 이상의 현

Mehrabian and Russell(1974)이 제시한

지투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겟어바웃트래블웹

SOR 이론에 따르면 자극이 인간의 감정과 인지

진, 2012; 동아비지니스 리뷰, 2019). 이로 인

에 영향을 미치며, 그 반응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해 소비자는 여행상품의 정보탐색, 평가, 구매결

(Kamboj et al., 2018). SOR 이론은 환경심

정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챗봇을 이

리학에서 대표되는 이론 중 하나이며, 환경이 인

용하여 쉽고 빠르게 원하는 여행상품 검색이 가

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데,

능한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환경심리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소비심리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 마케팅, 컴퓨터 시스템 등)에서 활용되고 있

한편 SOR(stimulus organism response)

다(Ali, 2016; Bakker, Voordt, Vink, &

이론은 외부환경의 자극요인에 따른 인간의 내·

Boon, 2014; Manthiou, Ayadi, Lee, Chiang,

외적 감정반응 변화와 행동을 규명한 이론이며,

& Tang, 2017). SOR 이론에 따르면 물리적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Kim,

환경에서 인간의 반응은 3단계 과정을 통해 생

Chang, Lee, & Park, 2012). 특히 정보통신

성되는데, ① 자극(stimulus)은 물리적 환경을

기술수용에 관한 연구에서 SOR 이론이 다수 적

의미하고, ② 유기체(organism)는 소비자의 인

용되었는데, 모바일 옥션에서의 충동구매(Chen

지와 감정적 관점에 따른 내적 상태를 뜻하며,

& Yao, 2018), 소셜미디어의 공동가치창출

③ 반응(response)은 행동(접근 또는 회피)을

(Kamboj, Sarmah, Gupta, & Dwivedi, 2018),

의미하는데, 이는 환경이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온라인 쇼핑 구매행동(Peng & Kim, 2014),

주고 환경에 종속된 인간의 감정이 행동으로 표

소셜커미스의 고객 충성도(Wu & Li, 2018),

현된다는 것이다(Manthiou et al., 2017). 이

카카오톡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김해룡ㆍ김지영

연구에서도 3단계로 구분하여 자극(유비쿼터스

ㆍ윤승재ㆍ이문규, 2013) 등을 포함한다. 챗봇

접속성, 상황기반제공성, 반응성, 지각된 용이성),

은 정보통신기술의 한 분야이며, 기존 연구에서

유기체(인지적 반응, 긍정적 감정), 반응(만족,

다루지 않았던 챗봇 사용을 통한 인간의 인지와

지속사용의도)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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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극 요인
Eroglu, Machleit, and Davis(2001)는 자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o, Liu,
Guo, and Li(2018)는 스마트폰 기반 SNS에

극(stimulus)을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

서 유비쿼터스접속성의 부정적인 측면을 연구하

로서, 온라인 쇼핑고객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신

였으며, 연구결과 유비쿼터스접속성이 심리적으

호(시각적, 청각적)로 정의하였다. Mehrabian

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

and Russell(1974)의 SOR 이론을 7개로 확

보 노출에 대한 주의와 적당한 SNS 사용시간의

장하여 연구한 Jacoby(2002)는 외부로부터 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예: 광고, 브
랜드, 가격, 점포위치, 인테리어, 구전효과 , 신
문, 텔레비전 등)이 자극이며, 마케팅 요인으로
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김해룡 외

(2) 상황기반제공성(contextual offer)
이태민(2003)은 개인이 처한 시간이나 위치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2013)는 시스템의 구조나 네트워크 상품, 서비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상황기반제공성으

스스케이프 등을 자극으로 간주하였다.

로 정의하였는데, 유사한 개념으로 Mort and
Drennan(2002)의 상황적 반응성, Figge(2004)

(1) 유비쿼터스접속성(ubiquitous
connectivity)

의 상황의존성, Kenny and Marshall(2000)
의 상황적 상호작용이 있다. 상황기반제공성의

이태민(2003)은 유비쿼터스접속성을 편재성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덕화ㆍ정철호(2013)는

(Kannan, Chang, & Whinston, 2001; Siau,

SNS 서비스의 구성요인으로 상황기반제공성이

Lim, & Shen, 2001)과 이동성(Kalakota &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즐거움에

Robinson, 2002)을 토대로 언제 어디서든 인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상황기반제공성은

터넷에 접속하여 필요한 제품, 서비스, 정보 등

지각된 유용성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을 받거나 소통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유비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쿼터스접속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

데 SNS가 유용하지만, 그 당시 모바일을 통해

면, 이태민(2003)은 온라인 상호작용의 구성요

SNS 사용은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을 확장하여 유비쿼터스접속성을 개념화하였

신택수ㆍ조원상(2014)은 기술수용이론을 토대

다. 이건창ㆍ정남호(2008)는 택배 현장에서 사

로 상황기반제공성이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

용되는 MDS(mobile delivery system)의 주

용성에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는데, 상황기반제공

요 특징인 유비쿼터스접속성과 상황인식기능이

성이 지각된 용이성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과 의사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것으로 나타났다. 장두영ㆍ이충기(2019)는 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유비쿼터스접속성은 문

행상품 검색 시 챗봇 사용 의사결정과정을 상호

제인식과 대안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작용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상황기반제공성을

으로 나타났다. Salvagno, Taylor, Bobeva,

상호작용의 2차 요인(second order)으로 구성

and Hutchings(2015)는 영국 대학 캠퍼스 내

하여 태도 및 사용의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관

유비쿼터스접속성이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어떠

계를 살펴보았다.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유
비쿼터스접속성을 통해 쉽고 빠른 학습관리가 가
능해졌으며,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감소되어 긍정

(3) 반응성(responsiveness)
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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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ERVQUAL 5개의 구성요인 중 반응성을

과정 연구 시 모델이 간명하고 확장성이 뛰어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원들의 준비

다수의 연구에 적용되었다(유재현ㆍ박철, 2010;

와 의지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즉시나 빠름의 의

이금실ㆍ이형룡, 2011). 지각된 용이성의 선행

미를 지니고 있다. Li, Tan, and Xie(2002)는

연구를 살펴보면, Masrom(2007)은 기술수용

웹기반 서비스 품질의 측정항목을 연구하였는

이론을 활용한 E-learning 사용의도에 관한

데, 반응성을 정확하고 일정하게 온라인 서비스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결과 지각된 용이성

를 제공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시스템 능력으로

은 지각된 유용성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지

정의하였다. 이태민ㆍ라선아ㆍ송상연(2009)은

각된 유용성은 태도 및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

MOBISQUAL에 관한 측정항목 연구에서 유동

을 미쳤으나, 태도는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적 상호작용 품질의 하위요인으로서 반응성을 고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도가 사용의도와

객의 요구사항에 신속한 응답처리로 정의하였다.

유용성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반응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i

는 기존의 선행연구(Venkatesh & Morris,

et al.(2002)은 웹기반 서비스품질의 측정항목

2000)와 일치한다. 김태중ㆍ정지명ㆍ이승로

을 6개요인(반응성, 기능성, 정보품질, 공감성,

(2017)는 기술수용이론과 계획행동이론을 적

웹지원, 회신시스템)으로 도출하였다. 박종기ㆍ

용하여 스포츠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사용의도

고도은ㆍ이승창(2010)은 항공권 예약사이트 중

를 연구하였는데,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

심으로 온라인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 및 충성의

성 모두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반응성은 전

나타났다.

반적인 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타났다. 이태민 외(2009)는 MOBISQUAL에

다수 적용된 유비쿼터스접속성, 상황기반제공성,

관한 측정항목을 4개 요인으로 분류(결과품질,

반응성, 지각된 용이성을 자극 요인으로 구성하

유동적 상호작용 품질, 상황적 상호작용 품질,

였다.

서비스스케이프 품질)하여 제시하였다. 김준우
ㆍ허민ㆍ김연수(2010)는 MOBISQUAL이 사

2) 유기체 요인

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교통

SOR 이론의 두 번째 구성요소인 유기체

정보 검색, 쇼핑, 모바일 예약 시 반응성이 사용

(organism)는 고객의 정서적, 인지적 상태를

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말하며,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담당

으며, 여기서 모바일에서의 반응성이 중요한 변

한다(Kamboj et al., 2018). Manthiou et

수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al.(2017)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소비자의 정신 반응을 유기체로 정의하였고,

(4)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

Bitner(1992)는 유기체의 반응을 3가지 요인
(① 감성적, ② 인지적, ③ 생리학적) 형태로 제

Davis(1989)가 처음 도출한 지각된 용이성은

시하였다. 유기체는 자극과 반응 간 매개변인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의 정도로 정의되며,

로서 감정 상태를 가리키며, 환경 자극은 감정에

지각된 유용성과 함께 기술수용이론(technology

영향을 미치며 반응으로 전달된다(Kamboj et

acceptance model: TAM)의 핵심변수이다.

al., 2018). 또한, 인간의 행태변화를 연구하는

특히 정보기술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기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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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구가 가능한데(윤설민ㆍ송학준, 2016),

제경험)와 종속변수(애착, 방문의도) 사이에서

이 연구에서는 인지적 반응과 긍정적 감정을 유

인지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이 매개역할을 수행하

기체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Hahn, Michael, Lee,

(1) 인지적 반응(cognitive response)과
긍정적 감정(positive emotion)

and Kim(2018)은 메가이벤트에서 정서적 반
응과 인지적 반응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였는데, 연구결과 메가이벤트에서 실제경험

인지는 정신적 상태(태도, 주의, 신념, 기억

은 정서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등)를 가리키며, 인지적 반응은 어떠한 정보를

미쳤으며, 실제경험과 충성도 사이에서 정서적

A에서 B로 옮기는 지적 내부활동을 의미하는데,

반응이 인지적 반응보다 강한 매개역할을 수행하

주의, 집중, 부호화, 인출 등의 반응과정을 가리

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준혁ㆍ우종필(2019)은

킨다(최홍임ㆍ윤태환, 2011). 인지적 반응은

외식산업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4개의 요인

소비자가 정보처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갖는 생

(광고ㆍ촉진, 구전, 언론, SNS콘텐츠)으로 구

각으로 인지적 반응이 태도에 미치는 다수의 선행

분하여 인지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연구들이 있다(Hastak & Olson, 1989; Oliver,

다. 연구결과, 광고ㆍ촉진, 구전, 언론은 인지

1980). 인지적 반응은 추론이 아니라 생산적인

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데, 예를 들어 태도는 자신의 태도를 추론하며

지만, SNS 콘텐츠는 인지적 반응에 영향을 미

응답하도록 진행하지만, 인지적 반응은 자신의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iu and Jang

생각을 스스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이성현

(2009)은 SOR 이론을 적용해 고급 레스토랑의

ㆍ전종우, 2009). Oliver(1980)는 인지적 요

식당 분위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레스

인으로 인해 소비자의 만족 또는 불만족의 반응

토랑의 구성요인(interior design, ambience,

이 나타난다고 주장한 반면, Westbrook(1987)

spatial layout, human elements) 모두 긍정

는 인지반응뿐만 아니라 감정반응의 영향으로 만

적인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족 또는 불만족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

긍정적인 반응이 사용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나

하였다.

타냈다. 황승미(2016)는 한옥 게스트하우스의

긍정적인 감정은 활기차고 자신감이 충만하며

서비스품질이 긍정적 감정과 만족 및 재방문의

대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반면, 부정적

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서비스 품질

인 감정은 걱정, 화, 불안감, 불쾌한 감정의 반응

요인 중 인적서비스, 접근성, 부대시설은 긍정

을 의미한다(박겸자ㆍ유일ㆍ이윤희, 2014). 또

적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긍정적 감

한, 긍정적인 감정은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생

정은 만족 및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각을 만들고 새로운 생각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효진ㆍ김병용(2012)은

와주며,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는 효과가 있다(류

에스닉(ethnic)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이 고

주연ㆍ김정구, 2013). 인지적 반응과 긍정적 감

객 감정반응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정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 Lee, and Jung

하였는데, 물리적 환경의 하위 요인(심리성, 쾌

(2020)은 SOR 이론을 토대로 가상현실 관광에

락성, 청결성, 편의성, 오락성)은 긍정적 감정

서의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긍정적 감정은 재

구결과에 따르면, 실제경험은 인지적 반응과 정

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서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독립변수(실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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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hrabian and Russell(1974)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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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도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반면,
PAM은 사용자의 경험과 만족을 통한 지속사용

인간은 물리적 환경에서 접근 행동과 회피 행동

의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정철호ㆍ정영

으로 나누어 반응하며, 접근 행동은 긍정적인 감

수, 2012).

정에 의해 나타나는 반면, 회피 행동은 부정적인

만족과 지속사용의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감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Sherman, Mathur,

Ali(2016)는 호텔 웹사이트 품질이 지각된 플

and Smith(1997)는 ① 구매한 양, ② 머물렀

로우(flow), 만족,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

던 시간, ③ 지출비용을 살펴봄으로써 구매자의

구하였는데, 지각된 플로우는 고객만족과 구매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구매자의

도에 정(+)의 영향으로 미쳤으며, 고객만족도

심리적인 태도나 실제 구매행동에 따른 최종 행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 것으로 나타났다.

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OR 이론의 패러

Ho(2010)는 TAM, ECM, 자기결정성이론

다임에서 반응은 결과 또는 행동의 의미를 나타

(self-determination

내는데(Manthiou et al., 2017), 이 연구에서

E-learning 플랫폼의 지속사용의도를 연구하였

는 만족과 지속사용의도를 반응요인으로 구성하
여 연구하였다.
최규환(2005)은 소비자행동 이론에서 만족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

theory)을

통합하여

는데, E-learning 플랫폼의 만족이 지속사용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철호ㆍ정영수(2012)는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수용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를

한 구매 및 소비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주관적인

진행하였는데, 보안성, 경제성, 기대충족도, 지

평가반응으로 정의하였다. 박명호ㆍ조형지(2000)

각된 유용성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

는 만족을 소비자의 심리과정의 최종단계이며,
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를 크게 4가지(① 인지적

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태, ② 평가, ③ 정서적 반응, ④ 인지와 정서
반응의 결합된 판단)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지

Ⅲ. 연구방법

속사용의도는 과거의 이용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도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
한다(홍태호ㆍ배련영ㆍ최수형ㆍ박지영, 2012).

1. 연구모형

정보기술 분야에서 다수의 선행연구는 도입 시
사용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의도에 집중되었

이 연구는 Mehrabian and Russell(1974)

지만, 실질적인 측정은 지속적인 사용을 측정하

의 SOR 이론을 토대로 자극요인(유비쿼터스접

는데 목적이 있었다(정철호ㆍ정영수, 2012;

속성, 상황기반제공성, 반응성, 지각된 용이성)

Chea & Luo, 2008). 지속사용의도를 측정하

과 유기체(인지적 반응, 긍정적 감정)및 반응(만

기 위해 Bhattacherjee(2001)는 기대충족이

족, 지속사용의도)과의 영향관계를 체계적으로

론(expectation confirmation theory: ECT)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자극요인이 유기체

과 기술수용모델(TAM)을 결합하여 정보기술

에 미치는 영향 연구(장두영ㆍ이충기, 2019;

및 시스템 사용 후 지속적인 행동을 파악하기 위

Chen & Yao, 2018; Kim et al, 2013)와 유

해 정보기술수용후모델(post acceptance model:

기체가 반응에 미치는 선행연구(구효진ㆍ김병

PAM)을 개발하였다. 이는 기존 TAM은 최초

용, 2012; 황승미, 2016; Kim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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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를 토대로 <Figure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

터스접속성, 상황기반제공성, 반응성의 순으로

하였다.

상호작용에 강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2. 연구가설
1) 자극과 유기체와의 관계
자극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외
부로부터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 시스템의 구조나 네트워크 등도
자극으로 간주된다(Eroglu et al., 2001;
Jacoby, 2002; Kim et al, 2013). 이 연구에
서는 자극 요인을 유비쿼터스접속성, 상황기반제
공성, 반응성, 지각된 용이성으로 구성하였다.
Chen and Yao(2018)는 웹사이트 품질의 편
재성이 긍정적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Kim et al.(2020)은 가상현실체험관광은 인지
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두영ㆍ이충기(2019)
는 여행상품 검색 시 챗봇 사용 의사결정과정을
연구하였는데, 상호작용이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으며, 상호작용의 하위 요인인 유비쿼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유비쿼터스접속성은 인지적 반응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유비쿼터스접속성은 긍정적 감정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상황기반제공성은 인지적 반응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상황기반제공성은 긍정적 감정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반응성은 인지적 반응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6: 반응성은 긍정적 감정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7: 지각된 용이성은 인지적 반응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지각된 용이성은 긍정적 감정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SOR 이론을 적용한 챗봇 사용 의사결정과정 연구

2) 유기체와 반응과의 관계
이 연구는 유기체 요인으로 인지적 반응과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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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만족이 지속이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적 감정으로 구성하였다. Kim et al.(2020)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은 매개변수로 인지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이 VR

정하였다.

의 애착 및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연구
하였는데, 인지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 모두 방문
의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H13: 만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나타났다. 황승미(2016)의 연구에서는 게스트
하우스의 서비스 품질이 긍정적 감정에 유의한

3. 측정항목 도출

정(+)의 영향을 미쳤고, 긍정적 감정이 만족 및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효진ㆍ김병용(2012)은 긍정적인 감정
이 에스닉 레스토랑의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이 연구는 SOR 이론을 적용하여 여행사 챗봇
사용 의사결정과정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측
정항목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극 요인은 이에
해당하는 유비쿼터스접속성의 선행연구(Kannan
et al., 2001; Siau et al., 2001)에서 4문항
과 상황기반제공성의 선행연구(이태민ㆍ전종근,
2004; 장두영ㆍ이충기, 2019)에서 3문항을 도

H9: 인지적 반응은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 인지적 반응은 지속사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긍정적 감정은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긍정적 감정은 지속사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하였다. 반응성의 요인은 이에 관한 선행연구
(장두영ㆍ이충기, 2019; Li et al., 2002)에서
3문항과 지각된 용이성의 요인은 이에 관한 선
행연구(이지은ㆍ박선영, 2007; Davis, 1989)
에서 3문항을 도출하였다. 둘째, 유기체에 해당
하는 인지적 반응은 선행연구(Kim et al.,
2020)에서 3문항을, 긍정적 감정도 선행연구
(구효진ㆍ김병용, 2012; 황승미, 2016; Oliver,
1993)를 토대로 3문항을 도출하였다. 셋째, 반
응에 해당하는 만족은 선행연구(정철호ㆍ정영

3) 만족과 지속사용의도와의 관계

수, 2010; Oliver, 1980)에서 3문항을, 지속

Ali(2016)는 호텔 웹사이트 품질과 지각된

사용의도도 선행연구(정영수ㆍ정철호, 2010;

플로우, 만족, 구매의도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

Bhattacherjee, 2001)에서 3문항을 도출하였

를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고객 만족은 구매의

다. 도출된 항목은 2명의 관광학과 교수와 15명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관광학과 석·〮
박사 대학원생들이 내용타당성을

Ho(2010)는 E-learning 플랫폼의 지속사용의

확인하였으며, 다소 모호한 항목들은 정제하였

도를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E-learning의 만족

다. 이를 토대로 여행기업 종사자(H여행사, M

이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행사, R여행사 등) 1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

나타났다. 정철호ㆍ정영수(2012)는 IPTV 서비

하여 측정항목을 최종적으로 정제한 후 설문지를

스 이용자의 만족과 지속이용의도를 연구하였는

완성하였다. 본 설문 항목은 Likert 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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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로 측

CFA)과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정하였다.

SEM)을 분석하여 구성개념 간 인과관계를 추정
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이충기, 2018)

4. 표본설정과 자료수집 방법

Ⅳ. 분석 결과

이 연구는 2020년 5월 1일~8월 31일까지
편의추출법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여행상품 검색 시 챗봇을 이용해 본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람으로 하였으며, 설문문항 1번과 2번에는 여
행사 챗봇 사용 경험 유무와 사용한 챗봇명을 선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56.6%)

택할 수 있도록 하여 표본의 신뢰성을 높였다.

이 여성(43.4%)보다 많았다. 연령분포는 30~39

이 연구는 네이버 오피스의 설문도구를 이용하였

세(47.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40~49

으며, 응답자의 성실한 설문 작성을 유도하기 위

세(28.3%), 20~29세(14.5%)의 순으로 나타

해 커피쿠폰을 제공하였다. 총 325부가 수집된

났다. 학력은 대학교재/졸업(78.6%)이 가장 많

가운데 불성실한 설문지 7부를 제거하고, 최종

았으며, 다음으로는 대학원재/졸업(11.9%), 고

318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졸(9.4%)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Statistics 23.0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200~299만원대(32.1%)가 가장 많은 비중을

실시하였고, Smart PLS 3.0을 활용하여 확인

차지하였다. 또한, 직업은 사무직(49.1%)이 가

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주부(11.9%), 자영업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
(318)

%

Male

180

56.6

Female

Variable
Gender

Age

Level of
education

Monthly
income

N
(318)

%

Student

28

8.8

Variable

138

43.4

Office worker

156

49.1

< 20

6

1.9

Professional

28

8.8

20~29

46

14.5

Public officer

22

6.9

30~39

150

47.2

Technician

14

4.4

40~49

90

28.3

Housewife

38

11.9

50~59

24

7.5

Self-employment

32

10.1

> 60

2

0.6

Facebook

20

6.3

High school

30

9.4

KaKao

118

37.1

University

250

78.6

Graduate

38

11.9

Job

SNS
chatbot

Wechat

16

5.0

Naver

110

34.6

Less than 2 million Won

54

17.0

The others

54

17.0

200~299 million Won

102

32.1

Hanatour

246

77.4

300~399 million Won

84

26.4

Interpark

16

5.0

400~499 million Won

36

11.3

Yellow balloon

6

1.9

> 500 million Won

42

13.2

Others

50

15.7

Travel
chat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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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사 챗봇 사용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중은 하나투어(77.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

내적 일관성의 신뢰성,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

며, 일반 기업의 챗봇 사용은 카카오(37.1%)와

을 검증한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이버(34.6%)의 두 회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

외부적재값(λ)은 0.711~0.956(≥0.7), 평균

였다.

분산추출값(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0.673~0.907(0≥.5)로 집중타당성
은 확보되었고, Cronbach α는 0.801~0.948

2. 측정모형 분석결과

(≥0.6),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이 연구는 SmartPLS 3.0을 이용하여 측정

CR)는 0.891~0.948(≥0.7)로 신뢰도도 확보

<Table 2> Results of CFA
Const
ruct

UC

CO

RES

PEU

CRE

PE

SAT

CUI

Item
Chatbot provides the necessary services and
information at any time.
Chatbot can be used whenever Internet is available.
Chatbot can interact with me anytime, anywhere.
Chatbot enables users to order products or service
anywhere at anytime.
Chatbot provides useful information.
Chatbot provides users with location-specific
packets of information.
Chatbot can provide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optimal
situation, considering the time or place I am in.
Chatbot answers my question quickly.
Chatbot answers my question properly.
It is easy to use chatbot.
I can learn how to use chatbot easily.
Once I use chatbot, I can use it easily afterwards.
Chatbot provides clear information.
Using chatbot is innovative.
I can get useful information by using chatbot.
Chatbot provides something interesting.
Expectation is aroused when using chatbot.
Chatbot gives me confidence.
I am satisfied with my decision to use chatbot.
I am generally satisfied with service and quality
provided by chatbot.
Using chatbot is a good choice.
I intend to continue to use chatbot in the future.
I will continue to use chatbot.
I will use chatbot regularly.

λ
(≥0.7)

α
(≥0.6)

CR
(≥0.7)

AVE
(≥0.5)

0.837

0.891

0.673

0.865

0.917

0.787

0.801

0.910

0.834

0.858

0.913

0.779

0.890

0.932

0.819

0.884

0.928

0.811

0.918

0.948

0.859

0.948

0.967

0.907

0.846
0.861
0.855
0.711
0.884
0.894
0.883
0.907
0.920
0.875
0.890
0.883
0.889
0.910
0.916
0.905
0.897
0.900
0.936
0.942
0.903
0.950
0.965
0.941

Notes: 1) UC(ubiquitous connectivity), CO(contextual offer), RES(responsiveness), PEU(perceived ease of use),
CRE(cognitive response), PE(positive emotion), SAT(satisfaction), CUI(continuous use intention)
2) λ(factor loading), α(cronbach α), CR(composite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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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matrix and discriminant validity
Constructs
UC

UC

CO

RES

PEU

CRE

PE

SAT

CUI

0.821

CO

0.775

0.887

RES

0.768

0.792

0.913

PEU

0.639

0.709

0.642

0.882

CRE

0.725

0.727

0.724

0.606

0.905

PE

0.699

0.729

0.708

0.616

0.824

SAT

0.687

0.713

0.739

0.675

0.845

0.827

0.927

CUI

0.622

0.661

0.664

0.603

0.808

0.752

0.832

0.900
0.952

Note: 1) Bold figures are 
 

해서는 다중공선성(VIF), 결정계수(R²), 예측적

되었다(신건권, 2018).
이 연구에서는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합성(Q²), 효과크기(f²)를 통해 적합도를 평가

Fornell-Larcker를 적용하였으며, AVE의 제

하고,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하여 연구가설을

곱근이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검증한다(김계수, 2013). 한편 PLS-SEM에서

값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확보된다(신건권,

는 CB-SEM에서 적용되는 적합도 지수(χ²,

2018).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변수

GFI, AGFI, RMR, NFI, RMSEA 등)를 사용

의 AVE 제곱근 값이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할 수 없으며, 별도의 대안적 평가기준(VIF,

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R², f², Q²)을 사용한다(신건권, 2018). <Table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중공선성(VIF)은 2.126
∼4.305(<5), 구조모형의 예측력(Q²)은 0.473~

3. 구조모형 분석결과

0.659(>0), 결정계수(R²)는 0.603∼0.732로
이 연구에서는 Smart PLS 3.0을 이용하여

나타나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외생변수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을 평가하기 위

가 내생변수의 R²에 기여도를 측정하는 효과크

<Table 4> Results of indices for PLS-SEM structural model

Constructs

VIF(f²)
CRE

PRE

UC

3.039(0.071)

3.039(0.039)

CO

3.735(0.040)

3.735(0.056)

RES

3.232(0.055)

3.232(0.043)

PEU

2.126(0.010)

2.126(0.018)

SAT

CUI

R²

Q²

CRE

3.109(0.359)

4.224(0.100)

0.621

0.500

PE

3.109(0.231)

3.826(0.005)

0.603

0.473

4.305(0.209)

0.768

0.652

0.732

0.659

SAT
CUI

Note: 1) UC(ubiquitous connectivity), CO(contextual offer), RES(responsiveness), PEU(perceived ease of use),
CRE(cognitive response), PE(positive emotion), SAT(satisfaction), CUI(continuous u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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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f²)는 0.039~0.209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7,

연구의 잠재변수는 PLS-SEM의 구조모델 평가

H8은 기각되었다.

수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건권,

인지적 반응은 만족(βCRE→SAT=0.509, p<0.01)
과 지속사용의도(βCRE→CUI=0.336, p<0.01)에

2018).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모형 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석결과, 유비쿼터스접속성은 인지적 반응(βUC→

H9, H10은 채택되었다. 긍정적 감정이 만족(β

CRE=0.285,

p<0.01)과 긍정적 감정(βUC→PE

PE→SAT=0.408,

p<0.01)에는 유의한 정(+)의

=0.217, p<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1은 채택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 H2는 채택되었

되었지만, 지속사용의도(βPE→CUI=0.068, p>0.05)

다. 상황기반제공성은 인지적 반응(βCO→CRE

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감정(βCO→PE

가설 H12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만족이 지

=0.287, p<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속사용의도(βSAT→CUI=0.491, p<0.01)에 유의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3, H4도 채택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H13

었다. 반응성은 인지적 반응(βRES→CRE=0.261,

은 채택되었다.

=0.237,

p<0.01)과

긍정적

p<0.01)과 긍정적 감정(βRES→PE=0.236, p<0.05)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 H5, H6는 채택되었다. 하지만 지각된

Ⅴ. 결론 및 시사점

용이성은 인지적 반응(βPEU→CRE=0.088, p>0.05)
과 긍정적 감정(βPEU→PE=0.122, p>0.05)에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을 접목한 챗봇은 기

<Figure 2> Results of the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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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ICT 생태계에서 챗봇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행상품 검색 시 챗봇

중심으로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뿐

사용과정에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제공이 만족

만 아니라 여행기업에서도 챗봇 개발 및 사용범

과 지속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위를 확대하고 있다(장두영ㆍ이충기, 2019; 장

을 의미하며, 기존 선행연구(구효진ㆍ김병용,

준희, 2016). 또한, 학계에서도 다양하고 폭넓

2012; 황승미, 2016)를 지지하면서 챗봇 분야

은 챗봇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를 확장하였다.

인간의 행태변화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넷째, 지각된 용이성은 인지적 반응과 긍정적

SOR 이론을 적용한 이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을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 기존 선행연구(민수진 외, 2017)와는 차이가

첫째, 이 연구는 SOR 이론을 토대로 챗봇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유를 밝히기

용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위해 지각된 용이성이 인지적 반응과 긍정적 감

의의가 있다. SOR 이론은 외부 환경의 자극 요

정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각각 살펴본 결과, 지각

인에 따라 인간의 내·외적 감정반응 변화와 행동

된 용이성이 인지적 반응과 긍정적 감정 모두에

을 규명한 이론이며, 내·외적 감정 반응에 초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

을 맞추면 인간의 행태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른 변수의 영향력이 강하여 나타난 억제효과

수 있다(윤설민ㆍ송학준, 2016). 이 연구는 선

(suppression effect)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행연구를 토대로 챗봇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된다(이충기ㆍ고성규ㆍ임성희, 2017; 장두

유비쿼터스접속성, 상황기반제공성, 반응성, 지

영ㆍ이충기, 201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

각된 용이성이 인지적 반응과 긍정적 감정을 통

각된 용이성이 인지적 반응과 긍정적 감정에

해 만족과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잠재적으로

였다.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둘째, 이 연구에서는 챗봇의 자극요인이 인간
의 인지와 감정반응을 통해 만족 및 지속사용의
도까지 확장하여 검증한 측면에 의의가 있다. 기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존 선행연구(장두영ㆍ이충기, 2019)에서는 모

첫째, 4개의 자극요인(유비쿼터스접속성, 상

형의 간명화와 용이한 분석을 하고자 유비쿼터스

황기반제공성, 반응성, 지각된 용이성) 중 유비

접속성, 상황기반제공성, 반응성을 상호작용의

쿼터스접속성이 인지적 반응에 가장 큰 영향을

2차 요인으로 구성하여 사용의도까지만 분석하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제, 어디서든

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자극요인으로서 직접적으

정확하고 유익한 여행상품 검색 및 정보 제공의

로 인간의 인지와 감정, 만족 및 지속사용의도에

중요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챗봇을 개발하거나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확

준비 중인 여행기업에서는 PC 기반보다는 모바

장하였다.

일 기반에 초점을 두고, 사용자가 유익한 상품

셋째, 인지적 반응과 긍정적 감정이 만족과 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특가상

속사용의도와의 영향관계를 규명한 것에 의의가

품, 무료항공권 또는 호텔 숙박권 등)을 제공하

있다. 특히 여행상품 검색 시 챗봇 사용 의사결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과정에서 SOR 이론을 적용하여 인지적 반응

둘째, 긍정적 감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이 만족과 지속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상황기반제공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

SOR 이론을 적용한 챗봇 사용 의사결정과정 연구

자의 상태에 따른 맞춤 정보제공을 통해 챗봇 사
용에 대한 신뢰감과 기대감의 증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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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긍정적 감정이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
재 여행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챗봇 기술력의 한
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애영ㆍ지
성구(2020)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ㆍ외 챗봇
서비스의 대부분은 1단계(학습된 내용에 따라
질의응답이나 검색결과 제공) 또는 2단계(사용
자의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나 간단한 업
무처리)수준이며, 3단계(감정 교류를 통한 선제
적 서비스 제공 및 업무처리)를 제공하는 챗봇은
구글의 어시트턴트(Assistant), 아마존의 알레
렉사(Alexa), 애플의 시리(Siri), 삼성의 빅스
비(Bixby) 등으로 극히 일부분이며, 이 정도 수
준의 챗봇 개발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국내 여행기업에서
무리하게 3단계 챗봇 개발을 시도하기 보다는
이용자에게 챗봇 사용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활동이 우선적으로 필요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표본추출방법 중
편의추출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분석결과
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이충기,
2018). 또한, 여행사의 챗봇 운영 및 기능적 차
이는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여행상품
검색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한 응
답자의 챗봇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
다. 향후 연구에는 챗봇 전문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챗봇 사용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새로운
변수를 확인해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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