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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ituational and social
loneliness on the AI speaker adoption and whether crowdsourced cue moderates the
effect of situational and social loneliness on consumers' adoption of the AI speakers.
Background: We study how to nudge consumers to recognize their needs for AI
speakers, which is the first stage of their decision-making processes. In particular, we
investigate whether two variables including situational and social loneliness as a
psychological variable and crowdsourced cue as a behavioral economics variable jointly
increase consumers' adoption of AI speakers.
Method: We conducted two surveys to test two hypotheses: whether situational
and social loneliness increases consumers' adoption of AI speakers and whether
crowdsourced cue moderates the effect of situational and social loneliness on
consumers' adoption of AI speakers. To secure the external validity of our experiments,
we selected an actual AI speaker as an experimental stimulus and manipulated two
variables in reality. Situational and social loneliness was manipulated by the content
of the message shown on the messenger dominant messaging service and the
crowdsourced cue was manipulated by the content of the promotional message
about AI speaker shown on the poster.
Results: We obtained two findings. Firstly, when business school students felt lonely,
their adoption of AI speakers was greater than when they did not feel lonely. Secondly,
when there was a crowdsourced cue, design school students' adoption of AI speakers
increased in the lonely condition. However, design school students' adoption of AI
speakers did not increase when there was no crowdsourced cue even though when
they are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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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Our findings suggest that consumers are more likely to adopt AI speakers
when they feel situational and social lonely and when it reflects other consumers'
needs.
Application: This research is the first attempt to apply loneliness and crowdsourced
cue to nudge consumers to recognize their needs about AI speakers, which increases
their adoption of the new product. Unlike previous researches, this study is different
in that it tries to solve the situational and social loneliness of young people. We
propose AI speaker and Crowdsourced cue as a solution to solve situational and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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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liness. Our findings provide fresh insights into designers and marketers who
should develop an advertisement about their AI speakers.
Keywords: New product adoption, AI speaker, Loneliness, Crowdsourced cue,
Behavioral economics

1. Introduction
최근 제 4차 산업 혁명이 사회 · 경제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혁신적 신제품인 AI 스피커(Artificial Intelligent: 인공지능) 시장이 빠르게 성
장하고 있다. AI 스피커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갖춰진 스피커 형태의 제품으로, 사용자의 음성명령을 인식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는 기기이다(Moussawi, 2016). AI 스피커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 획득 및 추구, 쾌
락 추구, 시간 채우기, 도피, 외로움 해소, 물품 구매 등이 있다(Lee et al., 2019). 연구자들은 AI 스피커의 대표 속성을 음성 기반의 메시
지 전달로 보았기 때문에 정보 획득 및 추구, 기분전환 등의 쾌락 추구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상대방과의 상호
작용에 흔쾌히 응하는 자발적인 만족을 추구하기도 하며, 사회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AI 스피커를 활용하기도 한다고 제안했다(Byun,
2017).
AI 스피커에 대한 다양한 니즈 중에서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외로움은 AI 스피커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A사와 S사 광고에서 이미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A사에서는 외로움과 관련된 시리즈 광고를 제작하였다. 이 시리즈 광고는
실제 AI 스피커 사용자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일부는 고객 리뷰를 통해 수집되었다(Nudd, 2016). 예를 들어, 'Be Together More'
라는 제목의 광고에서는 딸과 작별하고 외로움을 겪는 할머니에게 AI 스피커가 배달되고, 이를 통해 단절된 가족과 연락이 되어 외로
움을 해결한다(Figure 1 참조).

A사와 비슷한 국내 사례로 S사가 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말동무 역할을 하는 자사의 AI 스피커를 지급했는데, 이 제품은 외로움
을 달래주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급 시 119 응급 출동을 호출하는 AI 돌봄 서비스를 탑재하고 있으며, 치매 예방, 복약 및 내원
안내, 의료 정보 팟캐스트 등과 같은 추가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A사와 S사의 사례와 같이 현실에서는 외로움이 AI 스피커가 필요한 핵심 동기로 등장하면서 제품 판매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학계에서는 외로움이라는 변수를 긍정적으로 논의한 바가 많지 않다. 기존의 연구는 외로움은 고통스러운 감정이며(Masi et al., 2011;
Russell et al., 1980; Weiss, 1973),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을 극복해야할 대상으로 보는데(Mikulincer and Shaver, 2008; Rindfleisch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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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외로움에서 벗어나 사회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 개인적, 경제적 희생을 통해 사회적 유대를 원하기 때문이다(Mead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신제품 판매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촉진제임을 제안한다.
특히,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는 노년층의 만성적, 개인적 외로움을 달래는 대신, 청년의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을 달래주는 제품으로 AI
스피커를 제안하려고 한다. S사의 AI 스피커를 구매한 고객 중 청년층인 20~30대의 비율은 전체 구매자의 약 55%로 구매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Kim, 2017).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많은 청년들이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의 수는 급증한 것으로 보고된다(Cacioppo and Patrick, 2008; McPherson and Smith-Lovin, 2006). 즉,
외로움은 노년에게만 나타나는 만성적,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청년에게 일시적, 사회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하다(Weiss,
198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업들은 청년들이 겪는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로움은 다양한 활동을 통
해 감소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관계회복에 힘쓰는 것이다. 제품 광고 속 크라우드소싱
단서는 소비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느낌과 동시에 소비자가 광고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I 스피커의 수용의도가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에 의해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크라우드소싱 단서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AI 스피커 광고의 크라우드소싱 단서에 따라서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이 AI 스피커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
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수립하고 2개의 설문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한다. 설문 결과를 통해서,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을 완화하는 방법
으로 AI 스피커와 크라우드소싱 단서를 제안하고, 관련하여 외로움을 자극하는 컨텐츠를 기획하는 마케터와 AI 스피커의 광고 이미지
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2. Overview
2.1 New product adoption
제품 혁신은 비즈니스 전략과 성장에 중요할 수 있지만 신제품은 성공률이 낮다. 실패 추정치는 40~90%이다(Gourville, 2006). 이는 신
제품 개발(NPD)에 많은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소비자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신제품은 보다 일치하는 제품보다 낮은 평가
를 받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Campbell and Goodstein, 2001) 최근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AI 스피커를 포함한 혁신적인 신제품을 출시함에 따라, 신제품의 판매를 높이기 위해 인간 중심의 심리학에 기반한 디자인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매장의 환경 정보를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로 표시하여 사용자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거나
(Nguyen and Joo, 2019), 매장 내의 인테리어를 덜 정리하여 사용자의 창의성을 북돋우거나(Zhou and Joo, 2019), 아름답지 않은 제품
을 나란히 진열시켜 아름다움의 가치를 일깨우거나(Chen et al., 2019), 사용자가 선호하는 작가의 작품을 차용하는 방법이 있었다(Jung
et al., 2017). 심지어 사용자는 독특하기만 하면 좋은 디자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신제품 판매에 도움
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Joo and Chung, 2019).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제품에 대한 니즈를 직접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대신 제품에 대한 니즈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제품 선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5단계를 거치는데 이는 소비자 구매의사 결
정 과정과 관련이 있다(Figure 2 참조). 첫째, 문제 인식 단계에서 소비자는 문제를 해결할 니즈를 느끼게 된다. 이후 소비자는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정보를 탐색하는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간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책으로 확인된 여러 대안들을 비교하고 평
가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고 구매를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는 구매 후 단계로서 구매한 제품을 소
비하고 만족하거나 재구매 하거나 또는 제품 사용을 중단하기도 한다(Joo et al., 2014; Shin and Whang, 2015).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문제를 깨닫는 첫 번째 단계인 니즈 인식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이후의 단계에 관해서만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Nguyen and Joo (2019)는 매장의 인테리어를 교체함으로써 네 번째 단계인 제품 구매를 증진하고자 하였고, Park and Joo (2018)
는 제품을 의인화함으로써 다섯 번째 단계인 구매 후 사용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의사결정 5단계 중 후반부에 해당하는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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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사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가"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었지만, 전반부에 해당하는 "니즈를 어떻게 불러 일으킬 것인가"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날개 없는 선풍기'로 전세계에 잘 알려진 D사는 날개 없는 선풍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성공했는데, '손이 다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제품에 대한 니즈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D사는 선풍기를 사용하면서 최종 사용자가 선풍기의 날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청소를 할 때마다 매번 날개를 분리해야만 한다는 문제점을 경험했다. 그리고 날개 없는 선풍기를 생각했다. 사
실 사용자들은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는 선풍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바람'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S사의 3D TV는 시장에서 실
패했는데, 제품에 대한 니즈가 없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3D TV의 경우 굳이 필요하지 않은 니즈를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어
려웠다. TV 사용자들은 소파에 앉아 수동적인 감상을 원하고, TV를 보면서 간식을 먹고, 반려동물과 놀며, 집안일을 하고 싶어한다. 하
지만 3D TV는 사용자에게 TV 화면 앞까지 걸어가 터치하거나 리모콘을 마우스처럼 조작해 무엇인가를 찾는데 추가적인 조작을 강요
했다(Robert, 2019).
위와 같이 혁신적 신제품의 경우 고객들의 니즈를 어떻게 불러 일으킬 것인가에 따라서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 지을 수 있다. 때
문에 기업들은 소비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충족이 필요한 욕구를 인식하는 니즈 단계를 유념해야 한다.

2.2 Adoption of AI speaker
지금까지는 특정 기업이나 공학자들만이 인공지능에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관여하며,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Kim, 2019). 실제로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의료, 금융, 제조, 교육 등 인간의 삶 전 영역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가 빠
르게 진행되어 2020년경에는 확산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AI 스피커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
았다(Goertz, 2017).
최근 AI 스피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AI 스피커의 수용의도와 관련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Yang (2017)은 지각된 가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희성, 콘텐츠 품질, 시각적 매력도가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Roh and Choy (2018)은 개인의 혁
신성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가계지출 통제력이 증진될수록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Jung et al. (2018)은 성과 기대, 노력 기대, 사
회적 영향, 개인의 혁신성이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술수용이나 개인의 혁신성 등 검증된 이론을 기반으로 AI
스피커의 수용의도를 예측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인간의 정서가 AI 스피커의 수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때문에 현재 AI 스피커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수용하지 않고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이 AI 스피커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수용의도의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의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AI 스피커를 이해하는 데에는 기존과 다른 관점의 접근과 기술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많은 기업과 공학자들은 AI 스피커의 수
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술적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국내 AI 스피커 수용률을 높이고자 기술적 완성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음성 인식, 자연어처리, 음성합성 등의 컴포넌트 기술을 강조하고 있으며, 가정 내 여러 가전 제품을 AI 스피커 하나의 플
랫폼에 의해서 제어하고자 여러 플랫폼 상호간의 연동 규약과 관련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Kim, 2019).
이처럼 기업들은 AI스피커의 수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AI 스피커의 높은 기술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AI 스피커를 받아들이
는 느낌은 다르다. 실제로 AI 스피커 구매 고려 시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이며(Johnson, 2017) 소비자들은 AI 스피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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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즐거움과 흥미를 추구한다(Moussawi, 2016). 또한, 음성 기반 대화를 통해 사용자들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거나
정서적으로 공감하기도 한다(Byun, 2017).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AI 스피커를 기술적, 기능적 측면이 아니라 사람의 정서
적 측면을 주요특성으로 강조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정서적 측면 중 외로움이 AI 스피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크라우드소싱 단서를 추가하여 AI 스피커의 수용의도의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3. Literature Review
3.1 Loneliness
소속감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Baumeister and Leary, 1995) 사람들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
면 일시적이거나 만성적인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외로움은 원인에 따라 일시적 외로움과 만성적 외로움의 두 가지 형태
로 구분할 수 있다. 일시적 외로움은 일반적으로 관계 단절, 정서적 지지의 결핍과 같은 단기적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고, 만성적 외로
움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단기적 상황 요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한다(Lee and Shin, 2018).
외로움은 원인에 따라 개인적 외로움과 사회적 외로움의 두 가지 형태로도 구분할 수 있다. Weiss (1973)는 외로움을 개인적 외로움과
사회적 외로움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외로움은 강한 애착 관계의 상실 또는 결핍에 의해 발생하고, 사회적 외로움은 관계 또는 관
계의 구성과 실제 자신이 구성하고 있는 관계 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Russell et al. (1980)은 사회적 외로움은 사회적 고립
감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불만족으로 정의했고, 사회 활동의 양과 질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적 관계와 실제 사회적 관계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Russell et al., 1980; Hawkley and Cacioppo, 2010). 사회적 외로움은 종종
사람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Masi et al., 2011). 대
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느끼게 되면 외로움에 대처할 수 있다. 반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 구성원으로써 연결하지 못할 때 외로움에 시달리기 쉽다.
외로움은 사회적 배제와 명확히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배제는 자신의 무능, 일탈, 매력 없음에 기초한다(Baumeister and Tice,
1990). 이는 배제의 방향이 일방적으로 다른 집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탈적이
고, 무능하거나, 매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거부당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철회하
거나 거부함으로써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배제"한다는 것이다(Jones, 1990).
사람들은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로울 때 돈을 쓰고 제품을 구매
할 확률이 증가한다. 왜냐하면 자기조절(self-regulation)을 하지 못해서 충동 구매가 많아지기 때문이다(Sinha and Wang, 2013). 즉, 사
회적 관계의 결핍을 느끼면 충동 구매를 통해서 그 결핍을 완화한다. 한발 더 나아가 사람들은 외로울 때 특정한 제품에 대한 구매 의
도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Mead et al. (2011)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제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돈을
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소비자들은 제품이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제
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Duclos et al. (2013)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소비자들이 더 위험한 재정적 기회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저자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소비자들이 인기에 대한 대가로 위험하지만 잠재적으로 더 수익성
이 높은 옵션을 택하기 쉽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실험에 따르면 소비자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지만(e.g., 가족이나 지인과 통화), 의인화된 제
품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외로움을 해소할 수도 있다. Mourey et al. (2017)의 실험에 따르면, '사이버볼(Cyberball)'이라는 컴퓨터 게
임을 통해 일시적, 사회적으로 외로움을 느낀 조건의 참가자 중 의인화된 룸바 진공청소기를 본 사람들은(3.25) 의인화되지 않은 룸바
진공청소기를 본 사람들에 비해서(3.87, 4.15) 가족이나 지인에게 더 적은 시간을 쓸 것이라고 응답했다. 즉, 의인화된 제품을 보는 것
만으로도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이 해소되어 인간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니즈가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시적, 사회적으로 외
롭다는 느낌이 들 때 의인화된 제품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겉모습만 의인화된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간과 동일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AI 스피커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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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을 하는 것도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을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임을 제안한다.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을 느낀 사람들은 사회적 안
정감을 위해 개인적이며 경제적 희생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는데(Mead et al., 2011), 이를 통해,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외로움의 극복방법에 대하여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원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했을 때, 물질적인 대체재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안정감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발견되었다(Pieters, 2013). 음성으로 구현되는 AI 스피커는 이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사, 필요에 대해 지각하고 연동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나아가 AI 스피커는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사용자의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을 달래주며 정서적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대체재가 될 수 있다. 결국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의 기본적인 욕구가 좌절되어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을 느낄 때 물
질적인 대체재를 선호하므로, 일시적, 사회적으로 외로운 소비자는 외롭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서 AI 스피커에 대한 수용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H1: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이 생기면 AI 스피커의 수용의도가 증가할 것이다.

3.2 Crowdsourced cue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은 '대중(crowd)'과 '외부 자원 활용(outsourcing)'의 합성어로, 비전문가인 대중에게 문제파악이나 해결책
을 찾도록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크라우드소싱이라는 말은 Jeff Howe에 의해 2006년 6월 와이어드(Wired) 잡지에 처음 소개되었다
(Howe 2006).
소비자들은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라는 것을 알면 그렇지 않은 아이디어와 비교해 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크라우
드소싱 단서가 AI 스피커에 대한 수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하지만, 본 연구의 가설에 단서를
제공하는 2가지 실험 결과가 존재한다. Nishikawa et al. (2017)는 M사가 실행한 크라우드소싱 결과물의 판매량을 조사했다. 내부 기획
자들이 만보계, 온도계, 알람시계를 기획하는 동안, 크라우드소싱 공모전에서는 한번 누르면 시끄럽게 알람이 울리고 한번 더 누르면
알람이 꺼지는 비상용 알람(Security Buzzer) 아이디어가 나와 최종 선정됐다. 이 아이디어는 실제 제품으로 개발되었고, 연구자들은
67일 동안 비상용 알람의 판매 실적을 추적했다. 46개의 무지 매장을 무작위로 둘로 나누어 POP 디스플레이 내용을 다르게 조작했다.
23개 매장의 디스플레이에는 단순 신제품임이 명시되었고, 다른 23개 매장의 디스플레이에는 "M사 고객으로부터 제안된 아이디어"라
는 점이 명시됐다. 두 조건의 매장은 크기, 매장 형태, 지역 등에서 동일했다. 실험 결과 디스플레이에 "M사 고객으로부터 제안된 아
이디어"임이 명시되었을 때, 총 48개가 더 많이 판매됐다(330개 vs. 282개). 개별 매장으로 다시 환산하면 매장당 17%의 추가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일일 매출액으로 다시 환산하면 전체 67일 중 58일 동안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정 매장이나 특정 일에
판매가 갑자기 차이를 보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판매가 증가한 것이었다.
연구 결과를 확장하기 위해서 M사가 수행한 또 다른 크라우드소싱 결과물인 프레젤 스낵의 판매량을 비교했다. 내부 기획자들은 할
라피뇨 향을 제안했지만 크라우스소싱 결과 완두콩 향이 최종 채택됐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아이디어가 모두 같
은 가격의(105엔) 제품으로 생산되었다. 연구자들은 프레젤이 시장에 출시된 16일 동안, POP 디스플레이의 내용을 총 4가지로 조작하
여 일본 내의 194개 무지 매장에서 판매 실적을 추적했더니, 디자이너가 제안한 할라피뇨 프레젤에 비해서 고객이 제안한 완두콩 프
레젤이 판매량이 높았고(5,533개 vs. 8,507개), 더욱 중요하게도 똑같은 완두콩 프레젤이라도, "M사 고객으로부터 제안된 아이디어"가
명시되면 신제품으로만 명시될 때에 비해서 평균 20%의 판매량이 증가됨을 확인했다.
실험 결과는 크라우드소싱 단서와 AI 스피커의 수용의도가 연관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I 스피커가 일시적, 사회적 외로
움을 해결하는 방식과 더불어 크라우드소싱 단서는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결핍을 완화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외로움에 대처하기 때문에(Russell et al., 1980) 크라우
드소싱 단서가 포함된 광고는 일시적, 사회적으로 외로운 소비자들로 하여금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동시에 소비자가 광고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크라우드소싱 단서가 광고에 포함되지 않으면,
아무리 소비자가 일시적, 사회적 외로운 상황을 겪는다고 해도 AI 스피커의 수용의도가 감소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일시적, 사회적으
로 외롭지 않을 경우,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결핍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광고상의 크라우드소싱 단서가 타인에게 주는 효과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광고상의 크라우드소싱 단서 유무가 AI 스피커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Figure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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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크라우드소싱 단서에 따라서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이 AI 스피커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H2-1: 크라우드소싱 단서가 있을 때,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이 생기면 AI 스피커의 수용의도가 증가할 것이다.
H2-2: 크라우드소싱 단서가 없을 때,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이 생겨도 AI 스피커의 수용의도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4. Surveys
4.1 Survey 1
4.1.1 Procedure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의 여부에 따라서 AI 스피커의 수용의도가 증가한다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2(일시적, 사회적 외로움: 없
음 vs. 있음) 피험자 간 설계(between-subjects design) 실험을 설문으로 실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Qualtrics를 사용하여 디자인하고 응
답을 수집했다. 설문지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어와 한글로 구성하였으며 참가자들은 2개의 설문지(일시적, 사회적 외로움: 없음 vs.
있음) 중 하나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외로움은 다수가 속한 K사 메신저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조작했다. 외로운 조건에 속한 참가자들은 "친구들과 함께 AI 스피커를 구
매하러 가는 상황에서 친구들로부터 소외되는" 상황의 대화 내용을 부여했고, 외롭지 않은 조건에 속한 참가자들은 "친구들과 함께 AI
스피커를 구매하러 가는 상황에서 친구들에게서 소외되지 않는" 상황의 내용을 부여했다(Figure 4 참조). 설문 참가자가 대화에 몰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신(A)은 아래의 단체톡 방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아래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라는 상황을
부여했다. 또한, 단체톡 방의 특성이 미치는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단체톡 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 프로필 사진, 인원수를
두 조건의 참가자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하였다(Figure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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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참가자들은 메신저 대화를 본 뒤, 외로움의 조작 검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AI 스피커에 관한 수용의도에 관한 질문에 응답했다.
외로움 조작 검정의 경우 Zhou et al. (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외로움 조작 검정 2개 문항을 사용했다. (1) 나는 지금 외로움을 느끼
고 있다(I am feeling lonely right now)(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 (2) 지금 이 순간 나는 꽤 외롭다(At this moment,
I feel quite lonely)(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
AI 스피커 수용의도는 Alexander et al. (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4가지의 설문문항 중 신제품 수용의도와 관련된 1, 4번을 추출하여 사
용했다. (1) 이 제품을 구입(채택)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확실하다(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매우 동의한다), (2) 이 제품을 사용하
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매우 동의한다).
설문 자극의 경우, 설문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 자극을 S사에서 만든 AI 스피커 선정하였고, 브랜드 효과를 통제하기 위
해 제품의 로고를 제거하였다. 또한, 제품의 특성이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기능, 스펙 등 제품 정보를 두 조건의 참가자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하였다.

4.1.2 Findings
설문 1은 2019년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영대학 학생 총 105명이 참가하였다. 설문
참가자의 인구 통계를 분석하면 남자는 43명(40.9%), 여자는 62명(59.0%)이며,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25세(Mage=25.438, SDage=4.499,
Minage=20, Maxage=59)였다.
외로움의 시각적 조작이 올바르게 조작되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외로움의 조작 검증 질문 2개에 대한 응답 점수의 평균을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참가자들은 외로운 조건의 카카오톡 대화가 외롭지 않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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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카카오톡 대화보다 실제로 외롭게 느껴진다고 응답하였다(M외로움없음=2.588 vs M외로움있음=5.620, t (103)=10.511, p <.001).
AI 스피커의 수용의도가 외로움에 영향을 받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신제품 수용의도 2개의 질문에 대한 응답 점수의 평균을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참가자들의 AI 스피커 수용의도는 외로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6 참조). AI 스피커의 수용의도는 외로울 때 외롭지 않을 때에 비해서 높았으며, 두 조건의 수용의도 평
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M외로움없음=2.677 vs. M외로움있음=3.083, t (103)=2.559, p =.012).
설문 1은 2가지 면에서 성공했다. 첫째, 외로움 조작을 K사의 메신저로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외로움을
조작하기 위해 설문조사(Lee et al., 2019), 프라이밍 기법(Zhong and Leonardelli, 2008), 싸이버볼 게임(Mourey et al., 2017) 등을 사용하
여 외로움을 조작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K사의 메신저를 사용했다. 오늘날 K사의 메신저는 매우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도구로 우리의
삶 속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K사 메신저를 활용해 외로움을 조작한 점은 좀 더 일반화된 형태로 일시적, 사회적 외
로움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조작의 성공은 메시지 포스팅, 상태 업데이트, 개인 메시지 발송 등의 행위를 하는 적극
적 사회적 관계망 사용자들은 메신저를 통해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의사소통을 지켜보거나, 단순히 포스팅 된 사
진을 보았을 때 오히려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둘째, AI 스피커의 수용의도가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첫 번째 가설을 증명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사
람들은 외로울 때 돈을 쓰고,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증가하여 충동 구매가 늘어나고(Sinha and Wang, 2013), 소수가 지지하는 제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Wang et al., 2012). 특히, Andrade (2005)에서 소비자는 제품, 서비스 이용을 통해 정서조절
(emotion regulation)을 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대표적 부정적 감정인 외로움 역시 소비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외로움은 제품 구매에 있어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AI 스피커와
같은 혁신적 신제품이 외로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설문 1에서는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AI 스피커를 제안했지만, 설문 2에서는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을 해결하는 또다
른 방법으로 크라우드소싱 단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AI 스피커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크라우드소싱 단서를 제안
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추가 설문을 진행했다. 또한 추후 설문에서는 피실험자를 여느 전공보다 시각적 이미지에 민감한 디자인 전공
자(Walker, 1990)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속 크라우드소싱 단서가 실제로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구성원으로
써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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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urvey 2
4.2.1 Procedure
크라우드소싱 단서에 따라서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이 AI 스피커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된다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2(일시적, 사회적 외로움: 없음 vs. 있음) × 2(크라우드소싱 단서: 없음 vs. 있음) 피험자 간 설계(between-subjects design) 실험을 설문
으로 실행하였다. 설문 1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설문은 Qualtrics를 사용하여 디자인하고 응답을 수집했다. 설문지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어와 한글로 구성하였으며 참가자들은 4개의 설문지 2(일시적, 사회적 외로움: 없음 vs. 있음) × 2(크라우드소싱 단서: 없음 vs.
있음) 중 하나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외로움은 설문 1과 동일하게 다수가 속한 K사 메신저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조작했다. 크라우
드소싱 단서는 S사 AI 스피커의 웹사이트 광고 문구를 조작하였다. 예를 들어, 크라우드소싱 단서가 없는 조건에서는 "감성적 Light와
고품격 Sound 웜화이트 컬러의 세련된 디자인. 공간을 따뜻하게 물들이는 무드등과 Astell & Kern의 고품격 사운드를 제공합니다"라
는 기존의 광고 문구가 제공되었고, 크라우드소싱 단서가 있는 조건에서는 기존의 광고 문구에 더해서 "고객의 제안으로 탄생한"이라
는 메시지를 추가했다(Figure 7 참조). 모든 참가자들은 두 개의 메신저 대화 중 하나와 두 개의 광고 문구 중 하나를 본 뒤, 외로움의
조작 검정에 대한 질문, 크라우드소싱 단서의 조작 검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AI 스피커에 관한 수용의도에 관한 질문에 응답했다.

4.2.2 Findings
설문 2는 2019년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 소재 디자인 대학원생 총 109명이 참가
하였다. 설문 참가자의 인구 통계를 분석하면 남자는 49명(45.0%), 여자는 60명(55.0%)이며,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27세(Mage=27.073,
SDage=3.812, Minage=21, Maxage=48)였다.
먼저, 두 가지 조작이 성공했는지 각각 검증했다. 외로움의 시각적 조작 검정 결과, 참가자들은 외로운 조건의 메신저 대화가 외롭지
않은 조건의 메신저 대화보다 외롭다고 응답하였다(M외로움없음=2.554 vs M외로움있음=5.407, t (107)=11.889, p <.001). 또한, 크라우드소싱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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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조작 검정 결과, 설문 참가자들은 크라우드소싱 단서가 있는 광고 이미지가 크라우드소싱 단서가 없는 광고 이미지보다 고객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응답하였다(M크라우드소싱 단서없음=3.094 vs M크라우드소싱 단서있음=4.821, t (107)=7.399, p <.001).
다음으로는 두 번째 가설을 검증했다. AI 스피커의 수용의도가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과 크라우드소싱 단서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 분석(ANOVA)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외로움의 주 효과와 외로움과 크라우드소싱 단서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
의미하게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가설 1과 가설 2가 지지되었다(Figure 8 참조). 첫 번째 외로운 경우에는 외롭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AI
스피커의 수용의도가 증가했다(M외로움없음=2.526 vs. M외로움있음=3.146, F (1,105)=16.262, p <.001). 이 결과는 설문 1에서 검증한 가설 1을
지지한다. 다음으로, 외로움과 크라우드소싱 단서의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 크라우드소싱 단서가 있는 광고 이미지를 본 경우에
는 외로운 참가자가 외롭지 않은 참가자에 비해서 AI 스피커를 더 많이 수용하려고 했다(Simple effects analysis, M외로움없음=2.481 vs.
M외로움있음=3.672, F (1,105)=30.905, p <.001). 흥미롭게도 크라우드소싱 단서가 없는 광고 이미지를 본 경우에는 외롭다고 하더라도 AI
스피커를 수용하려는 정도가 증가하지 않았다(Simple effects analysis, M외로움없음=2.571 vs. M외로움있음=2.620, F (1,105)=.049, p= .826).

5.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AI 스피커를 활용한 두 번의 설문을 통해서 AI 스피커의 수용의도가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과 크라우드소싱 단서의 함
수임을 증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설문을 통해서 일시적, 사회적으로 외로울 때 AI 스피커의 수용의도가 증가한다는 점을 발견
했다. AI 스피커의 수용의도는 일시적, 사회적으로 외로울 때 외롭지 않을 때에 비해서 높았다. 두 번째 설문을 통해서는 이러한 효과
가 크라우드소싱 단서가 있을 때 더욱 강조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크라우드소싱 단서가 있는 AI 스피커 광고 이미지의 경우, 일시적,
사회적으로 외롭지 않은 상태에서 외로운 상태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면 일반 AI 스피커 광고 이미지에 비하여 상대적 수용의도가
증가하지만, 크라우드소싱 단서가 없는 AI 스피커 광고 이미지의 경우에는 일시적, 사회적으로 외롭지 않은 상태에서 외로운 상태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상대적 수용의도가 증가하지 않음을 발견했다.

6. General Discussions
크라우드소싱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설문 1과 2를 비교하면 설문 1의 참가자인 경영대 전공 학생들은 외로울 때 AI 스피커의 수용의
도가 증가했지만, 설문 2의 참가자인 디자인 전공 학생들은 외로움과 동시에 크라우드소싱 단서가 있을 때에만 AI 스피커의 수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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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했다. 다시 말해, 경영대 학생들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AI 스피커를 수용할 수 있지만, 디자인 학생들은 외로움과 크라
우드소싱 단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AI 스피커의 수용의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디자인 전공자와 경영 전공자
의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Walker (1990)는 디자인 전공자와 경영 전공자가 '서로 다른 두 집단'에 해
당되며, 관점, 배경, 교육 환경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디자인 전공자는 시각적 자료를 강조하는 반면, 경영 전공자는 단어를 강조
하는 경향이 있다(Walker, 1990). 이는 크라우드소싱 단서라는 시각적 자료가 있을 때, AI 스피커의 수용의도가 증가하고, 크라우드소싱
단서가 없을 때에는 AI 스피커의 수용의도가 증가하지 않는 설문 결과를 뒷받침한다. 위와 같이 디자인 전공자와 경영 전공자들은 사
회적 역할 혹은 심리적 성향이 구분되며, AI 스피커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는 사용자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AI 스
피커의 수용의도가 증가하지는 않으며, 수용자 개인의 사회적 역할 혹은 심리적 성향에 따라 수용의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AI 스피커에 관한 디자인 연구에서는 좀처럼 다루지 않았던 심리학 변수인 외로움과 행동경제학 변수
인 크라우드소싱 단서가 사용자의 AI 스피커를 수용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AI 스피커와 크라우드소싱
단서가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결핍을 완화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문으로 검증하였다. 나아
가 크라우드소싱 단서가 AI 스피커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의도를 증가시키는 일차원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소비자 행동에 관한 상황 변
수와 상호작용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외로움이 심리학적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신제품 판매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변수임을 증명했다.
소비자의 외로움이 필수적인 사회적 관계에서(Sinha and Wang, 2013) 사회적 관계의 결핍을 느낄 때, 제품 수용을 통해 소비자는 사
회적 결핍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껴서 자신의 사회적 관계의 기본적인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소비자는 외
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질적인 제품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외로움은 제품에 대한 수용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실무에서만 강조되던 외로움이라는 변수를 학술적인 면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실제로 외로움이 제품 수용을 증
가시킨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일시적이며 사회적
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달리 말하면 노인이 아닌 청년에서도 외로움을 자극할 때 AI 스피커의 수용의도
를 증가시킬 수 있다. 외로움은 연령과 관계없이 우리 삶에 다양한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Bodner and Bergman, 2016), 현재까지 마
케팅 연구자들은 노인의 만성적, 개인적 외로움에 비해 청년의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에 주목하지 않았다(Bolton, 2012). 기존 연구
(Bolton, 2012; Rubenstein and Shaver, 1982; Paúl and Ribeiro, 2009)에서는 노인의 외로움은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외로움과는 질적으
로 차이가 있고, 국내외 AI 스피커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A사와 S사 또한 노인의 만성적, 개인적 외로움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 또한 만성적, 개인적 외로움만큼 중요한 감정이며 AI 스피커 수용의도에 있어 외로움이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설문을 통해 증명했다. 종합하면, 외로움을 단순히 노인에게서만 발생하는 감정이
아닌, 청년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감정임을 지각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면 청년층의 AI 스피커 수용을 증대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두 설문의 결과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AI 스피커를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디자이너와 마케터들에게 실무적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두 번
째 설문의 결과를 또 다른 시각에서 분석해 보면, 일시적, 사회적으로 외로울 때 크라우드소싱 단서가 보다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일시적, 사회적으로 외롭지 않을 경우, 크라우드소싱 단서의 차이가 AI 스피커의 수용의도로 이어지지 않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으로 변화하면 크라우스소싱 단서가 있을 때에 AI 스피커 수용도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AI 스피커의 수용의도
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디자이너가 AI 스피커의 광고 이미지를 디자인할 때, 크라우드소싱 단서를 광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동시에, 마
케터는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을 자극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면 AI 스피커의 수용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과 크라우드소싱 단서가 혁신 제품의 수용의도를 높이는 행동경제학 기법이라는 점을 일
깨워준다. 기존에 알려진 정보 표시 방법의 변화, 공간 정리, 제품 진열, 명화 차용, 사용자 의견 무시에 더해서 신제품 수용을 증대하
는 새로운 기법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Nguyen and Joo, 2019; Zhou and Joo, 2019; Chen et al., 2019; Jung et al., 2017; Joo and Chung,
2019). 설문 결과를 염두에 두고, AI 스피커나 AI와 관련된 제품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와 이러한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마케터는 크
라우드소싱 단서를 광고에 입히는 순차적으로 사용자의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을 자극하는 마케팅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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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search Iimitations
본 연구는 두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점을 단계별로 극복한다면 흥미로운 향후 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독립 변수를 일시적, 사회적 외로움으로 한정하였다. 하지만 기질적 특성으로서의 외로움 또는 만성적 외로움에
관한 연구도 많다. 예를 들어(Cacioppo and Patrick, 2008; McPherson and Smith-Lovin, 2006)는 소셜미디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간 만성적인 외로움을 겪는 사람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이 느끼는 외로움은 신체적 허약, 경제적 어려움, 대
인 관계 부족 등과 같은 만성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며(Weiss, 1982), Losada et al. (2012)의 연구에서도 외로움의 위험 요인을 고령,
독거, 경제적 어려움, 낮은 지각된 건강상태, 가족이나 친구와의 적은 교류 등과 같이 만성적인 외로움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에는 본 설문에서 수행한 일시적 외로움뿐만 아니라 만성적 외로움도 같은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설문 자극으로 오직 한 가지의 크라우드소싱 단서를("고객의 제안으로 탄생한") 선정해서 가설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크라우드
소싱 단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아이디어 투표 결과 반영, 고객 참여형 등 보다 다양한 크라우드소싱 단
서를 광고 이미지에 사용하여 조절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크라우드소싱 단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동경제학 기법에 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크라우드소싱 단서의 효과를 일반화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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