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자동차사고는 사망 사고의주요원인이다. 이 은 앞

으로도 15년 혹은 2030년까지 사망의 주요 원인 하나

가 될 것을 측한다. 미국 도로교통 안 국에 따르면 최

근 미국의 1,300만건의 자동차 사고가 2,420억달러 경제

손실을 발생시켰고 90% 이상의 사고가 운 자 실수 때

문이다. 음주운 한 주요 문제이다. 미국의 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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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무인자동차 시스템이 상용화에 가까워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게 되는 다양한 요인들 에서 자율주행

에 한 기술수용정도를 악하기 해 기술수용모델(TAM)을 활용하여 사후행동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 다. 기

존 기술수용모델이 제시한 지각된 사용 이용성의 매개효과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신뢰(perceived trust)를 제안하

여 사후행동에 한 매개효과를 가설로 제시하 다.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활용하 으며, 분석에 사

용된 표본은 160명의 응답 149개의 유효한 자료를 이용하 다. 매개효과에 한 가설검증으로 총효과, 직 효과, 간 효

과를 확인하 으며, 비모수 bootstrapping 분석을 추가 으로 실시해 가설검증을 실시하 다. 모든 가설은 유의미하 으며

부분 인 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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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on behavioral 

intention in order to grasp the degree of technology acceptance on autonomous driving among the various factors 

that consumers perceive as unmanned vehicle system becomes commercialized. In addition to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usefulness proposed by the existing TAM, this study proposed the perceived trust (PT) and hypothesized 

its mediating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to use the self-driving. Path anlaysis is adopted to investigate our 

hypothesi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sample used for the analysis was 149 valid data among 160 

responses. The effects of total effect,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were confirmed by hypothesis test on mediating 

effect. Non-parametric bootstrapping analysis was also performed to confirm the robustness. All the hypotheses were 

significant and we found a partial indirect effect, which implies that mediation effect of PT on behavior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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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고가 음주운 과 연 되어 있다[1]. 운 자의 실수

로 인한 사망률 때문에 자율주행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

었다.

하지만 2016년 5월 테슬라의 모델 S의 운 자 Joshua

Brown의 죽음과 2016년 9월 국인 운 자의 죽음 이후

자율주행과 무인운 어떤 방법이 더 안 인지 논

란이 있다. 후견인에 의하면 Brown의 모델 S는 밝은 환

경에서 흰색 트럭을 구분하지 못했다. 이는 운 자가 사

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2]. 게다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CEO는모델 S는운 자의 생명을 구하기 해보행자를

쳤을 것이라고 말했다[3]. 이 사고들에 이어 잠재 고객들

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기업의 잘못인지 운 자

의 잘못인지 의문을 가졌다. 신 기술 사용자들이 무

인운 (unmanned driving)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여

히 무인운 을 타는 것을 반 하는 잠재 고객들이 있

다.

기술 발 의 신 발 은 자동차 산업에 큰 향을

미친다. 최근에 응식 정속주행 시스템 ACC(adaptive

cruise control)같은 충돌 방지 기술이 운 자를 지원하기

해 배치되었다[4]. 이 기술이 통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운 자의 실수가 었기 때문에 운 자의생명을 살리고

비용을 경제 으로 효율성이 있도록 해결하 다. 새로운

기술의 다음 단계는 자율주행 시스템과자율주행 시스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측해야 되는 것이다.

자율주행에 련된 기존의 논의는 부분 사고에

한 방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의하고 상하

는 시뮬 이션 연구 기술 으로 얼마나 빨리 자가학

습을 통한 완벽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지에 한 측

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내용은 “소

비자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자율주행을어떻게 생각하

는지?”, “자율주행에 한 기술 수용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혹은 “자율주행을 수용한다면 어떤 요인이 잠재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에 한 질문과는조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존 연구의

제는 기술 으로 소비자들이 수용한다는 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각기

여러 이유로 인해 자율주행에 한 수용정도가 다를 수

있다. 본연구는 에 제기된 질문에 한 이론 근거를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로

제시하며, 그 에서도 자율주행에 한 인지된 신뢰를

통해 기술을 수용한다는 을 검증하고자 한다.

2. 론적 배경

2.1 주행 

자율주행은 운 사람의 손이 필요없이 로그램이

운 자를 지원하는 무인 시스템이다(Gehrig and Stein,

1999). 무인자동차는 3차원 지도 제작, 감지기 기술, 경로

탐지 등의 복잡한 기술들을 포함하여 결합된 여러 컴퓨

시스템으로 가동이 된다[5]. GPS를 카메라와 감지 기

술과 결합함으로써, 자동차는 스스로 운 하고 장애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무인자동차는 자동 으로 목

지까지 운 하고 무사히 도착한다.

무인자동차 시스템은 자동화가 없는 0단계부터 부

자동화인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분류된다[6]. 자동차 기

업들은 모두 다른 단계의 기술로 개발하고 있다. 테슬라

는 2단계 자동차와 자동조정장치에 집 하고 있고 구

은 핸들과 패달조차 필요 없고 운 이 필요 없는 5단계

자동차를 연구하고 있다[7].

기업들은 잠재 고객을 상으로 하는 큰 이 들을 가

지고 있는 높고 더 정확한 자동화 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이 은 운 자가 자동차 안에서 앉아서 다른 활

동에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약해주고 자동

차 사고율을 여 다[8]. 게다가, 자율주행 자동차는 거

동이 불편한 고연령층을 한 혜택이 있다[9].

자동차의 첨단기술이 부상함으로써, 연구는 첨단기술

의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운 자의 기분의 계를 이해

하도록 이루어졌다. 를 들어, 첨단기술의 자동차를 타

는 것은 자동차가 운 을 해 필요한 일을 여주기 때

문에 스트 스, 피로, 는 둘 다 여 수 있다[10]. 다

른 연구는 탑승자가 자율주행 편안함을 느끼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11]. 이러한 요소들이 자율주행 운

자에게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추정에 반해서, 부정

인 요소 한 언 되었다. 하나의 가능성은 멀미가 자

율주행 사용을 이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12].

2.2 연 모형 및 가 정

2.2.1 기술수용모델

많은 분야의 컴퓨터와 정보시스템의 기술에서의 신

때문에 사람들은 사용자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용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행동으로부터 단하기 해 기술

수용 모델 TAM의 채택을 선호한다[13]. 이 모델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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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이론에서 컴퓨터와 정보시스템에 하여 명확하게

사람의 행동 조사로 변형되었다[14]. 기술 수용 모델에서

새로운 기술의 흥미로 연결시키는 두 가지의 핵심 인식

요소는 지각된 유용성 PU(perceived usefulness)와 지각

된 사용 이용성 PEU(perceived ease of use)이다. 지각된

유용성은 “특정한시스템의 사용이 직업성과를 높인다는

신념”이라고 정의 되고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특정한

시스템의 사용이 수고를 여 다는 신념”이라고 정의된

다[13]. 게다가, 기술 수용 모델은 신기술이 사용이 쉽다

고 인지되면, 고객들 한 신기술이 더 유용하다고 인지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술 수용 모델에서 이 두 가지

지표는 신기술에 련된 사후행동 BI(behavioral intention)

에 의해 따라진 신기술에서 고객들의 정 인 흥미

AT(attention)으로 연결시킨다[14]. 이들의 연구에 더하

여 지각된 유용성 한 사후행동에 직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 하 다.

다른 기술 장치의 확 된 연구들은 기술 수용 모델을

사용하는 외 변수로 조사되었다[15].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이용성만 아니라 다른외 변수가 미래에는

고객이 새로운 장치를 사용해보게 하도록 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를 들어 최근에 가시성이 스마트

워치에 한 사후행동에 향을 미치는 외부 요소로 소

개된 이 있다[15]. 호환성은 고객이 모바일 쇼핑에서

결제를 할 경우 향을 미치는 확장된 기술 수용 모델의

요소이다. 쾌락의 즐거움은 고객들이 온라인 쇼핑을 통

해 새로운 장치를 수용하는 이유 하나이다[16]. 본 연

구는 흥미와 사후행동이 자율주행을 한것이라고 상

한 기술 수용 모델에서 수용성 AC(acceptability)와 지각

된 신뢰성 PT(perceived trust)라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

하고 있다.

2.2.2 확 된 기술수용모델

기술 수용 모델이 새로운 기술과 정보시스템에 련

된 정 흥미와 목 을 완 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

이 존재하지만, 다른 이론에 더 선호 이고 사람의 행

동을 설명할 수 있는 추측의 기회를 제안한다[13,15]. 게

다가 [14]에 의하면 기술 수용 모델의 목 은 “내부 신념

태도와 목 에서 외부 요소의 향을 추 하기 한 근

거를 제공하기 함”이다. 그러므로기술 수용 모델은본

연구에 응용할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이론이다.

추가 으로 TAM 모델을 활용하여 기술 수용에 향

을 미치는 외생 요인에 한 보다 확장된 연구들이 존

재한다[15]. 이 연구들은 PU와 PEU 변수 이외에 미래에

사용될 새로운 기술 기반의 기기에 한 사람들의 기

에 향을 미칠 추가 인 외생 요인들을 제시하 다.

일례로 [15]은 최근 가시성(visibility)을 스마트 워치에

한 사후행동(BI)에 향을 미치는 외생요인으로 제시

하 다. 호환성(compatibility) 한 하나의 주요 외생변

수이다. [17]는 TAM 모델을 활용하여 모바일 쇼핑을 통

한 소비자 구매 활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면서

호환성 개념을 도입하 다. 쾌락 선호(hedonic delight)

성향은 고객이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새로운 기기를 인

식하고, 수용하는데 요한 이유가 된다[18].

분명한 것은TAM모델이 특정 기술에 한 태도

(attitudes)와 의도(intentions)와 같은 내 신념에 향

을 미치는 외 요인을밝 내기 한기본얼개를제공

한다는 것이다[14]. 그러므로 TAM은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함에 있어 가장 안정 인 이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TAM 모델에서 제시된 PU, PEU, AT, BI

의 외생변수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에 한 사람들

의 기술에 한 태도와 사용 의향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

펴보고자한다. 따라서 TAM 모델에제시된 변수간 계

를 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겠다.

H1a 자율주행에 해소비자들은 지각된사용 이용성

(PEU)은 사용의향(AT)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1b 자율주행에 해 소비자들은 지각된사용 이용성

(PEU)는 지각된 유용성(PU)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1c 자율주행에 해 소비자들은 지각된 유용성(PU)

은 사용의향(AT)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 자율주행에 해 소비자들은 지각된 유용성(PU)

은 사후행동(BI)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재의 TAM 모델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새로

운 기술의 도입과 정보 시스템 활용 간 계를 TAM 모

델을 통해살펴보면 정 인 사용의향(AT)과 사후행동

의 계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따라서 기술 수용에 한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이론과 새로운 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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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꾀하

기 해 기본 인 TAM 모델을 활용함과 동시에 신뢰

(trust)의 매개효과를 추가시켜, 그 역할을 확인하고자한

다[20-22].

2.2.3 지각된 신뢰(PT)  기술 수용  계

신뢰할 수 있음(trustworthiness)은 새로운 기술을 습

득하는데 있어 인간의 의도(human intention) 요한

요인이다. [23]는 신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최

이자 최우선 으로, 신뢰는 인지된 취약성 험이라

는 상황 요인을 수반한다. 취약성과 험은 의존하고

있던 상에 한 사람의 동기, 의도 수반될 수 있는

행동과 련하여 개인이 불확실성을 느끼게되면서 발

된다.”

기술이 더개선되고, 발 하면서 인 계에서의

신뢰개념이 인간과 자동화된 기기 사이에서도 용될 수

있는 사례들이 부분 으로 등장하고 있다[24].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기기를 다루면서, 해당 기기에 용된

기술을 일종의 인격 인 존재로 보고 사회 계를 형

성하게 된다[19]. 더 나아가 기술의 진보는 기술의 결합

체인 시스템 자체에 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에도 향

을 미친다[4].

에언 된 기술에 한인간의 신뢰 형성 련 연구

들을 토 로 몇몇 연구들이 자율주행 기술과 련하여

해당 기술에 한 신뢰와 수용가능성 사이의 계 규명

을 시도하 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이 용된 기기가

지향하는 목표(동일한 속성의 편의 등)를 함께 공유하고,

이러한 목표가 충족되었을 때 응식 정속주행(adaptive

cruise control) 기술에 해 신뢰하게 된다[4]. [24]는 의

인화(anthropomorphism)의 개념을 통해 사람들이 자율

주행 자동차를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으로 주장하 다.

이러한 일련의 주장들은 완 자동 주행 자동차의 등

장과 이에 한 사람들의 수용과 련하여 신뢰의 수

이 어떠한 향을 미칠지에 한 연구의 확장에 단 를

제공하 다. [25]는 TAM 모델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컴

퓨 에 련된 신기술의 등장과 이에 한 사람들의 수

용 사이의 계를 다루었다. 그는 신뢰가 지각된 유용성

(PU), 지각된 사용 이용성(PEU), 사후행동(BI)에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다. 그 결과 신뢰는지각된 사용 이

용성과 사후행동에 유의미한 정 향력을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인지된 유용성에는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 된 연구를 토 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히 본 연구는 신뢰를 기

술에 한 사용의향과 사후행동의 계를 매개하는 것으

로 단하 다. 해당 기술이 갖고 있는 PU와 PEU는 해

당 기술이 갖고 있는 일종의 표면 사실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정 인 태

도(AT)를 갖게 된다. 그러나 정 태도는 사실에 한

인정일 뿐 기술에 한 정서 신뢰가 없이는 해당 기술

을 선택, 사용하는 행동을 유발해 내기에 어려울 것으로

단하 다. 따라서 TAM 모델에 있어 기술에 한 신뢰

의 역할을 새로운 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H3a 자율주행에 해 소비자들은 사용의향(AT)는사

후행동(BI)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3b 자율주행에 해소비자들은 사용의향(AT)는 지

각된 신뢰(PT)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3c 자율주행에 해 소비자들은 지각된 신뢰(PT)는

사후행동(BI)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논의와 가설을 아래와 같이 그림으로 표 하

다.

Fig. 1. Research Model

3. 데  및 방법

3.1 표본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 기술에 한 이용자들의 기술

수용성을 찰하기 해 본 연구는 다양한 참가자들을

상으로 조사하 다. 본 조사에 237명이 참가하 으며,

학생(35.3%), 학원생(27.8%), 직장인(25.9%), 기타

(11%) 등이 선정되었으며남성이 52.11%, 여성이 47.89%

로 구성되었다. 표본의 연령 는 20 67.4%, 30 31%,

40 이상 1.5%으로 나타났다. 체 표본 사용할 수

없는 응답 11개를 제외하고, 237개(95.6%)의 분석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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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3.2 측정

본 설문 조사는 피조사자에게 무인 자동차의 정의를

제공한 후, PU에서부터 BI까지 서로 다른 페이지에서 5

개의 서로 다른 요인에 해 답변하도록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 모든 응답은 5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강하게 희망 "이고 ”강하게 만족한다"는 AT와 련된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은 "크게 동의하지 않음"에서

"강력하게 동의함"으로 조정하 다[4,10]. [13]이 제안한

TAM에 따라 PU, PEU, AT, BI 등의 요소를 기본 모델

로 측정했으며, AT와 PT는 차량 시스템에 해 연구하

는 [4]을 기반으로 수정하 다.

4. 결과

모든 분석은 STATA 14.0을 통해 진행되었다. 확인

요인분석 내부 일 성의 신뢰성을 분석하기 해 평

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복합신

뢰도(Composite Reliability), 크론바흐 알 (Cronbach’s

alpha)를 이용하 다. Table 1의네 번째 열에 따르면, 첫

째 Cronbach’s alpha가 모두 0.5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모델의 신뢰도가분석에 유효하다고 볼수 있다. 둘째, 표

화 된 요소 재량의 부분이 0.6보다 높았으며 모든

항목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셋째, 각 항목의 수렴 유효성을 조사하기 해 평균분산

추출(AVE)과 복합신뢰도(CR)를 계산했다. AVE와 CR

은 0.5보다 커야 하며 모든 잠재 변수는 요구 조건을 만

족했다. 셋째, 합성(fitness)의결과는 χ2(80) = 1666.371, p

< 0.000, Kaiser-Meyer-Olkin=0.91, Bartlett test of

sphericity p<0.000로 나타나 구형성 등에 오류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Table 2는 별 타당도를

검증한다. 각 상 계수는 각 잠재변수 사이의 내부 유효

성을 나타내며 AVE의 제곱근 값은 각열의 상 계수보

다 높게 나타났다(p<0.000). 를 들어, PU의 AVE제곱

근 값은 0.88이며 나머지 PU와 다른 요인 간의 상 계

는 0.88보다 낮게 나타나 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Table 3는 본 연구가 제안한 가설로 만들어진 경로를

모두 지정했을 때 검증된 모형의 합성을 분석한 결과

이다. 부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은 본 연구가 제시한 가설검증의 결과를 요약

한 표이다. 가설 H1(a, b, c)과 H2는 기술수용모델에서

강조하는 것으로써 기본 모델로 볼 수 있다. 가설 1에 따

라 PEU는 AT에 0.80(p<0.01)로, PEU는 PU에

0.88(p<0.001)로, PU는 AT에 0.49(p<0.001)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U가 AT에 미치는

총효과는 1.19이며, 간 효과는 0.40으로 모두 유의수

0.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PU에 의한 부분

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2에 따

라, PU는 BI에 0.27(p<0.01)정도로 향을 주었다.

Variab
les

PU PEU PT AT BI

PU 0.88

PEU 0.51*** 0.79

PT 0.53*** 0.69*** 0.87

AT 0.69*** 0.63*** 0.86*** 0.86

BI 0.64*** 0.52*** 0.79*** 0.80*** 0.91

*** p<0.001

Table 1. Correlations and Discriminant Validity Results

Factor AVE C.R.
Cronbach’
s α

Perceived Usefulness
(PU)

0.77 0.86 0.81

Perceived Ease of Use
(PEU)

0.62 0.85 0.82

Attitude toward Using
(AT)

0.76 0.84 0.91

Perceived Trust (PT) 0.74 0.83 0.88

Behavioral Intention to
Use (BI)

0.83 0.91 0.92

Note: VARIMAX rotation method is used.
chi2(80) = 1666.371 p<0.000, Kaiser-Meyer-Olkin=0.91, Bartlett test of
sphericity p<0.000

Table 2. Reliabilit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Fit Index
Recommended
Critical Value

Result

Chi-square/df ≤ 3.00 2.93

CFI ≥ 0.80 0.89

TLI ≥ 0.80 0.87

SRMR ≤ 0.10 0.07

RMSEA ≤ 0.10 0.09

* Hu & Bentler(1999)

Table 3. Overall Fits Of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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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Coef t Hypothesis

H1a PEU→AT 0.80 4.25** Accepted

H1b PEU→PU 0.88 4.72*** Accepted

H1c PU→AT 0.49 6.48*** Accepted

H2 PU→BI 0.27 3.58** Accepted

H3a AT→BI 0.38 2.59* Accepted

H3b AT→PT 0.64 13.07*** Accepted

H3c PT→BI 0.60 2.59* Accepted

Path
Total Effect Indirect Effect Direct Effect

coef t coef t coef t

PEU → PU 0.81 3.57 0.81 3.57

PU →

PT

0.32 5.34 0.32 5.34

AT → 0.64 10.24 0.64 10.24

PEU → 0.76 3.99 0.76 3.99

PU →
AT

0.50 5.34 0.50 5.34

PEU → 1.19 4.25 0.40 3.43 0.78 3.31

PU →

BI

0.66 5.66 0.38 5.34 0.28 3.06

PT → 0.54 2.54 0.54 2.54

AT → 0.76 4.30 0.35 10.24 0.41 2.40

PEU → 1.13 4.18 1.12 4.18
* p<0.05 ** p<0.01 *** p<0.001

Table 4. SEM Results for Path Analysis

Path Total effect
Indirect
effect

Direct
effect

PEU → PU 0.42*** 0.42***

PU →

PT

0.45*** 0.45***

AT → 0.69*** 0.69***

PEU → 0.38*** 0.38***

PU →
AT

0.65*** 0.65***

PEU → 0.54** 0.27** 0.27**

PU →

BI

0.73** 0.40*** 0.33***

AT → 0.61* 0.34*** 0.27***

PT → 0.49*** 0.49***

PEU → 0.47*** 0.47***

* p<0.05, ** p<0.01, *** p<0.001

Note: Nonparametric bootstrapping 200 iterations

Table 5. Results of Bootstrapping

본 연구에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로 제시한 것은 AT

가 PT, BI로 향이 이어지는 경로이다. H3a는 AT가 BI

에 0.49(p<0.05)로, H3b는 AT가 PT에 0.64(p<0.001)로,

H3c는 PT가 BI에 0.60(p<0.05)로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T가 BI에 향을 주는 총효과는 0.76

이며, 간 효과는 0.35로 모두 유의수 0.05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PT에 의한 부분 인 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확인되었다. 각 가설에 한 유의미한

계에 해 추가 으로 총효과를 직 효과와 간 효과로

구분하여살펴 본 결과, Table 4에 나온바와 같이 매개효

과는 체 으로 유의미하 으며 효과 크기를 비교한 결

과 상당한 수 의 부분매개를 확인하 다.

Table 5는 모든 가설에 한 구조 계를 총효과, 직

효과, 간 효과로 나 어 살펴보기 해 bootstrapping

을 실시한결과다. 각효과를 확인하고자 200번의 비모수

bootstrapping을 실시했으며 표 화된 계수의 변화에 따

라 유의수 의 증감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효과가 유의수 0.05에서 유의하 으므

로 본 모델이 검증하고자 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이 어

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26-29].

5.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4차 산업 명의변화에따라 다양한 기업들

이 새로운 기술에 한 응을 하기 해 신을 이루고

있는 시 에서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고 여겨지는

자율주행에 한 소비자의 기술수용에 해 살펴보았다.

통 인 기술수용모델(TAM)이 제시한 지각된 사용이

용성, 지각된 유용성, 사용의향, 사후행동을 통해 소비자

의 인식을 살펴보았으며, 확장된 모델로써 본 연구는 지

각된 신뢰를 제시하여 자율주행에 한 사용의도를 악

하 다. 확장된 모델에서 주목할 은 지각된 신뢰가 사

용의향과 사후행동을 매개한다는 것이다. 통 인 기술

수용모델은 사용의향과 사후행동 간에 직 인 계를

가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산업을 변화시킬 완 히

새로운 기술에 해서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의 신뢰 형

성이 주요한 다리 역할을한다는 을 발견한 것이다. 이

와 같은 발견은 다음의 시사 을 제공한다.

첫째, 확장된기술수용모델은 소비자의사용의도를

악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통 인 기술수용모델도

새로운 기술 변화에 한 소비자의 의도를 악하는데

유효하지만,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은 특히 매개효과에

해 더욱 이해를 높여주었다. 이는 자율주행에 해 새로

운 매개효과 혹은 조 효과가 추가 으로 발견될 수 있

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론 기여를 하는데 있어 요

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율주행과 같이 기술 으로 소비자가 직 경

험해보지 못한 기술에 해서는 어느 정도의 신뢰가 구

축되어야 한다. 어느정도 공개가 되었거나 상용화된 기

술에 해서 소비자들은 이미 소비 행동 혹은 사후행동

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체험하지 못한 기술에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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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신뢰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율주행은 4차 산업 명에서 주로 거론되는 인

공지능과 련된 기술로써 본 연구에서는 이에 한 소

비자들의 인식정도를 악하는데 기여하 다. 자동차 기

술과 같이 소비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이동 수단으로써

기능하는 4차 산업 명과 련한 제품에 해 고객들의

인지된신뢰가 작동한다는 을 발견한 것이다. 이는 4차

산업 명에 다른 종류인 빅데이터 기반 분석 IoT 등

에서도 유사하게 소비자들에게 신뢰에 기반을둔 인식을

사 으로 어떻게 주입시킬지가 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는 와 같은 발견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닌다. 첫째, 표본은 다수가 한국인으로써 사

회문화 으로기술에 한 수용성이 높은국가에속한다.

따라서 실증분석의 결과가 모든 인종이나국가의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설명한다고보기는 어렵다. 둘째, 기술수

용모델에 연령, 직업, 성별 등을 통제하 으나 기술에

한 어느 정도 이해하 는가를 통제하는 것이 요할 수

도 있다. 셋째,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은 새로운 기술에

한 외생변수를 추가 으로 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와 같은 한계 을 히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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