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배경 및 필

드론은 4차 산업 명의 지능정보 기술(AI, IoT, 빅데

이터, 모바일) 등과 융합하여 사회경제와 사회구조의 근

본 변화를 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드론(Drone)은

기 군사용에서최근 산업용, 민간용, 공공분야, 물류 역

까지 그 범 가 빠르게 확 되어가고 있다.

미국 국제무인 회(AUVSI)는 2025년까지 약 90조원

의 드론 시장규모 형성과 더불어 약 10만개의 신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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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국내 도입단계에 있는 드론 물류배송서비스에 있어, 최종 사용자의 수용 태도와 활용의도를 검증 하 다.

본 연구목 을 해 드론 물류배송서비스의 사례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 고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SPSS 22.0을 활용해 검증하 다. 이에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 서비스의

향 계 검증 결과, 드론 물류배송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신성, 경제성, 편의성은 해당 기술의 수용 태도 활용의도에 인과

계가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하지만 지각된 험은 인과 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드론 물류배송서비스 최종

사용자들의 수용태도와 활용의도에 한 연구결과를 토 로 드론 배송서비스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한 드론배송

서비스 사업화를 한 마 시사 을 제공하 다.

주제어 : 드론, 드론배송서비스, 신성, 경제성, 편의성, 지각된 험

Abstract  This study is to verify the accommodation attitudes and intention of use of the end-users to use the drone 

distribution delivery service that is to be introduced in Korea. For a research purpose,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in this study have been set based on by using the SPSS 22.0. Upon these, the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has been used to verify the correlation service of new technology, and the result has shown that 

the user of drone distribution delivery service has a causal relationship with individual innovation and that the 

accommodation behavior and intention of use have a causal relationship with economic efficiency and convenience. 

However, there was no causal relation from a perceived risk. Hence, based on the results of study about 

accommodation behaviors and intention of use of the end users of drone distribution delivery service, the marketing 

implications have been provided for commercialization of drone delive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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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창출이 이루어 질 것으로 망 기 하고 있다. 국

내의 경우 2018년 5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개

분야 신 성장 동력 시행계획’ 심의‧확정안에 따르면 국

내 상업용 드론 시장규모는 2022년까지 1.4조원 규모까

지 확 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인 아마존은 2013년 드론을 이용한 신기

술의 인 투자를 바탕으로 ‘ 라임 에어’ 서비스를

도입하 고, 2014년 9월 DHL은 드론 배송의 테스트완료,

2014년 구 은 드론 배송 ‘ 로젝트윙’을추진하 고,

국 알리바바는 2015년 베이징 등 9개 도시에서 드론 상

품배송 테스트를 실시하 다.

국내에서는 공공성의 우정사업본부, 민간 물류기업인

CJ, 한통운 등도 드론배송서비스 상용화를 해 비

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술한 바와 같이, 드론을 이용한 물류산업은 지속

으로 성장할 것으로 측되고 있으나 국내 련 연구는

군사용‧공공용 드론에 한 기술 인 발 에 따른 황

분석, 련 법규에 한 선행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

다. 이에 아직 드론을 이용한 물류시스템이 이용자 수용

태도와 수용의도에 어떠한 향요인이 있는지에 한 구

체 이고 실증 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드론을 이용한 물류시스템 도입의 활성

화를 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 임으로 실증

연구 가치가 있다고 단된다.

1.2 연  목적

본 연구는 국내 도입단계에 있는 드론 물류배송시스

템을 이용하려는 최종 사용자의 수용 태도와 의도를 분

석 검증하여다음과같은연구목 을달성하고자한다.

첫째, 선행연구를 토 로 드론 물류배송시스템의 수용

에 미치는 특성요인에 해 정리 하고자 한다.

둘째,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의 사용자와 공 자 간의 향 계를검증하고자 한

다. 이를 해 드론 물류배송서비스 이용자가 개인 신

특성, 경제성, 편의성, 지각된 험과 해당 기술의 수용

태도 의도에 한 인과 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드론 물류배송서비스 최종사용자들의수용태도

와 활용의도에 한 연구결과를 토 로 드론배송서비스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한 물류배송시스템 사

업화를 한 략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 연구목 을 해 드론 물류배송서비스의 사례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 고 설

문조사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SPSS 22.0을 활용해 검

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4차 산업 명에

따른 드론 물류배송시스템의 획기 인 변화가 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이용한 물류배송시스템 구축

기술 투자에 소극 인 물류배송업체 련자들에게

드론을 이용한 물류배송시스템 구축 활용에 있어 이

용자 심의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드론 비스 

2.1 드론 배 시스  활용 사례 

아마존은 상용화를 한 비로 2013년 8월 아마존

라임 에어(Amazon Prime Air) 사업신청에 따라 자체 개

발한 옥토콥터(Octocopter)로 물류서비스를 시행 할 계

획이다. 특히 5‧6세 비행테스트를 마쳤고 7‧8세 드

론을 설계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 시 시(Dash)와의

연동기술은 소비자 편리성을 한 단계 진화한 비즈니스

모형으로 제시 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국알리바

바그룹은 타오바오(B2C 쇼핑몰)와 YTO 익스 스와

제휴하여 2015년 2월 베이징, 상하이, 우를 심으로

드론배송서비스 테스트를 마쳤다. 독일 DHL은 2014년 9

월 27일 자체 개발한 슬콥터(Parcelcopter)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배송하는 데 성공하 고, 이 화물배송용 드론

은 자동 비행 기능이 있어 무인으로 비행하 다. 랑스

특송회사인 지오포스트(GeoPost)는 2014년 9월 자체

으로 개발된 지이오드론(Geo Drone)을 이용하여 드론

배송시스템 테스트를 마쳤고 이는 도서‧산간 지역 등 물

류 사각지 에 배송이 가능하게 설계함으로써 기술 도

약의 발 이 되었다. CJ 한통운은 독일 제작업체와 합

작하여 개발한 ‘CJ 스카이도어’를 국가재난처( 행정안

부)와 약을 통해 재난 발생지역 의약품 긴 물품 배

송 시스템을 구축하 다. [1]

2.2 련 행연  

이원규(2015)는 드론을 활용한 도시 리를 해서는

드론 도시 리 랫폼 구축,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 드론

육성 지원체계구축, 드론 통행법규선제 연구, 드론



내 기업  드론배 비스 도 방안에 한 연 245

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고[2], 그 외에서

도 국내 무인 비행체 운 개발에 있어 오토 일럿과

OS 련 기술의 요성을 강조하 다.

정훈‧이헌규(2015)는 물류서비스 도입을 한 법‧규

정 개선사항을 도출하 고 이를바탕으로 드론배송서

비스 모델을 제시하 다[3]. 그 외에도 국내‧외 민간 무

인기 정책동향과 활성화를 한 무인기특성조사와 운용

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재까지 발표된 련된 선행연구는 산업계 동향, 기

술, 산업계 응용방안, 법 과 제도 문제 과 발 방향

과 련된 연구 심의 다수논문이 발표되었지만, 이용자

심의 마 근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국내 물류기업의 성장을 해서기술수용모델을 이용

한 소비자 수용의도를 연구함에 있어드론배송서비스 활

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술 서비스 분야에서는 다양한 정보기술의 수용 동

기와 의도에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Fig 1의 이러한 기술수용모델은 데이비스(Davis)에

의해 1986년에 개발되었고, 비로소 1989년에 공식화한

모델이다. 이는 합리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신기술에

한 정보수용에 있어 개인행동을 이해하는데도움이 될

수 있는 모형이다.

새로운 정보기술의 수용에 있어 신념, 태도, 행동의도,

행동 등은 사회 심리학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Fig. 1. Technology Accptance Model : TAM)[4]

최근 개발되는 정보기술의 특성에 따라 외부변수들은

지속 으로 개발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을 용하여 드론배송서비스 이용

자의 활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함으로써 련 물류

산업분야에 마 시사 을 제공 하는데의미를 두고

자 한다.

3. 연  방법

3.1 연  모형

본 연구는 4차 산업 명을주도해나갈 미래기술과물

류산업분야 기술의 융합으로서 드론배송서비스 이용자

외생변수를 개발하고, 활용의도에 미치는 향변인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모형은 Fig

2와 같다.

Fig. 2. Research Model 

3.2 연  가  정

첫째, 드론배송서비스 이용에 있어 개인의 신성과

지각된 유용성간 정(+)의 계가 될 것이다.

둘째, 드론배송서비스 이용에 있어 경제성과 지각된

유용성간 정(+)의 계가 될 것이다.

셋째, 드론배송서비스 이용의 편의성과지각된 유용성

간 정(+)의 계가 될 것이다.

넷째, 드론배송서비스 이용의 인지된 험과 지각된

유용성간 부()의 계가 될 것이다.

다섯째, 지각된 유용성과 드론배송서비스 수용태도간

정(+)의 계가 될 것이다.

여섯째, 드론배송서비스 수용태도와 드론배송서비스

활용의도간 정(+)의 계가 될 것이다.

3.3 변수  조 적 정

개인의 신성은 ‘타인보다 신(서비스나 정보기술)

을 선행 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자발 동기 이용 정

도’로 정의하 으며, Eastin(2000), Luarn(2005), 황보충

(2016)의연구를 참고하여 8개 문항을리커트 7 척도로

측정하 다.[5-7]

경제성은 ‘드론 배송서비스 이용으로 발생 될 수 있는

추가 비용 발생이 없거나 는 이익이 발생하는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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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 으며, Lee, Ming-Chi.(2009), LIU(2017)의 연구

를 참고하여 5개 문항을 선정하 다[8, 9].

편의성은 ‘드론을 이용한 물류배송시스템을 수용하여

직 이고, 시간과 노력에 비해 느끼는 편의성’으로 정

의하 으며 Berry(2002), Seiders(2007), Colwell(2008),

Jiang, L (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5개 문항을 선정하

다[10-13].

인지된 험은 ‘드론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주 으로 인지하는 불안감 등의 험’

으로 정의하 으며, Angst(2009), Sumaedi(2012),

Venkatesh(2000), Dinev(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10개

문항을 선정하 다[14-17].

지각된 유용성은 ‘드론 배송서비스를 수용함으로써 자

신의 삶의 질 향상 등 성과가 이루어 질 것으로 믿는 정

도’로 정의하 으며, Davis(1989), Taylor(1995),

Venkatesh(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4개 문항을 선정하

다[18-20].

수용태도는 ‘드론 배송서비스의 지속 활용과 확

수용태도로 정의’하 으며 Davis(1989), Fishbein(1975)

를 참고하여 7개 문항을 선정하 다[21, 22].

활용의도는 ‘드론배송서비스를활용하고자하는 개인

의 의도나 의지 정도’로 정의하 으며 Venkatesh(2000,

2003), Rogers(2003), Gefen(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5

개 문항을 선정하 다.[23-26].

이러한 변수는 물류배송서비스에 있어 다양한 이해

계자들 특히 고객서비스를 극 화 할 수 있는 변수를

확인하고자 설정하 고[27] 특히 인지된 험은 보안상

의 기 성 보장 기법이 갖추어야 한다는 특수성을 고려

하여 설정하 다〔28〕.

3.4 조사  계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개별면 법과 이메일 조사기법

을 병행하 다.

조사기간은 2018년 8월 14일～25일까지 시행되었으

며, 641부를 배포하여 총 520부가 회수되었다. 이 불성

실한 응답지 25부를 제외하고 49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

다.

본 연구는 Likert 7 척도로 자료처리 되었으며 자료

처리에 사용된 로그램은 SPSS 22.0과 AMOS 22.0이

다.

4. 실

4.1 신뢰 과 

Cronbach's alpha 계수가 0.6 이상임으로 신뢰도는

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 요인분석결과, 증분 합

지수인 TLI CFI 0.9 이상 이고 RMSEA는 .10보다 낮

은 값을 보 음으로 확인된 요인분석 모형은 합한 것

으로 확인하 다.

variable Cronbach's α item

Personal innovativeness .958 8

Economics .881 5

Convenience .854 5

Perceived Risk .900 10

Perceived Usefulness .932 4

Attitude Toward Using .936 7

Behavioral intention to Use .956 5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df p TLI CFI

RMSEA

Value
Lower
Bound

Upper
Bound

384 <.001 .915 .925 .075 .071 .079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χ2 df p TLI CFI

RMSEA

Value
Lower
Bound

Upper
Bound

1643.200 393 <.001 .904 .913 .080 .076 .084

Table 3. Model Fit (RM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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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 가  검

Table 3 모형 합도 검증 결과, 증분 합지수인 TLI

과 CFI는 0.9 이상이며 합지수인 RMSEA는 .1 0

보다 낮은 값을보 다. 이에 따라 본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단된다.

Table 4 모형의 경로계수 유의성 결과, 개인 신성(β

=.145, p<.001), 경제성(β=.377, p<.001), 편의성(β=.382,

p<.001)에서 지각된 유용성으로 가는 직 경로는 정(+)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지각된 유용성에서 수용태도

로 가는 직 경로(β=.839, p<.001)와 수용태도에서 활용

의도로 가는 직 경로(β=.866, p<.001) 한 정(+) 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지각된 험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Fig. 3. Research Model Result 

5. 연 결과

가설의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5에서 보듯이 개인

신성, 경제성, 편의성이 지각된 유용성의 직 경로는 정

Course B S.E. β C.R. p

Personal innovativeness → Perceived Usefulness 0.115 .030 .145 3.854*** <.001

Economics → Perceived Usefulness 0.364 .061 .377 5.994*** <.001

Convenience →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Usefulness

.069 .382 5.823*** <.001

Perceived Usefulness → Perceived Usefulness 0.000 .032 .000 -0.001 .999

Perceived Usefulness → Attitude Toward Using 0.851 .039 .839 21.758*** <.001

Attitude Toward Using → Behavioral intention to Use 0.897 .040 .866 22.576*** <.001

*** p<.001

Table 4. Verify a hypothesis : Direct effect

Division Course Result

1-1 Personal innovativeness → Perceived Usefulness adoption (+)

1-2 Personal innovativeness → Perceived Usefulness adoption (+)

1-3 Convenience → Perceived Usefulness adoption (+)

1-4 Perceived Risk → Perceived Usefulness reject

1-5 Perceived Usefulness → Attitude Toward Using adoption (+)

1-6 Attitude Toward Using → Behavioral intention to Use adoption (+)

Table 5. Verify a hypothe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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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으로유의(채택)하고 한 지각된유용성이 수

용태도의 직 경로, 수용태도, 활용의도의 직 경로

한 정(+) 으로 유의(채택)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지각

된 험은 유의하지 않는 것(기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 드론의 기술수용모델을 통해 드론배송서

비스의 활용의도를 측할 수 있었다.

재까지 발표된 련된 선행연구는 산업계 동향, 기

술, 산업계 응용방안, 법 과 제도 문제 과 발 방향

과 련된 연구 심의 다수논문이 발표되었지만, 이용자

심의 마 근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물류기업은최종 이해 계

자의 고객의 만족을 해 경제 혜택, 편의 혜택의

요성을 확인할 수있었음으로 이에도입시 필수 인 고

려가 필요하고, 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지각된 험에

있어 4차 산업 명에 한 높은 기 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각된 험성에는 개의치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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