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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Various studies in different industries have proven the effectiveness of nanotechnology, which is considered as a repre-
sentative technology that makes lives faster and more convenient and economical. 

However, as nanomaterials are tiny, consumers are concerned on whether they can do any physical harm. Therefore, based 
on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from the generally us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this study added 
additional variables including perceived risk. Moreover, this study introduced three kinds of trust (institution, people, and tech-
nology trust) as moderating variables, which can reduce the negative effect of perceived risk.

Based on the analysi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e determined that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pos-
itively influenced the intention to adopt nanotechnology products. Thus, when consumers regarded nanotechnology products 
as efficient and convenient, they showed increased intention to adopt the technology.

Furthermore, perceived risk negatively affected the intention to adopt nanotechnology products, that is, when customers’per-
ceived risk increased, the adoption intention of nanotechnology product decreases because of the potential risk from 
nanotechnology. On the one hand, the negative effect of perceived risk on adoption intention decreased when trust in nano-
technology washigh and when consumers highlytrust experts or administrators. On the other hand, trust in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and companies which produce nanotechnology products showed n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generalized TAM by applying the model to new nanotechnology products and extended existing studies by 
the addition of perceived risk and various trust factors to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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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나노기술(Nanotechnology)은 미래 성장 잠재력

과 국가 경제의 력이 매우 큰 기술 분야이다. 

재 보건, 의료, 환경, 생명공학, 에 지,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5]. 실제로 나노융합산업은 2015년 기  

최근 5년간 연평균 10.7%의 고성장 추세를 유지하

고 있으며[11],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나노기술은 나노물질을 직경 1nm(나노

미터) 이하의 매우 작은 크기에서 조작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  험을 느끼게 하고 있으

며, 나노물질의 이러한 잠재  험에 한 불확실

성은 향후 나노 산업이 더욱 발 하기 해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로 지 되고 있다. 유 자조작기술, 

체세포복제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기 때문에 험성과 련된 

자료가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오는 불확실

성은 실제  험과는 별개로 소비자로 하여  심

리  험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나노기술의 실용성, 경제성을 높이는 기술 심 연

구뿐 아니라 소비자 에서 나노기술 수용에 

한 추가 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특별히 나노기술 제품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나노기

술이 기반기술이면서 기술 주도 인 특성이 높기 때

문에, 일반 소비자들의 수용의도가 나노산업 발 에 

그리 큰 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노기술은 이미 스마트폰, 가 제품, 

의료제품, 필름, 페인트, 의류소재 등 다양한 최종 

제품에 용되고 있으며, 비록 나노기술이 기반기술

로서의 특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든 기술은 

일반 소비자들이 최종 으로 수용해야 의미가 있다. 

따라서 나노기술에 해 일반소비자들의 반

인 수용의도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가 높다. 특히, 나노기술은 여 히 격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산업과 제품까지 

용될 수 있을지 재로서는 측하기도 쉽지 않

다. 이러한 시 에서는 특정 나노제품에 한 수용

의도를 분석하는 것보다 본 연구와 같이 ‘나노기술

에 한 반 인 수용의도’를 먼  살펴보는 것은 

실무 으로도 매우 의미가 높을 것으로 상한다. 

특별히 본 연구는 일반 소비자들이 나노기술을 

수용함에 있어 해당 제품과 기술을 얼마나 유용하

다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

다고 인식하는지가 매우 큰 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 한다. 이를 해 본 연구는 기존에 많은 연구

들에서 사용되어 왔던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나노기술 제품 수용의도에 

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분야에 용되는 나노기

술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의 역할

을 밝 내고 수용의도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

는 지각된 험의 존재를 확인한다면 실무 으로 

다양한 나노산업 제품 분야의 개발과 마 에 응

용할 수 있다. 한 본 연구가 소비자의 지각된 

험을 여주는 조 변수로 신뢰를 세 가지 차원에

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각 차원별 신뢰가 나노기술

의 지각된 험을 얼마나 차별 으로 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험 신기

술에 속하는 나노기술의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

고, 소비자의 신기술 수용과 련한 기술수용모델

(TAM :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정리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을 제

안한다. 그리고 험 신기술에서 소비자의 지각된 

험의 역할을 살펴 으로써 추가 가설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험을 완화시켜  수 있는 신

뢰의 역할을 소개한 후, 기 , 사람, 기술의 으

로 구분하여 각각의 연구가설을 제안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해 1,096명의 온라인 서베이 

결과를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나노기술의 

발 을 한 결론  시사 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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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나노융합산업 분야별 매출액과 성장률 황(단  : 억 원)

분야별 매출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성장률

나노소재 87,191 111,370 96,651 144,391 104,664 4.7

나노 자 770,863 785,380 1,170,282 1,215,753 1,193,383 11.5

나노바이오․의료 2,718 2,934 4,444 4,126 7,249 27.8

나노장비․기기 19,698 23,170 191,52 22,669 17,634 -2.7

나노융합산업 합계 880,470 922,854 1,290,529 1,386,939 1,322,930 10.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2. 이론  배경

2.1 나노기술과 험 신기술

나노기술(Nanotechnology)은 기존 기술이 갖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로 

많은 첨단기술  가장 높은 발  가능성을 가진 분

야  하나이다. 나노란 난쟁이를 뜻하는 ‘나노스’라

는 희랍어에서 유래되었으며 10억분의 1을 뜻하는 

두어로 나노기술은 수 나노미터에서 수백 나노미

터 범 에서 특유의 기능을 가지는 재료나 구조체를 

만들어 응용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16]. 단순한 

크기의 축소를 넘어 직경 1nm(나노미터) 이하의 나

노 역에서 원자나 분자를 조작하게 되면, 기존의 

크기에서는 보지 못한 독특한 새로운 특성이 생겨날 

수 있다. 나노기술은 이를 제어함으로써 기존의 것

보다 훨씬 기능을 높이거나 완 히 새로운 기능의 

소재나 소자, 는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다[12]. 

한편 나노기술의 경우 소비자들로 하여  험

성이 높은 기술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기술 자

체의 문제보다는 나노물질이 가지고 있는 해성 

측면에서 일반인들이 주 으로 높은 험을 지각

하기 때문이다. 이는 나노기술의 특성상 나노물질

이 으로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단 이기 때문에 

느끼는 심리  험성과 실질  험성을 포함한

다. 그런데 새로운 신기술의 경우 특히 일반인과 

문가 사이의 인식 차이가 클 수밖에 없으며 이러

한 험성은 기술수용 단계에서 일반 소비자들의 

해당 기술 수용여부에 큰 향을 끼치게 된다[22]. 

실제로 나노기술 안 성에 한 불확실성은 나노기

술 분야의 주요 이슈  하나이며, 나노물질은 매

우 작은 크기를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  

독성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를 

들어 화장품과 같은 물질을 나노물질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원재료의 특성변화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

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는 나노기술에서 

산출된 나노물질이 인체에 침투하기 쉽게 때문에 

실제  피해를 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 등 미

세한 크기에 넓은 표면 을 가지는 나노물질의 속

성으로 인한 잠재  유해 가능성을 제기하는 연구

들이 진행되어 왔으며[13, 25], 이러한 잠재  험

성에 따른 법  규제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주장이 생겨나게 되었다[4, 25, 26].

그러나 이러한 나노기술의 험은 사실 실제  

험보다 나노물질에 한 객  자료가 부족한 

에서 오는 불확실성에 기인한 심리  험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노기술, 나노물질의 

험성은 세계 인 이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실

제 으로 규명된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1]. 

따라서 최근에는 나노기술의 실제  험이 아

닌 소비자나 해당 산업 문가들로 하여  지각된 

험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5, 9]. 

를 들어 배성훈 외[9]는 나노기술의 상용화에 있어 

신체  환경에 미치는 향이 이슈이기 때문에 기

술 심의 사고도 요하지만 수요 심의 사고, 

즉 수요자들이 인식하는 잠재  부정  요소 한 

요하다고 보고 문가 집단(기술 심)과 함께 일

반인(수요 심)의 인식을 비교, 조사한 연구를 진

행하 다. 문가가 해당 기술이 안 하다고 생각

하더라도 수요자들이 안 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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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상용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의 차

이를 조사하는 것이 요하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문가와 소비자 모두 해의 치명도, 해의 발생 

가능성이 구매에 향을 미치는 가장 요한 속성

이었으며 자제품과 이/미용품이 해치명도가 높

을 경우 정부의 인증이 있는 경우에만 효용가치가 

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김찬원, 송해룡, 김원제[5]는 유 자조

작, 나노, 체세포복제기술과 같은 신 이지만 불

확실성에서 오는 험이 높은 과학기술의 지각된 

험을 문가들을 상으로 연구하 으며, 연구결

과 문가들은 험기술에 한 국내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각하면 과학기술의 험 리

그룹(정부, 과학자, 언론, 시민단체, 기업)에 한 

신뢰가 높아져 결과 으로 나노기술을 포함하는 

험기술의 지각된 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기술수용모델과 가설설정

본 연구는 나노기술이라는 신기술 용제품에 

한 소비자들의 수용의도를 알아보는데 있어서 기존

에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어 왔던 기술수용모델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용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나노연구들은 나노기

술의 효과성과 험성, 는 나노기술의 미래 수요 

에서 주로 진행되어왔지만, 신기술의 수용연구

에 주로 활용되어 왔던 기술수용모델을 용한 연

구는 미진한 편이다. 구체 으로 본 연구는 나노기술

의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사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바탕으로 

지각된 험, 신뢰 요인을 추가하여 나노기술 제품 

수용의도에 용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제안하

고자 한다. 

일반 으로 신기술이나 신기술을 용한 제품

에 한 소비자의 수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은 

주로 사회심리학 인 이론에 근거하여 신념이나 태

도, 행동의도 등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 수용

과 련하여 소비자의 수용 과정을 설명하기 해 

제시한 표 인 이론으로는 Fishbein and Ajzen 

[35]의 합리  행동이론(TRA), Ajzen[28]의 계획된 

행동이론(TBP) 등이 있으며 특히, Davis[33]의 기술

수용이론(TAM)은 소비자의 수용의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상당히 합한 모델로 인정받아오고 있다. 

이  Davis[33]에 의해 제안된 기술수용모델

(TAM)은 Ajzen and Fishein[29]의 합리  행

이론(TRA : Theory of Reasoned Action)을 바탕

으로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측하

고 설명하기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다. 요한 

은 이 모델을 설명하기 해 기술수용과정에서 지

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제시하고 이 두 

가지 신념을 수용과정에서 설명하고자 하 다는 것

이다[43]. 결국 기술은 사용하기가 용이하다고 느

낄수록, 한 이것이 기존의 기술, 제품보다 작업효

율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정보기술의 사용을 증가

시킨다는 것이 TAM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술수용모델은 모델의 간명성으로 인하여 

신기술을 수용할 때 다양한 요인들이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  근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기술수용모델은 

Davis[33]의 연구를 시작으로 지 까지도 국내외

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기술에 한 

사용자들의 태도와 수용의도, 실제 수용이나 행 를 

비교  잘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Rogers 

[51]는 지각된 유용성이 신기술에 한 수용의도

에 정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Hendrickson 

et al.[39]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측정 척도로서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한바 있다. 이처

럼 신기술의 수용의도에 있어서 지각된 유용성, 사용

용이성과의 계는 과거의 다양한 연구들[20, 21, 27, 

33]을 통해 증명되어 왔다. 

본 연구 역시 기존 기술수용모델 연구처럼 내부

변수인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이 나노제품 수

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노기술 역시 다른 

기술에 비해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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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이기 때문이다[12, 25]. 따라서 기존 기술

수용모델 연구처럼 소비자들이 나노기술 제품을 더

욱 효과 이고 편리하다고 느끼고 나노기술이 작업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인지할 

경우 더 높은 수용의도를 보일 것을 상할 수 있

다. 둘째, 나노기술은 우리 생활에서 이미 나노라는 

단어가 들어간 소비재를 통해 자주 노출되었지만

(은나노 세탁기, 은나노 치약 등), 나노라는 용어에 

한 인지도와는 별개로 부분의 소비자들은 나노

기술에 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9]. 그 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노기술은 소비자들

에게 생소한 기술 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비

자들은 종종 이러한 낮은 이해력을 가진 상태에서 

최종결정을 망설이게 된다. 이때 나노제품의 유용

성과 함께 사용용이성을 높게 지각한다면, 해당 신

기술을 소비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노기술이 기반기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 다

양한 산업에서 리 용되고 있다는  한 기술

수용모델의 용 가능성을 높여 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나노기술 자체에 한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나노기술

이 용된 다양한 나노제품군에 한 수용의도가 

함께 올라갈 것임을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반기술의 반 인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이 높게 

인식된다면, 나노기술이 용된 최종제품에 한 

수용의도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나노

기술 수용에 있어서 기술수용모델의 내부변수들(지

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 나노기술에 한 지각된 유용성은 나노기

술 용 제품 수용의도에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나노기술에 한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나

노기술 용 제품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3 험 신기술의 지각된 험과 가설설정

최근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 이 두 변수

만으로 신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한계

가 있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해 TAM 모델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고 확장하

고 있다. 를 들어, Venkatesh and Davis[56]는 

기술수용모델의 이론  확장 연구를 통해 외부변수

인 사회  향 로세스(주  규범, 자발성, 이

미지), 인지  도구 로세스(직무 합성, 결과품질, 

결과 시연성)가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확장

된 기술수용모델(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 ETAM)을 개발하 다. 이외에도 Moon and 

Kim[45]은 TAM의 신념변수인 지각된 유용성, 용

이성에 지각된 즐거움을 통합하여 변수를 확장하

으며, 웹사이트 이용에 있어서 지각된 유용성, 용이

성과 함께 지각된 즐거움 한 사용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처럼 TAM이 개발된 1980년

에 비해 정보시스템  기술이 격히 발달된 시

에 기술수용에 한 설명력을 높이기 해서는 이

와 같은 TAM의 확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기술수용모델에 지각된 험(Per-

ceived Risk)의 요성을 추가하고자 한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나노산업의 경우 특별히 소비자가 

지각하는 험 인식이 높기 때문에 수용자들은 많은 

험을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험과 련된 외부변수를 기존 기술수용모델의 지각

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과 통합하여 확장하는 

험기술수용모델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사람들은 일반 으로 평소 자신이 잘 모르는 문

제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에 두려움을 갖는 

‘가정된 험’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 이는 잘 알려

진 험에 비해서 더 높은 험을 느끼게 하며, 

련된 지식이 없는 경우 그 험은 더욱 커지게 된

다[15]. 소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험을 최

소화하기 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각된 험은 

수용자들이 실제  험보다는 얼마만큼 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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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험을 느끼느냐, 즉, 의사결정의 결과에 한 

불확실성을 지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32]. 

결과 으로 이는 객 이기보다는 주 인 험

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 

혹은 신  기술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신기술 에서도 특히 나노기술과 같이 험을 

인식하는 기술의 경우 이러한 주 인 험지각은 

상당히 높은 수 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지각된 

험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새로운 신상품일 경우, 

기술이 복잡할 경우, 해당 제품에 한 정보가 부족

할 경우 더욱 크게 인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31]. 나노기술의 경우 상 으로 최근에 등장한 

신기술이기 때문에 유해성에 한 객  자료

가 부족하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각된 험을 더욱 크게 지각

할 가능성이 있다. 나노기술이 신 인 신기술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은 경제, 사회 발  등 그 

잠재력에 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불

러일으키는 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반 로 

기술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잠재 인 험성에 

한 우려도 동시에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46].

Jacoby and Kaplan[41]는 지각된 험을 다차원

 개념으로 근하 는데, 구체 으로  손실

의 재무  험(Financial Risk), 제품 성능에 한 

성능  험(Performance Risk), 신체  안 에 한 

신체  험(Physical Risk), 심리  험(Psycho-

logical Risk), 사회  험(Social Risk)의 다섯 가

지 차원으로 분류하 다. 한 Peter and Tarpey 

[48]는 여기에 시간  험(Time Risk)을 포함하는 

여섯 가지 차원으로 지각된 험을 분류하기도 하 다.

일반 으로 지각된 험은 의사결정에 따른 손실

이나 불확실성에 한 불안감이며, 선행 연구들을 통

해 신기술 는 신제품의 수용의도에 부정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42, 48]. Rogers [51]

는 소비자가 우호  태도를 가지고 있다하더라고 

신제품에 해 지각된 험이 높게 되면 채택을 거부

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특히 험성이 높은 험

신기술의 경우 기술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상당

히 높으며, 막연한 험에 한 두려움이 팽배해 있

다. 한 이러한 험기술은 매우 신 이기 때문에 

사용경험, 련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많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나노기술의 경우에도 이

미 많은 역에서 용되고 있으나 상 으로 소

비자에게는 여 히 생소한 기술 역이라 할 수 있

으며, 나노물질을 나노미터 단 로 조작하는 과정

에서 생길 수 있는 성질의 변화와 같은 불확실성 

문제들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

한 잠재  험성에 련된 법  규제방안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으며[4, 25, 26], 나노기술에 한 일

반인과 문가들의 험지각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생겨나게 되었다[5, 9]. 본 연구는 이러한 험 가

능성 부각으로 형성된 지각된 험은 나노기술 소

비자들로 하여  나노기술 제품의 수용의도에 부정

인 향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상한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3 :  나노기술에 한 지각된 험은 나노기

술 용 제품 수용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4 기 신뢰, 기술신뢰, 사람신뢰와 가설설정

본 연구는 나노기술 제품에 한 수용의도에 지

각된 험이 미치는 부정 인 향을 제시함과 동

시에 이러한 부정  향을 완화시켜  수 있는 조

변수로 세 가지 차원의 신뢰를 제안한다. 일반

으로 신뢰는 조직이 개인의 기 에 따라 합당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개인  믿음으로 정의되며[38], 상

방이 윤리 이며 의존할만하며, 상호의존 이고 

약속을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나노기술과 같이 불확실하고 험의 통제 가능

성에 한 두려움, 친숙하지 않음, 미래에 어떤 

험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 지식 부족 등은 나노기

술에 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게 된다. 이러한 

험기술에 일반인들이 느끼는 험인식은 험기

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험에 한 리주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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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부․국책기 , 험기술의 기술력, 기술을 만

들어 내는 과학자, 해당 산업의 문가에 신뢰가 

험기술에 한 험인식이나 나노기술을 수용하

는데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3].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신뢰가 험인식에 많은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지속 으로 제안하고 있다[36, 54]. 

신뢰가 불확실성이 높은 신기술이나 신기술과의 

계에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요소들을 여주는 기

능을 한다는 연구결과들을 살펴보았을 때에도[53, 

57], 신뢰라는 요인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단할 

수 있다. 한, 이러한 험 상을 운 하고 리, 

감독하는 집단들에 한 공 의 신뢰 수 에 따라 

험수용이 결정된다고 한다[14]. 

이 주, 이 애[24]는 감정의 차원에서 신뢰를 바

라보고 과학기술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여 신뢰가 

낮을수록 사람들은 부정 인 감정을 가지게 되며 

이는 결국 과학기술에 한 험을 높게 인식한다

고 하 으며, 박희제[7]는 과학기술에 한 이익은 

추상 인 것이고, 험은 잠재 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 으로 직 인 경험을 통해 인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 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한 험인

식이나 수용은 신뢰수 에 매우 많은 향을 받는

다고 하 다. 한 신뢰는 지각된 험을 감소시켜 

자상거래의 거래의도를 높이고[47], 지각된 험

을 감소시켜 RFID 선호를 높여주는 등[55], 신기

술의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신뢰와 지각된 험과의 

계를 검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내용을 토 로 기술에 한 

높은 신뢰가 소비자로 하여  험성을 내포한 

신 제품의 정  편익에 더욱 집 하게 해 결과

으로 높은 수용의도를 유도할 것이라고 상한다. 

구체 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 차원의 신뢰(기 , 

사람, 기술)가 지각된 험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부정  향을 여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뢰라

는 개념은 단일 차원에서의 좁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이러한 신뢰의 추상 이고 

범 인 개념의 특성은 특별히 험커뮤니 이션 

분야에서 다차원 인 요소로 고려하여 근해야 한

다고 주장이 있기 때문에[34, 52], 본 연구는 나노

기술이 험인식 기술이라는 환경  요인을 고려해 

신뢰라는 변수를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다차원으로 

나 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연구를 진행하 다. 

Luhmann[44]과 Rousseau et al.[52]의 연구를 살

펴보면 신뢰의 유형으로 사회제도 안에서의 신뢰를 

강조하며, 신뢰의 상으로서 기 에 한 신뢰와 

사람에 한 신뢰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18; 재인용]. 그 외에도 신뢰를 악하고

자 할 때 과학기술 자체에 한 신뢰의 측면을 제

시하는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14]. 

나노기술은 복잡성이 높고 험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만큼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기술 분야로 

이에 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이 많은 논쟁과 갈등을 낳고 있으며 신 과

학기술인 만큼 이러한 험과 련된 정보 부족이 

심각하며 일반인들은 과학  지식의 낮기 때문에 

친숙하지 않은 두려움이 있는 과학 기술의 경우 

련 지식의 부족으로 정부/공공기 이나 과학자, 

문가들 같은 험 리자들의 한 신뢰가 험수용

에 많은 향을 끼칠 수 있다[3]. 한 나노기술의 

특성상 나노물질의 조작과정에서 생기는 부정  변

형(독성가능성 등)에서 오는 험이 수용자들에게 

큰 험을 지각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고 

배제할 수 있는 기술력에 한 신뢰 한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과학 기술력으

로 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즉 기술에 한 

신뢰가 지각된 험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부정  

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는 지 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신뢰를 

기 [18], 사람[18], 기술[7, 14, 24]의 으로 구

분하여 살펴보고자 하 으며, 기 은 정부/국책기

과 나노기업으로, 사람은 나노 문가와 나노제품

을 매하는 매직원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 으

로 분석하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기술신뢰는 나

노기술력 그 자체의 신뢰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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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나노기술 설명 동 상 시 

가설 4 :  신뢰는 나노기술에 한 지각된 험이 

나노기술 용 제품 수용의도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을 약화시킬 것이다.

4-1 : 기 신뢰는 지각된 험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을 약화시킬 것

이다.

4-2 : 사람신뢰는 지각된 험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을 약화시킬 것

이다.

4-3 : 기술신뢰는 지각된 험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을 약화시킬 것

이다.

3. 연구방법  분석결과

3.1 연구 모형  표본선정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  5  역시(인천, 

구, 주, 부산, )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1,096명의 성인남녀를 상으로 웹서베이를 통하여 

설문을 진행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최종 소비자

인 일반 소비자들의 나노기술 제품 수용의도에 향

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

자들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하지만 나노

기술이 실제 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일반인들은 이에 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실이다. 따라서 피험자의 나노기술 이해도가 지나

치게 낮을 경우 응답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

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일반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해 나노기술을 소개하는 총 11분 정도의 간단한 

동 상([그림 2] 참고)을 시청하게 한 후 본 조사를 

진행하 다. 동 상 시청 /후 피험자들의 나노기

술 지식수 을 2개 문항(‘나는 나노기술, 혹은 나노

제품의 특징에 해 1.  모르고 있다～5. 매우 

잘 알고 있다’, ‘나는 나노기술, 혹은 나노제품의 품

질에 해 1.  모르고 있다～5. 매우 잘 알고 있

다’)으로 측정해 평균을 비교한 결과 동 상을 시청

하기 보다 동 상을 시청한 후에 피험자들의 나노

기술 지식 수 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동 상 시청  : M = 2.28 Vs. 동

상 시청 후 : M = 3.68, p < .001). 따라서 본 연

구는 설문에 참여한 일반 소비자들의 나노기술에 

한 응답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는 단 하에 

이후 본 조사를 진행하 다.

본 조사에서는 수집된 응답 총 1,130개  불성실 

응답자 34개를 제외한 1,096개의 표본을 최종 분석

에 사용하 다. 응답자 특성으로는 남성이 50.7%, 

여성이 49.3%로 거의 비슷한 수 이었다. 응답자의 

직업은 사무직(39.9%)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를 

재학하거나 졸업한 집단은 72.6%를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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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본의 구성

　
서울
특별시

경기도
부산
역시

구
역시

인천
역시 역시

주
역시

합계

남자

20 24 26 14 12 13 10 10 109

30 33 34 22 14 14 10 10 137

40 32 41 17 20 18 12 10 150

50  이상 37 38 22 18 19 13 13 160

여자

20 25 26 17 13 14 10 10 115

30 32 36 17 13 16 10 13 137

40 25 31 16 13 15 12 12 124

50  이상 37 38 24 19 19 14 13 164

합계 245 270 149 122 128 91 91 1,096

본 표본의 가장 큰 특징은 할당표본추출을 통해 

보다 체계 인 샘 링을 실시하여 최 한 다양한 표

본을 연구 상으로 선정한 에 있다. 일반 인 학

술 연구들은 실 인 이유 때문에 학생, 혹은 

학원생을 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 결과

의 일반화가 어려운 단 을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

는 학생(5.7%)뿐 아니라 문직(10.9%), 경 / 리

직(5.2%), 사무직(39.9%), 매/서비스직(5.3%), 자

업(7.4%), 가정주부(14.7%) 등 보다 다양한 직종

과 연령 를 샘 링 하 기 때문에 연구의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장 이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한 이

후 분석에서 성별, 연령별 나노기술 제품 수용에 집

단 간 유의한 차이를 찰가능하다는 장 을 기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체 샘 을 성별과 연령 등의 

기 으로 할당한 이유는 이 집단들 간에 나노기술 

인식에 특별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 했

기 때문이다. 사후 분석결과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40～50

의 고연령층이 20, 30 의  연령층보다 상 으로 

높은 나노기술 제품 수용의도를 보임을 확인하 다. 

3.2 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도구 

모든 변수들은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다

항목 측정치를 사용하 으며 리커트 5  척도를 사

용하 다. 를 들어,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

fulness)과 사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은 

Davis[33], Ventates and Davis[56]에서 측정한 문

항들을 기 으로 나노기술에 맞게 수정하 다. 지각

된 유용성은 ‘나노기술 제품 이용은 나의 효율성을 

높여  것이다’, ‘나노기술 제품 이용은 나의 삶의 

질을 개선해  것이다’, ‘나노기술 제품이 나의 생

활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의 3가지 문항을 사용

하 으며, 세 항목 모두 요인 재치가 .60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집 타당도를 보 다. 지각된 사용용이

성은 ‘나는 나노기술 제품을 사용할 때 쉽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나노기술 제품의 이용방법을 배우는 

것은 쉬울 것이다’, ‘나노기술 제품에 응하는데 오

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의 세 문항을 사용하

으며 세 항목 모두 요인 재치가 .60 이상으로 나

타나 높은 집 타당도를 보 다. 

한편, 지각된 험(Perceived Risk)은 Jacoby and 

Kaplan[41]의 연구에서 측정한 문항들을 기 으로 

나노기술에 맞게 수정하 다. ‘나노기술 제품이 안  

 신체에 부정  향이 없을 것이다’, ‘나노기술 제

품의 잠재 인 험이 없을 것이다’의 두 항목을 사

용하 다. 본 연구는 나노기술에 한 지각된 험 

측정 항목으로 주로 신체  험(Physical Risk)을 

선정하 는데, 실 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나노물

질에 해 주로 인체 유해성에 높은 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두 항목 모두 요인 재치가 .60 이상

으로 나타나 높은 집 타당도를 보 다.

한편, 세 가지 차원의 신뢰는 송해룡, 김원제[14], 

왕재선[18]의 연구에서 측정한 문항들을 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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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에 맞게 수정하 다. 우선 기 신뢰는 ‘나

노기술을 개발, 운 , 유지, 리하는 정부, 공공기

, 연구소들은 나노기술을 안 하게 운 할 능력

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노기술을 개발, 운 , 

유지, 리하는 정부, 공공기 , 연구소에서 제공하

는 험이나 안 성에 한 정보는 신뢰할만하다’, 

‘나노기술을 용한 제품을 생산, 매하는 기업들

은 나노기술을 안 하게 운 할 능력을 갖고 있다

고 생각한다’, ‘나노기술을 용한 제품을 생산, 

매하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험이나 안 성에 한 

정보는 신뢰할만하다’의 네 문항 사용하 으며[18], 

요인 재치가 .60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집 타당

도를 보 다. 다음으로 사람신뢰는 해당 기술을 개

발, 운 , 유지, 리하는 연구개발자  나노기술 

용 제품을 생산, 매하는 직원의 신뢰를 측정하

으며 ‘나노기술을 개발, 운 , 유지, 리하는 연구

개발자들은 우리사회를 해 헌신하고 있다’, ‘나노

기술을 개발, 운 , 유지, 리하는 연구개발자들은 

우리사회 발 에 기여하고 있다’, ‘나노기술을 용

한 제품을 생산, 매하는 기업의 직원들은 우리사

회를 해 헌신하고 있다’, ‘나노기술을 용한 제

품을 생산, 매하는 기업의 직원들은 우리사회 발

에 기여하고 있다’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18]. 모두 요인 재치가 .60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집 타당도를 보 다. 마지막으로 기술신뢰는 

나노기술력 자체에 한 신뢰를 측정하 으며 ‘나

노 련 기술이 발 하면 그 혜택은 모두에게 골고

루 돌아갈 것이다’, ‘ 재 나노 련 기술의 부작용 

가능성은 과학기술이 발 하면 해결될 것이다’, 나

노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삶은 더 발 될 것이다‘의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4], 요인 재치가 

.60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집 타당도를 보 다.

그리고 수용의도는 Davis et al.[33]의 연구에서 

측정한 문항들을 기 으로 나노기술에 맞게 수정하

다. ‘나는 앞으로 나노기술 련 제품을 구입할 것

이다’, ‘나는 나노기술 련 제품을 자주 이용할 생각

이다’, ‘나는 나노기술 련 제품을 주  사람들에게 

추천할 것이다’의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요인 재치가 .60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집 타당도

를 보 다. 이후 자료 분석을 해 SPSS와 AMOS 

로그램을 통해 신뢰성 분석, 확인  요인분석, 구

조방정식 모형분석, 상 계  별타당성 분석, 

가설검증을 실시하 다.

3.3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해 주로 우

종필[19]의 검증 방법을 참고하 으며, 조 변수 검

증의 경우 이학식, 임지훈[23]의 차를 참고하 다. 

한편, 본 연구는 모든 측정치를 단일 원천을 상으로 

설문하 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Harman의 

단일 요인 검증테스트를 실시하 다. 만약 동일방법

편의가 있을 경우 모든 변수에 해 하나의 요인만 

도출되거나 다수의 요인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첫 번째 

요인이 거의 모든 분산을 설명하게 된다[50]. 분석결

과, 첫 번째 요인이 총 분산의 약 41.9% 정도를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50% 이하이므로 동일

방법편의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단할 수 있다. 

Extrac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9.219 41.902 41.902

<표 3>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검증

다음으로 측정항목들이 구성개념을 정확히 구성하

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Con-

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분석결

과 모든 변수의 표 화계수가 0.5 이상을 보여 측정

항목별 개념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 집

타당성 한 설문문항의 표 화 계수가 0.5 이상으

로 나타나서 만족스러운 수 으로 나타났다. 모형

합도의 경우   = 997.184, d.f. = 188, CMIN/d.f. = 

5.304, p < .001, RMSEA = .063, GFI = .911, AGFI 

= .880, NFI = .932, CFI = .911, TLI = .931로 나타

나 종합 으로 합도 지수가 한 것으로 나타났

다[19].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들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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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확인  요인분석

Estimate S.E. C.R. p β AVE
합성
신뢰도

신체 _ 험 → 신체  험 2 1.000 - - - 0.842
0.782 0.877

신체 _ 험 → 신체  험 1 1.033 0.091 11.302 < .001 0.856

기술_신뢰 → 기술신뢰 1 1.000 - - - 0.715

0.610 0.824기술_신뢰 → 기술신뢰 2 0.867 0.040 21.836 < .001 0.714

기술_신뢰 → 기술신뢰 3 0.778 0.036 21.369 < .001 0.698

기 _신뢰 → 기업신뢰 1 1.000 - - - 0.809

0.737 0.918
기 _신뢰 → 기업신뢰 2 1.084 0.036 30.351 < .001 0.806

기 _신뢰 → 공공기 신뢰 1 1.019 0.034 30.045 < .001 0.824

기 _신뢰 → 공공기 신뢰 2 1.083 0.036 30.263 < .001 0.811

사람_신뢰 → 문가신뢰 1 1.000 - - - 0.76

0.696 0.901
사람_신뢰 → 문가신뢰 2 0.929 0.037 24.872 < .001 0.773

사람_신뢰 → 직원신뢰 1 1.003 0.039 25.442 < .001 0.757

사람_신뢰 → 직원신뢰 2 0.968 0.039 25.002 < .001 0.759

지각된_유용성 → 유용성 1 1.000 - - - 0.836

0.806 0.926지각된_유용성 → 유용성 2 1.116 0.035 31.596 < .001 0.834

지각된_유용성 → 유용성 3 1.052 0.035 30.491 < .001 0.807

지각된_용이성 → 용이성 3 1.000 - - - 0.792

0.744 0.897지각된_용이성 → 용이성 2 1.057 0.042 25.051 < .001 0.799

지각된_용이성 → 용이성 1 1.036 0.042 24.828 < .001 0.744

수용_의도 → 수용의도 1 1.000 - - - 0.821

0.804 0.925수용_의도 → 수용의도 2 1.084 0.035 31.218 < .001 0.845

수용_의도 → 수용의도 3 1.069 0.038 28.420 < .001 0.787

Notes :    = 997.184, d.f. = 188, CMIN/d.f. = 5.304, p < .001, RMSEA = .063, GFI = .911, AGFI = .880, NFI = .932, 

CFI = .911, TLI = .931.

성, 집 타당성, 별타당성을 검증하 다. 신뢰성 

단은 Fornel and Larcker[37]가 제시한 합성신뢰

도(Composite Reliability : CR)와 평균분산추출값

(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을 이용하

는데, 합성신뢰도가 0.7 이상, AVE 값이 0.5 이상으

로 나타나 개념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구체 인 가설 검증에 앞서 기술통계 

 구성개념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하 다. 상

계 분석은 구성개념들 간의 계를 분석해 이들 간의 

련성을 나타내 다. 별타당도는 AVE 값과 상

계수의 제곱 값을 비교하 으며 AVE 값이 상

계수의 제곱보다 크면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19]. 분석결과 변수들 간에 상 계수  가장 

큰 값은 .711(사람신뢰와 기술신뢰)이며, 이것의 제

곱인 결정계수는 0.501(0.711×0.711)인데 비해 같은 

변수 간의 상 계수  가장 작은 AVE 값은 0.601

로 0.501보다 높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타

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19].

이후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 한 구체  가설 검

증을 실시하 다. 먼  모형 합도는   = 146.032, 

d.f. = 38, CMIN/d.f. = 3.842, p < .001, RMSEA 

= .051, GFI = .976, AGFI = .959, NFI = .978, CFI 

= .983, TLI = .976으로 나타나 부분 한 결과

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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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 계 분석

변수 평균 SD 유용성 용이성 험 수용의도 기 신뢰 사람신뢰 기술신뢰

유용성 3.873 .636 .806

용이성 3.653 .624 .709
**

.744

험 3.529 .788 .039 .024 .782

수용의도 3.493 .615 .598
**

.555
**

-.122
**

.804

기 신뢰 3.153 .730 .314
**

.371
**

-.230
**

.557
**

.737

사람신뢰 3.443 .644 .492
**

.481
**

-.096
**

.594
**

.632
**

.696

기술신뢰 3.479 .656 .514
**

.493
**

-.106
**

.621
**

.629
**

.711
**

.610

<표 6> 가설 1, 2, 3 검증결과

Estimate 표 화계수 베타값 S.E. C.R. p

지각된 유용성 → 수용의도 .487  0.503  .065 .7.532 < .001

지각된 용이성 → 수용의도 .243  0.244  .066  3.665 < .001

지각된 험 → 수용의도  -.127 -0.167  .023 -5.623 < .001

<표 7> 기 신뢰, 사람신뢰, 기술신뢰에 한 평균값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기 신뢰

1,096 1 5

3.153 .730

사람신뢰 3.443 .644

기술신뢰 3.479 .656

구체 으로 가설 1은 기술수용모델의 내부요인

인 지각된 유용성이 나노기술 용 제품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으로 β = .503, p < 

.001로 나타나 지지되었다. 둘째, 가설 2는 기술수

용모델의 내부요인인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나노기

술 용제품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

으로 β = .244, p < .001로 역시 지지되었다. 셋째, 

가설 3은 지각된 험이 나노기술 용제품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으로 β = -.167, p 

< .001로 나타나 역시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이후 세 가지 차원 신뢰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집단 간 비교방법을 사용하 다[23]. 

집단 간 비교를 해서는 먼  조 변수 값을 기 으

로 집단을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우선 세 

차원의 신뢰에 해 각각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 다. 집단 분류를 해서는 조 변수의 평균

(Mean), 앙값(Median)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을 사용하여 집단을 분류하 다. 

각각의 평균값은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러한 평균값을 기 으로 각각의 신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눠서 잠재요인 간의 계

에서(지각된 험 → 수용의도) 신뢰의 조 변수 

효과를 분석하기 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 가설이 지지되기 해서는 첫째, 조 효과의 방

향성이 일치해야 하며 둘째, Free 모형과 제약모형

의   차이검증을 실시해 Free 모형이 제약모형보

다 우수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23].

먼 , 기 신뢰 조 효과의 방향성을 분석하 다. 

구체 으로 신뢰의 조 효과 분석을 해 구조모형 

분석을 두 번 실시하 다. 한번은 조 효과가 설정

된 해당 잠재요인 간의 계를 free로 설정한 모형

(Free 모형)이며, 다른 하나는 그 잠재요인 간 

계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설장한 모형이다

(제약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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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가설 4(기 신뢰의 조 효과) 검증결과

방향성(계수확인)   합도 

① Free 모형
고기 신뢰 : Estimate = -.073 C.R. = -2.455, p < .001
기 신뢰 : Estimate = -.122 C.R. = -4.085, p < .001

  = 188.861, d.f. = 76, p < .001

② 제약모형 -   = 190.177, d.f. = 77, p < .001

  비교[②-①]   = 1.316 < .05(1) = 3.84

<표 9> 가설 4(사람신뢰의 조 효과) 검증결과

방향성(계수확인)   합도 

① Free 모형
고사람신뢰 : Estimate = -.084 C.R. = -3.495, p < .001
사람신뢰 : Estimate = -.160 C.R. = -4.425, p < .001

  = 164.567, d.f. = 76, p < .001

② 제약모형  -   = 167.712, d.f. = 77, p < .001

  비교[②-①] .10(1) = 2.70 <   = 3.145 < .05(1) = 3.84

본 연구는 지각된 험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부

정  향력의 크기가 기 신뢰, 사람신뢰, 기술신

뢰가 높을수록 더 완화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먼

 고기 신뢰 집단에서의 지각된 험 → 수용의도 

경로계수가 기 신뢰 집단에서의 경로계수보다 

마이 스 값이 작아야 한다. Free 모형의 분석결과 

고기 신뢰 집단에서의 지각된 험 → 수용의도의 

경로계수값(Estimate = -.073, C.R. = -2.455, p < 

.001)이 기 신뢰 집단의 경로계수값(Estimate = 

-.122, C.R. = -4.085, p < .001)보다 마이 스 값이 

작게 나타나 가설과 방향 으로 일치하 다. 

다음으로 Free 모형과 제약모형의 비교를 해   

합도를 비교하 다. 먼  Free 모형의 분석결과   

= 188.861, d.f. = 76, p < .001로 나타났다. 이후 기

신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지각된 험 → 수용

의도 경로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모형을 분석하기 

해 이 경로계수 동일하게 지정하고   합도를 분

석하 다. 분석결과,   = 190.177, d.f. = 77, p < .001

로 나타났다. 제약모형의 경우 Free 모형보다 자유도

가 1이 큰데 이는 고기 신뢰 집단과 기 신뢰 집

단의 지각된 험 → 수용의도 경로가 동일하다는 제

약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Free 모형과 제약모형의 비

교 결과 Free 모형의 경우 자유도 감소를 만회할 만큼 

  값이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모형이 

더욱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316 <  .05(1) 

= 3.84). 즉, 지각된 험 → 수용의도 경로에서 기

신뢰의 조 효과는 유의 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람신뢰 조 효과의 방향성을 분석하

다. 이를 해서는 우선 고사람신뢰 집단에서의 지각된 

험 → 수용의도 경로계수가 사람신뢰 집단에서의 

경로계수보다 마이 스 값이 작아야 한다. Free 모형

의 분석결과 고사람신뢰 집단에서의 지각된 험 → 

수용의도의 경로계수값(Estimate = -.084, C.R. = 

-3.495, p < .001)이 사람신뢰 집단의 그 경로계수값

(Estimate = -.160, C.R. = -4.425, p < .001)보다 마이

스 값이 작게 나타나 가설과 방향 으로 일치하 다.

다음으로 Free 모형과 제약모형의 비교를 해   

합도를 비교하 다. Free 모형의 분석결과   = 

164.567, d.f. = 76, p < .001로 나타났다. 이후 사람신

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지각된 험 → 수용의

도 경로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모형을 분석하기 

해 이 경로계수 동일하게 지정하고   합도를 분석

하 다. 분석결과,   = 167.712, d.f. = 77, p < .001로 

나타났다. 제약모형의 경우 Free 모형보다 자유도가 

1이 큰데 이는 고사람신뢰 집단과 사람신뢰 집단의 

지각된 험 → 수용의도 경로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Free 모형과 제약모형의 비교결

과 Free 모형의 경우 5% 유의 수 에서 자유도 감소

를 만회할 만큼   값이 충분히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10% 유의 수 에서는 제약모형보다 더욱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나 한계 으로 유의한 수 이라 단할 수 

있다(  = 3.145 >  .10(1) = 2.70). 따라서 지각된 

험 → 수용의도 경로에서 기 신뢰의 조 효과는 

한계 으로 유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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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가설 4(기술신뢰의 조 효과) 검증결과

방향성(계수확인)   합도 비교

① Free 모형
고기술신뢰 : Estimate = -.055 C.R. = -2.073, p = .038
기술신뢰 : Estimate = -.191 C.R. = -5.264, p < .001

  = 197.095, d.f. = 76, p < .001

② 제약모형  -   = 206.459, d.f. = 77, p < .001

  비교[②-①] .05(1) = 3.84 <   = 9.364

마지막으로 기술신뢰 조 효과의 방향성을 분석

하 다. 먼  고기술신뢰 집단에서의 지각된 험 → 

수용의도 경로계수가 기술신뢰 집단에서의 경로계

수보다 마이 스 값이 작아야 한다. Free 모형의 분

석결과 고기술신뢰 집단에서의 지각된 험 → 수용

의도의 경로계수값(Estimate = -.055, C.R. = -2.073, 

p = .038)이 기술신뢰 집단의 그 경로계수값(Esti-

mate = -.191, C.R. = -5.264, p < .001)보다 마이

스 값이 작게 나타나 가설과 방향 으로 일치하 다.

다음으로 Free 모형과 제약모형의 비교를 해   

합도를 비교하 다. 먼  Free 모형의 분석결과   

= 197.095, d.f. = 76, p < .001로 나타났다. 이후 기

술신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지각된 험 → 

수용의도 경로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모형을 분석하

기 해 이 경로계수를 동일하게 지정하고   합도

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 206.459, d.f. = 77, 

p < .001로 나타났다. 제약모형의 경우 Free 모형보

다 자유도가 1이 큰데 이는 고기술신뢰 집단과 기

술신뢰 집단의 지각된 험 → 수용의도 경로가 동일

하다는 제약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Free 모형과 제

약모형의 비교결과 Free 모형의 경우 자유도 감소를 

만회할 만큼 값이 충분히 감소하 기 때문에 제약

모형 보다 더욱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9.364 

>  .05(1) = 3.84). 따라서 지각된 험 → 수용의도 

경로에서 기술신뢰의 조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4. 결론  시사

본 연구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망받는 나노

기술 제품의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나노기술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7%

의 고성장을 하고 있는 기술 분야로 미래성장 잠재

력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세

한 나노물질에 한 불안감과 첨단신기술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높다는 특징으로 인해 소비자들로 하여

 높은 험지각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신기술수용 연구들에서 검증된 기술수

용모델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더

불어 나노기술의 특성에 기인해 지각된 험을 통

합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제안하 고, 이러한 

지각된 험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부정  향을 

여  수 있는 요인으로 세 가지 차원의 신뢰를 

제안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수용

모델의 내부요인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

이성은 나노기술 제품 수용의도를 높여주는 정

인 향을 미쳤으며, 이는 기존 기술수용모델 연구

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소비자들은 나노기술 

제품을 볼 때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 보이고 실제

로 사용하기 편리해보일 때 더 높은 수용의도를 

보 다. 

둘째, 나노기술에 한 지각된 험은 해당 기술 

용제품의 수용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쳤다. 

즉, 나노기술에 한 잠재  험성과 신기술 특유

의 불확실성은 소비자들로 하여  높은 험지각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지각된 험은 

나노제품에 한 낮은 수용의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험지각은 실제  험과는 별개

로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심리  험이며, 나노기술

이 기반기술임을 감안하더라도 최종 소비자들이 낮

은 수용의도를 갖게 된다면 결국 해당 기술의 확장

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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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러한 지각된 험이 수용의도에 미

치는 부정  향을 완화시켜  수 있는 조 변수

로 세 가지 차원의 신뢰인 기 신뢰, 기술신뢰, 사

람신뢰를 제안하 는데, 이  기 신뢰의 조 효과

는 지지되지 않았지만, 사람신뢰는 부분 으로 지각

된 험의 부정  향을 완화시키고, 기술신뢰는 

5%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지각된 

험의 부정  효과를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기 신뢰의 조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에서 기 에 한 신뢰 자체가 나타났기 때문

인 것으로 추측된다(기 신뢰 : M = 3.153 < 기술

신뢰 : M = 3.479, 사람신뢰 : M = 3.443). 즉, 

부분의 피험자들이 낮은 기 신뢰를 보임에 따라 

결국 기 신뢰 값을 고/ 의 분류로 나 어도 큰 

차이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나노기술 리 

기 에 해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조차도 

이러한 리 기 들이 나노기술의 험성을 리,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 인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되었던 조류인 루엔자나 구

제역, 메르스 사태에서처럼 각 정부부처나 병원들

이 이를 히 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를 언론보도를 통해 한 일반인들이 정부기 이

나 련기업의 험 리 능력에 해서는 상당부분 

의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해볼 수도 있다. 이에 한 추가 인 분석은 향

후 연구에서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들은 지

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높을 경우 나

노제품에 해 높은 수용의도를 보임에 따라, 나노

기술을 생산, 매하는 기업과 리, 유지하는 정부

/공공기 들은 나노기술이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이

라는 과, 기존 제품에 비해 높은 효율성을 가진

다는 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나노기술은 

실제로도 다양한 연구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어 

왔는데, 이러한 사실을 더욱 극 으로 홍보할 필

요가 있어 보인다. 

한 소비자들은 첨단신기술의 불확실성과 입자

가 매우 작은 나노물질에 한 잠재  험성으로 

인해 나노기술에 해 높은 험을 인지할 가능성

이 있으며, 이러한 지각된 험은 나노제품의 수용

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쳤기 때문에 나노기술 

제품이 최종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기 해서는 지각

된 험에 한 개선이 매우 요하다. 한, 이를 

상당부분 완화시켜  수 있는 사람신뢰와 기술신뢰

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나노

련 기업과 정부/공공기 들은 나노 분야의 문성

을 가지고 있는 문가들의 홍보나 제품 보증 제도

를 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

이 낮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문가

의견을 반 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험기

술이자 첨단신기술인 나노기술 역시 이러한 문가

들의 보증이 정 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나

노기술에 한 지각된 험은 주로 1나노미터의 매

우 작은 나노물질에 한 심리  불안감에서 기인

하기 때문에, 나노 련 기업이나 정부/공공기 은 

이러한 막연한 심리  불안감을 없애기 해 각종 

기술과 련된 각종 연구나 험테스트 결과를 

극 으로 홍보해 나노기술 자체의 안  보증, 나노

기술의 신뢰도 자체를 높이는 활동이 매우 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노기술

의 경우 다양한 산업과 제품에 용되는 기반 기술

로 매우 범 한 산업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

문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응답 과정에서 어떤 특정 

나노기술, 혹은 나노제품을 떠올렸는지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가 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본 연구

의 목 이 특정 나노제품이 아닌 반 인 나노기

술에 한 소비자의 수용의도를 측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 다. 나노

산업은 여 히 격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산업과 제품군까지 나노기술이 용될지 측

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나노제품군의 수용의도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나노산업 반에 한 소비자 수용의도

를 살펴보는 것이 실 으로 더욱 의미가 있을 것

이라고 단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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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별로 본 연구의 모형을 용하여 결과를 더

욱 세부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의 조사 상이 나노기술의 문가가 아닌 최종 소

비자인 일반인만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피험자로 연구

를 진행한 것은 일반 소비자의 기술 수용에 부정 , 

혹은 정  향 요인을 밝히는 것이 재 나노 

산업의 발  단계를 고려할 때 무엇보다 요하다

고 단했기 때문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나노기술의 실제  험보다 더 막

연하게 인지  험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데, 나노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의 확산은 결국 최종 소비자

의 수용 의도에 달려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나노기술의 이해도는 여 히 

낮기 때문에 본 조사 응답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최소화하기 해 나노기술

에 한 동 상과 설명 을 제시하는 등 최 한 

노력을 기울 지만 이는 여 히 한계 으로 지 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나노기술 문가들의 의견

을 함께 포함할 수 있는 분석을 진행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는 모형의 간편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각된 사

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요인을 생

략하 다. 본 연구는 나노기술의 수용의도에 향

을 미치는 원인 변수 악에 좀 더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기본

인 TAM 모형을 용하거나, 혹은 보다 다양한 독

립변수들 간의 계를 포함한 새로운 TAM 모형으

로 확장한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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