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doi.org/10.5392/JKCA.2018.18.03.081

자율주행자동차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Factors Influencing on Purchase Intention for an Autonomous Driving Car

-Focusing on Extended TAM-

김해연, 성동규

앙 학교 미디어커뮤니 이션학부

Hae-Youn Kim(may7577@daum.net), Dong-Kyoo Sung(dksung@cau.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2)을 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요인

을 알아보았다. 이를 해 자동차 운 경험이 있는 이들 가운데 일반인 117명을 상으로 본 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 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 다. 분석 결과 사회

 향과 지각된 험은 인지된 유용성과 구매의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의 

경우는 인지된 유용성에는 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구매의도에는 정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개인이 자각하는 운 능력과 자동차 유희성은 인지된 용이성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다. 한 연구가설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개인이 자각하는 운 능력이 인지된 유용성에 부정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주목해 볼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했을 때 자율주행자동차의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  향과 신성  지각된 험은 요한 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4차 산업 명의 신기술인 자율주행자동차에 한 비 수용자들의 인식을 미리 측

해 볼 수 있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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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tial factor over the intention to buy autonomous driving car 

by applying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2). To this end, 117 ordinary persons 

experienced in driving car were analyzed by using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hows that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purchase intention is positively affected by social 

influence and recognized risk. It is found that perceived usefulness is not affected, but purchase 

intention is positively affected in the case of innovation. On the contrary, analysis shows that 

driving capability and car playfulness recognized by individual have no influence on the perceived 

easiness. Although the result that driving capability recognized by individual negatively affects 

perceived usefulness was not included in the study hypothesis, it was remarkable. Generalizing 

the above result, it is found that social influence, innovation and recognized risk as variables 

which affect the intention to buy autonomous car play the role of significant variabl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such result can foresee the perception of preliminary accommodators of new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utonomous driving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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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같은 4차 산업 명은 우리 

삶의 다양한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다  것으로 상

된다. 그 가운데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에 한 논의는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 자가 개

입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일컫

는데 ‘도로 의 슈퍼카’ 라고 불릴 만큼 여러 가지 기능

이 탑재되어 신 인 트 드를 주도할 것이라 상된

다. 구체 으로는 스마트폰 보다 1000배 많은 반도체 

칩을 기본 으로 장착한 상태에서 인공지능과 클라우

드 사물인터넷의 기술까지 융합되어 용될 천후 스

마트카의 탄생이 고되고 있다[1]. 이에 해 문가들

은 세상을 달리는 자동차의 기술의 발 이 이미 측하

기 어려운 수 에 도달했고 이로 인해 자동차가 다니는 

모든 곳의 주행 환경 한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주장

했다. 무인자동차라는 가정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의 경우 매우 신성이 높은 고 여도 제품이기 때문에 

비수용자의 항도 있겠지만 이제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은 시간문제라는 입장인 것이다[2].

이러한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자율주행차란 명칭이 

에게 그다지 친숙한 용어는 아니다. 그 기 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에 한 논의는 시기상조로 인식될 수

도 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  미디어 반 인 산업

측면에서 명이라고 논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는 

기계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측면에서 련 기

술 선 을 한 경쟁이 치열하여 이미 다수의 업체가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3]. 무엇보다 완

‘자율주행자동차’에 해서는  세계 으로 연구  개

발이 매우 활발한 시 이기 때문에 국가 ·사회 ·개인

 측면에서도 필히 주목할만한 신기술이라는 것을 부

정하기 어렵다. 

기술의 발달은 사람들로 하여  새로운 기술수용에 

한 두려움을 차 어들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

서 신 인 제품이 생산될 때 마다 시 의 변화에 발

맞추어 직·간  경험이 쉽게 가능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와 련해 혹자의 경우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주변에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기술 가운데 단지 하

나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측하는 경우도 있다. 그

러나 자율주행 자동차야말로 재 사회 시스템의 구조

를 획기 으로 바꾸는 단 가 될 수 있다[4]. 왜냐하면 

아주 작은 기술도 인류에게 편리함을 주는데 알아서 스

스로 운 이 가능한 인공지능 자동차가 주는 이 을 단

순히 기술  측면에서 놀라운 상으로만 보기엔 사회

 력이 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

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미시 · 거시

 으로 이러한 신의 변화를 인류가 수용해야 하

는 시기가 더욱 빨라지고 있음을 상징 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물론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기 해서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먼  가

격 인 문제를 비롯해서 련 법제도 인 비와 도로

시스템 정비 등 쉽지 않은 복잡한 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종 과 김정임은[5] 자율주행자동차와 

련된 법  문제에서 특히 사고책임의 불명확성  정보 

보안성 그리고 라이버시 침해성, 운행 련 법령 등의 

문제를 심층 으로 살핀 바 있다. 왜냐하면 업계에서 

측한 로 2020년부터 본격 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시

가 도래할 것이라고 본다면 차후 2050년까지는 차

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유율이 확 될 수 있어 재 

도로 의 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로 거의 다 체되

는 것에 한 논의는 매우 실 인 쟁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

리 삶에 가져올 변화를 측하는 에서 확장된 기술

수용모델(TAM2)을 용하 을 때 자율주행자동차에 

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살피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해 신기술의 

수용요인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기술수용모델[6]에 선

행연구에서 근거한 개인  변인들을 추가하여 TAM2

의 이론을 용, 연구모델  가설을 설정한 연구를 실

행키로 했다[7]. 먼  운 자가 갖고 있는 주  규범

과 이미지를 사회  성향의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자

동차 기술 수용과 련하여 얼리어답터 성향의 요인들

을 신성의 변인  지각된 험과 운 능력이 인지된 

유용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피고 마찬가지



자율주행자동차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 83

로 지각된 험과 자동차 유희성이 인지된 용이성에 어

떠한 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나아가 이들 

변인이 각각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은 어떠하며 마지

막으로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 그리고 구매의도간의 

향 계를 심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했다. 무엇보

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 산업분야에서도 요하지

만 미래 미디어 련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

기 때문에 다각 인 구도로 본 기술에 한 수용의지 

 인식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단하 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이나 시스템 련 연

구는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이를 구매의도

와 연결하여 살핀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일반인에게 낯선 자율주행자동차가 서서히 에게 

소개되고 매되기 이 에 수용자들의 구매의도를 살

펴보는 것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하겠다. 나아가 본 

연구는 운 자들의 운 능력 등의 변인과 자율주행자

동차의 구매의도 간의 향 계를 미리 측하고 살피

는데 매우 유용한 연구가 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확장된 기술수용모델과 자율주행자동차

기존의 기술수용모델(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기술에 한 태도와 이용행 까지의 의도의 

련성을 악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

기 한 방법론이었다[6]. TAM은 피시바인과 아젠

(Fishbein and Ajzen)의 합리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을 기본으로 한 이론이다

[8]. 이는 어떠한 태도를 보일 때 신념이나 의도  행동

이라는 인지  구성개념들이 총합 으로 구 된 것을 

일컫는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을 강조한 TAM의 경우 

사용 행동  측면과 주변 환경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

다는 비 을 받게 되었고 이를 보완한 측면에서 기술수

용모형의 확장모델인 TAM2가 벤카테쉬(Venkatesh)

에 의해 제안되었다[9]. 이 게 TAM2를 활용한 선행연

구는 기술의 수용에 있어 다양한 분야에 용된 바 있

다. 

련 선행연구에서는 기 기술수용모형의 기본 변

수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편의  지각된 즐거

움, 주  규범  경제성의 변인을 사용하여 온라인 

학습의 사용의도에 해 설명했다. 분석 결과 지각된 

즐거움을 제외하고 모두 사용의도에 직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와 유사하게 이재신과 이

민 [11]의 지상  DMB 휴 폰의 수용에 향을 미치

는 요인들에 한 선행연구도 있었다. 이 듯 새로운 

기술의 수용에 있어서 기존의 TAM의 요소 외에도 사

회  향요소가 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의 근거

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특이 이 발견되었다. TAM2

가 조직  단체에 도입되는 기술을 염두하고 개발된 

모델이기 때문에 개인사용이 목 인 기술과는 이용 환

경뿐만 아니라 기술의 이용 목 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연구결과에 향

을 미칠 수 있음을 미리 측해 볼 수 있다.

이 듯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의 용은 좀 더 다각

인 측면에서 기술수용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독립

변수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

행연구의 변인들을 활용해 볼 수 있어 연구의 방향성을 

보다 많이 고려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다. 기술의 수용은 새로운 기술의 확산  측면에서 선

행이 되어야만 하는 조건이다. 그러므로 기술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내고 이해하는 것은 기술

이 성공 으로 확산되는데 도움을  수 있는 매우 

요한 방법인 것이다[12]. 이는 기술수용모델이 처음 소

개된 이후 지속 인 수정과 보완을 통해 꾸 히 다양한 

모델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발 한 것을 보았을 때에도 

주요한 논의이다[13]. 이러한 측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의 연구를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연구에 용하고자 하

는 것 한 기존의 유사한 연구들을 확장해서 보고자 

하는 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 자체의 직  이용은 개인이 하지만 이는 조

직 인 혹은 사회 인 부분에서도 매우 요하게 논의

되고 심을 받고 있는 산업분야의 하나이기 때문에 

TAM2의 다양한 요소들을 용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율주행자동차란 궁극 으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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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가지는지 이론  논의를 확장해 볼 필요가 제시

되었다.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의 자동차 시장

은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도 않을 것이고 

무조건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해답이 아니다. 다만 요

한 사실은 지  이 순간에도 애 과 구 , 그리고 벤츠, 

토요타, BMW, 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의 결이 

이미 시작되었고 치열하게 경쟁 에 있다는 것이다

[14]. 제작 시스템의 경우는 지 의 새롭게 출시되는 자

동차들도 이 에 비하면 굉장한 속도로 발 하고 있는

데 이러한 기술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기 발  과정으

로 설명이 가능하다.

일반 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  정의는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험을 단하여 운 자 

주행조작을 최소화하고, 목 지까지 주행경로를 스스

로 계획해 안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이다[15]. 즉 운

자는 어디로 갈 것인지의 방향설정만 해주면 자동차

가 알아서 목 지까지 데려다  것이며 그 사이 시간

은 개인 시간으로 활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말로는 

매우 간단하고 쉽게 느껴지지만 앞서 서론에서 언 했

던 바와 같이 이러한 기술이 실제로 구 되기 해서는 

소 트웨어, 하드웨어 인 요소만이 요한 것이 아니

다. 주변  상황과 제반  시설 등 체크해야 할 일들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의 성

향이나 인식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용이하게 인식

하고 유용하다고 단하거나 구매의도를 갖고자 하는 

것에는 개개인들의 반응 차이가 클 수 있다.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은 기술의 수 과 별

개로 단계별로 진화한다. 미국도로안  교통국 

NHTSA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련해서 다섯 단계의 자

동화 벨을 정리하여 발표하 다. 그 내용은 벨 0의 

단계에서 벨4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자동화

벨을 5단계로 분류한 것이다. 운 자가 모든 것을 조작

하는 벨 0단계와 벨 1단계는 기본 인 자동화 시스

템을 갖추고 있고 그 형태가 재 자동차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면, 벨 2단계부터 벨 3단계는 자율

주행자동차의 조합기능단계와 제한된 자율주행단계로

서 운 자가 통제권을 제한 으로 갖고. 이러한 단계의 

자동차는 그 수는 미미하지만 이미 주행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완  자율주행자동차의 단계인 벨 4단계

의 자동차는 자동차가 모든 안 시스템을 통제하는 자

율주행자동차 혹은 무인자동차로 그 내용을 분류한 것

이다[14].

본 연구에서는 의 벨에서 벨 3단계 이상의 자

동차에 한 운 자의 구매의도를 살피고자 하 다. 이

와 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한 소

비자 선호도와 교통계획 등을 한 내용을 살핀 내용이 

있었다[16]. 이러한 흐름 로라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 사회에 거시 인 변화를 가져다  것이 분명하

다. 하지만 시장도입 시기나 그 향 정도에 따라 상황

이 달라질 것이며 재 소비자들의 반응이 체로 불확

실하기 때문에 이를 ·장기 으로 교통계획에 반 하

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정책 인 응책이 

마련되기 해서는 공공의 능동  역할이 매우 철 하

게 비되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이다. 더욱이 

재 모든 도로 규제나 련 체계는 인간이 운 한다는 

기 에 맞춰서 갖춰져 있다. 그러므로 만약, 인공지능 

혹은 기계만이 이러한 도로 규칙을 인지하고 정상 인 

운행을 하기 해서는 미해결 과제가 지 않다. 즉 인

간이 아닌 자동차가 운 을 하게 돕기 해서는 각종 

도로교통법과 법규의 개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국제

 표 화도 시 한 것이 지 의 실이다[17]. 이에 따

라 미래 구매 정자가 될 수 있는 운 자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이에 한 구매의도는 

어떠한지 몇 가지 측 변인을 설정하여 미리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의 

변인 가운데 일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자각하는 자신의 운 능력에 한 잠재변수를 

추가했다. 기술수용모델(TAM)은 인간이 새로운 정보

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향이 무엇인지

를 규명하는 것이 주요한 목 이다[18]. 따라서 자율주

행자동차와 련된 연구를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에 

용하고자 했을 때 개인의 운 능력 변수는 기술수용모

델의 근거가 되는 합리  행동이론을 확인할 수 있는 

선행변수로서 하다고 단되어 이를 추가로 설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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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자동차와 기술수용 변인

2.1 사회적 영향

기술사용에 이르기까지의 개인의 단  구매에 

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는 그 기술에 한 개인의 주

 단을 포함하여 개인의 일상 인 주변 환경으로

부터 받는 사회  향(Social influence)을 요하게 살

필 수 있다. 사회  향이란 우리가 속한 사회  계 

속에서 서로 간의 행 에 의해 향을 얼마만큼 미치는

지에 한 정도를 일컫는다. 즉 주변인들로부터 특정행

동을 수행하도록 개인이 받게 되는 지각된 압력 혹은 

압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의 향력은 특정제품

이나 기술 혹은 스스로 하는 활동의 가치  측면에 

한 지각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  압력이

나 무언의 압박은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수용하는데 있

어서는 매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19-21]. 살란식

과 페퍼(Salancik & Pfeffer)는 한 개인이 어떤 태도를 

갖게 될 때까지 주변인들의 행동이나 의견  그들이 

가진 정보에 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징  구조를 

사회정보처리모델(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로 설명한 바 있다[22]. 모든 사람들에겐 각각 속해 있

는 집단이 있고 이 집단 안에서 만나고 계를 형성하

게 되어있어 각각의 개인이 주변인들과 주고받는 향

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TAM2의 가장 큰 

특징가운데 하나가 사회  향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주  규범(subjective norm)과 이미지(image)라는 두 

개념은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살펴 야 할 변수임이 분

명하다[7].

주  규범은 자신의 기 에서 소 하다고 생각하

는 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한 지각을 말한다. 즉 

구매행 를 하는 행 자 주변에서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요한 인물들이 한 사안에 해 어떻게 인지하

고 생각하는지가 행 자 주체에게 큰 향을 다고 믿

는 것이다[23]. 즉 행 자의 친한 지인이 어떤 물건에 

해 정 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행 자도 그 물건에 

해 정  태도를 갖게 되고 구매에도 이를 수 있다

는 가설을 의미한다. 

주  규범 다음으로 요하게 논의되는 것은 이미

지 변수이다. 이미지 한 주변의 인식을 가장 크게 염

두한 개념의 하나인데 무어와 벤바삿(Moore & Benbasat)

은 어떠한 신이나 개 을 수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 그 사회 내에서 개인의 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의미와 유사하게 사회  향의 이미지를 정의

했다[24]. 즉 한 집단이나 사회에 도입된 신기술을 채택

하는 행  자체만으로도 개인이 속한 거 집단 내에서

의 자신의 이미지를 정 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기술에 한 유용성에 

한 인식이 좋아지면 기술사용을 하는 개인에 한 이

미지 강화는 그 집단에서 개인의 권력이 상승하거나 자

신의 가치를 포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끔 해주는 

작용을 한다[25]. 

2000년  들어서 세계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자동차 강 국인 북미나 유럽의 비 은 약화되

고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국의 자동차 산업 성장이 

두드러졌던 것에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를 심으

로 한국소비자와 국 소비자를 비교한 한 연구에서 한

국 소비자들은 특정 국내 랜드의 몇 가지 종류의 자

동차, 특히 형 승용차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난 결과를 주목해 볼 수 있다[26]. 이는 자동차에 

해서 한국인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소득수 이 

향상되고 다양한 자동차의 선택권이 늘어나면서 더욱 

더 이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개인의 기

술 수용  측면에서 주변 환경  요인이나 인식 한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율

주행자동차의 구매의도와 주  규범  이미지인 사

회  향의 변수는 매우 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 

단하고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H 1-1. 사회  향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지된 유

용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H 1-2. 사회  향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매의도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2 혁신성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진 

이들이 있다. 이들의 특징은 새로운 IT기술에 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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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마니아  행태를 보인다. 이

것을 신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한 로 자신들의 욕

구 로 상품을 구매하길 원하고 새로운 것에 열 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인 얼리어답터

(earlyadopter)들의 태도도 마니아  행태와 유사한 맥

락을 보인다. 비록 이들은 소수일 수 있으나 최근 인터

넷의 발달  커뮤니티의 증가, 그리고 새로운 IT제품

이 빠르게 생산되는 요즘의 시 에 미치는 향력은 상

당하다[27]. 이들의 특징은 매체이용 정도가 높은 편에 

속하며 비교  고학력이거나 소득수 이 높은 편에 있

다고 밝 진 바 있다[28][29]. 특히 매체이용 정도가 높

다는 것은 제품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로에 심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인터넷 이용이 좀 더 잦을 수 있고 그 안에서의 커

뮤니티 활동력도 활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

해 좀 더 다양한 매체로 신기술 혹은 신제품에 한 정

보를 습득하는 것이다. 

아가르왈과 라사드(Agrwal & Prasad)에 따르면 

인터넷 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신성을 가진 이들의 

역할은 매우 컸다. 가령 출시 기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들이 구매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제품이 향

후 시장 거래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증명

다[30]. 그 이유로는 이들이 어떠한 제품에 해 조기

에 정보를 입수한 상태에서 상품을 사용해 본 후의 소

감을 다양한 의견으로 제시하고 리뷰를 함으로써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해왔기 때문이다. 

그 다고 해서 이들이 매 순간 트 드에 부합하고자 새

로운 신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선호하거나 

이를 구매해서 과시하거나 소유하기만을 즐기는 것은 

아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를 좋아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제품에 한 

구매 행동이 다른 이들보다 조  더 빠른 편인 것이다

[31]. 만약에 자신들이 구매한 제품에 한 만족도가 높

지 않을 때에는 리뷰를 남기거나 제품에 한 정보를 

달할 때 극 인 행보를 보이기 어렵다. 따라서 

신 인 기술의 선호자들은 보다 극 인 수용자라고 

해석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다. 

소비자는 신(Innovation)  신제품을 구입하고 이

를 수용하는 과정보다 먼  제품에 한 지식(Knowledge)

을 수집하길 원하며 그 제품 자체에 한 가치를 알아

보기 해 노력하는 과정에 스스로 설득(Persuasion)을 

당한다[32]. 따라서 마지막에 구매를 하겠다는 결정

(Decision)인 구입의사 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사결정이 있고 난 후에는 실제로 그 

제품을 사용하는 실행(Implementation)의 단계와 사용

지속  사용 지를 결정하는 확정(Confirmation)의 단

계로 이어지는데 이를 해 가장 요한 것이 앞의 의

사결정 시기인 것이다. 따라서 얼리어답터의 경우는 

신제품의 수용과 거부에 한 의사가 정확하고 신속하

게 이루어지고 이에 한 분석 한 빠른 편에 속한다

고 볼 수 있다. 그 다면 이러한 신  성향을 가진 사

람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살펴 볼 필요가 제기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H 2-1 개인의 신 성향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지

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H 2-2 개인의 신 성향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매

의도에 정 인 향을  것이다.

2.3 지각된 위험

지각된 험(perceived risks)이란 소비자가 어떠한 

상품을 선택한 후에 그 결과에 한 불확실성을 스스로 

지각하는 심리  과정에서의 험 인식이라고 바우어

(Bauer)는 정의하고 있다[33]. 그는 소비자 행동 연구 

분야에서 지각된 험의 개념을 최 로 연구한 사람으

로 지각된 험이 객 이면서 확률 인 험과는 

히 구별되는 지극히 주 인 개념으로 야함을 주

장했다[34]. 이와 유사하게  지각된 험을 다시 사회  

험, 심리  험, 그리고 경험 , 기술 , 시간  험

의 다섯가지로 분류한 경우도 있다[35]. 지각된 험을 

손실의 에서 피력하고 분류한 커닝함(Cunningham)[36]

은 이를 다시 재무  손실과 신체  손실 그리고 불편

함과 시산상실  사회 심리  손실로 나  바 있다. 즉 

어떠한 구매행 나 미디어 이용행 를 함에 있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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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는 어느 정도 험인식을 할 수밖에 없으며 구매 

제품이나 미디어 이용 상품에 따라 그 속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각된 험과 련된 선행연구에는 소비자 

신성이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지각된 

험의 매개효과로 살핀 연구가 있었다[37]. 이 연구에

서는 분석 결과 인지  신성이 지각된 험을 매개하

여 스마트폰 신제품 구매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험의 변수는 구매의

도에 정  향을 미치기에는 인식 자체가 부정 인 감

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정  향을 미치기에는 무리

가 있음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

사하게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매의도를 분석해 보고자 

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 다. 

H 3-1 자율주행 자동차의 지각된 험은 인지된 유

용성에 부정 인 향을  것이다. 

H 3-2 자율주행자동차의 지각된 험은 자율주행 자

동차의 구매의도에 부정 인 향을  것이다. 

2.4 개인의 운전능력

운 을 함에 있어 많은 운 자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정한 습 이 패턴화 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게 된다. 최근 약 1331명의 운 면허 보유자에게 실시

한 교통안 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운   휴 화 통화가 험하다는 것을 인지

하고는 있지만 운   통화 등의 행 를 일상 으로 

한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문자나 이메일 송을 한

다고 응답한 경우가 47% 으며 휴 화 게임이나 뉴

스 읽기 등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3%에 이르 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  경험을 묻는 질문의 경우 체 

응답자의 약 14%에 이르는 응답자가 음주운 을 했다

는 응답을 했다[38]. 이러한 설문결과는 체로 국내의 

많은 운 자들이 운 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산만한 행 를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운 행동습

에 있어서의 문제 으로 논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 다면 운 자 행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정의는 운 자가 운  시에 다양한 교통상황에 응

하면서 무수히 많은 변수를 하게 되고 이에 익숙해지

거나 응하면서 지속 인 선택과 결정을 반복하게 되

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39]. 특히 나이가 많은 운

자일수록 신체기능의 하를 겪게 되고 이것이 운

행동에도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의 깊

게 운 을 시도하는 고령운 자라 하더라도 매 순간 갑

작스런 상황에 처 능력이 떨어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듯 우리는 운 을 하면서 사고라는 

험을 늘 인지하고 있거나 혹은 무의식 으로 부주의

한 상태에서 운 을 하고 있음을 지각하게 된다. 

이 듯 운 행동과 련한 연구 가운데 보운 자

나 고령운 자의 운 행동  운 능력에 해 살핀 연

구가 주를 이뤘다. 그 가운데 한 연구에 의하면 보운

자들의 운 행동은 운 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다

는 특성으로 인해서 운 자 스스로 자각하는 운  확신

감의 변인이 운 행동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 된다

[40]. 보운 자는 자신의 특정 운 행동을 확신하게 

되기까지 그가 경험한 운  경험과의 상 계가 높게 

나타나는 구조를 갖는다. 그런데 성공 인 운  경험이 

다른 유사한 상황의 운 에 확신을 갖게 하고 과도한 

자신감을 심어주게 만들기 때문에 사고의 험에 노출

된다[41].  다른 선행연구에 의하면 29세 이하 운 자

들 가운데 특히 과속운 을 더 많이 하는 운 자들의 

경우 그 지 않은 운 자들에 비해 스스로 평가하는 운

확신수 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0]. 즉 과속

운 을 하면서도 자신의 운  실력을 과 평가하고 과

시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운 을 하

면서 다른 행 를 하는 운 자들은 운 을 하고 있는 

동안 자신이 모든 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앞서 논의된 선행연구

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운 자들이 각각 

다르게 인식하는 개인의 운 능력이 인지된 용이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H 4. 개인의 운 능력은 인지된 용이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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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동차 유희성

자동차 유희성(Playfulness)이란 개념이 정확하게 정

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제품들

과 련한 구매의도의 변수에서 유희성의 변수를 자동

차 이용과 련된 변인으로 본 연구에 용해 보았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인터넷 이용과 련된 부

분에서도 인터넷 자체가 업무 용도로 이용될 뿐 아니라 

개인의 여가 활용 등을 목 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즐

거움’이라는 변수에 주목할 이유가 제시된 바 있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동차 운 을 하는 과정

에서 자동차를 하는 태도와 이용하는 방식 등에서 유

희성의 변수가 매우 유용하게 용 가능하다고 단했

다. 이러한 유희성과 신제품과의 계를 살핀 연구에

는 스마트폰 특성이 지속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유희성의 조 효과를 살펴본 내용이 있었다. 분석 결과 

스마트폰의 주요 특성 가운데 편리성  디자인 속성이 

유희성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

께 지속  구매의도에도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42]. 태블릿 PC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요

인 가운데 이용 경험의 유희성을 일부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유희성이 태블릿 PC 이용의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을 밝 낸 것도 있었다[43].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흥미 

혹은 재미, 만족감 정도로 자동차 유희성을 정의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기술의 채택과 련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희성이 정 인 향을 주고 있음이 밝 졌

기 때문이다[44]. 벤카테쉬는 무엇보다 기술수용모델 

연구에서의 유희성 분석 결과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은 기술 채택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즐거운 요

인이 있어야 그 기술이 상 으로 좀 더 쉽게 이용 가

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45]. 유사한 측면

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해서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유희  측면이 강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한 구매 의도에 정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고 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 5. 자동차 유희성은 인지된 용이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2.6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 및 구매의도

기술수용모델에 있어서 수용자가 갖는 기술에 한 

태도와 사용의도 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지된 유

용성(perceived usefulness)와 인지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이다. 자율주행자동차와 련된 인지된 유

용성은 자신이 특정 기술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과정

에서 스스로의 신기술 이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일컫는다. 그리고 인지된 용이성은 자율주행자

동차와 련된 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쉽다고 인지하

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종합하면 새로운 기술에 한 

활용능력과 활용의 난이도에 한 개인의 생각을 말한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신

기술이 용된 상품을 구매하는데 어떤 향을 미치는

지 알 수 있는 척도의 역할을 돕는 것이다[6].

다음으로 구매의도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구매의

도라 함은 소비자의 주  심리가 반 된 생각이 직

인 구매의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의도를 일컫는다. 

소비를 할 때 어떤 상에 해 각 개인의 특정 태도가 

형성이 되며 이것이 구매를 해야겠다는 미래행동으로 

발 되는 것이다. 즉 구매의도는 한 개인의 제품 구매

에 한 의지  신념을 의미한다[46-48]. 가령 새로운 

신제품을 소개 받았을 때 수용자의 입장에서 그것에 

한 심의 높고 낮음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높은 

심을 보일 때 이를 구매하기 한 신념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구매행동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실제 인 로 스마트폰 시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제 스마트폰의 기능  측면과 함께 디자

인에 한 가치를 각자 매길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 이

에 따라 소비자가 스마트폰 구입을 결정함에 있어 개인

이 요시하는 특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무조건 고가라고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불할 만한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이 생각한 가격과 조

율이 가능할 때 스마트폰을 구매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37]. 물론 이는 스마트폰 시장이 생긴지 벌써 수년이 

지나고 스마트폰 자체에 한 다양성을 수용자 스스로 

인식하는 단계이기 떄문에 가능한 논의일 수 있다. 확

장된 기술수용모델과 구매의도의 계를 분석한 다른 

연구로는 인터넷 여행상품과 련된 연구와 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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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술수용모델에 용하여 구매의도까지를 분석하고

자 했던 연구 등 최근에는 자기기제품보다는 고나 

랜드 온라인 상품 등을 상으로 한 연구가 늘고 있

다[49][50]. 박윤주와 윤성 [51]은 온라인 쇼핑에 있어

서 SNS 속성이 사용자 만족과 신뢰  구매의도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활용하

여 살폈고 그 결과 SNS신뢰와 사용자 만족감이 구매의

도에 유의미한 향을 주고 있음을 밝 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용하여 자율

주행자동차의 구매의도를 미리 측하고 악해 보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이를 해 앞의 이론  배경에서 

사회  향과 신  성향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따라서 앞의 가설에서 추가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 6-1. 자율주행자동차의 인지된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H 6-2. 자율주행자동차의 인지된 유용성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매의도에 정  향을 미칠 것

이다.

H 6-3. 자율주행자동차의 인지된 용이성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매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7 연구모형

그림 1. TAM2를 이용한 자율주행자동차 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의 구조방정식 연구모형

앞에서 설정한 가설의 모형을 의 [그림 1]과 같이 

정리하 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설계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논의들을 검증하기 하

여 기존의 선행연구를 본 연구에 용한 표본들을 심

으로 랜덤형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구체 인 설

문 배포와 회수 기간은 2017년 7월 17일부터 8월 20일

까지의 기간동안 이루어졌다. 먼 ,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자동차 운 을 할 수 있는 사람

으로 설문의 1차 과정에서 선별하 으며 이를 해 세 

곳의 특정 회사원들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설

문방법은 SNS를 이용하여 구  설문양식을 배포하

으며 설문지에는 운  유무와 자율주행 자동차에 한 

기 인 설명과 정의  기술개발단계를 첨부하여 설

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왔다. 

체 설문배포는 150명에게 이루어졌으나 총 회수된 

설문자료는 130부 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한 답변을 

했거나 자율주행자동차에 한 이해가 부족해 더 이상 

설문을 하기 어려워 설문이 진행되지 못한 자료를 제외

한 나머지 117부의 응답결과를 심으로 분석을 실시

하 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개념들에 한 조

작  정의를 정리하고 모든 항목에 해 리커트(Likert) 

5  척도를 용하여 (1:  그 지 않다, 2: 그 지 

않다. 3: 보통이다, 4:그 다, 5: 매우 그 다)로 설문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자료 수집 이후 선행변인과 인

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간의 향 계  구매

의도 간의 향 계를 악하기 해 구조방정식모형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용하여 분

석을 실시하 다. 

2. 조작적 정의 

2.1 사회적 영향

사회  향의 측정항목은 주  규범 측정항목 4개

와 이미지 측정항목 4개를 포함하 다. 먼  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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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 측정항목은 무어와 벤바삿(Moore & Benbasat0[20]

이 사용한 4개의 항목을 이재신과 이민 [7]의 연구에

서 수정하여 용한 설문내용을 본 연구에 맞게 다시 

수정하여 측정하고자 하 다. 구체  측정 항목의 내용

으로 다음(나의 친한 사람들은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나에게 요한 사람들

은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

이다/나에게 향을 주는 사람들은 내가 자율주행 자동

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의 네 가지 항목

을 리커트 5  척도를 용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미지에 한 척도이다. 이미지란 기술의 

사용을 하는 것이 개인의 사회  지 를 높이는데 기여

할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 척도는 무어

와 벤바삿(Moore & Benbasat)[20]의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을 이재신과 이민 [7]의 연구에서 수정하여 용

한 설문내용을 본 연구에 맞게 다시 수정하여 용하

다. 구체 인 항목은 다음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게 됨

으로써 나의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내가 자율주행 자

동차를 타면 주변에서 나를 필요한 사람으로 느낄 것이

다/내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게 됨으로써 나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의 네 가지 항목을 심

으로 측정하 다. 

2.2 혁신성

신성은 제품의 수용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빠른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한 측정방법은 

골드스미스와 호 아커(Goldsmith & Hofacker)가 측

정한 항목들은 본 연구에 용하고자 하 다[52]. 구체

 설문 내용은 다음(나는 주변 사람들에 비해 새로운 

제품을 가장 일  구입하는 편이다/나는 새로운 제품이 

시 에 나왔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바로 구입하려 갈 정

도로 신제품에 심이 많다/나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

을 때 새로운 자기기제품이 많은 편이다/나는 신제품

에 한 정보를 몰라도 주로 신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 보다 신제품에 한 정보를 먼  얻

는 편이다)의 순서로 측정하 다.

2.3 지각된 위험

지각된 험에 사용한 척도는 불확실성 회피성향의 

내용과 험지각과 련되어 사용된 척도들 가운데 몇 

가지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측정하 다

[34][53]. 그러므로 지각된 험과 련된 측정항목의 

구체  설문은 다음(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스템은 안

할 것 같다/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스템은 험할 것 같

지 않다/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스템은 완 할 

것 같다)의 네 가지 질문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이 가운데 세 개의 문항은 역코딩을 실시하고자 하

으며 나머지 문항은 역코딩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질

문을 바꿔서 측정하 다. 지각된 험의 인식에 한 

수가 낮을수록 지각된 험인식 자체가 높은 것인데 

정  질문의 의미로 세 가지 질문을 설정하 기 때문

에 이를 역코딩하여 네 가지 측정항목의 수를 맞추도

록 변경하여 코딩하 다.

2.4 운전능력

운 행동 련하여서는 리즌 외(Reason et al.,)가 개

발하고[54], 커 외(Parker et al.,)가 수정하여 작성한 

DBQ(Driver Behavior Questionnaire)[55]를 박선진과 

이순철  김종희와 김인석[56]이 번역한 설문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용하여 구성하 다. (나는 장시간 운

을 해도 무리가 없다/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운

을 잘하는 것 같다/나는 운  시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한 처능력이 뛰어난 편이다/나는 고속도로 운 이 

어렵지 않다/나는 밤운 이 어렵지 않다/나는 비나 

이 와도 운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의 총 8개의 

항목을 심으로 측정을 실시하 다. 

2.5 자동차 유희성

자동차 유희성은 벤카테쉬(Venkatesh)[9][45]에 의해 

개발된 4개의 컴퓨터 련 유희성에 한 문항들을 본 

연구에 맞게 히 수정하여 측정하 다. 구체  항목

의 내용으로는 (나는 자동차를 자발 으로 이용한다/나

는 자동차를 나만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편이다/나는 자

동차를 즐겁게 이용하는 편이다/나는 자동차를 융통성

있게 이용한다)의 네 가지 항목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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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지된 유용성

자율주행자동차에 한 인지된 유용성의 척도는 벤

카테쉬와 데이비스(Venkatesh &Davis)의 연구에서 사

용된 4개의 측정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용

하 다[9][45]. 구체  항목의 내용은 다음 (자율주행자

동차의 이용은 나의 자동차 이용능력을 향상시켜  것

이다/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은 나의 자동차 이용을 효

율 으로 만들어  것이다/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은 

나의 자동차 이용을 편리하게 만들어  것이다/자율주

행자동차의 이용은 반 으로 나에게 유용할 것이다)

의 항목으로 측정하 다.  

2.7 인지된 용이성

자율주행자동차에 한 인지된 용이성의 척도는 벤

카테쉬와 데이비스(Venkatesh & Davis)에서 사용된 4

개의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 으나

[9][45], 한 신뢰도가 나온 항목을 이용하기 해 

다음(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용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나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사용하는데 쉽게 

능숙해질 것 같다/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용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의 항목으로 측정하 다.

2.8 구매의도

구매의도의 측정 문항으로는 (나는 가까운 미래에 자

율주행 자동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나는 가까운 미래

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나

는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자동차를 구매하고 싶다/나

는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을 하

고 있다)의 항목을 심으로 측정하 다. 

Ⅳ. 연구 결과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 특성 가운데 성별 

빈도는 체 117명 가운데 남성이 79명(67.5%)이고, 여

성은 38명(32.5%)이었다(평균=1.32, 표 편차=.470). 연

령 별 빈도는 20 가 9명(7.7%)이었으며, 30 는 50명

(42.7%)이었다. 40 는 56명(47.9%)으로 가장 많았고 

50 는 2명(1.7%)으로 나타났다(평균=.24, 표 편차

=.66). 응답자들의 직업의 특성은 회사원이 67명(57.3%)

이었으며, 주부가 16명(13.7%), 공무원이 12명(10.3%)

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9

명(7.7%)이었으며 문직이 4명(3.4%)이었다. 이러한 

분포를 보인 이유는 설문 응답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

인을 심으로 선택한 요인에 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기혼자는 92명으로 78.6%의 비율을 보

고 미혼이 22명으로 18.8%, 비혼이 2명인 1.7% 등으로 

나타났다. 

2. 응답자의 자동차 이용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자동차 이용 특성을 살

펴보았다. 이와 련하여 재 자동차를 이용하는 횟수

와 반자율주행 자동차 이용 경험  자동차 이용 목

과 개인이 운행할 목 으로 두  이상 자동차를 소유

하고 싶은가의 여부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운 을 안 하는 시간에 어떤 행 를 할지에 한 질문

을 제시하 다. 먼  자동차 이용 목 의 질문에 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일상  이용 목 이 57명

으로 48.7%의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출퇴근용이

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수가 51명이었으며 43.6%의 비

율을 보 다. 나머지 5명은 업 등 직업 련 이용 목

이라고 4.3%의 비율로 응답이 나타났으며 기타가 4명

으로 3.4%의 비율을 보 다. 다음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를 만약에 이용하게 된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이

냐는 질문에 해서는 45명(38.5%)이 휴식을 취하겠다

고 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 고 다음으로 스마트

폰 이용이 44명(37.6%), 수면을 취하겠다는 응답자가 

12명(10.3%), 일을 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9명

(7.7%), 기타 7명(6%)의 순서를 보 다. 

여건이 된다면 개인이 운행할 목 으로 차량을 두  

이상 구입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체 응답자의 67

명, 즉 57.3%가 ‘그 다’라는 응답을 하 으며 나머지 

50명(42.7%)은 ‘아니오’라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반자율주행자동차 운 경험에 해서는 9명(7.7%)

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고 나머지는 반자율주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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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 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었다. 

3. 연구가설의 구조모형 검증

3.1 분석 방법 및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해 연구가설

에 합하게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구조방정식모형이란 변수들 간의 인과

계  상 계를 검증하기에 합한 통계  기법을 말

한다. 분석과정에서 다수의 독립변수(외생변수)와 다수

의 종속변수(내생변수)간의 계를 악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종속변수들 간의 인과 계도 추정할 수 있

어 다소 복잡한 인과모델 분석이 용이한 것이다[57].

이에 따라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에 용된 인지된 유

용성  용이성, 그리고 구매의도 요인을 포함하여 선

행연구를 토 로 이루어진 체 항목 24개의 변인을 갖

고 확인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aysis)

을 실시하 다. 확인  요인분석 방법은 어느 측정변수

가 어떤 요인에 부하될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제

시한 다양한 모형들에 한 통계  비교평가가 가능하

여 최 의 모델을 구할 수 있다는 특징도 포함한다. 이

를 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필요로 한다. 먼 , 타당도

는 하나의 잠재요인을 측정하기 해 두 개 이상의 측

정변수 체 항목들의 상 계 정도를 말하는 집 타

당도와 하나의 잠재요인이 다른 잠재요인들과 어떤 차

이를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별타당도 등을 기 으

로 평가된다[58-61]. 그러므로 측정변수 간의 집 타당

도와 별타당도를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살피는 것은 

매우 요하다.

다음으로 앞서 확인  요인분석의 결과 인지된 유용

성과 용이성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구매의도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 본 연구의 측정 문항들

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해 크론바흐 알 (Cronbach’s 

Alpha)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아래의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측정변인에 한 신뢰도는 .73

에서 .93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각각 하나의 단일 변인

으로 사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측정변인 문항 수(개) 신뢰도
사회적 영향 7 .93

혁신성 5 .91

운전능력 6 .84

자동차 유희성 4 .85

지각된 위험 4 .73

인지된 유용성 4 .94

인지된 용이성 3 .79

구매의도 4 .96

표 1. 측정 변인의 신뢰도

3.2 측정요인들의 집중타당도

앞서 확인  요인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집 타당도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의 내용과 같다. 본 분석

에서 사용된 각 측정문항은 크게 8개의 항목 내의 총 37

개의 모든 문항이 표 화계수 0.5 이상, AVE(분산추출

지수) 한 모든 문항이 0.5 이상을 보 다. 마지막으로 

개념신뢰도 한 0.7이상을 모든 항목이 충족하여 본 

연구의 측정항목으로 사용하기에 합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3.3 측정요인 간 판별타당도

본 분석에 있어서 잠재요인들 사이의 별타당도를 

검증해 보기 해 자율주행자동차의 확장된 기술수용

모델의 측정문항으로 설정한 8개의 잠재요인에 한 

상 계의 제곱값과 AVE값을 다음의 [표 3]과 같이 

확인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모든 잠재요인의 AVE값이 상 계 제곱

값 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잠재요인 간 

별타당도는 정 기 에 부합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

다. 구조방정식의 합도(Model fit)는 다양한 합도 

지수 가운데 χ2, RMSEA, TLI(NNFI), CFI, GFI의 네 

가지 합도 지수를 심으로 모형의 합도 단이 가

능하다. 따라서 본 구조모형의 합도를 추정한 결과로 

χ2=950.925(d.f=599, p<.001)으로 일반  기 에 따르면 

p값이 0.05보다 커야 하지만  다른 기 으로 자유도

(df)로 나  카이제곱값의 결과를 보면 χ2/d.f=1.588의 

값을 보이고 있고 이 값이 1과 3사이의 값을 가지므로 

이 결과값의 수 은 수용 가능한 차원임을 알 수 있다

[62]. 다음으로 본 연구의 RMSEA=0.07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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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stimate S.E. C.R. 표 화계수 AVE
개념
신뢰도

사회적영향→사회적영향7 1.327 .176 7.528 0.805

0.6928 0.9264

사회적영향→사회적영향6 1.455 .173 8.406 0.923

사회적영향→사회적영향5 1.281 .155 8.249 0.896

사회적영향→사회적영향4 1.352 .165 8.212 0.891

사회적영향→사회적영향3 1.006 .086 11.725 0.700

사회적영향→사회적영향2 1.080 .079 13.613 0.717

사회적영향→사회적영향1 1 0.655

혁신성→혁신성5 .821 .072 11.341 0.799

0.7280 0.9172

혁신성→혁신성4 .741 .082 9.040 0.699

혁신성→혁신성3 .932 .071 13.180 0.864

혁신성→혁신성2 .912 .067 13.710 0.880

혁신성→혁신성1 1 0.899

지각된 위험→지각된 위험4 .972 .155 6.285 0.748

0.5279 0.7426
지각된 위험→지각된 위험3 .747 .155 4.810 0.527

지각된 위험→지각된 위험2 .922 .168 5.490 0.615

지각된 위험→지각된 위험1 1 0.691

개인의 운전능력→개인의 운전능력6 .779 .135 5.764 0.593

0.5699 0.8455

개인의 운전능력→개인의 운전능력5 .958 .146 6.574 0.681

개인의 운전능력→개인의 운전능력4 .750 .131 5.723 0.586

개인의 운전능력→개인의 운전능력3 .763 .109 6.973 0.726

개인의 운전능력→개인의 운전능력2 .884 .112 7.869 0.847

개인의 운전능력→개인의 운전능력1 1 0.696

자동차유희성→자동차유희성4 1.473 .228 6.470 0.887

0.6413 0.8434
자동차유희성→자동차유희성3 1.354 .218 6.225 0.799

자동차유희성→자동차유희성2 1.193 .157 7.612 0.737

자동차유희성→자동차유희성1 1 0.590

인지된유용성→인지된유용성4 1.019 .081 12.558 0.825

0.8234 0.9436
인지된유용성→인지된유용성3 1.058 .082 13.311 0.925

인지된유용성→인지된유용성2 1.095 .084 13.038 0.936

인지된유용성→인지된유용성1 1 0.905

인지된용이성→인지된용이성3 .921 .066 13.924 0.861

0.8454 0.9373인지된용이성→인지된용이성2 1.042 .059 17.785 0.966

인지된용이성→인지된용이성1 1 0.909

구매의도→구매의도4 .917 .060 15.190 0.876

0.8643 0.9592
구매의도→구매의도3 1.008 .053 19.159 0.945

구매의도→구매의도2 .971 .049 19.774 0.954

구매의도→구매의도1 1 0.922

표 2. 측정변수의 집중타당도

보통 RMSEA 즉, 합도 지수 정의 경우는 합도 수

용기 이 0.5 이하인 경우 하다고 단하지만 .008 

이하의 경우도 보통 수 으로 간주 할 수 있다고 심

섭[63]은 설명한 바 있어 본 연구의 결과값도 수용가능

한 양호한 수 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상  합

도 지수인 CFI가 있다. 이는 모집단의 모수와 분포를 

감안하여 NFI의 단 을 보완하기 해 개발된 지수로

서 분석 결과 CFI =0.90 으로 나타나 최  모델 기 치

인 0.9이하의 결과값이므로 합도에 무리가 없는 것으

로 볼 수 있었다. GFI는 카이자승 합도의 안 합

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된 데이터와 원래의 데이터 

간의 차이를 나타낸 비율을 말한다. 본 연구의 

GFI=0.731로 우수한 수 의 척도인 0.95에는 미치지 못

하지만 이재 과 박진희[64]의 선행연구에 근거했을 때 

양호한 수 으로 악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상 합

도지수 가운데 하나인 TLI=0.897로 나타났다. 이는 .90

이상이 허용되는 기 으로서 매우 우수한 수 임을 감

안하 을 때 본 분석의 한 합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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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 계수의 제곱

AVE사회
향

운 능력
자동차
유희성

지각된
험

신성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구매의도

사회적영향 1 0.69283234

운전능력 0.015 1 0.56998895

자동차 유희성 0.044* 0.246** 1 0.64133673

지각된 위험 0.212** 0.009 0.004 1 0.52791982

혁신성 0.084 0.013 0.015 0.0003 1 0.72802391

인지된 유용성 0.367** 0.007 0.002 0.211** 0.001 1 0.82343499

인지된 용이성 0.020 0.004 0.024 0.025 0.020 0.115** 1 0.84548825

구매의도 0.376** 0.002 0.0002 0.232** 0.062** 0.506** 0.082** 1 0.86439092

*** P<.001  ** P<.01 , *P<.05

표 3. 측정요인 간 판별타당도

3.4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결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경로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4]의 내용과 같이 총 11개의 가설 가운데 7개의 가설이 

채택되었고 나머지 4개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먼  사

회  향이 인지된 유용성에 정  향을  것이라

는 가설 1-1은 0.459(p<.001)이라는 수 의 정  효과

를 보 다. 마찬가지로 사회  향이 자율주행자동차

의 구매의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 

한, 0.331(p <.05)의 값으로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얼

리어답터 성향 등을 포함하는 신성은 자율주행자동

차의 인지된 유용성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구매의

도에는 신성이 정  향을 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는 채택되었다(0.208, p <.001). 이러한 연구결

과는 신성을 추구하는 비 수용자들의 경우 신기

술에 한 반감이 고 신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

구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는 가 된다.

다음으로 지각된 험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지된 

유용성에 부정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1과 자

율주행자동차의 구매의도에도 부정  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3-2는 각각-0.471(p <.01)과 –0.361(p <.05)

의 값을 나타내 두 가설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자율주

행자동차가 갖는 기술  안정감에 한 부분을 매우 우

려하는 비 수용자들의 인식을 알 수 있는 결과로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자율주행자동차가 기술 으로 완

벽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 인 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확장된기술수용모델에서 일반

인 변인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요인을 포함하면서 자

율주행자동차와 련된 합한 변인이 추가 으로 필

요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운 능력과 

자동차에 한 유희  특성을 포함하는 자동차 유희성

의 변인을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설정하 다[7][45]. 먼

 개인의 운 능력과 자동차 유희성이 자동차의 인지

된 용이성에 정  향을  것이라는 가설4와 5를 

검증하 다. 그 결과 두 요인 모두 인지된 용이성에 어

떠한 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가설은 기

각되었다. 

이는 자신이 운 능력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

람들의 경우와 자동차를 유희  성향으로 이용할  아

는 운 자 모두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조작이

나 이용이 매우 쉬울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분석 결과 다. 이에 반해 연구가설에는 없

지만 분석을 통해 개인의 운 능력이 인지된 유용성에

는 어떠한 결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시도한 결과의 

내용에 있다. 

분석 결과 개인의 운 능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인

지된 유용성에 부  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 기 때문

이다(-0.218, p <.05).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인이 운

을 잘한다고 단하는 운 자들이 오히려 자율주행자

동차의 편리한 기술들이 자신을 편하게 할 것이라고 단

정짓기 보다는 개인의 통제와 주도하에 운 을 하는 것

을 더 지향하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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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

다음으로 인지된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1은 0.419(p <.001)의 값

으로 채택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지된 유용성이 자율주

행자동차의 구매의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6-2도 0.555(p <.001)의 값을 나타내 채택되

었다. 그러나 인지된 용이성이 구매의도에 정  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3의 경우는 어떠한 향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

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용이성

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다양한 효율성을 표하는 인지

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아가 이러한 인지된 유용성이 자연스럽게 구매의도에 

정  향을 주게 되는 흐름을 갖는다. 다만 인지된 

용이성의 경우 구매의도에 어떤 향도 주지 않는 이유

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조작이나 이용방법이 쉬울 것이

라고 상하는 운 자들의 경우에도 단순한 한 유형의 

이유만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구매하기에는 그 외 복

합 인 요소들이 다양하게 존재함을 설명하는 분석결

과로서 이해가 가능하다. 지 까지 살펴본 본 연구의 

검증결과의 모형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분석 결과 및 경로계수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앞서 논의된 것처럼 재 시 에서 이슈화 

되고 있고 기 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자율주

행자동차의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어떠

한 것이 있는지를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용하여 살

펴본 연구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의 세 가

지 내용으로 연구의 함의를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사회  향과 신성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인

지된 유용성에 정  향을 주는 반면 지각된 험은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주목할 수 있

었다. 즉 사회  향을 고려하여 주  규범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신  성향과 함께 동반되는 

신기술에 한 기 가 높을수록 미래의 자율주행자동

차를 이용하는 것이 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

는 결과로서 의의가 있었다. 반면 지각된 험은 자율

주행자동차의 이용을 주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 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에

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기 상황 시에 자율주행자동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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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을 가장 안 하다고 단하여 움직임을 결정

할지에 한 솔루션이 매우 복잡할 것이라 견하는 기

술  고민  법제도  고민과도 일치하는 측면의 연구

결과이다[5].

둘째 자신이 인지하는 운 능력과 자동차를 유희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자율주행자동차를 쉽게 다룰 

수 있다는 생각에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

구결과는 상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여서 특이 이 

있었다. 먼  개인이 운 능력이 좋다고 생각할 경우에

는 자율주행자동차에 한 용이성이 높을 수 있음에도 

자율주행자동차에 한 용이성에 미치는 향이 없다

고 나타난 분석 결과는 운 능력의 좋고 나쁨과 상 없

이 자율주행자동차에 한 기술의 신뢰가 아직 확실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유희성의 분석 결과는 자동차에 한 애정이나 

자동차를 즐겁게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더라도 새

로운 기술이 지속 으로 용될 자율주행자동차를 쉽

게 다룰만한 자신감이 아직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기존 가설에는 없었지만 개인의 운 능

력이 인지된 유용성에 부정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 한 매우 흥미로운 분석 결과 다. 앞서 개인이 인

식하는 자신의 운 능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

의 운 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자동

차의 유용성을 인식하기에 이 변인은 큰 원인 제공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추후에 좀 더 세분화된 근 방법으로 분석해볼 만한 

연구결과로 보인다. 

셋째, 사회  향과 신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의 정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사회  

향을 의식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인지된 유용성을 

정 으로 평가한 경우 이러한 심리상태가 자연스럽

게 자율주행자동차의 구매의도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가 되기 때문이다. 신성을 갖고 있는 운

자가 구매의도에만 정 인 태도를 보이는 결과도 개

인 차원의 심리상태와 욕구가 더 우선시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지 까지 분석한 세 가지 연구 결과의 요약 내용이 

주는 의미는 기본 으로 신기술이 용된 자동차에 

한 인지된 유용성  용이성과 구매의도에 개개인이 주

변을 의식하는 심리  요인이 우선 으로 반 다는 

것에 있다.  즉 신 인 제품을 구매하는데 제품을 활

용할 수 있는 개인  능력보다는 주변인들의 향이나 

사회  분 기  개인  취향이 더 고려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는 타인의 제품 사

용 후기 등을 보고 제품구매의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

구 결과[66]와 같이 제품 구매 시 주변을 인식하는 심리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사실을 증명한다.

반면 운 능력이나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즐

기는 정도가 인지된 용이성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운 자 스스로 운 은 본인이 직  하겠다는 고

정 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스마트폰이나 미디어기술보다 자율주

행자동차가 더 복잡한 기술에 기반한 편리함을 갖고 있

다는 단이 들더라도 운 에 한 통제는 자신이 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측면이 강한 것이다. 인지된 용이성

이 구매의도에 직 인 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결

과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자율주

행자동차가 직면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자율주행자동

차의 이용이 보편화되는 시기가 앞당겨진다고 가정했

을 때 본 연구가 갖는 의미는 공 자나 비구매자 그

리고 이를 할하는 사회체계 인 기반을 다지기 한 

방법들을 명하게 모색하는데 본 분석이 일부 유용하

게 용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

은 좀 더 다양한 운 자들의 운 경험을 좀 더 세

하게 살필 수 있는 변인들을 추가 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에 있다. 앞서 응답자의 자동차 이용 특성에서 만약

에 자율주행자동차를 갖게 된다면 운 을 하지 않는 시

간에 스마트폰 이용과 휴식을 취하고자 한다는 응답비

율이 높게 나타난 것에 주목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동차라는 공간 안에서의 미디

어 이용과 련된 습  등의 변인을 갖고 자율주행자동

차의 실효성과 구매의도를 연결 지어볼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

술개발이 확 되고 있는 시 에서 앞으로 거 하게 

변화할 자동차와 통신 시장의 변화를 측하고 기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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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자율주행자동차에 한 인식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미리 악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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