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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경제는 모든 역의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융복합화가 활발해지며 이

는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신을 이루어내고 있다. 이러한 기술 명가운데 모바일과 인터넷

의 장 을 결합하여 융과 IT의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오늘날 새로운 기술을 핀테크라 하며 이

러한 핀테크는 융을 의미하는 이낸스(Finance)와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이

다. 이에 본 연구는 핀테크 이용 동기(유용성, 즐거움)가 이용자 태도,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의 반 인 

구조  계에 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신 항 성향에 따라 핀테크 이용 동기, 이용자 태도, 구

 의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한, 메시지 유형(이성 , 감성 )에 따라 핀테크 이용 동기, 이

용자 태도, 구  의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핀테크 이용 동기요인의 유용성과 즐거움은 사용자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용자 태도 한 구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핀테크 이용 동기, 이용자 

태도, 구 의도간의 계는 소비자들의 신 항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 졌다. 셋째로, 핀테크 이

용 동기, 이용자 태도, 구 의도간의 계는 메시지 유형(이성 , 감성 )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

졌다.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 시사   한계 ,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에 해서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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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모든 역에서 경계가 괴되고 서로 간 

융합과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모바일, SNS, 빅데

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기존 융기법과 

차별화된 기술기반 융서비스에서의 신이 이

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모바일과 인터넷의 장

을 결합하여 융과 IT의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오늘날 새로운 기술을 핀테크라 하며 

이러한 핀테크는 융을 의미하는 Finance와 기

술을 의미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이다( 국 

투자무역청 2014).

핀테크는 유럽과 미국을 심으로 해외 송

과 온라인 결제를 하여 사용되기 시작하 으

며 스마트폰이 화되면서 모바일 결제, 자산

리까지 그 역이 다양해지고 있다. 오늘날에

는 언제 어디서나 장소,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융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소비

자들도 빠르게 시장 변화에 응하고 있다.

한편 국내 핀테크 시장은 아직 기단계로 다

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개발 확  되어가고 있

지만 국내의 핀테크에 한 인식이나 기존 연구

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핀테크 연구로는 

모바일결제와 련된 기술 , 기능  측면에서의 

연구가 부분이다(Bunea, Kogan, and Stolin 

2016; Cline 2016; Dapp, Slomka, Deutsche, and 

Hoffmann 2014; 2015). 국내 연구들을 통하여서

도 모바일 등의 손쉬운 기기로써 결제, 계좌

이체를 실시하는 행 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

한 소비자들을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생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핀테

크에 한 국내 실정에 맞는 효과 인 실무  

마  략이 필요하다고 하 다(애제, 권순동, 

이수철, 고미 , 이보형 2017; 정승민 2017). 따라

서 본 연구는 핀테크 이용 반에 걸친 소비자

들의 태도형성과정에 한 분석을 기반으로 그

에 따른 시사 을 핀테크 시장의 마 터들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핀테크와 같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상은 다양한 정보

기술 사용의 동기이다. 몇몇의 선행연구에 의하

면 한 개인이 특정한 상을 이용하는 동기를 

외 동기와 내 동기로 구분하 으며 그에 따른 

효과에 해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Davis, 

Bagozzi, and Warshaw 1989; Deci 1971; Gagné 

and Deci 2005). Davis, Bagozzi와 Warshaw 

(1989)에 의하면 어떤 행동의 동기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특정 행동과는 다른 목 을 지니고 

있는 경우 이를 외  동기(extrinsic motivation)

라 하고, 특정 행동 그 자체에 목 이 있는 경우 

이를 내  동기(intrinsic motivation)라 하 다. 

외  동기로는 유용성, 내  동기로서는 즐거움

을 제시하 으며 이러한 주장의 바탕으로 동기

이론을 주장하 다. 결국 핀테크 사용동기의 유

용성은 특정한 기술 혹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이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

를 의미하며 핀테크 사용동기의 즐거움은 특정 

기술 혹은 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재미와 흥미

로움을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Davis, Bagozzi와 Warshaw (1989)는 정보

기술의 사용이 삶을 즐겁게 형성하며 정보기술

을 사용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 흥미나 재미를 

지각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즐거움에 따른 

소비자들의 호의 인 태도 형성 역시 가능하다

고 주장하 다.

몇몇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될 경우 소비자들은 이에 

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신을 수

용하는 정도와 신에 해 항하는 정도가 소

비자들마다 다르며, 결국 새로운 기술의 반

인 평가 역시 다르다고 주장하 다(Moore and 

Benbasat 1991; Rogers 2002; She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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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ner 1979). 먼  신성이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거나 기존 상황 는 소비자 행동을 변화

시킬만한 잠재  가치를 가진 신제품 는 신기

술이라고 하 다(Rogers 2002). 하지만 Moore과 

Benbasat(1991)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신을 통

하여 새로운 변화에 노출됨에 따라 변화를 받아

들일 수도 있지만 변화에 한 불확실성, 의심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신을 항할 수도 있다

고 하 다. 이러한 신 항은 신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성향으로 소비자가 새로운 변화에 

면하 을 때 일반 이며 정상 인 반응이라 하

다(Sheth and Stellner 1979).

한편 본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핀테

크의 경우 융서비스임에 따라 핀테크와 신

항은 보다 한 계가 있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즉, 소비자들의 신 항을 선별 으로 

악함에 따라 핀테크의 마  략을 구체

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개별 인 신 항에 의

해 핀테크 이용 동기와 이용자 태도, 구 의도의 

계는 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상에 한 메시지를 제시할 경우 메

시지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들의 평가는 달라지

며 이러한 메시지의 유형은 이성 , 감성 으로 

나 어진다고 하 다(Moon and Rhee 2012; 

Puto and Wells 1984). 먼 , Moon와 

Rhee(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이성  메시지의 

경우 해당 제품에 해 속성  기능이나 혜택 

등의 사실 이고 구체 인 정보를 제시하는 내

용으로 제작한 반면 감성  메시지의 경우 해당 

제품에 해 공 의 감정에 호소하여 연민이나 

공감, 자아표  등을 불러일으키는 감성  표

을 통해 고물을 제작하 다. 그와 더불어 Puto

와 Wells(1984)에 의하면 이성  메시지는 이성

이고 객 인 언어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반

면, 감성  메시지는 추상 이고 정서 인 비언

어  요소를 많이 포함한다고 주장하 다. 따라

서 이러한 이성 , 감성  메시지 유형은 핀테크 

이용 동기와 이용자 태도, 구 의도의 계를 조

할 것으로 본 연구는 상할 수 있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목 을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 핀테크 이용 동기에 따른 

이용자 태도와 구 의도에 향을 미치는 구조

 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구체 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둘째, 핀테크 이용 동기와 이용자 태

도, 구 의도의 계가 소비자들의 신 항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핀테크 이용 동기와 이용자 태도, 구 의

도의 계는 고 메시지 유형(이성 , 감성 )

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마

인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설정

1. 핀테크(FinTech)

핀테크란 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일반 으로 IT 기술에 기반을 둔 새

로운 형태의 융서비스를 의미한다( 국 투자무

역청 2014). 한 기존 융 시스템을 좀 더 효

율 으로 만들기 해 기술(technology)을 활용

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의 일종으로 정의하

기도 한다(McAuley 2014).

한편 국내 융 원회(2015)에 의하면 오늘날

의 핀테크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먼 , 

카드사와 같이 지 결제의 역할을 수행하며, 둘

째, 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 송  서비스

를 실시하는 송 의 역할을 수행하며, 셋째, 

문 인 인터넷 은행으로서의 ㆍ 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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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한다. 넷째, 크라우드 펀딩으로서 투자 

자  모집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섯째, 안정 인 

자산의 리에 한 역할과 보험의 역할까지 담

당하고 있다.

 한편, Dapp, Slomka, Deutsche와 Hoffmann 

(2014)에 의하면 핀테크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웹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융 역에 근하고 있다. 둘째, 

핀테크 기업들은 융의 주된 역보다는 상

으로 지식 집약이 으며 표 화가 용이한 

융 서비스 역에 진출하고 있다. 셋째, 융서

비스 역은 디지털 구조로 변화될 역이 남아 

있으며 이는 많은 비즈니스 모형의 기회가 있다

는 것이다. 넷째, 핀테크는 통  융업무와는 

달리 다양한 채 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하여 

고객 만족과 고객 충성도 향상에 도움을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융 역의 방향을 제시해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는 고객 개개인

을 분석한 개인화 서비스(individual service)와 

융 서비스의 결합으로 알고리즘 기반의 융

거래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 다.

2. 핀테크 이용 동기와 이용자 태도의   

   관계 

 

동기이론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분

의 연구들이 소비자들의 기술 수용에 한 행동

을 연구하기 하여 사용되어 왔다(Lin and Lu 

2011). 이러한 동기는 인간의 행동에 기 하여 

내  동기와 외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Deci 

1975).

Kim과 Lee(2007)에 의하면 어떠한 개인에게 

있어서 지각된 혜택(perceived benefit)은 정보기

술사용에 향을 미치며 이러한 지각된 혜택은 

인지  혜택(cognitive benefit)으로서의 외  동

기와 정서  혜택(affective benefit)으로서의 내

 동기로 이루어진다고 하 다. 

한편 외  동기란 소비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실 해  수 있도록 외 인 도움을 받기 하

여 행동을 자극하는 동기이며, 내  동기란 외

인 강화요인이 아닌 소비자들 스스로의 심 때

문에 행동을 자극하는 동기이다(Davis, Bagozzi, 

and Warshaw 1992). 

Davis, Bagozzi와 Warshaw(1992)에 의하면 

외 인 동기로서 유용성을 내 인 동기로서 즐

거움을 제시하 으며 이러한 유용성과 즐거움은 

정보기술시스템(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

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기에 향을 미친다고 주

장하 다. 한 이러한 외  동기로서의 유용성

과 내  동기로서의 즐거움은 많은 학자들의 후

속연구에 의해 재검증되어 왔다(Kim and Lee 

2007; Lin and Bhattacherjee 2008; Lu and 

Yu-Jen Su 2009; Moon and Kim 2001; Teo, 

Lim, and Lai 1999; Van der Heijden 2004).

한 이러한 각각의 내 , 외  동기 요인들은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행동 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것도 후속 연구에 의

해 밝 졌다(Kim and Lee 2007; Lin and Lu 

2011). 

2.1 외적 요인: 유용성

유용성이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작업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인지하는 정도이며, 이러

한 유용성이란 새로운 정보기술이 어떻게 소비

자들에게 수용되었으며, 사용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요한 개념이다(Davis 1989). 즉, 업무 효

율의 극 화를 하여 소비자가 특정 기술을 사

용하여 개인의 과업 수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지

각하는 것을 유용성이라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어떠한 시스템에서의 유

용성은 해당 기술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매

우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밝 져 왔다(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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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Lu, Zhou, and Wang 2009; Pontiggia and 

Virili 2010; Sledgianowski and Kulviwat 2009; 

Wu, Chen, and Lin 2007; Yen, Wu, Cheng, and 

Huang 2010).

이와 더불어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술에 하

여 유용성이 만족과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연구도 꾸 히 진행되어 왔다(Bhattacherjee 

2001; Landrum and Prybutok 2004). 

Bhattacherjee(2001)는 온라인 뱅킹 이용자를 

상으로 실시한 정보시스템에 한 연구에서 사

용자의 유용성이 만족과 지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 다. 한 

Landrum과 Prybutok(2004)은 정보 서비스 산업

에서 서비스 품질에 한 모델을 연구하는 과정

에서 유용성은 서비스 만족에 매우 강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에 따라 많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기

술에 해 실질 인 성과를 알아보기 해서는 

외  동기로서 유용성의 악이 필요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주장

에 근거하여 핀테크의 이용 동기  외  동기

의 유용성은 이용자 태도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라고 추론한다. 이에 이러한 연구들을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유용성은 이용자 태도에 해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2 내적 요인: 즐거움

동기이론에서의 내  동기의 즐거움에 해서

는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

다(Crisp, Jarvenpaa, and Todd 1997; Dholakia 

2004; Van der Heijden 2003; Yu, Ha, Choi, and 

Rho 2005). 먼  즐거움이란 놀이와 같이 활동 

자체에 재미와 흥미로움을 지각하는 것이다

(Crisp, Jarvenpaa, and Todd 1997). 한 Van 

der Heijden (2003)에 의하면 정보기술이 집약된 

제품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에

서는 즐거움이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며 

소비자 태도와 즐거움의 계에 한 요성을 

강조하 다. 특히 신제품과정에서 감각 이고 즐

거움을 경험하는 과정을 선호한다고 하

다.(Byun 2017) 이와 더불어 즐거움이란 정보 기

술 제품의 사용 성과와는 별도로 정보 기술 자

체에 한 즐겁다고 지각하는 정도의 평가가 이

루어져야 함으로 즐거움에 한 독립  측정이 

매우 요하다(Yu, Ha, Choi and Rho 2005).

이러한 정보 기술에서의 즐거움에 한 요

성은 로우 이론을 통하여서도 확인이 가능하

다(Lin, Wu, and Tsai 2005; Yi and Hwang 

2003). 먼  Lin, Wu와 Tsai (2005)에 의하면 즐

거움이 포털 이용자의 지속 인 사용 의도에 미

치는 향력을 로우 이론과 기  충족 이론을 

사용하여 연구하 으며 즐거움과 지속  사용의

도간의 정 인 계에 해 확인하 다. 이와 

함께 Yi and Hwang(2003)에 의하면 즐거움이란 

특정 제품 는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활동에

서 개별 인 즐거움을 지각하는 것으로서 이러

한 즐거움의 향은 로 이론에 근거하여 해석

이 가능하다고 하 다.

한편,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새로운 시스템이

나 새로운 기술에서 즐거움에 한 연구도 진행

되어 왔다(Bhattacherjee 2001; Chung and Tan 

2004; Van der Heijden 2004). 먼  

Bhattacherjee(2001)는 게임이나 SNS의 오락

인 서비스에서 즐거움과 같은 내생  혜택은 이

용자들의 호의 인 태도와 만족  지속  이용 

의도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 다. 

 다른 연구자들에 의하면 즐거움은 특정 정보

기술에 한 소비자의 지속  이용 의도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고 하 다(Chung and Tan 

2004; Van der Heijde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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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모바일과 즐거움의 

계에 해 주장되었다(Nysveen, Pedersen, and 

Thorbjørnsen 2005; Pagani 2004). Nysveen, 

Pedersen과 Thorbjørnsen(2005)에 의하면 모바

일 서비스의 부분이 유희 인 서비스임을 감

안한다면 내재  수용 동기로서 사용자의 즐거

움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요한 일이라고 

주장하 다. 이와 함께 Pagani(2004)에 의하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에서 쾌락 인 가

치에 한 연구의 요성에 해 강조하며 모바

일 서비스에서 즐거움에 한 측정의 요성을 

강조하 다. 이와 함께 최근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핀테크의 이용 동기로 쾌락  요소의 요

성이 강조되어졌다(Boonsiritomachai and 

Pitchayadejanant 2017; Van Thiel and Van 

Raaij 2017).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주장에 근거하여 

핀테크의 이용 동기  내  동기로서의 즐거움

은 이용자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

고 추론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 즐거움은 이용자 태도에 해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3 태도와 구전의도

태도(attitude)란 특정 상에 하여 호의 이

거나 비호의  는 정 이거나 부정 인 방

법으로 일 성 있게 반응하려는 학습된 선유경

향이다(Fishbein and Ajzen,1975). 이러한 태도는 

합리  행동이론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

행동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합리  행동이

론에서 태도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한 

정  는 부정 인 평가를 말하며 특정 행동을 

실천했을 때의 결과에 한 개인  평가인 행동 

신념(behavioral beliefs)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

다(Fishbein and Ajzen 1975).

한 Fishbein과 Ajzen(1975)의 연구 이외에도 

몇몇의 선행연구에 의해 소비자들의 행동을 결

정하는 과정에서 태도에 한 요성을 강조하

다(Boulding, Kalra, Staelin, and Zeithaml 

1993; Davis, Bagozzi, and Warshaw 1992). 먼

, Boulding, Kalra, Staelin과 Zeithaml(1993)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특정 상에 하여 주

으로 호의  태도를 형성한 다음 형성되어진 호

의  태도에 의해 미래 행동이 결정지어진다고 

주장하 다. 이와 함께 Davis, Bagozzi와 

Warshaw(1992)에 의하면 한 개인의 새로운 기

술에 의한 지속 인 이용 의도는 태도에 결정지

어진다고 주장하 다.

한편, 구  의도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

게 정의되어져 왔다(File, Judd, and Prince 1992; 

Harrison-Walker 2001). 먼  File, Judd와 

Prince(1992)에 의하면 구 에 해 한 개인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기업이 제공한 서비스를 다

른 사람에게 커뮤니 이션을 통하여 추천하는 

행 라고 정의하 다.  다른 학자들에 의하면 

한 기업이 제공하는 고, 지각된 랜드, 제품, 

기업과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람  사람

의 커뮤니 이션으로써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하 다(Harrison-Walker 2001).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구 에 의한 기업의 

정 인 효과는 많은 연구자에 의하여 주장되

어져 왔다(Allsop, Bassett, and Hoskins 2007; 

Ting and Chen 2005). 먼  Allsop, Bassett과 

Hoskins(2007) 소비자들은 기업이나 기업이 제공

하는 제품에 한 정보를 얻기 하여 구  커

뮤니 이션에 의도 으로 참여하려한다 하 으

며, 구 을 실시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메시지

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개성에 맞추어 메시지를 

제시함에 따라 구 을 통한 기업의 호의 인 

향은 매우 정 이라고 하 다. 이와 함께 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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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Chen(2005)에 의하면 커뮤니 이션은 소비자

들이 어떠한 기업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반 인 과정을 구 이라고 주장

하 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국내연구에 의해 태도와 구

의도의 정  계에 해 주장되어져 왔다

(김재  2010; 김홍범․장호성 2008; 배지양 

2009). 먼  김재 (2010)에 의하면 온라인에서 

랜드 체험에 한 연구와 련하여 태도와 구

의도간 정  계를 주장하 다.  다른 연

구자에 의하면  이미지에 한 연구를 실시

하며 구 의도에 향을 미치는 태도의 요성

에 해서도 주장되었다(김홍범․장호성 2008). 

마지막으로 배지양(2009)에 의하면 온라인에서의 

댓 을 통한 태도와 구 의도의 계를 연구하

으며 그에 따른 정  계를 주장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주장에 근거하여 

핀테크의 이용 동기에 의해 향을 받은 이용자 

태도는 구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

라고 추론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 이용자 태도는 구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 혁신저항

새로운 시장을 만들거나 기존의 경쟁상황 혹

은 소비자 행동을 변화시키는 잠재가치를 가지

고 있는 신기술 는 신제품을 신이라고 한다

(Rogers 2002). 이와 같은 신의 정의에 따라 

핀테크는 기술 으로 충분히 신 이며, 핀테크

를 이용하 을 경우 소비자들의 행동 역시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

음에 따라 신 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몇몇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신에 노출

된 일부 소비자들  신을 수용하지 않으며 

항을 일으키는 신 항에 하여 주장하 다

(Moore and Benbasat 1991; Ram 1987; Sheth 

and Stellner 1979). 먼  Moore과 

Benbasat(1991)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신을 통

하여 새로운 변화에 노출됨에 따라 변화를 받아

들일 수도 있지만 변화에 한 불확실성, 의심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신을 항할 수도 있다

고 하 다.  다른 연구자에 의하면 신 항에 

하여 한 개인이 어떠한 변화에 의해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 으며, 변화에 직

면했을 때 소비자는 변화에 한 수용과 항사

이에서 심리 인 균형 상태를 가지려 한다고 주

장하 다(Ram 1987). 마지막으로 Sheth와 

Stellner(1979)에 의하면 신 항이란 신을 수

용하지 않으려는 성향으로 소비자가 새로운 변

화에 면하 을 경우 일반 이며 정상 인 반

응이라고 주장하 다.

신 항이 발생되는 원인에 해서는 변화에 

두려워하거나 제품에 해 불확실성을 느끼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Rogers 2002). 이와 함께 

Schiffman과 Kanuk(1991)에 의하면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낮을 경

우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상품의 매력도가 떨어

져 소비자들의 신 항이 일어난다고 하 다. 

즉, 신 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수

용되기 해서는 반드시 상  혜택이 요구되

며,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에 비해 평가가 낮거나 

매력도가 떨어질 경우 신 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신제품이나 신성이 높은 

제품을 할 때 신수용의 태도만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  상태를 유지하려거나 기존 제품을 

그 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 항의 

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마 터들은 신

성이 높은 제품을 출시할 때 소비자들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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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해서 면 히 검토를 실시한 후 소비자들

에 한 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항과 련된 연구는 Sheth(1981)

와 Ram(1987)의 연구가 표 이다. 이들 연구

는 신 항의 향요인을 밝히려는 노력을 실

시하 다. 먼  Sheth(1981)에 의하면 개인의 심

리  신 항에 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을 

기존 생활습 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의 

정도와 지각된 험의 정도로 제시하 다. 즉, 

소비자들의 기존 생활 습 에 어느 정도의 변화

를 가져오는지의 지각과 더불어 새로운 제품이

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지각된 험에 따라 소비

자들의 신 항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다.

한 Ram(1987)에 의하면 신 항은 지각된 

신 특성, 소비자 특성, 그리고 확산경로에 의

해 향을 받는다고 하 다. 신 특성으로는 상

 이 , 복잡성, 사용성 등이 있으며, 소비자 

특성으로는 개성, 나이, 교육, 소득 등이 있다고 

하 다. 마지막으로 확산경로로는 인 , 비인  

커뮤니 이션과 확산경로의 신속성, 신뢰성을 소

개하 다. 한편 Ram(1987)은 신 항을 이기 

해서 제품수명주기의 기단계에서는 고 

는 과 같이 마 터가 주도하는 경로가 효율

이며, 제품수명주기의 후기 단계에는 구 , 제

품사용후기와 같이 비 마 터가 주도하는 경로

가 효율 이라고 하 다.

한편, 부분의 신 항과 련된 연구들은 

신 항의 향요인에 이 맞추어져 있으며 

신 항에 따른 다른 요소와의 조 효과와 

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  제품으로 핀테크의 수용과정을 소비자들

의 신 항과 비교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

다. 즉, 신 항이 높은 소비자들의 핀테크 수

용과정과 신 항이 낮은 소비자들의 핀테크 

수용과정에 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그에 따른 

구체  마  략을 강구하여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 으로 신 항이 낮은 소비자들은 

신 항이 높은 소비자들보다 신  제품인 

핀테크가 제공하는 즐거움과 그에 따라 주  사

람들에게 핀테크를 권유하는 구 행동 역시 활

발히 일어날 것이다. 반면에 신 항이 높은 소

비자들은 신 항이 낮은 소비자들보다 핀테크

가 제공하는 실질  혜택인 유용성의 지각이 높

게 나타날 것으로 본 연구는 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4-1: 유용성이 이용자 태도에 미치는 

향은 신 항이 낮은 이용자보다 신 항이 

높은 이용자들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2: 즐거움이 이용자 태도에 미치는 

향은 신성향이 높은 이용자보다 신 항이 

낮은 이용자들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3: 이용자 태도가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은 신성향이 높은 이용자보다 신 항이 

낮은 이용자들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다.

4. 메시지 유형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해 구

매 는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제품이나 서비

스와 련된 메시지를 어떠한 형태로 달받는

가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 연구를 통하여서도 메

시지 유형에 따른 소비자들의 평가 차이에 해 

주장되어졌다(문재학 2012; 진홍근, 이은주 

2007). 먼  문재학(2012)에 의하면 메시지 유형

을 일면과 양면 메시지로 분류하 으며, 그에 따

른 고 효과에 해 연구하 다. 한 진홍근과 

이은주(2007)에 의하면 메시지 유형에 하여 제

품 련의 유․무로 분류하 으며, 온라인에 목

하여 여 수 과의 조 효과에 해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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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떠한 상에 한 

메시지를 제시할 경우 메시지의 유형에 따라 소

비자들의 평가는 달라지며 이러한 메시지의 유형

은 이성 , 감성 으로 나 어진다고 하 다

(Belch and Belch 2003; Liu and Stout 1987). 먼

 Belch와 Belch(2003)에 의하면 메시지를 제시

하는 유형은 그 특성상 인지  처리와 특정 개인

이 지각하는 정서  처리로 두 가지 유형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인지  처리의 이성 (rational) 메

시지와 정서  처리의 감성 (emotional) 메시지

로 구분된다고 주장하 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Liu와 Stout(1987)는 연구자들에 의해 메시지는 

이성 , 감성  유형에 따라 분류된다고 주장하

으나 그에 따른 메시지 효과를 측정한 연구결과

들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 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메시지 유형을 이성 , 

감성 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각기 연구자에 따

라 이성 , 감성  메시지의 효과는 상이하게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이러한 이성 , 감성  메시지의 내용에 

하여 몇몇의 연구자에 의해 보다 구체 으로 

제시되어왔다(Moon and Rhee 2012; Puto and 

Wells 1984). 먼 , Moon와 Rhee(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이성  메시지의 경우 해당 제품에 

해 속성  기능이나 혜택 등의 사실 이고 구

체 인 정보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제작한 반면 

감성  메시지의 경우 해당 제품에 해 공 의 

감정에 호소하여 연민이나 공감, 자아표  등을 

불러일으키는 감성  표 을 통해 고물을 제

작하 다. 그와 더불어 Puto와 Wells(1984)에 의

하면 이성  메시지는 이성 이고 객 인 언

어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반면, 감성  메시지는 

추상 이고 정서 인 비언어  요소를 많이 포

함한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이러한 이성 , 감

성  메시지 유형은 핀테크 이용 동기와 이용자 

태도, 구 의도의 계를 조 할 것으로 본 연구

는 상할 수 있다.

한편 메시지 제시에 따른 설득 효과는 Petty

와 Cacioppo(1981)의 정교화 가능성 모형

(elaboration likelihood model)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정교화 가능성 모형에 의하면, 한 소비자

가 이성  단을 하고자 할 경우 품질, 사양 등

의 심단서를 통한 심경로를 선택할 가능성

이 높다고 하 다. 하지만 메시지나 정보에 한 

세 한 단보다는 랜드명, 고 모델, 원산지

명 등의 주변단서를 통한 주변경로를 선택할 가

능성이 높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핀테크 이용동기와 구 의

도의 반 인 구조  계는 메시지 유형에 따

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즉, 이

성  메시지를 제시하 을 경우 핀테크 이용동

기, 이용자 태도, 구 의도의 구조  계와 감

성  메시지를 제시하 을 경우 핀테크 이용동

기, 이용자 태도, 구 의도의 구조  계에 

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그에 따른 구체  마  

략을 강구하여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 으로 감성  메시지를 제시하 을 

경우 이성  메시지를 제시하 을 경우 보다 즐

거움과 그에 따라 주  사람들에게 핀테크를 권

유하는 구 행동 역시 활발히 일어날 것이다. 반

면에 이성  메시지를 제시하 을 경우 감성  

메시지를 제시하 을 경우 보다 핀테크가 제공하

는 유용성의 지각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본 연구

는 상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주장을 근거

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5-1: 유용성이 이용자 태도에 미치는 

향은 감성  메시지보다 이성  메시지에서 더

욱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5-2: 즐거움이 이용자 태도에 미치는 

향은 이성  메시지보다 감성  메시지에서 더

욱 높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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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3: 이용자 태도가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은 이성  메시지보다 감성  메시지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다.

Ⅲ. 연구모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연구변인들과의 구조  계를 규

명하기 해 Davis(1992)의 동기요인을 바탕으로 

핀테크 사용자가 지각하는 사용동기의 유용성과 

즐거움이 태도와 구 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 메시지 유형(이성

, 감성 )과 신 항에 따른 소비자태도에 

을 맞추어 련변수들의 계를 살펴보고자 

아래의 연구모형과 같이 설계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2. 변수의 개념적 정의와 측정항목

본 연구의 변수들에 한 개념  정의는 서비

스 제공자가 핀테크인 을 고려한 후, 선행연구

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먼 , 핀테

크 이용 동기를 유용성과 즐거움으로 구분한 뒤, 

개념  정의와 측정을 실시하 다. 핀테크 이용 

동기  유용성은 업무 효율의 극 화를 하여 

소비자가 특정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의 과업 수

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지각하는 것이라고 생각

하는 정도이다. 유용성에 한 측정항목은 

Davis(1989)와 Venkatesh and Davis(2000)의 연

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맞추어 수정한 

뒤 “핀테크는 나의 생활에 유용하다, 핀테크는 

나의 생활을 보다 정 으로 개선해 다, 핀테

크의 이용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핀

테크를 통하여 주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보다 

효율 으로 할 수 있다”의 네 문항을 7  리커

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핀테크 이용 동

기  즐거움이란 놀이와 같이 활동 자체에 재

미와 흥미로움을 지각하는 것으로 보며 즐거움

에 한 측정항목은 Agarwal과 Karahanna 

(2000), Kim, Chan과 Gupta(2007)의 연구를 참조

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맞추어 수정한 뒤 “핀테

크는 나에게 흥미를 유발한다, 핀테크를 이용하

는 것은  지루하지 않다, 핀테크는 나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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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심을 사로잡아 버린다, 핀테크의 이용은 나

에게 즐거움을 제공한다”의 네 문항을 7  리커

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다음으로 이용자 태도는 어떠한 특정 상이

나 개념에 하여 한 개인이 싫어하거나 좋아하

는 주 인 심리  감정으로 정의하 다. 이용

자태도에 한 측정항목은 Taylor와 Todd(1995), 

Kim, Lavack과 Smith(2001)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맞추어 수정한 뒤 “귀하는 핀

테크에 하여 정 으로 평가하십니까? 귀하

는 핀테크에 하여 호의 으로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핀테크에 하여 좋아하십니까?”의 세 

문항을 7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구 의도는 온라인 상황

에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며 한 개인이 수용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달하고자 하려는 의

도로 정의한다. 구 의도에 한 측정항목은 

Chu와 Kim(2011)과 Sun, Youn, Wu와 

Kuntaraporn(2006)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

의 목 에 맞추어 수정한 뒤 “나는 핀테크에 

하여 주  사람들에게 달할 의도가 있다, 나는 

핀테크에 하여 주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도

가 있다, 나는 핀테크에 하여 나의 SNS에 게

시할 의도가 있다, 나는 핀테크와 련된 의견을 

주  사람들과 공유할 의도가 있다”의 네 문항을 

7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마지막으로 신 항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변

화에 면하 을 경우 과거의 상태를 유지하려

고 하는 행 라고 정의한다. 신 항에 한 측

정항목은 Marakas와 Hornik(1996), Ram(1987)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맞추어 수정

한 뒤 “나는 평소에 신제품이 출시되면 거부감을 

느끼는 편이다, 나는 평소에 신제품을 다른 사람

보다 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편이다, 나

는 평소에 신제품이 출시되어도 구매하고 싶은 

충동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편이다, 나는 평소에 

신제품이 출시되어 주변 지인들이 구입여부를 

문의할 경우 권유보다는 반 를 쉽게 한다”의 네 

문항을 7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Ⅳ. 연구방법

1. 사전조사

메시지 유형을 설정하기 해 Moon & 

Rhee(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이성  메시지의 

경우 해당 제품에 해 속성  기능이나 혜택 

등의 사실 이고 구체 인 정보를 제시하는 내

용으로 제작한 반면 감성  메시지의 경우 해당 

제품에 해 공 의 감정에 호소하여 연민이나 

공감, 자아표  등을 불러일으키는 감성  표

을 통해 고물을 제작하 다.

다음으로 총 여섯 개의 메시지  학(원)생 

15명에게는 3개의 이성  고 메시지를 보여  

후 가장 이성 인 메시지를 선택하게 하 으며 

 다른 학(원)생 15명에게는 3개의 감성  

고 메시지를 보여  후 가장 감성 인 메시지를 

선택하게 하 다. 따라서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장 감성  메시지로서는 핀테크를 사용

함에 따라 표출될 수 있는 자신의 가치와 자아

를 강조한 메시지가 선정되었으며, 이성  메시

지는 핀테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실질 인 혜택을 강조한 메시지가 선정되었다. 

한 메시지 유형에 따른 이성 , 감성  고물

의 시나리오 구성, 표  등의 조작  검을 알

아보기 하여 일반인을 상으로 사 조사를 

진행하 다. 메시지 유형에 따른 두 가지 유형으

로 작성된 기사가 포함되어 있는 설문지를 한 

집단 당 20명씩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배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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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메시지와 감성  메시지에 한 측정

은 Hsu, Chuang와 Chang(2000)에서 사용된 항

목을 본 연구에 맞게 변형하여 “이 고 메시지

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1 : 매우 이성 이

다, 7 : 매우 감성 이다)의 7  척도를 이용하

여 측정하 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메시지 

유형에 따라 이성 일 경우와 감성 일 경우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  메시지 감성  메시지

<표 1> 이성 , 감성  메시지

이성  메시지 M=2.20 t=13.167

p<0.01감성  메시지 M=5.35

<표 2> 이성 , 감성  메시지의 조작

　 빈도 % 　 빈도 %

직

업

공무원 9 3.0
성

별

남자 152 50.3

기타 17
5.6

여자 150
49.7

학(원)생 61
20.2 합계

302 100.0

자 업 29
9.6

연

령

20세~29세 76 25.2

문직/기술직 63
20.9

30세~39세 96
31.8

주부 32
10.6

40세~49세 85
28.1

회사원 91
30.1

50세 이상 45
14.9

합계
302 100.0

합계
302 100.0

<표 3> 표본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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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증분석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국내외의 선행 연구에 의한 문헌 

조사  실증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서 진행

하 다. 구체 으로 기존 선행 연구를 토 로 연

구 모형을 설정하 으며 사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의 실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실

증 조사를 하면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검증하고

자 하 다.

실증  연구는 핀테크 사용동기(유용성, 즐거

움)가 이용자 태도와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의 

정도에 한 분석을 해 구조 인 형태로 이루

어진 설문지를 사용하 다. 특별히 본 연구의 모

집단을 실제 핀테크를 이용 인 사람을 상으

로 하 다. 설문 조사는 2016년 2월 13일부터 2

월 17일까지 약 5일간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직

종의 종사자들과 20~70 까지의 다양한 연령층

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지 배포  회수는 부산 소재의 학(원)

생 5명이 장을 직  방문하여 설문의 목 과 

요령에 해 설명을 함으로써 진행하 다. 조사 

상자 선정은 사 에 교육된 면 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면 원에 한 사 교육내용에 해

서는 조사 상자 선별 방법  스크리닝 과정과 

설문지 배포, 회수의 반 인 부분에 해 교육

을 실시하 다. 한편 스크리닝(Screening)은 

재 핀테크를 이용 이며 그 이용정도가 주  

기 에 따라 정기 인지 확인하기 해 ‘귀하는 

재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귀하

는 재 핀테크 서비스를 정기 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의 두 문항을 통해 조사 상자를 선

별할 것을 면 원들에게 교육하 다. 한 응답

자가 응답을 하는 동안 면 이 에서 기하

며 직  설문지를 회수할 것을 교육하 다. 총 

3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모든 설문지를 회수

하 으나 불성실한 응답이나 부 하다고 단

되는 8부를 제외한 302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

다. 응답자들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되었다.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먼 , 응답자에 한 표본의 특성은 다음

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152명(50.3%), 여성이 

150명(49.7%)이며,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76

명(25.2%), 30세~39세가 96명(31.8%), 40~49세가 

85명(28.1%), 50세 이상이 45명(14.9%)이다. 직업

은 회사원이 91명(30.1%), 자 업이 29명(9.6%), 

문직/기술직이 63명(20.9%), 공무원이 9명

(3.0%), 학(원)생이 61명(20.2%), 주부가 32명

(10.6%), 자 업 29명(9.6%)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유용성, 즐거움, 이용자 태도, 구  

의도는 반  지표(reflective indicators)로 측정

하 다. 따라서 연구개념 확인을 해 내  일

성의 Cronbach's 를 계산하 다. 그 결과 유용

성, 즐거움, 이용자 태도, 구  의도의 

Cronbach's 가 0.9가 상회함에 따라 각 연구개

념의 신뢰성을 확인하 다. 다음으로 각 측정항

목이 구성개념을 잘 설명하는지의 확인을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

은 VARIMAX 회 방식을 실시하 으며 고유값

(eigenvalue)이 1.0 이상인 요인에 한해 요인부하

량이 0.8로 탐색되었다. 이와 함께 추가 인 타

당성 검증을 하여 확인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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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확인  요인분석의 결과 반  합도의 평

가기 에 해 만족시켰다. 반  모델 합도

는 =146.8(df=98, p=0.001), GFI=0.945, AGFI= 

0.924, CFI=0.992, NFI=0.978, TLI=0.991, 

RMSEA=0.041로 확인되었으며, 각 구성개념에 

한 요인부하량의 t값 역시 유의하게 확인되었

다(t값>29.0). 이에 유용성, 즐거움, 이용자 태도, 

구  의도의 측정항목들이 구성 개념에 한 집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으로 각 척도들이 해당하는 연구 단

들에 한 표성을 갖는지의 평가를 해 개념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AVE)에 한 분석을 실

시하 다. 개념신뢰도의 경우 일반 으로 추천 

기 치인 .90보다 높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분산 추출 값의 경우 추천 기 치의 .60보다 높

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항목들은 해당 연구단 의 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유용성 이용자 태도 즐거움 구 의도 Cronbach’s α

유용성2 .913 .179 .165 .142

.965유용성3 .911 .180 .154 .164

유용성1 .905 .197 .148 .145

유용성4 .904 .179 .120 .176
이용자 태도1

.260 .872 .201 .253
963이용자 태도2

.256 .864 .252 .213
이용자 태도3

.215 .845 .280 .267
즐거움3

.136 .230 .852 .318

.956
즐거움4

.139 .219 .851 .332
즐거움2

.166 .229 .832 .359
즐거움1

.251 .208 .827 .342
구 의도4

.179 .224 .348 .851

.969
구 의도2

.189 .218 .341 .846
구 의도3

.176 .211 .339 .840
구 의도1

.207 .262 .355 .828

Eigen Value 8.958 2.413 1.282 1.001
설명된분산(%)

59.722 16.088 8.542 6.675
분산(%)

59.722 75.811 83.359 91.034

<표 4> 측정항목들의 신뢰성  타당성 측정결과

　 요인부하량 C.R. 개념신뢰도 AVE

유용성2 1

0.938 0.625
유용성4 0.961 30.403

유용성3 0.975 32.730

유용성1 0.986 31.454

즐거움1 1
0.952 0.613

즐거움4 0.961 30.600

<표 5> 각 구성개념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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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성 즐거움 이용자 태도 구 의도

유용성 0.625 　 　 　

즐거움 0.187 0.613 　 　

이용자 태도 0.269 0.349 0.628 　

구 의도 0.202 0.565 0.362 0.646
주1) 진한 칸은 해당 개념의 평균분산추출(AVE)값    

  2) 진한 칸을 제외한 칸은 각 개념 간 상 계수의 제곱 값

<표 6> 각 구성개념의 별타당성 분석

가설 경로 방향 경로계수 C.R.값 결과

H1 유용성 → 이용자 태도 + 0.352 6.217 지지

H2 즐거움 → 이용자 태도 + 0.523 8.972 지지

H3 이용자 태도 → 구 의도 + 0.611 12.391 지지

x2= 241.2(df=86, p=0.000), x2/df= 2.805 
GFI= .913, AGFI= .879 CFI= .974, NFI= .960, TLI= .968, RMSEA= .077

<표 7> 연구가설 검정결과(핀테크 이용동기–이용자 태도–구 의도)

마지막으로 유사한 두 개념 간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는지의 악을 해 별타당성 검증을 

실시하 다. 별타당성에 한 평가는 평균분산

추출의 각 개념 간 상 계수의 제곱 값(∅2)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통해 검증한다(Fornell and 

Larcker 1981). 별타당성 검증 결과 평균분산

추출(AVE)값이 각 개념의 

상 계수의 제곱 값(∅2)보다 큰 것으로 확인

되어 측정도구의 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이

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

의 내 일 성과 별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증

명하고 있다.

4. 연구가설의 검정

본 연구 가설 검증을 실시하기 해 구조방정

식 모델의 설정 후 AMOS 18.0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먼  모형의 합도 분석결

과 자료와 모델간 합도는 x2= 241.2(df=86, 

즐거움3 0.981 29.946

즐거움2 0.999 31.178

이용자 태도1 1

0.947 0.607이용자 태도4 0.906 29.069

이용자 태도3 0.952 31.597

구 의도1 1

0.942 0.646
구 의도4 0.997 36.870

구 의도3 0.968 32.055

구 의도2 0.944 35.055

= 116.2(df=84, p=0.012), GFI= 0.954, AGFI= 0.934, CFI= 0.995, NFI= 0.981, TLI= 0.993,  

RMSEA= 0.036



210  경 과 정보연구 제36권 제5호

p=0.000), x2/df= 2.805 GFI= .913, AGFI= .879 CFI= 

.974, NFI= .960, TLI= .968, RMSEA= .077로 나타났

다. 이에 본 연구의 제시모형이 가설 검증에 있

어 충분한 것으로 단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H1의 가설인 유형성은 이용자 태도에 해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

과로서 경로계수 값이 0.352(P<.01)로 나타났으

며 통계 으로 지지되었다.

H2의 가설인 즐거움은 이용자 태도에 해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

과로서 경로계수 값이 0.523(P<.01)으로 나타남

에 따라 통계 으로 지지되었다.

H3의 가설인 이용자 태도는 구 의도에 해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로서 경로계수 값이 0.611(P<.01)로 나타남

에 따라 통계 으로 지지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이용 동기(유용성, 

즐거움), 이용자 태도, 구 의도간의 계에서 이

용자 태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해 Sobel 

테스트를 실시하 다. Sobel 테스트는 독립변수

가 매개변수에 향을 미치는 계,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 계에서 비표 화 

계수와 비표 화 표 오차를 활용하여 Z값을 도

출한 다음, Z갋의 유의성에 해 양측 검정을 실

시한다(Sobel 1982). 한편 이러한 Sobel 테스트

의 Z-Value는 a*b/SQRT(b2*sa2 + a2*sb2)의 공

식으로 산출되어진다(Preacher and Leonardelli, 

2001). 아래 표와 같이 매개효과에 한 Sobel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유용성, 이용자 태도, 

구 의도와 즐거움, 이용자 태도, 구 의도간

의 계에서 모두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로 β(S.E)
Sobel

Z-Value(S.E)
매개효과

유용성 → 
이용자 태도

.325***

(.051) 12.115***

(.015)
유의

이용자 태도 
→ 구 의도

.580***

(.047)

즐거움 → 
이용자 태도

.460***

(.051) 12.225***

(.021)
유의

이용자 태도 
→ 구 의도

.580***

(.047)
***P<.01, **P<.05, *P<.10

<표 8> 매개효과 검증

5. 핀테크 이용동기와 이용자 태도 관계  

   에서 혁신저항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이용동기와 이용자 태

도의 계는 신 항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

는지를 검정하 다. 

5.1 혁신저항에 따른 집단분류

‘ 신 항’ 정도에 따른 응답자 집단 구분에 

앞서 신 항을 측정하기 한 측정항목들에 

한 신뢰성과 단일 차원성을 검정하 다. 분석 

결과 신 항의 네 가지 항목에 한 

Cronbach's α값이 0.977로 나타나 측정항목에 

한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 신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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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개념에 한 탐색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VARIMAX 회 방식의 사용을 통하여 탐색  

요인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요인분석과정을 통한 

고유값(eigenvalue)이 4.0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요인 부하량이 0.9이상으로 탐색됨에 따라 ‘ 신

항 성향’에 한 단일차원성이 확인되었다. 

응답자들을 신 항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

단으로 구분하기 하여 신 항의 네 가지 항

목에 한 합산 척도를 사용하 다. 그에 따라 

신 항의 평균(13.51)을 심으로 상  45%를 

신 항이 높은 집단, 하  45%를 신 항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 다. 한 상  45%, 하  

45%를 제외한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집단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이에 따라 총 302명의 응

답자 에서 135명은 신 항이 높은 집단으로, 

137명은 신 항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 으

며 가운데 해당하는 30명의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신 항 평균(표 편차) t-value

고 19.11(4.168)
26.899***

8.18(2.279)
***P<.01, **P<.05, *P<.10

<표 9> 신 항의 집단분류에 한 조작 검

5.2 혁신저항의 집단분류에 대한 조작점검

신 항이 높은 집단과 신 항이 낮은 집

단에 한 분류는 본 연구에서 의도한 로 나

타나 신 항에 따른 분류가 성공 이었음을 

확인하 다. 집단별로 평균값을 계산한 결과, 

신 항이 높은 집단(19.11)과 신 항이 낮은 

집단(8.18)간에 평균 수에서 유의한 차이

(t=26.899, p=.000)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3 핀테크 이용 동기와 이용자 태도, 구전  

    의도 관계에서 혁신저항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검정 

본 연구는 신 항의 조 효과를 검정하기 

하여 AMOS 18.0을 이용하여 x2차이 검정을 

실시하 다. 신 항에 따라 핀테크 이용동기

(유용성, 즐거움)과 이용자 태도, 구 의도의 인

과 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에서의 차이에 한 

분석을 해, 기본모형(baseline model)으로 핀테

크 이용 동기(유용성, 즐거움)과 이용자 태도, 구

의도의 인과 계에 해 보여주는 경로를 free 

모델로 선정하 으며, 제약모델(restriced model)

로 신 항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경로계

수 값은 동일할 것이라고 제약을 둔 모델을 선

정하 다. 다음으로 두 모델 간에 x2값에서의 변

화량을 측정하 다.

먼  가설 4-1에 한 유용성이 이용자 태도

에 미치는 향은 신 항이 낮은 이용자보다 

신 항이 높은 이용자들에게서 더욱 높게 나

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두 모형 간

에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x2=.892 < 

x2
.05(1)=.3.84). 이에 따라 ‘유용성–이용자 태도’

간의 계에서 신 항에 따른 조 효과가 발

생하지 않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가설 4-1은 지

지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설 4-2에 한 즐거움이 이용자 

태도에 미치는 향은 신 항이 높은 이용자

보다 신 항이 낮은 이용자들에게서 더욱 높

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x2값



212  경 과 정보연구 제36권 제5호

이 6.630으로 확인됨에 따라 두 모형 간의 차이

가 유의하게 나타났다(△x2=6.630>x2.05(1)=.3.84). 

이에 따라 유용성–이용자 태도’간의 계에서 

신 항에 따른 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확

인되었다. 한 신 항이 낮은 집단의 경로계

수 값이 신 항이 높은 집단의 경로계수 값 

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치가 나타남에 따라 가설 

4-2는 지지되었다.

셋째로, 가설 4-3에 한 이용자 태도가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은 신성향이 높은 이용자

보다 신 항이 낮은 이용자들에게서 더욱 높

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x2값

이 6.865로 확인됨에 따라 두 모형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x2=6.865>x2.05(1)=.3.84). 이

에 따라 이용자 태도–구 의도’간의 계에서 

신 항에 따른 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확

인되었다. 한 신 항이 낮은 집단의 경로계

수 값이 신 항이 높은 집단의 경로계수 값 

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치가 나타남에 따라 가설 

4-3는 지지되었다. 

5.4 핀테크 이용 동기(유용성, 즐거움)와    

    이용자 태도, 구전의도의 관계에서 광   

    고 메시지 유형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  

    설검정

본 연구는 핀테크 이용 동기(유용성, 즐거움)

와 이용자 태도, 구 의도간의 계는 고 메시

지 유형(이성  / 감성 )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

는지 악해 내고자 한다. 그리고 고 메시지 

유형의 조 효과를 검정하기 해서는 연구 

상 변수들 간의 동일한 구조모형에 해 이성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과 감성  메시지에 노출

된 집단의 복수 자료 집단 간의 경로계수비교 

분석을 수행하 다. 이를 한 집단 분류는 다음

과 같이 실시하 다.

먼  설문지의 반부에 이성  는 감성  

고 메시지가 시나리오 형태로 삽입되었으며 

응답자들은 고 메시지의 시나리오를 확인한 

뒤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 다. 각 응답자들에게 

설문지를 이성  고 메시지 설문지와 감성  

모델 　x2 df CFI RMSEA △x
2

free 모형 332.625 172 0.971 0.059 　

제
약
모
형

유용성 → 이용자 태도 333.516 173 0.971 0.059 .892

즐거움 → 이용자 태도 339.255 173 0.970 0.060 6.630

이용자 태도 → 구 의도 339.490 173 0.970 0.060 6.865

<표 10> 핀테크 이용 동기와 이용자 태도, 구 의도 계에서 신 항의 차이검정

경로
신 항(고) 신 항( )

유의한 차이여부
경로계수 C.R. 경로계수 C.R.

유용성 → 이용자 태도 0.266*** 2.740 0.379*** 5.446 없음

즐거움 → 이용자 태도 0.381*** 4.359 0.680*** 9.141 있음

이용자 태도 → 구 의도 0.496*** 6.199 0.757*** 13.809 있음
***P<.01, **P<.05, *P<.10

<표 11> 핀테크 이용 동기와 이용자 태도, 구 의도 계에서 신 항의 경로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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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메시지 설문지로 구분지어서 제공하 지만 

모든 항목에 해서는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

다. 분석에 사용된 총 302명의 응답자 에서 이

성  메시지에 한 응답자는 156명, 감성  메

시지에 한 응답자는 146명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이성 , 감성  메시지에 한 조작  

검을 실시한 결과, 비조사와 마찬가지로 이성

 는 감성  메시지의 경우 응답자들은 시나

리오에 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M이성  =1.94 vs M감성 =5.76, t=40.968, 

p<.01).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본 연구의 이성

, 감성  고 메시지에 한 조작이 성공 으

로 되었음을 확인하 다.

이성  메시지 M=1.94 t=43.203

p<0.01감성  메시지 M=5.76

<표 12> 고 메시지 유형의 조작  검 결과

본 연구는 메시지 유형(이성 , 감성 )의 조

효과를 검정하기 하여 AMOS 18.0을 이용하

여 차이 검정을 실시하 다. 신 항에 따라 

핀테크 이용동기(유용성, 즐거움)와 이용자 태도, 

구 의도의 인과 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검정하기 하여, 기본모형

(baseline model)으로 핀테크 이용 동기(유용성, 

즐거움)과 이용자 태도, 구 의도의 인과 계에 

해 보여주는 경로를 free 모델로 선정하 으며, 

제약모델(restriced model)로 이성  메시지와 감

성  메시지의 경로계수 값은 동일할 것이라고 

제약을 둔 모델을 선정하 다. 다음으로 두 모델 

간 값에서의 변화량을 측정하 다.

 먼  가설 5-1에 한 유용성이 이용자 태도

에 미치는 향은 감성  메시지보다 이성  메

시지에서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검

정한 결과 △값이 15.397로 확인됨에 따라 두 

모형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15.397 

> 
 (1)=.3.84). 이에 따라 유용성 – 이용자 태

도’간의 계에서 고 메시지 유형에 따른 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 이성  

메시지의 경로계수 값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감성  메시지의 경로계수 값은 유의하지 않

게 나타남에 따라 가설 5-1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가설 5-2에 한 즐거움이 이용자 

태도에 미치는 향은 이성  메시지보다 감성

 메시지에서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을 검정한 결과 △값이 17.644로 확인됨에 따

라 두 모형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17.644 > 
 (1)=.3.84). 이에 따라 유용성 – 이

용자 태도’간의 계에서 고 메시지 유형에 따

른 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 

감성  메시지의 경로계수 값이 이성  메시지

의 경로계수 값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치가 나타

남에 따라 가설 5-2는 지지되었다.

 셋째로, 가설 5-3에 한 이용자 태도가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은 이성  메시지보다 감

성  메시지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값이 6.672로 확인됨에 따라 두 

모형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6.672 

> 
 (1)=.3.84).



214  경 과 정보연구 제36권 제5호

경로
이성  메시지 감성  메시지

유의한 차이여부
경로계수 C.R. 경로계수 C.R.

유용성 → 이용자 태도 0.523*** 6.285 0.081 1.098 있음

즐거움 → 이용자 태도 0.309*** 3.868 0.780*** 10.034 있음

이용자 태도 → 
구 의도 0.485*** 7.069 0.739*** 10.631 있음

***P<.01, **P<.05, *P<.10

<표 14> 핀테크 이용 동기와 이용자 태도, 구 의도 계에서 고 메시지 유형의 경로계수 비교 

이에 따라 ‘이용자 태도 – 구 의도’ 간의 

계에서 고 메시지 유형에 따른 조 효과가 발

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 감성  메시지의 

경로계수 값이 이성  메시지의 경로계수 값 보

다 유의하게 높은 수치가 나타남에 따라 가설 

5-3은 지지되었다.

Ⅵ.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세계 융시장은 핀테크 명 한가운데 있다

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 명은 언제나 기존 

산업을 바꿔왔고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요한 

변수로 작용되어 왔다. 최근 핀테크는 다양한 분

야로 확 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시장은 아

직 기단계에 있으며 낮은 보안성에 한 인식 

등으로 사용에 부정  향을 미치고 있는 측면

도 있다. 이에 핀테크 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핀테크 사용 동기요인이 소비자태도

와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실증연

구는 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핀테크 

사용 동기요인을 외 동기요인의 유용성과 내

동기요인의 즐거움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동기요

인이 사용자 태도에 미치는 향과 사용자 태도

가 구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실시

하 다. 이와 더불어 신 항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핀테크 사용 동기가 사용자 태도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며 고 메

시지 유형에 따라 이성  고와 감성 고로 

나 어 이용자 태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

연구결과 핀테크 이용 동기요인의 유용성과 

즐거움은 이용자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태도 한 구 의

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핀테크를 사용하면 기술의 편의성이나 

근성  개인의 업무효율과 성과향상을 가져다 

모델 　 df CFI RMSEA △


free 모형 333.522 172 0.973 0.056 　
제
약
모
형

유용성 → 이용자 태도 348.919 173 0.971 0.058 15.397

즐거움 → 이용자 태도 351.166 173 0.970 0.059 17.644

이용자 태도 → 구 의도 340.194 173 0.972 0.057 6.672

<표 13> 핀테크 이용 동기와 이용자 태도, 구 의도 계에서 고 메시지 유형의 차이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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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도 하며 흥미로움과 즐거움, 기쁨, 사용재미 

등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러한 감정이 주변사람들에게 호의 인 정보 

달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연구

들의 유용성은 신제품의 지지  수용가능성

이 높아져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결과와 같으며 Teo(1999)의 유용성뿐만이 아니

라 즐거움도 개인수 의 인지 이고 지 인 몰

입상태로 컴퓨터 수용에 향을 미치는 것과도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핀테크 이용에 한 태도는 구

의 요한 요인으로 잠재 소비자층의 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기 를 충족시

킬 수 있다. 이를 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

보제공과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극 인 고와 홍보로 정 인 구 효

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핀테크 이용 동기, 이용자 태도, 구

의도간의 계는 소비자들의 신 항에 따라 

부분 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 졌다. 먼  

이용자 동기요인의 유용성이 이용자 태도에 미

치는 향은 신 항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핀테크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신 항이 높거나 낮음에 상 없이 핀테크의 

필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이용함에 있어서도 유

용하다고 단 한다 볼 수 있다. 결국 새로운 핀

테크 기술이 보안성 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용하다고 단되면 항의 정도에 

상 없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이

용동기의 즐거움은 신 항이 낮을수록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항이 

낮은 사용자의 경우 핀테크의 여러 기능을 사용

해 보면서 재미와 즐거움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사용자가 다른 이용자들

에게 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는 핀테크에 한 태도가 구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에게 핀테크는 IT 문가나 

융담당자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직  용되는 

생활형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핀테크 이

용을 확산하기 해서는 이용의 유용성과 생활

의 편의성, 효과성이 가져다주는 편익이 높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아야 한다. 결국 소비자들의 인

식의 환이 필요한 것이다. 기술수용에 한 

항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해킹이나 개인정도 유

출로 인해 자 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한 손해배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소비자와 

융회사간 사고책임 배분에 한 제도마련으로 

안 성 면에서 항을 가지지 않도록 하며 재

의 IT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신의 보안 기

술들을 유기 으로 통합, 활용해 사용자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안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나 재는 스마트폰을 심으로 

간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한 

핀테크 보안 기술들이 지속 으로 개발된다면 

안 성 면에서도 소비자들의 항이 어들 것

이다.

한편, 핀테크 이용 동기, 이용자 태도, 구 의

도간의 계는 고 메시지 유형(이성 , 감성 )

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 졌다. 먼 , 이

용자 동기요인의 유용성에 따른 고 메시지 유

형은 이성  고에서 높게 나타나 유용성은 핀

테크를 사용하면서 가져다  혜택을 이성 으

로 단하기에 감성  고보다 이성  고에

서 크게 나타나며 반 로 즐거움의 경우 핀테크 

사용을 통한 기쁨이나 재미등의 감정을 정서

으로 느끼기에 감성  고가 소비자 태도에 더 

높은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사용자 태도가 구 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도 감성  메시지에서 구 의도에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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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어 감정에 소구될수

록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이는 구 에 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핀테크는 4차 산업 명 기술을 활용하고 있

어 주목받는 시장이지만 국내 과도한 규제는 핀

테크 시장을 축시킬 수 있기에 산업육성을 

한 규제완화와 정부의 노력이 실히 필요하며 

앞으로 핀테크 산업의 안정화를 해서는 핀테

크 기업지원과 산업발 을 해 여러 지원센터 

등에 극 인 지원 역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 시장 반에 걸쳐 핀테크의 확산을 해

서는 핀테크에 한 실용  혜택을 강조한 이성

 메시지와 더불어 자아표 과 쾌락  이미지

의 감성  메시지 역시 제시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정보처리과정에 해 지속 인 

검이 필요할 것으로 본 연구는 제안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핀테크 이용 동기와 이용자 태도, 

구 의도간의 계에 해 실증분석을 실시하

으며, 이러한 핀테크 이용 동기와 이용자 태도, 

구 의도의 계는 신 항과 고 메시지 유

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정하 다. 하

지만 본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한계 을 지니고 있는 이 사실이다. 이에 다음

의 한계 과 이러한 한계  극복을 한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 다.

먼  본 연구는 다양한 집단을 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 다. 하지만 세부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한 인구통계  차이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즉, 각 연령별, 직업별, 소득별 

핀테크의 태도는 다를 것이며 그에 따른 구 의

도 역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는 다양한 표본에 한 차이를 보는 이론  

확장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본 연구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

서 메시지 유형에 해 가상의 시나리오를 사용

하 다. 하지만 가상의 시나리오는 실험을 진행

하기 이 에 피 실험자의 사  고 노출가능성

을 배제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연구의 일반

화에는 한계가 있다. 한 범 한 핀테크의 

역을 본 시나리오만으로 단하기에는 다소 무

리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는 실제 사용

되고 있는 핀테크 고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일반화를 꾀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개인  성향으

로 신 항을 사용하 지만 신 항이라는 변

수가 소비자의 개인  성향을 표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에 보다 포 인 연구를 해

서는 사회학, 심리학 등과 같은 다양한 학문분야

에서 다루는 소비자의 개인  성향을 통한 핀테

크 이용 동기, 이용자 태도, 구 의도간의 계

를 악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 제시 유형을 이

성 , 감성 으로 분류하여 검증을 실시하 다. 

하지만 오늘날 소셜 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메

시지 제시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정보처리과정 역시 격하게 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는 메시지 제시유형을 

보다 다양하게 추가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

시키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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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FIN-TECH use motivation on User Attitude and Word Of Mouth Intention: 

Focus on a Innovation Resistance Tendency and Type of Message (Rational, Emotional)

Seol, Sang-Cheol
*
․Jung, Sung-Gwang

**
․Choi, Woo-Young

***

 Today's economy is becoming more and more convergence between different industries as the 

demarcation of the boundaries of all areas is leading to innovations such as mobile and social 

network services. So Fin-tech is a new technology that can combine the advantages of mobile and 

Internet with the technology revolution to easily handle financial and IT tasks. This Fin-tech is a 

compound word of finance and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verall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Fin-Tech 

use motivation (usefulness, enjoyment) on user attitude and word of mouth intention. In addition, 

we investigated how FinTech use motivation, user attitude, and word of mouth intention change 

according to innovation resistance tendency. And, we examined how the motivation, user attitude, 

and word of mouth intention of FinTech change according to the message type (rational and 

emotional).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sefulness and enjoyment of 

motivation for using FinTech have a positive effect on user attitude, and user attitude also has a 

positive effect on word of mouse intention.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FinTech use 

motivation, user attitude, and word of mouth intention was found to difference according to 

consumers' innovation resistance. Third, it was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FinTech use 

motivation, user attitude, and word of mouth intention differs according to type of message 

(rational, emotional). At the conclusion of the study,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are described.

 Key Words: Fin-tech, user motivation, useless, enjoyment, attitude, word of mouth, innovation   

                resistance, message type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A University(First Author), scseol@dau.ac.kr

**  Lecturer, Ph.D. i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A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gwang916@hanmail.net

***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A University, cwylk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