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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FinTech technology that combines financ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need and social demands for a block chain technology-based trading system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is study, a research model was developed and hypothesiz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on the concept of block chain technology,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the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The research theories were tested by collecting data through
surveys and analyzing the collected data.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research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user acceptance intention and utilization behavior of the block chain technology in introducing
the block chain technology. First,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nce intention of the blockchain user were
performance expectation, effort expectation, social impact, and blockchain transparency variables. Second,
the facilitation conditions and stakeholder confidence variables were analyzed as factors that did not affect
the acceptability of the blockchain users. Third, variables such as blockchain transparency, stakeholder
trust and intention of acceptance are factors that affect the usage behavior of the blockchain.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the acceptance intention had a very high explanatory power on usage behavior of
Blockchai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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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금융보안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퍼스널 컴퓨

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거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O2O(Online

to Offline)거래도 증가하고,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ICT)이 접목된핀테크(Fintech) 기술의발전에이어

서, 해킹과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한 블록체인(Block-

chain)기술 기반의 거래시스템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

적 요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Rim, 2016;

Queiroz and Wamba, 2019].

우리 사회의 이슈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

능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화 혁명으로 스마트 제조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의 실현이 핵심 본질이다. 4차 산

업혁명은 컴퓨터와 기계가 인공지능 모듈에 의해 상호

디지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스마트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3차 산업혁명에서 축적

된 ICT 기술이 상호 융․복합을 통하여 산업의 발전

과 생산 혁신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

고 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의 ICT 기술들은 최근 2차적 기술 진보와

융 복합이 확대되면서, 지능형 공장을 추구하며 생산

혁명의 원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익명성과 보안성이 강력한 디지털 공공

장부 또는 분산원장으로 정의한다[Rim, 2016]. 블록

체인 기술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모든 참여자가

각자 분산 보관하고, 새로운 거래가 발생할 때 암호 방

식으로 장부를 똑같이 업데이트 한다. 이렇게 합의된

거래들로만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모두가 공유하게 된

다. 만약 악의적 사용자가 거래를 조작하여 공격하는

경우는 기존 거래 내역을 통하여 오류를 인식하며, 이

런 악의적 공격이 포함된 거래는 블록이 생성되지 않

도록 메커니즘이 작용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분산장

부에 정상적인 거래만 추가되도록 하여 보안성과 신뢰

성을 제공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시작된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거의 모든 디지털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

폼으로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정

부, 자치단체, 국내․외 공공조직, 금융기관, 산업특화,

민간기업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이다. 3차 산업혁명을 발생시킨 촉매역할을 한 기술이

인터넷이었다고 한다면,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돈 탭스콧은 ‘인터넷

이 지난 30∼40년을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블록체인

이 앞으로는 30년 이상 세상을 지배할 것이며, 2050

년대에 이르면 새로운 세대들은 대부분 블록체인 아이

디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연결과 융합으

로 정의되는 지능화 혁명인 4차 산업혁명에서 블록체

인 기술은 신뢰를 주도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Rim, 2016].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세계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ICT 기술과 연계되어

향후 인터넷에 버금가는 변혁을 주도하는 혁신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인공

지능이나 사물인터넷과 같은 핵심기술로 신성장 산업

과 접목시 신뢰성, 효율성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수단

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Kim, 2018], 있기 때문에 불

록체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4

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과 기술수용이

론 및 통합기술수용모형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

구모형을 개발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를 통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도입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자 수용 의도와

이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

블록체인은 2008년 10월에 암호화 기술 커뮤니티

(Gmane)에 게재된 Bitcoin : A peer-to-peer elec-

tronic cash system 라는 논문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Nakamoto, 2008]. 사토시 나카모

토라는이름으로알려졌지만현재까지도누구인지실제

인물은베일에가려져알려지지않고있으며, P2P 네트

워크를이용한이중지불을막는방법을제안하면서블록

체인 기술이 등장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는 적용 분야 및 활용 목적에

따라다양하게정의될수있다. 블록체인의어원은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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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과 연결을 의미하는 체인(Chain)의 합성어

로 시작되었다. 블록은 데이터를 말하며, 블록체인은

유효성이 검증된 데이터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구조가 블록의 연결로 이

루어져 있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신뢰성과 안정성, 효율성, 보

안성을 제공하는 분산컴퓨팅 기술로서 정의하는 이유

이다[Kim, 2018].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서비스는 2009년에 시작되었

고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되고 실용화된 최초의 사례였

다. 공인된 제3자가 없이도 P2P 참여자들의 검증을

통해 개인 간 가치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소개 되었

을 당시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최근 차세대의 혁신적인 금융 거래의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잠재력이 알려지면서 금유분야에

서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으므로 금융거래 기술로 바라보

는 이유다.

블록체인은 익명성과 보안성이 강력한 디지털 공공

장부 또는 분산원장으로 정의한다[Rim, 2016]. 블록

체인 기술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ledger)을 모든

구성 원(node)이 각자 분산 보관하고, 새로운 거래가

발생할 때 암호 방식으로 장부를 똑같이 업데이트 한

다. 이렇게 합의된 거래들로만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모

두가 공유하게 된다. 만약 악의적 사용자가 거래를 조

작하여 공격하는 경우는 기존 거래 내역을 통하여 오류

를 인식하며, 이런 악의적 공격이 포함된 거래는 블록

이 생성되지 않도록 메커니즘이 작용하게 된다. 결론적

으로, 분산장부에 정상적인 거래만 추가되도록 하여 보

안성과 신뢰성을 제공 할 수 있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네트워크 참여자권한및 역할에따

라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컨소시엄 블록체인

(Consortium Blockchain)으로 구분한다. 크게 퍼

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컨소시움블록체인을 하나의 관

점으로 추가하는 경향이 있다.

2.2 블록체인기술에 관한 선행연구

블록체인기술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로는 금융,

물류, 의료, 보안,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

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물류분야 관련된 연구로 베

트남 소비자의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유통플랫폼 수용

관련 연구를 통해 블록체인 신기술로 이루어진 콘텐츠

서비스를 수용하는 요인이 베트남과 한국의 경우 두

나라에서 요인별로 같거나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러한 차이가 어떤 원인에서 기인하는가를 분석하였다.

Queiroz and Wamba[2019]은 공급 체인에서

의 블록체인 수용 문제 관련 블록체인기술의 주요 선

도국인 인도와 미국에서 실증조사를 하였다. 이 연구

는 인도와 미국 내의 물류 및 공급 체인에서의 블록체

인 수용 행동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사채용, 호텔예약 등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시스

템 구축관련 연구는 블록체인기술의 수용의도 측면과

시스템 설계 및 구현과 관련하여 이어지고 있다. 통합

기술수용이론을 적용한 블록체인 인사채용시스템 설

계관련 연구를 통해 최근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채

용비리 관련 비위행위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서 블록체

인 2.0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하는 블록체인기반 인사채용시스템 설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술수용모델(TAM)을 기반으로 블록체인기술의

수용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블록체인기술 특성을 호텔

예약 분야에 맞추어 보안성, 신뢰성, 경제성을 도출하

였고, 각각의 특성들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

성과 지각된 가치 그리고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

계를 제시하였다.

의료분야에서는 블록체인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방

법과 기대효과, 수용의도에 미치는 효과 등이 검토되

었다. Park[2018]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특성이 의료

분야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블록체인의 특성

에 주목하여 전문가 그룹과 일반 그룹의 실증분석을

하였다. 블록체인의 5가지 특성인 보안성, 가용성, 신

뢰성, 다양성, 경제성을 도출하고 의료분야에 블록체

인 도입을 위해 장애요인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

색하였다.

금융부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도 블록

체인 연구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화폐의 기

능을 하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이용관련 연구와

스타트업에서의 자금확보 수단인 IOC(Initial Coin

Offering), 금융부문에서의 블록체인 수용의도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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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주

된 법적 규제는 ICO(Initial Coin Offering)에 관

한 암호화폐의 발행과 암호화폐 거래소(Exchange)

에 관한 암호화폐 유통, 2가지이다. 암호화폐의 제도

권 진입과 관련한 법적인 검토 및 규제 샌드박스 관련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2.3 정보기술수용과 통합기술수용에 관한 문헌연구

2.3.1 정보기술수용이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해당 기술이 관련분야에

수용되어지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들은 많은 진화를 거

쳐 왔다.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의 기술수용이론은 개

인의 수용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 중

개인 내부 요인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사회심리학관

련 이론으로는 합리적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혁

신확산이론 등이 있다.

이렇게 출발한 기술수용관련 이론들은 개인 또는

조직의 혁신기술 수용과 관련된 요인을 내부적인 요인

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Davis,

1989]. 따라서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구성원의 수용

의도 및 사용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외부 요인으

로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겨나면서 기술수용모델

(TAM : Technology AcceptanceModel)이 Davis

[1989] 등에 의해 등장하게 되었다[Kim, 2018].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도입을 촉진하고 활

성화하기 위해 관련 이론인 합리적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기술수용이론과 통합기술수용(UTAUT :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및확장된통합기술수용이론(UTAUT2)

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

분야와 금융, 관광, 보험, 의료, 물류 등 각 산업분야

에서의 블록체인기술 수용에 대한 영향관계를 확인하

여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적합한 이론을 선택

하고자 한다.

2.3.2 통합기술수용이론에 관한 문헌연구

통합기술수용이론은계획된행동이론(TPB : Theory

of Planned Behavior), 합리적인 행동이론(TRA

: Theory of Reasoned Acton), TAM/TPB 통합

이론(Combined-TAM/TPB), 사회인지이론(SCT :

Social Cognitive Theory), 혁신확산이론(IDT :

Innovation Diffusion Theory),동기부여모델(MM :

MotivationModel), PC활용이론(MPCU : Model

of PC Utilization), 기술수용이론(TAM) 등 8가

지의 사회심리학 및 기술수용관련 이론들이 통합, 조

정되어졌다[Venkatesh et al., 2003].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은 초기의 기술수용모

형에 행동의도를 추가한 것으로, 새로 운 기술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사용자의 행동의도이며, 기술

에 대한 태도가 기술의 행동의도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초기의 기술수용모형 대비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이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관련, 태도라는 변수의 영향력이 일관적이지 못하

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태도라는 변수를 매개변수로

바라보던 기존의 영향효과를 제거하였다.

통합기술수용이론은 영향력 있는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에게 기술수용관련 변수를 조정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평가된다[Queiroz and

Wamba, 2019].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은 초기

UTAUT모델의 개개인의 영향요소 설명에 대한 한계

를 극복 할 수 있는 성과가 제시되었다[Venkatesh

et al., 2012].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에서는 초기 통합기술수용

이론에 포함된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

조건 등 네 가지 변수를 일반 소비자 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 하였다. Venkatesh et al.[2012]이 제

안한 UTAUT모델의 주요확장에서 가격가치(Price

Value), 쾌락적 동기(Hedonic Motivation), 습관

(Habit)의 3가지 변수를 추가하므로써 블록체인기술

수용의도와 이용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크게 높일 수 있

었다[Venkatesh et al., 2012].

2.4 수용의도와 이용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의도와 행동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의도란개인의의지또는주관적인행동이나행위를하기

위한상태이다. 수용의도는 어떤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있어서 가지는 주관적인 행동이

나 행위를 하기위한 상태로 정의한다. Venkatash

[2003]는 기술수용의도를 새로운 기술을 소비자들이

사용하려는 경향으로 정의하였다. 이용행동은 어떤 제

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해 그 기술을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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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주관적인 행동이나 행위로

정의하였다[Park, 2018].

기술수용의도 및 이용행동은 기술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행동을 결정하고 사용하게 되는

핵심 변수로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기술수용이

론의 등장과 함께 수용의도, 이용행위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최근의 연구 사례는 특히 통합기

술수용이론 및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을 활용하여

드론기술 사용에 관한 연구[Kim, 2018], 전자금융거

래 사용에 관한 연구, 저작권 유통 플랫폼 수용 및 이

용행위에 관한 연구 등의 사례들이 국내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4.1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

수용의도는 새로운 기술을 소비자들이 사용하려는

경향으로 정의한다[Venkatash et al., 2003]. 수

용의도는 기술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서 지속적으로 다루어

져 왔다. 기술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정의를 고찰하

기 전에 먼저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보는 의도의 정의

는 의지와 신념이라 볼 수 있다. 즉, 의도란 개인의 의

지 또는 주관적인 행동이나 행위를 하기 위한 상태인

것이다.

수용 또는 사용의도는 사용자들이 어떤 대상에 대

한 태도를 형성한 후 특정한 미래 행동으로 나타내려

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블

록체인기술에 대한 수용의도를 기술 사용자들이 블록

체인기술을 수용하려고 하는 의지와 신념을 형성한 후

미래에 기술의 사용을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개인의 의

지와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수용의도 관련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Davis[1989]은 기술수용행위를 외재적 동기

와 내재적 동기 차원으로 연구의 틀을 설정하여, 인지

된 유용성과 즐거움 등 주요 요인이 수용자의 이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Kim[2018]은 최근

국내 연구에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

수용의도에 관한 결정요인 탐색에서 금융 플랫폼을 대

상을 하여 플랫폼 이용자의 수용의도가 남녀 간 성별

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혁신성과 편의성 요인에서 차

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수용의도 결

정요인으로 혁신성, 보안성, 선호성이 작동함을 제시

하였다.

2.4.2 이용행동에 관한 연구

Park[2018]은 이용행동을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해 그 기술을 활용하고 사용하는데 있어

서 가지는 주관적인 행동이나 행위로 제시하였다. 앞

서의 기술수용모형, 통합기술수용모형, 확장된 통합기

술수용모형 등에서 이용행동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제시되었다. 수용의도가 이용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

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 매개효

과(Mediating Effect)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

치는 영향관계를 왜, 어떻게라는 논증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행동을 공공 서비스, 금융분야

에서의 인증 시스템, 의료, 유통 등에서 블록체인기술

을 활용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주관적인 행동

이나 행위로 설정하였다. 통합기술수용이론을 중심으

로 스마트 기기 등장으로 제기된 새로운 금융서비스

형태인 핀테크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연구하

였다. 기존 4가지 변수인 성과 기대, 사회적 영향, 노

력 기대, 촉진 조건 외에 신뢰성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여 사용자 의도를 측정하였다.

이외에도 통합기술수용모델을 토대로 설계된 선행

연구들에서 모바일 학습의 이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상현실 융합산업 생태계 분석을 통한 뮤지컬

시장의 활성화 전략 사용의도, 인터넷전문은행 수용의

도, 베트남 소비자의 저작권 유통 플랫폼 수용의도, 공

급체인관련 미국과 인도에서의 블록체인기술 수용관

련 실증조사[Queiroze and Wamba, 2019] 등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수용모형과 통합기

술수용모형, 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형 등에서 블록체

인기술의 수용의도와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있어왔으

나 수용의도와 이용행동을 포함한 연구는 미미한 실태

이다. 이는 아직 블록체인기술이 도입기에 있고 대중

화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기술수용

이론에서의 이용행동에대한연구로는 Queiroze and

Wamba[2019]의 연구 외는 없는 실태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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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3.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3.1 연구모형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블록체인 도입에 있어 블록

체인 기술의 사용자 수용 의도와 이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Davis[1989]의 정보

기술 수용모형과 Venkatesh et al.[2003]의 통합

기술수용과 사용이론(UTAUT), Venkatesh et al.

[2012]의확장된통합기술수용과사용이론(UTAUT2),

그리고Queiroz and Wamba[2019]의공급체인에서

블록체인 채택 등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Figure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블록체인의 채택과 관련된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

회적 영향, 촉진조건, 블록체인 투명성, 이해당사자 신

뢰 등 6가지 독립변수와 블록체인 사용자의 수용 의도

를 매개변수로, 블록체인 사용자의 이용 행동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고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통합기술

수용과 사용 이론 변수 외에 Queiroz and Wamba

[2019]의 연구를 근거하여 블록체인 투명성 변수와 이

해당사자 신뢰 변수를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2 연구가설의 설정

3.2.1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ncy)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ncy)는 개인이

신 기술을 수용하여 사용 할 때 업무성과가 향상 될 것

이라고 믿는 정도로 정의한다[Venkatesh et al.,

2003].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원장 특성인 스마트계약

기반 작업을 통해서 프로세스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보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이 기술을 사용하고 채택하려는

의도는 성과기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Venkatesh et al., 2012].

인터넷전문은행, 금융, 인사채용시스템, 공급체인

등 관련연구에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성과가 효율

성과 품질, 기타 주요 프로세스 개선[Kshetri, 2018]

에 까지 사용자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제시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성과기대는 신

기술 수용에 중요한 영향 인자로 볼 수 있으며 블록체

인기술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과기대 관련 본 연구의 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성과기대는 블록체인기술 수용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노력기대(Effort Expectancy)

노력기대(Effort Expectancy)는 새로운 정보기

술을 사용하는데 있어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정도라도

정의한다[Venkatesh et al., 2003]. 새로운 기술

이 개인이나 조직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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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습득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다면 부담으로 작용

될 것이다. 이러한 신기술 사용을 위해 들이는 노력과

투자는 기술수용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기술의 진입

장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Venkatesh

et al., 2003].

많은 선행연구에서 노력기대가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정보기술, 인터넷전문

은행, 금융, 인사채용시스템 및 공급체인 등 관련연구

에서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노력기대

는 신기술 수용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써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력기대가 블록체인기술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성과기대 관련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노력기대는 블록체인기술 수용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

사람은 누구나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형태

로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거나 적용하려고 할 때

주변사람들이나다른조직들이어떻게생각하고받아들

일까 등을고려하지않을 수없는 것이다. Venkatesh

et al.[2003]는 가족, 친구, 동료 등 내 주변의 중요

한 타인들, 즉 내 주변의 중요한 사람이나 조직이 새로

운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라

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료, 친구 및 가족의 의견과

행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수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 채택에 있어 사회적 영향

(SI)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로는 인터넷

기반 뱅킹 채택관련 연구[Zhang et al., 2018], 모

바일 정부서비스 사용관련 연구 등이 있다. 또한 공급

체인 네트워크(SCN)관련 최근의 연구에서도 기 형성

된 사회조직 내에서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가 블록체인

의 수용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Queiroz and Mamba, 2019]. 이러한 기존 선

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 영향관련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3 : 사회적 영향은 블록체인기술 수용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블록체인 투명성(Blockchain Transparency)

투명성(Transparency)의 사전적 의미는 과학,

공학, 비즈니스, 인문학 및 사회분야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 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쉽게 불 수 있도록 운영

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명성은 공개성, 소통성, 확인

가능한 상태의 개념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선행연

구에서도 투명성(Transparency)의 정의를 소통성,

확인 가능한 상태 등으로 보았다.

또한 Queiroz and Wamba[2019]는 물류분야

의 연구에서 투명성을 해당 물류가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인가를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로 보았다.

공급체인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블록체인기술이 투명성

과계량성을증가시킨다는결과를제시하였다[Biswas

et al., 2017; Kshetr, 2018; Lu and Xu, 2017].

블록체인기술의 투명성이 공급체인 네트워크(SCN)

멤버들의 협력을 증대시키고, 산업분야와 큰 규모의

사회집단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연구결과

도 제시되었다[Aste et al., 2017].

본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의투명성(Transparency)

을 조직내 구성원간의 소통과, 연관 네트워크에서의 작

업 가시성으로 정의하고 블록체인의 투명성이 블록체

인 수용의도에 대한 중요한 예측변수가 될 것으로 보

고, 블록체인 투명성관련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4 : 블록체인 투명성은 블록체인기술 수용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5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

촉진조건의 정의를 Venkatesh et al.[2003]은

정보기술의 사용에 있어 사용자에게 조직적, 기술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믿는 정도로 보았다. Venkatesh

et al.[2003]는 초기의 UTAUT이론에서는 촉진조

건을 수용의도 보다는 이용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확장된 통합기술수용

이론에서 소비자 측면을 고려하여 수용의도 및 이용

행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연구를 수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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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조건이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는 저작권 유통 플랫폼에 대한 수용의도, 공급체인에

서의 수용의도[Queiroz and Wamba, 2019] 등의

연구에서 확인 되었다. 또한 공급체인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지원되는 거래는 클라우드에 저장되므로 인프

라 기술수용에 따른 비용측면에서 볼 때 진입장벽이

없다는 선행연구 사례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촉진조

건을 사용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때 IoT, AI

등 최신 ICT 기술기반 환경이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

하는 믿음이라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

구와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촉진조건 관련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5: 촉진조건은 블록체인기술 수용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촉진조건은 블록체인기술 이용행동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6 이해당사자 신뢰(Stakeholders Trust)

블록체인기술로 이해 당사자 서로가 신뢰(Trust)

기반이 형성된다면 새로운 기술이 가지는 효용으로서

대단히중요한변수가될것이다. 신뢰즉믿음(Trust)

이란 정의는 이해 당사자 간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

안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자간 신뢰는 상

대가 당사자를 위해 자율적으로 필요한 특정 조치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한 당사자의 의지

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해당사자간 신뢰에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로는 공

급체인부분에서의 공급자와 사용자간 불확실성 최소

화, 투명성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기술 적용 연구, 구성

원 간의 신뢰 수준 향상[Zou et al., 2018] 등의 사

례도 제시 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당사자 신뢰

를 공공 및 산업체에서 블록체인기술을 사용한 서비스

를 이용 할 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불안

감 없이 상대를 믿고 의심 없이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이용의도에 관해,

오프라인 점포에서 이뤄지는 기존 영업 방식에 비해

금융 소비자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선택하는 데 있어 신뢰는 중요한 요인으로

서 작용한다고 제시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해당사자 신뢰가 블록체인기술 수용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상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통합기술수용

이론과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의 특성변수인 성과

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쾌락적 동기,

가격효용, 습관에 대한 6가지 변수 중에서 미국과 인

도의 물류분야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수용관련 연구

에서 Querioz and Wamba[2019] 등이 사용한 성

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블록체인

투명성, 이해당사자 신뢰에 대한 특성변수를 활용하

였다.

수용의도에 대한 연구가설은 확장된 통합기술수용

이론의 특성변수 중에서 쾌락적 동기, 가격효용, 습관

특성변수 등이 사용한 블록체인 투명성, 이해당사자

신뢰 특성변수를 활용하여 설정하였다. 이용행동에 미

치는 영향관련 연구가설에서는 아래의 촉진조건, 이해

당사자 신뢰 변수를 활용하였다.

가설 7 : 이해당사자의 신뢰는 블록체인기술 수용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 이해당사자 신뢰는 블록체인기술 이용행동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7 수용의도와 이용행동

(1) 수용의도(Acceptance Intention)

수용의도는 새로운 기술을 소비자들이 사용하려는

경향으로 정의한다[Venkatash et al., 2003]. 수

용의도는 기술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서 지속적으로 다루어

져 왔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2018]은 드론기

술 사용의도 연구에서 수용의도는 아직 일반화되지 못

한 드론을 사용하려는 의도로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

였다.

선행연구결과에서 베트남 소비자의 블록체인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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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유통 플랫폼 수용 및 이용행위에 관한 연구, 드

론기술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Kim, 2018],

Private 블록체인 특성이 의료분야 수용의도에 미치

는 영향[Park, 2018], 전자금융거래 사용의도, 가상

현실 융합산업 생태계 분석을 통한 뮤지컬 시장의 활

성화 전략 등 선행연구를 통해, 수용의도가 사용행동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수용의도가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가정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2) 이용행동(Usage Behavior)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인 수용의도가 독립변수인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블록체

인 투명성, 이해당사자 신뢰를 매개하여 종속변수인

사용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왜 이러한 인과관계가 발생하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수용의도가 모형에서 설정한 독립변

수들에 대한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영향관계를 검증하

였다.

통합기술수용이론모델을 토대로 설계된 선행연구들

에서 매개변수인 수용의도가 종속변수인 이용행동을

매개하는 효과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결과 들을 볼 수

있었다. 국내의 연구에서 모바일 학습의 이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터넷전문은행 수용의도, 베트

남 소비자의 저작권 유통 플랫폼 수용의도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국외의 연구로는 공급체인관련 미국과 인도에

서의 블록체인기술 수용관련 실증조사[Queiroz and

Wamba, 2019] 등에서 수용의도의 매개효과가 사용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는 연구결과를 관찰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기술수용모델의 특

성변수에 블록체인 투명성, 이해당사자 신뢰 등 변수

를 추가하여 6개의 독립변수들이 수용의도를 매개하

여 이용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아래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9 : 블록체인기술의 수용의도는 이용행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실증분석

4.1 자료수집방법 및 표본의 특성

4.1.1 자료수집방법

설문조사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온라인은 이메일과 구글 온라인 설문지를 이

용하여 SNS로 수집하였으며, 오프라인은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직접 만나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12월 02일부터 2020년 1월

28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으로는

국내 기업체나 블록체인 협회, 공공기관에서 블록체인

을 실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수의 블록체인 협회로부터 입수한 회원사의 블록

체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

여 인터넷 이메일로 630여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290명이 응답하였다. 또한 블록체인 협회 회원사의

간부를 대상으로 직접 대면 조사방식으로 35명에 대

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25명이 응답하여, 회수율은

48.87%로 나타났다. 회수한 325부 중에서 불성실하

게 응답한 20부를 제외하고, 305부의 응답 설문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4.1.2 표본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남자가 249명(81.

61%), 여자가 56명(18.49%)로 나타나 남자의 빈도

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90명(29.50%)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빈도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학력사항으로는석사 158명(51.

82%)과 박사 128명(42.03%)으로 전체 305명 중

286명(93.84%)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

다. 업종별로는 정보기술업 88명(28.91%)이고, 공공

기관 76명(24.93%)으로 조사되었다. 직장의 직위는

평사원에서 대표까지 모든 직급에서 고르게 분포하

고 있으며, 블록체인 사용기간은 1년 미만이 108명

(35.41%)이고, 5년이상은 15명(4.90%)으로 조사되

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설문응답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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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249 81.6

Female 56 18.4

Age

Less then 20 1 0.3

20~29 59 19.3

30~39 71 23.3

40~49 90 29.5

More than 50 84 27.5

Education

Community college graduated 12 3.9

University students or bachelor degree 7 2.3

Master degree 158 51.8

Ph.D. degree 128 42.0

Industry
&

Organization

Public organization 76 24.9

Finance 11 3.6

Health care 18 5.9

Information Technology 88 28.9

Logistics 8 2.6

Service 29 9.5

Manufacturing 17 5.6

Others 58 19.0

Position

Employee 80 26.2

Assistant manager 39 12.8

Manager 23 7.5

General manager 76 24.9

Executive 66 21.6

CEO 21 6.9

Period of
Blockchain usage

Less then 1 year 108 35.4

1~2 75 24.6

2~3 60 19.7

3~4 39 12.8

4~5 8 2.6

More then 5 year 15 4.9

<Table 1> The Distribution of Sample(N = 305)

4.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4.2.1 연구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의 사용한 외생변수인 통합기술수용 변

수로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블

록체인 투명성, 이해당사자 신뢰 등과 매개변수인 수

용의도 및 종속변수인 이용행동 등의 KMO값이 모두

0.80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KMO 기준치인 0.7

이상으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비교적 좋

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결과, 요인 적재 값을 기준으로 0.5 미만인

측정변수는 제거하면서 요인적재량이 큰 것을 기준으

로 크기별 정렬을 실시하고, 요인 적재값이 큰 순서대

로 같은 요인을 묶어주는 방법(크기순정렬)으로 분석

하였다. 요인분석에서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

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

하였고,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

인베리맥스(varimax)를 채택하였다.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이고 요인적재치는 0.5 이상, 공통

성 0.4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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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tems
Factor
Loading

Commonality Eigenvalue
Extracted Variance

Explained
Cronbach
Alpha

KMO

Performance
Expectancy

PEEX1
PEEX2
PEEX3
PEEX4
PEEX5

.831

.816

.812

.798

.790

.773

.744

.743

.741

.683

4.113 24.023 .916

0.824

Effort
Expectancy

EFEX1
EFEX2
EFEX3
EFEX4

.864

.825

.812

.796

.778

.739

.728

.714

2.872 17.743 .835

Social
Influence

SOIN1
SOIN2
SOIN4
SOIN6

.857

.852

.775

.765

.709

.708

.667

.792

2.335 13.816 .814

Facilitating
Condition

FACO1
FACO2
FACO3

.921

.816

.814

.816

.803

.801
2.586 23.513 .913

Blockchain
Transparency

BLTR1
BLTR2
BLTR3
BLTR4

.879

.775

.772

.727

.729

.682

.680

.639

2.459 21.638 .788

Stakeholders
Trust

STTR1
STTR2
STTR3
STTR4

.845

.782

.764

.715

.747

.646

.625

.618

2.142 19.198 .713

Acceptance
Intention

ACIN1
ACIN2
ACIN3
ACIN4
ACIN5

.816

.814

.802

.813

.737

.878

.875

.868

.854

.785

3.425 34.052 .916 0.815

Usage
Behavior

USBE1
USBE2
USBE3
USBE4
USBE5

.823

.828

.808

.818

.802

.911

.814

.822

.825

.767

2.812 27.143 .928 0.852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for Research Variables

요인분석 과정에서 변수별로 적합하게 묶이지 않는

변수는 없었으며, 측정문항별로는 사회적 영향의 3번

과 5번 문항, 촉진조건 4번 문항, 블록체인 투명성 5

번 문항, 이해당사자 5번 문항은 제거되었다. 또한, 각

변수별 신뢰성분석은 SPSS 프로그램에서 실시하였

고, Cronbach 알파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음의

<Table 2>와 같이 각 변수별 신뢰도 Cronbach 알

파 값은 모두 0.6 이상이고 그 수치가 1에 가까워 변

수의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3 연구별수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
를 바탕으로 통계프로그램 SPSS 26.0 상에서 변수

별 측정 문항별로 변수 계산을 통하여 변수별 하나의

변수로 생성한 다음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
분석은 변수들 간의 관련성의 정도와 정(+), 부정(-)

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부분의 변수 간에는 통계적 유의수준 0.01에서
대부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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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S.E C.R. CCR AVE

Performance
Expectancy

PEEX1
PEEX2
PEEX3
PEEX4
PEEX5

.831

.816

.812

.798

.790

-
0.075
0.070
0.031
0.047

-
13.036
14.481
15.967
12.560

0.742 0.919

Effort
Expectancy

EFEX1
EFEX2
EFEX3
EFEX4

.864

.825

.812

.796

-
0.055
0.055
0.056

-
17.043
13.329
17.223

0.582 0.802

Social
Influence

SOIN1
SOIN2
SOIN4
SOIN6

.857

.852

.775

.765

-
0.107
0.108
0.054

-
14.312
14.365
16.342

0.730 0.913

Facilitating
Condition

FACO1
FACO2
FACO3

.921

.816

.814

-
0.082
0.074

-
13.527
10.917

0.808 0.926

Blockchain
Transparency

BLTR1
BLTR2
BLTR3
BLTR4

.879

.775

.772

.727

-
0.063
0.064
0.066

-
17.798
15.325
12.274

0.557 0.788

Stakeholders
Trust

STTR1
STTR2
STTR3
STTR4

.845

.782

.764

.715

-
0.060
0.062
0.061

-
16.343
15.215
14.103

0.743 0.896

Acceptance
Intention

ACIN1
ACIN2
ACIN3
ACIN4
ACIN5

.816

.814

.802

.813

.737

-
0.049
0.046
0.057
0.062

-
19.94
18.817
13.387
14.207

0.712 0.911

Usage
Behavior

USBE1
USBE2
USBE3
USBE4
USBE5

.823

.828

.808

.818

.802

-
0.053
0.049
0.054
0.059

-
15.118
13.889
19.227
16.369

0.821 0.931

Chi-square = 2662.4, chi-square/df =1.974, RMR(Root Mean-squared Residual) = 0.024, GFI(goodness of fit index) =
0.887, NFI(normal fit index) = 0.859,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0.907, CFI(Comparative fit Index) = 0.913,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043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세부적으로살펴보면외생변수와수용의도와가장상

관관계가 높은 변수로는 촉진조건으로 상관계수는

0.457로두변수가 45.7%의정(+)의 상관관계가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이용행동과가장높은상관관계가높은

변수도 블록체인 투명성 변수로 상관계수가 0.482로

48.2%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외생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0.8

이상인 관계가 없고, 또한 모든 변수의 허용오차값이

0.50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값도 2.00 이하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이다중공선성진단에서문제가 없으므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 collinearity)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4.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각 변수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아래의 <Table

3>과 같이 나타났으며, 각 잠재변수별 측정문항의 표

준화된 요인 적재치는 모두 0.4 이상으로 보이고 있어

잠재변수는 해당 측정변수들의 변량을 잘 설명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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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2) (3) (4) (5) (6) (7) (8)

Performance Expectancy (1) $0.737

Effort Expectancy (2) 0.009 $0.875

Social Influence (3) 0.014 0.003 $0.797

Facilitating Condition (4) 0.032 0.156 0.011 $0.835

Blockchain Transparency (5) 0.069 0.029 0.076 0.000 $0.822

Stakeholders Trust (6) 0.000 0.061 0.036 0.068 0.084 $0.756

Acceptance Intention (7) 0.003 0.040 0.087 0.069 0.000 0.210 $0.871

Usage Behavior (8) 0.001 0.004 0.016 0.123 0.006 0.231 0.441 $0.754

<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of Variables

The values in the diagonals represent square root of average variance extracted.

Hypotheses Path Estimate S.E. C.R. p

H1 Performance Expectancy → Acceptance Intention 0.521 0.082 5.054 ***

H2 Effort Expectancy → Acceptance Intention 0.347 0.074 3.759 0.002**

H3 Social Influence → Acceptance Intention 0.302 0.096 4.092 0.001**

H4 Facilitating Condition → Acceptance Intention 0.113 0.125 -0.179 0.538

H5 Blockchain Transparency → Acceptance Intention 0.341 0.084 3.475 0.003**

H6 Blockchain Transparency → Usage Behavior 0.206 0.084 2.494 0.013*

H7 Stakeholders Trust → Acceptance Intention 0.122 0.106 0.146 0.586

H8 Stakeholders Trust → Usage Behavior 0.319 0.085 3.714 0.004**

H9 Acceptance Intention → Usage Behavior 0.653 0.075 10.348 ***

<Table 5> Estimated Path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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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각변수별개념신뢰도(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 CCR)와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

ance extract : AVE)를 구하여 각 측정항목이 해

당요인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렴하는지 분석한 결

과, 모든 변수의 개념 신뢰도가 0.7 이상으로 내적 일

관성이 확보되었고, 각 요인사이에 구한 분산추출지수

(AVE)가 0.5 이상으로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Table 4>는 각 변수별 상관분석표결과에 분

산추출지수 수치를 넣은 것으로 분산추출지수($표시)

가 요인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요인사이

에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4.5 연구가설 검정결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가설검증을 위한 경로분석에서

가설 채택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계수값, 표준오

차, CR값, p값을 구하였으며, AMOS 프로그램의 결

과 값인 Regression Weight의 CR값과 p값(p <

0.05)을 기준으로 가설 채택을 판단하였다. CR값이

1.96 이상이고 유의확률 값이 0.05 미만이면 가설경

로에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음의 <Table 5>는 AMOS 프로그램 상에서 가설경로

를 분석한 가설 경로별 계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

기에는 표준화된 계수 값, 표준편차, CR값(t값), 유

의수준 등의 값을 제시하고 있다.

4.6 가설검정결과 해석

본 연구 3장에서 제시한 개념적 연구모형에 따라 설

정한 9개의 연구가설을 통계 프로그램 AMOS 26.0

을 사용하여 검정한 결과, 위의 <Table 5>와 같이 분

석되었다. 총 9개의 연구가설 중 7개의 연구가설(H1,

H2, H3, H5, H6, H8, H9)은 채택되었고, 2개의

연구가설(H4, H7)은 기각되었다. 가설 검정결과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사용자 관점에서 기업의 현실적 상

황을 고려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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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통합기술수용모델에서 6가지 독립변수는 매개

변수인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관련 가설 H1

~H8과 관련해서는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블록체인 투명성 등의 변수는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촉진조건과 이해당사자 신뢰변수는 수

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기각

됨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성과기대변수는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이 채택됨에 따라 블록체인 사

용자의 성과기대가 높을수록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수

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는 기업이나 기관에

서 블록체인을 수용하면 기업(기관)의 성과를 높여 경

쟁력이 향상되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노력기대변수는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이 채택됨에 따라 블록체인 사

용자의 노력기대가 높을수록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수

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는 기업이나 기관에

서 블록체인을 수용하면 기업(기관)의 블록체인 사용

자가 인식하는 기대가치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의 사

용이 편리하고, 이해가 빠르며, 보다 쉽게 시스템에 숙

달하게 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영향변수는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이 채택됨에 따라 블록체

인 사용자의 사회적 영향이 높을수록 기업에서 블록체

인을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블록체인을 수용하게 되면 기업(기관)의 블

록체인 사용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은 블록체인 기

술이 보편화되어 기술의 사용을 선호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촉진조건변수는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이 기각됨에 따라 블록체인

사용자의 사용 촉진 조건은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수용

하게 될 가능성과는 상관관계가 그다지 없다는 것이

다. 이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사용자의 블록체인 관련

교육이나 기술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높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블록체인 투명성변수는 수용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이 채택됨에 따라

블록체인 자체의 투명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블록체인을 수용하게 되면 블록

체인 사용자가 블록체인에 대한 가시성, 확인 가능성,

공장의 계량성, 정보의 투명성과 협력 증대 등이 이루

어질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일곱째, 이해당사자신뢰변수는수용의도에긍정적인

영향을미칠것이라는연구가설이기각됨에따라블록체

인 이해당사자간의 신뢰가 높다 하더라도 블록체인을

수용하는 의도와는 상관이 그다지 없는 것으로 예상할

수있다. 이는 기업이나기관에서블록체인에대한 상호

간의 신뢰나 협업 및 믿음이 약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쉽게수용하기어렵다는것으로해석할있다.

여덟째, 블록체인 투명성변수는 이용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이 채택됨에 따라

블록체인 자체의 투명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수용하고 실제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블록체인을 이용

하게 되면 블록체인 사용자가 블록체인에 대한 가시

성, 확인 가능성, 공장의 계량성, 정보의 투명성과 협

력 증대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홉째, 이해당사자 신뢰변수는 이용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이 채택됨에 따라 블

록체인 이해당사자간의 신뢰가 높을수록블록체인을 수

용하고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상호간

의신뢰나협업및믿음이높기때문에 블록체인을쉽게

수용하고 이용하게 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열 번째, 수용의도 변수는 이용행동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이 채택됨에 따라 블록체

인 사용자가 쉽게 수용할 의도가 높을수록 블록체인을

실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 이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수용의

도가 높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쉽게 수용하고 이용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결 론

5.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통합기술수용이론 관점에서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자 수용의도와 이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근거로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9개의 연구가설을설정하였으며, 블록체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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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는 국내 공공기관, 기업체, 의료분야, 금융

업등 다양한분야의실무및 관리자를대상으로설문조

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고 해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며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정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성

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블록체인

투명성, 이해당사자 신뢰 변수 등이다. 매개변수는 수

용의도, 종속변수는 이용행동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수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8개의 연구변수에 대한

영향력의 관계를 검정한 결과 7개의 가설이 채택되었

고, 2개의 가설이 기각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블록체인 사용자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블록체

인 투명성 변수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촉진조건과 이

해당사자 신뢰 변수는 블록체인 사용자의 수용의도에

영향을미치지않는요인으로분석되었다.셋째, 블록체인

투명성, 이해당사자신뢰및수용의도등의변수는블록

체인의 이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수용의도가 성과기대 변수와 관련한 선행연구 중

Queiroz and Wamba[2019]의 공급체인 분야에서

인도와 미국의 블록체인 채택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발표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성과기대가 미국

과 인도에서 공히 수용의도에 뚜렷하게 긍정적인 효과

를 미치고 있음이 관측되었다. 이는 국내의 연구결과

인 UTAUT2 모형을 활용한 드론기술 사용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연구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한국형 여행코인의 소비자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도 성과기대가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되어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5.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블록체인이라는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개별

사용자 수준에서의 수용의도와 이용행동을 보다 잘 이해

하기 위해 기술수용모형과 통합기술수용모형의 관련 변

수들로 본연구의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실증분석을 통하

여 국내 기업과기관 종사자의 블록체인 수용의도와 이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실무적인 차원에

서 연구결과를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블록체인 통합기술수용이론 변수들이 블록체

인 기술의 수용의도와 이용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

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합기술수용모형 변수인 성과

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과 블록체인 투명성, 이

해당사자 신뢰 등의 변수들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진

행하고, 연구결과를 기존의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학술

적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블록체인 기술 수용의도

와 이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블록체

인 투명성 변수의 효과는 국내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검정하였고, 수용의도에 매우 높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향후 블록체인을 사

용하는 플랫폼 개발자나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이

용 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대상을 세분화하고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공공

부문, 의료분야,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

를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특정한

분야에서의 IT 업종 종사자 등으로 한정한 연구 사례

들은 알려지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관련 전문성을 가진 실무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미

한 실정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넷째,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고자 블록체인

기술개발이나 정책입안, 플랫폼구축, 서비스 제공, 블

록체인 협회의 임원급 종사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블록체인 기술

수용과 사용에 대한 일반화 된 개별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증분석을 하였다는 점이다.

다섯째, 블록체인 기술 수용관련 수용의도 단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용행동 단계

로까지 실증분석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물들은 블록체

인 기술의 적용과 확산을 위해 실무수준 및 관리수준

과 국가제도 정립이라는 차원에서의 고려 할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 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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