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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analyze the acceptance theories of insurance services using blockchain technology. Although 

insurance services using block-chain technology are still in discussion, specific development methods for service 

methods applying block-chain technology in insurance services are being studied. In this study, the following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acceptance of insurance services using block chain technology, focusing on four factors 

of the UTAUT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technology benefits of the blockchain affecting the performance expectations of 

UTAUT are security and reliability. In addition, the factors influencing UTAUT 's effort expectations were found to be 

availability and economics. Therefore, it was found that performance expectation and effort expectation for technology 

acceptance are influenced by different technology benefits. Among the four factors of UTAUT, the factors affecting 

the insurance service using the blockchain technology are performance expectation and effort expectation, and social 

influence and promotion condition have no effect on acceptance intention. Also, the moderating effect of user innovation 

on acceptance intention of insurance service applying blockchain was significant only for effort expectation among 

UTAU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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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사물인

터넷(IoT)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이 보험 서

비스와 융합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김규동, 2017). 

인슈어테크(InsurTech)는 보험(Insurance)과  기

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술과 보험업의 융합

을 의미하며, 보험 산업의 가치사슬(ValueChain)이 

무 지고 소비자를 심으로 한  변 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의미한다(윤일 , 

2017). 보험 분야로 확 된 신기술들은 단순한 효

율성  생산성 향상을 넘어 보험 비즈니스에 새로

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인슈어테크는 보험 상품의 

개발부터 고객 리에 이르기까지 보험업무 반에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구 , 알리바바 등 로벌 

ICT 기업들도 인슈어테크 련 투자를 통해 빠르게 

보험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한 보험 

서비스의 유형(보험  청구  모바일 거래)에 있

어서 블록체인이 갖는 기술 혜택이 블록체인 기

술을 활용한 보험 서비스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통합기술수용이론

(UTAUT :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에서 주장하는 4개 요인으로 

행동의도의 원인을 구성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5개 

혜택들이 행동 의도의 구성 요인 각각에 한 

향력을 분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새로운 

보험 서비스 유형을 크게 P2P 보험 상품 매, 보

험 상품 약  출 등 두 개 유형으로 보고 각각

의 유형에 해서 블록체인이 갖는 기술 혜택이 

UTAUT 모형의 4개 요인인 성과 기 , 노력 기

, 사회  향력, 진 조건 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한 신 인 기술수용에서 많은 

향력을 보여주는 사용자 신성이 사용 의도에 미

치는 조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 주제 1 :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스

들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릴 수 있는 혜택들을 

기존의 블록체인기술 연구들이 주장하는 기술 혜택

의 유형들을 근거로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주제 2 : 블록체인 보험 서비스에 해서 사용

자들이 리는 기술 혜택들이 UTAUT 기술수용 

모형의 4개 요인인 성과 기 , 노력 기 , 사회  

향력, 진 조건들에 한 사용자 입장에서 체험될 

수 있는 기술수용요인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주제 3 : 사용자 입장에서 체험되는  UTAUT 

기술수용 모형의 4개 요인인 성과 기 , 노력 기 , 

사회  향력, 진 조건 등이 블록체인 보험 서비

스에 한 잠재고객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고자 한다. 

연구 주제 4 : 사용자 입장에서 체험되는 UTAUT 

모형의 4개 요인이 블록체인 보험 서비스에 한 잠

재 고객의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잠재

고객의 신성이 미치는 향(조 효과)을 분석하

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블록체인 기술의 개요.

나카모토 사토시(Satoshi Nakamoto)는 2008년 

10월 “Bitcoin :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라는 백서(White Paper)를 통해 비트코

인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1세  블록체인을 소개하

다. 블록체인은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운 하기 

한 핵심 기술로만 인지되었다. 그러나 차츰  다양

한 산업에 활용하기 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많

은 산업 분야에서 미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만한 

신 인 비즈니스 모델로 인정받게 되었다(장기진, 

2017). 비트코인으로 표되는 1세  블록체인은 



The Effects of BlockChain Technology Benefits on Acceptance Intentions of BlockChain Insurance Services 165

투명성  신뢰성이 높아 정보의 장 기능으로 활

용 가능하게 되었다.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분산원장기술(Distri-

buted Ledger Technology; DLT)이라고도 일컬

어진다. 앙에서 통제되는 일반 인 시스템과 달

리, 분산화된 공개 거래장부로 특정 주체에 의한 통

제가 불가능하고 조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그 이

후 러시아 이민자 출신 캐나다인 비탈리크 부테린

(Vitalik Buterin)이 2015년 도입한 가상화폐인 이

더리움(Etherium)이 개발 되었다. 이더리움은 비트

코인처럼 가상화폐이면서, 자체의 애 리 이션을 

통해 스마트 계약을 로그래  할 수 있게 개발되

었다. 2세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이더리움은 분산형 

네트워크와 다양한 명령어가 내재되어 있어 다양한 

로그래 이 가능하여 거 한 수퍼 컴퓨터로 인식

되기도 한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술은 향후 4차 산업 명시 에 세계를 이

끌어갈 10  기술  하나로 선정되어 주목받고 있다. 

거래의 안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해 블록체인을 

용하는 사례를 해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2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스

일반 인 보험의 거래에서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

건을 제로 하는 거래를 보장하기 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블록체

인 기술이 발 하면서 사 에 결정한 조건이 충족

되면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인 스마트계약 

설계가 가능하게 된다. 미래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

되면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로그래  되어 

외부신탁  서면합의 등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미

래의 불확실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거래를 신뢰

할 수 있게 한다는 에서 보험계약이 가장 합한 

스마트 계약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

에 기반한 스마트 계약의 용은 보험연계증권 시

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되고 있다(김

규동, 2017). 

보험 서비스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의 용은 

상품개발부터 보험료 산정, 언더라이 , 보험료 납

부, 보험  청구, 백오피스 리, 리스크 리 등  

분야에서 용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보험  청구 자동화와 P2P 보험 등에 합하

다(정규식, 2017).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보험

업 가치창출 로세스  검증  확인 차가 단

순화되어 효율성 이 증가하고 새로운 사업모형 도

출 측면에서 사물인터넷(IoT) 연계 보험  마이크

로 보험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의 경우 

보험거래 내역이 한번 등재되면 모든 거래자가 확

인 가능하게 되어 거래 투명성이 확보되고 승인과

정의 자동 암호화로 변조를 막아 보안비용을 

일 수 있다(정규식, 2017).

최근 한 소비자단체와 손해보험 회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69.6%가 최근 

1년간 통원 치료를 받고도 보험 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들의 보험  청구

차를 번거롭게 인식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다. 

한 병원에서 소비자가 수수료를 내고 직  증빙

서류를 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비용과 번거로

움 때문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통합인증기술을 사

용하면 실손보험  지 청구에 필요한 비용을 낮출 

수 있고, 병원에서 진료만 받아도 그 정보를 토 로 

바로 보험사에서 보험 을 지 하는 과정을 간소하

게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 보험  청구 서비스 <Figure 1>은 보험 

가입자가 병원 내방 시 복잡한 보험  청구 없이 

간편한 고객의 인증만으로 보험  청구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자문서 형태의 출력물로 보험사로 

송하고 해당 의무기록과 보험가입 내용을 토 로 

보험  청구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보험  지 심

사 부서로 수되어 보험  지 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서비스이다. 

병원비 수납이라는 이벤트를 기 으로 보험  청

구 로세스가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 스마트 컨트

랙트 기술이 용되고, 의무기록 사본 출력,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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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mart Insurance Payment Service Process 

본인인증, 보험  청구 수 등의 사실이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어 편리함과 보안을 강화하면서 이 청

구 문제, 부인방지 등이 해결된다(정규식, 2017).

특히 해외에서는 소비자 심의 공동구매와 P2P 

보험이 시도되고 있다. 국, 독일, 미국 등에서는 

이러한 보험 상품을 통해 보험료 할인 등의 소비

자편익 증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P2P 보험은 

소규모 그룹의 사고 실 에 따라 보험료를 환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친화 인 형태이다. P2P 보

험은 친구, 가족, 지인들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

여 상호 보장을 하는 형태로 동일한 험을 보장

받는 가입자들끼리 그룹을 형성한 후 동일그룹에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 사고 실 에 따라 무사고 

보 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이다(정규식, 

2017). P2P 보험에 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을 용

할 경우, 보험기간이 짧고 보험  지  심사가 간

단한 개인상해, 재물보험 등에 일반 으로 용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로 신뢰성을 증  시켜서 네

트워크의 규모도 더 커지고 상이 되는 보험 종

목이 애완동물 보험, 여행자 보험, 건강보험 등 가

입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는 모든 

종류의 보험 상품으로 더 다양해 질 수 있으므로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P2P 보험 시장에서 가장 요한 환경은 

거래의 투명성과 거래 정보의 공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P2P 거래에 있어서 거래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 

거래와 거래 당사자 간에 모든 거래 정보들이 공

유되고 그 공유된 정보 시스템의 해서 어떠한 해

킹 시도도 무산될 수 있다. 따라서 거래 안 성 측

면에서 획기 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P2P 보

험에 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을 용할 경우, 상호 

신뢰 증가로 인해 효율성 향상이 기 된다. 재 

보험업계와 정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보

험 서비스 신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P2P 

보험의 가능성을 진단하기 하여 련된 선행연구

의 결과들을 토 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P2P 

보험 상품의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3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 :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기술수용이론  TAM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연

구자들에 의해서 신기술수용을 설명하는 연구에 많

이 활용되어 왔고, 재까지 검증되고 발 되고 있다. 

하지만, TAM 모형이 새로운 기술수용을 설명하기

에 무 간소화 되어 있고, 연구자에 따라 추가된 

외부변인들 간의 계에 한 타당성이 충분하지 

못한 이 있어서 그 한계 을 극복하고자 Venkatesh 

et al.(2003)은 정보기술수용에 하여 통합 인 

으로 근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을 제시

하 다.

UTAUT 모형은 합리  행동이론(TRA),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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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Definition Researcher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The theory that explains human behavior is that the attitude and subjective 
norm affects the behavioral intention and the behavior is determined by 
the behavioral intent.

Fishbein et al.
(1975)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A theory that adds the concept of perceived behavior control by supplementing 
rational action theory

Ajzen(1991)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ceptance theory,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affect the attitude and influence the actual use 
by mediating intention to use.

Davis et al.
(1989)

Combined 
TAM-TPB Model
(C-TAM-TPB)

TPB is a model that expands TAM and presents a model using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perceived usefulness

Taylor et al.
(1995)

Motivation Model
(MM)

The theory explaining the external motivation and intrinsic motivation for 
information technology acceptance

Davis et al.
(1992)

PC Application Model
(MPCU)

As a prediction model of PC utilization, social factors, emotions, complexity, 
job fitness, long-term results, and facilitation condition factors for PC use 
are presented

Thompson et al.
(1991)

Innovation 
Diffusion Theory

(IDT)

The relative advantages, complexity, suitability, testability, and observability 
factors that influence the adop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are presented

Moore et al.(1991), 
Rogers(2003)

Society 
Cognition Theory

(SCT)

A theory that explains acceptance behavior of information technology as 
a result of outcome expectation, outcome of individual expectation, 
self-efficacy, emotion, anxiety

Compeau et al.
(1995)

<Table 1> The Main theory of UTAUT

행동이론(TPB), 기술수용모델(TAM), 통합된 TAM- 

TPB 모형(C-TAM-TPB), 동기모형(MM), PC 활

용모델(MPCU), 신확산이론(IDT), 사회인지이론

(SCT)의 이론을 토 로 그 구성개념을 분석하고 

통합하여 모형을 구성하 고, 8개의 주요 이론은 

<Table 1>에 정리하 다.

UTAUT 모형은 사용행동에 행동의도가 향을 주

고, 행동의도에 향을 주는 ‘성과기 (Performance 

Expectation)’, ‘노력기 (Effort Expectation)’, ‘사

회  향(Social Influence)’과, 사용행동에 향을 

주는‘ 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으로 구성하

고 변수들 간의 계는 ‘성별(Gender), 나이(Age), 

경험(Experience), 사용의 자발성(Voluntariness of 

Use)에 의해 통제되어지는 모형이다. 즉 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은 신기술의 사용의도에 향

을 주는 요인이고 진조건은 실제 구매 행동에 향

을 주는 요인이다. 

Venkatesh et al.(2003)이 UTAUT 모형에서 제

시한 행동의도를 매개하여 사용행동에 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기 (Performance Expectancy)의 정

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업무 성과를 향상시

킬 수 있다고 믿는 정도”이고, 성과기 는 TAM의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을 포함한 5

가지 이론의 변수를 통합하 다. 5가지 이론의 해당 

변수들의 유사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인정되어 

왔다. 많은 연구에서 성과기 는 정보기술에서 행동 

의도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기술수용에 요한 변수라고 주장되고 있다.

둘째, 노력기 (Effort Expectancy)의 정의는 “시

스템의 사용이 용이한 정도”이고, TAM의 인지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포함한 3가지 이

론의 변수를 통합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시스템은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하고 

사용 방법을 익히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사용행동으

로 이어지므로, 인지된 용이성은 기술수용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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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omponents Theory

Performance 
expectations

Perceived
usefulness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External
motivation

Motivation Model
 (MM)

Job fitness
PC Application Model

(MPCU)

Relative
advantage

Innovation 
Diffusion Theory

(IDT)

Performance
expectations

Society 
Cognition Theory

(SCT)

Effort
Expectation

Perceived
eas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Combined
TAM-TPB Model
(C-TAM-TPB)

complexity
PC Application Model

(MPCU)

Perceived
usefulness

Innovation 
Diffusion Theory

(IDT)

Social
influence

Subjective
norm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Combined 
TAM-TPB Model
(C-TAM-TPB)

Social
Influence

PC Application Model
(MPCU)

Image
Innovation 

Diffusion Theory
(IDT)

Promotion 
Condition

Perceived
Behavior
Control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Promotion
Condition

PC Application Model
(MPCU)

Compatibility
Innovation 

Diffusion Theory
(IDT)

<Table 2> Constructive Concepts and Related Theories 
of UTAUT Independent Variables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사회  향(Social Influence)은 정보기

술의 사용이 주변에 향을 받는 것으로써 “주변

의 요한 사람들이 내가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해

야 한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한다. 구성 개념으로

는 TRA, TAM2, TPB/DTPB, C-TAM-TPB의 

주  규범, MPCU의 사회  향, IDT의 이미

지(Image)를 통합하여 변수를 정의하 다. 정보기

술을 수용하는 사용자는 주변에서 향을 주는 사

람들에 의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

여 다.

넷째, 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의 정의

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조직 이고 

기술 인 인 라가 존재한다고 믿는 정도”이고, 구

성 개념으로는 TPB의 인지된 행동 통제, MPCU의 

진조건, IDT의 호환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Venkatesh et al.(2003)은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정보기술을 도입한 조직을 상으로 

실증  검증을 하 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기존의 

이론보다 더 우수한 설명력을 보여줬다. UTAUT

는 TAM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들을 

정리  통합하 고, 1989에 발표된 TAM에 비해

서 상 으로 최근 정보기술 트랜드를 반 하는

데 보다 좋다고 기 할 수 있다. UTAUT 모형의 

표 독립변수 4개의 구성 개념을 해당 이론과 함께 

<Table 2>에 정리하 다.

2.4 블록체인 기술의 혜택

김정석(2017)은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을 

기반으로 하고, 성과기 와 노력기 의 선행요인

에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 가용성, 신뢰성, 다양

성, 경제성을 변수로 추가하여 설계하 다. 실증분

석을 해 국내 기업의 IT 종사자를 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 고, 283부의 설문 데이터를 통

계 분석에 사용하 다. 분석 결과, 보안성, 신뢰성, 

다양성, 경제성이 성과기 에 향을 주고, 신뢰성, 

경제성이 노력기 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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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수용의도에는 성과기 , 사회  향, 

진조건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신성향과 업무 역할에 따른 조 효과도 유의하

게 나타났다. 그 연구에서 사용한 블록체인 기술 

혜택은 아래의 <Table 3>과 같이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Characteristics Summary

Security
Sharing and decentralization make it 
impossible to hack

Availability
Systems that are always available 
because there is no single point of 
failure

Credibility
Data is transparent and can not be 
forged

Variety
As a base technology, it can be used 
for various purposes

Economy
Decentralization reduces system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sts

<Table 3> Benefits of Block Chain Technology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혜택이 블록체인 기

술을 용한 보험 서비스에 한 행동 의도에 향을 

주는 UTAUT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UTAUT 

모형에서 행동 의도는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스에 한 ‘성과기 (Performance Expecta-

tion)’, ‘노력기 (Effort Expectation)’, ‘사회  향

(Social Influence)’ 등은 신기술의 수용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이고 ‘ 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

은 구매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이다. 블록체인 기

술의 5개 혜택 요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일반 인 혜

택으로 이미 검증되어 있는 변수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스에 

한 수용의도에 향을 주는 UTAUT 요인에 한 

블록체인의 기술 혜택의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UTAUT 모형의 4개요인 에서 블록체인의 기

술 혜택이 직 인 향을  수 있는 변수는 사

용자의 성과기 와 노력기 이다(김정석,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 

실증 분석을 실시하 다.  

가설 1 : 보험 서비스의 블록체인 기술 혜택은 사용

자의 성과 기 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보안성 혜택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성과 

기 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1-2 : 가용성 혜택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성과 

기 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1-3 : 신뢰성 혜택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성과 

기 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1-4 : 다양성 혜택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성과 

기 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1-5 : 경제성 혜택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성과 

기 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 보험 서비스의 블록체인 기술 혜택은 사용

자의 노력 기 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보안성 혜택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노력 

기 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1-2 : 가용성 혜택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노력 

기 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1-3 : 신뢰성 혜택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노력 

기 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1-4 : 다양성 혜택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노력 

기 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1-5 : 경제성 혜택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노력 

기 는 높아질 것이다. 

2.5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과 수용의도

2.5.1 성과기 에 한 가설

UTAUT(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모형을 활용한 많은 연구에

서 기술수용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과기

는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각범 등(2013)은 

버추얼 클러스터 기술을 활용한 업 SW의 사용

의도에 한 연구에서 성과기 가 사용의도에 향

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 고, 새하 등(2011)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사용의도에 성과

에 한 기 가 향을 다고 하 으며, 이정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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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은 소기업의 소셜미디어 활용의도에 향

을 주는 요인에 한 연구에서 성과기 가 활용의

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 으로 검증

하 다.

Baptista et al.(2015)은 모바일 뱅킹 수용의도에 

성과기 와 사용의도와의 계를 실증 으로 검증

하 고, Alshehri et al.(2012)은 자정부 서비스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에서 

성과기 가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

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성과에 

한 기 는 사용자의 블록체인 기술수용의도에 

정  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가설 3 : 성과기 는 사용자의 블록체인 기술수용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5.2 노력기 에 한 가설

정보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성과

를 기 하거나 유용한 기술이라 할지라도 사용이 

불편하거나 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용자는 쉽

게 수용하지 않을 수 있고, 같은 조건의 기술이라

면 보다 사용함에 있어 노력이 게 드는 기술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연구에서 정보 기술

수용의도에 사용의 용이성이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정보 시스템을 개발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도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각범 등(2013)은 버추얼 클러스터 기술을 활

용한 업 SW의 사용의도에 한 연구에서 노력

기 가 사용의도에 향을 다고 하 고, 새하 

등(2011)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에서 

노력에 한 기 가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

을 검증하 다.

Alshehri et al.(2012)은 자정부 서비스 사용

의도에 한 실증연구에서 노력기 가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 고, 정철호 등(2014)

은 클라우드 컴퓨  수용의도에 노력기 가 향

을 다고 하 고, 양승호 등(2016)은 모바일 핀테

크 결제서비스 수용에 한 연구에서 노력기 가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 으로 검증

하 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자의 노력기 는 사용자의 

수용의도에 정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블

록체인 기술 역시 노력기 가 높을 경우 수용의도

에 정 인 향이 있을 것을 상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4 : 노력기 는 사용자의 블록체인 기술수용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5.3 사회  향에 한 가설

인간은 사회  동물이므로 인간의 행동은 주변

에 향을 받게 된다. 사회  향은 기술수용행

동에 있어서 주  규범, 사회  요인, 이미지 등

과 같은 요인을 통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주

변에서 요한 사람들이 해당 기술을 사용해야 한

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각범 등(2013)은 버추얼 클러스터 기술을 활

용한 업 SW의 사용의도에 한 연구에서 사회

 향이 사용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

하 고, 이정우 등(2015)은 소기업의 소셜미디

어 활용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한 연구에서 

사회  향이 활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

Chang et al.(2008)은 ERP 시스템 도입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에서 사회  향

이 도입의도에 향을 다고 하 고, 박상철 등

(2011)은 클라우드 컴퓨 으로의 사용 환에 미치

는 요인에 한 연구에서 사회  향이 지각된 

가치와 환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

고, Tai et al.(2013)은 모바일 주식거래 사용의도

에 한 연구에서 사회  향이 사용의도에 향

을 미치는 것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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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에 해 사용자의 사회  향은 수

용의도에 향을 주게 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5 : 사회  향은 사용자의 블록체인 기술수

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5.4 진조건에 한 가설

UTAUT 모형에서 진조건은 구매 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진조건이 구매행동에 직 인 향

을  수 있는 변수일지라도 기술수용의사 없이는 

실제 구매 행동이 일어날 수 없다고 가정하 다. 

기술  인 라가 존재하는 등 조직  지원이 필요

하고, 그 지원 는 조건이 좋다고 믿을수록 기술

수용의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사용

하고 용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각범 등(2013)은 버추얼 클러스터 기술을 활

용한 업 SW의 사용의도에 진조건이 향을 

미친다고 하 고, 고운  등(2015)은 e-발주지원

시스템의 이용의도에 한 연구를 실시하 고, 조

달업체 사용자 그룹에서 진조건만이 시스템 사

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우 등(2015)의 연구에서 소기업의 소셜미

디어 활용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진조건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Alshehri 

et al(2012)은 자정부 서비스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에서 진조건이 사용의도

에 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

가설 6 : 진조건은 사용자의 블록체인 기술수용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6 사용자 신성의 조  효과

신성이란 개인 는 조직이 상 으로 새로

운 것에 한 두려움이 없으며, 먼  신을 수용

하려고 하는 경향을 말한다. Covin et al.(1989)은 

조직의 신성을 신을 하고자 하는 조직의 성향

이라고 하고, Naman et al.(1993)은 신을 하려

는 조직의 자발성이라고 했으며, Calantone et al. 

(2002)은 조직 내부 는 외부의 경쟁자보다 상

으로 새로운 것에 더 빠르게 응하는 능력의 

정도라고 설명하 다. Scott et al.(1994)은 조직의 

신성향을 구성원의 신성, 리더의 신성, 조직

 지원에 한 인식으로 구성된다고 하고, 기존 업

무방식에 해 자발 으로 개선하려는 의지와 구

체 인 노력의 정도라고 정의하 다.

이정환 등(2013)은 기업 신성을 새로운 서비

스나 제품, 제도 등을 다른 조직보다 더 자주, 그

리고 더 빨리 수용하는 특징으로 정의하고, 기업

의 변화 추구성향을 나타내는 주요한 척도로 사용

할 수 있다고 한다. 김정선 등(2014)은 조직의 

신성향을 조직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

해 기존의 업무를 개선하려는 노력 수 이라고 하

고, 개인과 리더, 집단수 의 신성향에 한 측

정치가 높을수록 조직의 신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즉, 조직의 신성은 조직이 신하려는 

자발  의지와 신을 성공 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신역량의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행동과학에서의 개인의 신성(innovativeness)

은 소비자 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바꾸려는 의지로 정의된다(Gatignon and Robertson, 

1991; Midgley and Dowling, 1978). 신성은 개성

(personality)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Manning et al., 

1995), 채택 행 (adoption behavior)(Rogers and 

Shoemaker, 1971)와 신의 심리  특성(Midgley 

and Dowling, 1978)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

구에 따르면, 신을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등에 한 

새롭고 다른 선호의 에서 바라본다(Venkatraman 

and Price, 1990). 그러므로 신은 개인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독

립 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Midgley and Dowling, 1978).

Hirschman(1980)은 개인에게 신성이 없다면 

개인은 변화 없는 제품에 하여 습 인 반응을 할 

것이므로, 신성은 시장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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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earch Model

한다고 주장하 다. Goldsmith and Hofacker(1991)

는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해 얼마나 신 인지 

측정하기 한 DSI 척도(domain-specific innovati-

veness scale)를 개발했다.

신성을 가진 개인들이 모든 역에서 신성을 

가진다는 일반  신성(범 신성)의 개념은 많은 

특정 분야의 신성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

므로 역별( 를 들어, 제품이나 서비스별)로 신자

의 특성이 다르다는 제인 역특유 신성(domain- 

specific innovativeness)을 반 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Agarwal and Prasad, 1998: Goldsmith, 

2001; Hoffmann and Soyez, 2010). 를 들어, 최근의 

한 연구(Goldsmith, 2001)는 DSI 척도에 의해 측정

된 신 인 소비자가 인터넷쇼핑을 더 즐긴다는 것

을 제시하 다. Hoffmann and Soyez(2010)는 네비

게이션 등의 자동차 련 제품에 한 인지욕구와 사용

빈도가 높은 개인들이 신성이 높다고 언 하 다. 

오늘날과 같이 수용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고 

능동 으로 결정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미디어의 

요한 변수인 신성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신성이 블록체인 기술

을 용한 보험 서비스에 한 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블록체인 기술에 해서 아직 시장의 소비자들

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에게 실제 서비스

되는 경우는 가상 화폐 정도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스에 한 수용의도는 사용

자 신성의 큰 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

라서 UTAUT 요인들에 의해서 수용의도가 향을 

받는 과정에서 잠재 고객들의 신성이 향을 미친

다고 보고 UTAUT 모형의 4개 요인이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신성의 조  효과를 분석

하고자 한다.  

가설 7 : 사용자의 기술수용요인이 수용의도에 

향을 미칠 때 사용자 신성이 조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서 도출된 

블록체인 기술 혜택이 UTAUT 기술수용모형에 

미치는 향과 UTAUT 요인들이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신성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서 <Figure 2>와 같은 연

구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변수  자료 수집

의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 고 각 변수들에 한 조작  정

의와 련 연구는 <Table 4>와 같다. 변수는 두 

개 유형의 독립변수와 조 변수, 종속변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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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References

Independant 
Variables

Block Chain 
Benefits

Security
Users believe that the block-chain system is safe from 
external intrusion and attack, an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data forgery.

Arpaci(2016), Luo(2010), 
Vatanasombut et al.(2008),

Shrier et al.(2016)

Availability
The degree to which users can always use a system 
with block-chain technology and believe that 
functioning is stable.

Lorenz et al.(2016)

Credibility
The degree to which users believe that data in the 
block-chain system is transparent and accurate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the data.

Tung et al.(2008),
Vatanasombut et al.(2008),

Lorenz et al.(2016),
Shrier et al.(2016),

Variety
The extent to which users believe that block-chain services 
are likely to be used in a variety of applications in different 
insurance areas

Jovanovic et al.(2005)

Economy
The degree to which users are expected to obtain 
economic benefits such as economic benefits and cost 
savings by using block-chain insurance services

Kuan et al.(2001),
Martins et al.(2016),
Shrier et al.(2016)

Independent 
Variables

UTAUT 
Factors

Performance 
expectations

The belief that users can reduce the economic stability 
and risk of life by joining the block-chain insurance

Venkatesh et al.(2003),
Fishbein et al.(1975),
Davis et al.(1989)

Effort 
Expectation

The extent to which users perceive the availability of 
block-chain insurance services and the transaction 
process to be easy

Venkatesh et al.(2003),
Moore et al.(1991),

 Rogers(2003)

 Social 
influence

The extent to which people around you believe that 
users should use block-chain insurance

Venkatesh et al.(2003),
Thompson et al.(1991)

Promotion 
Condition

The degree to which a user believes that there is an 
organizational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to support 
the process of joining and using block-chain insurance 
services.

Venkatesh et al.(2003),
Davis et al.(1992)

Moderating 
Variables

User 
Innovation

Acceptance of new ideas and the ability to make inde-
pendent use or purchase decisions from other people’s 
experience

Midgley and Dowling(1978),
Goldsmith(2001),

Hoffmann and Soyez(2010)

Dependent 
Variables

Acceptance 
Intentions

The degree of willingness to use the service when 
block-chain insurance services are implemented

Venkatesh et al.(2003),
Venkatesh et al.(2012)

<Table 4> Variables and Definitions

구분된다. 독립변수는 UTAUT 요인에 향을 주

는 블록체인의 기술 혜택 변수들과 신기술수용의

도에 향을 주는 UTAUT 4개 요인 등 두 개의 

유형이 있다. 한 종속변수는 UTAUT 요인이 

향을 주는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스

에 한 수용의도이고 그 과정에서 조 변수로서 

개인의 신성 변수를 사용하 다. 이 모든 변수

는 사용자 에서 블록체인 보험 서비스의 기술

혜택과 기술수용요인들의 구체 인 설문 항목들을 

개발하여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

비스에 한 잠재 고객의 인식과 태도에 한 자

료들을 설문지를 통해서 수집하 다. 온라인 서베

이를 실시하 고 무작 로 선정된 194명의 표본을 

상으로 주요 변수들을 측정하 다. 

3.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가설 검증을 해서 먼  각각의 변

수 유형에 한 설문 항목들을 상으로 신뢰성 검

증을 수행하 다. 신뢰성 검증은 크론바하 알 값으로 

단하 고 0.8 이상인 경우 측정 항목의 신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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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된 것으로 단하 다. 변수 간의 인과 계 모

형은 설문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코딩과 크리닝 

과정을 거쳐서 통계 로그램인 AMOS 23과 SPSS 

Statistics 23을 사용하여 분석 하 다. 사용된 통계

기법은 기술  통계분석, 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회귀분석을 활

용하 다.

4. 분석 결과 

4.1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들의 측정 항목에 해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

다. 독립변수는 블록체인 기술 혜택 5개 요인과 

UTAUT를 구성하는 4개 요인, 사용자 신성 등

이고 종속변수는 수용의사와 련된 6개 요인들에 

해서 실시하 다. 신뢰성은 크론바하 알  값의 

크기로 측정하 고 부분의 경우 0.9 이상의 크

론바하 알  값을 보이고 있어서 부분의 변수들

의 측정 항목의 신뢰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참조).

Category Variables　
Cronbach’s 

Alpha
No of
Items

Block Chain 
Benefits

Security .969 6

Availability .920 4

Credibility .942 4

Variety .937 4

Economy .888 4

UTAUT 
Factors

Performance 
expectations

.946 5

Effort 
Expectation

.873 5

Social
influence

.893 5

Promotion 
Condition

.874 5

Moderating 
Variables

User
Innovation

.937 6

<Table 5> Results of Reliability verification

4.2 타당성 검증(CFA)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혜택을 구성하는 측

정 항목들에 한 타당성 검증을 해서 확인  요인

분석을 실시하 고 아래의 그림은 CFA(Confir-

matory Factor Analysis)검증을 해서 수립된 구

조방정식 모형이다.

<Figure 3>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Confir-
matory Factor Analysis

CFA 결과 CR이 .7보다 높고 AVE는 .5보다 높

아서 집 타당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AVE의 제곱근이 상 계수보다 높기 때문에 

별타당성도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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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AVE Sec Ava Cre Var Eco
Per.
Exp

Eff.   
Exp

Soc   
inf.

Pro  
Con.

Acc   
Int.

Security .97 .84 .92

Availability .92 .75 .80 .86

Credibility .94 .80 .88 .88 .90

Variety .94 .80 .48 .62 .54 .89

Economy .89 .66 .56 .67 .71 .83 .81

Performance expectations .95 .78 .73 .68 .78 .53 .60 .88

Effort Expectation .88 .60 .45 .59 .53 .54 .69 .51 .77

Social influence .89 .62 .72 .67 .78 .47 .59 .80 .66 .79

Promotion Condition .88 .60 .42 .62 .58 .70 .76 .60 .77 .73 .77

Acceptance Intention .87 .69 .59 .65 .67 .66 .81 .73 .71 .77 .69 .83

<Table 6>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4.3 구조모형검증 

4.3.1 모형 합도

체 카이제곱을 나타내는 CMIN 값은 4006.22

로 나타났고 자유도로 나  값은 4.402로서 기

값인 5 이하로 나타나 모형의 체 설명력은 확보

된 것으로 나타났다. 

Measure Estimate Threshold

CMIN
DF

CMIN/DF
SRMR
RMSEA
NFI
CFI
GFI
TLI
PGFI
PNFI

4006.22
910
4.402
0.088
0.133
0.838
0.868
0.707
0.847
0.556
0.722

--
--

< 5.0
< 0.1
< 0.1
> 0.90
> 0.90
> 0.90
> 0.90
> 0.50
> 0.50

<Table 7> Results of Model fit analysis

χ2 통계량의 한계 을 이기 해서 χ2 값을 자

유도와 표본의 크기로 조정한 값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133으

로 나타났다. 

입력분산  공분산 값들과 추정분산  공분산 

값들 간의 차이를 제곱한 값들의 평균의 제곱근 값으

로 구조방정식모델로 설명되지 않은 원래의 데이터

에 련된 지수인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는 0.088로 나타났다. 

χ2 값과 모형의 χ2 값 간의 차이를 모형의 χ2 

값으로 나  비율을 나타내는 NFI(Normed Fit 

Index)는 0.8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  요인분

석을 해서 발 시킨 TLI(Turker-Lewis Index)

값은 0.847로 나타났다. 

모델의 복잡도에 따라서 GFI 값을 조정한 지수인 

AGFI(Adjusted Goodness-of-Fit-Index)는 0.5로 

나타났다. 

NFI의 단 을 보완하기 해서 개발된 CFI(Com-

parative Fit Index)는 0.8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력 공분산행렬내의 분산과 공분산이 추정 공

분산행렬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로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90보다 크면 

합도가 높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GFI(Goodness- 

of-Fit-Index)는 0.561로 나타났다. 

반 으로 공분산 행렬에 의한 지표들은 기 보

다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지만 간명 합도 지수

(Parsimony fit indices)는 0.5 이상의 값을 보이

고 있어서 모형 합도는 확보되었다.  

간명 합도 지수는 PGFI(Parsimony Goodness 

of Fit index), PNFI(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등 두 개의 지표로 나타낸다. PGFI는 GFI 

을 기반으로 자유도 손실을 조정한 값이고 PNFI 

한 NFI를 기반으로 자유도에 해서 조정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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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s 　 Factors Standardized R.W

Hacking Security ← Security 0.892

Information leakage security ← Security 0.929

Information exploitation security ← Security 0.949

Data forgery security ← Security 0.977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 Security 0.955

Data Sharing Security ← Security 0.927

Stop trading availability ← Availability 0.876

Dysfunction availability ← Availability 0.973

Server stable availability ← Availability 0.92

Network wide availability ← Availability 0.769

Information trust ← Credibility 0.851

Service error trust ← Credibility 0.914

Data retention trust ← Credibility 0.966

Data processing trust ← Credibility 0.966

Service Usage Diversity ← Variety 0.769

Application Area Diversity ← Variety 0.934

Service type diversity ← Variety 0.97

Diversity of service functions ← Variety 0.898

Transaction cost economics ← Economy 0.843

Profitable economy ← Economy 0.571

Claims payment economics ← Economy 0.814

Financial transaction economy ← Economy 0.898

Life Stability Performance ← Performance expectations 0.759

Economic stability performance ← Performance expectations 0.868

Economic activity performance ← Performance expectations 0.782

Risk Prevention Performance ← Performance expectations 0.911

Relative stability performance ← Performance expectations 0.874

Product Understanding Effort ← Effort Expectation 0.742

Purchasing process efforts ← Effort Expectation 0.811

Payment application effort ← Effort Expectation 0.888

Information collection efforts ← Effort Expectation 0.587

Buying ability Effort ← Effort Expectation 0.769

Awareness of others ← Social influence 0.724

Influence of others purchasing ← Social influence 0.699

Influence of others ← Social influence 0.809

Influence of purchase of other person ← Social influence 0.661

Influence of sharing information with others ← Social influence 0.808

Promoting knowledge acquisition ← Promotion Condition 0.897

Product Description ← Promotion Condition 0.946

Facilitate educational opportunities ← Promotion Condition 0.691

Facilitate coexistence of existing products ← Promotion Condition 0.562

Facilitating business offerings ← Promotion Condition 0.451

Profit Improvement Intention ← Acceptance Intention 0.744

Time Reduction Intention ← Acceptance Intention 0.926

Intent to accommodate various benefits ← Acceptance Intention 0.868

<Table 8>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이다. 이 두 가지 지수는 복잡한 모형이 불리하게 

하여 간명 합도 지수가 다른 합도 지수의 좋

은 값보다 상 으로 더 낮은 값으로 나타난다. 

다른 합도 지수의 좋은 값이 0.9 이상일지라도 

0.5정도만 되어도 간명 합도 지수를 얻어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표는 표 화된 요인 재량을 보여주고 있

다. 부분의 값들이 0.7 이상의 재량을 보이고 있

어 모형 합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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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경로모형

아래의 그림은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해서 

사용한 구정방정식 모형이다. 구조방정식 분석 과

정은 블록체인 기술 혜택에서 UTAUT 4개 요인

에 한 경로분석과 UTAUT 4개 요인이 블록체

인 보험 서비스 수용의도에 한 경로 분석, 사용

자 신성의 조 효과 등을 포함한다.

 <Figure 4>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Causal 
Path Analysis

먼  블록체인의 기술 혜택이 UTAUT 블록체

인 기술수용요인에 한 선행성을 분석하 다. 분

석 결과 성과 기 에 해서는 보안성과 경제성이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스의 성과기 는 보험 서

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  이익과 삶

의 험 요인감소 등으로 측정하 다. 따라서 이

러한 성과기 는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

비스의 보안성과 경제성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는 이 밝 졌다. 달리 말하자면 블록체인 기술

을 용한 보험 서비스의 비용 감, 보험수익 증

 등의 경제성 요인과 개인정보  거래정보의 

보안 유지 등과 같은 보안성 요인이 확보되었을 

때 사용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

스의 성과를 기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 졌다.  

노력 기 에 해서는 보안성, 가용성, 신뢰성, 

다양성, 경제성 등 5개 요인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성은 보안성, 가용성, 경제성 등의 3

개 요인은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성, 다양성 등은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스의 노력기

는 이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자가 기울여야 할 노력이 게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 기 는 블록

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스의 개인 정보보안

과 거래 정보 보안 등의 보안성 요인, 블록체인 보

험 서비스가 안정 으로 제공되는 가용성 요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보험 서비스를 통해서 얻

게 되는 수익 증 와 비용 감 등의 경제성 요인 

등에 의해서 증가한다는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뢰성 요인과 다양성 요인은 블록체인 보험 서비

스의 노력기 에 부의 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는 블록체인 보험 서비스의 오류가 없고, 거래정

보가 안 하게 보 되며 거래처리 과정이 투명해

야 하는 신뢰성 요인은 오히려 사용자들의 노력기

를 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을 말해

다. 한 블록체인 보험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

스의 다양성, 거래 상품의 다양성 등과 같은 다양

성 요인도 사용자들에게 노력기 를 감소시켜서 

사용자들의 블록체인 보험 서비스에 한 수용의

도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블록체인 보험 서비스의 수용의도에 한 UTAUT 

기술수용요인들의 향에 한 경로분서 결과, 성

과기 와 노력기 는 유의한 향을 주고 있지만 

사회  향과 진 조건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서비스 수용의도에 한 성과기

와 노력기 의 향력은 모두 정의 방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

용한 보험 서비스에 한 소비자의 수용의도는 블

록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스가 제공하는 경

제  이익과 삶의 험 요인감소와 같은 성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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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_ST ST S.E. C.R.

Performance expectations ← Security .37 .43 .12 2.95
**

Performance expectations ← Availability .01 .01 .14 .07

Performance expectations ← Credibility .11 .13 .22 .50

Performance expectations ← Variety -.24 -.23 .19 -1.23

Performance expectations ← Economy .53 .53 .23 2.35
*

Effort Expectation ← Security .48 .77 .21 2.26
*

Effort Expectation ← Availability .76 1.15 .25 3.06
**

Effort Expectation ← Credibility -1.31 -2.13 .44 -3.01
**

Effort Expectation ← Variety -1.27 -1.65 .39 -3.25
**

Effort Expectation ← Economy 1.87 2.55 .48 3.93
***

Acceptance Intention ← Performance expectations .37 .34 .08 4.56
***

Acceptance Intention ← Effort Expectation .45 .31 .14 3.18
*

Acceptance Intention ← Social influence .17 .17 .09 1.85

Acceptance Intention ← Promotion Condition .17 .17 .11 1.64

<Table 9> Results of Path Analysis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Promotion Condition → Acceptance Intention .17 .17 -

Social influence → Acceptance Intention .17 .17 -

Economy → Acceptance Intention .96
*

- .96
*

Variety → Acceptance Intention -.59 - -.59

Credibility → Acceptance Intention -.62 - -.62

Availability → Acceptance Intention .36 - .36

Security → Acceptance Intention .38
*

- .38
*

Effort Expectation → Acceptance Intention .31 .31 -

Performance expectations → Acceptance Intention .34
*

.34
*

-

<Table 10> Separation of Effect on Path 

와 블록체인 보험 서비스를 얼마나 쉽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한 노력기 가 클수록 증가

한다는 사실을 보여 다. <Table 9>는 블 체인 

기술의 혜택 요인과 UTAUT 기술수용요인, 블록

체인 보험 서비스에 한 수용의도 등의 경로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4.3.3 경로 효과 분해 분석 

경로분해 분석은 블록체인 보험 서비스에 

한 사용자의 수용의도에 향을 주는 블록체인 

기술 혜택 요인과 UTAUT 기술수용요인의 효과

를 직 효과와 간 효과(매개효과)로 나 어서 

분석하고 있다. <Table 10>은 기술 혜택 요인과 

UTAUT 기술수용요인이 블록체인 보험 서비스

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직 효과와 간 효과의 유

의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수용의도에 한 직 효과는 성과기

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용의도에 

한 간 효과(매개효과)는 경제성과 보안성에 해

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의도에 해서

는 성과기 만이 직 효과가 있으므로 이는 경제성 

요인은 성과기 를 매개하여 수용의도에 향을 미

치고 있고 보안성 요인은 성과기 를 매개하여 수

용의도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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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 Acceptance Intention

Var STD beta t Sig. P VIF R Squar

Constant 1.717 .089

0.59

Performance expectations .303
**

3.015 .003 2.226

Effort Expectation .315
**

3.167 .002 2.175

Social influence .213 1.897 .061 2.764

Promotion Condition .143 1.408 .163 2.286

Innovation -.138 -1.745 .084 1.381

<Table 11> Main Effect of UTAUT Factors and Innovative Character on Acceptance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 Acceptance Intention

Var STD beta t Sig. P VIF R Squar

Constant 2.027 .046

0.586

Performance expectations .753
*

2.439 .017 22.097

Effort Expectation .225 .639 .524 28.640

Social influence -.042 -.117 .907 29.759

Promotion Condition -.293 -.829 .410 28.896

Innovation -.683 -1.96 .053 28.014

Performance_Innovation -.757 -1.54 .127 55.979

Effort_Innovation .204 .281 .780 122.15

Social Influence_Innovation .398 .667 .506 82.245

Promption Condition_Innovation .940 1.302 .196 120.78

<Table 12> Moderating Effect of Innovative Character on Acceptance Intention

이러한 결과는 블록체인 보험 서비스를 사용함으

로써 얻게 되는 경제  이익과 삶의 험 요인과 같

은 성과기 는 블록체인 보험 서비스의 수용의도에 

직 으로 정의 향을 다는 사실을 말해 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의 기술 혜택 요인 

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스의 비용 

감, 보험수익 증  등의 경제성 요인과 개인정보  

거래정보의 보안 유지 등과 같은 보안성 요인이 성

과기 의 효과를 매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다.

4.4 수용의도에 한 사용자 신성의 조 효과

다음에는 사용자의 신성이 UTAUT 요인이 

블록체인 보험의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의 조  효과를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

자의 신성이 높을수록 UTAUT 기술수용요인이 

블록체인 보험의 수용의도에 더 강한 향력을 미

칠 것으로 가정하 다.  

먼  UTAUT의 4개 요인과 신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 모형을 분석한 결과 성과기 와 노력기

만이 기술수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용자 신성을 비롯한 나머지 기술수용요

인들(사회  향, 진 조건)은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참조). 

다음에는 사용자 신성의 조  효과를 분석하기 

해서 사용자의 신성과 UTAUT 4요인의 값을 

곱한 상호작용 항을 만들고 상호작용 항의 유의성

을 검증하 다. 검증 결과 성과 기 를 제외한 상

호작용 항을 포함한 모든 변수들이 수용의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UTAUT의 4개 요인 체를 고려했을 경우 사용자 

신성이 블록체인 보험 기술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조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다 공선성에 한 VIF는 모두 10 이상으로 나타

나 독립변수의 독립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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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 Acceptance Intention

Var STD beta t Sig. P VIF R Squar

Constant 1.941 .055

0.555
Performance expectations    .458

***
5.616 .000 1.392

Effort Expectation    .437
***

5.084 .000 1.544

Innovation -.085 -1.093 .277 1.274

<Table 13> Main Effect on Acceptance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 Acceptance Intention

Var STD beta t Sig. P VIF R Squar

Constant 2.156 .034

0.586

Performance expectations   .827
**

3.027 .003 16.422

Effort Expectation -.161 -.661 .511 13.148

Innovation -.553 -1.840 .069 19.878

Performance Innovation -.640 -1.408 .162 45.448

Effort_Innovation  1.273
*

2.609 .011 52.404

<Table 14> Main and Moderating Effect on Acceptance intention

다음에는 UTAUT의 4개 기술 요인 에서 사

용자의 수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성과기

와 노력기 만을 고려한 모형에서의 사용자 

신성의 조  효과를 분석하 다. 먼  성과기 와 

노력기 는 모두 블록체인 보험의 수용의도에 정

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용자

의 신성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3> 참조). 

다음에는 사용자 신성과 UTAUT 기술수용요

인 간의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서 사용자 신성의 

조  효과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노력기 에 

한 사용자 신성의 조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원래 모형에 유의하 던 노력기 는 새로

운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511). 그러나 노력기 와 사용자 신성의 곱으로 

나타낸 상호작용 항은 사용자의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4> 

참조). 따라서 사용자의 신성은 노력 기 가 블록

체인 보험 서비스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 것으로 밝 졌다. 이는 사용자의 신성을 

고려한 모형에서는 블록체인 보험 상품의 수용의도

에 한 노력기 의 향력은 유의하지 않지만 사

용자의 신성이 높은 경우에는 노력 기 가 블록

체인 보험 서비스에 한 수용의도에 정의 향을 

다는 사실을 말해 다. 따라서 사용자 신성은 

UTAUT 기술수용이 블록체인 보험 상품의 수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 효과를 보인다

는 사실이 밝 졌다. 따라서 가설 7은 지지되었다. 

이 모형의 설명력(R 제곱)은 58.6%로 나타났다. 독

립변수의 상 성을 나타내는 다 공선성(VIF)은 

모두 10 이상의 높은 상 성을 보이므로 이 모형의 

체 인 유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5. 결  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술은 향후 4차 산업

명시 에 큰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기술로 인

식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처럼 단순히 보험 산업의 효율성을 향

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험 산업의 근본을 바꿔 

놓을 수 있다. 하지만 장에서는 이제 겨우 인증

이나 지 서비스 등에 용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법  제도  정비 상황과 맞물려 그 변화를 모색

하고 있는 시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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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Definition Examples

Broker type Group insurance negotiations for similar risks, risk sharing in small groups  Bought by many

Some 
loss-sharing 

type

The type of sharing of the self-contributory risk in the policy-based insurance contract 
through a pool operated by a small group, the big loss is the amount of money remaining 
in the pool if the existing insurance is solved and the total amount of group loss is 
not large.

Friendsurance, 
Guevara, InsPeer

Total loss 
shared type

If the size of the loss exceeds the pool’s resources, the insurance may not be sufficient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eambrella, 
Cycle Synclicate

Original 
Insurance
Firm

It operates in the form of a mutual insurance company headquarters and a reinsurance 
company. However, the headquarters always obtains the commission only, and the 
remaining funds are contributed to the organization designated by the subscriber. In 
the case of large losses,

Lemonade

<Table 16> Classification of P2P Insurance Companies

Source: Insurance Institute data.

Classification Definition

Smart
Contract

Automated enforcement contracts and 
automation of insurance payments, 
development of parameter insurance, 
reduction of insurance fraud, etc.

De-
intermediation

Decentralized Consortium Configuration, 
Identification Automation, Automated 
Enforcement Transaction

Rate calculation 
and risk 

assessment

Automate data sharing in real time, 
customized rate calculation, risk analysis 
and rate calculation

New product 
development

Develop P2P and shared economy-based 
insurance products, utilize social network 
and crowd source

Micro 
insurance 
business

It is possible to develop micro insurance 
by simplification and efficiency increase, 
expansion of micro insurance

<Table 15> Possibility of Using Block Chain Technology 
in Insurance Industry

Source : Insurance Institute data.

일반 인 거래에서는 미래의 불확실한 건을 제로 

하는 거래를 보장하기 해서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스마트 계약에서는 일정한 조건이 성립하면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된다. 스마트 계약이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을 다루는 보험계약에 합한 형태가 된다. 보

험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 가능한 분야는 

<Table 15>에 정리된 분야들이라 할 수 있다. 

2011년에 론칭한 독일의 드슈어런스(Friend 

surance)는 크라우드 보험 랫폼으로, 페이스북 

기반의 지인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해 보험료를 

최  70%까지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이다. 드슈

어런스는 고객들로 하여  그들의 친구나 가족들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로 커뮤니티에 소속원이 내

는 보험료의 일부는 보험회사가, 일부는 커뮤니티

가 리를 한다. 작은 규모의 보험  청구는 커뮤니

티 소속원이 낸 비용에서 차감을 하고 이를 과하

는 손실액에 한 보험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

해 이를 처리한다. 드슈어런스는 이 방식으로 

타 보험사보다 40% 렴한 보험료만으로 보험혜택

을 유지할 수 있다. 사고가 없어서 액이 남으면 

구성원들끼리 나눠 갖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드슈어런스는 주택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 법률

비용보험 등의 소규모 험에 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Friendsurance, 2018).

미국의 P2P 보험사 모네이드(Lemonade)는 

보험 가입부터 보험  지 까지 모두 애 리 이션

으로 가능하며, 매자 수수료, 보험  지 하는 직

원의 비용 등이 없는 형태로 운 되므로 기존 비 

20% 인하된 보험료를 실 할 수 있게 되었다. 모

네이드에 있는 특정 그룹에 소속 되어있는 가입자

들이 서로 돈을 모아 사고 발생 시 보험 을 지

하고, 돈이 남을 시엔 그룹의 동의하에 자선 단체에 

이를 기부한다. 모네이드는 행동 경제학을 익힌 

인공지능이 도덕  해이를 별해 몇  안에 보험

을 지 하는 형태로 복잡하고 오래 걸렸던 보험

 지  과정이 쉽고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게 개

발되었다(www.kiri.or.kr/연구보고서).

와 같이 P2P 보험사 유형에는 로커형, 일부손실

공유형, 체손실공유형, 원수사형 등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에 해당되는 회사들은 <Table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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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로젝트는 세계 인 

메이  융회사들과 블록체인 기술사들이 컨소시

엄을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에 용하려

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블록체인을 용

한 보험 서비스의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에 해서 인과 계 모형을 설정하고 실증 분석

을 통해서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기술수용요

인을 검증 하 다. 

분석 결과 사용자의 성과 기 에 향을 미치는 

기술 혜택은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스

의 보안성과 경제성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는 블

록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스의 비용 감, 

보험수익 증  등의 경제성 요인과 개인정보  

거래정보의 보안 유지 등의 보안성이 보험 서비스

의 성과를 기 하는데 매우 요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 다.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요인들  사용자의 

노력기 에 향을 미치는 블록체인 기술 혜택을 

분석한 결과 기술 혜택 에서 노력기 에 향을 

주는 요인은 보안성, 가용성, 신뢰성, 다양성, 경제

성 등 5개 요인이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 졌다. UTAUT 요인 에서 노력기 는 신

기술을 수용할 때 사용자들이 그 기술을 알고 용

하기 해서 투자하는 시간  노력, 비용  노력 등

을 말한다. 따라서 신기술을 수용할 때 노력기 가 

클수록 그 기술에 한 수용의도는 커질 것이다. 이

러한 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

스의 노력기 에 정(+)의 향을 주는 5가지의 블

록체인의 기술 혜택은 사용자의 노력기 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서 블록체인 보험 서비스의 개

발 방향에 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에 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정보 보안이 확보될 경우에만 사용자

들의 노력기  수 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말해

다. 한 블록체인 기술의 가용성이 노력기 에 

정의 향을 미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용한 보

험 상품이 기존 보험 상품의 거래 방식 는 서비

스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가용

성을 강조하는 설득 활동)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

인 기술이 주는 경제성 혜택(블록체인 기술을 사

용할 경우 거래 비용이 어든다는 사실)이 사용

자들로 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

스에 한 노력 기 를 증가시킨다는 도 밝 졌

다. 이는 거래 비용이 어든다는 사실이 사용자

들로 하여  노력기 를 증가시킨다는 것인데 블

록체인 기술의 경제 인 혜택은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스의 기술을 극 으로 받아들

이는 원인이 된다는 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경제 인 욕구가 충족될 때 새로운 기

술을 받아들일 때 필요한 노력의 댓가를 별로 

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을 말해 다. 따

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스를 이용

하는데 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될 때 

잠재 인 사용자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바로 블록

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스의 경제 인 혜택

을 강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신뢰성 요인과 다양성 요인은 블록체인 

보험 서비스의 노력기 에 부의 향을 미치고 있

었다. 이는 블록체인 보험 서비스의 오류가 없고, 

거래정보가 안 하게 보 되며 거래처리 과정이 투

명해야 하는 신뢰성 요인은 오히려 사용자들의 노

력기 를 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을 말해

다. 한 블록체인 보험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

스의 다양성, 거래 상품의 다양성 등과 같은 다양

성 요인도 사용자들에게 노력기 를 감소시켜서 

사용자들의 블록체인 보험 서비스에 한 수용의

도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할 때 사용자들이 고려하

는 4개의 기술수용요인이 잠재 인 이용자의 수용

의사 는 이용의사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스를 수용하겠

다는 의사에 향을 주는 요인은 성과기 와 노력

기 인 것으로 밝 졌다. 

먼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스를 수

용하는 데 결정 인 역할을 하는 것은 외부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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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Explanation Results

Hypothesis
1

Hypothesis 1-1 The higher the security benefits, the higher the user’s performance expectations Accept

Hypothesis 1-2 The higher the availability benefit, the higher the user’s performance expectations. Reject

Hypothesis 1-3 The higher the reliability benefits, the higher the user’s performance expectations. Reject

Hypothesis 1-4 The higher the reliability benefits, the higher the user’s performance expectations. Reject

Hypothesis 1-5 The higher the economic benefit, the higher the performance expectation of users. Accept

Hypothesis
2

Hypothesis 2-1 The higher the security benefits, the higher the user’s expectation of effort. Accept

Hypothesis 2-2 The higher the availability benefit, the higher the user’s expectation of effort. Accept

Hypothesis 2-3 The higher the reliability benefit, the higher the user’s expectation of effort. Reject

Hypothesis 2-4 The higher the diversity benefits, the higher the user’s expectation of effort. Reject

Hypothesis 2-5 The higher the economic benefit, the higher the user’s expectation of effort. Accept

Hypothesis 3
Performance expectation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users’ acceptance of block 
chain technology acceptance.

Accept

Hypothesis 4
Effort expectation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user acceptance of block chain 
technology acceptance.

Reject

Hypothesis 5
Social influence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users’ acceptance of block chain 
technology acceptance.

Reject

Hypothesis 6
The facilitation condition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user acceptance of 
the block chain technology.

Reject

Hypothesis 7
User innovativeness will control when user acceptance factor influences acceptance 
intention.

Accept

<Table 17> Verification Result of Adoption of Hypothesis

이 아닌 사용자 자신의 단이 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타인

과 같은 주변의 사회  향력과 련 기업 혹은 

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보다는 사용자 자신의 성

과기 와 노력기  등에 한 단이 요한 결정

을 하는 것으로 밝 졌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신성은 그동안 신기술의 수

용 이론에서 요한 조  변수로서 활용되어 왔다. 

그러한 에서 노력기 와 사용자 신성의 곱으

로 나타낸 상호작용 항은 사용자의 수용의도에 유

의한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

용자의 신성은 노력 기 가 블록체인 보험 서비

스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 것으로 

밝 졌다. 이는 사용자의 신성을 고려한 모형에

서는 블록체인 보험 상품의 수용의도에 한 노력

기 의 향력은 유의하지 않지만 사용자의 신성

이 높은 경우에는 노력 기 가 블록체인 보험 서비

스에 한 수용의도에 정의 향을 다는 사실을 

말해 다. 따라서 사용자 신성은 UTAUT 기술

수용이 블록체인 보험 상품의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밝

졌다. 

이상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채택 여부 검증 

결과를 간략하게 <Table 17>에 정리하 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스

에 한 정보가 아직 시장이 리 알려지지 않았

고 그 서비스 과정에 한 잠재 고객들의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설문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스에 한 사례

와 서비스 이용 과정에 한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기 해서 문서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

러나 구체 인 사례를 설명하기에는 지면과 시간

인 제약이 많아서 응답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 이 연구의 한계 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보험 서비스에 한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

기 한 구체 인 사례와 서비스 이용과정에 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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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직까지 실증분석이 제 로 이루어

지지 않은 사용자 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용

한 보험 서비스에 해서 실증 인 분석을 수행했

다는 에서 연구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한 기술수용 이론의 다양한 근거들이 잠재 

고객의 신기술 서비스의 수용의도 혹은 구매의도

에 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했다는 에서도 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신기술을 

용한 서비스에 한 수용의도와 이용 의도는 서

로 다른 차원의 태도 변수임이 밝 진 것도 이 연

구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블록

체인 기술을 용한 서비스 수용과 구매 태도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연구 분야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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