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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공 지능은 인간을 대신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최근 일상생활과 직결된 금융 서비

스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비대면 생체인증(김수엽, 2017), 주식매매를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김아름, 양혜경, 2021), 빅데이터 기반 대출 심사(삼정KPMG경제연구원, 2017), 트레이딩(김아름, 양혜경, 2021), 

지능형 준법감시(유제민, 2019) 및 고객 응대 챗봇(김성근 외 2인, 2018) 등이 대표적인 인공지능 서비스이다. 인공

지능은 사람간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사회를 지원해 주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공

지능 서비스는 주로 공급자의 입장에서 기획되고 설계되어 소비자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성패는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들의 수용의도에 달려있다. 소비자의 수용을 바탕으로 신기

술이 보급되며 소비자 피드백이 추가 개발에 반영되어 선 순환적 신기술 생태계가 조성된다. 신기술에 대한 기대효

과, 이해증진, 기존 기술들과 연계성 강화, 학습과 혁신에 따르는 거부감 해결 및 효과적 이용에 대한 대중 수용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 주권의 향상 등으로 그간 공급자 위주로 형성되어온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시각이 사용자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8).

본 연구는 일반대중의 인공지능 수용의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선 순환

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 도입이 활발한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소비자 

수용의도를 분석하였다. 인공지능 수용의도 측정을 위해 1980년 이후 개발된 기술수용모형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하

였으며 이 중 UTAUT를 연구모형으로 최종 설정하였다. UTAUT 모델의 대표적 기술수용요인인 신기술에 대한 성

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요인 및 수용촉진요인을 주요 독립변수군으로 설정하였으며, 수용의도를 종속변수로 선정

하였다. 또한 변수 간 인과관계를 세분화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조절변수로 금융소비자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를 결정하였다. 인공지능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재)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추천한 ‘인공지능 기초과목 

시안’을 사용하였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20).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인공지능 기술과 금융서비스

2.1.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은 Reasoning, 사물 인식, 자연언어이해, Bigdata 분석, 컴퓨터 비전, 음성인식, 기계학습, 로봇 및 전문

가시스템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컴퓨터로 하여금 인간의 지능적 행동을 대신 수행하게 한다(Patrick Henry 

Winston, 1984). 세부적으로 Reasoning은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관된 결론들을 도출해내는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하고, 이는 코딩화하여 컴퓨터에 적용된다(장병탁, 2018). 사물인식은 컴퓨터로 하여금 주변 환경과 

사물을 구분 및 판단케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자연언어이해는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어를 이해하고, 내재된 함축 지

식까지 파악하는 기술로써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 웹 검색 및 자동프로그래밍 분야 등에 활발히 이용된

다(박대민, 2016). 빅데이터(Bigdata)는 인간이 제공한 기계 학습논리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를 자율 분석하여 결론

을 찾아내는 기술로,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지력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한다(김상배, 2015). 그리고 컴퓨터

비전이란 카메라 등의 영상인식 장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아날로그 형상자료를 자동 인식하는 기술이며, 로보틱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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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사람의 전체 또는 일부와 비슷한 형체로 제작하여 인간이 지시한 작업을 대신 작업하게 하는 기술로서 단

순 반복 작업부터 복잡한 지능형 작업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2.1.2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인공지능 금융서비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뜻한다. 현재 업무자동화, 고객응대, 신용평

가, 트레이딩, 준법감시 분야 등에 도입되고 있다. 안면인식 고객응대, 문서 자동 분류 및 인식, 챗봇을 이용한 고객

응대, 신용평가 전문가 시스템, 불법거래나 자금세탁 거래를 탐색하기 위한 FDS(Fraud Detection System), 고객 

신용 등급 측정 세분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거래 시스템, 효과적인 규제 이행을 위한 자동 

준법감시 레그테크 등이 있다(금융보안원, 2017).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60%에 달하는 금융사 직원

들이 자사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프론트오피스에서 백오피스에 이르기까지 고

객경험 개선을 위해 다양하게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있다(김영욱, 2021). 또한 KDB는 소비자 접점을 기준으로 챗봇, 

스피커, 로보어드바이저, 스마트 ATM 등을 소비자를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로 정의하였으며, AI를 활용한 레그테크, 

자금세탁 방지, 이상거래 방지, 약관 자동 비교 분석,신용 평가, 업무 자동화, 기업 위험 관리, 고객 데이터 분석 등을 

인공지능 서비스로 추가하고 있다(KDB미래전략연구소, 2021).

2.2 통합기술수용이론 

본 연구에서는 금융 소비자의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수용의도를 살펴보기 위해, 정보기술의 수용의도 측정에 이용

되는 UTAUT 모델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기술 수용에 대한 모형은 David(1989)의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이 사용되며, 그 외에도 Fishbein &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 Ajzen(1985)의 계획된 행

동 이론 등이 제시되고 있다. 기술 수용 및 사용의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상철 외 2인(2005)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지각된 편리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태도에,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와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

정하였다. 이후 연구 결과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지현 외 3인(2019)은 지

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의성이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결과 지각된 유용성과 편의성 

모두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락 외 2인(2021)은 TAM2 이론을 적용하여 지각된 유용성과 

편의성이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연구 결과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용이성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Venkatesh et. al.(2003)

는 기존모형들의 수용의도에 대한 설명력이 17%~53%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계점으로 지적하였고,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수용모형에 추가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합리적 행위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TAM/TPB 통합이론, 

동기이론, PC활용이론, 혁신확산이론, 사회인지이론 등 8개의 이론을 종합하여 기술수용행동 및 의도에 대하여 통합

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합기술수용이론이 제시되었다. Venkatesh et. al.(2003)는 사용자 기술 수용의도와 실제적 

행위를 동반 파악하기 위해 통합기술수용이론에서 사용행동(Use Behavior)을 종속변수로, 사용의도(Intention to 

Use)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ncy), 노력기대(Effort Expectancy),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더해 조절변수로 성별

(Gender), 연령(Age), 경험(Experience), 자발성(Voluntariness of Use)을 사용하였다. UTAUT 모델을 사용한 선

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채용(2015)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인증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UTAUT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기본 변수인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과 함께 적합성을 추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의료기관 규모와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강선희, 김하균(2016)은 간편 결제 서비스 수용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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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에서 기존 UTAUT 모형에  인지된 위험을 추가하고, 서비스 수용에 대한 혁신저항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

다. 심윤정(2018)은 인터넷 전문은행 수용의도에 대하여 기존 UTAUT 모형에 인지된 혜택과 인지된 위험 요인을 

추가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사용자특성 중 성별, 연령 및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였다.

3. 연구방법론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에서 제시된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신뢰도, 개

인혁신성이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 이해도에 따른 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

로는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신뢰도, 개인혁신성을 설정하였고 그리고 조절변수는 인공지능 이

해도를 선정하였다(Figure 1)

Figure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금융 소비자들의 인공지능서비스 수용의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총 370명의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

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응답 중 한 항목이라도 누락되었거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표본

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최종표본은 330부이며, 응답률은 89.2%로 나타났다. STATA 13.0 통계패키지를 

주된 분석도구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수들인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

의도,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신뢰도, 개인혁신성 등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

다. 종속변수인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에 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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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alpha계수를 산출하였다. 가설검증 전, 주요 변수들 간 관계의 정도와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표인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조절효과 분석 방법인 단계적 회귀분

석을 3회 실시하였다. 모형1은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거주 지역, 독립변수인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신뢰도, 개인혁신성 등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모형2는 앞선 통제변수, 독

립변수와 함께 조절변수인 인공지능 이해도를 투입하였고, 모형3에서는 모형2의 변수들과 함께 상호작용항을 새로

이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연구가설

3.3.1 종속변수

수용의도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있으며, Venkatesh et al.(2003)은 서비스 수용의

도를 사용 계획, 사용 의도, 사용 예정으로 보았으며, 진성광 외 2인(2021)은 제품 및 서비스를 미래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와 계속 사용 의도 및 타인 추천 용의로 정의하였다. 또한 김태경, 조철호(2015)는 수용의도를 고객이 서비

스를 다시 이용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심윤정(2018)은 서비스를 시의적

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조만간 가입 예정, 조만간 이용 예정, 적극 사용예정, 지속 사용 예정 등으

로 세분화하였다, 진성광 외 2인(2021)는 커넥티드 카 수용의도를 개인의 행동과 태도의 중간 단계로서 새로운 제품

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선 정의들을 바탕으로 사용 계획, 사용 의도, 사용 

예정 등을 수용의도로 세분화하였다.

3.3.2 독립변수

1) 성과기대

Venkatesh el. al.(2003)은 성과기대를 신기술 사용이 업무 성과에 도움을 줄 것이라 믿는 정도라 하였다. 정태기

(2017)는 사용자가 핀테크 서비스를 사용할 때 얼마나 유용하고 실생활에서 사용되는지를 느끼는 정도라고 하였으

며, 이지은(2017)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

과기대를 금융 서비스 사용에 대한 수익성, 정확성, 신속성, 비용효율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H1) 성과기대는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2) 노력기대

또한 노력기대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쉽고 편리하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Venkatesh et. al., 2003). 이지

은(2017)은 노력기대를 서비스 사용이 쉽다고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노력기대와 수용의도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를 쉽게 배우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사용에 추가적인 학

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H2) 노력기대는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3) 사회적 영향

사회적 영향은 주변 사람들이 사용자가 신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Venkatesh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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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김은석, 김영준(2019)는 사회적 영향이 인슈어테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주변 사

람들이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추천하는 것이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H3) 사회적 영향은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4) 촉진조건

촉진조건은 신기술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적인 인프라 등이 존재하는지를 의미한다(Venkatesh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에 필요한 지식, 자원, 인력과 국가 및 단체적 지원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H4) 촉진조건은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5) 신뢰성

이홍재(2017)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의도 영향요인 중 편의성과 신뢰성을 서비스 특성으로 제시하였으

며, 신뢰성을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 서비스 혜택에 대한 신뢰, 제공자에 대한 신뢰, 서비스 이용 신뢰 등으로 구

성하였다. 구현모 외 3인(2021)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연구에서 신뢰는 고객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

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서비스 혜택,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믿음을 신뢰성이라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H5) 신뢰성은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6) 개인혁신성

Rogers(2003)은 혁신을 인식 주체가 새롭다고 여기는 아이디어, 사물 및 행동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Oliveira et 

al., (2016)은 혁신성을 신기술에 대하여 남들보다 빨리 수용하고 경험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홍

재(2017)는 사용자의 혁신 경험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혁신성을 신기술에 대한 빠른 수용, 빠른 사용, 

사용 유희성, 도전성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H6) 개인의 혁신성은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3.3.3 조절변수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소비자들의 인공지능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5

점 척도의 12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인공지능 이해수준의 대중적 수용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측정수준은 인공지능

에 대한 기초지식 영역으로 한정하였다. 인공지능 이해도 측정을 위한 세부 측정항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 

정부 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발표한 ‘인공지능 기초 과목 시안 개발 연구’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기초 과목 내용

을 바탕으로 하여, 인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데이터와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등 4개 

분야의 핵심 개념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평균값을 기준으로 인공지능 이해도를 고저로 구분하였다(한국

과학창의재단, 2020).

H7)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는 성과기대와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보일 것이다

H8)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는 노력기대와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보일 것이다

H9)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는 사회적 영향과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보일 것이다

H10)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는 촉진조건과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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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1)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는 신뢰성과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의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보일 것이다

H12)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는 개인의 혁신성과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보일 것

이다

3.3.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그리고 거주지역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

로 성별은 남자는 1점, 여자는 0점으로 계수화하여 재구성하였다. 연령은 1점은 20대 이하, 2점은 30대, 3점은 40

대, 4점은 50대, 60대 이상의 응답은 5점으로 측정하였다. 학력은 1점은 고등학교 졸업, 2점은 전문대 재학/졸업, 

3점은 대학교 재학/졸업, 대학원 이상의 응답은 4점으로 측정하였다. 소득수준은 1점은 200만원 미만, 2점은 

200~300만원, 3점은 300~400만원, 4점은 400~500만원, 500만 원 이상은 5점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거주 지역

은 1점 광역시 이상, 0점 시 군 이하로 이분화하여 재구성하였다. 

3.4.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인공지능 수용의도, 독립변수인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신뢰성, 개인

혁신성의 측정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이용

하여 측정되는 변수의 구성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의 적재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직교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문항 타당도 판단기준으로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을 0.40이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값 0.60이상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송지준, 2009).

Table 1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인공지능 수용의도(Intention to Use AI Financial Service)는 12.0%

의 분산설명력(Variance)으로 제시되었으며, 총 3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0.768~0.822로 모두 0.4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고유값(Eigen Value)은 2.632로 1.000보다 크게 제시

되었다. 또한 Cronbach’s α값이 0.940으로 제시되어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0.6이상의 수치를 보여 신

뢰도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들에서 분산설명력(Variance)을 살펴보면, 성과기대는 10.0%, 노력기대는 10.0%, 사회적 영향

은 8.8%, 촉진조건은 10.0%, 신뢰성은 11.3%, 개인혁신성은 15.8%으로 제시되었다.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

향, 촉진조건, 신뢰성은 각각 3개의 문항(item), 개인혁신성은 4개의 문항(item)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

인적재랑(Factor Loading)을 살펴보면, 성과기대는 0.561~0.799, 노력기대는 0.725~0.790, 사회적 영향은 

0.667~0.707, 촉진조건은 0.723~0.793, 신뢰성은 0.725~0.848, 개인혁신성은 0.800~0.876으로 모두 0.40이상으

로 제시되었으며, 고유값은 성과기대 2.197, 노력기대 2.194, 사회적 영향 1.936, 촉진조건 2.205, 신뢰도 2.491, 

개인혁신성 3.477로 모두 1.000보다 크게 나타났다. Cronbach’s α값을 살펴보면, 성과기대는 0.741로, 노력기대는 

0.800으로, 사회적 영향은 0.794로, 촉진조건은 0.823으로, 신뢰성은 0.874로, 개인혁신성은 0.921로 제시되어 높

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수용의도,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신뢰성, 개인혁신성에 대한 

총 분산(Total Variance)은 77.8%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인공지능 수용의도, 독립변수인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

회적 영향, 촉진조건, 신뢰성, 개인혁신성 등은 각기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여, 잠재변수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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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Classification Item
Factor

Loading
Communality

Eigen 

Value

Variance

(%)

Total 

Variance(%)
Cronbach’s α

Performance

Expectancy

a1 0.561 0.566

2.197 10.0

77.8

0.741a2 0.799 0.765

a3 0.781 0.700

Effort 

Expectancy

b1 0.725 0.773

2.194 10.0 0.800b2 0.790 0.766

b3 0.775 0.726

Social Influence

c1 0.707 0.745

1.936 8.8 0.794c2 0.667 0.748

c3 0.683 0.759

Facilitating 

Conditions

d1 0.723 0.758

2.205 10.0 0.823d2 0.793 0.827

d3 0.726 0.709

Trust

e1 0.848 0.847

2.491 11.3 0.874e2 0.817 0.837

e3 0.725 0.725

Personal 

Innovativeness

f1 0.824 0.790

3.477 15.8 0.921
f2 0.876 0.863

f3 0.850 0.836

f4 0.800 0.760

Intention to Use

AI Financial 

Service

g1 0.822 0.910

2.632 12.0 0.940g2 0.794 0.883

g3 0.768 0.839

4. 분석결과

4.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자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와 같이 요약되었다(Table 2). 전체 표본은 330명(100.0%)이며,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55.8%(184명)로 여자의 44.2%(146명)에 비해 남성이 다수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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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N) Ratio(%)

Total 330 100.0

Gender
Male 184 55.8

Female 146 44.2

Age

20’ or less 51 15.5

30’ 76 23.0

40’ 71 21.5

50’ 108 32.7

60’ or more 24 7.3

Education

High School 36 10.9

College 26 7.9

University 201 60.9

Graduation School 67 20.3

Income

Level

Less than \2,000,000 39 11.8

\2,000,000 ~ 3,000,000 62 18.8

\3,000,000 ~ 4,000,000 45 13.6

\4,000,000 ~ 5,000,000 35 10.6

More than \5,000,000 149 45.2

Area
Metropolitan 266 80.6

City⦁County 64 19.4

AI Understanding 
Low 153 46.4

High 177 53.6

다음으로 연령을 살펴보면 50대가 32.7%(108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대가 23.0%(76명), 40대가 

21.5%(71명), 20대 이하가 15.5%(51명)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60대 이상이 7.3%(24명)로 가장 낮게 제시

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을 살펴보면 대학교 재학/졸업이 

60.9%(201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원 이상이 20.3%(67명), 고등학교 졸업이 10.9%(36명)의 순으로 제

시되었다. 그리고 전문대 재학/졸업이 7.9%(26명)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학력이 대체로 높게 분

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500만 원 이상이 45.2%(149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0~300

만원이 18.8%(62명), 300~400만원이 13.6%(45명), 200만원 미만이 11.8%(39명)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400~500만원이 10.6%(35명)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이 대체로 높게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광역시 이상이 80.6%(266명)로 시 군 이하의 19.4%(64명)에 비해 광역시 이상이 다

수로 조사되었다. 인공지능 이해도를 살펴보면 높음이 53.6%(177명)로 낮음의 46.4%(153명)에 비해 높음이 다수로 

조사 되었다.



52  J Korean Soc Qual Manag  Vol. 50, No. 1: 43-61, March 2022

4.2 주요 변수의 기술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에서 제시된 

기술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인공지능 수용의도(Intention to Use AI Financial Service)

는 평균(Mean) 3.45±0.95로 제시되었으며, 분포의 범위는 최소값(Min) 1.00에서 최대값(Max) 5.00으로 제시되었

다, 대체로 연구의 대상자들은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수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들을 살펴보면,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ncy)는 평균 3.89±0.72로, 노력기대(Effort 

Expectancy)는 평균 3.19±0.83으로,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은 평균 3.48±0.79로,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은 평균 3.18±0.83으로, 신뢰도(Trust)는 평균 3.47±0.75 그리고 개인혁신성(Personal 

Innovativeness)은 평균 3.48±0.88로 제시되었다. 대체로 연구의 대상자들은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

진조건, 신뢰도, 그리고 개인혁신성 모두에서 대체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분포의 범위는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신뢰도, 그리고 개인혁신성 모두에서 최소값(Min) 

1.00에서 최대값(Max) 5.00으로 제시되었다. 평균을 중심으로 상호비교해보면, 성과기대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가

장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개인혁신성과 사회적 영향, 신뢰도,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수용의도, 노력기대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촉진조건이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Table 3. Descriptive Analysis

Classification Frequency(N) Mean St.D Min Max

Intention to Use AI Financial Service 330 3.45 0.95 1.00 5.00

Performance Expectancy 330 3.89 0.72 1.00 5.00

Effort Expectancy 330 3.19 0.83 1.00 5.00

Social Influence 330 3.48 0.79 1.00 5.00

Facilitating Conditions 330 3.18 0.83 1.00 5.00

Trust 330 3.47 0.75 1.00 5.00

Personal Innovativeness 330 3.48 0.88 1.00 5.00

4.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Table 4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공지능 수용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Gender)에 따른 수용의도의 차이는 남자의 평균(Mean)이 3.59±0.93으

로 여자의 평균 3.29±0.95에 비해 수용의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t값 -2.8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

시되었다. 즉, 남자가 여자에 비해 수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Age)에 따른 수용의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30대의 평균이 3.60±0.90으로 수용의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

며, 다음으로 20대 이하의 평균이 3.53±0.84로 높았으며, 40대의 평균이 3.52±0.87, 50대의 평균이 3.36±1.02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평균이 3.06±1.15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지만, F값 1.9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력(Education)에 따른 수용의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학원 이상의 평균이 3.69±0.96으로 수용의도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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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대학교 재학/졸업의 평균이 3.51±0.92로 높았으며, 전문대 재학/졸업의 평균이 

3.18±0.81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의 평균이 2.91±1.01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으며, F값 6.5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수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Income Level)에 따른 수용의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400~500만원의 평균이 3.56±0.90으로 수용의도

의 정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500만원 이상의 평균이 3.51±1.01로 높았으며, 200~300만원의 평균

이 3.48±0.96, 300~400만원의 평균이 3.47±0.90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200만원 미만의 평균이 

3.06±0.75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지만, F값 1.9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거주지역(Area)에 따른 수용의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광역시 이상의 평균이 3.46±0.92로 시 군 이하의 평균 

3.41±1.07에 비해 수용의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지만, t값 -0.4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인공지능 이해도(AI Understanding)에 따른 수용의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높음의 평균이 3.80±0.90으로 낮음의 

평균 3.05±0.84에 비해 수용의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t값 -7.8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인공지능 이해도가 높을수록 수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ifferences in Intention to Use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N) Mean St.D t/F

Gender
Male 184 3.59 0.93

-2.87**

Female 146 3.29 0.95

Age

20’ or less 51 3.53 0.84

1.96

30’ 76 3.60 0.90

40’ 71 3.52 0.87

50’ 108 3.36 1.02

60’ or more 24 3.06 1.15

Education

High School 36 2.91 1.01

6.53***
College 26 3.18 0.81

University 201 3.51 0.92

Graduation School 67 3.69 0.96

Income

Level

Less than\2,000,000 39 3.06 0.75

1.97

\2,000,000~ 3,000,000 62 3.48 0.96

\3,000,000~ 4,000,000 45 3.47 0.90

\4,000,000~ 5,000,000 35 3.56 0.90

More than\5,000,000 149 3.51 1.01

Area
Metropolitan 266 3.46 0.92

-0.43
CityㆍCounty 64 3.41 1.07

AI 

Understanding 

Low 153 3.05 0.84
-7.85***

High 177 3.80 0.90

***p< 0.001, **p< 0.01,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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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관관계분석 

아래 Table 5에서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인 종속변수. 통제변수,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간 관련성과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다중공선성의 

판단 기준인 0.9이상의 상관계수(Co-relationship)를 넘는 변수들이 없었으며, 대체로 변수 간에는 유의수준 0.001 

내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속변수인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수용의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성별은 정(+)적 영향을

(r=0.16), 연령은 부(-)적 영향을(r=-0.13), 학력은 정(+)적 영향을(r=0.23), 소득수준은 정(+)적 영향을(r=0.11),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성과기대는 정(+)적 영향을(r=0.41), 노력기대는 정(+)적 영향을(r=0.47), 사회적 영향은 정

(+)적 영향을(r=0.63), 촉진조건은 정(+)적 영향을 (r=0.61), 신뢰도는 정(+)적 영향을(r=0.39), 개인혁신성은 정

(+)적 영향을(r=0.57), 마지막으로 조절변수인 인공지능 이해도는 정(+)적 영향(r=0.40)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상관관계의 정도는 사회적 영향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촉진조건, 개인혁신성, 노력기대, 성과기대, 인공지

능 이해도, 신뢰도, 학력, 성별, 연령, 그리고 소득수준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즉, 사회적 영향이 높을수록, 촉진조건

이 높을수록, 개인혁신성이 높을수록, 노력기대가 높을수록, 성과기대가 높을수록, 인공지능 이해도가 높을수록, 신

뢰도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성별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수용의도가 높

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Table 5. Result of Co-relationship Analysis

Classif

icat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0.16** 1

3 -0.13* 0.21*** 1

4 0.23*** 0.37*** -0.06 1

5 0.11* 0.54*** 0.39*** 0.39*** 1

6 0.02 0.10 -0.17** 0.25*** 0.13* 1

7 0.40*** 0.13* 0.18*** 0.11 0.16** -0.06 1

8 0.41*** 0.14* 0.15** 0.11* 0.18*** -0.02 0.32*** 1

9 0.47*** 0.00 0.01 0.04 0.01 0.04 0.34*** 0.40*** 1

10 0.63*** 0.06 0.04 0.10 0.14* -0.11 0.40*** 0.47*** 0.46*** 1

11 0.61*** 0.18*** -0.02 0.16** 0.18*** 0.04 0.49*** 0.31*** 0.55*** 0.53*** 1

12 0.39*** 0.01 0.17** 0.01 0.12* -0.11* 0.31*** 0.60*** 0.45*** 0.54*** 0.41*** 1

13 0.57*** 0.24*** -0.04 0.21*** 0.21*** 0.03 0.48*** 0.36*** 0.42*** 0.47*** 0.51*** 0.34*** 1

1) 1. Intention to Use AI Financial Service, 2. Gender, 3. Age, 4. Education, 5. Income Level, 6. Area, 7. AI Understanding, 

8. Performance Expectancy, 9. Effort Expectancy, 10. Social Influence, 11. Facilitating Conditions, 12. Trust, 13. Personal 

Innovativeness

2) ***p< 0.001, **p< 0.01,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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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중회귀분석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인 인공지능 금융서비스의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신뢰도, 개인혁신성, 

인공지능 이해도 등이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들을 한번에 투입하

는 방식이 아닌 단계별 투입으로 총 3번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6에서는 총 3번의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였으며, 1차로 실시한 모형1에서는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거주지역, 독립변수인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신뢰도, 개인혁신성과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2차로 변수들을 투입한 

모형2에서는 모형 1의 변수들에 더해 조절변수인 인공지능 이해도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Classification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B S.E β B S.E β

Gender 0.090 0.087 0.047 0.091 0.087 0.048 0.115 0.086 0.060

Age -0.093** 0.033 -0.118 -0.095** 0.034 -0.121 -0.096** 0.035 -0.122

Education 0.115* 0.048 0.102 0.115* 0.048 0.102 0.112* 0.048 0.099

Income Level -0.039 0.031 -0.061 -0.038 0.031 -0.060 -0.055 0.031 -0.086

Arrea -0.008 0.093 -0.003 -0.007 0.094 -0.003 0.019 0.093 0.008

Performance Expectancy 0.129* 0.063 0.098 0.127* 0.063 0.097 0.100 0.092 0.076

Effort Expectancy 0.075 0.054 0.066 0.075 0.054 0.066 0.093 0.080 0.081

Social Influence 0.405*** 0.060 0.336 0.404*** 0.060 0.335 0.304*** 0.089 0.252

Facilitating Conditions 0.294*** 0.057 0.257 0.288*** 0.059 0.251 0.101 0.091 0.088

Trust -0.038 0.064 -0.030 -0.037 0.064 -0.029 0.049 0.101 0.039

Personal Innovativeness 0.224*** 0.050 0.207 0.219*** 0.052 0.202 0.304*** 0.074 0.281

AI Understanding 0.031 0.087 0.016 -0.673 0.503 -0.353

Performance Expectancy 

× AI Understanding
0.062 0.126 0.136

Effort Expectancy ×

AI Understanding
-0.082 0.107 -0.157

Social Influence ×

AI Understanding
0.219 0.119 0.450

Facilitating Conditions × 

AI Understanding
0.334** 0.117 0.656

Trust × 

AI Understanding
-0.117 0.130 -0.235

Personal Innovativeness 

× AI Understanding
-0.191 0.100 -0.404

N 330 330 330

adj-R2 0.572 0.571 0.584

F 40.96*** 37.45*** 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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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Result of Multi-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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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3에서는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2의 변수들과 함께 상호작용항을 추가 투입하여, 이들과 종속변수 간

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모형1(Model 1)의 분석결과,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수용의도 변량(adj-R2)의 57.2%를 설명하고 있으며, 통제변수

는 연령, 학력에서, 독립변수는 성과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개인혁신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수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표준화계수를 중심으로 해당 변수들 간의 영향력의 정도를 비교해보면, 사회

적 영향은 정(+)적 영향을(β=0.336), 촉진조건은 정(+)적 영향을(β=0.257), 개인혁신성은 정(+)적 영향을(β

=0.207), 연령은 부(-)적 영향을(β=-0.118), 학력은 정(+)적 영향을(β=0.102), 성과 기대는 정(+)적 영향을(β

=0.098)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영향이 높을수록, 촉진조건이 높을수록, 개인혁신성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성과기대가 높을수록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수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F값 

40.96으로 모형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모형 2(Model 2)의 분석결과,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수용의도 변량(adj-R2)의 57.1%를 설명하고 있으

며, 통제변수는 연령, 학력에서, 독립변수는 성과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개인혁신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표준화계수를 중심으로 해당 변수들 간의 영향력의 정도를 비교해보면, 

사회적 영향은 정(+)적 영향을(β=0.335), 촉진조건은 정(+)적 영향을(β=0.251), 개인혁신성은 정(+)적 영향을(β

=0.202), 연령은 부(-)적 영향을(β=-0.121), 학력은 정(+)적 영향을(β=0.102), 성과 기대는 정(+)적 영향을(β

=0.097)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영향이 높을수록, 촉진조건이 높을수록, 개인혁신성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성과기대가 높을수록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수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F값 

37.45으로 모형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신뢰도, 개인혁신성과 인공지능 이해도 관련 상호작용항을 투

입한 모형3(Model 3)의 분석결과, 상호작용항에서는 촉진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신뢰도, 개인혁신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이해도에 따라 촉진조건

과 수용의도 사이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또한 F값 26.64로 모형3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해당 변인들은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수용의도 변량(adj-R2)의 58.4%를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2와의 설명력 차이를 

검토해보면, 약 1.3%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이는 상호작용항에 따른 향상임을 알 수 있다. Figure 2를 살펴보면, 

 

Figure 2. Interaction Effect between Facilitating Conditions and AI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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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이해도의 정도에 따라 촉진조건에 따른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4.6 연구 결과 해석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인 인공지능 금융서비스의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신뢰도, 개인혁신성, 

인공지능 이해도 등이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들을 전체 투입하는 

방식이 아닌 단계별 투입으로 총 3번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7에서 본 연구의 주요 가설들의 채택 

및 기각 여부가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

Table 7. Hypothesis Testing Result 

Hypothesis Result

H1) 성과기대는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Supported

H2) 노력기대는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Not Supported

H3) 사회적 영향은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Supported

H4) 촉진조건은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Supported

H5) 신뢰성은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Not Supported

H6) 개인의 혁신성은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Supported

H7)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는 성과기대와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보일 것이다.
Not Supported

H8)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는 노력기대와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보일 것이다.
Not Supported

H9)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는 사회적 영향과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보일 것이다.
Not Supported

H10)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는 촉진조건과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보일 것이다.
Supported

H11)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는 신뢰성과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의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보일 것이다.
Not Supported

H12)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는 개인의 혁신성과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보일 것이다.
Not Supported

5.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들의 인공지능 수용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소비자 중심의 선 순환적 

인공지능 금융 생태계 구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공지능 서비스 수용

의도에 대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간의 총체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독립변수 중 소비자들의 인공지

능 서비스에 대한 성과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과 사용자 개인의 혁신성은 총체적으로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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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노력기대와 신뢰도는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

었다. 이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에 대한 새로운 노력 투입이나 신뢰도 여부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의 성과에 대한 기

대, 사회적 분위기, 촉진요소 및 개인혁신성이 크면 수용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수 간 총체적 인과분석에 

이어 연구대상 소비자의 집단별 특성(인공지능 이해도)을 반영한 조절효과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에 따르면 독립변수 중 촉진효과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공지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에 따라 촉

진조건과 최종 수용의도 간에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해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촉진조건이 

충족될수록 수용의도가 높아지며, 반면 이해도가 낮을수록 촉진조건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인공지능 촉진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거나 개인적 역량강화를 통해 수

용의도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주위 촉진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한다면 정부나 기관 등의 인공지능 서비스 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이나 시도가 소비자 수용의도 증진에 직접적 효과

를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5.2 연구의 의미 및 한계점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들의 인공지능에 대

한 이해도 증진이 필요하며 이에 동반하여 정부나 기관들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이나 노력이 지속적으

로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만 소비자들의 인공지능 이해도에 국한된 조절효과 분석에 덧붙여 성별, 연령, 소득

수준, 학력 및 거주지역 등에 따른 복수의 조절효과 분석이 향후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사용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정밀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자들의 인공

지능 수용의도가 실제적 사용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경우 수

용의도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 사용이 회피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없이는 실제적 보급이나 확산

이 지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의 인공지능 금융서비스의 실제적 사용에 대한 주요 영향요

인이 파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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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세부 설문 문항

변수명 설문문항

일반적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3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5 귀하의 월 평균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6 귀하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사용합니까? (입출금, 송금, 대출, 자산운용 등)

7 귀하의 거주지역 단위는 무엇입니까?

인공

지능

이해도

1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개념과 특성을 알고 있다

2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이 향후 인류의 사회생활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3 지능 에이전트 (로봇, 챗봇 등)의 개념과 역할을 알고 있다

4
시각이나 청각 센서를 통한 주위환경 인지, 컴퓨터비전, 음성인식 및 언어이해 과정 등에 대한 논리나 알고리즘 

등을 알고 있다

5 인간의 문제인식, 해법탐색, 지식의 생성 및 표현과 추론에 대한 기본원리를 알고 있다

6
지능 에이전트가 대량의 데이터 분류, 군집 및 예측 등을 할 수 있는 모형을 자동 생성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학습 

(머신러닝)에 대해 알고 있다

7 빅데이터 속성이나 기본 개요 및 분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 알고 있다

8 빅데이터 활용의 문제점 (데이터 편향성 등)을 알고 있다

9 인공지능이 개인의 삶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알고 있다

10 인공지능의 효용, 위험성 및 한계를 알고 있다

11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윤리, 가치관 및 행동양식을 알고 있다

12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 요인을 알고 있다. (정부지원, 제도개선, 공공교육, 활용영역확대 등)

성과

기대

1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면 금융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

2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면 착오 없이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다.

3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다.

4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면 업무 경비가 줄어들 것이다. (교통비, 서류처리비용, 수수료, 자문비용 등)

노력

기대

1 인공지능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2 인공지능 서비스를 쉽게 배울 수 있다

3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

사회적 

영향

1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2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3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촉진

조건

1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지속될 것이다. (교육, 연구개발 지원, 제도 개선 등)

2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에 대한 유관기관(금융기관, 교육기관 등)의 지원이 활발하다. (교육, 연구개발, 판촉, 홍보 등)

3 나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에 필요한 지식이 있다.

4 나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에 필요한 자원이 있다.

5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 시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

신뢰도

1 인공지능 서비스의 처리과정을 신뢰한다. 

2 인공지능 서비스 결과물(품질 등)은 믿을 만하다.

3 인공지능 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이 믿을 만하다. (포인트, 마일리지 등)

4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신뢰할 만하다.

개인

혁신성

1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사용하는 편이다.

2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들이는 편이다.

3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보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4 새로운 일에 자주 도전하는 편이다.

수용

의도

1 나는 6개월 내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

2 나는 6개월 내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

3 나는 6개월 내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