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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MyData service is providing new innovative services, and as the service began in earnest
in January 2022, it provides users with a lot of information and benefits. For the early
settlement of the MyData industry, the government is actively promoting various services
such as medical care, health, and insurance related to life. As such, MyData is preparing
policies that can use services in the long run. MyData service, which will be launched in
earnest in 2022, can be seen as a resistance of users to adopt innov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resistance of early users in the process of adopting innov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users, innovation, and propagation mechanisms to reduce
users' resistance to innovation (Ram, 1987), and the adoption of innovation spreads only
when uncertainty of new ideas is alleviated (Rogers, 2003).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we intend to suggest ways and alternatives to resolve the innovation resistance of early
users of MyData services.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paper, a survey was conducted
on initial users of the MyData app at the national level by requesting a survey specialized
company. In the future, it will be a useful basic study for continuously using MyData
services.

Key Words : Digital Finance, MyData App, Innovation Resistance, TAM

Ⅰ. 서 론

2020년 11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

과하면서 디지털금융 기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산업이 시작하였다. 새로운 혁신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이데이

터는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가 행해지면서 사용자들에게 많은 정보

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사용자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정보를 요청하여 사용자와 연결

된 여러 금융권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

여 한 곳에서 한 번에 받아 관리 및 이

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생활과 관련한 의료, 건강,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마이데이터는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

되고 있다(금융위원회, 2022).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매우 증

가하고 있다. 금융 데이터는 집적된 많

은 양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산

업적으로 활용도가 높다. 금융기업은 상

품개발, 신용평가, 부도예측 및 리스크관

리 등 다양한 업무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유통, 보건, 공공, 제조 등 타

산업과의 융합이 용이하며, 혁신적인 경

제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다(금융위원회,

2018). 학계에서는 신사업의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인한 초기연구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연

구와 서비스 활성화 전략 및 연구동향

등 이론적·산업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다(최정민, 조영은, 2020; 박주성 등,

2021; 이정우 등, 2022; 김상희, 김종기,

2017). 한편, 현재 국내의 마이데이터 비

즈니스는 초기수준으로 마이데이터 서비

스 국내 사용자들의 인지도는 16.7%에

불과하다(이주희, 2022). 2022년 2월 기

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1,840만 명(중복집계)이며,, 누

적 125억 건의 데이터가 전송되었다(금

융위원회, 2022).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카드, 상품, 대출 등)가

제공되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

만, 정보의 주체인 사용자(개인)이 개별

적인 데이터를 관리, 통제 및 활용하기

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 또한

언급되고 있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 이주희, 2022). 정해진(2022)은 마

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통합 관

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으로 부각시켜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로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이 받는

혜택은 없다고 하였다. 또한, 기업이 마

이데이터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개인 정

보를 얻는 이익에 대해 가치 배분의 연

건 조성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데이터 판매 및 활용에 대한 언급

으로 데이터 제공 여부에 따라 자의적으

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금융 기반의 마

이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는 앱 초기 사

용자들에 대한 수용의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혁

신저항을 두그룹으로 나누어 조절효과를

통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사실상 사용자들의

혁신 채택 저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

으며, 혁신의 채택 과정에서 초기 사용

자의 저항극복을 위해서는 사용자, 혁신

및 전파 메커니즘의 특성을 파악하여 사

용자의 혁신에 대한 저항을 감소(Ram,

1987) 시켜야 하며, 혁신의 채택은 새로

운 아이디어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때

비로소 확산(Rogers, 2003)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마이데이

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앱 초기 사용자의

혁신저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

을 제시하여 마이데이터 산업의 미래 성

장에 대한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

본 연구에서는 마이데이터 앱 초기 사



용자의 수용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이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정의 및

개념을 포함한 관련 문헌을 연구하고,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과 혁신저항모델(IRM,

Innovation Resistance Model)을 고찰하

여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

서 제시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1 지각된 가치

지각된 가치는 정보기술 중 마이데이

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인 역할을 수행하며, Zeithaml(1988)은

고객의 가치를 제공된 가격과 품질 사이

의 상쇄 혹은 지불한 것에 대한 보상이

라고 정의하였다(Zeithaml, 1988; 김한민

등, 2022). 지각된 가치는 행동의도에 따

라 영향을 주는 변수라 할 수 있으며 획

득과 손실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서비스

를 이용하는 전반적인 평가이다(박동근,

2022). 지각된 가치와 관련한 연구로

Chen & Hu(2010)는 고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하여 지각된

가치를 기능적, 감성적, 사회적, 미적, 평

판 등의 개념화를 시도하는 연구를 진행

하였다. 기존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

다.

H1a: 사용자의 지각된 가치는 성과기

대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2a: 사용자의 지각된 가치는 노력기

대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2.2 신뢰성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4가지 차별화된 특징 중 신뢰성은 개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게 설계

된 서비스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신뢰성은

마이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자신

이 소유한 정보를 인식할 때 느끼는 지

식이나 정보제공에 대한 경험의 보유 정

도 및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며 정보

전달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이유재, 2000). 신뢰성은 사

용자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를 형성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였다(가정붕, 2016).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H1b: 사용자의 신뢰성은 성과기대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2b: 사용자의 신뢰성은 노력기대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2.3 통합기술수용모델

Venkatesh et al.(2003)는 계획행동이

론, 혁신확산이론, 사회인지이론, PC활용

이론, 동기이론, 합리적 행동이론, 기술수

용모형, TAM/TPB 통합이론 등 총 8가

지의 이론과 33개의 개념들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핵심요인인 성과기대, 노력기

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과 연령, 경험,

성별, 사용 자발성 등을 추가한 통합기

술수용모델(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를

제시하였다(이혁준, 2021). 통합기술수용

모델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정보기술에

따라 신제품, 혁신제품, 모바일,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 기술 및 제품 서비스 등

사용자의 수용의도를 예측하기 위해 다

양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순규

(2013)과 Venkatesh et al.(2003)은 기술

수용모델을 활용한 사용자의 수용의도

및 행위에 대한 설명력이 40~50% 인데

반해 통합기술수용모델의 설명력은

60~80%에 달한다고 언급하였다. 통합기

술수용모델은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 기술과 서

비스 분야의 수용의도에 대한 연구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정희정 등, 2017;

Chen et al., 2013, Martins et al., 2014;

이동만 등, 2010, 권민찬, 2016).

2.3.1 성과기대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ncy)는

기술수용모델의 지각된 유용성에서 발전

되었으며 “사용자가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업무 성과가 향상되

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되고 있으며

(Venkatesh et al., 2003), 새로운 정보기

술 이용시 작업성과의 향상을 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김영채,

2011; Venkatesh et al., 2003).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통합기술수용모델의 독

립변인으로 성과기대와 노력기대가 기술

수용의도에 지니는 긍정적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권민찬, 2016; 이혁준,

2021). 강선희(2016)는 간편결제서비스의

수용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성과기대가 기존보다 간편결제서비스 사

용시 더 나은 효익이 제공되는 믿음의

정도라 하였고, 권오준(2010)은 스마트폰

의 수용의도에 대한 연구로 스마트폰 사

용시 업무 성과가 향상될 것이라 믿는

정도로 설명하였다. Hew et al.(2015)는

성과기대가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의도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3a: 사용자의 성과기대가 높을수록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

이다.

2.3.2 노력기대

노력기대(Effort expectancy)는 사용자가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고, 새

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을 이해 및 다루기

쉬운 정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Davis et al, 1989;

Venkatesh et al, 2001). 즉, 노력기대는

기술수용모델의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유

사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강선희,

2016; 권민찬, 2016; Davis, 1989). 노력

기대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간편결제

서비스 수용의도에 대한 연구로 노력기

대를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결



제 정보 등록시 어려움이 없다고 정의하

였고(강선희, 2016), 모바일 신용카드 서

비스 수용의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노력

기대를 서비스의 이용방법이 매우 쉬운

정도로 정의하였다(박일순 등, 2012). 노

력기대는 정보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사용

자가 기술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권

오준 등, 2010; 유호선 등, 2008).

기존 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3b: 사용자의 노력기대가 높을수록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

이다.

2.6 혁신저항모델

Ram(1987)의 연구에 따르면 저항은

개인이 변화를 위협으로 느끼는 정도라

고 하였고, 혁신저항은 ”혁신에 부여된

병화에 사용자가 제공하는 저항“이라고

하였다. Sheth(1981)의 연구에서는 혁신

의 확산은 개인의 혁신에 의해 가지는

저항에 대한 심리를 고려하고, 유용한

심리적 개념을 기존의 습관과 지각된 위

험으로 구분하여 혁신저항을 4가지 유형

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혁신저

항이란 ”기존의 습관과 생활에 변화를

요구하는 저항으로, 기존에 사용 패턴을

유지하려는 행위 혹은 서비스 사용에 대

한 회피 및 거부감 정도“로 정의한다. 장

대련과 조성도(2000)은 개인 경험에 대

한 저항은 수용의 반대 개념이 아닌 수

용이나 확산의 과정 중에 발생한 변인임

을 주장하였다. Ellen et al.(1990)은 기존

제품에 대한 만족도와 지각된 자기확신

이 혁신저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저항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4: 혁신저항(고그룹/저그룹)의 차이

는 '지각된 가치, 신뢰성'과 '성과

기대, 노력기대' 및 '수용의도' 간

의 관계에 조절 영향을 미칠것이

다.

Ⅲ. 연구모형과 조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 초기

이용자이 있어서 지각된가치와 신뢰성이

성과기대와 노력기대에 어떤 영향을 미

치고, 나아가 성과기대와 노력기대가 수

용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기 위해 그림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

였다.

2. 조사설계



본 연구의 설문자료 수집은 올해 8월

23일부터 8일 동안 설문전문업체와 협업

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 504부 중 최종

분석은 493부가 사용되었다. 표본의 특

성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21.0을

사용하였으며,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및

가설검정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항목은

앞서 설명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지각된 가치 4개 항목(이

용가치, 혜택, 보람, 획득가치), 신뢰성 3

개 항목(서비스 정확, 정보정확, 제공정

보정확), 성과기대 3개 항목(금융서비스

제공, 효율적 금융상품, 금융생활 유용),

노력기대 4개 항목(정보 편리 제공, 정보

다양 제공, 정보 빠르게 제공, 정보 효율

적 제공), 수용의도 4개 항목(자주 사용,

지속 수용, 적극 수용, 사용의향)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절 변인인 혁신저항은 4

개 항목(신기술 거부, 새기술 무필요,

서비스 불편, 서비스 이점 모름)으로 구

성되었다.

<표 1> 확인적요인 분석 결과

연구변인 항목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Value
크론바흐
알파

AVE
구성개념
신뢰도

지각된
가치

PV1 0.836

.919 .729 .915PV2 0.854 0.046 23.607
PV3 0.867 0.045 24.216
PV4 0.885 0.043 25.045

신뢰성
Re1 0.849

.900 .737 .894Re2 0.871 0.043 24.246
Re3 0.88 0.043 24.625

성과기대
PE1 0.864

.868 .667 .857PE2 0.802 0.044 21.226
PE3 0.817 0.042 21.798

노력기대

EE1 0.847

.920 .744 .921
EE2 0.869 0.044 24.785
EE3 0.853 0.045 24.025
EE4 0.873 0.044 24.971

수용의도

IU1 0.906

.945 .778 .934
IU2 0.897 0.032 31.096
IU3 0.9 0.033 31.421
IU4 0.9 0.031 31.433

모형적합도 지수: X2=241.940(df=123, p=.000), X2/df(Q값)=1.967, GFI=.948, IFI=.986, TLI=.982,
CFI=.985, RMSEA=.044

Ⅳ. 실증분석과 해석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표본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성별에서 남성 50.1%, 여

성 49.9%, 연령대에서 20대이하 15.6%,

30대 33.5%, 40대 23.1%, 50대 21.9%, 60

대이상 5.9%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

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을 평균적으로

6.6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본 연구의 데이터는 마이데이터 서비

스 앱 이용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표본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2.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척도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확인

적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각 연구변인의 크론

바흐 알파값이 0.868로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CFI가 0.948, RMSEA 0.044로 기

준으로 기준을 충족하기에 모형은 만족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집중타당성

은 각 연구변인의 문항들이 밀접한 관계

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성개

념 신뢰도와 AVE의 검정을 통해 평가

된다. 구성개념 신뢰도와 AVE와 최소허

용 값이 0.7과 0.5이므로 구성 신뢰도와

VAE값이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다.

각 연구변수에 대한 AVE의 제곱근

값이 비교하는 모든 상관계수 값보다 높

을 때 판별타당성이 확보된다(Fornell,

1981). <표 2>에서 AVE의 제곱근 값이

일부 상관계수 값보다 낮게 나와 판별타

당성이 다소 문제가 되지만, 상관계수

값이 0.9를 상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

구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

는 것으로 볼 수 있다(Hair, 1998).

<표 2>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연구변인 √AVE
지각된
가치

신뢰성 성과기대 노력기대 수용의도

지각된 가치 0.854 1
신뢰성 0.859 0.781 1

성과기대 0.817 0.768 0.750 1
노력기대 0.863 0.867 0.740 0.763 1
수용의도 0.882 0.742 0.693 0.749 0.731 1



<표 3> 가설 검정 결과

가설 경로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Value p-Value R2 결과

H1a 지각된가치
→성과기대

0.49 0.068 7.848 ***
.677

채택
H1b 신뢰성 0.381 0.065 6.152 *** 채택
H2a 지각된가치

→노력기대
0.75 0.057 12.693 ***

.781
채택

H2b 신뢰성 0.164 0.047 3.166 0.002 채택
H3a 성과기대

→수용의도
0.479 0.059 8.824 ***

.642
채택

H3b 노력기대 0.386 0.065 7.36 *** 채택
모형적합도 지수: X2=241.940(df=123, p=.000), X2/df(Q값)=1.967, GFI=.985, IFI=.986, TLI=.982,
CFI=.985, RMSEA=.044

본 연구의 측정모형을 검정한 후 구조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모형과

데이터셋 간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검정의 결과는 <표 3>에서

설명되었다. 가설 H1a, H1b, H2a, H2b, H3a,

H3b의 6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사용자의

혁신저항 집단(고집단, 저집단)에 따라서

‘지각된가치, 신뢰성’과 ‘성과기대, 노력기

대’ 및 수용의도 간의 관계에 어떤 조절

효과를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

중집단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혁신저항 저집단은 모든 가설 채택되

었고, 혁신저항 고집단은 H2b가 기각되

었다. 즉,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저항이

높은 사용자의 신뢰성은 노력기대에 정

(+)의 영향을 주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Ⅴ. 결론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론

적·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마이데이

터 서비스의 가치, 신뢰성이 성과기대와

노력기대 관계가 긍정적이고, 이 두 요

인이 수용의도에서 긍적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김한민 등(2022)의 연

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둘째,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혁신저항이 높

은 사용자는 신뢰성과 노력기대 관계가 지지

되지 않았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저항이

높은 사용자는 신뢰성과 노력기대와 긍정적

관계를 지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특징을 반영한 결과로

설명된다. 즉,. 자산 정보 제공을 대표적 서비

스로 표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저

항이 높은 사용자는 신뢰성과 마이데이터 서

비스 앱의 쉬운 사용이 미약하게 인지된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실무적 관

점에서 살펴보면, 지각된 가치와 신뢰성,

성과기대와 노력기대가 수용의도의 중요



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각된가

치는 신뢰성보다 성과기대와 노력기대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

용의도에는 성과기대와 노력기대가 유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은 사용자에게 지

각된 가치를 통한 성과기대 및 노력기대

그리고 수용의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통합기술수용모델에 초점을 두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 수용의도에 대해

진행되었다. 더불어 혁신저항모델의 혁

신저항 요인을 고 저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에 향후

연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 수용의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있기에 다각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조사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실증조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초기시점

에 이루어졌기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성장 시점에서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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