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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핀테크 사용자 및 시스템 특성이 지각된 인식과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자료수집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600명의 설문을 수행하였
다. 연구결과, 첫째, 사용자들은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자기효능, 혁신성, 적합성은 핀테크 서비스의 지각된 인식과 사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스템 특성은 핀테크 서비스의 지각된 인식 및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용자 특성과 시스템 특성에서 위험성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는데, 개인정보 및 전자금
융거래가 유출에 의한 금융사기 등의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및 보안에 대한 우려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핀테크 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편리성과 사용의도를 저해하는 위험성 
등의 불편사항을 제거해 줄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 전략이 수립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주제어 : 핀테크, 사용자 특성, 시스템 특성, 지각된 인식, 사용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erceived awareness and the 
intention of continuous use by FinTech users and system characteristics.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by 
targeting and surveying 600 people living in Gwangju, and office workers using smartphones. As a result, 
first, self-efficacy, innovation, and fitness for Fin-Tech services were found to influence the degree of 
perceptual awareness and intent to use of Fin-tech service users. Second, the system characteristics have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awareness and intention of using FinTech service. Third, the hypothesis about the 
dangers in the user attributes and system properties were dismissed. It seems that the priority concern was 
regarding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ecurity as privacy and the increasing damage cases of 
financial fraud by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spill. Therefore, in order to spread FinTech services, it 
would be effective if a Fin-Tech service strategy could eliminate inconveniences such as the risk of hindering 
convenience and intention to use by the marketing strategy established by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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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혁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소비자들이

편리함이나상대적이점의긍정적효과로인식할가능성

이크다. 그중에서금융시장과인터넷관련산업에서화

두는역시 ‘핀테크(Fintech)’이다. 핀테크는 IT 기술을기

반으로하여모바일결제, 모바일송금, 온라인관리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1].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 주요 ICT 기업의 진출, 삼성페이의 등장, 카카오

뱅크와 K뱅크의인터넷전문은행의신규허용등의변화

에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나 지불서비스

등과 관련된 금융기술, 은행들 사이에서의 가상화패 거

래 플랫폼인 블록체인기술(Block chain technology) 등

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화폐와 지불시스템이 이동성과

위치기반서비스를활용한모바일기술과결합하게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과 ICT 첨단기술 그리고 통신망의 발

달은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확산시켜 온라인 쇼

핑등모바일결제시장이매년크게증가하고있다. 핀테

크는 IT기술을 이용한, 금융비용 감소, 틈새시장의 개척

이다. 이는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와 금융회사들의 저

성장,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의한 고비자 변

화등이배경이된다. 하지만국내금융사는적극적인서

비스 개발에 미비하여 간편결제 서비스가 확산되고, 제4

차산업혁명의하나인 O2O서비스가확대되는변화를나

타내고있다. 그러나핀테크서비스가구축된후많은시

간이지났지만아직까지핀테크의활성화가느리게진행

되고 있으며, 핀테크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모바일 신용

카드와모바일체크카드는다수가인지하고는있지만이

용경험은 부족한 실정이다[2-3].

정보기술의사용행태를설명하는데사용되는기술수

용모델은 사용자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간명하면서

도 강한 설명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기술 혹은 새로운

서비스의 채택 및 사용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4]. 기술수용모델의 타당성은 이미 정보시스템 분

야, 인터넷비즈니스및인터넷뱅킹의많은연구들에의

해 입증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에는 핀테크 시장이 확대

되어가고있지만, 아직핀테크서비스에대한연구가부

족한 실정이며,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여 개인

적 특성관련 변수가 대부분이다[5]. 또한 주로 핀테크와

관련된 연구로는 보안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의 연구나

핀테크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대부분이다[3-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핀테크 사용자 및 시스템 특성들의 사용의도에 대해 연

구하기 위해 사용자 및 시스템 특성이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과 위험성을 기반으로 핀테크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개인에만 초점을 둔 연구들에서 발전하여 사용자 및 시

스템특성이지속적사용의도의관계를규명함으로써학

문적 공헌이 기대된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핀테크 관련

기업들은 많은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사용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설계
2.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및 시스

템 특성이 서비스 수용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핀테

크서비스의사용자사용의도에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

보기위해기술수용모형과선행연구를기반으로 [Fig. 1]

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Fig. 1] Model of Study

핀테크의사용자특성의선행요인으로는기존이론과

선행연구에서제시한자기효능, 혁신성, 적합성을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시스템 특성은 편의성, 보안성, 신뢰성을

변수로 구성하였다. 또한 지각된 인식으로 용이성, 유용

성, 그리고 위험성을 변수로 구성하여 이들 변수들이 지

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핀테크(fintech) 사용자와 시스템 특성이 지각된 인식과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293
2.2 연구가설 

1) 핀테크 특성과 지각된 인식의 선행요인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특성을 사용자 특성과 시스템

특성으로구분하여핀테크사용환경특성요인으로구성

하였다. 사용자 특성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혁신성, 적합

성이다. 자기효능감(self efficacy)은 ‘자신의능력에대한

확신과 신념의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수준뿐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다[7]. 특히,

핀테크와 같은 온라인에서 서비스되는 정보는 전문가뿐

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 서비스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에 대한 수용 여부는 자기효능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8]. 따라서본연구에서사용자특성으로자기효능

감을변수로선택하여그효과를검증할필요가있다. 개

인의혁신성이지각된유용성과지각된용이성에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시스템 특성 요인은 편의성, 보안성, 신뢰성이다[10].

편의성은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 또는 서비

스를편리하게이용하여편리함을제공해줄수있는인

식정도라고정의하기도한다[11]. 새로운기술사용에대

한편의성은유용성과용이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고 주장하였다.

핀테크의 등장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채널이 확대됨

에따라정보보안및개인정보손실의우려가커지고있

다[12]. 신뢰성은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 및 회원들 간

의신뢰가인식된유용성과지식수용에긍정적인영향을

준다는연구조사결과를나타났다[13]. 서비스에대한보

안수준이높다고인식할때, 해당서비스에대한사용자

의신뢰감을갖게될것이며, 이는서비스에대한사용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15] 인터넷뱅킹

서비스 품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행요인 중의 하나

로 신뢰를 살펴보았다.

2) 지각된 인식과 사용의도와의 관계
대부분의선행연구에서는인지된용이성이인지된유

용성과 정보시스템의 사용의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이 지목되었다[2].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의 보급

을위해서는이러한서비스가배우기도쉽고사용하기도

쉬어야 한다.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의 인지된 용이성은

사용자의인지된유용성과서비스수용의도에정의영향

을 미칠 것이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의도

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대해 인지한 유용성에 근거한다

[4]. 모바일을 통한 결제시스템에 사용자의 수용의도가

시스템의 유용성에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밝혀졌다

[16-18]. 사용자들이 모바일 거래나 모바일 금융에서 모

바일핀테크서비스시스템을이용하는것이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시스템의 사용의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인지된 위험이란 혁신과 관련된 위험으로, 인지된 위

험은소비자가구매행위에따른결과에대한예측의불

확실성으로 인해 구매 결과에 내포한 위험이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구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12]. 인터넷 뱅킹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적합은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19].

한편, 상품이나서비스의성공을위해서는소비자들의

최초사용보다는지속사용이중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12-20]. 지속적 사용의도는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와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한 중요 요인이며, 지속적 사용의

도의핵심은관계유지의도라고할수있다. 특히, 모바일

뱅킹서비스에대해서만족이지속사용의도에영향을미

친다고주장하였다[21]. 스마트폰서비스이용자를대상

으로 혁신성, 사회적영향, 지각된 위험성이 사용의도에

유의한영향을미친다고제시하였다[22]. 핀테크산업역

시사용자들의최초사용보다는지속적사용을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보안적 위험을

느끼는소비자들의경우, 지속적인사용의도가상대적으

로 낮아질 것이다. 즉, 사용자 및 시스템 특성 차이에 따

라 소비자들이 지속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UTAUT 모형을 바탕으로 노력기대, 성과기대, 신뢰

성이 사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

였다[16].

핀테크서비스는개인적인금융정보가사용되기때문

에, 사용자들은 개인의 정보보안을 고려하게 되고 이는

사용의도에 무엇보다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된다. 또한 기

존의방식에서탈피하여새로운형태의서비스를경험해

야하는사용자에게보안, 지각된유용성, 위험성은선행

요인이될수있을것이다. 본 연구에서는선행연구를분

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핀테크 사용자 특성(자기효능, 혁신성,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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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지각된인식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

이다.

가설 2 : 핀테크사용자특성은위험성에유의한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핀테크 시스템 특성(편의성, 보안성, 신뢰성)

은 지각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4 : 핀테크시스템특성은위험성에유의한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핀테크의지각된인식은위험성에유의한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핀테크의 지각된 인식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 핀테크의 위험성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 사용자 특성 
자기효능감은오프라인상에서새로운결제방식인핀

테크 서비스(모바일 결제시스템 등)을 수용하는 능력에

있어 개인이 느끼는 자신감의 정도로 조작적 정의한다.

이를측정하기위해 [2]와 [7]의선행연구의문항을참조

하여연구목적과핀테크서비스에적합하게수정하였다.

설문은 ‘주변의도움이없이도핀테크서비스를잘사용’,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어도 핀테크 서비

스를잘사용’, ‘핀테크서비스사용법만참고해도핀테크

서비스를잘사용’ 등의 3문항으로설문하였으며, 측정도

구의 각 항목들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혁신성은새로운정보기술에대해적극적으로수용하

며,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사용해 보려는 개인적인 성향

으로조작적정의한다. 본연구는이를측정하기위해 [6]

과 [12]의 선행연구의 문항을 참조하여 연구목적과 핀테

크 서비스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설문은 '다른 사람들

보다 먼저 사용', '최신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 '최신

기술발전동향이해', '최신기술이적용된서비스의사

용을즐기는편' 등의 4문항으로설문하였으며, 측정도구

의 각 항목들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적합성은 모바일 간편 결제가 업무스타일, 생활습관,

가치및수요에대해적합한정도로조작적정의한다. 이

를 측정하기 위해 [2]와 [12]의 선행연구의 문항을 참조

하여연구목적과핀테크서비스에적합하게수정하였다.

설문은 '이용경험으로낯설지않음', '기존의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 '즉시성, 현장

성이 결합',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 등의 4문항으로

설문하였으며, 측정도구의 각항목들은리커트식 5점 척

도로 측정되었다.

2) 시스템 특성
편의성은 핀테크 서비스가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며,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

대하는정도로조작적정의한다. 이를측정하기위해 [3]

의선행연구의문항을참조하여연구목적과핀테크서비

스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설문은 '이용하는 절차는 간

단', '결제방법이여러가지가있음', '이용방법이이해

하기 쉬움', '이용하는 것이 편리' 등의 5문항으로 설문

하였으며, 측정도구의 각항목들은리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보안성은 보안과 안전이 보장되는 속성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핀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보안과 사생활의

위험이 없을 것으로 믿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한다. 이를

측정하기위해 [9]와 [18]의선행연구의문항을참조하여

연구목적과핀테크서비스에적합하게수정하였다. 설문

은 '개인정보가인터넷상에유출', '금융정보가인터넷상

에 유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염려', '전반적인 보안이

우수', '개인정보가 도용' 등의 5문항으로 설문하였으며,

측정도구의 각 항목들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되었

다.

신뢰성은 새로운 기술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

자가발생하게되는위험수준을인지하며해당정보기술

을신뢰할수있는정도로조작적정의한다. 이를측정하

기위해 [15]과 [16]의선행연구의문항을참조하여연구

목적과 핀테크 서비스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설문은 '

정확하고안전한금융거래서비스를제공', '윤리적인문

제', '고객의 이익', '핀테크 서비스를 신뢰' 등의 4문항

으로 설문하였으며, 측정도구의 각 항목들은 리커트식 5

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3) 지각된 인식
용이성은 핀테크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의 신체적, 정

신적인 노력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사용자가 믿는

정도로조작적정의한다. 이를측정하기위해 [17]과 [18]

의선행연구의문항을참조하여연구목적과핀테크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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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설문은 '사용 방법을 배우는

일이쉬움', '원하는일을쉽게해냄', '메뉴의구성이이

용하기 편리', '빠른 시간에 처리' 등의 4문항으로 설문

하였고,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유용성은 핀테크를 사용하는 것이 업무성과를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12]과 [18]의 선행연구의 문항을 참조하

여 연구목적과 핀테크 서비스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설문은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 '결제 처리에 필요',

'결제 전반에 도움', '전반적으로 유용' 등의 4문항으로

설문하였고,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위험성은 핀테크 서비스 선택에 있어서 사용자가 인

지하는 기회비용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함의 정도로 조

작적정의한다. 이를측정하기위해 [5]의선행연구의문

항을참조하여연구목적과핀테크서비스에적합하게수

정하였다. 설문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고 생각', '거래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 '직접 거래

하는 것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 '확인 가능한 정보

에 비해 신뢰가 가지 않음' 등의 4문항으로 설문하였고,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4) 사용의도
사용의도는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

용자가이후에도계속적으로사용할생각이있는정도로

조작적 정의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8]과 [20]의 선행

연구의문항을참조하여연구목적과핀테크서비스에적

합하게 수정하였다. 설문은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 '다

른사람에게권유', '지속적으로사용', '필요한서비스라

고 생각' 등의 4문항으로 설문하였고,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5)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문항
조사대상자의일반적인특성으로성별, 연령, 직업, 학

력, 핀테크 서비스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실증분석 
3.1 표본설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핀테크 서비스 환경에서 기술수용 선행연

구들을 참고하여 도출한 특성들을 기반으로, 핀테크 서

비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변수들을 선정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했다. 구성된 측정 도구들은 신뢰성과

타당성이선행연구에서입증된선행연구들을분석, 수정

하여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핀테크 서비스가 사용자 사용

의도에미치는영향을설명하기위해서광주광역시에거

주하고,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600명의 설문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통계패키

지인 SPSS 22.0과 Amos 21.0 프로그램을이용하여분석

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용자 특성,

시스템특성, 지각된인식, 사용의도변수간의정도를알

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측정도구

별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을 실시하였다. 셋쨰, 사용자 특성, 시스템 특성, 지각된

인식, 사용의도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

관계및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연구가

설을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3.2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연령, 학력, 직업, 평균소비금액, 평균접속횟수, 사용횟

수를빈도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성별을보면, 남자

254명(49.9%), 여자 255명(50.1%)으로 비슷한 분포를 나

타냈으며, 연령을 보면, 31세∼40세의 연령이 205명

(40.3%)으로 가장 많으며, 51세 이상이 40명(7.9%)으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학력을 보면, 고졸 이하는 61명

(12.0%), 대학재학 28명(5.5%), 전문대를포함한대졸자

가 375명(73.7%)으로 가장 많으며, 대학 재학 중이 28명

(5.5%)으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직업을 보면, 회사원이

267명(52.5%)으로 가장 많으며, 전문직 65명(12.8%), 주

부 63명(12.3%), 자영업 39명(7.7%), 학생 34명(6.7%), 기

타 28명(5.5%), 공무원 13명(2.6%) 순으로 나타났다. 한

달동안스마트폰또는태블릿PC 등의모바일기기를통

한핀테크서비스의평균소비금액은 10만원이상이 173

명(34.0%)이 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6∼10만원미만

156명(30.6%), 1∼6만원 미만 146명(28.7%), 1만원 미만

34명(6.5%)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기기로 핀테크 서비스의 평균 접속횟수는

주1∼2회가219명(43.0%)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하루 1∼2회가 129명(25.8%), 월 1∼2회는 81명(15.9%),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1호296

하루 3회 이상 73명(14.3%), 기타가 7명(1.4%)의 순으로

나타나 주 1∼2회 정도는 핀테크 서비스를 접속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개월 동안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 등의 모바

일 기기로 핀테크 서비스를 사용한 횟수를 보면, 4회 이

상이 203명(39.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3

회는 192명(37.7%), 1회가 86명(16.9%), 없음이 28명

(5.5%) 순으로나타나연구대상자들이대부분핀테크서

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연구에서는측정도구의신뢰도와타당도를확보하

기 위해 모형 검증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 신뢰도(Cronbach’s α)는 시스템 특성의 편

의성이 .766로 가장낮으며, 시스템특성의보안성이 .920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신뢰도(Cronbach’s α)는 양호

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요인적재값(표준화계수)은 지속적 사용의도가 .925로

가장 높으나, 시스템 특성의 보안성이 .237로 가장 낮게

나타나 .925∼.237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처럼모든 변인

들 간 음오차분산이나 큰 오차를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요인 적재값이 .50 이상, .95 이하에 포함될

경우 타당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 특성의 하위요인인 보안성의 경우 .237(<.05)의

요인적재량을나타내고있지만, 대부분의요인적재값을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해 수렴타당도를 확보

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C.R.에 의한신뢰도는일반적으로 Cronbach의 α 보다

더엄격하다고알려져있다. C.R.이 .70 이상인경우타당

도가있는것으로분석하며, .60∼.70 사이도수용가능하

다고판단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산출된신뢰도(C.R.)

값은 .836부터 .930까지 분포되어 모두 .70이상으로 나타

나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평균분산추출지수(AVE)는 변인에 대해 지표

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AVE 값이 .50 이상이면타당도가있는것으로분석된다.

본 연구에서 각 변인의 AVE 값은 .532부터 .726까지 분

포되어 있다. 그러나 위험성이 지각된 인식에서 제외되

어단일관측변수로나와있다. 그런데문제는시스템특

성 중 편의성의 요인적재치가 .237로 매우 낮다(최저

.45-.5 이상). 따라서 변인의 AVE 값은 모두 .50 이상으

로 AVE 값에의한타당도또한확보된것으로분석하였

다.

variable
Factor
loading
value

Cronbach's
alpha

C.R AVE

User
Self-efficacy 0.820 0.832 0.881 0.713
Innovation 0.541 0.811 0.836 0.561
Conformity 0.795 0.800 0.857 0.601

System
Convenience 0.237 0.766 0.847 0.532
Security 0.779 0.920 0.930 0.726
Reliability 0.912 0.859 0.875 0.636

Per ce i ved
Cognition

Convenience 0.792 0.838 0.896 0.684
Usefulness 0.829 0.822 0.894 0.682

Risk
Item1 0.719

0.811 0.845 0.646Item2 0.783
Item3 0.802

Sustainable
use intention

Item1 0.778

0.807 0.876 0.648
Item2 0.504
Item3 0.925
Item4 0.657

<Table 1> Results of Reliability and Feasibility Analysis

3.4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독립변수 간의 관계적 분석을 위해 상관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특성은 시스템 특성과 .216, 지각

된인식과 .761, 위험성과 .036, 사용의도와 .490으로각각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나고 있다. 시스템 특성은 지각된

인식과 .272, 위험성과 -.207, 사용의도와 .343으로 지각

된 인식 및 사용의도와 각각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나고

있으나, 위험성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나고 있다. 지

각된 인식은 위험성과 -.050으로 부적 상관관계, 사용의

도와 .700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위험성은사용의도와 -.096으로부적상관관계를나타나

고 있다.

변수간의상관계수와판별타당성분석에서상관계수

가 가장 높은 .761을 제곱하여 판별 타당성의 기준이

AVE>.579이다. 그러나 <Table 2>에서혁신성과편의성

에서 기준보다 약간 낮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각

변인들의하위요인들에대한모든변인들의상관은합계

점수와의상관을제외한경우에 r= -.207∼.761의 상관을

이루고있어다중공선성의문제는존재하지않는다고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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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System
Perceive
d

Cognition
Risk

use
intention

1. User 1.000
2. System .216** 1.000
3. Perceived
Cognition

.761** .272** 1.000

4. Risk .036 -.207** -.050 1.000
5. use
intention

.490** .343** .700** -.096* 1.000

**p<.01, *p<.05

<Table 2> Result of Correlation coeffici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3.5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성검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인 핀테크 사용자와 시스템 특

성이지각된인식과지속사용의도에미치는영향력을살

펴보기위하여구조방정식모형을적용하였다. 구조방정

식 모형은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모델과

변수와이를측정한지표간의관계를기술하는측정모델

[3]로 구성된다. 입력 자료는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한

상관행렬을사용하였으며, 모수의추정에는다변량정규

성을가정하는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의 분석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적합

도 지수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

럼 구조모형의 추정가능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가설적

연구모형인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Conformity Model Standard

χ2
178.474
(<0.001)

p>.05

df 28 -
χ2/df 6.374 <3
RMR .008 <.05
GFI .931 ≥.9
AGFI .865 ≥.9
NFI .908 ≥.9
TLI .872 ≥.9
CFI .920 ≥.9

<Table 3> Fitness test of Model

본 연구에서 설계한 연구모형이 측정모형과 실제로

적합한지를 모형적합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χ2 결

과 값을 바탕으로 하는 분석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측정모형 사이에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χ

2=178.474, p=.000). 그리고적합성을판단하는절대적합

도지수의 GFI(0.931≥0.9)는 기준치에 적합하나

AGFI(0.865≥0.9)는 기준치에 미세하게 미달된다. 더불

어 증분 적합지수의 NFI(0.908≥0.9)와 CFI(0.931≥0.9)

는 기준치에적합하나, TLI(0.872≥0.9)는 기준치에미세

하게 미달된다. 그러나 GFI>AGFI의 관계가 성립되고

다른 적합지수인 RMR(0.008≤0.08),이 기준치에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나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최종 관측모형의 전반적인 적합성은 만족할만한 수준으

로 분석하였다.

[Fig. 2]의 구조모형 분석에서 사용자 특성이 지각된

인식에미치는직접효과는 .812이며, 위험성에미치는직

접효과는 .116이다. 시스템특성이지각된인식에미치는

직접효과는 -.071이며, 위험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57이다. 또한 지각된 인식이 위험성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 직접효과는 .187로나타났

다. 지각된 인식이 지속적 사용의도에도 직접 영향을 미

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 .685로 나타났으며, 위험성

이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136으로 나타났

다. 또한 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를 뜻하는 다중상

관자승(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을 살펴본

결과, 지각된 인식이 71%(SMC=.710), 지속적 사용의도

47.9%(SMC=.479), 위험성 6.5%(SMC=.065)인 것을 알

수가 있다.

[Fig. 2] Results of Empirical

[Fig. 2]를 보면총 5개의경로가유의한것을알수있

다. 특히 핀테크의 시스템 특성과 지속적 사용의도 사이

에 위험성이 매개할 경우 시스템 특성과 지속적 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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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낮추는효과가있다. 그러나사용자특성개념의수

준이 높아지면 위험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지각된인식의매개는지속적사용의도를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6 가설 검증 결과 
이상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가설에 대한 채

택여부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연구가설 7개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핀테크 사용자 특성(자기효능, 혁신성, 적합성)은 지

각된인식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는표준화경로

계수가 .812, 검정통계량(C.R.)은 14.787, p는 .000로 유의

수준 p<.05에서 유의미하여 채택되었다.

가설 2, '핀테크 사용자 특성(자기효능, 혁신성, 적합

성)은 위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표준화

경로계수가 -.071, 검정통계량(C.R.)은 -.572, p는 .567로

유의수준 p<.0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

각되었다.

가설 3, '핀테크 시스템 특성(편의성, 보안성, 신뢰성)

은지각된인식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는표준화

경로계수가 .118, 검정통계량(C.R.)은 2.710, p는 .007로

유의수준 p<.05에서 유의미하여 채택되었다.

가설 4, '핀테크 시스템 특성(편의성, 보안성, 신뢰성)

은위험성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는표준화경로

계수가 -.257, 검정통계량(C.R.)은 -4.805, p는 .000로 유

의수준 p<.05에서 유의미하여 채택되었다.

가설 5, '핀테크의지각된인식은위험성에유의한영

향을 미칠 것이다.'는 표준화 경로계수가 .187, 검정통계

량(C.R.)은 1.436, p는 .151로 유의수준 p<.05에서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가설 6, '핀테크의 지각된 인식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표준화 경로계수가 .687,

검정통계량(C.R.)은 15.258, p는 .000로 유의수준 p<.05에

서 유의미하여 채택되었다.

가설 7, '핀테크의 위험성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표준화 경로계수가 -.136, 검

정통계량(C.R.)은 -3.739, p는 .000로 유의수준 p<.05에서

유의미하여 채택되었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핀테크 사용자 특성 및 시스템 특성이라는 변인을 추출

하였으며 금융서비스의 특성상 결제시스템에 대한 위험

성이 주요한 요인일 것으로 판단되어 위험성을 추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설문조사를 통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사용자들은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자기효능, 혁

신성, 적합성은 핀테크 서비스의 지각된 인식과 사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특성 중에

서자기효능및혁신성에대한가설이채택된것은, 사용

자가 핀테크 서비스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의 금융

결제 시스템보다 사용에 있어서 더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지된 위험이 낮고 인지된 간편성

이 높을수록 사용의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한 [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핀테크 서비스의 사용방법에 대한 혁

신성이나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Table 4> Results of Hypothesis Verification
Hypothesis Path Path coefficient C.R. p Judgment

Hypothesis1
fintech User
→Perceived Cognition

0.812 14.787 0.000 Adoption

Hypothesis2
fintech User
→Risk

-0.071 -0.572 0.567 Dismissal

Hypothesis3
fintech System
→Perceived Cognition

0.118 2.710 0.007 Adoption

Hypothesis4
fintech System
→Risk

-0.257 -4.805 0.000 Adoption

Hypothesis5
Perceived Cognition
→Risk

0.187 1.436 0.151 Dismissal

Hypothesis6
Perceived Cognition
→Sustainable use intention

0.687 15.258 0.000 Adoption

Hypothesis7
Risk
→Sustainable use intention

-0.136 -3.739 0.000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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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지못함에따라핀테크서비스를사용하려는의도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핀테크 서비스의 잠재적

수용자들이대체로모바일기기활용에익숙하기때문으

로 판단된다. 아울러 핀테크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는주변의의견이나대중매체를통해서핀테크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된다. 특히, 유행에 민감한 젋은층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새로운결제서비스인핀테크라는트렌드에편승

하기위해핀테크서비스를사용하려는의도를가진다고

판단되어진다.

둘째, 시스템특성은핀테크서비스의지각된인식및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사용자가 이미 스마트 기기에 대한 사용이 능

숙하며 편의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보

안성과신뢰성역시핀테크서비스의사용의도에영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6]이 제시한정

보보안은성과기대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

나, 사용자가 인프라나 기술적 환경 도입으로 인한 소비

자의 인식의 차이는 핀테크 서비스에 커다란 차이가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용자 특성과 시스템 특성에서 위험성에 대한

가설은기각되었는데, 개인정보및전자금융거래가유출

에 의한 금융사기 등의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

정보유출 및 보안에 대한 우려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

로보인다. 특히, 서비스에도신뢰가새로운기술의수용

및사용에정(+)의 관계가있다는것을제시한 [16]의 연

구결과와유사하다고분석된다. 따라서핀테크서비스는

기존의서비스보다개인정보활용에대한부분을최소화

하여 결제가 가능하고, 기존 서비스보다 쉽고 안전하게

할수있다는점을주목받고있기때문에핀테크서비스

의 지각된 인식 및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핀테크

사용자 및 시스템 특성들의 사용의도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사용자 및 시스템 특성이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

과 위험성을 기반으로 핀테크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

사점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기

술수용이론을바탕으로핀테크서비스에대한지각된인

식 및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으며,

사용자 특성 및 시스템 특성이 핀테크 서비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핀테크 서비스가 실

생활에서의 편의성과 간편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니즈

를 반영한 금융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보안이나안전성을중시하는금융결제시스템이

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추가한 위험성이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인식 및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나타났다. 스마트폰뱅킹서비스를이용한사용자

의 금융서비스 사용의도의 연구의 결과[20]에서도 위험

성이 금융 서비스의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는 서비스의 방식의 차이가 있더라도 금융 서

비스는위험성이고려되어야지각된인식및사용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검증의 결과로 사용자 특

성과 시스템 특성이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핀테크의 시스템 특성과 지속적

사용의도 사이에 위험성이 매개할 경우 시스템 특성과

지속적 사용의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사용자

특성개념의수준이높아지면위험성도증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인식의 매개는 지속적 사용의도

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핀테크서비스를확산시키기위해서는사용자

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편리하고, 간편하여 사용하

기 쉽고, 새로운 트렌트의 최신 유행을 따라가며 금융결

제서비스 사용시 보안 및 안전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

을 인지시키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핀테크 서비스의 영향 요인들을 통해 기업의 마케

팅전략으로편리성과사용의도를저해하는위험성등의

불편사항을제거해줄수있는핀테크서비스전략이수

립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핀테크 서비스와 기존

의인터넷뱅킹서비스와의특성과활용에혼재되어응답

할 수 있다. 이는 설문응답자들이 핀테크 서비스가 개인

의적합도등의인식이편리성, 용이성으로더쉽게인식

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신뢰성및타당성검증을통하여변수와측정항

목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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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사용된측정자료는연구대상자들의본인기준으로

의응답을하였기에일반화를하기위한신뢰성및타당

성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셋째,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사용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였다. 아직 많은 사람이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있는 지

에대한검증은본연구에서진행되지않았다. 핀테크서

비스가활성화된상황에서사용의도에대한효과를검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광주시라는일정지역을대상으로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지역적 한계가 있다. 특정시점에 한번

시행된조사한결과로보다일반화된연구결과를도출하

는데 제한이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핀테크

서비스를사용할의도를갖고있는지지속적인사용의도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

고있는핀테크산업의확산속도를볼때, 향후연구에서

사용의도의변수를추가로고려하여반영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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