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4, pp.627-631, November 30,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627 -

http://dx.doi.org/10.17703/JCCT.2020.6.4.627

JCCT 2020-11-78

*정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부교수
**정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
접수일 : 2020년 11월 02일, 수정완료일: 2020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1월 20일

Received: November 02, 2020 / Revised: November 16, 2020
Accepted: November 20, 2020
*Corresponding Author: eylee@koreatech.ac.kr
Dept. of Industrial Management,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Korea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의
만족과 이용의도에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Customer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Use of Internet-only Banking Services 

이은영*, 바트다와**

EunYoung Lee, Batdawa Baggii

요 약  본 연구는 인터넷 전문 은행 서비스의 고객만족도와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였다.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지각된 상대적 이점, 지각된 편리성, 지각된 유용성의 독

립 변수를 설정하였고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의 만족도과 지속이용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델을 설정하였고,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실증은 인터넷 전문은행 이용경험이 있는 204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각된 상대적 이점, 지각된 편리성, 지각된 유용성은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의 고객

만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만족도는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개선과 고객확보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주요어 : 인터넷 전문은행, 지각된 상대적 이점, 지각된 편리성, 지각된 유용성, 지속적 이용의도

Abstract We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user satisfaction and persistent intention of use for the Internet-only  
banking services. Firstly, this study extracted factors that influence the acceptance of Internet-only banking 
services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erceived relative 
advantage, perceived convenience, perceived usefulness as independent variables based 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r two dependent variables ; user satisfaction and intention for continuous use for internet-only banking 
service. The study showed that perceived relative advantage, perceived convenience, and perceived usefulnes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user satisfaction and intention for continuous use as a result of an empirical 
analysis of 204 customers of internet-only banking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some practical 
implications for customer retention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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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으로만 거래와 대출이 발생하는 인터넷 전

문은행이 비대면 상황에서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7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서 출범한 이래 인터넷 전문은행의 거래액과 사용자수

는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2019년 12월 현재

카카오뱅크의 총 자산규모는 34조를 넘어섰고 케이뱅

크 역시 총 자산규모가 4조에 달하고 있다 [1]. 2021년

에는 토스은행이 세 번째로 출범하게 되어 인터넷 전문

은행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장하고 있는데 비해 그

간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인 측면에

서의 연구논문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나 정작 시장의

성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이용자 측면에서의 연구는

크게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과 이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

해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서비스품질과 새로운 상

품개발 등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만족에의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

들 요인이 지속이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하고자 하였다.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1) 인터넷 전문은행의 현황과 연구동향

인터넷 전문은행(Internet-only Bank)은 물리적인

점포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혹은 모바일 기기 등

의 전자매체를 통해 운영하는 비대면 방식의 거래은행

을 말한다 [2]. 1995년 미국에서 최초로 인터넷 전문은

행이 설립된 후 영국, 일본, 중국 등으로 확산되었고,

국내에서는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카카오뱅크)과 K

뱅크 컨소시엄(케이뱅크)이 2017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대면 계좌 개설, 시중은행 대

비 높은 예금 금리와 낮은 대출 금리, 빅데이터를 활용

한 중금리 신용대출상품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시

중은행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시장기반을 확대해오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서비스만족과 지속적 사용의도

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로저스의 혁신수용이

론에서 사용된 혁신수용에의 영향변수들과 기술수용모

델에서 제시된 변수를 사용하여 각 변수들이 고객만족

과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아직 새로운 상품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속사용의도와 만족도

혁신수용에 대한 이론에서 로저스는 혁신의 지각된

특성의 측정항목으로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

적합성(compatibility), 복잡성(complexity), 이용가능성

(trialability)을 제시하였고, 상대적 이점이 혁신수용과

이용자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3].

이를 인터넷 전문은행에 적용한 국내의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면, 혁신수용의 주요 선행변수로 제시되었던

지각된 상대점 이점과 지각된 적합성, 지각된 이용가능

성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수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4].

또한 혁신의 저항과 수용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혁신

수용의 요인으로 지각된 혜택과 위험, 신뢰가 중요하며

이들 요인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관한 연구에서는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 조건

이 인터넷 전문은행 수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5].

또한 금융소비자의 신뢰측면에서 살펴본 연구에서는

거래비용의 합리성 등 서비스의 혜택과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소비자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신뢰를 통해

계속적 이용의도와 타인에 대한 추천 등의 몰입적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한편, 온라인 뱅킹의 지속이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이용자만족이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

였다 [7]. 혁신제품에 대한 소비자행동 연구에서는 혁신

제품 및 서비스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 및 서비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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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뛰어나 다양한 효익을 가져다주고 이로 인

해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지속적으로 이용의도가 높아

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8].

후기수용모형(Post Acceptance Model)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인터넷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와 지

속이용의도를 분석하였는데, 인지된 상대적 이점과 인

지된 편리성이 이용자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이는 인터넷서비스의 지속이용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9].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용 의도를 살펴본 연구

들에 의하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성과 기대와 노력

기대

가 높을수록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용 의도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전적 혜택,

서비스 품질, 명성, 신뢰도, 편리성, 반응성, 주관적 규

범 수준을 높게 인지한 소비자일수록 수용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또한 모바일앱을 이용한 서비스

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성과에 대한 기대는 서

비스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충성도를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11].

Ⅲ.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의 이용자만족과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루고 있

다. 이를 위해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각된 상

대적 이점, 지각된 편리성,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자만

족, 지속적 이용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델을 설

정하였다. 연구모델은 이들 개념간의 상호관계와 매개

적 영향을 상정하였다. 이를 실제 인터넷 전문은행 서

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실증하였다.

가설 1 :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의 지각된 상대적

이점은 이용자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의 지각된 편리성은

이용자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의 지각된 유용성은

이용자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의 이용자만족은 지

속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각된 상대적 이점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기존

제품 및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인지 여부

를 말하는 것이다. 지각된 편리성은 새로운 기술 및 서

비스의 이용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와 기

능이나 활용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리성을 말한다.

지각된 유용성은 잠재적 이용자가 어떤 특정 정보기술

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

는 정도를 의미한다.

Ⅳ. 실증분석 및 연구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

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응답자들이 직접 설문에 기입하도

록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모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불성실한 설문 46부를 제외한 204

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고객들의 남녀비율은 각각 55.9%

와 44.1%로 비교적 균등하게 조사되었다. 연구에 사용

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최종적으로 이용된

204명의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114명(55.9%), 여자 90

명(44.1%)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157명(76.9%),

30대 33명(16.2%), 40대 12명(5.9%), 50대 2명(1%)이었

다. 응답자들의 직업은 학생이 49%, 회사원이 31.4%,

자영업이 19.6%를 차지했다.

표 1. 표본의 특성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구분 분류 응답자수(n=260) 비율(%)

성별

남 114 55.9%

여 90 44.1%

20대 157 76.9%

30대 33 16.2%

연령
40대 12 5.9%

50대 2 1.0%

금융관련

어플리케이션

1개 37 18.1%

2개 56 27.5%

3개 42 20.6%

4개 36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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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의 금융관련 어플리케이션 활용현황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약 55%가 3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바일을 활용한 금융거

래와 금융관련 서비스이용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앞으로도 모바일기반의 금융서비스의 시장

확대가능성을 크게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겠다. 한

편 하루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48.5%가 하루 6시간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스마트폰의 활용과 의존정도가 높아 이 역시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이용확대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지

표로 볼 수 있겠다.

2. 신뢰성 분석

다항목으로 측정된 이론변수는 이를 구성하는 측정

항목들이 해당 이론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와

관련하여 신뢰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후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해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이론 변수들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대부분의 구성개념들이 알파계수 0.7 이상

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구

성 개념에 대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의 범위가 임계치인 0.5를 모두 넘어 그 타

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 결과는 [표 2]에서 제

시하였다.

표 2. 연구모형의 구성개념과 요인분석
Table 2. Factor analysis

3. 실증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이

용하여 검증하였다. 모델의 적합성 평가는 절대적합지수

(absolute fit measures)를 바탕으로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는이가운데 Chi-square, 기초부합치(GFI: goodness-of-fit

index), 조정부합치(AGFI: adjusted goodness-of-fit index),

원소간 평균차이(RMR: root mean square residuals)를

중심으로 모델의 전반적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연구모

델의 분석결과 χ2 = 86.192 (p=0.00, df=37)로 나타났

으며,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는 GFI가 0.947, CFI가

0.978로 만족스러운 적합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SRMR 역시 0.053 으로 비교적 적합한 모형이라 평가

할 수 있겠다. 연구모형의 최종 분석결과는 [그림 1]과

같이 가설 1, 2, 3, 4의 모든 가설이 지지되는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 1. 실증분석 결과
Figure 1. Empirical results

연구모형의 가설 검증 결과, 지각된 상대적 이점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각된 편리성이 만족

에 미치는 영향과 지각된 유용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도 가설대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고

객만족을 통해 지속적 이용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

5개이상 33 16.2%

하루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2~3시간 36 17.6%

4~5시간 69 33.8%

6~7시간 39 19.1%

8시간 이상 60 29.4%

구성개념
factor

loading
AVE CR

Alpha

계수

지각된 상대적 이점

.782

.761 .927 .811.777

.762

지각된 편리성

.834

.771 .910 .815.811

.805

지각된 유용성

.900

.681 .810 .809.868

.816

고객만족
.859

.645 .845 .848
.855

지속적
이용의도

.882
.626 .833 .865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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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어 모든 가설이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고객만족과 이용의도

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고찰하고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

행과 같은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시장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어떠

한 요인이 고객만족과 앞으로의 지속적 서비스 이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기술수용 요인을 이용하여 실증

적으로 제시하였다. 기술수용모델에 기초하여 지각된

상대적 이점,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리성이 고객만

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고객만족을

통해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

넷 전문 은행 이용자의 지각된상대적 이점과 지각된 편

리성, 지각된 유용성은 인터넷 전문 은행 이용자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전문

은행이 제공하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가 기존 시중

은행 서비스보다 차별화 정도가 높고, 편리하다는 것이

다. 둘째, 인터넷 전문은행 이용자의 만족도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이용의도에 유의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금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 이용의도에

매우 중요한 조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연

구결과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와 시장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서비스의 상대적 이점과 유용성

을 확실하게 설계하고 알려서 사용 과정에서의 즐거움

과 만족감을 제고하는 한편, 사용 과정에서의 기술적 복

잡함을 최소화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고 직관적이고

친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각된 편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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