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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시스템 수용 후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화시키는데 주목

이 있다.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련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연구모델과 가설을 수립하 으며, 

인터넷 뱅킹 사용 경험자 248명을 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공분산 구조모델 분석을 

통한 연구가설 검정을 수행하 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뱅킹의 보안성, 기  충족도,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뱅킹의 보안성, 경

제성, 기  충족도가 사용자의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셋째, 인터넷 뱅킹 충성고

객에 한 인센티 는 지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뱅

킹 사용자의 지각된 유용성은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지각된 유용성  만족은 모두 지속 사용의

도 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인터넷 뱅킹 서비스 제공자

들이 고객과의 지속 인 계유지를 가능  하는 서비스 제공 략의 수립을 하여 주안 을 두고 리해

야 할 요소들에 한 략  시사 을 제시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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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post acceptance 

behavior of user in internet banking. For this purpose, a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are 

developed based on the relevant literature reviews. Data have been collected from 248 users 

who have used internet banking and the research hypotheses were tested by covariance 

structural mode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ecurity, confirmation, 

and perceived ease of use have positive influence upon user's perceived usefulness. Second, 

security, economy efficiency, and confirmation have positive influence upon user's satisfaction. 

Third, loyalty incentives have positive influence upon continuance intention. Lastly, user's 

perceived usefulness have posi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and user's perceived usefulness 

and satisfaction positively related to continuance intention in internet banking. The finding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internet banking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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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 까지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성공여

부를 측정함에 있어 사용자가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수

용하고, 사용하는가에 을 맞추어 왔다[1]. 이러한 

에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정보시스템에 한 

사용자의 태도와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다양

한 형태의 연구를 수행해 왔고, 그 결과 많은 이론들이 

개발되었다. 련 이론  표 인 형태로서 기술수용

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신확

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IDT) 등이 그것

이다.

하지만 정보시스템의 실질 인 성공을 해서는 사

용자의 최  수용보다는 해당 시스템의 사용경험을 토

로 유용성과 만족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지속 인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2][3]. 사용

자가 이용하는 빈도가 낮고, 사용의 방법이 하지 

못하며, 시스템 이용을 통해 얻게 되는 효과가 미흡하

다고 인지하는 경우,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실패로 

규정된다[4]. 따라서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을 채택한 후 

그 효과의 인지  지속 인 사용은 정보시스템의 성공

에 있어 매우 요한 척도이다. 이처럼 정보시스템 활

용에 있어 사용자의 최  수용보다는 수용 후 행동이 

매우 요함에도 불구하고, e러닝 시스템, 모바일 인터

넷 서비스, 자상거래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 소수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5-8].

한편 국내 인터넷 뱅킹 시장은 기존의 오 라인 기반

의 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1999년 7월 신한은행

이 국내 최 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01년 12월 이후로는 부분의 은행  우체국이 인터

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9]. 시․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렴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인터넷 뱅킹이 

가진 다양한 장 으로 인해 최근 인터넷 뱅킹 서비스 

가입자는 20-30  은 층을 심으로 속한 증가세

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양 인 증가 추세에도 불구

하고 인터넷 뱅킹 방식을 통한 실 거래량은 그에 미치

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10]. 이처럼 인터넷 뱅킹 

사용자들이 인터넷 뱅킹의 극 인 사용을 꺼리는 

요한 이유는 직 인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따

른 험  손실에 한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

문이다[11]. 따라서 오 라인 기반 융거래에 익숙한 

소비자들을 인터넷 뱅킹 서비스로 환을 유도하고, 이

를 통한 수익기반의 확 를 해서는 소비자들이 인식

하는 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인터넷 뱅킹에 

한 유용성 지각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속 인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요하다.

하지만 기존 인터넷 뱅킹 련 연구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달체계로서 기술  혹은 시스템 인 측면  

보안과 련된 역[11-13], 인터넷 뱅킹의 기 수용 

향요인[14-16] 등에 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

고 있는 반면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서비스 수용 후 행

동이나 그 향요인에 하여 체계 으로 살펴본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사용자가 인터넷 뱅

킹을 수용한 후 태도와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 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의 최  채택  수용보다는 수용 후 지속

인 사용에 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요인

을 인터넷 뱅킹 사용 경험자들을 상으로 한 조사․분

석을 통해 구체화시키고, 이를 토 로 련 산업분야의 

실무자들에게 유의한 시사 을 제공하는 것이 요한 

목 이다.

Ⅱ. 이론적 배경       

인터넷 뱅킹과 같은 역동 인 자상거래 환경 하에

서 생존을 하여 기업은 고객과의 장기 인 거래 계 

구축을 한 체계 인 략 수립이 필수 이다. 충성스

러운 고객과 장기 인 계를 유지하는 것은 상호보완

 상품 혹은 서비스의 추가 구매를 유도할 뿐만 아니

라 더 은 비용으로 이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 창출에 매우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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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17]. 이는 정보기술  시스템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용되는 것으로서 기업과 련 산업의 개발

자 입장에서는 기 사용보다는 지속 인 사용의도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요하다[4]. 

Bhattacherjee(2001a, 2001b)는 기존의 서비스마  

분야의 기 충족이론(ECT)과 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수

용모델(TAM)에 이론  토 를 두고, 정보기술 사용자

의 수용 후 행동을 체계 으로 악하기 한 거모델

로 후기수용모델(Post Acceptance Model: PAM)을 제

안하 다[2][5]. 즉, 기존 TAM의 경우 기 IT 이용이

나 수용에 을 둔 반면 장기간의 IT 이용  지속의

도에 해서는 설명이 어려운 을 지 하며, 이를 보

완하기 해 실제 사용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각에 근거

한 행동이나 사용자의 의도를 설명하기 한 ECT의 

을 보완한 모델이 바로 PAM이다.

Bhattacherjee(2001b)가 제안한 후기수용모델(PAM)

을 개략 으로 표 해 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자는 사용자의 정보기술 수용 

후 행동을 살펴보기 하여 기  충족도(confirmation),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만족

(satisfaction), 지속 사용의도(continuance intention) 등 

네 가지 사용자 인식 련 특성요인을 도입하 고, 이

들 요인간 상호 향 계에 을 둔 연구모델을 수립

하 다[5].

그림 1. 후기수용모델(PAM)

최근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사용자 수용 후 행동의 

요성에 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에서 연구

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Bhattacherjee(2001a)는 그의 연구에서 자상거래 

서비스의 사용자 수용 후 행동에 한 연구모델의 수립 

 실증분석을 수행하 다[2]. 연구수행 결과, 기  충

족도는 사용자의 만족과 지각된 유용성 모두에 정(+)의 

향을 미치며, 사용자의 만족  지각된 유용성, 그리

고 지각된 유용성과 충성고객 인센티 는 지속 사용의

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 졌다.

Thong et al.(2006)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상으로 정보기술의 지속  사용의도와 사용자의 수

용 후 믿음 간의 계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8]. 이

들이 연구에서는 정보기술 수용 후 행동을 분석하기 

한 연구모델에 기  충족도,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유용성, 만족, 지속 인 IT 사용의도 등

의 특성요인을 도입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

모델 내의 모든 계에서 유의한 정(+)의 효과를 가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후기수용모델에 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

행되어져 왔는데, 이를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 [표 1]

과 같다.

표 1. 후기수용모델 관련 선행연구 요약
선행연구 주요변수

Ye et al.(2008)
[18]

현 매체의 영향(사용범위, 만족도), 대안 매체
의 영향(상대적 이점,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
각된 보안성), 수용 후 전환행동

Bhattacherjee & 
Premkumar(2004)[6]

미래에 대한 믿음, 초기 태도, 기대 불일치, 만
족, 수정된 믿음, 수정된 사용의도

Chea & Luo(2008)
[17]

기대 충족도, 지각된 유용성, 긍정적 영향, 부
정적 영향, 만족, 추천, 불평, 지속 사용의도

Kim & Malhotra(2005)
[1]

정보시스템 사용,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지속 사용의도

Lippert & 
Forman(2005)[19]

기대, 교육훈련 효과성, 기존 유사 경험, 지각
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기존 기술지
식, 기술성과, 사용

이상에서 살펴본 문헌고찰 결과를 토 로 본 연구에

서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정보기술 사용자의 수용 후 

행동을 측정하기 한 특성요인으로 요하게 다루어 

온 지각된 유용성, 만족, 지속 사용의도를, 그리고 이들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보안성, 경제성, 기  충

족도, 지각된 사용용이성, 충성고객 인센티  등의 다섯 

가지 요인을 도출하여 연구에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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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및 가설 수립       

1. 연구모형 개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상으로 사용자의 최  수용

에 한 연구는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이지만, 사용자의 

수용 후 행동을 주제로 한 연구는 상 으로 미흡한 

것이 실이다.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양 으로는 상당

부분 도입이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이용자의 거래 액

이나 이용 빈도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시 에서 

향후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안정 인 정착  융기

의 수익원의 확보를 해서는 이 분야의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 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문헌연구 결과를 토 로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수용 후 행동에 향을 미칠 것

으로 상되는 특성요인들을 도출하 고, 이들 요인들

이 사용자의 지각된 유용성  만족을 거쳐 지속사용의

도에 미치는 구조 인 향 계에 한 개념  연구모

델을 다음 [그림 2]와 같이 수립하 다.

그림 2. 개념적 연구모델

2. 연구가설 수립 
2.1 외생변수와 지각된 유용성 및 만족 간의 관계
기존 후기수용모델 련 선행연구에서는 사용자의 

기술수용 후 사용경험을 토 로 형성하게 되는 유용성

의 지각수 을 요하게 다루어왔다[1][8][17][19]. 한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특성요인으로 

다양한 요소를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 로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지각된 유용성에 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요인으로서 보안성, 경제성, 기  충족도, 지

각된 사용용이성 등 네 가지를 도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 다.

H1.1 인터넷 뱅킹의 보안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2 인터넷 뱅킹의 경제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3 인터넷 뱅킹의 기  충족도는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4 인터넷 뱅킹의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

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2 외생변수와 만족 간의 관계
최종사용자 만족의 개념은 정보시스템 성공의 매개

역할로서 폭넓게 연구되어져 왔다[3]. 즉, 인터넷 뱅킹 

사용자는 시스템 사용 경험을 토 로 만족수 을 결정

하게 되며, 이러한 만족의 정도는 향후 태도형성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뱅

킹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만족의 개념은 요

하게 고려되어야 한다[2][5][6][8][18].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3][8][17][21] 고찰결과를 토

로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수용 후 만족에 향을 미

치는 요한 요인으로서 보안성, 경제성, 기  충족도, 

지각된 사용용이성을 설정하 고, 이들 향요인과 사

용자 만족 간의 계에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H2.1 인터넷 뱅킹의 보안성은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2 인터넷 뱅킹의 경제성은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3 인터넷 뱅킹의 기  충족도는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4 인터넷 뱅킹의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만족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 충성고객 인센티브와 지속사용의도 간의 관계
고객 계 리(CRM)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뱅킹과 같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에서는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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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유치보다는 기존 고객을 장기간 유지하는 방안

의 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해 서비스 사용

량에 따른 포인트 혹은 마일리지 립, 서비스 요  할

인, 경품 제공 등 다양한 충성고객 인센티  제공이 이

루어지고 있다. Bhattacherjee(2001a)에서도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에 한 인센티  제공 략은 기업의 서비

스에 한 지속 인 사용을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

다고 주장하 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지속

인 사용의도 형성에 충성고객 인센티  제공 략이 직

인 향을 미칠 것이라 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H3 인터넷 뱅킹의 충성고객 인센티 는 지속사용의

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4 지각된 유용성, 만족, 지속사용의도간의 관계
사용자의 시스템에 한 지속 인 사용은 유용성 지

각  만족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은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이다[5][8][21]. 한 시

스템 사용을 통해 사용자가 인지하게 되는 유용성 정도

는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8][17][21]. 

마찬가지로 인터넷 뱅킹에 하여 높은 유용성을 지

각한 사용자는 만족 수  한 높게 나타날 것이며, 지

각된 유용성  만족 정도는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지

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하 다. 

H4 인터넷 뱅킹에 한 지각된 유용성은 만족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5 인터넷 뱅킹에 한 지각된 유용성은 지속사용의

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6 인터넷 뱅킹에 한 만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인터넷 뱅킹의 수용 후 행동을 분석해 보기 한 본 

연구모델에 도입된 각 변수의 조작  정의  변수별 

측정항목은 다음 [표 2]와 같다. 각 변수들은 기존 련

문헌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지표들을 종합하

여 이를 인터넷 뱅킹 상황에 합하도록 일부 수정․보

완하여 활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구성개념

들은 리커드 7  척도로 측정되었다.

표 2. 구성개념별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구성개념 조작  정의
측정
항목

련문헌

보안성 인터넷 뱅킹을 통한 거래가 
안전하다고 믿는 정도

SCR
1-4

Ye et al.(2008)
Tan & Teo(2000)

경제성
인터넷 뱅킹을 통한 거래가 
비용이나 시간 등을 절약해 
주는 정도

ECN
1-3

Lee et al.(2007)
양석원과 황재훈
(2008)

기대
충족도

인터넷 뱅킹을 사용한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사전에 가졌던 
기대가 충족된 정도

CFM
1-3

Chea & Luo(2008)
Thong et al.(2006)

지각된
사용용이성

인터넷 뱅킹 사용방법의 학습 
및 사용이 어렵지 않다고 믿
는 정도

PEU
1-5

Kim & Malhotra
(2005)
Lippert & Forman
(2005)

충성고객
인센티브

인터넷 뱅킹 사용량 및 금액
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정도

LYT
1-4

Bhattacherjee
(2001a)

지각된
유용성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성과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

PU
1-5

Thong et al.(2006)
Bhattacherjee
(2001a)

만족 인터넷 뱅킹 이용 후 사용자
가 인지하는 전반적인 만족도

SAT
1-3

Chea & Luo(2008)
Bhattacherjee
(2001a)

지속
사용의도

향후 인터넷 뱅킹을 지속적으
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 정
도

CTI
1-4

Chea & Luo(2008)
Bhattacherjee
(2001)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일반현황
본 연구의 주목 은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수용 후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화시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 을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하여 기존

에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

는 개인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총 300명을 상

으로 2009년 8월에 자료를 수집하 다. 설문조사 결과 

수집된 총 263개의 자료(회수율: 87.7%)  응답이 결

측치를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거나, 심한 심화 경향을 

보인 15개 자료를 제외한 총 248개의 설문지를 실제 통

계처리에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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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항목
표 요인
재치

표
오차

t값 Cronbach's α

지각된
유용성

PU1 0.860 - -

0.939
PU2 0.846 0.042 20.996
PU3 0.854 0.064 17.930
PU4 0.907 0.056 20.993
PU5 0.940 0.059 21.651

만 족 SAT1 0.963 - - 0.925

표본의 일반 황에 하여 살펴보면, 먼  성별에 있

어서 남성이 117명(47.2%), 여성이 131명(52.3%)으로 

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 분

포에 있어서는 19-24세가 105명(42.3%), 25-29세가 80

명(32.3%), 30-34세가 53명(21.4%), 35-39세가 10명

(4.0%) 등으로 다양한 연령층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 표본의 일반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자 117 47.2
여자 131 52.8

연  령
19-24세 105 42.3
25-29세 80 32.3
30-34세 53 21.4
35-39세 10 4.0

직  업

대학(원)생 120 48.4
일반 사무직 98 39.5

자영업 9 3.6
전문직 16 6.5
기타 5 2.0

주이용
목  적

정보이용 23 9.3
계좌잔액조회 83 33.5
자금이체 130 52.4

예․적금개설 12 4.8

이  용
기  간

3개월 미만 40 16.1
3-6개월 미만 29 11.7
6개월-1년 미만 34 13.7
1-3년 미만 93 37.5
3년 이상 52 21.0

합계 248 100.0

한편 설문응답자가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사용하는 

주목 을 살펴보면, 자 이체가 130명(52.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다음으로 계좌잔액조회가 83

명(33.5%), 정보이용이 23명(9.3%), ․  개설이 12

명(4.8%) 등의 순으로 그 분포를 보 다. 한 인터넷 

뱅킹 이용기간에 있어서는 1-3년 미만이 93명으로 

체 표본  3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

로 3년 이상이 52명(21.0%), 3개월 미만이 40명(16.1%), 

6개월-1년 미만이 34명(13.7%) 등의 분포를 보 다. 이

처럼 설문응답자  72.2%에 이르는 표본이 6개월 이

상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 표

본의 연구 주제  상에 한 이해도는 높은 수 인 

것으로 단해 볼 수 있다.

2. 측정모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연구모형  가설 검정을 하

여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을 순차 으로 분석해 나가는 2

단계 근법을 활용하 다[22]. 

먼  연구모형에 포함된 각 구성개념에 한 측정항

목들의 집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 하여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로 구분하여 AMOS 5.0을 이용한 확인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한 

결과 [표 4]  [표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4. 외생변수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
개념

항목
표 요인
재치

표
오차

t값 Cronbach's α

보안성

SCR1 0.799 - -

0.807
SCR2 0.637 0.067 10.217
SCR3 0.712 0.074 10.414
SCR4 0.835 0.077 13.625

경제성
ECN2 0.762 - -

0.709
ECN3 0.714 0.104 9.451

기대
충족도

CFM1 0.845 - -
0.888CFM2 0.839 0.064 16.857

CFM3 0.847 0.062 17.049

회원
인센티브

LYT1 0.773 - -

0.894
LYT2 0.705 0.074 11.556
LYT3 0.952 0.084 13.474
LYT4 0.911 0.073 15.193

지각된
사용용이성

PEU1 0.872 - -

0.919
PEU2 0.695 0.053 13.477
PEU3 0.817 0.059 17.904
PEU4 0.897 0.048 21.380
PEU5 0.929 0.044 23.897

적합도 지수
χ2=241.097, df=122, χ2/df=1.976 p=0.000, 
RMR=0.078, GFI=0.906, AGFI=0.839, NFI=0.930, 
CFI=0.957 

표 5. 내생변수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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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지수

χ2(p,df) χ2/df GFI RMR RMESA
권고

수용기준 - ≤2.0 ≥0.9 ≤0.05 ≤0.08

분석결과 632.152
(.000,364) 1.737 0.926 0.072 0.039

구분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AGFI NFI CFI PGFI PNFI

권고
수용기준 ≥0.8 ≥0.9 ≥0.9 ≥0.6 ≥0.6
분석결과 0.903 0.946 0.979 0.731 0.798

SAT2 0.891 0.033 24.174
SAT3 0.904 0.041 20.782

지속사용
의도

CTI1 0.930 - -

0.954
CTI2 0.965 0.028 35.490
CTI3 0.954 0.033 31.196
CTI4 0.910 0.042 25.826

적합도 지수
χ2=63.917, df=38, χ2/df=1.682 p=0.005, 
RMR=0.040, GFI=0.958, AGFI=0.915, NFI=0.984, 
CFI=0.993 

[표 3]과 [표 4]의 CFA 결과를 살펴보면, 외생변수  

내생변수 모두에서 χ2에 한 p값이 권장수용기 에 못 

미치고는 있으나, 외생변수의 경우 GFI=0.906, 

AGFI=0.839, NFI=0.930, CFI=0.957의 합도 지수를 보

고, 내생변수에서는  GFI=0.958, AGFI=0.915, 

NFI=0.984, CFI=0.993인 것으로 나타나 기타 모든 지표

에서 권장수용기 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따라서 반 으로 측정모형은 외생변수와 내생변수 

모두 만족할만한 수 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구성개념에 한 각 측정항목의 요인 재치 값에서

도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p<0.01)으로 나타나 수

렴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각 요인별로 포함

된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을 검토해 본 결과, 각 구성개

념별 측정항목들의 신뢰도 계수가 모두 0.7을 상회하는 

값으로 나타나 각 요인은 내  일 성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구조모델 분석 및 결과 논의
앞서 실시한 측정모델 분석 결과를 토 로 인터넷 뱅

킹 사용자의 수용 후 지속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특성요인을 살펴보기 하여 구조모델 분석을 실시하

다. 

가설검정에 앞서 우선 구조모델의 합도 검사를 실

시한 결과 다음 [표 6]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6. 구모조델의 적합도 검사 결과

연구모형에 한 합도 검정 결과, RMR=0.072로 나

타나 권고 수용기 을 약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나, 

χ2/df 값이 1.737로서 일반 인 권장기 인 2이하의 조

건을 만족시키고 있고, 기타 합도 수치가 GFI=0.926,  

RMSEA=0.039, AGFI=0.903, NFI=0.946, CFI=0.979, 

PGFI=0.731, PNFI=0.798 등으로 권고되는 수용기 을 

모두 양호하게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모

델의 반 인 설명력은 체로 양호하다고 단할 수 

있다.

이상의 합도 검정 결과를 토 로 제안된 연구가설

의 검정을 한 구조모델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주1) *: p<0.05, **: p<0.05
주2) 실선은 채택된 가설경로, 점선은 기각된 가설경로

그림 3. 구조모델 추정 결과

첫째, 인터넷 뱅킹 사용자가 지각하는 유용성 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가설검정 결과, 보안성, 기

 충족도, 지각된 사용용이성 등 세 가지 요인이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성은 별다

른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 졌다. 따라서 

H1.1, H1.3, H1.4는 채택된 반면 H1.2는 채택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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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정 결과를 토 로 볼 때, 인터넷 뱅킹 사용자

의 유용성 지각수 을 높이기 해서는 자 이체나 개

인정보의 리에 있어 보안성을 높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서비스 이용 에 기 한 서비스 수 과 이

용 후에 인지하는 서비스 수  간에 차이가 없어야 하

며, 서비스 이용 방법이나 차가 편리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인터넷 뱅킹이 제공하는 비용 경제성의 경우, 사용

자의 유용성 인지 수 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 졌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뱅킹의 경우,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통한 비용의 감보다는 오히

려 인터넷 뱅킹 방식을 통한 거래를 통해 얻게 되는 효

익  요소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높은 유용성 지각수 을 형성하게 됨을 의미하는 결

과이다.

둘째,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만족수 에 향을 미치

는 요인에 한 가설검정 결과, 보안성, 경제성, 기  충

족도 등의 세 가지 요인은 정 인 향을 미친 반면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밝 졌다. 따라서 H2.1～H2.3은 채택된 반면 H2.4

는 채택되지 못하 다.

인터넷 뱅킹의 사용자 만족 향요인에 한 분석결

과를 토 로 볼 때, 인터넷 뱅킹 사용자는 보안성이나 

경제성, 그리고 사 기 의 충족 정도를 요하게 고려

하며 이를 토 로 만족수 을 결정하게 됨을 알 수 있

다. 반면 지각된 사용용이성의 경우, 기존의 선행연구

[23][24]에서 밝 진 바와 같이 해당 정보기술  시스

템을 경험한 기존 사용자의 경우 이미 사용 방법이나 

차에 한 사  지식이 상당부분 형성된 상태로서 사

용 방법의 학습 용이성  편리함 등의 요소는 사용자

의 만족도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충성고객 인센티 와 지속 사용의도 간의 계

에 한 가설검정 결과, 유의한 정(+)의 향 계를 가

지는 것으로 밝 졌다. 이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하여 충성도를 가진 고객들에 한 마일리지 립, 이

용요  할인 제공 등과 같은 인센티 의 제공이 해당 

서비스에 한 사용자의 보다 높은 충성도를 유도하여 

지속 인 사용의도를 형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뱅킹에 한 사용자의 지각된 유

용성, 만족, 지속 사용의도 간의 상호 향 계에 한 

가설 검정 결과, 각 계는 상당히 높은 값을 보이며 채

택되었다. 이는 후기수용모델(PAM) 련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된 결과로서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유

용성 지각수 이 높을수록 높은 만족을 형성하며, 사용

자의 높은 유용성 지각  만족도는 지속 이고 반복된 

사용의도 한 높게 형성하게 됨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가설 검정 결과를 종합․요약해 보면, 다

음 [표 7]과 같다.

표 7. 연구가설 검정 결과
가설 가설경로

표
경로계수

t값
채택
여부

H 1 .
1 보안성 → 지각된 유용성 0.171* 2.093 ○
H 1 .
2 경제성 → 지각된 유용성 0.076 1.467 ×
H 1 .
3 기대 충족도 → 지각된 유용성 0.527** 5.328 ○
H 1 .
4 지각된 사용용이성 → 지각된 유용성 0.422** 5.874 ○
H 2 .
1 보안성 → 만족 0.220** 3.893 ○
H 2 .
2 경제성 → 만족 0.293** 4.262 ○
H 2 .
3 기대 충족도 → 만족 0.158* 2.147 ○
H 2 .
4 지각된 사용용이성 → 만족 0.048 0.769 ×
H3 회원 인센티브 → 지속사용의도 0.182* 3.261 ○
H4 지각된 유용성 → 만족 0.511** 10.299 ○
H5 지각된 유용성 → 지속사용의도 0.299** 6.783 ○
H6 만족 → 지속사용의도 0.680** 13.211 ○

주) *: p<0.05, **: p<0.01

 

Ⅴ.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수용 후 행동에 

향을 미치는 특성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들 향요인

과 사용자의 지각된 유용성, 만족, 그리고 지속 사용의

도 간에 존재하는 구조 인 계를 검정해 보고자 하

다. 한 이를 통해 인터넷 뱅킹 제공자의 서비스 리

상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 으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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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어졌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유용성 지각수 에 향

을 미치는 특성요인은 보안성, 기  충족도, 지각된 사

용용이성 등의 세 가지 요인으로 밝 졌다. 

둘째,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만족도 형성에 향을 

미치는 특성요인은 보안성, 경제성, 기  충족도 등의 

세 가지 요인으로 밝 졌다. 

셋째, 인터넷 뱅킹 충성고객에 한 인센티  제공은 

지속 사용의도 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뱅킹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을 토 로 형성하는 지각된 유용성은 만족도 향

상을 유도하며, 지각된 유용성  만족 정도는 지속 사

용의도 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

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지속 인 서비스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 인 략

수립을 해 심을 기울여야 할 요한 특성요인을 실

증연구를 통해 구체화시켰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

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속한 발 과 소비자들의 

라이  사이클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 뱅킹 서비스 가입

자가 폭발 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양 인 

증가 속도에 비해 인터넷 뱅킹 방식을 통한 실 거래량

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이러한 시

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고객과의 지속  계유지를 

가능  하는 서비스 제공 략의 수립에 상당한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도입  활용이 성공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사용자의 수용단계별로 차

별화된 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제

시하 다. 기존 기술수용모델 련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기 서비스 수용 시 에는 유용성이나 사용용

이성의 지각수 을 높여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극

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수용 후 상황에

서는 사용자의 서비스 기 와 사용경험을 통한 인지간

의 차이(gap)를 여주고, 거래 과정  개인정보에 

한 보안성 강화, 비용  시간 감과 같은 서비스 효익

과 련된 부분에 보다 주안 을 두고 리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다음과 같은 일부 한계 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문헌에 한 고찰결과를 토

로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수용 후 행동에 향을 미

치는 외생변수로서 보안성, 경제성, 기  충족도, 지각

된 사용용이성, 충성고객 인센티  등 다섯 가지 요인

만을 고려하 다. 하지만 이 외에도 다양하고 요한 

향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

다 폭넓은 에서 추가요인을 도입하여 분석할 필요

성이 있다. 

둘째, 응답표본의 편  문제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표본이 20-30 에 상 으로 높은 분포를 보 는데, 

최근 인터넷 뱅킹이 다양한 연령층에 걸쳐 확 되고 있

는 상황을 반 하여 향후 추가연구에서는 표집 범 를 

보다 확장하여 연구의 표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된

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 (cross sectional) 근을 통해 

인터넷 뱅킹 수용 후 행동 향요인에 한 검정을 수

행하 는데, 향후 추가연구에서는 종단 인

(longitudinal) 연구로 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행태변화나 사용기간 정도

에 따라 향요인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찰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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