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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due to the proliferation of smartphones, users of mobile banking services which are based in wireless 

Internet without constraint of the time and places a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stud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mobile banking services based on the smartphone and the user behavior. we analyse the factors 

which have an effect on the behavioral intention to use mobile banking services based on the smartphone. For this 

purpose, we use the model which is based 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and add two constructs：the 

perceived enjoyment and the perceived risk. A survey data for 194 students at the K cyber university i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As a result, the perceived ease of use affects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the perceived 

enjoyment, and the perceived ease of use. And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njoyment affect continuous 

intention to use. On the other hand, the hypothesis which the perceived risk would affect adversely the continuous 

intention to use is rejected. Through this study, we expect to provide the useful implications for the smartphone banking 

service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trategy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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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세기의 비즈니스 패러다임은 인터넷과 e-비즈

니스에 무선과 통신이 결합된 모바일 비즈니스로

의 환으로서 2003년부터 본격 으로 시작된 것

으로 간주하고 있다[8]. 인터넷 뱅킹은 유비쿼터스 

시 로 들어서면서, 비즈니스 수익측면에서 내재

화가 낮고 모바일 성격이 높은 시장으로의 진입을 

통해 궁극 인 유비쿼터스 컴퓨 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비즈니스 모델로서 안정감이 있다고 단하

고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차원의 모바일서비스에

서는 휴 화 단말기가 모바일  유비쿼터스 뱅

킹서비스의 주요한 요소라는데 주목하고 있다[4]. 

우리나라의 모바일 뱅킹서비스는 1999년 11월 농

이 최 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 고, 

2003년 9월 이후 IC칩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서비

스의 이용실 이 크게 늘어나면서 빠르게 증가하

다. 서비스 종류는 계좌, 거래내역, 잔액, 신용카

드 결제내역 조회, 당행  타행 송 , 보험료 납

부, 서비스 등이 있다[15, 17, 25].

1999년부터 융권과 함께 이동통신사가 주도해

온 모바일 뱅킹은 거래비용이 폭 감되고, 시

간과 공간  제약이 없으며, 다양한 상품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  때문에 지난 몇 년간 

꾸 히 서비스를 제공하 다. 그러나 기술 , 환경

 이유로 고객들에게 크게 인상 인 서비스가 되

지는 못하 다[1, 30]. 이는 모바일 뱅킹서비스가 

성공한 정보기술 서비스들과는 달리 무선단말기 

구입비용, 거래 처리시간, 제한된 역폭, 제한된 

원, 입력과 출력의 불편함, 속단 상 등의 

 장애  험[12, 14, 16, 18, 43, 46]으로 인

해 빠른 시간 내에 고객기반을 확보하는데 실패했

기 때문으로 보인다[2, 40].

이러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한 기반이 스마트폰

이라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의 등장은 모바일 비

즈니스의 제 2의 도약을 가져왔다. 스마트폰 가입

자가 3천만 명이 넘어선 시 에서의 스마트폰의 

활성화는 모바일 뱅킹서비스의 활성화에도 지 한 

향을 미치고 있어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라는 새

로운 역을 구축해 가고 있다. 스마트폰 기반 뱅

킹서비스라는 새로운 서비스 방식이 기술 인 풍

부함을 제공한다고 해도 이용자가 얼마나 효용성 

있게 이를 수용하고, 이용하는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요인들이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뱅킹서비스에 

한 연구들은 부분 IC칩 방식의 서비스에 한 

연구들이었으며, 스마트폰 기반 뱅킹서비스에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26].

한편, 국내에서도 스마트폰과 련된 연구는 다

수 진행되어 왔으나 연구의 방향이 일반 인 측면

에서 스마트폰 사용자의 수용의도  통신 서비스, 

사용자의 수용의도에 한 연구가 부분이었다.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와 련한 연구는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의 수용의도  채택의도에 한 연구

[6, 7], 기술 비도와 문지식 심의 채택의도를 

연구한 연구[20]와 스마트폰 뱅킹의 지각된 험

과 가치가 신뢰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

구[11]가 선행되었으나 기술수용 모형을 확장하여 

지각된 험  지각된 즐거움과 사용자 사용의도

에 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모바일 뱅킹서비스 연구

들이 모바일 뱅킹서비스가 성숙되지 못한 환경에

서 연구가 되었다는 을 감안하여 실질 으로 모

바일 뱅킹서비스가 실 되고 있는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심으로 사용자의 스마트폰 뱅킹서비스

의 사용의도를 확인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이

를 해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지각하는 험과 즐거움이 사용자의 스

마트폰 뱅킹서비스 사용 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으로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에 

한 수용 후 지속 인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요

인을 실증 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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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스마트폰 뱅킹 비교 

구 분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스마트폰 뱅킹

속장치 인터넷 일반휴 폰( 는 피처폰) 스마트폰

특징 언제나(Anytime)
언제나(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언제나(Anytime)/어디서나(Anywhere) 

제공서비스
계좌 조회, 이체, 신규 등 각종 
은행업무 처리

계좌 조회 서비스 심
계좌 조회, 이체, 신규 등 각종 은행업무 
처리/생활 착형 서비스 제공

2. 이론  배경

2.1 스마트폰 뱅킹서비스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는 휴 폰을 이용해 이루어

지는 새로운 형태의 융거래 방식으로 기존 은행

업무의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새

로운 정보기술의 신으로서 인식된다. 스마트폰 

뱅킹이라는 새로운 융환경이 기술 으로 가능하

다고 해도 이용자가 얼마나 효용성 있게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수용하고 이용하는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로 이에 한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7]. 스마트폰 뱅킹서비스(Smartphone 

Banking Services)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스마

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자

이체, 조회 등의 각종 은행 업무 처리  자

산 리를 할 수 있는 모바일 뱅킹서비스의 일종이

다[20]. 이재익 외[19]는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고객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 등 스마트 이동

통신기기를 수단으로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융

기 의 사이트에 속하여 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융서비스로 정의하 다. 한 이러

한 서비스는 통신회사가 은행의 무선 결제 랫폼

을 기본 으로 제공하고 은행은 고객정보와 

결제과정 반을 리하는 것을 구조로 하고 있다. 

기존의 융정보  융거래의 제공과 무선과 온

라인의 시 지 효과를 통한 새로운 융서비스 채

로서 해석하 다.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는 기존 

인터넷 뱅킹서비스와 달리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

이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계좌조회, 

이체, 신규 등 각종 은행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그

리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지구자기센서, GPS 등을 

이용하여 기존 모바일 뱅킹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없었던 증강 실(Augmented Reality)과 치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아 트 시세 조회  모바일 쿠

폰 제공 등의 생활 착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즐거움을  수 있다(<표 1> 참조). 

은행의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는 통신

사에 한 네트워크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앱스토어 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

용자들에게 직  어 리 이션을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설계시 통신사의 제약에

서 벗어나 개별 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한 개별단말

기가 아닌 스마트폰 운 체제별로 어 리 이션을 

개발하여 배포하면 되므로 개발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의 감도 용이하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

여 통신사나 스마트폰 운 체제 업체가 운 하는 

앱스토어나 은행의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

해 이 보다 쉽고 빠르게 스마트폰으로 직  어

리 이션(이하 앱; App)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스마트폰 뱅킹서비

스에서는 IC칩 방식이나 VM방식의 모바일 뱅킹

과는 달리 매월 일정액의 서비스 이용료를 통신사

에 지불할 필요가 없고, 스마트폰 가입자들의 다

수가 데이터 정액 요 제에 가입하므로 데이터 사

용료도 큰 부담이 없어 스마트폰 뱅킹에서의 거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야 할 것이다[26].

이에 KB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 ,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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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국 등 국내 융회사들은 안드로이드(Android)

용, 아이폰(iPhone)용  블랙베리(Blackberry)용 

앱(App.)을 출시하여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다. 2012년 3월 말 기  스마트폰 뱅킹서비

스 이용자 수는 423만 명에 달하며, 이용실 은 

389만 건, 2,180억 원으로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의 

이용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24, 

25]. 그러나 스마트폰은 고성능 마이크로 로세서

와 모바일용 OS가 탑재되어 있어 사용자가 원하

는 앱을 일반 PC와 같이 직  설치가 가능한 스마

트폰의 개방성으로 인해 악의  개발자에 의해 악

성코드가 은닉된 앱의 제작 가능성  이식성도 

높다[3, 23]. 즉 스마트폰의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에 한 문

제 이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는 계좌

조회 뿐만 아니라 이체, 출 신청 등  융거래

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뱅킹 해킹을 통한 

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이에 한 리

가 필요하다.

2.2 기술수용모델

기술수용 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편의성(Perceived ease of use)이라는 요인

을 통해 새로운 정보기술에 한 사용자의 수용 

 사용의도를 설명하고 측하기 해서 제안된 

모델이다[32]. 개념 으로 지각된 유용성은 정보기

술의 활용측면에서 개인의 업무 생산성 는 효율

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  단  

믿음의 정도로 성과기 (performance expectancy), 

외부  동기(extrinsic motivation), 직무 합(job- 

fit), 상  이 (relative advantage), 성과 기

(outcome expectation) 등과 유사한 개념이며, 지

각된 편의성은 정보기술을 이용할 때 많은 노력 

없이 정보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  

믿음의 정도로 노력기 (effort expectancy), 복잡

성(complexity), 사용 용이성(ease of use) 등과 유

사한 개념을 의미한다[9, 10, 13, 32].

기에 TAM은 자 음성메일  사무자동화 

로그램[27], 최종 사용자 컴퓨  시스템[38]과 

같은 통 인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

되었으나 최근에는 유․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새

로운 정보기술, 를 들면 인터넷 기반 검색 엔진

[53], 인터넷 뱅킹[42], 모바일 인터넷[36], 모바일 

뱅킹[46], 스마트폰[5, 6, 50], 모바일 상거래[54]에 

한 사용자의 수용  사용의도를 측하기 한 

모델로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김수 [6], 박 아

와 용호[13], 정윤정 외[22]의 연구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의 채택의도에 있어 지각된 유용성과 지

각된 편의성이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

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1：지각된 유용성은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의 지

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H2：지각된 편의성은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의 지

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H3：지각된 편의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

2.3 지각된 즐거움

정보기술의 사용의도에 인지된 유용성과 편의성

이 유효한 주된 향요인이지만, 특정 정보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즐거움이나 즐거움으로 

인해 정보기술의 사용에 집 하게 되는 몰입 등도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졌다. 사용자가 인지하는 즐거움이나 몰입

의 정도는 지각된 즐거움으로 표 할 수 있다[26]. 

지각된 즐거움(Perceived Enjoyment)은 정보기

술의 성능결과와 계없이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자체에서의 즐거움으로[33], 이러한 지각된 즐거움

은 정보기술을 수용하는데 있어 고유동기이다[37]. 

지각된 즐거움은 확장된 TAM 연구에서 요한 

요인으로, 검색엔진[44], 인터넷 뱅킹[52], T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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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49], 모바일 커머스[31], 

스마트폰[6] 등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Pikkarainen et al.[52]은 인터넷 뱅킹의 수

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TAM에서 지각된 

즐거움, 인터넷 뱅킹에 한 정보, 보안  사생활 

보호, 인터넷 연결 품질을 제안하 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편의성, 지각된 즐

거움, 인터넷 뱅킹에 한 정보, 보안  사생활 

보호가 인터넷 뱅킹의 수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주장하 다.  Nysveen et al.[49]는 모바일 데

이터 서비스에 한 사용자의 수용의도를 살펴보

기 하여 유용성, 편의성, 즐거움, 표 성 등 4개

의 동기요인과 TAM, TRA(Theory of Reasoned 

Action, 합리  행 이론),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안한 태도  

사용의도를 사용하 다. 연구결과를 보면 유용성, 

편의성  즐거움은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에 한 

사용태도  사용의도에 직 으로 유의하 고, 

표 성도 사용의도에 유의하 으나 태도에는 유의

하지 않게 나타났다. 

Moon and Kim[48]과 Ahn et al.[28], Koufaris 

[41] 등은 지각된 편의성이 인터넷 사용  온라인 

쇼핑에서 지각된 즐거움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고, 김수 [6]의 연구에서는 추가

으로 지각된 즐거움이 스마트폰 채택의도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Davis[32], Fang et al.[34] 그리고 이지은, 신민수

[20]는 지각된 즐거움이 인지된 유용성과 유사한 

내 ․외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동하며, 모바일

뱅킹 사용자는 일반 으로 자발  의도를 가지고 

모바일뱅킹서비스를 속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합하지 않다고 주장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조작방

법이 어렵지 않고 인터페이스가 그래픽 메뉴로 쉽

게 이용할 수 있어서 사용자는 스마트폰 사용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도 으로 서비스를 선택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6].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4：지각된 편의성은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의 지

각된 즐거움에 정 인 향을 미친다.

H5：지각된 즐거움은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의 지

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2.4 지각된 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

융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상되나 융거래 사

고에 한 험요인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떠

오르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 융은 뱅킹

서비스 과정이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들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험요인들이 그 로 존재한다[11].

지각된 험(Perceived risk)은 특정행 를 하고

자 할 때 느끼는 심리  험 등 소비자가 지각하

는 불확실성, 측된 주 인 손실, 기 된 결과

에서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에 있어 

요한 요소이다[11, 35, 45, 51]. 뱅킹서비스에서 

지각된 험은 표 화되어 있지 않은 무형의 융 

상품과 인터넷 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발생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소비

자가 인터넷 뱅킹 이용과 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요하한 변수이며, 지각된 험이 

커질수록 인터넷 뱅킹 채택에 부정 인 향을 미

친다[29]. 이와 함께 소비자들은 모바일 뱅킹과 온

라인 뱅킹에 해 정보 달 채 에서 차이가 있다

고 느낄 뿐 험은 동일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

에 모바일 뱅킹에 한 지각된 험이 모바일 뱅

킹서비스 채택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47]. 지

각된 험에 한 향은 Im et al.[39]의 연구에서

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기존 기술수용모델에 

조 변수로 지각된 험, 기술종류, 사용자 경험, 

성별을 추가하여 통신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상으로 조사를 하 다. 이를 통해 지각된 험

과 기술종류, 성별이 향요인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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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항목

변수 조작  정의 측정항목 참고문헌

지각된 
유용성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함으로써 은행업무를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

PU1-PU4
Davis[33], Lai and Li[42], Luarna and 
Lin[46] Park and Chen[50]

지각된 
편의성

스마트폰 뱅킹 사용방법의 습득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사용가능하다고 믿는 정도

PEOU1
-PEOU4

Davis[33], Lai and Li[42], Luarna and 
Lin[46] Park and Chen[50]

지각된 
즐거움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함으로써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정도

PE1-PE4
Nysveen et al.[49], Pikkarainen et al.[52], 
김수 [6]

지각된 
험

스마트폰 뱅킹 이용시 상되는 다양한 험을 
지각하는 정도

PR1-PR4 Aldás-Manzano et al.[29], Luo et al.[47]

지속  
사용의도

스마트폰 뱅킹을 지속 으로 사용하거나 는 
사용할 의향

BI1-BI3
Davis[33], Lai and Li[42], Luarna and 
Lin[46] Park and Chen[50]

[22]. 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6：지각된 험은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의 지속

 사용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

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의 지속 인 사

용의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향요인

을 도출하 고, Davis[32]의 기술수용모형을 확장, 

수정하여 이들 요인들의 계를 고려하여 6개의 

연구가설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개념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3.2 변수의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의 지속  사

용의도를 분석하기 해 도입한 변수는 지각된 유

용성, 지각된 편의성,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험, 

지속  사용의도로서 모두 5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변수들은 부분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지표를 종합하여 스마

트폰 뱅킹서비스란 상황에 합하도록 수정하여 

개발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척도는 

리커트 5  형식의 다항목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변

수에 한 조작  정의  측정항목은 <표 2>와 

같다. 

3.3 표본추출  일반 황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의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K

학교  K사이버 학교 학생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을 상으로 구  닥스(Docs)

을 이용한 온라인  오 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 다. 체 197부의 설문자료를 수집하 으나 

이  불성실한 응답 등 3부를 제외한 총 194부를 

통계처리에 활용하 다. 설문응답자에 한 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57.7%, 41.7%이며, 연

령별 분포는 20 가 26.8%, 30 가 57.7%, 40  이

상이 6.7%, 50  이상이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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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응답자의 58.7%가 시간  장소에 계없이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사무실, 

집 이동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비

율이 각각 7.7%, 23.7%, 9.2% 다. 한 응답자의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이용하는 평균 횟수는 월 

1회 미만이 43.2%, 월 5회 이상이 25.7%, 주 2～3

회가 15.4%, 주 5회 이상이 5.1%  일 1회 이상

이 9.7%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

학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  정보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12 57.7

여성 81 41.7

결측치 1 0.5

나이

20 52 26.8

30 112 57.7

40  13 6.7

50  이상 5 2.5

결측치 1 0.5

주
사용 
장소

사무실 15 7.7

집 46 23.7

이동 18 9.2

언제 어디서나 114 58.7

결측치 1 0.5

평균 
이용 
횟수

월 1회 미만 84 43.2

월 5회 이상 50 25.7

주 2～3회 30 15.4

주 5회 이상 10 5.1

일 1회 이상 19 9.7

결측치 1 0.5

총계 194 100

4. 연구 결과

4.1. 신뢰성  타당성 분석

구조모형에 투입될 요인들의 신뢰성  타당성

을 검증하기 하여 SPSS 20.0과 AMOS 20.0을 

이용해 개념타당성을 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19개의 문항을 요인분석의 직각회  방식인 

Varimax 방법을 통하여 공통요인들을 추출하 으

며 요인들의 아이겐 값이 모두 유의수 인 1.0을 

상회하여 개념타당성을 확보하 다. <표 4>의 신

뢰성 분석은 크론바하(Chronbach) Alpha 계수를 

사용하여 내 일 성을 확인하 으며 신뢰성 측정

결과를 보면 지각된 유용성은 0.858, 지각된 편의

성은 0.857로 나타났다. 지각된 즐거움은 0.859, 지

각된 험은 0.882, 지속  사용의도는 0.858로 나

타나 Chronbach’ α의 값이 모두 0.7 이상을 상회

하고 있어 내 일 성이 확보되었다. 한, 본 연

구에서는 수렴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각 측정

항목의 요인 재치를 검토하 으며 분석 결과를 

보면 측정항목들의 요인 재치가 0.5 이상으로 수

렴타당성도 확보되었다. 

<표 4>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결과

요인 항목수 요인 재값 신뢰성계수

지각된 

유용성
4

신속성(.700)
향상(.788)

효율(.811)

유용(.728)

0.858

지각된 

편의성
4

명료(.708)

노력(.774)

용이(.814)
검색(.806)

0.857

지각된 
즐거움

4

용이(.778)

흥미(.884)
이용과정(.902)

재미(.803)

0.859

지각된 

험
4

비안 (.830)
결제(.783)

사생활(.829)

보상(.813)

0.882

지속  
사용의도

3

재사용(.821)

단기재사용(.852)

추천(.834)

0.858

<표 5>의 분석결과를 보면 요인들 간의 상 계

수 값은 0.7보다 작으므로 별타당성을 만족시킨

다고 볼 수 있으며 요인들간의 계는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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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1 지각된 유용성 1.000

2 지각된 편의성 .612
***

1.000

3 지각된 즐거움 .495*** .553*** 1.000

4 지각된 험 -.077 -.122 -.200 1.000

5 지속  사용의도 .577
***

.574
***

.483
***

-.313 1.000

<표 5> 상 계 분석결과 

 
***
 P <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표 6>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가설 계수값 S.E C.R 기각여부

지각된 유용성→지속  사용의도 .437 .087 5.027 채택

지각된 편의성→지속  사용의도 .351 .093 3.754 채택

지각된 편의성→지각된 유용성 .583 .054 10.745 채택

지각된 편의성→지각된 즐거움 .576 .062 9.225 채택

지각된 즐거움→지속  사용의도 .144 .075 1.912 기각

지각된 험→지속  사용의도 -.266 .060 -4.436 채택

서 제시하고 있는 주장과 같이 서로 한 계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4.2 가설의 검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합성을 검정하기 

하여 합성 검정을 실시하 다. 합성 검정결

과가 유의하게 나올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의 모형을 그 로 사용하나 결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올 경우는 새로운 연구모형을 도출함으로

써 연구의 가설을 수정하게 된다[21].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합도를 검증하기 

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요인들 간의 인과 계

를 검증하 으며 검정결과는 χ² = 19.455, p = 0.000, 

자유도(df) = 4, GFI = 0.963, AGFI = 0.860, NFI 

= 0.937, CFI = 0.948, RMR = 0.155, RMSEA = 

0.141로 나타났다. 반 으로 모든 단지수들이 

기 에 합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기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고 가설의 검정을 실

시하 다.

<표 6>과 [그림 2]에 확인된 구조방정식 결과를 

보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6개의 가설들  가설5

(지각된 즐거움￫지속  사용의도)을 제외하고 5개

의 가설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부분 일치하는 결과로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의 지속  사용의도를 향상시

키기 한 동인에 한 요성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 P <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그림 2]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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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의 지각된 유용성은 스마트폰 뱅킹서비스

의 지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뱅킹서비스

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스마트폰의 특성뿐 만 아니라 뱅킹서비스의 특성

을 고려한 실시간 뱅킹 정보검색  부가서비스의 

제공으로 사용자에게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의 가치

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요함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은 사용자로 하여

 정보기술의 사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정보

기술에 한 사용 의지에 한 거부감을 감소시킨

다. 본 연구의 가설 2, 가설 3, 가설 4의 검정결과

를 보면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의 지각된 편의성이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즐거움, 사용자의 지속

 사용의도에 각각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동일

한 결과로 편의성이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표

하는 특성이라는 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분석결

과는 의미 있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

과는 사용자가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지각된 편의성의 향상은 사용자로 하여  사

용의 거부감,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소시키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에 한 유용

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

과이다.

이에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은 스

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유용성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쉬운 조작방법과 그래픽을 

갖춘 사용자 심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면 궁

극 으로 사용자가 지속 으로 스마트폰 뱅킹서비

스를 사용하게 하는 목 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5를 검정한 결과, 지각된 즐거움은 스마트

폰 뱅킹서비스의 지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스마

트폰 뱅킹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뱅킹서비

스 본연의 기능에 집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고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  채택과 련한 

기존연구와는 다른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험이 스마트폰 뱅킹서비

스의 지속  사용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6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인터넷 뱅킹서비스, 모바일 뱅킹서비

스 등 기존의 뱅킹서비스와 련한 연구에서 확인

되었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며 스마트폰 뱅킹을 

상으로 한 노미진[10]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마트폰을 

상으로 한 연구 에서 지각된 험이 사용자의 사

용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정윤정 외[22]

의 멀티미디어서비스 련 연구결과와는 다른 연

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이라는 

매체는 동일하나 사용의 목 이 다르다는 에 기

인한다고 보이며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의 보다

는 뱅킹서비스의 에 더 을 두고 있기 때

문으로 단된다.

이에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사, 융기 들은 기존의 뱅킹서비스의 에서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에 합한 보안기술의 도입과 

안정된 결제시스템의 제공 등의 노력을 통하여 사

용자로 하여  뱅킹서비스의 사용에 안정감과 신

뢰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험에 한 인식을 감소

시키는데 을 둘 필요가 있다.

5. 결  론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는 스마트폰의 보 , 스마

트폰 사용자의 증가, 그리고 은행의 스마트폰 뱅

킹서비스 확 정책으로 인하여 차 확산되고 있

으며 이에 한 연구도 심이 증 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특성과 뱅킹서비스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는 이를 제공

하는 운 기 에서 기존의 정보기술 활용 차원이 

아닌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용에 있어서의 문제

  장단 의 악에 집 하여야 한다. 한 기

존의 서비스에 있어서는 안정 이고 추가 인 서

비스의 제공을 통한 고객에 한 신뢰 획득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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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인 고객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에 

한 사용자의 지속  사용을 유도하는 동인을 확인

하기 해 기술수용 모형에 사용자가 지각하는 

험과 즐거움을 추가하여 확장한 기술수용모형을 

설계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 고, 사용자의 지

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확인하 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시사 은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우선,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자의 지속  사용의

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이

는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스

마트폰 뱅킹서비스의 활용가치를 알고 있으며 이

에 극 인 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지각된 편의성은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즐거움과 지속  사용의도에 정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스마트폰 뱅킹서비스

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인터페이스에 한 의존도

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지각된 즐거움이 사용자의 지속  사용의

도에 정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

는데 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있어서 즐거움이 

사용자의 요한 선택요인인데 비해 스마트폰 뱅

킹서비스의 채택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용자들은 뱅킹서비

스가 거액의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에서 사용목

에 더 집 하기를 원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그러므로 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련기 들은 편

의성이나 유용성 측면에 을 둠과 동시에 사용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안정감과 신뢰성을 느낄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부가서비스를 제공

한다면 사용자의 지속  사용의도의 증가와 함께 

경쟁  차원에서의 우 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에서 지각되는 험

이 사용자의 지속 인 사용의지를 감소시키는 것

으로 확인하 다.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는 회원가

입과 공인인증서 로그인 등 기존의 뱅킹서비스와 

동일한 보안 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험에 해 지각하는 것은 스마트폰 자체의 보안

험뿐 만 아니라 사용자가 결제하는 액이 고액

이라는 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이

는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련기 들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시사하는 바가 크

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의 변확

를 해서는 사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특화된 결제시스템과 보안기술을 도

입,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지각하는 험인식의 

수 을 낮추는 것이 가장 요하다고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기존의 서비스의 

결합으로 인한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 스마트폰 뱅

킹서비스에서 지각된 즐거움과 지각된 험에 

한 요성을 확인하 다는 시사 을 제공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수 이외

에 다양한 변수에 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은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응답자

의 분포가 치 되었다는 , 그리고 측정방법에 있

어서 지각된 측정치를 이용하여 편차의 통제가 발

생하 다는  등의 한계 을 가지고 있어 향후 

연구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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