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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뱅킹에 대한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고 있지만 그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모바일 뱅킹에 대해 사용자들이 느끼는 혁신에 대한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 저항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기존 문헌 연구로부터 모바일뱅킹의 저해 요인을 도출하고, 이들
이 지각된 위험과 저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중국내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영향과 지각된 복잡성이 지각된 위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가 지각된 위험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보안과 지각된 개인정보보호가 지각된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지각된 위험은 사용자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중국의 금융기관과 통신회사에게 모바일 
뱅킹의 저항을 기반으로 하는 새롭고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

주제어 : 모바일 뱅킹, 지각된 복잡성, 지각된 위험, 사용자 저항, 실증 분석

Abstract  There are many studies on the adoption intentions for mobile banking. But there are no apparent 
effect on the popularity of it. This is so because the users have resistance to innovation on Mobile Bank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empirically the problem of user resistance. In this paper, we identified 
hindrance factors of mobile banking with previous papers. And then we conducted empirical study by survey 
reply from undergraduates and graduate students in Chin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ocial 
Influence and Perceived Complexity have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Risk, and Trust has negative effect on 
Perceived Risk. Perceived Security and Perceived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have no effect on Perceived 
Risk. Perceived Risk has effect on User Resistance.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hat financial institutions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of China could potentially establish new and more accurate strategies based 
on the resistance factors identified in this paper to gain more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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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IT업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온 것은 

PC와 같은 범용 OS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보 은 2008년 애 사의 아이폰

(iPhone) 열풍 이후 2010년  세계 으로 격히 확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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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국에서도 스마트폰 가입자가 2012년 말 기

으로 2.67억 명을 넘어서는 등 스마트폰의 보 이 격히 

확산되고 있다[1]. 스마트폰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필

수 인 부분이 되었고, 스마트폰을 통한 수많은 비즈니

스들이 개되고 있다. 한, 시간이 흐를수록 각종 스마

트폰 기반의 모바일 비즈니스의 장세와 수익성도 주목 

받고 있다. 

국에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뱅킹 사용자는 

2010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약 7,189만 명을 기록하

으며, 사용자는 2012년 말까지 9,800만 명을 넘었다. 스마

트폰 기반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실 은 스마트폰의 

보  확 에 따라 이용 건수와 액 모두 증가세를 지속

하고 있다. 2015년까지 국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뱅

킹 사용자는 31,162만 명 정도에 도달할 것이라 측하고 

있다[1]. 

모바일 뱅킹 시장은 지속 인 성장과 사회  경제

으로 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모바일 뱅킹 련 연구의 

요성 한 더욱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국에서 모바

일 뱅킹에 한 연구와 모바일 뱅킹의 사용의도  지속

인 사용의도의 요인에 한 연구는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2,3,4,5,6,7,8].  Shi Huakang(2007)는 기술수용모형

을 기반으로 모바일 뱅킹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

인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5]. Shi Wenxiang (2009)

는 기술수용모형을 기반으로 소비자가 모바일 뱅킹을 사

용하는 행 에 한 연구를 실시하 다[6]. 재까지 모

바일 뱅킹에 한 연구는 계속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제

으로 아직까지 모바일뱅킹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국에서 모바일뱅킹에 한 사용의도에 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고 있지만 그의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모바일 뱅킹에 해 사용자들이 느끼

는 신에 한 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국의 모바일 뱅킹에 한 사용자 항을 연구하 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로 부터 국 사용자  모바

일뱅킹 특성을 표할 수 있는 사회  향, 지각된 보안, 

지각된 개인정보보호, 지각된 복잡성과 신뢰 등 요인들

을 지각된 험의 선행요인으로 도출하 다. 이들 선행

요인들이 각각 지각된 험과의 계  지각된 험과 

사용자 항간의 계에 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본 논

문은 서론과 련연구, 연구모형과 가설, 연구방법, 실증

분석, 결론  향후연구 순서로 구성되었다.

2. 관련연구

2.1 혁신저항이론

항(resistance)이란 재 상태에서 변화하기를 거부

하는 소비자의 상태를 말하며 변화에 의해서 느껴지는 

험감이며[9], 이  상태를 변경하도록 하는 압력에서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신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말한다[10]. 

신 항 연구는 ' 신 항(innovation resistance)'이

란 개념을 제시하고, 신 항을 야기하는 핵심 원인으

로 기존 행에 한 '습 (habit)'과 신채택과 련된 

'인지된 험(perceived risks)'을 언 한 Sheth.(1981)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지각된 험을 1)바람직하지 않은 

물리 , 사회 , 경제  결과 2) 성과의 불확실성 3) 신

과 련된 인지된 부작용으로 분류하고, 지각된 험이 

신에 한 소비자 항을 높인다고 언 했다[11].

2.2 사회적 영향

사회  향이란 “특정한 사회  상황에서 자신이 참

조집단(reference group)이 가지고 있는 주  문화를 

내부화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다[12]. 

사람들은 사회 인 계를 통해 정보를 얻기 때문에 주

 사람들은 물론이고 신문, 잡지, TV, 인터넷과 같은 언

론 매체를 통해 얻는 지식은 사람들의 색각이나 행동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13]. 

보안에 한 사회  향 역시 정보기술 자체에 한 

사회  인식이지만 기존 연구와 달리 특정 정보기술 사

용에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인 모바일 뱅킹을 할 때 수

반되는 보안에 해 주  사람 는 언론매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  인식에 한 지각이다[13]. 즉, 특정 은행의 

모바일 뱅킹 보안에 한 시회 인식이 아니라 모바일 

뱅킹 반에 걸친 사회 인식에 한 지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일종의 모바일 뱅킹에 련된 험

이나 보안 는 신뢰에 한 믿음 구조에 정보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Kim et al.(2008)의 연구를 보면 제3

자의 정  평 은 자상거래에 지각된 험에 한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14]. 마찬가지로 부정 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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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인식은 역시 모바일 뱅킹 믿음 구조에 향을 미칠 가

능성이 높다. 

2.3 지각된 보안과 지각된 개인정보보호

모바일 뱅킹에 한 보안성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느끼는 개인 라이버시 침해나 자료 보안 

등에 해서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지각된 보안은 고객

이 인터넷에서 거래하는 매자들이 련 보안 문제(인

증, 진실성, 암호화 등)에 한 요구를 잘 이행할 것이라

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모바일 뱅킹과 같은  거

래의 경우 다양한 보안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보안성은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더욱더 요해지고 

있다[15].

자상거래에서 지각된 개인정보보호가 구매자들은 

매자들이 수립된 구매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보호에 

한 지각 정도이다. 따라서 자상거래에서 매자들이 

구매자들의 정보보호를 잘 해주지 않으면 구매자들은 지

각된 험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14].

자상거래에는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은 이유  가

장 큰 원인은 보안에 한 염려이다[16]. Lallmahamood 

(2007)의 연구에 의하면 지각된 보안과 지각된 개인정보

보호는 오라인 뱅킹 수용의 요한 변수이다[17].

문용은과 정유진(2004)은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해킹 등의 험성으로 인해 모바일 뱅킹에 한 부정

인 태도가 형성된다고 하 다[18]. 차윤숙과 정문상

(2005)은 모바일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보호문제는 인지된 

유용성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 다

[19]. 양지윤 등(2006)의 연구에서는 개인 정보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 지각하고 있는 험을 낮

추어 주는 것이 모바일 뱅킹 서비스의 사용의도를 높이

는데 요하다고 주장하 다[20].

2.4 지각된 복잡성

복잡성은 사용자 측에서 볼 때 신을 이해하고 사용

하기가 어느 정도 어려운가를 의미한다. 일부 신은 개

인이나 잠재  사용집단에 의해 신속히 이해되기도 하지

만, 일부 다른 신의 경우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당

히 느리게 사용된다. 복잡성은 TAM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용성과 사용 편리성에 각각 응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21]. 

지각된 복잡성과 지각된 험의 경우 이를 직 으

로 설정하여 수행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지만, 정보시스

템 문헌에서는 Davis(1989)가 지각된 복잡성 신에 지

각된 편리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정보기술의 사용을 

설명하고 있다[22].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계속  이용과

정을 살펴본 이국용(2005)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편리성

과 지각된 험간의 계를 살펴보는 등 지각된 편리성

과 지각된 험간의 계를 검증하 으며[23], Pavlou 

(2003)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편리성과 지각된 험간의 

계를 살펴보는 등 지각된 편리성과 지각된 험은 매

우 유의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24]. 본 연구에서 사

용하는 지각된 편리성의 역 개념이 지각된 복잡성이므로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한 지각된 복잡성은 지각된 

험과 매우 유의한 향력 계를 가질 것으로 기 한다. 

  

2.5 신뢰

자상거래 분야에서 Jarvenpaa & Tractinsky(1999)

은 신뢰를 소비자가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매자에게 의

지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라고 정의하고[25], Kim & 

Prabhakar(2004)은 신뢰를 서비스 채 의 정확성, 가용

성, 신뢰성, 보안성, 안 성에 한 믿음의 정도라고 정의

하 다[26]. 자상거래 특히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뱅킹

에 한 연구에서는 신뢰의 정의를 조직이 개인의 기

에 따라 합당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개인의 믿음이라는 

Luhmann(1979)과 Grazioli & Jarvenpaa(2000)의 정의를 

많이 사용한다[27,28].

신뢰는 온라인 환경에서 더욱 요하다. 왜냐하면 인

터넷과 같은 기술에 의해 이루어지는 컴퓨터의 수행이 

조직의 신뢰와 충돌 할 수도 있으며, 신뢰는 가상조

(Virtual Organization)과 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온라

인 환경에서 신뢰는 지각된 험의 향요인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검증된 변수이다[24,25,29,30]. 소비자 혹은 

사용자들은 온라인 환경에 한 신뢰가 높을수록 지각된 

험이 낮아지고, 신뢰가 낮을수록 지각된 험이 높아

질 것이다. 

2.6 지각된 위험

험은 의사결정자로부터 인식되는 손실의 가능성으

로 정의되며, 험이 발생하거나 혹은 비용의 부담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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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험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말한다[31]. 지각된 

험은 Bauer(1960)의 연구에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객

, 확률 인 험[32]과 구별되며 소비자가 선택의 상

황에서 주 으로 인지하는 험을 말한다[33]. 즉, 지각

된 험이란 소비자가 특정 행 를 할 때 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의미한다[23,25]. 

지각된 험과 사용자 항간의 계를 직 으로 설

정하여 수행한 연구는 아직 없지만, 지각된 험은 다 소

비자의 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는 많이 수행하

다[14,29,30]. 오환종 외(2007), 이왕돈 외(2007)의 연구

에서는 지각된 험이 사용자 항에 정 인 향을 미

친 요인임을 검증하 다[34,35]. Jarvenpaa et al.(1999)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험과 태도는 구매의도에 향을 미

치는 매우 요한 요인으로 사용되었다[25]. Parasuraman 

(1988)의 연구에서는 자상거래 환경에서 수행된 여러 연

구들에서 지각된 험은 사용자의 이용의도와 행동에 부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 다[36].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뱅킹과 신 항에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와 합한 독립변수를 사회  

향, 지각된 보안, 지각된 개인정보보호, 지각된 복잡성

과 신뢰를 지각된 험의 향요인으로 분류하 다. 이

들은 지각된 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지각된 험은 사용자 항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실증 분석하고자 하 다. 이에 [Fig.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 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제시된 연구문제에 따라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변수들

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1. 부정 인 사회  향은 지각된 험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지각된 보안은 지각된 험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지각된 개인정보보호는 지각된 험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지각된 복잡성은 지각된 험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신뢰는 지각된 험에 부(-)의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6. 지각된 험은 사용자 항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조작적 정의

본 논문에서 각 변수들의 측정항목들은 Likert의 5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변수들의 측정항목은 기존의 선

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측정항목들에 기

하여 본 연구 상황에 맞게 조정하 다. 

사회  향이란 다른 사람들이 스마트폰 기반 모바

일 뱅킹에 한 평 에 동의하는 것이다[12,22,37,38].

지각된 보안이란 거래은행이 모바일 뱅킹 사용자들의 

보안요구(인증, 진실성, 암호화)에  한 보호를 수행할 

정도이다[14,39]. 지각된 개인정보보호란 거래은행이 수

집된 모바일 뱅킹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에 한 보호를 

해주는 정도이다[14,17]. 지각된 복잡성이란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겪는 사용상 어려움이나 차의 복

잡한 정도이다[21,34,40,41]. 신뢰란 스마트폰 기반 모바

일 뱅킹이 정확하고 믿을 만 하다는 믿음의 정도이다

[42,43,44]. 지각된 험이란 사용자가 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지각하는 정도이다[25,30,45]. 사

용자 항이란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

에 한 거부감, 회피와 같은  수용하지 않으려는 의도이

다[9,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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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료 수집

본 논문은 국에 있는 학교 학부생, 학원생들로 

총250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배포된 250개의 

샘  회수된 샘 은 215개이다. 이 에서 불성실한 응

답을 제외한 200개의 유의한 자료를 기 로 하여 통계분

석을 실시하 다. 

표본의 인구 통계  특성은, 먼  성별 구성을 보면 총 

200명 응답자 에서 남성이 110명(55.0%), 여성이 90명

(45.0%)을 차지하 다. 연령 구성을 보면 30세 이하가 

190명(95.0%), 30세 이상이 10명(5.0%)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 구성을 보면 회사원이 56명(26.0%), 학생이 125명

(62.5%), 기타가 19명(9.5%)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구성

을 보면 고졸이하가 26명(13.0%), 졸이 58명(29.0%), 

학원 이상이 116명(58.0%)으로 조사되었다. 국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부분 30세 이하이기 때문에 스마

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의 사용자들은 30세 이하에 집

한다고 단하 다. 따라서 30세 이하의 사용자들은 95%

를 차지하는 표본의 특징이 있다.

5. 실증분석

본 논문에서는 Cronbach's Alpha를 측정하여 다항목 

척도변수의 신뢰성을 측정하 다. 비록 학자들간 신뢰도 

기 에 하여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반 으로 

Cronbach's Alpha가 0.6이상이면 비교 으로 신뢰도 문

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0.8이상이면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Table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범  내에서 측정 변수의 Cronbach's α계수가 모

두 0.8이상으로 내  일 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척도의 

신뢰성은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Variables’ Measurement and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 Measurement Cronbach’s α
SI 4 0.847
PS 5 0.910
PPP 4 0.874
PC 3 0.805
TR 2 0.842
PR 6 0.907
UR 4 0.830

SI: Social Influence, PS: Perceived Security, PC: Perceived 

Complexity, PPP: Perceived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PR: Perceived Risk, TR: Trust, UR: User Resistance.

<Table 2> Result of Factor Analysis

Items
Factor

PR PS PPP UR SI PC TR

PR5 .863 -.120 -.057 .116 .115 -.007 -.062

PR1 .806 -.048 -.158 .094 .125 .065 .013

PR2 .771 -.059 -.094 .231 .219 .142 -.042

PR4 .771 -.090 -.065 .169 .157 .172 -.103

PR6 .732 .071 .019 -.047 .154 .033 -.215

PR3 .726 -.111 -.102 .176 .217 .296 .004

PS3 -.143 .876 .135 -.103 -.061 -.007 .038

PS4 .009 .852 .173 -.120 -.139 -.103 .105

PS2 -.036 .804 .163 -.285 -.054 -.050 .090

PS5 .019 .786 .150 -.158 -.143 .016 -.017

PS1 -.178 .767 .152 -.060 .063 .015 .224

PPP3 -.092 .064 .878 -.039 -.032 -.093 .059

PPP2 -.005 .270 .841 -.011 .007 -.039 -.054

PPP4 -.183 .125 .813 -.029 -.055 -.132 .148

PPP1 -.074 .234 .757 -.093 -.007 -.019 -.023

UR2 .002 -.222 -.007 .798 .142 .206 -.006

UR3 .316 -.151 -.054 .768 .138 .005 -.094

UR4 .325 -.045 -.077 .727 .179 .010 -.014

UR1 .055 -.331 -.059 .702 .126 .172 .006

SI1 .200 -.038 -.110 .207 .797 .116 -.042

SI3 .096 -.040 .088 .123 .774 .179 .056

SI2 .402 -.091 -.087 .081 .735 .047 -.078

SI4 .384 -.221 -.011 .181 .711 .000 -.051

PC1 .058 -.206 -.111 .116 .121 .813 .167

PC3 .213 .129 -.024 .048 .135 .813 -.120

PC2 .182 -.029 -.136 .155 .060 .793 .108

TR2 -.167 .165 .024 -.006 .003 .045 .898

TR1 -.111 .152 .080 -.074 -.061 .088 .882

Eigen 

Value
8.175 3.735 2.365 2.349 1.443 1.361 1.259

Explained 

Variance%
29.197 13.340 8.445 8.389 5.153 4.860 4.496

Accumulat

ion %
29.197 42.537 50.982 59.371 64.524 69.384 73.880

본 논문에서 설문의 타당성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으로 측정하 다. 사용된 요인분석 방법은 주

요인 분석을 사용하 으며, 회 은 직각 회  방식 에

서 요인의 해석이 가장 용이한 배리맥스 회 (Varimax 

Rotation) 방식을 사용하 다. 일반 으로 요인간의 상

계인 다  공선성을 제거하기 하여 배리맥스 회 을 

사용하 고, 요인 결정방식은 요인이 설명해주는 분산의 

양을 의미하는 고유값(Eigen Value)이 1이상인 요인을 

선택하 다. 요인 재량(Factor Loading)은 0.5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요인 재량이 모두 0.5미만

인 문항을 제거하 고 요인분석결과는 아래의<Table 2>

과 같다.

상 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두 변수간의 

상호 선형 계를 갖는 정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어느 정도 한 련성을 갖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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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가를 알아보기 해 사용된다. <Table 3>는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 SI PS PC PPP PR TR UR

SI 1 　 　 　 　 　 　

PS -.253** 1 　 　 　 　 　

PC .303** -.126 1 　 　 　 　

PPP -.131 .391** -.213** 1 　 　 　

PR .538** -.205** .342** -.229** 1 　 　

TR -.132 .283** .076 .137 -.245** 1 　

UR .440** -.426** .304** -.192** .411** -.138 1

Mean 3.136 3.080 2.958 3.090 3.398 2.750 2.932

Std Dev .731 .669 .7158 .728 .677 .668 .688

*: P<0.05,  **: P<0.01 (Std Dev: Standard Deviation)

지각된 복잡성, 신뢰와 사용자 항 요인의 평균값이 

3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에 의해 부분 사용자들은 모바

일뱅킹이 복잡하지 않지만 그는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 항 요인 평균값도 3보다 낮

아서 부분 사용자들은 모바일뱅킹에 항하지 않은 태

도를 가지고 있다. 선행요인으로 사회  향, 지각된 복

잡성은 지각된 험과 유의수  0.01에서유의한 정(+)의 

상 계이며, 지각된 보안, 지각된 개인정보보호와 신뢰

는 지각된 험과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부(-)의 상

계이다. 그리고 지각된 험과 사용자 항과는 유

의수  0.01에서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보 다. 따

라서 가설에서 상했던 방향성과 동일하게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의 방향과 크기를 이해하는데 사용되며, 종속변수의 

측을 해 사용된다. 통계 인 결과는 F값과 F의  유

의확률로 나타나며, 이는 체 회귀모형에 한 유의성

을 나타낸다. 결정계수( ) 값은 종속변수의 분산  몇 

%가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가를 나타내며 0과 1 사

이의 값을 갖는다. 한 회귀방정식에서 회귀계수(베타)

의 부호는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 계의 방향을 나타

내며, 련된 t값과 p값은 각 설명 변수의 연구모형에 

한 통계  유의성을 나타낸다.

지각된 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하

여 사회  향, 지각된 보안, 지각된 개인정보보호, 신

뢰, 지각된 복잡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지각된 험을 종

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Table 4>

에서는 각 독립변수와 지각된 이험간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각된 험과 사용자 항간의 계를 

분석하기 해 단순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Table 5>

은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Model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value

Collinearity 

Statistics

Dependence 

Variable

Independence 

Variable
Beta

Tolera

nce
VIF

PR

(constant) 　 6.557 .000 　 　

SI .444 7.220 .000 .852 1.173

PS .032 .490 .625 .762 1.313

PPP -.113 -1.799 .074 .817 1.223

PC .202 3.302 .001 .858 1.165

TR -.195 -3.259 .001 .895 1.117

   = 0.375

Revised    = 0.359

  F = 23.279   

 p-value=0.000

  다 회귀분석 결과는 독립변수인 사회  향의 회

귀계수(베타)가 0.444 (p=0.000)로 유의한 정(+)의 값을 

보인다. 지각된 보안의 회귀계수(베타)가 0.032 (p=0.625)

로 유의하지 않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복잡성의 

회귀계수(베타)가 0.202 (p=0.001)로 유의한 정(+)의 값을 

보인다. 그리고 지각된 개인정보보호의 회귀계수(베타)

가 -0.113 (p=0.074)로 유의하지 않은 값으로 나타났다. 

신뢰의 회귀계수(베타)가 -0.195 (p=0.001)로 유의한 부

(-)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  사회  향이 높을

수록 지각된 복잡성이 높을수록 신뢰가 낮을수록 지각된 

험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채택된 요인의 향 정도를 

살펴보면 사회  향, 지각된 복잡성, 신뢰 순으로 지각

된 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 가설4, 가설5는 채택되었다. 

<Table 5> Regression Analysis

Model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value

Collinearity 

Statistics

Dependence 

Variable

Independence 

Variable
Beta Tolerance VIF

UR
(constant) 　 6.628 .000 　 　

PR .411 6.348 .000 1.000 1.000

   = 0.169

Revised    = 0.165

F = 40.298

p-value=0.000 

회귀분석 결과는 독립변수인 지각된 험의 회귀계수

(베타)가 0.411 (p=0.000)로 유의한 정(+)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각된 험이 높을수록 사용자 항이 높

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6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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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6>에서 요약되었다. 

<Table 6> Result of Hypothesis

Hypothesis Beta p-value Result

H 1 .444 .000 Accept

H 2 .032 .625 Refuse

H 3 -.113 .074 Refuse

H 4 .202 .001 Accept

H 5 -.195 .001 Accept

H 6 .411 .000 Accept

6.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 인 사회  향은 지각된 험에 유의한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변 사람들이 모바일 

뱅킹에 한 부정 인 인식이 많고 강할수록 자신이 지

각된 험이 높아진다. 둘째,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뱅

킹에 한 지각된 보안과 지각된 개인정보보호가 지각된 

험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

각된 복잡성은 지각된 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사용자들이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사

용하면서 겪는 사용상 어려움이나 차가 복잡할수록 지

각된 험은 높아질 것이다.  국에서 사용자들이 모바

일 뱅킹에 한 지각된 보안과 지각된 개인정보보호가 

좋을수록 지각된 험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 모

바일 뱅킹에 한 신뢰는 지각된 험에 부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람들은 모바일 뱅

킹을 신뢰할수록 지각된 험은 낮아진다. 반 로 모바

일 뱅킹에 한 신뢰가 낮아질수록 지각된 험이 높아

진다.  넷째, 지각된 험이 사용자 항에 정(+)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

일 뱅킹에 한 지각된 험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은 모

바일 뱅킹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의 실무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안에 한 부정 인 사회  향을 이려면, 

은행들은 보안에 한 기술  강화나 보완을 시할 뿐

만 아니라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안 수 에 한 

한 고나 홍보를 극 실행하며, 보안에 하여 사회

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  견해를 불식시키기 한 노력 

등도 매우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

다. 한 철 한 보안정책을 수립하여 모바일 뱅킹을 사

용할 때 나타나는 험요소가 낮다는 것을 고객에게 잘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본 논문은 많은 소비자들이 보안인증의 차가 

꽤 복잡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단한다. 이를 개

선시키려면, 은행들은 보안성을 낮추지 않는 제하에 

더 간단한 속단계와 인증 차를 실행해야 한다.

본 논문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집단의 표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

다. 본 연구의 응답자 부분은 회사원과 학(원)생이며 

연령이 30세 이하(95%)로 집 되어 있다. 따라서 임의

인 표본선정의 문제로 인해 본 연구의 모형을 일반화하

는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모집단을 잘 표할 수 있는 

표본을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다른 연구 변수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는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뱅킹에 한 사회  향, 지각

된 보안, 지각된 개인정보보호, 지각된 복잡성, 신뢰, 지

각된 험을 향요인으로 고려하여 모형을 설정하 다. 

하지만 더 다양한 고찰을 통하여 모바일 뱅킹에 한 지

각된 험과 사용자 항에 미치는 향을 찾아 볼 수 있

을 것이다. 향후 연구는 더 구체 인 외생변수를 포함하

여 진행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뱅킹을 사용

해 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설문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는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뱅킹 사용자들만 심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도출된 결과와는 다른 연구결과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과제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뱅킹 사용자와 미 사용자를 구분하여 진행할 연구도 흥

미로울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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