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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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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금융 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의 강

화, 저금리로 인한 예대마진이 축소되는 등 수

익성 악화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찾

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을 통한 경쟁

력 향상이 필연적인 과제로 대두되었다(김병우, 

2015). 스마트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통신기

술의 등장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및 

송금 등 부가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핀

테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처럼 핀테크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기 속에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고, 

초기 개발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안정화된 후에

는 개발 및 유지비용이 낮다는 점이다. 온라인

에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건

물이 필요 없으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아 쉽고 빠른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다른 IT분야 보다 접근성이 높아 시장에서 확산 

속도가 빠르며 모바일 트래픽의 급증을 통한 금

융거래의 증가는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는 여건

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의 사용빈도 증가로 인

해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다. 하지만, 핀테크

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모바일 신용카드와 모바

일 체크카드는 다수가 인지하고는 있지만 이용

경험은 부족한 실정이다(강병진, 2016). 또한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망과 스마트폰의 보

급률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보이는 IT 강국이지

만 IT 강국의 모습과는 달리 핀테크 관련 산업

의 발전은 미흡한 실정이며, 전 세계적으로 핀

  * 동의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조교수, eunjung@deu.ac.kr, 주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석사과정, joohyun307@naver.com
*** 동의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jokim@deu.ac.kr, 교신저자



｢정보시스템연구｣ 제26권 제1호, 2017년 3월

- 76 -

테크 관련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의 핀테크 산업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핀테크 

종속국으로 전략할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우

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 방

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개인차원’의 ‘자발적’인 정보기술의 사용 행

태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수용모델은 사

용자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간명하면서도 

강한 설명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기술 혹은 새

로운 서비스의 채택 및 사용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Davis, 1986; Davis et al., 

1989; Venkatesh and Davis, 1996). 기술수용모

델의 타당성은 이미 정보시스템 분야, 인터넷 

비즈니스 및 인터넷 뱅킹의 많은 연구들에 의해 

입증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을 

이용하여 현재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핀테크 

잠재적 사용자들의 사용의도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기술수용모델의 두 가지 주요 신념 변수인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핀테크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

체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핀

테크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인 사

용자 개인의 혁신성, 핀테크의 보안, 지각된 사

용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다. 둘째, 사용자 개인의 혁신성, 핀테크의 

보안, 지각된 사용 용이성 및 지각된 유용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보

안, 지각된 유용성, 신뢰가 핀테크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핀테크와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에 관한 선행 연

구를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을 

위해 구성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제Ⅳ장에서는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설정된 가

설들을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검증하고, 제Ⅴ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2.1 핀테크

  핀테크(FinTech)는 금융을 지칭하는 Finance

와 정보기술을 의미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

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모바일 결제, 모바

일 송금, 온라인 관리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박정국, 2015; 이경전 외, 

2016). 

  핀테크가 기존 전자금융과는 여러 면에서 차

이를 보이는데, 전자금융이 기존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지속적인 혁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

다면 핀테크는 기존 금융업의 가치사슬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인 혁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강선희, 2016). 기술을 핵심요소로 두는 금융

서비스 혁신 측면에서 핀테크와 기존의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과 유사하지만, 핀테크 분

야의 기술은 모바일,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 빅

데이터를 비롯하여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등 다양한 기술을 포괄한다. 

  핀테크는 비 금융기관인 글로벌 ICT 기업들

이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기술이

며, 혁신적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과거 영업장에서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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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금융서비스와는 달리 비

대면 중심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하여 해

당 기술의 장점을 살려 활용하며, 언제 어디서

나 고객이 중심이 되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서비스다. 이는 기존 금융업을 뛰

어넘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비금융

기관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

다. 1990년대부터 도입되어 선진국에서는 미래

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분류되었으나 도입 초

기에는 보안적인 문제로 이용자들이 기피하고 

제도적 시스템의 미비, 기술적인 제약으로 관심

을 받지 못했던 분야였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아이폰의 등장으로 모바일 인터넷 시장이 성장

하면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ICT 기업 및 비금융기업의 금

융업 진출에 대한 높은 규제장벽으로 은행 시스

템과 ICT와의 융합이 해외 ICT기업과 금융업

의 융합에 비해 비교적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

2.2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Davis의 기술수용모델(TAM :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Fishbein과 Ajzen의 합리

적 행동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차원’의 ‘자발적’ 정보시스템 사용행태를 

설명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매우 광범위한 정

보기술에 대한 최종사용자의 행동을 설명함에 

있어 간명하면서도 이론적 근거도 풍부하게 가

지고 있는 모형이다(김종원과 김은정, 2005), 

이 모형은 단순하지만 강한 설명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상품 혹은 서비스가 등장

하는 초기에 채택 및 지속적 사용의도를 설명하

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새로운 정보기술을 수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사용 의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와 지각된 사용 용

이성(Perceived Ease of Use)라는 두 가지 신념

변수를 제시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들

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사용자가 정보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정도를 의미

하며, 지각된 유용성은 특정 정보기술을 이용하

는 것이 개인의 업무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사용자가 믿는 정도를 말한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의 잠재적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정보기술의 수용을 예측하고 설명하

는데 유용하다고 검증된 기술수용모델을 토대

로 사용자의 혁신성, 지각된 용이성, 핀테크 보

안이 지각된 유용성, 신뢰 및 사용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

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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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핀테크 보안

지각된
유용성

신뢰

핀테크
사용의도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3.2.1 지각된 유용성

  핀테크와 같은 빠른 확산을 보이는 정보기술

은 잠재적 수용자들에게는 하나의 혁신으로 간

주될 수 있으며, 핀테크 사용자들의 수용을 설

명,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 

혁신성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

데 일반적으로 혁신성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내적인 성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의 내재

적 특성으로 규정되는 혁신성은 혁신 제품에 대

한 채택 행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다

(Midgley and Dowling, 1978). 이러한 혁신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의 매개 

작용을 통하여 사용자의 행위 의도에 간적접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Lewis et al., 

2003; Lu et al., 2005).

  Venkatesh(2000)는 정보기술의 사용이 쉬우

면 쉬울수록 사용자가 더 유용한 것으로 지각한

다고 하였으며, Davis(1989)는 TAM모형에서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주어 정보기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

였다. 다수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도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

다(윤승욱, 2004; 구자철 외, 2006). 또한 이동

현 외(2006)는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의 보

안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지각된 유용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사용자의 혁신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핀테크의 보안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핀테크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79 -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신뢰

  Gefen(2003)은 기업의 웹사이트가 사용하기 

어렵거나 중요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면 기업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가 떨어진다고 하였으며, 구

자철 외(2006)은 모바일 뱅킹에서 사용 용이성

이 높으면 신뢰가 향상 될 것이라고 하였다.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

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안에 대한 염려를 들고 

있을 정도로 인터넷 환경에서 보안에 관한 중요

성은 커지고 있다(Godwin, 20001). 인터넷 쇼핑

몰에서 업체들의 보안 수준은 업체에 대한 신뢰

에 영향을 미치고 거래에 대한 태도 및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선경, 2004; 나윤규, 

2010). Yousafzai et al.(2003)의 인터넷 뱅킹 수

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각된 보안과 지각된 개

인 정보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보안과 신뢰의 관계에 대해 이웅규

(2007)는 보안의 취약성에서 기인하는 불확실

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유일과 최혁라(2003)는 지

각된 보안통제와 지각된 프라이버시 통제가 신

뢰 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

였다.

  신뢰 변수에 TAM의 핵심변수인 지각된 유

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을 포함하여 전자상

거래 수용 요인들을 실증 분석한 연구들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Circu et al., 2000; Gefen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사용자의 혁신성은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핀테크의 보안은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6: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신뢰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7: 지각된 유용성은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2.3 사용의도

  Davis(1989)의 TAM 연구와 후속 연구들을 

통하여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정보기기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수용의도, 사

용행위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예측변수임이 입

증되어 왔다. 또한, 모바일 인터넷,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의 지각된 사용 용

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의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윤승욱, 2004; 강재은과 김두경, 2011; 이

민화, 2003; 노미진, 2010; 한미란 외, 2010). 사

용에 대한 태도와 사용에 대한 행위 의도는 파

악하기 어렵지 않은 관계로 지각된 사용 용이성

과 지각된 유용성을 바로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연관지어 분석하는 경우도 많다(Staub et al., 

1995).

  인터넷 쇼핑에 관한 기존 연구들도 신뢰와 이

용의도 간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Chircu et al., 2000; Gefen et al., 2003). 핀테크 

서비스의 경우, 지극히 개인적인 금융정보가 활

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개인의 정보 보안을 

고려하게 되고 이는 사용의도에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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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 요인이 된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방

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경험해

야 하는 사용자에게 보안, 지각된 유용성, 신뢰

는 매우 중요한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8: 핀테크 보안은 핀테크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지각된 유용성은 핀테크 사용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 신뢰는 핀테크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화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연구

모형에 나타난 변수들을 아래와 같이 조작적 정

의를 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Likert 7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3.3.1 혁신성

  혁신성은 자신이 속한 시스템 내의 다른 구성

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먼저 혁신을 수용하는 정

도를 말한다(Rogers, 1983). 새로운 생활방식, 

제품, 소비패턴을 상대적으로 먼저 수용하는 정

도를 의미하며, 혁신성은 소비자의 혁신 수용여

부와 수용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

로 언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사용자의 혁신

성이란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해 우호적이며 남

들보다 먼저 시도해 보려는 개인적인 성향을 말

한다. Pearson(1970)과 Venkatraman과 Price 

(1990)의 연구를 토대로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는 정도, 새로운 매체나 최신 장비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즐거운 정도, 신제품을 조작하는 

것이 익숙하며 사용법을 금방 익히는 정도 등 

4개 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2 지각된 사용 용이성

  본 연구에서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핀테크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노력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사용자가 믿는 정도를 

말한다(Davis, 1989). Davis(1989), 윤승욱

(2004)과 구자철 외(2006)의 실증연구에서 이

용한 측정문항을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쉽게 익힐 수 있는 정도, 사용하기 쉬

운 정도, 이용 방법이 어렵지 않은 정도 등 3문

항을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3 핀테크 보안

  보안은 보안과 안전이 보장되는 속성을 의미

한다(문용은과 정유진, 2004). 노미진과 장형유

(2011)는 보안을 모바일 뱅킹 서비스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개인의 

우려로 정의함으로서 보안 위험의 의미를 포함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용은과 정유진(2004)의 연

구와 노미진과 장형유(2011)의 연구를 토대로 4

개의 문항을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4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용성은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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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 성과를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개인이 특정 정보기술을 사용한다면 자

신에게 더욱 더 유용할 것이라고 믿는 신념의 

정도를 의미한다(함흥식, 2004). 즉 지각된 유

용성은 정보시스템 효과성에 대한 사용자의 인

지된 평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를 사용하는 것이 업무 

성과를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정

의하고 유용할 것 같은 정도,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정도, 시간이나 비용이 절감될 것 같은 

정도, 도움이 되는 정도 등 선행연구를 토대로 

5개 문항을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함흥

식, 2004).

3.3.5 신뢰

  신뢰는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말에 의지할 

수 있다는 일반화된 기대를 의미한다(Rotter, 

1971).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이 

이타주의적이고 유익하다고 여기는 기대를 의

미하기도 한다(Frost et al., 1978). 본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정확한 처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좋은 평판으로 인

한 믿음, 데이터 및 서비스를 손상시킬 수 있는 

공격에 대해 시스템이 저항 할 수 있는 역량 등 

3문항을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Kim et 

al., 2009).

3.3.6 핀테크 사용의도

  본 연구에서 사용의도는 핀테크 미사용자가 

사용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Davis(1989), Gefen 

et al.(2003)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2문항을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Ⅳ. 자료수집 및 실증분석

4.1 표본설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모바일 메신

저인 카카오톡의 모바일 결제서비스인 ‘카카오

페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카카오페이는 카

카오톡 안에 사용자의 신용카드를 등록한 후, 

다양한 곳에서 결제시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간단

한 비 번호만 입력하여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이다. 2014년 9월 서비스를 시작으

로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수 500만 명을 

돌파하고 현재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경쟁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스마트폰 사용

자의 약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내에 탑재되어 있어 별도의 앱을 필요치 않는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증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핀테크 사용한 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응답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

다. 정보기술 사용에서 사용자의 경험은 사용자

가 정보기술을 사용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느끼

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 경험을 의미한다. 새

로운 영역에서의 사용의도에는 사전 경험이 중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잠재적 사용자들의 최초 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

는 요인을 찾고자 미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증분

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총 258부였으며 이중 불

성실한 응답과 심각한 중심화 경향을 나타낸 설

문을 제외하고 255부의 설문자료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먼저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인 인구통

계학적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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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구의 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설 검증을 

위해 경로분석을 사용하여 각 변수간의 관계와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IBM SPSS Statistics 23과 AMOS 23

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설펴보면 총 255명의 응답자중 남성은 

107명(41.96%)이었고, 여성은 148명(58.04%)

로 나타났다. 연령은 19세∼24세가 196명

(76.86%)으로 나타났으며 25세∼29세가 58명

(22.75%), 30세 이상이 1명(0.39%)로 나타났다.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개념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고, 고유치

(eigenvalue)는 1.0이상을 기준으로, 요인 적재

치는 0.5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을 추출하였

다. 요인회전방식은 직교회전인 배리맥스

(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1>과 같이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최저 0.735에서 

최고 0.944의 범위로서 비교적 높은 값을 가지

고 있으며, 전체 분산의 설명 정도는 76.694%

를 나타냈다. 한편 매개변수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이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최저 0.741에서 최고 0.858의 범위로서 높은 값

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분산의 설명 정도는 

72.249%를 나타냈다. 종속변수의 요인분석 결

과는 <표 3>과 같이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

으며, 86.842%의 전체 분산의 설명정도를 나타

내고 있다. 또한 모든 변수의 Cronbach’s ɑ 값이 

0.799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측정항목 공통분산
Varimax 회 후의 구성요소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ɑ

요인 1 요인 2 요인 3

보안

핀테크 보안 2 .849 .919 .046 -.038 .846

.901
핀테크 보안 1 .804 .896 .021 -.002 .863

핀테크 보안 3 .762 .872 .020 -.017 .875

핀테크 보안 4 .676 .821 .005 -.041 .901

혁신성

혁신성 3 .800 .024 .894 .018 .773

.852
혁신성 1 .742 -.017 .861 -.013 .798

혁신성 2 .700 -.011 .836 -.039 .814

혁신성 4 .569 .088 .735 .143 .859

용이성

용이성 2 .891 -.010 -.020 .944 .824

.908용이성 3 .837 -.058 .029 .913 .875

용이성 1 .808 -.022 .089 .894 .901
eigen값 3.096 2.791 2.549

분산비(%) 28.142 25.376 23.175
누적분산비(%) 28.142 53.518 76.694

요인추출방법 :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1> 독립변수의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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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공통분산
Varimax 회 후의 구성요소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ɑ

요인 1 요인 2

유용성

유용성 4 .783 .858 .216 .870

.902

유용성 1 .775 .832 .287 .871

유용성 2 .756 .813 .308 .874

유용성 5 .716 .792 .299 .881

유용성 3 .592 .736 .223 .905

신뢰

신뢰 1 .723 .199 .827 .752

.799신뢰 3 .743 .251 .825 .702

신뢰 2 .693 .379 .741 .724

eigen값 3.505 2.275

분산비(%) 43.808 28.442

누적분산비(%) 43.808 72.249

요인추출방법 :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2> 매개변수의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측정항목 공통분산
구성요소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ɑ

요인 1

사용의도
핀테크 사용의도 1 .868 .932 .737

.848
핀테크 사용의도 2 .868 .932 .737

eigen값 1.737
분산비(%) 86.842

누적분산비(%) 86.842

요인추출방법 : 주성분 분석

<표 3> 종속변수의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4.3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및 연구가설

의 검증

4.3.1 연구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모수들을 추정하기 위

해 모수추정법으로 추정 변수들의 정규 분포성

을 가정하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였다. AMOS 23.0을 사용하

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4>와 같이 χ2=0.328(p=0.721), GFI=0.999, 

AGFI=0.991, CFI=1.000, NFI=0.998, RMR= 

0.005, RMSEA=0.000으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

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사용자의 혁신성, 보

안, 지각된 용이성 및 인지된 유용성과 신뢰와 

사용의도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내생변수들에 대한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보면 지각된 유용

성은 26.1%, 신뢰 48.8%, 핀테크 사용의도는 

51.2%로 나타나 모든 구성개념에 대한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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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Falk and Miller(1992)가 제시한 10%를 상회

하고 있으므로 모형의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3.2 연구가설의 검증

  핀테크 사용자의 혁신성, 핀테크 보안, 지각

된 사용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신뢰 및 핀

테크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가설은 유의수

준 5% 기준으로 검정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들의 실증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1) <가설 1, 2, 3>의 검증 결과

  핀테크 사용자의 혁신성, 핀테크 보안, 지각

된 사용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혁신성(t=4.209, p=0.000)과 지

각된 용이성(t=7.676, p=0.000)은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핀테크 보안

(t=-2.631, p=0.009)은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vis et al.(1989)이 제시한 지각된 사용 용

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다수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Adams and Todd, 1992; 

Hendrickson et al., 1993; Igbaria and Davis, 

1995; Venkatash, 2001).

(2) <가설 4, 5, 6, 7>의 검증 결과

  핀테크 사용자의 혁신성, 핀테크 보안, 지각

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이 신뢰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혁신성((t=0.383, 

p=0.702)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핀테크 보안(t=-6.394, p=0.000)은 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지각된 사용 용이성(t=4.529, p=0.000)과 

지각된 유용성(t=8.723, p=0.206)은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 8, 9, 10>의 검증 결과

  지각된 유용성(t=8.609, p=0.000)과 신뢰

(t=-4.366, p=0.000)는 핀테크 사용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에 

대한 신뢰가 사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는 선행의 인터넷 뱅킹의 신뢰가 

사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

Category Fit Index Acceptance Value Result

절대

부합

지수

χ2/degree of freedom ≤3.00 0.328

p-value ≥0.05 0.721

RMSEA ≤0.08 0.000

RMR ≤0.05 0.005

GFI ≥0.90 0.999

AGFI ≥0.80 0.991

증분

적합

지수

NFI ≥0.90 0.998

RFI 1.0 approximation 0.989

CFI ≥0.90 1.000

<표 4> 연구모형의 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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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와 일치한다(Gefen et al., 2003).

  핀테크 보안(t=-3.073, p=0.002)은 사용의도에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핀테크 보안은 인터넷 뱅킹 연구에서 인

터넷 뱅킹이 일반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많은 사용자들이 인터넷 뱅킹의 기술적인 안

정성에 의심을 갖고 있다는 배경에서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 소비자들의 보안에 대한 두려움은 

개방성과 거래 당사자들이 시공간적으로 떨어

져 있다는 인터넷 고유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

으로 핀테크와 유사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

다. 

Ⅴ. 결 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핀테크는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다. 핀

테크가 성장초기 단계로 무서운 속도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확산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실

정이다. 

  국내 핀테크 도입은 초기 단계로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마련이 시급하다(이경전 외, 2016). 

국내에서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이 늦어지게 

되면 해외 핀테크 기업에게 국내 금융시장 및 

고객을 내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최근 화두가 

가설
가설경로 가설

방향
경로계수

(표 화 추정치)
t값 P R2 결과

From To

가설1 혁신성 →

지각된

유용성

+ .228 4.209 0.000

0.261

채택

가설2
핀테크보

안
→ - -.142 -2.631 0.009 채택

가설3

지각된

사용 

용이성

→ + .416 7.676 0.000 채택

가설4 혁신성 →

신뢰

+ .018 0.383 0.702

0.488

기각

가설5
핀테크보

안
→ - -.292 -6.394 0.000 채택

가설6

지각된 

사용

용이성

→ + .227 4.529 0.000 채택

가설7
지각된

유용성
→ + .456 8.723 0.000 채택

가설8
핀테크보

안
→

핀테크

사용

의도

- -.146 -3.073 0.002

0.512

채택

가설9
지각된

유용성
→ + .476 8.609 0.000 채택

가설10 신뢰 → + .257 4.366 0.000 채택

<표 6>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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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핀테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

하였다는 점이다. 핀테크 산업의 잠재적 주고객 

집단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핀테크 사용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핀테크 미사용자들의 사용의도를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핀테크 미사용자의 사

용의도와 사용자 혁신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핀테크 보안 및 지각된 유용성, 신뢰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을 

바탕으로 실증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먼저, 사용자의 혁신성과 지각된 용이성 및 

핀테크 보안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용자의 혁신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 및 핀테크 보안은 모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용자의 혁신성, 지각된 용이성, 핀테

크 보안과 지각된 유용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다. 사용자의 혁신성은 신뢰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

안,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은 신뢰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보안, 지각된 유용성 및 

신뢰가 핀테크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핀테크 미사용자들

의 보안에 대한 우려가 핀테크 사용의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핀

테크의 경우 스마트폰 분실로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 전자금융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는 금융환경 등으로 인해 핀테크 보안이 

사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

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기술을 수용함에 있어 일반적인 소비자들

은 기존방식의 익숙함에 의해 변화하기 싫어하

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재 상태를 유지

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반면, 혁신적 성향을 가

진 사용자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려는 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핀테크에서의 보안은 

미사용자들의 사용 의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핀테크 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소비자가 느끼는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정보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소비자 정보 보호 정책 및 보

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의 연구방향은 다음

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핀테크 미사용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핀테크 사

용의도에 경험 여부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핀테크 사용 

경험이 있는 집단과 미사용 집단을 구분하여 집

단간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카카오페이와 핀테크에 대해 알고 있으며 새로

운 기술 수용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대상을 선

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다보니 20대 대학생

으로 편중되게 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대

상의 표본을 사전에 잘 추출하여 편향성을 줄이

고 연구의 일반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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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본 연구는 핀테크 중 카카오페이만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일반

화하는데 무리가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기 때

문에 핀테크 결제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응답자

를 대상으로 분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사용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용자의 혁신성, 핀테크 

보안,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및 신

뢰를 제시하였다. 추가적인 보다 다양한 요인들

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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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Intention to Use 
Fintech

Eun Jung Kim․Joo Hyun Kim․Jong Weon Kim

Purpose

Fintech has been recently drawing extensive attention all over the world as the innovative trend 

that will change the future of the global financial industry. However, fintech has been mostly 

focusing on the payment service in the embryonic stage in Korea. This paper will investigate the 

approach to increase the intention to use for those who do not use fintech at present.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innovation of users and the perceived ease-of-use 

and security on the intention to use through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confidence. The 255 

survey responses were used to verify research hypotheses through covariate structural equation 

model.

Finding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was found that innova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erceived usefulness, but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confidence. The perceived usefulnes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confidence. Moreover,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confidenc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ntion to use. Meanwhile, it was identified that 

the security perceived by those who do not use fintech had a negative impact on perceived 

usefulness, confidence, and intention to use related to fintech. Accordingly, fintech service providers 

need to determine an approach to help customers to have a positive perception on the security 

of fintech. 

Keywords: Fintech, Technology Acceptance Model, Use Intention,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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