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 보급의 확산으로 모바일트래

픽이급증하며모바일채널을통한금융거래가증가하며

핀테크산업이양적, 질적으로성장하고있다. 이결과전

세계핀테크시장규모는 2021년까지연평균 20.5%씩성

장 US$6,962B에이르며, 국내의경우연평균 18.5%씩성

장 US$51B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1]. 기존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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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전문은행은 2017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그 한계점에 대한 이슈 역시 계속

대두되고있다. 특히점차경쟁이심화되는핀테크시장에서인터넷전문은행의지속적성장을위해금융소비자에대한이

해가중요하다. 이에본연구는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소비자태도실증을위해서비스전환의도분석에다수활용된 PPM

이론을적용하여금융소비자의서비스전환의도를확인하였다. 연구목적달성을위해카카오뱅크사용자를대상으로설문

을진행하여수거한총 132부의데이터를 Smart PLS 3.0을 통해분석을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푸시효과와풀효과가주거

래은행전환의도에정(+)의 영향을미치는것을확인하고, 무어링효과가주거래전환의도에미치는영향에사용자의카카오

뱅크사용정도가영향을미치는것을확인하였다. 본연구를통해기존서비스전환연구에활용되던 PPM이론의활용범위

를 핀테크 서비스로 확장 하였으며, 실무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확산 전략 수립에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향후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다양한 소비자 태도를 설명하는 연구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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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net only banking has been spreading rapidly since it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since 2017, but 
issues regarding its limitations continuously are rising. In this research, consumers’ intention to switch have been 
empirically demonstrated toward the internet banking by applying the PPM theory. To achieve a purpose of the 
research, survey targeting total 132 person who have experiences of using KaKaobank have been implemented by 
using Smart PLS 3.0. In conclusion, it has been verified that the push and full effec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onsumers’ intention to switch main bank and the degree of usage of KaKaobank have significantly influences on 
relation between mooring factor and consumers’ intention to switch main bank. Through this study, the scope of 
the PPM theory applied in previous researches regarding consumer’s service transition shall be extended to Fintech 
service and practically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strategy to enter the Internet only bank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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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핀테크 기업의 송금, 지급결제, 대출중개, 자산관

리등사업영역확장과기존오프라인은행의온라인 

모바일 서비스 강화로 인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또한

2017년 4월 K뱅크의영업개시이후인터넷전문은행역

시 금융서비스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뒤이어

7월에 출범한 2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 뱅크는 출

범 이후 개설 계좌 수 및 대출 규모와 예적금 규모가 기

존모바일뱅킹서비스나K뱅크의확산속도를능가하여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처럼 인터넷 전문은행은 출범 이후 빠르게 성장 중이지

만, 급격한 금융서비스 시장의 변화에서 제대로 자리 잡

기위해서는금융소비자의특성과니즈를파악하고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다 대부분 선행연구는 기존 오

프라인 기반 은행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와 관련 연구

[2-4], 혹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해외 사례, 설립 관련 이

슈연구 [5-7]등이주를이루고있는반면, 인터넷전문은

행 소비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서비스 전환 연구에

활용되던 PPM이론을 활용하여 금융 소비자의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의 서비스 전환요인을 탐색하고, 전환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오프라인 기반 은행의 온라인

뱅킹 서비스에 비해 미미했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탐색한다는 이론적 기여는 물론 경쟁이

심화되는인터넷전문은행의전략수립에실무적기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1장 서론에 이어 2장 관련 연구 부

분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 전환의도 그리고 PPM

이론 관련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를제시한다. 3장에서연구모형및가설을제시하고 4장

에서연구방법에대해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본

연구의 학문적, 실무적 기여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국내 은행법령에 따라 “전자금

융거래의 방법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이라 정의되

고, 유형의 영업점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소비자 금융 특화 은행을 일

컫는다[8]. 이전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소수의 오프라인

영업점을포함하는형태 (Internet primary bank)를 일컫

는 말이었다[9,10]. 하지만 일체의 영업점 없이 인터넷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은행의 형태(Internet only bank)

를 지칭하는 단어로 점차 사용되고 있다[11]. 다수의 연

구에서 은행에 의해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인터넷 뱅킹

(Internet banking)과 인터넷 전문은행(Internet only

bank)은 그 특성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고 제시하였다

[2,12]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으로만 영업활동을 하는 은

행의 의미로 한정하였다.

인터넷 전문은행의도입은 한국이 2017년 4월에 시작

된 데 비해 해외에서는 2000년도 초반부터 도입, 확장되

어 왔기에 그 역사가 길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 몇 가지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13].

첫째, 무점포정책을통해고정비를줄여수신금리측

면에서 높은 금리를 제공하거나, 중금리 수준의 대출금

리를 제공하는 등 금리와 수수료 측면에서 혜택을 제공

한다. 둘째, 비대면방식의계좌개설및온라인서비스를

통한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계좌개설을 위한 비대면 확인

및자체데이터를통한대출가능여부판단등기존은행

에 비해 간소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차별화요소에도불구하고인터넷전문은행은

몇 가지 위험요소를 갖는다. 우선, 시중은행은 지금까지

축적된경험과기술력을바탕으로인터넷뱅킹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핀테크 업체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의

장점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이들과는 다른

경쟁력을갖추는것이필요하다[14]. 또한인터넷환경에

서의 거래에 대해 보안과 금융사기 방지에 대한 리스크

가 존재한다.

2.2 서비스 전환의도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

다. 대출, 송금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핀테크서비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오프라인 은행은 온라인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확장 중이기 때문이다.

전환의도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불만을 느끼고 그 서

비스의이용을중단하거나규모를줄이려는것으로써타

사 제품이나 서비스로의 전환을 의미한다[15,16].

서비스의종류가다양해지고경쟁이심해질수록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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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서비스 전환 역시 쉬워진다

[17]. 또한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전환하는 과정은

불만족뿐 아니라 서비스 매력도, 전환비용, 소비자의 특

성등다양한요인의영향을받는다. 이러한이유로소비

자의전환의도분석은소비자의행동을종합적으로이해

하는데매우중요한과정이며[18,19], 다양한서비스분야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특히 핀테크 서비스 관련 연구에서 기업과 금융소비

자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통한 서비스 도입 및 지속

사용의도측정을위한연구들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20,21].

2.3 PPM 이론
PPM이론은 인구의 이주와 관련한 연구에서 주로 사

용되던 이론이었으나, 기존 거주하던 지역에서 다른 지

역으로 인구가 옮겨간다는 것과 기존 이용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사용자가 옮겨가는 것이 유사한 맥락을

갖는것을바탕으로마케팅이나 IS분야에서서비스제공

자에 대한 개인의 전환 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

적근거로 활용되고있다[22,23]. 특히최근 스마트인증,

통합단말시스템, 온라인뱅킹등핀테크관련소비자전

환행동관련연구에도적용되었다[24,25]. 따라서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기존 오프라인 은행과의 경쟁 사이에 놓

인온라인전문은행의상황을고려하면, PPM 이론은온

라인 전문은행 사용자의 전환 행동 연구에도 적합하다.

PPM 이론은 소비자 전환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을 푸시요인(Push Factor), 풀요인(Pull Factor), 무어링

요인(Mooring Factor) 으로세분화하여종합적으로분석

하게 된다.

첫째, 푸시 요인은원래있던지역의부정적인요인으

로 인해 이주가 발생한다는 개념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에서현재소비자가전환을유발하는불만족요인

을 의미한다.

둘째, 풀요인은 이주하려는 지역의 긍정적 요인으로

인해이주가발생한다는개념으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특성이라고 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무어링 요인은 앞서 설명한 두 요인에 대

한방해요인으로볼수있으며, 주로개인적, 상황적또는

환경적 제약에서 발생한다. 서비스 변경으로 발생하는

전환비용, 사람간의 관계, 경험 등이 대표적인 요인이다.

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연구는 PPM이론을토대로한프레임워크를통해

다음의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푸시-풀-

무어링요인을직접적인설문항목으로측정하기엔내용

이 광범위하므로, 푸시-풀-무어링 요인을 2차 요인으로

설정, 인터넷 전문은행과 카카오뱅크의 상황에 적합한 1

차 요인을 그 하위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3.2.1 푸시요인 (Push Factors)
기존 서비스 관련 연구에서는 만족과 전환 의도 간에

부(-)의 상관관계가있음을확인하였다[22]. 지금까지온

라인 뱅킹, 핀테크 관련 연구에서 서비스 불만족 요소로

보안에대한위험(Privacy risk), 은행으로써의전문성등

이 제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뱅킹 서비스

불만족 요소를 하위항목으로 설정하여 다음의 가설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카카오뱅크의푸시요인은카카오뱅크로의주

거래 전환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풀요인 (Pull Factors)
풀요인은 서비스산업에서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자의

서비스 매력도(Attractiveness of service)라고 볼 수 있

으며, 이는소비자가전환해오도록하는행동에정(+)의

영향을미침을확인하였다[26]. 본 연구에서는우수한서

비스의 제공을 서비스 매력의 요소로 간주하여, 인터넷

전문은행의 서비스를 서비스 퀄리티 측정 요소 중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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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편리성, 공감성, 반응성에 적용하였다. SERVQUAL

측정항목 중 신뢰성은 푸시요인의 보안의 위험과 같은

맥락으로 판단하여 Pull Factor의 측정에서는 제외하였

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풀요인은 주거래 전환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무어링요인 (Mooring Factors)
무어링요인은사용자가전환을주저하게만드는요인

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관계나 타성(Inertial), 전

환비용등이지금까지사용하던서비스를전환하지않게

하는요인으로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카카오뱅크의

경우 기존 카카오브랜드의 서비스 경험 정도, 핀테크 서

비스의이용경험여부가사용자들의인터넷전문은행특

히카카오뱅크로서비스전환의도에영향을미치는중요

한 요인이라 판단하여 다음의 가설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무어링요인은 카카오뱅크로의 주거래 전환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서비스 이용경험
정보시스템 사용 경험은 시스템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다양하게 연구되어왔다[27,28].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신기술 경험기간이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거나[29], 사용경험빈도가 높으면 요

구하는 품질속성의 수준이 달라지는 등[30] 서비스 경험

이 사용자의 이용 행태 및 태도에 조절변수로써 영향을

미치는것을확인하였다. 따라서사용빈도, 이용상품다

양성, 사용기간등서비스이용수준에따라주거래전환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을 간주하여 다

음과 같이 가설 4~6을 설정하였다.

가설4 : 서비스이용수준에따라푸시요인이주거래

전환의도에미치는영향에차이가있을것이다.

가설 5 : 서비스 이용 수준에 따라 풀 요인이 주거래

전환의도에미치는영향에차이가있을것이다.

가설 6 : 서비스이용수준에따라무어링요인이주거

래전환의도에미치는영향에차이가있을것

이다.

4. 연구방법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의 구성

설문항목작성을위해연구모형변수들을측정가능

한형태로재정의하는작업을수행하였다. 이를위해변

수의 조작적 정의와 검증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측정 항

목을 선정하였고, 이를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에 적합한

형태의 정의로 일부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이 결과는 다

음의 Table 1과 같다.

Variable Attribution Operational Definition Ref.

Push
Effects

Domain
expertise

The degree to which it is
recognized to carry out the
role of existing banks

[13]

Security
risk

The degree of threat which
the Kakao bank users
perceive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accurate maintenance and
security of transaction records
and its stability

[31],
[32]

Pull Effects

Tangibility

Physical and visual elements
of the system (configuration of
the visual content on the
screen, the type of content
and a menu of the
application)

[33]
Convenience

The degree to which users
can easily use the KaKao
bank (usability, easy of search
and procedure)

Empathy
The degree to which it is
provided with personalized
services and communication

Responsiven
ess

The degree to which it is
timely and immediately
provided with services and
information which
customers want

Mooring
effects

Fintech
experience

Whether to use Fintech
service such as mobile banking

[30]

Kakao
experience

Whether to use Kakao service
such as Kakao talk, Kakao
map etc

[30]

Intention to Switch
The intention of switching their
main bank

[34],
[35]

Degree of
Kakaobank Usage

(Control)

Mobile handset subsidy from
other service providers

[30]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4.2 자료의 수집과 응답자 특성
본 연구는 Google 설문지로 작성한 설문지를 링크를

통해 배포하여 2017년 12월 1달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

다. 설문 대상은 인터넷 전문은행 중 카카오뱅크를 이용

한경험이있는 20대~50대 개인을대상으로하였으며, 회

수된 162개의설문중연구에부적합한응답을제외한총

132개의응답을연구분석에사용했다. 설문참여자의특

성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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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 Classification Frequency %

Gender
Male 36 27.3

Female 96 72.7

Age

20-29 63 47.7

30-39 63 47.7

40-49 6 4.6

Education

High school 14 10.6

University 62 47.0

Post graduate 56 42.4

Table. 2. Sample characteristics (N=132)

5. 데이터 분석 및 가설검증
5.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은 Smart PLS 3.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기반으로 한 측정 모델의 검증과 구

조모델의검증 2단계접근법에따라수행하였다. PLS를

통해 분석할 경우,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토해야 한다[36].

이에 따라본연구에서는개념이측정변수를통해잘측

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수렴 및 판별타당성 분석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다음의세가지기준을통해수렴타

당성평가를수행하였다. 첫째, 해당변수와각항목과의

관련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경로계수(Standardized

path loadings) 값이 0.7보다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한다. 둘째, 각 변수에 대한 CR(Composite

Reliability)값과 Cronbach’s Alpha값이 0.7보다 큰지 확

인 한다[37]. 마지막으로 각 변수에 대한 평균추출분산

(AVE)이 0.5 이상인지를 확인한다[38].

5.1.1 1차요인 (1st Order Factor) 수렴 타당성 
1차 요인의 경우, 푸시 요인의 은행으로써의 전문성

(Domain Expertise, Exp), 보안의 위험(Security Risk,

Risk) 각각의 부하요인 값 부하요인 값(Std. Loading)이

0.6이상, AVE가 0.5 이상, CR값이 0.7이상, Cronbach's

Alpha가 0.7이상, t-value가 1.96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풀 요인의 유형성 (Tangibility, Tan), 편리성

(Convenience, Con), 공감성 (Empathy, Emp), 반응성

(Responsiveness, Res)의 각각의 부하요인 값(Std.

Loading)이 0.6이상, AVE가 0.5 이상, CR값이 0.7이상,

Cronbach's Alpha가 0.7이상, t-value가 1.96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무어링 요인의 경우도 역시, 핀테크 서비스

이용경험(Fintech experience, Fex), 카카오 서비스 이용

경험(Kakao experience, Kex) 각각의 부하요인 값(Std.

Loading)이 0.6이상, AVE가 0.5 이상, CR값이 0.7이상,

Cronbach's Alpha가 0.7이상, t-value가 1.96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통계적으로유의미하여모든요인에

대해 수렴타당성은 확보되었다. 또한, AVE의 제곱근 값

이변수간상관관계값보다크므로 Table 3과같이타당

성을 확보하였다.

Factor Item
Std.
Loading

t-
value

AVE CR
Cronbachs
Alpha

Exp
Exp1 0.86 21.50

0.80 0.92 0.87Exp2 0.86 14.29
Exp3 0.95 76.91

Risk

Risk1 0.94 50.56

0.85 0.96 0.94
Risk2 0.95 78.43
Risk3 0.94 53.25
Risk4 0.86 14.90

Tan

Tan1 0.93 43.83

0.87 0.97 0.95
Tan2 0.93 42.85
Tan3 0.92 31.85
Tan4 0.96 72.56

Con

Con1 0.87 15.99

0.62 0.87 0.79
Con2 0.73 13.41
Con3 0.84 16.19
Con4 0.70 6.09

Res
Res1 0.88 20.98

0.76 0.91 0.85Res2 0.88 24.70
Res3 0.86 23.56

Emp
Emp1 0.56 2.19

0.61 0.82 0.70Emp2 0.81 11.28
Emp3 0.93 55.33

Fex
Fex1 0.92 12.46

0.83 0.91 0.79
Fex2 0.90 9.38

Cex
Cex1 0.90 12.46

0.81 0.89 0.76
Cex2 0.90 14.26

Table 3. Convergent Validity of 1st Order Factor

판별 타당성은 AVE 제곱근 값이 변수간의 상관계수

들보다 큰 경우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39,40]. 1차 요인의판별타당성검증결과 Table 4와같

이 AVE의 제곱근 값이 변수 간 상관계수의 값보다 커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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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Risk Tan Con Res Emp Fex Cex

Exp 0.89

Risk 0.82 0.92

Tan 0.68 0.47 0.93

Con 0.66 0.48 0.87 0.79

Res 0.48 0.51 0.50 0.55 0.87

Emp 0.69 0.61 0.57 0.71 0.61 0.78

Fex 0.17 0.02 0.40 0.27 0.10 0.01 0.91

Cex 0.61 0.52 0.61 0.65 0.15 0.43 0.35 0.9

(Note: The loading digonal shows the square root of AVE of each
construct)

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of 1st order Factors 

5.1.2 2차 요인(2nd Order Factor) 수렴 타당성 
풀 요인, 푸시 요인, 무어링 요인 그리고 주거래 전환

의도 변수는 모두 각각의 부하요인 값(Std. loading)이

0.6 이상이고 AVE가 0.5이상, CR값과 Cronbach's Alpha

가 0.7이상, t-value가 1.96이상으로 측정되어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반면, 무어링 요인의 경우, 부하요인 값이

0.6보다작게측정되었으나, Formative construct의 경우

지표간 상관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내적일관성의

기준치를반드시넘을필요는없다는연구를확인하였다

[41].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Std.
Loading

t-
value

AVE CR
Cronbachs
Alpha

Push
Factors

Exp 0.95 22.50
0.75 0.96 0.94

Risk 0.95 33.12

Tan 0.90 8.69

Pull
Facors

0.53 0.94 0.93
Con 0.94 13.46

Res 0.75 5.59

Emp 0.78 7.22

Mooring
Factors

Fex 0.58 8.28
0.55 0.83 0.73

Kex 0.56 7.84

IS
IS1 0.93 9.57

0.68 0.81 0.70
IS3 0.70 3.14

Table 5. Convergent Validity of 2nd order Factor

Table 6에서처럼 판별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AVE의

제곱근 값이 변수간의 상관계수 값보다 크므로 본 모델

은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IS mooring pull push

IS 0.82

mooring 0.01 0.74

pull -0.41 0.51 0.73

push 0.06 0.40 0.67 0.87

(Note: The loading diagonal shows the square root of AVE of each
construct)

Table 6. Discriminant Validity of 2nd order Factor

5.2 가설의 검증
5.2.1 연구모델의 경로분석 및 가설의 검증
측정모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이후, Smart

PLS 3.0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해

구조모형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부트스프래핑의 리샘플

링(resampling)은 1000회로설정하였으며[42], 가설의채

택 및 기각 여부는 t-값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판단하였다. 본연구에서는양측 t-검정을수행하였으

며, 기준 p-값에해당되는기각역 t-값은 3.29 (p < 0.01),

2.58 (p < 0.01), 1.96 (p < 0.05)이다. 부트스트래핑수행

결과 푸시 요인은 주거래은행 전환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것이라는 가설 1은 유의수준 p < 0.01에서 가설

이 채택되었으며, 풀 요인이 주거래 전환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유의수준 p<0.001 수준

에서 채택되었다. 반면, 무어링 요인이 주거래 전환의도

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0.05의 레벨

에서기각되었다. 즉, 타통신사로의전환의도에영향을

미치는세가지요인(푸시, 풀, 무어링요인)에대한가설

검증 결과는 Fig. 2와 Table 7과 같다.

Fig. 2. Path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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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ypothesis β t-value sig. Result

H1 Push → IS -0.59 3.216 ** Accept

H2 Pull → IS 0.91 6.482 *** Accept

H3 Mooring → IS 0.25 1.572 - n.s

H4
Push * Kakao usage

→ IS
0.08 0.560 - n.s

H5
Pull * Kakao usage →

IS
0.115 1.010 - n.s

H6
Mooring * Kakao
usage → IS

0.30 2.876 ** Accept

Table 7. Path coefficient

5.2.2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효과검증 
본 연구에서는 카카오뱅크 이용수준이 카카오뱅크로

주거래 전환 요인과 전환 의도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지분석하기위해 PLS를 사용하여조절변수의효과를

분석하였다. PLS에서 조절효과의 크기는 상호작용항이

있는 경우와 상호작용항이 없는 경우의 설명력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절효과지수는 다음의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Fig. 3. Fomula for control effect index [42]

조절효과는 공식을 통해 계산된 값이 0.35 이상일 경

우 높은 효과, 0.15는 중간의 효과, 0.02 이하일 때 낮은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43].

본 연구의 가설 4~6을 검증하기 위해 적합성 f2 검정

을실시했다. 가설 4의푸시요인과주거래전환의도간의

관계에서카카오뱅크이용수준의조절효과검정을한결

과, f2=-0.021, 가설 5의 풀 요인과 주거래 전환의도간의

관계에서 카카오뱅크 이용수준의 조절효과 검정 결과는

f2=-0.023 그리고 가설 6의 무어링 요인과 주거래 전환

의도간의 관계에서 카카오뱅크 이용수준의 조절효과 검

정 결과 역시, f2=0.021로 조절효과의 크기는 모두 중간

(0.02<<0.15)인 것으로 확인했다.

다음으로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상

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의 부트스트래핑을 수행하였다.

1) : 조절효과지수, : 주효과모델(상호작용항포함이전모
델의 설명력), : 상호작용항 포함된 모델의 설명력

이결과앞서제시한 Table 7의 내용과같이푸시요인과

풀요인과카카오뱅크이용수준의상호작용효과는주거

래 전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무어링 요

인과 카카오 이용수준의 상호작용은 주거래 전환의도에

p<0.01 수준에서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했다.

따라서 푸시 요인과 풀 요인이 주거래 전환의도에 미

치는영향은카카오뱅크이용수준의정도에따라다르게

나타날것이라는가설 4와 5는 기각되었다. 반면, 무어링

요인이주거래전환의도에미치는영향이카카오뱅크이

용수준에따라달라질것이라는가설 6은채택되었다. 결

론적으로 사용빈도, 사용기간, 사용서비스 다양성 등의

카카오뱅크의이용수준이보안에대한위협, 은행으로써

의전문성등불만족요소나서비스매력도가주거래은

행을전환하게만드는데는조절변수로작용하지못하는

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핀테크에대한경험, 카카오브

랜드에 대한 경험 등 무어링 요인이 카카오뱅크로 주거

래전환을하는데직접영향을주지는않지만, 사용빈도,

사용기간, 사용서비스다양성등의카카오뱅크의이용수

준이증가하면, 잠재적으로주거래은행으로의전환의도

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 수 있다.

6. 결론 및 시사점
6.1 연구요약 
본 연구는 카카오뱅크 사용자에게 기존 사용 은행에

서 카카오뱅크로의 주거래 전환의도에 푸시 요인, 무어

링 요인, 풀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푸시요인은카카오뱅크로의주거래전환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금융소비자들에

게 카카오뱅크에 대한 은행업에 대한 전문성, 온라인 거

래에 대한 보안의 위협 등은 불만족 요인으로써 인지되

고 있어 카카오뱅크로 주거래 전환을 하려는 의도를 낮

추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풀 요인 중 카카오뱅크로의 주거래 전환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카카오뱅크의 시

스템의 유형성, 이용편리성, 신속 즉각적인 서비스의 제

공, 개인화된 서비스 등의 서비스 매력요소가 높을수록

카카오뱅크로의주거래전환의도가높아지는것을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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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 요인과 풀 요인의 베타값의 절대값을 비교해보

면푸시요인(0.59)보다 풀요인(0.91)의값이더크게나

타나는데, 이는 카카오뱅크 이용자들이 기존 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주거래 전환을 하는데 카카오서비스에 대

한 불만족요소보다 서비스 매력요소에 더 큰 영향을 받

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셋째, 무어링요인은카카오뱅크로의주거래전환의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불만족요인이나서비스매력도가주거래전환의

도에미치는영향은사용자의서비스이용수준이달라진

다고 해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핀테크서비스 이용경험, 카카오계정 서비

스이용경험등의무어링요인은카카오뱅크로주거래전

환의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는않지만, 카카오뱅크

서비스의이용정도가높아지면무어링요인이주거래전

환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첫째, 인터넷 전문은행은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지만, 기존의 오프라

인 금융서비스 시장과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

타 온라인 서비스 시장과도 다른 분야이기에 인터넷 전

문은행 시장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수행되어야 하는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 전문은행 이용자의 주

거래 서비스 전환의도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일반서비스및 IT서비스에서이용자전

환행동연구에활용된 PPM이론을새로운서비스인인

터넷 전문은행에 적용하여 이용자의 전환 행동 연구에

적용하여 이론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을 비롯한 핀테크 서비스는 꾸

준히 새로운 업체와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경쟁이 매

우치열하기에기업의운영전략수립에본연구의결과

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

구는 PPM이론을바탕으로금융소비자가기존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주거래전환을하도록영향을미치는요인

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 사용자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으

로주거래은행을전환하는데보안에대한위협이나은행

전문성에대한불만족요인보다는사용편리성, 신속하고

즉각적인 서비스와 정보의 제공, 개인화된 서비스의 응

대등의서비스매력도에더영향을받는다는것을확인

했다. 즉, 기존 거래은행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주거

래 은행을 옮겨오는 소비자들은 불만족 요인이 낮다고

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각하는 확실한 서

비스의 매력요소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

스 전략을 수립하는데 본 연구에서 확인한 요인을 적용

한 사용자 친화적 UX, 간단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절

차, 즉각적인서비스처리, 시간제약이없는서비스운영

을 도입하는 등 실무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6.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연구의한계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카카오뱅크서

비스는 2017년 7월 출시되어 사용자들이 서비스 경험기

간이 기존 은행에 비해 길지 않기에, 카카오뱅크 사용자

의서비스이용수준을이용빈도측면에서만확인하였기

에 한계가 있다. 추후 서비스 제공기간이 증가하여 사용

자들이더다양한서비스와기간을경험한다면조절변수

의영향강도와통계적유의성이더높게나타날수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에서제공하는서비스와현재고객의사용경험에한정하

여변수를도출하고연구를진행하였으나, 개인금융고객

의 주거래은행 이용에는 대출, 급여이체 등의 은행에서

제공하는서비스외에외부적인요인이작용하기에추후

주거래 전환이나 지속사용 관련 새로운 변수를 통해 연

구를확장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추후연구에서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연구를 확장하여 인터넷 전문

은행의 보다 차별적이고 전략적인 기업 전략 수립에 기

여 가능할 것이라 예상한다.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근 서비스 제

공을 시작한 카카오뱅크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환의도에

영향을미치는요인을 PPM이론을적용하여확인하였다

는점에서이론적, 실무적의의가있으며, 향후인터넷전

문은행 시장의 전환 행동 연구에 PPM이론을 활용하는

후속 연구들의 기초 자료로 가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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