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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핀테크(Fintech)는 모바일 결제, 모바일 송금, 

온라인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과 

IT의 융합형 산업을 지칭한다(김종현, 2015). 

세계 핀테크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

며 핀테크 산업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지급결

제 부분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트렌드포스(TrendForce)는 2017년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를 2016년보다 25.8% 성

장한 7,800억 달러(약 9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미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 규모는 1,120억 달러(약 1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TrendForce, 2017). 특히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는 중국으로 아이리서

치(IResearch) 추정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모

바일 지급결제액은 38조 위안(약 6,400조 원)으

로 2015년 대비 3배 성장하였다(IResearch, 

2016). 미국의 핀테크 지급결제 산업은 페이팔

(Paypal)과 스퀘어(Square)를 중심으로 구글의 

구글페이, 애플의 애플페이 등이 진입한 상태이

며, 중국은 알리바바(Alibaba)의 알리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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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pay)와 텐센트(Tencent)의 텐페이(Tenpay)

가 주도하고 있다. 

2016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중 전자지

급서비스 제공 현황’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전

자지급서비스로 이용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19조 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한

국은행, 2016). 국내 모바일 지급 결제로는 카

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K페이, 삼성페

이, 페이나우, T페이, 시럽페이, SSG페이 등 다

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신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핀테크 산업과 기술에 대한 관

심은 매우 높으나 핀테크 산업 선진국들과 비

교할 때 자금과 기술력에서 열세이며 금융 시

스템 규제가 강하여 사업화 진척 속도가 상대

적으로 느리다(프레시안, 2015).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핀테크 지급결제시장

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

직 핀테크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도는 낮은 편

이며 핀테크 지급결제서비스의 높은 성장세와 

투자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2016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핀테

크 실태조사’에서 핀테크에 대해 알고 있다 

31.5%, 33.7%는 모른다, 나머지 34.8%는 들은 

적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금융위원회, 2016). 

핀테크 산업에 대한 실증연구도 부족한 실정

이며, 핀테크 산업을 세분화한 연구는 거의 없

다. 주로 핀테크와 관련된 연구로는 보안에 관

한 기술적인 내용의 연구(문병순, 2015; 구태언, 

2017; 강영모 등, 2016; 곽관훈, 2016)나 핀테

크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박재석 등, 

2016; 강철승, 2016; 이우석과 홍보경, 2015; 박

서기, 2015)가 대부분이거나 과거 금융기업에

서 결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모

바일 결제에 관한 연구(정지은과 반영환, 2014; 

김민아와 박희주, 2013; 신용재와 신영미, 

2016; 김기호와 이형용, 2017; 황신해와 김정

군, 2017; 홍태호 외, 2017)가 대부분이다. 기존 

모바일 결제 연구는 주로 기술수용이론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통합

기술수용이론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기

반으로 모바일 뱅킹과 모바일 상거래 분야에서

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수용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Brown et al., 1991; Amin et al., 2007; 

Puschel et al., 2010).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보급은 가파르지만 

관련연구는 핀테크 서비스 전반에 대한 사용의도 

및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연구 등이 집중되어 있

고 사용자의 서비스 수용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

한 연구는 충분치 않다(황현주와 김정군, 2018). 

핀테크 지급결제 서비스의 활성화 지연의 원

인을 사용자 관점의 실증연구를 통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용자의 핀테크 지급

결제 서비스 사용 저항 요인 규명을 위해 혁신

저항모델과 현상유지편향이론을 기반으로 연

구모형을 구성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연구모형

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Ⅱ. 선행연구
 

2.1 핀테크 지급결제

지급 결제 분야는 핀테크 서비스 중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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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초기 성공 모델로 구글, 애플, 삼성전자, 아

마존 등  글로벌 ICT 기업이 진입하고 있다. 기

존 핀테크 지급 결제 서비스 관련 주요 연구 역

시 인터넷 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 뱅킹 등 

지급결제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이

돈곤(2015)은 NFC 모바일 결제 사용 환경을 

연구자 배경이론 상시스템 연구변수 연구결과

Cruz et 

al.

(2010)

TAM and theory 

of resistance to 

innovation

모바일뱅킹

인지된위험, 부적절한 장

치, 복합성, 정보의 부족, 

저항

저항 동기로 비용 장벽과 인지된 위험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검증되었으며, 부적절

한 장치, 복잡성, 정보의 부족 등도 혁신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검증

Yang 

(2009)

Rasch 

measurement 

model and Item 

response theory

모바일뱅킹

편리성, 비용 효과, 개인 

뱅킹 요구 충족, 보안, 비

용, 수용의도

편리성, 비용 효과, 개인 뱅킹 요구 충족을 

모바일 뱅킹 채택 요인으로 검증된 반면, 

보안에 대한 우려와 비용이 저항 요인으로 

고려된 것으로 검증

Min et. 

al

(2008)

UTAUT
모바일 

상거래

정보만족, 신뢰프라이버시, 

시스템만족, 중국문화

UTAUT를 기반으로 신뢰프라이버시 정보

만족, 시스템만족 3개 변수를 선행 및 독

립변수에 추가, 인구통계적특성과 중국의 

문화적 특징을 조절변수로 하는 수정된

UTAUT 이론을 새롭게 제시

Luarn 

and Lin

(2005)

Extended TAM 모바일뱅킹

지각된 자기 효능감, 금융 

비용, 신뢰성, 사용용이성, 

유용성, 수용의도

지각된 자기 효능감, 금융 비용, 신뢰성, 

사용용이성과 유용성이 모바일 뱅킹 채택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

Brown 

et al.

(2003)

IDT and DTPB 모바일뱅킹
상대적 이점, 위험성, 은행

서비스 수, 수용의도

상대적 이점, 시도가능성, 은행 서비스 수

와 위험성이 모바일 뱅킹의 수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

이재광 

외 

(2017)

TAM 핀테크

경제성, 보안성, 개인혁신

성, 사회적영향, 이용의도, 

지각된 사용용의성

개인혁신성과 사회적영향은 용의성과 유

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경제성과 보

안성은 지각된 사용용의성과 지각된 사용

유의성의 유의관계는 기각됨.

이돈곤

(2015)
혁신저항이론

NFC모바일 

결제서비스

지각된 위험, 호환성, 복잡

성, 사전지식, 대안의 매력

도, 사회적 영향,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

매개변수인 정서적 태도는 인지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는 사용자 저항에 부의 

영향을 미침.

정영훈, 

김건, 

이중정 

(2015)

혁신확산이론, 

후기수용모형

모바일

신용카드

인지된 용이성, 이미지, 적

합성, 가시성, 촉진, 지속

사용의도

인지된용이성, 이미지, 적합성, 촉진이 모

바일 신용카드 사용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침. 가시성과 사용자 만족간의 유

의관계는 기각됨.

황선관

(2007)

혁신수용이론, 

혁신확산이론
모바일뱅킹

상대적 이점, 적합성, 더 

좋은 제품 출현기대, 지각

된 자기능력, 수용자 확신, 

구전, 광고, 수용의도

지각된 자기능력과 구전과 광고는 수용의

도에 영향을 미침.

* IDT: Innovation Diffusion Theory,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DTPB: Decompos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표 1> 핀테크 지 결제 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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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특성, 사용자특성, 환경특성으로 분류하고 

정서적 태도와 인지적 태도를 매개로 하여 잠

재적 사용자와 실사용자의 저항에 미치는 인과

관계를 파악하였다. 정영훈 등(2015)는 혁신확

산이론(IDT)에 기반하여 모바일 신용카드 사용

자 만족의 선행요인으로 인지된 용이성, 이미

지, 적합성, 가시성을 채택하고 촉진정책을 추

가하여, 이러한 요인이 사용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준엽(2014)

은 스마트 가상화 플랫폼 모바일 결제 서비스

를 제안하는 연구에서 서비스 평가를 위해 경

제성, 범용성, 보안성, 편리성, 응용성, 효율성

을 평가요인으로 도출하였다. <표 1>은 핀테크 

지급 결제 관련 선행연구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2.2 혁신저항

Rogers(2003)는 혁신의 수용과정을 “개인이 

최초 혁신을 인식하고 혁신에 대한 태도 형성

과 수용 결정을 하는 일련의 정신적인 과정”으

로 정의하였다. Ram(1987)은 이러한 혁신의 수

용과정에서 사용자가 겪게 되는 혁신저항을 

“혁신이 일으키는 변화에 대한 사용자의 저항”

으로 규정하였다.

Sheth(1981)는 혁신 확산과 수용 시 개인의 

저항에 관한 심리상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고 지적하며 개인의 심리적 혁신 저항을 이해

하기 위해 가장 유용한 두 가지 개념으로 기존 

생활습관(Habit Toward Existing Bias)과 지각

된 위험(Perceived Risk)을 제시하였다. 혁신이 

기존의 생활습관과 거리가 있거나 혁신에 따른 

연구자 유형 내용

Sheth 

(1981)

습관 혁신 저항

(Habit Resistance 

Innovations)

위험은 낮으나 기존의 습관과 실생활에 변화를 요구하는 혁신 저항

위험 혁신 저항

(Risk Resistance 

Innovations)

혁신이 기존의 습관을 대체하지 못하고 새로운 습관을 창출해도 높은 지각된 

위험으로 특정 형태의 혁신 저항

비 혁신 저항

(No Resistance 

Innovations)

어떠한 위험도 포함하지 않고 기존습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혁신 저항

습관 위험 혁신 저항

(Dual Resistance 

Innovations)

이전의 습관과 높은 위험지각에 기인하여 사람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혁신 저항

Szmingin 

and Foxall 

(1998)

거부

(Rejection)

사용자의 혁신에 대한 대표적 형태로  새로운 제품에 대해 이익이 없다고 판

단하는 경우 거부, 기업의 수정 미 반영 시 계속적 거부 지속

연기

(Postponement)

개발과정과 적절한 수용시기에 대한 유보적 판단에서 사용자가 혁신을 이해하

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지만 수용을 기다리는 형태

반대

(Opposition)

사용자가 혁신을 사용해 본 후 거부하는 상태로  기존의 습과 및 상황적 요인 

등 사용자의 인지에 영향을 미쳐 거부하는 형태

<표 2>  신 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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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결과, 성과의 불확실성 그리고 지각된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저항이 강해진

다고 주장하였다.

Szmingin and Foxall(1998)은 기존 화폐를 

사용하던 사용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지불 시스

템 사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사용자 태도

를 시스템 수용에 대한 핵심 영향요인으로 설

명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혁신에 대한 기존 사

용자 반응 연구가 수용에 치우쳐 있고 비수용

은 실패로 단정 짓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용자

의 비수용 상태를 거부, 연기, 반대 세 가지의 

태도로 세분화하고 비수용을 단순히 수용의 반

대 개념이 아니라 수용에 이르는 과정으로 설

명하였다.

Sheth(1981)와 Szmingin and Foxall(1988)의 

혁신 저항 분류를 <표 2>에 요약하여 나타내었

다. 

2.3 현상유지편향이론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은 의사결정 

상황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

을 의미한다(Samuelson and Zechhauser, 

1988).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현재 상태에 머물기를 선호하는 

상태로 이것은 자신의 현재 상태에서 선택 가

능한 새로운 대안이 있어도 기존 상황에 머무

르려는 행동 경향이다(Scheweitzer, 1994). 사

용자는 전반적으로 동일한 매력도를 갖는 선택 

간의 전환 여부를 놓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현상 대안이 준거점이 되고 전환으로 인해 발

생할 잠재손실을 잠재이득보다 더 크게 평가하

므로 현상유지편향을 보인다. 즉, 사용자는 현

상 대안과 새로운 대안 간의 선택에 있어서 현

상대안을 선택할 때 예상된 후회와 책임감을 

더 작게 느끼기 때문에 현상유지편향을 보인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정보기술 수용과 관련된 이론

에서는 기존 정보기술 때문에 새로운 정보기술 

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억제요인을 현

상유지편향(Samuelson and Zechhauser, 1988) 

또는 타성(Inertia)으로 설명하고 있다(Kim and 

Kankanhali, 2009; Polites and Karahana, 

2012).

현상유지편향이론은 사용자가 변화보다는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더 선

호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저항

을 통해 혁신제품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발생한

다는 사용자 저항 모형과 유사하다(박상철, 

2014). Bawa(1990)는 사용자가 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때, 합리적인 선택과 현상 유지편향이 

동시에 일어남을 설명하였다.

Kim and Kankanhalli(2009)는 기술 수용 모

형과 현상 유지 편향 이론을 통합한 연구 모형

을 제시하였으며, 전환 혜택과 전환 비용을 바

탕으로 사용자들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저항 

행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용자의 현상유지 

행동은 합리적 의사 결정(Rational Decision 

Making), 인지적 오해(Cognitive 

Misperception), 심리적 몰입(Psychological 

Commitment) 세 가지로 분류된다.  

합리적 의사결정은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

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

에 비하여 이득보다 비용이 크다면 사용자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지적 오해는 현재 상황에서 작은 손실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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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로 인식하여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몰입은 사회적 영

향력에 의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관련된 연구는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핀테크 지급결제 서비스 사용에 대한 사용자 

저항을 설명하기 위해 현상유지편향이론과 함

연구자 배경 이론 상시스템 독립변수 연구결과

Lee et 

al.(2012)

UTAUT, 

현상유지편향이론
Smart TV

전환비용, 전환이익, 사

용자인터페이스, 경험, 

성과기대, 사회적영향,

이용의도

혁신기술의 수용에 관련된 변화가 어

떻게 평가되는지를 나타내는 현상유

지편향이론과 관련된 변수 전환비용

은 성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Polites and 

Karahanna  

(2012)

현상유지편향이론

 Incumbent 

system and  

new system

switching costs, self 

efficacy, attitudinal 

beliefs, normative 

beliefs, intention to Use 

new system, inertia, 

habit

관성을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요소

로 개념화하고 습관과 전환비용이 관

성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실증 

분석함

Kim and  

Kankanhalli 

(2009)

현상유지편향이론
Information 

system

switching benefits, 

switching costs, 

perceived value, 

uncertainty costs, self 

efficacy for change, 

organizational support, 

colleague opinion,

user resistance

자기효능감과 동료의견은 전환비용에 

영향을 미치며 전환비용과 전환이익

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지각된 가치, 전환비용, 조직의 

변화된 지원은 사용자 저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Bawa 

(1990)
현상유지편향이론

Modeling 

inertia

현상유지관성, 합리적선

택, 구매의도

사용자의 상품 구매 의사 결정에서 

합리적 선택과 현상유지편향이 동시

에 발생함을 밝혀냄 

전인숙 

(2015)
현상유지편향이론 앱 카드

편재성, 편리성, 유용성, 

보안 위험성, 불확실성, 

지각된 가치, 변화에 대

한 사용자 저항

보안위험성과 불확실성비용, 이행비

용은 지각된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저항에는 긍정적 영향

을 미침

박상철 

(2014)

현상유지편향이론, 

시기추론이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매몰비용, 전이비용, 관

성, 습관, 저항성향, 의지

사용자의 저항성향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지속성 측면에서 사용자의 의지

에 미칠 것이라고 설명함 

이보경과 

김병수 

(2012)

현상유지편향이론, 

이원적 모형 이론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상대적 이점, 학습비용, 

네트워크 효과, 사용자 

만족, 전환비용, 현상유

지관성, 구전의도, 지속

사용의도

사용자만족과 전환비용이 현상유지관

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현상유지

관성이 지속사용의도와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표 3> 상유지편향이론 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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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연구모형을 구성

하였다. 핀테크 지급결제 서비스 사용자 저항 

증가요인으로 위험과 복잡성, 감소 요인으로 적

합성, 기업신뢰와 제도적 신뢰를 도출하고 보안 

우려와 제도적 신뢰는 기업 신뢰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에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복잡성은 시스템의 사용이나 학습이 복잡하

여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는 새로운 혁

신을 수용하거나 계속 사용하기 어렵다고 최종

사용자가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정보시스

템을 사용하게 되는 최종사용자가 복잡성을 적

게 인지할수록 사용은 활성화되고 확산 또한 

빠르게 이루어진다(Rogers, 2003). 신제품 혹은 

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정도는 해당 서비스 수

용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사용법을 이해와 

사용이 용이해질수록 혁신제품이 사용자에게 

수용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복잡할수록 혁신에 

대한 저항이 커진다(Rogers, 2003; 송희석과 김

경철, 2006). Tornatzky and Klein(1982)와 

Cooper and Zmud(1990)는 혁신 시스템이 복잡

할수록 채택률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확산에도 

장애가 됨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복잡성은 핀테크 지급결제 서비스 사용

자의 저항을 증가시킨다.

지각된 위험이론(Theory of Perceived Risk)

은 사용자의 혁신저항을 경제학적 기본원리에 

따라 설명한다. 이 이론은 사용자를 합리적인 

사용자로 규정하고, 사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소

비하려고 할 경우 소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

제적 효용가치를 먼저 인식하고, 소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클 경우 특정 서비스를 구

매하지만, 그 위험의 정도가 크다고 지각할 경

우에는 구매를 중단하거나 거부한다고 설명한

다(이호규 등, 2012). 이는 사용자의 경우에 성

공이 불확실하고 실패에 대한 결과가 두려울 

때 결정을 미루게 되며, 선택 결과에 따라 위험

이 수반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행동하기 때문

에 특정 서비스의 선택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

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하

게 된다(서문식 등, 2008). 이에 따라 지각된 위

험은 혁신저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

나로 사용자의 혁신 수용과정에서 변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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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위험이 높을수록, 기존의 습관에 대한 

변화가 클수록 혁신저항이 높아진다(Ram, 

1987; Sheth, 1981).

Sheth(1981)는 지각된 위험이 혁신저항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유일한 결정요

인은 아니며, 기존 습관에 대한 변화 압력이 혁

신저항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수의 연구

(김윤환과 최영, 2009; 이성준, 2012; 이호규 

등, 2012)는 지각된 위험이 혁신저항을 증가시

키는 영향 요인임을 보여준다. 

H2. 위험은 핀테크 지급결제 서비스 사용자

의 저항을 증가시킨다.

적합성은 사용자가 가진 기존의 가치, 과거 

경험 및 사용자에게 혁신제품이 부합되는 정도

를 의미한다(Ram and Sheth, 1989; Venkatesh, 

2000). 사용자는 혁신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

다고 느끼게 되면 채택에 저항한다. 적합성은 

마케팅 분야의 소비자행동론에서도 지각된 혁

신특성의 주요한 변수로 인식되어 왔는데 

Schiffman and Kanuk(1991)은 신기술이 사용

자에게 적합성이 낮으면 혁신저항이 커진다고 

설명한다. Ram(1987)은 적합성이 수용에 영향

을 미치기 전에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파악하였다. 혁신제품의 적합성이 낮으면 

이는 사용자의 혁신저항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이 된다(Venkatesh, 2000). 국내에서 휴대폰 터

치 인터페이스에 대한 혁신저항을 연구한 양윤

선과 신철호(2009) 역시 지각된 적합성이 낮을

수록 터치 휴대폰에 대한 혁신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H3. 적합성은 핀테크 지급결제 서비스 사용

자의 저항을 감소시킨다.

신뢰 관련 다수 연구는 서비스 제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공기업의 능력, 정직성, 무결성 

측면에 대한 고객 믿음의 정도로 정의한다

(McKnight et al., 2002). Liu et al.(2005)과 

Pavlou(2003)은 서비스 제공기업에 대한 고객

의 신뢰가 사용자의 사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침을 보였다. 사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기

업에 대한 신뢰는 서비스 사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해당 서비스의 사용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McKnight et al., 2002). 이러

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핀테크 지급결제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서비스 사용에 대한 저항은 낮아질 것이다.

H4. 기업신뢰는 핀테크 지급결제 서비스 사

용자의 저항을 감소시킨다.

제도적 신뢰는 보증, 안전망 혹은 제도적 장

치를 통해 사용자가 느끼는 안전성을 반영한다

(McKnight et al, 1998). 온라인에서는 보증이

나 안전에 대한 절차로부터 느껴지는 안심과 

관련되어 있다(Shapiro, 1987; Zucker, 1986). 

이와 같은 서비스 환경의 특성에 기초를 둔 제

도 기반 특성은 구조적 확신감(Structural 

Assurance)과 상황적 정상성(Situational 

Normality)의 두 가지 차원으로 정의된다. 구조

적 확신감이란 보증, 규제, 약속, 법적 해결 따

위의 구조적 요인들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게 잘 작동하리라는 믿음을 말한다

(Shapiro, 1987). 예를 들어 모바일 환경에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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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조적 확신감을 가진 사람은 모바일 통신

의 전체 구조가 잘 갖춰져 있어 개인정보의 유

출, 프라이버시 침해와 금전적 거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된다. 상황적 정

상성이란 환경 요인들이 잘 정비되어 있고 안

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높은 

정상성을 보이는 사람은 모바일환경이 평소에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 

처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게 

된다.

H5. 제도적 신뢰는 핀테크 지급결제 서비스 

사용자의 저항을 감소시킨다.

제도적 신뢰는 사용자와 판매자간의 향후 거

래를 장려하는 비공식적인 통제 메커니즘의 역

할을 수행하는 것으로(Bhattacherjee, 2002; 김

승운과 강희택, 2007), 기업신뢰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핀테크 결제/송금 서비스에 대한 제도 기반 

신뢰가 높을수록 핀테크 지급결제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6. 제도적 신뢰는 기업신뢰를 증가시킨다.

신뢰와 보안의 관계는 상호작용을 하며 복잡

하기 때문에 인과 관계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

렵지만(김경규 등, 2003), 전자상거래의 수용에 

‘보안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신뢰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Suh and Han, 2003). 따라

서 사용자가 제공 서비스의 보안에 대한 우려

는 기업의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다.

H7. 보안 우려는 기업신뢰를 감소시킨다.

Ⅳ. 실증분석

4.1 측정도구의 구성

본 논문에 사용된 변수는 관련 선행 연구에

서 준용하였으며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항목은 대상 시스템인 핀테크 

문맥에 맞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다. <표 4>

는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의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와 관련 연구를 보여준다.

4.2 설문 및 응답자 특성

설문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159부의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 중 불성실 

응답과 미 응답을 제외한 148부의 응답을 분석

에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20대로 이루어져 있

으며, 사용경험이 있는 서비스로는 토스와 카카

오톡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페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 역시 

카카오페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4.3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로 SmartPLS 

2.0 M3가 사용되었다. PLS(Partial Least 

Squares) 분석은 분포에 기초한 모수추정이 아

니므로 확률에 기초한 통계적 검정이 불가능하

다. 모수추정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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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LISREL이나 AMOS와 같은 공분산 기반 

구조방정식 기법과 달리 자료 분포의 제약이 

적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표본에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Hair et al., 2009).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내적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 Method)과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를 통해 검증되었다. 모든 변수의 크

론바 α값이 기준인 0.7(Hair et al., 2009)을 상

회하였고 합성신뢰도 역시 모든 변수가 기준값

인 0.7을 상회하여 양호한 신뢰성을 보여주었

다.

신뢰성 검증 후 측정 도구의 타당성 확인을 

변수 개념  정의 조작  정의 련 연구

복잡성

사용자가 핀테크 지급결제시

스템을 얼마나 어렵게 이해하

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

cpx1 사용하기 어려움

Ram

(1987)

cpx2 이해하기 어려움

cpx3 기능을 배우기 어려움

cpx4 시스템이 복잡함

위험

혁신을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

pr1 전반적으로 위험함
Sheth

(1981)
pr2 나쁜 영향을 미침

pr3 사후에 문제가 생김

적합성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가치, 과거 경험, 사용자 수요

에 혁신제품이 부합되는 정도

cpt1 나의 생활방식에 적합함 Ram and 

Sheth (1989) 

Venkatesh 

(2000)

cpt2 나에게 필요함

cpt3 나의 성향과 잘 맞음

기업 

신뢰

핀테크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

공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정도 

tb1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음
McKnight et 

al.(2002)
tb2 신뢰 할 만 함

tb3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보안 

우려

사용자가 핀테크 지급결제 시

스템  이용 시 발생하는 보안

성을 걱정하는 정도

sec1 전반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한 우려가 있음

Dinev and 

Hart(2006)
sec2 처리과정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sec3
나의 개인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제도적 

신뢰

핀테크 지급결제 시스템을 안

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뒷

받침해주는 금융제도에 대한 

신뢰

isa1 충분한 안전장치가 되어있음

McKnight et 

al.(2002)

isa2
문제 발생 시 충분히 법률적으로 나를 보

호함

isa3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낌

isa4 전반적으로 안전함

저항

핀테크 지급결제 시스템을 사

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변화에 

대한 정서적, 행동적 차원의 

거부감

ur1 사용 할 마음이 없음
Ram 

(1987)
ur2 사용에 관심이 없음

ur3 지인의 추천을 거절함

<표 4> 변수측정과 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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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집중타당성 (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을 검토하였다. 집중타당성은 각 설문항목의 해

당 변수에 대한 요인적재량의 t-값(Hair et al., 

2009)과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로 판단할 수 있다(Fornell and 

Larcker, 1981). 항목의 요인적재량의 t-값 중 

가장 낮은 값이 17.240(tb1)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고 모든 AVE 값이 기준치인 0.5보다 

크므로 집중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5>는 측정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측정항목 특성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판별타당성은 AVE 값과 각 변수별 요인적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모든 항목이 가정된 

요인에 0.6 이상의 요인 적재량을 보였고, AVE

의 제곱근 값이 다른 요인들의 상관관계보다 

높으므로 판별타당성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표 5>와 <표 6>은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한 자료 분석 결

과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변수 항목
요인
재량

t-값 크론바 α 합성신뢰도 평균분산추출

복잡성

cpx1 0.949 79.772

0.970 0.978 0.917
cpx2 0.977 207.178

cpx3 0.900 125.331

cpx4 0.933 43.260

위험

pr1 0.915 65.215

0.905 0.94 0.839pr2 0.913 51.150

pr3 0.920 55.701

적합성

cpt1 0.895 67.523

0.907 0.978 0.844cpt2 0.924 61.343

cpt3 0.936 117.540

기업 신뢰

tb1 0.818 17.240

0.867 0.919 0.792tb2 0.935 86.672

tb3 0.912 52.977

보안

sec1 0.949 76.079

0.909 0.943 0.848sec2 0.968 137.916

sec3 0.840 21.688

제도적 신뢰

isa1 0.919 79.515

0.895 0.934 0.826
isa2* - -

isa3 0.915 45.647

isa4 0.892 32.076

저항

ur1 0.931 99.705
0.859 0.914 0.780ur2 0.899 64.946

ur3 0.814 29.386

* 요인적재량이 기준보다 낮아 제외되었음

<표 5> 확인  요인분석 결과  측정항목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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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성 험 합성
기업의 
신뢰

보안
제도  
신뢰

항

복잡성 0.957

위험 0.155 0.916

적합성 -0.426 -0.126 0.919

기업 신뢰 -0.154 -0.118 0.196 0.890

보안 0.186 0.564 -0.168 -0.283 0.921

제도적 신뢰 -0.124 -0.293 0.172 0.301 -0.334 0.804

저항 0.440 0.256 -0.593 -0.252 0.228 -0.150 0.883

* 대각선 값은 AVE의 제곱근

<표 6> 잠재변수 간 상 계와 평균분산추출(AVE)

4.4 연구결과

<그림 2> 데이터 분석 결과

데이터 분석 결과 핀테크 지급결제 서비스 

저항에 복잡성과 위험이 사용자 저항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적합성과 기업신

뢰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이들 중 적합

성이 사용자 저항을 가장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도적 신뢰가 사용자 저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저항에 대한 사용자 신뢰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기업신뢰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고 보안우려는 기업신뢰를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 결과는 

<그림 2>에 요약되어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혁신저항이론과  현상유지편향이

론을 기초로 하여 핀테크 지급결제 시스템의 

사용자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실증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에 제시된 7개

의  가설 중 제도적 신뢰의 저항에 대한 영향을 

가정한 가설 5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과 향후 연구 방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핀테크 지급결제 서비스 사용에 대한 

저항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복잡성, 위험, 적

합성과 기업신뢰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복잡성

과 위험은 저항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적합성

과 기업신뢰는 저항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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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적합성이 저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신뢰는 저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

지만 기업신뢰를 매개로 저항에 간접적인 효과

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 지급결제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결제 환경에서 사용자는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지급결제 

시스템의 제공기업을 통한 거래가 안전하게 보

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장명희, 2005). 따라서 

기업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 노력과 함께 핀테

크 지급결제 서비스를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

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적합성은 사용자의 저항을 가장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사용자

를 끌어들이기 위해 서비스 설계시 사용자가 

자신의 생활방식에 적합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친숙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기존 

결제 서비스와 동등한 수준으로 서비스 적용 

범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사용자가 인지하는 핀테크 결제서비스

의  복잡성이 높을수록, 위험이 클수록 사용자

의 수용 저항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gers(2003)는 혁신이 복잡할수록 더 늦게 수

용되고 사회시스템의 구성원에게 인지되는 혁

신의 복잡성은  혁신 수용을 어렵게 만드는 장

벽요인으로 설명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넷째, 보안우려는 사용자의 서비스 제공 기

업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켰다. 보안우려가 증가

할수록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기업에 대한 신뢰

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수용 저항이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응답자 표본을 신기술에 보다 수

용적인 젊은 층을 선정하여 대부분이 대학생으

로 구성되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해석에 주

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 응답자 표본에서 금융거래의 중

심인 30~50세 응답자를 포함시키고 표본 크기

를 증가시킨 추가 연구를 수행 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저항 원인은 

금융 정책, 부족한 인프라, 초기 서비스로 인한 

사용자의 인식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관점의 수용 저항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이 구성되어 있다. 향

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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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User Resistance to Fintech Payment Service: In the 
Perspective of Innovation Diffusion And Status Quo Bias Theory

Hwang, Sin-Hae․Kim, Jeoung-Kun

Purpose 

Global fintech industry is proliferating. Although domestic investment in fintech service is also 

increasing fast, user acceptance of fintech payment service seems slower than expected. Previous 

fintech literature mainly focuses on overall characteristics and technical aspects of fintech including 

security issues and explores factors affecting the service adop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crucial factors affecting user’s resistance intention to fintech payment service adoption. The research 

model was formulated based on innovation diffusion theory and status quo bias theory and validated 

empirically.

Design/methodology/approach

The proposed research model was empirically validated with 149 responses from college students 

who have used fintech payment service. The component-based SEM was employed for data 

analysis.

Findings

The significant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compatibility has significant negative effect and 

complexity, and perceived risk has a positive effect on user resistance. Second, institutional trust 

does not show a significant effect on user resistance but has an indirect effect through the mediation 

of trust in service provider. Finally, trust in service provider shows the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user resistance.

Keyword: Fintech, Payment Service, Status Quo Bias, Innovation Diffusion, User Resistanc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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