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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금융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오프라인 금융 창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감소하고, 인터넷 금융 창구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비대면 중심

의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Bae, 2018; Kim & Kim, 2017; Kwak, Yoo, & Lee, 

2018).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을 활성화하고, 금융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Kim & Park, 

2017; Kwon & Lee, 2018).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특례법이 2018년 9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더 

많고 다양한 주체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다각화 될 

경우 은행 산업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Kim & Park, 2017; Kwon & Lee, 2018; Son, 2018). 그러므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 시

장 환경에서 소비자들에게 확대된 편익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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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net-based financial services are being increasingly integrated into consumers’ daily lives. Internet-only banks 

have emerged as a powerful tool accelerating financial inclus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atisfaction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predictors for Internet-only banks. We employed an extended post-acceptance model and 

used six antecedent factors that included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privacy risk, functional risk, 

subjective norms, and network externality. All 351 participants used Internet-only banks and were 20-40 years of 

age. A self-administratio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SPSS 23.0 analyzed the frequency, descrip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current study are as follows. The education,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network externality positively influenced the satisfaction of Internet-only banks. Privacy risk negatively 

influenced satisfaction with Internet-only banks. Perceived ease of use, subjective norm, network externality, and 

satisfaction positively influenced the continuous use intention of Internet-only banks. The results of our study 

provide a better explanation of important factors that could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satisfaction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for Internet-only banks. Furthermore, this study extends the antecedent variables to the 

knowledge of financial services and enlarges the understanding of users’ post-adoption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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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이승신

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

자들의 후기 수용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터넷전문

은행의 발전 방향(Park & Ryu, 2018), 인터넷전문은행 전환 의

도(Kim & Kim, 2017; Kwak et al., 2018),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제도 및 법률적 고찰(Choi, 2016), 인터넷전문은행의 저

항과 수용 의도(Bae, 2018; Kim, & Park, 2017; Kwon & Lee, 

2018; Moon, 2017) 등 인터넷전문은행 비이용자의 관점에서 인

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로 인해 인

터넷전문은행 이용자들의 반응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

지고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후기 수용에 대한 함의를 제

시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Lee, 2018; Nam & Hong, 2018). 

이에 본 논문은 Cho (2016)가 제시한 확장된 후기 수용 모델을 

활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전문은행 후기 수용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만

족도와 지속 사용 의도로 나누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

인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인터넷전문

은행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

에서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전문은행 이

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후기 수용 반응을 이해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배경

1.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은 유형의 점포 없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

여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Kim & Kim, 2017; Kim & Park, 2017; Kwon & Lee, 2018; 

Kwak et al., 2018).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금융 상

품과 서비스들이 인터넷 및 모바일 채널로 확장되었고, 온라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금융 소비자가 증가하게 되

었다.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시장 주체들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

에 부응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

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금융 산

업 간의 융합을 촉구하였다(Kim & Park, 2017; Kwon & Lee, 

2018; Lee & Kim, 2018; Kwak et al., 2018). 한국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2015년 11월에 최초로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았으며, 

2017년 4월에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되었다. 2017년 국내에 처음

으로 도입된 케이뱅크는 2017년 3분기 기준 여신액 6,563억원, 

수신액 8,598억원을 기록하였고, 두 번째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

는 2017년 3분기 기준 여신액 2조 6,595억원, 수신액 3조 3,312

억원을 기록하였다(S. I. Lee, 2018). 

인터넷전문은행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효용을 제공할 뿐만 아

니라 금융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소비자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 서비스 이용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금융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되었던 운영 시간과 서비스 이

용 대상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소비자들

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금융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물

리적인 이동과 시간 제약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있

다. 또한, 고신용저금리, 저신용고금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

던 시중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여 저신용자들도 중금리 대

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시장의 관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진입 장벽이 높았던 금융업계의 장벽을 

허무는 변화를 가져왔다. 비금융권기업이나 정보통신 관련 기업

들도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소기업

에 대한 대출 업무도 허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이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Bae, 2018; Kim & Kim, 2017; Kim & Park, 2017; 

Kwak et al., 2018; Kwon & Lee, 2018; Lee, 2018; Son, 

2018).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여전히 소비자들과 시

장으로부터 부정적인 시각과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이 소비자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부실 운영이 발생할 수 있

다. 2018년 9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

과하게 되었다. 향후 정보통신 관련 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인터

넷전문은행 지분이 기존 4%에서 34%로 상향조정될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업의 사금고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은산분

리 규제 완화로 자금 배분의 왜곡과 부실 운영이 발생할 수 있으

며,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Jun & Yeo, 2015; Son, 2018). 둘째, 인

터넷전문은행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개인정보가 전송되기 때문

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험이 높게 인지될 수 있다. 최근 다른 사

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

나 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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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거래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전송된다는 서비스 특성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Bae, 2018; Kim & 

Kim, 2017; Kwak et al., 2018; Lee, 2018). 셋째, 인터넷전문

은행은 다양한 핀테크가 접목된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에 대한 위험이 높게 인지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온라

인을 기반으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버가 불안

정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으며, 서비스가 중

단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Bae, 2018; Kwak et al., 

2018; Lee, 2018). 금융 시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이 점

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

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확장된 후기 수용 모델

확장된 후기 수용 모델(extended post-acceptance model)

은 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수용 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모델이다. 확장된 후기 수용 모델은 Bhattacherjee (2001)가 제

시한 후기 수용 모델(post-acceptance model)과 기술수용모델

(tecnology acceptance model)에 기반을 두고 있다(Cho, 2016). 

확장된 후기 수용 모델은 만족도와 지속 사용 의도라는 두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혁신을 수용한 이후의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고 

있다. 확장된 후기 수용 모델에서는 지속 사용 의도의 선행 요인

으로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만족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만족도의 선행 요인으로는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그리

고 확증을 제시하고 있다(Cho, 2016). 확장된 후기 수용 모델에

서 제시한 변수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 사

용 의도는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Bhattacherjee, 2001). 둘째, 만족도는 개

인의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 인지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의미한다(Oliver, 1980). 셋째, 인지된 유용성은 정보시

스템이 개인의 업무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Venkatesh et al., 2003). 넷째, 인지된 용이성은 정보시스템 사

용에 쉽게 익숙해질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Venkatesh 

et al., 2003). 마지막으로 확증은 기대-성과 불일치에 대한 인지

적 평가로 발생하는 심리적 또는 감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Cho, 

2016). 확장된 후기 수용 모델은 모바일 신용카드 서비스(Jung, 

Kim, & Lee, 2015), 모바일 결제 관련 서비스(Chong, 2013; 

Zhou, 2013) 등 금융 관련 서비스 이용자들의 후기 반응을 살

펴보는데 활용되었으며, 다양한 연구들에서 연구 모델의 설명력

이 검증되었다(Chong, 2013; Jung, Kim, & Lee, 2015; Zhou, 

2013). 이에 본 연구는 확장된 후기 수용 모델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만족도와 지속 사용 의도의 수준을 살펴보고,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된 유용성, 그리고 인지된 용이성을 중심으

로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들의 후기 수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속 사용 의도

지속 사용 의도는 향후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

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 정도를 의미한다(Bhattacherjee & 

Premkumar, 2004; Venkatesh et al., 2003). 지속 사용 의도

는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

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지속적

인 발전이나 성공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Eriksson & 

Nilsson, 2007; Yoo, An, & Lee, 2018). 소비자의 지속 사용 의

도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받으며, 특정 서비스 이용에 

만족을 느낀 소비자일수록 지속 사용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Eriksson & Nilsson, 2007). 지속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및 모바일 금융 서비스 관련 연

구들에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이 지속 사용 의도를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Chong, 2013; Eriksson & Nilsson, 

2007; Zhou, 2014),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 사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Kim, & Lee, 

2015; Zhou, 2013). 또한, 서비스 이용시 지각된 즐거움이 증가

할수록 지속 사용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된 대

중성이 증가할수록 지속 사용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 Park, 2016). 반면에 서비스 전환 비용과 서비스 이용 비

용이 높게 인지될수록 지속 사용 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Kim & Park, 2016; Zhou, 2014).

2) 소비자 만족

만족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기대와 실제 성과 

차이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Bhattacherjee, 2001; Oliver, 

1980). 만족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Bhattacherjee, 2001). 특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서비스의 실제 성과가 개인의 기대 수준보다 높거나 같

은 경우 소비자는 만족을 느끼게 되지만, 서비스의 실제 성과가 

개인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불만족하는 부정적인 결과

가 나타날 수 있다(Oliver, 1980). 만족도는 서비스 지속 사용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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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확인되었으

며,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지속 사용 의도와 재구매 의도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Kim, & Lee, 2015). 금융 서비스 관

련 연구들에 의하면,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서비스 반응

성, 보안성, 그리고 인지된 혜택이 증가할수록 소비자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ong, 2013; George & Kumar, 

2013; Yuan et al., 2016), 프라이버시 위험, 인지된 비용, 인지

된 위험이 증가할수록 소비자의 만족도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ng, 2013; Liao & Cheung, 2008; Yuan et al., 

2016).

3)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유용성은 개인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의 성

과를 높일 수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Venkatesh et al., 2003). 인지된 유용성은 특정 서비스 이용

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고 인지할수록, 또는 이용 방법

이 쉽다고 인지할수록 인지된 유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Liébana-Cabanillas, Munoz-Leiva, & Rejón-Guardia, 

2013; Venkatesh et al., 2003). 인지된 유용성은  신서비스 환

경에서 개인의 행동 의도나 사용 행동을 설명하는 선행 요인으

로 확인되었으며, 혁신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

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iébana-Cabanillas, 

Munoz-Leiva, & Rejón-Guardia, 2013; Venkatesh et al., 

2003; Zhou, 2014). 온라인 관련 서비스 연구들에 의하면 인지

된 유용성은 서비스 만족도와 지속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im & Park, 2016), 온라인 뱅킹 관련 연

구에서도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학인되었다(Liébana-

Cabanillas et al., 2013).

4)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용이성은 개인이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정보시스

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Venkatesh et 

al., 2003). 인지된 용이성은 기술수용모델에서 소비자들의 혁

신 수용을 설명하는 선행 변수로 활용되었으며, 혁신 수용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Liébana-

Cabanillas et al., 2013; Venkatesh et al., 2003). 인터넷뱅킹 

관련 연구에서 인지된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과 서비스 만족도

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Liébana-Cabanillas et 

al., 2013), 모바일 신용카드 관련 연구에서도 인지된 용이성이 

서비스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Jung et al., 

2015). 또한, 신서비스 이용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인지된 용이성

이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Kim & Park, 2016).

3. 인지된 위험: 프라이버시, 보안

인지된 위험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의사 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Lee, Kwon, 

& Schumann, 2005; Luo et al., 2010). 인터넷 및 모바일과 관

련된 금융 서비스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온라인 서비스 이

용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 위험을 인지하며, 인지된 프

라이버시 위험의 정도가 높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와 반응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8; Yuan et al., 

2016). 인터넷전문은행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금융정보를 전송

하며, 모든 서비스 제공이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험이 높게 인지될 수 있다(Kim & Park, 

2017; Kwak et al., 2018; Lee, 2018).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중심의 핀테크 서비스로 정보 기기와 통신 서비스에 의존

하여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능에 대한 위험이 높

게 인지될 수 있다(Kim & Park, 2017; Lee, 2018). 인터넷전문

은행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서비스나 네트워크 오류와 같은 기능

적 위험이 높게 인지될수록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수용 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ae, 2018; Jung & Park, 2017), 

개인정보 유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같은 프이버시에 대한 위

험 수준을 높게 인지한 소비자일수록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수

용 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Park, 2017).

4. 사회적 영향

1)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용하거나 거

부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압력의 정도를 의미한다(Lu, Yao, & 

Yu, 2005; Yang et al., 201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신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는 동시에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은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으

며, 서비스를 수용하고 활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소

비자들은 신서비스에서 파생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

변 사람들의 의견을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주변 사람

들의 의견을 서비스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개인이 속한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다

수에게 받아들여진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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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수가 수용한 의견이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1; Lu et al., 2005). 

소비자들의 신서비스 사용 행동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관

적 규범이 서비스에 이용 의도 뿐만 아니라(Lu et al., 2005) 서비

스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Fan, Chung, 

& Moon, 2018), 지속 사용 의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촉진 

요인으로 확인되었다(Kim, 2011; Polites & Karahanna, 2012).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행동이 신서비스에 대한 개인

의 태도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Gächter, Nosenzo 

& Sefton, 2013). 

2) 네트워크 외부성

네트워크 외부성은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

의 수가 증가할수록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와 효용이 높아

지는 현상을 의미한다(Zhu et al., 2006). 네트워크 효과는 직접

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적인 네트

워크 효과는 특정 서비스의 이용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효

용을 느끼는 현상을 의미하며,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는 특정 서비

스와 관련된 부가적인 서비스가 추가되거나 다른 제품이나 서비

스들 간의 호환성이 증가하여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Bae, Park, & Lee, 2009).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

비자들이 많아질수록 관련 정보의 공유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정

보 획득이 용이해진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탐색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해당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

용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Jang & Park, 2012; Lin, 2011; Ko & 

Kwon, 2008). 

네트워크 외부성을 중심으로 정보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

자 반응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한 기대가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 기기의 수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eo & Song, 2011), 서비스 지속 사용 의

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ang & Park, 2012). 금

융 서비스 관련 연구들에서 네트워크 외부성이 인터넷전문은행

에 대한 지속 이용 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Lee, 

2018), 모바일 뱅킹 관련 연구에서도 네트워크 외부성이 모바일 

뱅킹 사용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we 

et al., 2015). 

본 연구는 네트워크 외부성 중에서도 서비스 확장성이라는 간

접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서

비스 가입을 완료한 상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자 수를 의미

하는 직접적인 네트워크 외부성보다는 향후 다양한 서비스가 증

가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간접적인 네트워크 외부성이 이용자들의 

만족도나 지속 사용 의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고 예상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간접적인 네트워크 외부성에 

초점을 두고 네트워크 외부성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및 방법

[연구  문제 1]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은 어떠한

가?

[연구  문제 2]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인터넷전

문은행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1.   인터넷전문은행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

인가?

 1-2.   인터넷전문은행 지속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무엇인가?

2. 자료 수집 및 방법

본 연구는 인터넷전문은행에 가입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인

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만족도와 지속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에 가입한 20-40대 소비자로 조사

대상자를 한정하였다. 20-40대로 연령을 한정한 이유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입 비율과 이용률이 20-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설문조사 전문업체인 마크로밀엠브

레인에 온라인 설문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8년 9월 

1-10일까지 진행되었다. 최종 분석에는 총 351개의 응답자료가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SPSS 23.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

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총 351명으로 남성 172명(49%), 여

성 179명(51%)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살펴보면, 30대가 127명

(36.2%)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14명(32.5%), 20대 110명

(31.3%)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대졸이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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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6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재학 이상 46명(13.1%), 

대학 재학 39명(11.1%), 고졸 30명(8.5%)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은 200-299만원 99명(28.2%), 400만원 이상 89

명(25.4%), 300-399만원 75명(21.4%), 100만원 미만 55명

(15.7%), 100-199만원 33명(9.4%)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살

펴보면, 관리자/사무직이 191명(5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

문직 47명(13.4%), 학생 44명(12.5%), 전업주부 33명(9.4%), 서

비스 및 판매 16명(4.6%), 기타 12명(3.4%), 생산 관련직 8명

(2.3%) 순으로 나타났다.

4. 조사 도구

본 연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전

문은행에 대한 만족도와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만족도와 지속 사

용 의도라는 두 가지 유형의 소비자 반응을 종속 변수로 사용하

였다. 독립 변수는 Kotler & Armstrong (2013)이 제시한 소비

자 행동의 선행 요인들을 참고하여 개인 요인, 심리적 요인, 그

리고 사회적 요인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개인 요인으로 성별, 교

육 수준, 월 평균 소득을 심리적 요인으로는 인지된 유용성, 인

지된 용이성, 프라이버시 위험, 기능 위험을, 사회적 요인으로는 

주관적 규범과 네트워크 외부성을 살펴보았다. 문항들의 내적 일

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a값이 

.759-.922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문항들의 신뢰도가 확보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개인적 요인을 제외하고,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①)에서 매우 

그렇다(⑤)로 설문 응답을 구성하였다. 개인 요인으로 구성된 성

별, 교육 수준, 월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과 여

성이라는 설문 응답을 제시하여 조사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 수준은 중학교 졸업에서부터 대학원 재학 이상까지 

총 6개의 응답 목록을 제시하여 조사대상자가 답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오픈 문항으로 조사대상자가 직접 

답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만원 단위로 제시하였다.

심리적 요인에 해당하는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프라

이버시 위험, 그리고 기능 위험의 정의와 세부 문항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된 유용성은 Cho (2016)의 연구를 참

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시중 은행보다 적은 노력으

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인지된 유용성은 총 3문항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인

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 금융 상품 정보

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 금융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노력 비용을 감소시켜 준다고 인지하는 

정도로 구성하였다. 둘째, 인지된 용이성은 Cho (2016)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이

용 방법이 편리하다고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총 2문항으

로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방법이 편리하다고 인지하는 정도,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방법이 쉽고, 편리하다고 인지하는 정도로 

구성하였다. 셋째, 프라이버시 위험은 Kim과 Park (2017), Luo 

등(2010)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시,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 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총 3문항으로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

는 것에 대한 인지된 위험 정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인지된 위험 정도, 개인정보 침해 피해에 대한 인지된 위험 정도

로 구성하였다. 넷째, 기능 위험은 Kim과 Park (2017), Luo 둥

(2010)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시, 서버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

Table 1. Demographics of Respondents

Variables Frequency (%)

Gender male 172 (49%)

female 179 (51%)

Age 20s 110 (31.3%)

30s 127 (36.2%)

40s 114 (32.5%)

Education under high school graduate 30 (8.5%)

college/university student 39 (11.1%)

college/university graduate 236 (67.2%)

graduate school 46 (13.1%)

Average monthly income 
  (unit: ￦1,000)

< 1,000 55 (15.7%)

1,000-1,999 33 (9.4%)

2,000-2,999 99 (28.2%)

3,000-3,999 75 (21.4%)

 more than 4,000- 89 (25.4%)

Occupation professions 47 (13.4%)

office job 191 (54.4%)

sales/service 16 (4.6%)

blue collar 8 (2.3%)

students 44 (12.5%)

house wife 33 (9.4%)

others 12 (3.4%)

Total : 3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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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총 3문항으로 네트워크 접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개

인이 인지하는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기기의 작동 오류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개인이 인지하는 정도, 오프라인 지점의 

부재로 인해 서비스 기능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개인이 인지

하는 정도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요인에 해당하는 주관적 규범, 네트워크 외부성의 정

의와 세부 문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규범은 

Yang 등(2012)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이 인터넷전

문은행을 이용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총 3문항으로 주변에 인

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인지하는 정도, 주변

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인지

하는 정도, 주변에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

고 인지하는 정도로 구성하였다. 둘째, 네트워크 외부성은 Ewe 

등(2015)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하였

다. 총 2문항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점차 다

양해질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도,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인 인터넷전문은행의 만족도와 지속 사

용 의도의 정의와 세부 문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족도는 Bhattacherjee (2001), Cho (2016)의 연구를 참고하였

으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의 정도로 정의하

였다. 총 3문항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

도,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에 만족하는 정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

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로 구성하였다. 둘째, 지속 사용 의도는 

Bhattacherjee (2001), Cho (2016)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인터

넷전문은행을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정

도로 정의하였다. 총 2문항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속적으로 이

용할 의향이 있는 정도, 향후 더욱 활발하게 인터넷전문은행을 이

용할 의향 정도로 구성하였다.  

5. 요인 분석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만족도와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선

행 요인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베리맥스(Varimax)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KMO 값은 

.806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카이제곱 값이 2874.122(p= 

.000)로 나타나 요인 분석의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5). 요인 분석에 활

용된 총 16개의 문항은 총 6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요인들

의 총 설명력은 약 80%로 나타났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Variable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Factor 6

Perceived usefulness .025 .809 .202 -.060 .125 .111

-.043 .880 .167 .003 .146 .090

.039 .807 .223 -.035 .130 .130

Perceived ease of use .008 .364 .276 -.058 .155 .717

-.056 .070 .009 .220 .073 .882

Privacy risk .909 .058 .015 .111 -.014 -.087

.920 .013 .059 .168 .025 -.064

.832 -.046 .142 .258 .003 .104

Functional risk .087 .040 .077 .903 -.006 .028

.170 -.048 -.040 .896 .102 .080

.342 -.103 -.008 .719 -.071 .098

Subjective norm -.006 .296 .759 -.003 .348 .082

.049 .256 .836 -.054 .227 .057

.175 .158 .831 .093 .086 .102

Network externality .060 .200 .196 .009 .874 .055

-.067 .184 .350 .033 .786 .167

Eigenvalues 2.566 2.489 2.353 2.313 1.661 1.419

% of variance 16.036 31.594 46.300 60.755 71.136 80.007

KMO = .806, Bartlett c2 = 2874.122(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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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1.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수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심리적 요인들에서는 인지된 용이성이 평균 

4.2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요인에서는 주관적 

규범 평균이 4.0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평균 3.887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속 사용 

의도의 평균은 3.775점으로 나타났다. 

2. 인터넷전문은행 만족도와 지속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만족도와 지속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본 연구는 개인적 요인으로 성별, 교육 수준, 월 소득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프라이버시 위험, 그리고 기능 위험을 살펴보았으며, 사

회적 요인으로는 주관적 규범과 네트워크 외부성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성별은 남성 집단을 기준으로 더미 변수로 활용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 변

수들의 공차와 분산팽창지수를 살펴보았다. 공차는 .483~.934

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는 1.061~2.072

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Gunst & 

Mason, 1980). 다중회귀분석 결과, 교육 수준(b=.092), 인지된 

유용성(b=.289), 인지된 용이성(b=.253), 그리고 네트워크 외부

성(b=.279)이 인터넷전문은행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프라이버시 위험(b=-.096)은 인터넷전문은

행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 

변수들의 공차와 분산팽창지수를 살펴보았다. 공차는 .442~.928

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는 1.077~2.262

의 범위를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Gunst & Mason, 1980).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지된 용이성

(b=.209), 주관적 규범(b=.101), 네트워크 외부성(b=.132), 그리

고 만족도(b=.573)가 인터넷전문은행지속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Means of Variables

Variables Mean (SD) Cronbach's a
Psychological factor perceived usefulness 4.248 (.641) .847

perceived ease of use 4.031 (.618) .793

privacy risk 3.201 (.876) .839

functional risk 3.591 (.892) .922

Social factor subjective norm 4.038 (.646) .852

network externality 3.674 (.747) .779

Consumer response satisfaction 3.887 (.614) .858

continuous use intention 3.775 (.650) .759

Table 4. The Results of Multi Regression

Variables
Satisfaction Continuous use intention

b S.E p-value VIF b S.E p-value VIF

Personal factor gender (base=male) -.063 .050 .105 1.061 -.014 .049 .767 1.077

education .092* .026 .018 1.206 .056 .026 .855 1.221

average monthly income .033 .000 .404 1.193 .051 .000 .182 1.194

Psychological factor perceived usefulness .289*** .054 .000 2.072 .068 .055 .210 2.262

perceived ease of use .253*** .054 .000 2.013 .209*** .055 .000 2.158

privacy risk -.096* .032 .025 1.306 -.058 .031 .170 1.358

functional risk -.072 .031 .094 1.280 -.072 .030 .077 1.280

Social factor subjective norm .074 .040 .107 1.615 .101* .040 .015 1.648

network externality .279*** .050 .000 1.808 .132** .050 .000 1.882

Post adoption satisfaction .573*** .054 .000 2.020

Constant .649 .099

F 38.954*** 44.945***

R 2 (Adjusted R 2) .548 (.534) .583 (570)

*p<0.05, **p<0.01, ***p<0.001;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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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지속 사용 의도의 결정 요인

결론

본 연구는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지속 사용 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

다. 본 연구 결과, 인터넷전문은행 만족도에 교육 수준,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네트워크 외부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프라이버시 위험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

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

문은행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면, 인지된 

용이성, 주관적 규범, 네트워크 외부성, 그리고 만족도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지속 사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된 용이성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만족도와 지속 사

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인터넷뱅킹의 용이성이 만족도(Liébana-Cabanillas 

et al. 2013)와 지속 사용 의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Chong, 2013)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면대면 

인증 방식과 금융 상품 가입 절차가 복잡한 시중 은행에 비해 인

티넷전문은행은 상품 가입 및 개인 인증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서비스 만족과 지속 사용 의

도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현재 시중 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시중은행의 금융 

서비스가 개선되고 발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는 효용을 

초월하게 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필요성과 용이성에 대

한 소비자 인식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전문은행

이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로 자

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네트워크 외부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만족도와 지

속 사용 의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네트워크 외부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비

자의 긍정적인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한다

고 할 수 있다(Lee, 2018).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혁신적인 서비

스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진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신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고, 어떠한 신서비스를 받

아들이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또한 모호해지고 있다(Ewe 

et al., 2015; Zhu et al., 2006). 이러한 이유로 네트워크 외부성

은 소비자들에게 신서비스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으

며, 잠재적인 효용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Ewe 

et al., 2015; Lee, 2018; Zhu et al., 2006). 하지만, 소비자가 

네트워크 외부성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할 경우 다수

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또는 향후 서비스가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서

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용을 유지하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

자가 증가할수록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잠재적 효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들

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전문

은행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영 상황이나 서비

스 제공 계획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소비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잠재적인 혜택과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

야 할 것이다. 

셋째, 인지된 유용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만족도에는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속 사용 의도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hong (2013)의 연

구 결과와 맥락을 함께 한다. 특정 시간에만 금융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중 은행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은 24시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금융 서비스 이용

이 가능하다는 장점들이 인턴넷전문은행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

은행은 시중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과 매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로 인식되

지 못하여 지속 사용 의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

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된 유용성이 인터넷전

문은행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긍정적인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영

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동인이 

되기에는 부족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새로운 가입 절차와 이

용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을 위해 지불한 비용들이 지속적인 혜택으로 전환되기 위해

서는 시중 은행과 차별화되는 인터넷전문은행만의 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 사용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혜

택 요인들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가치 있는 서비

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프라이버시 위험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만족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속 사용 의도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자신이 특정 서비스

를 이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비용보다 효용이 크다고 인



10 | Vol.57, No.1, February 2019: 1-13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김효정·이승신

지할 경우 비용을 감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Dinev & Hart, 2006). 본 연구에서 프라이버시 위험이 지속 사

용 의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이용자들이 인터넷

전문은행 이용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프라이버시 위험으로 발

생되는 비용보다 크다고 인지하여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온라인 금융 서비스 관련 연구들에 의

하면 개인정보나 보안에 대한 위험 요소들이 서비스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Yoon, 2010), 인터넷전문은

행의 수용 의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험

이나 우려가 서비스 확산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

(Featherman & Pavlou, 2003). 그러므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이

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방식에 의해 저장되고 보관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

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프라이버시 관련 피해 발생 시, 인

터넷전문은행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상 금액이나 책

임의 범위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주관적 규범은 인터넷전문은행 지속 사용 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소비자가 선택한 서비스라고 하

더라도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느끼기 어려우며, 

모든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인식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행태가 서비스에 대한 사용 의도

를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만족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

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에서 소외당하거나 배제되는 것

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가 선택한 의견이

나 결정에 따르려는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Aldosari & 

MEKHEIMER, 2018).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나 주변 사람들이 선택한 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에서 

배제되고 싶지 않아 하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Ewe et al., 2015; Jang & Park, 2012; Ko & Kwon, 2008; 

Lin, 2011). 주관적 규범은 신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과 같은 소

비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주관적 규범이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들에게 미

칠 수 있는 부정적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부정적인 영

향력이 존재한다면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함

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 사용 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선행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한다(Jung et 

al., 2015).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 은행이 가지고 있는 시·공간

적인 제약을 극복한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중 

은행이 이러한 제약들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채널로 

금융 서비스를 확장시키고 있다. 향후 시중 은행이 인터넷전문은

행이 제공하는 혜택을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경우 비대면 

중심으로 제공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효

용으로 인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지

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중

은행에서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

중 은행에서 소외받았던 소비자들을 포용하여 다수의 소비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능 위험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만족도와 지

속 사용 의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가 인

터넷뱅킹과 유사하며, 이미 많은 금융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확

장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온

라인에서 경험한 소비자들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환경에 익숙해

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능 위험이 만족도나 지속 사용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이 KT와 카카오라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 서비스들에 비

해 기능 위험 요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만족도와 지속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재 가입자 비율이 가장 높은 20-40

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만족도와 지속 사용 의

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터넷전

문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50대 이상 소비자들도 조사대상자에 포

함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연령에 따른 

인터넷전문행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네트워크 외부성의 효과를 간접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과 관련된 변수를 추가

하여 어떠한 요인의 네트워크 외부성이 인터넷전문은행 만족도와 

지속 사용 의도에 영향을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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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만족도, 지속 

사용 의도와 같이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에 중심을 두고 연구를 진

행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불

만족, 이용 중단 의도와 같은 부정적인 소비자 반응들을 함께 살

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확장된 후기 수용 모델을 활용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자들의 이용 후 반응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

넷전문은행이 현재 이용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이해하고, 이용자

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서비

스가 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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