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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국내 금융소비자의 신뢰 수준을 토대로 연령대별 신뢰도 차이에 대해 다단 

비교를 통해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국내 금융시장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착근할 수 있는 토대에 대한 기초 

연구 자료를 구축하고, 연령대별로 소비자 신뢰 구축 전략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이 연구에서는 연령대별로 금융소비자 그룹을 2030세대 그룹과 4050세

대 그룹으로 분리하여 이 두 그룹의 신뢰감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고, 두 그룹의 차이를 다집단 분석방법을 

통해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전 연령층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 신뢰는 편리성, 보안성 그리고 금융

거래 비용의 합리성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았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과연 신뢰 결정요인이 영향력에서 차이

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3개의 신뢰 결정요인 중 비용의 합리성 요인이 젊은 층과 중장년층 간 신뢰 수준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는 추후 관계몰입으로 역시 강하게 연결됨도 재확인되

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으로 시장 경쟁이 격화될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속성장하기 위해 소비자 신뢰가 무엇보

다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주제어 : 경로분석, 소비자, 다집단분석, 신뢰, 인터넷전문은행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of difference in trust level for 

Internet-only bank by age grou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clues and a research data 

in developing differentiation strategies that can increase consumer’s trust by age group. In this 

study, above all, the financial consumer group was divided into the 2030s and 4050s based on age. 

The study explored the trust determinants of the two groups and compar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using a multi-group analysis method. As results, in all age groups, financial 

consumer’s trust was seen as a determinant of convenience, security and benefit of financial 

transaction costs. The difference of the determinant of trust between 2030s and 4050s occurred in 

the factor of benefit. Moreover, it reconfirmed that consumer’s trust is later strongly extended to 

relationship commit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rust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the 

Internet-only bank, whose market competition will intensify in the future.

Key Words : Path analysis, Consumer, Multi-group analysis, Trust, Internet-only banks

*Corresponding Author : Sang-Wook Nam(swnam@seowon.ac.kr)

Received January 4, 2020

Accepted March 20, 2020

Revised February 17, 2020

Published March 28, 2020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No. 3, pp. 58-66, 2020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03.058



융합정보논문지 제10권 제3호59

1. 서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들어선 지 2

년 차가 되었다. 지난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이 처음 

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한 이래 과연 국내 금융 여건 

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독자 생존과 인터넷전문은행

이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치

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해 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여

러 난관을 거친 끝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제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 간 경쟁구도가 조성되

게 되었다. 다만, 아직 카카오뱅크의 독주 속에서 케이

뱅크가 고전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에 새

롭게 시장 참여를 허가된 토스가 어떻게 시장경쟁력을 

갖출 것인가가 관건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새로운 시장참여자의 출현

이 건전한 시장 경쟁의 촉매제로써 작동할 것인가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구도가 앞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혁신을 불러올 것인가로, 이에 대해서는 시

장뿐 아니라 금융당국 그리고 학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

리고 있다. 특히,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두고 금

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견 마찰은 우리 금융시장 

여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평가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큼을 보여준다 하겠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성장 여부는 여러 요인으로 가

늠해 볼 수 있겠으나, 그중에서 가장 큰 사안은 바로 금

융소비자의 평가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금융소비

자의 신뢰수준이다. 소비자 신뢰 구축은 인터넷전문은행

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금융업 나아가 업종 불문해 

모든 서비스업에 공히 적용되는 것으로, 소비자 신뢰를 

어느 정도 쌓아 올렸느냐가 해당 기업, 해당 업이 앞으

로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느냐를 판

단 짓는 척도이다. 

그렇다면 금융업은 어떻게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

는가를 전략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전략

을 수립해 전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소비자가 느끼

고 있는 신뢰 수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1]. 더욱

이 대면채널이 아닌 인터넷 공간에서 전적으로 금융거

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소비자의 신뢰 

수준 평가는 더더욱 중요하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앞으로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

이다[2]. 

무엇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주로 모바일을 통한 간편 

금융거래 위주로 영업을 하는 제 특징상 인터넷사용에 

익숙한 젊은 층과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연령층 사이에 

인터넷뱅킹 사용에 대한 감정이나 은행거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그로 인한 신뢰 수준 또한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금융회사,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신뢰 결정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국내 

금융소비자의 신뢰 수준을 토대로 연령대별 신뢰도 차

이에 대해 다집단 분석을 하였다.

그럼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착근

할 수 있는 토대에 대한 기초 연구 자료를 제시하고, 이

를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소비자 신뢰 구축 전략

을 연령대별로 어떻게 차별화해 수립해 전개할 것인지

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이론적 배경

신뢰(trust)는 그 대상에 대한 한 주체의 믿음으로 정

의된다. 이러한 신뢰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그리고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그간 여러 각도에서 진행

되어 심도 깊은 연구 결과가 파생되어 왔다.

먼저 신뢰에 대한 학계 정의를 보면, 일찍이 Pruitt 

(1981)는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이 자기 의무를 충실히 이

행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신뢰를 정의하였다[3]. 

또 Schurr et al.(1985)는 상대방의 약속이 믿을 만하고 

그 상대방이 의무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봤다[4].

Moorman et al.(1993) 역시 기꺼이 상대방에게  믿고 

의존할 수 있는 감정으로 신뢰를 정의하였다[5]. 이렇듯 

신뢰는 편안하게 상대방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감정으

로, 그동안 업종 불문으로 사업체에 매우 중요한 경영이

슈로 부상하고, 소비자 신뢰가 산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

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케 하였다. 

소비자 신뢰 결정요인과 관련한 연구를 보면, Lee et. 

al.(2019)이나 Jung(2013)은 일반 제조업이 아닌 항공

사나 더 좁게는 커피 매장에 이르기까지 이용자의 신뢰

가 소비자 태도를 넘어 구전 의도로 넘어가 결국에는 사

업 확장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놨다[6-7].

또한 Lee & Kim (2013), Lee & Seo(2009) 등 금융

업 신뢰에 관한 연구는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금융업의 

제 특성상 정직성과 공신력이 신뢰를 높이는 데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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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할을 함을 제시하였다[8-9].

이러한 연구 결과와 그간의 주장들을 보면, 금융업은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과정에서

의 정직성이 금융거래에 따른 리스크, 특히 기대하는 원

금 보전이 훼손될 위험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당해 금

융회사에 대한 믿음을 쌓은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공신력도 소비자가 예탁한 금전을 제대로 회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이 곧 금융거래 상대방인 금융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자본의 크기로 담보력

(capacity)이라는 점에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결정하

는 중요요인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신뢰 결정

요인으로 상대방의 정직성과 배려 그리고 공신력을 뽑

은 등과 같은 선행연구 결과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

다[10-12].

한편 Yun & Park(2016)와 Nam(2014)은 원래 보

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금융상품은 다른 유형의 재화

와 비교해 소비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또 

나아가서는 해당 금융업에 대한 신뢰가 금융상품을 향

한 신뢰로 연결되는 경우가 크다고 주장했다[13-14].

더욱이 Nam(2012)에 따르면 복잡한 금융상품, 불확

실성을 수반한 금융,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다른 어느 것보다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매우 

긴요하다[15]. 또한 Parasuraman et. al.(1985)과 

Doney & Cannon(1997)는 소비자의 신뢰가 불안감

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거래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

다고 주장하였다[16-17].

그런데 문제는 전술한 바대로, 이러한 금융업 신뢰 결

정요인이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금융업별로 달라질 

수 있고, 또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리스크 감응 성향에서 공격

적이고 리스크를 보유하려는 습성이 큰 젊은 층과 반대

로 보수적이면서 리스크를 떠안기 싫어하는 중장년층은 

서로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거래 시 신뢰 수준이 달리 나

타날 수 있어 이러한 연령대별 신뢰 수준의 차이에 대한 

자각도 필요하다.

하지만 전술한 바대로 위험 감응 성향 등이 다른 연

령대별 금융 소비자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신뢰 결

정요인 탐색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은행업 중 인터넷전문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 결정요인을 살피되, 신

뢰 주체자인 금융소비자의 연령대별로 젊은 층 2030세

대 그리고 중장년층 4050세대의 신뢰 결정요인에 초점

을 맞춰 연령대별 신뢰 결정요인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차이는 어느 경로에서 어느 정도로 나타났는

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Bengtson(1975)에 의하면 연령대별로 인간 성

장 과정에서 발달내기가 달라 가치관이 달라진다[18]. 

또 Kim(1995)과 Kang(2013)은 2, 30대 신체적 젊음

은 소비와 투자 등 금융거래 성향을 공격적으로 취하게 

하는 한편 첨단 트렌드 추구와 소비 지향적 특징이 나타

나지만 중년층으로 칭해지는 4, 50대는 가정을 책임져

야 할 일이 많고 경제적 부담을 지는 세대로 투자 성향

도 보수적인 특징을 가지며, 또 두 그룹 간 사회 자본에 

대한 신뢰 정도와 그 신뢰에 미치는 변인에 차이가 난다

고 정리했다[19-20]. 한편, 금융업 중 보험업에 대한 신

뢰 수준을 분석한 Nam(2012)의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

보다는 중장년 세대로 갈수록 금융권에 대한 불신수준

이 떨어지는 등 연령대에 따라 여러 특징에 따른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연령대

별 신뢰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가치가 있

다고 하겠다.

이상의 신뢰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간 관

심이 덜 기울어졌던 연령대별 신뢰 결정요인 차이 탐색

에 초점을 맞춰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연령대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신뢰

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연령대별 신뢰 결정요인이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정도는 얼마인가?

연구 문제 3. 연령대별 신뢰 결정요인의 차이는 어느 

경로에서 발생하는가?

3. 연구 모형

3.1 설문문항 설계와 기술 통계량

설문문항은 이 연구의 선행연구인 Nam(2018)을 토대

로, Venkatesh et. al.(2012)와 Davis(1989), Thompson 

(1991), Moore(1991), Hoffman(1999), Kim(2009) 등

에서 제시된 것을 참고해 설정하였다[21-26].

이를 보면,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금융소비

자가 기대하는 금융거래 시 편리성(convenience)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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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상에서의 금융거래라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시되

는 보안성(security) 그리고 온라인금융거래에 따른 비

용 절감 기대로 비용 합리성(benefit)의 범주에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잠재변수별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편리성은 분석

대상이 온라인에서 금융거래가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온

라인전문은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지점을 통해 금

융 소비자와 은행원 간 대면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반영

해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보면 Davis(1989)는 사용이 

편리한 시스템이 이용자에게 자각성을 높이는 것을 보

였고, Thompson(1991)과 Moore(1991)는 시스템 이

용과 관련한 사용의 편리성이 그것을 수용하려는 의지

를 높인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이용해 보겠다는 의식이 

생겨나고 그 의식 생성이 비로소 그 대상에 대한 신뢰 

형성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으로 확장해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편리성에 대한 측정 문항을 온라인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거래의 속도가 빠르다(Benefit 

1), 금융거래 시 시간이 절약된다(Benefit 2), 금융 접근

성이 좋다(Benefit 3), 금융거래가 용이하다(Benefit 4)

로 선정하였다. 

이어 보안성은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요인으

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제 특성상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

는 금융거래가 해킹이나 거래의 위변조 위험이 없이 안전

하고 구동될 것인가에 금융소비자는 초미의 관심을 갖는

다. 실제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는 모바일금융 거래 시 금융거래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

출위험과 안전장치에 대한 불신 우려가 크게 증대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27]. 그리고 Hoffman(1999)은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전한 거래가 인터넷 거래기업에 대한 신뢰 

형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보안성에 대

한 설문 문항으로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거래 자체에 대해 

안전이 걱정된다(Security 1), 금융 기능에 수반된 불확

실성을 크다(Security 2),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우려된다(Security 3), 바이러스 공격에 따른 거

래중단이 불안하다(Security 4)로 설계하였다.

또한, 비용의 합리성은 온라인상에서 금융거래가 이

루어지는 만큼 소비자에게 유리한 적용금리, 거래 수수

료 절감 기대 등의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Venkatesh 

et al.(2012)는 모바일 거래에 대한 수용의도 분석 연구

에서 모바일 거래에 따른 가격가치가 매우 중요한 요인

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Kim(2009)은 인터넷뱅

크의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된 이

자에 금융소비자가 이끌림을 보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해 이 연구에서는 금융거래 수수료가 합리적

이다(Benefit 1), 지불하는 비용 수준이 적당하다

(Benefit 2), 예금 금리가 적정하다(Benefit 3), 대출 금

리가 적정하다(Benefit 4) 등으로 측정 문항을 정하였다. 

한편, 금융소비자의 신뢰 수준(trust)은 소비자가 느끼

는 믿음의 정도로 측정하였고, 관계몰입(commitment)

은 추후 당해 금융거래를 기꺼이 지속해서 이용할 것이

고, 또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이용하는 인터넷전

문은행을 추천할 의지가 있느냐로 측정 문항을 구성하였

다. 첨언하면 여기서 관계몰입은 거래 후 소비자가 확고

한 거래 대상으로 인식해 추후 다시 거래하겠다는 충성

심과 주변인에게 추천해 잠재고객이 실질 고객으로 전환

케 하는 것으로, 다수의 기존 연구에서 고객 신뢰가 추후 

관계몰입으로 연결됨을 보여 왔다[28-30]. 이에 이 연구

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신뢰감이 추후 관계몰입

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소비자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하

였고, 부실 응답을 뺀 유효 응답지는 총 326부였다. 연

령대별 유효 응답지는 2030그룹 160부, 4050그룹 166

부였다. 각 문항은 7점 리커드 척도로 설계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 2030 Group

Measured

Variables
Mean Std. Dev Skewness Kurtosis

Convenience 1 5.181 1.186 -0.128 -0.705 

Convenience 2 5.044 1.235 -0.226 -0.636 

Convenience 3 5.331 1.191 -0.260 -0.823 

Convenience 4 5.481 1.104 -0.307 -0.715 

Security 1 2.756 1.175 0.651 0.438 

Security 2 2.981 1.141 0.320 0.305 

Security 3 2.656 1.284 0.649 0.504 

Security 4 2.713 1.310 0.598 0.290 

Benefit 1 4.525 1.034 -0.120 0.789 

Benefit 2 4.369 1.019 0.181 1.252 

Benefit 3 4.806 1.073 -0.131 0.472 

Benefit 4 4.775 1.110 0.149 0.010 

Trust 1 4.175 1.007 0.053 0.443 

Trust 2 4.256 1.054 -0.040 0.718 

Commitment 1 4.613 1.213 -0.181 0.420 

Commitment 2 4.263 1.281 0.04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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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Table 1과 Table 2은 연령대별 각 응답 결

과의 기술 통계량으로, 각 설문 응답 결과가 모두 정규

분포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 4050 Group

Measured

Variables
Mean Std. Dev Skewness Kurtosis

Convenience 1 5.205 0.957 -0.170 0.152 

Convenience 2 5.114 1.058 -0.138 -0.507 

Convenience 3 5.392 1.132 -0.336 -0.368 

Convenience 4 5.464 1.048 -0.319 -0.482 

Security 1 2.916 1.141 0.316 -0.146 

Security 2 3.120 1.143 0.254 -0.134 

Security 3 2.843 1.170 0.378 0.024 

Security 4 2.910 1.254 0.489 0.247 

Benefit 1 4.783 0.915 -0.083 1.152 

Benefit 2 4.645 0.901 0.414 -0.189 

Benefit 3 4.867 0.938 0.268 -0.261 

Benefit 4 4.982 1.104 -0.347 0.212 

Trust 1 4.494 0.906 0.092 0.129 

Trust 2 4.645 0.921 0.014 0.564 

Commitment 1 4.934 1.166 -0.404 0.821 

Commitment 2 4.518 1.205 -0.032 0.101 

3.2 연구모형의 적정성 검정

이 연구의 기본 연구모형은 다음 Fig. 1과 같다. 그리

고 실증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의 적정성과 연령대별 연

구모형의 동일성을 검정하였는데, 이 과정 전에 실증분

석에서 사용될 측정변수 선별과 연령대별 인터넷전문은

행의 신뢰 결정요인 판별의 재료인 잠재요인을 요인분

석을 통해 추출하였다.

Fig. 1. Analytic model

요인분석 시 자료의 구형성(sphericity)을 만족하는

지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KMO 측정과 Bartlett's test

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KMO 값은 0.853

으로 판정 기준치인 0.6 이상으로 나왔고, Bartlett's te

st of sphericity 값 또한 통계적 유의수준 0.000에서 

변수 간 상관행렬이 대각행렬이라는 가설을 기각하는 

결과가 나와 자료의 구형성이 만족되었다. 그리고 확인

적 요인분석 결과로 분석모형의 적합도는 (189.487, 

96), CFI 0.972, IFI 0.973, TLI 0.966, NFI 0.946, R

MSEA 0.05 등으로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각 설문문항에 대한 설문응답자의 일관된 응답

인지를 Cronback’s α 값을 통해 확인해 보았는데, 다

음 Table 3.과 같이 각 문항의 Cronback’s α 값이 대

체로 0.8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 응답의 일관성에는 문

제가 없었다.

다음으로 2030세대와 4050세대의 연구모형이 서로 

동일한지를 보았다. 앞서 설명한대로 이 연구의 주목적

은 연령대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신뢰 수준이 차이

가 나는지를 판별하는 데 있는바, 젊은 층과 중장년층의 

연구모형이 다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연령대별 

연구모형의 동일성 여부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검정하

였다. 먼저 두 연구모형의 형태가 같은지에 대한 형태 

동일성 검정(Model Ⅰ) 후 측정변수가 서로 같은지에 

대한 측정 동일성 검정(Model Ⅱ)을 하였다. 그리고 이

어 측정변수의 절편이 같은지를 절편 동일성 검정

(Model Ⅲ)을 통해 살피고, 추가로 잠재 변수의 분산이 

같은지를 분산 동일성 검정(Model Ⅳ) 방법으로 분석하

였다. 

Table 3. Cronback’s α

Measured

Variables
Cronback’s α

Scale if item deleted

Cronback’s α

Convenience 1

0.910

0.883 

Convenience 2 0.883

Convenience 3 0.881

Convenience 4 0.886 

Security 1

0.914

0.894 

Security 2 0.918 

Security 3 0.867 

Security 4 0.869 

Benefit 1

0.879

0.840 

Benefit 2 0.830 

Benefit 3 0.844

Benefit 4 0.865 

Trust 1
0.856

-

Trust 2 -

Commitment 1
0.848

-

Commitment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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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정모형별 적합도와 모형 간 적합도의 차이

는 다음 Table 4.와 같았다. 이를 보면, 각 모형의 카이

제곱값의 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각 적합도

는 모두 우수하게 나타난 데다 모형 간 적합도의 차가 

매우 작게 나타나 2030 분석모형과 4050 분석모형의 

동일성에는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Table 4. Model Fit Index

Model   CFI IFI TLI RMSEA

Ⅰ 304.94 192 0.967 0.967 0.959 0.043

Ⅱ 321.41 203 0.965 0.966 0.959 0.042

Ⅲ 344.97 219 0.963 0.963 0.960 0.042

Ⅳ 348.29 222 0.963 0.963 0.960 0.042

4. 분석결과

4.1 연령대별(2030세대, 4050세대) 경로계수

연령대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신뢰 수준과 결정요

인 판별은 먼저 2030그룹과 4050그룹의 잠재요인별 잠

재평균을 구해 비교한 후 양 그룹의 각 잠재요인과 신뢰

로 연결되는 경로계수 그리고 신뢰가 관계몰입으로 연

결되는 경로계수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살펴보았

다. 이때 경로계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는 기

저모형과 동일성 제약 모형 간 카이제곱값의 크기의 차

로 살피는 다집단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 Table 5.는 연령대별로 구분한 2030그룹과 

4050그룹의 경로계수 결과이며, 각 그룹의 분석모형은 

모든 잠재변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것이다. 

Table 5. SEM Invariance Constraints Results Summary

Path
Regression Weights1),2)

2030 Group 4050 Group

Benefit → Trust 0.581(0.422)*** 0.787(0.745)***

Security → Trust 0.182(0.110)*** 0.166(0.111)**

Convenience → Trust 0.250(0.147)** 0.148(0.119)*

Trust → Renewal 0.603(1.829)*** 0.855(1.440)***

Trust →Recommendation 0.585(1.691)*** 0.767(1.334)***

Note: 1)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  ) regression weights.

   2) *, **, *** means significance at 0.1, 0.05, 0.01 respectively.

잠재변수별로 각 모형에 대한 경로계수를 하나씩 살

펴보면, 먼저 3가지 잠재변수 모두 연령별 구분 없이 공

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신뢰를 쌓으려면 무엇보다 금

융거래의 편리성, 보완성 그리고 합리적 비용을 추구해

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다만, 각 잠재변수의 

계수 크기와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령대별로 신뢰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순위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라 하겠다. 요

인별로 보면, 2030세대는 금융거래 비용의 합리성의 경

로계수가 0.581(비표준화 계수 0.422), p<0.001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안성 

0.182(비표준화 계수 0.110), p<0.001이었다. 반면 편

리성 요인의 경로계수는 0.250(비표준화 계수 0.147), 

p<0.001로 신뢰 결정요인으로 유의하게 작용을 하지만 

다른 요인에 비해서는 통계적 유의도가 낮았다. 이는 젊

은 층의 경우 인터넷 모바일 사용이 익숙해 편리성이 획

기적이지 않은 한 편리성에 대한 감각이 상대적으로 떨

어져 그런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4050세대는 거래비용의 합리성이 신뢰 결정요

인의 우선순위로 작동함은 2030세대와 별반 차이가 없

게 나타났으나, 보안성과 편리성 요인은 신뢰 결정요인

으로 작용은 하지만 그 통계적 유의수준이 젊은 층에 비

해 확연히 떨어짐을 보였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편

리성의 경로계수와 유의수준이 0.148(비표준화 계수 

0.119), p<0.1로 낮게 나왔는데, 이는 중장년층의 경우 

젊은 층과는 달리 인터넷이나 모바일 다룸이 상대적으

로 덜 익숙해 편리성이 있다고 해도 그 체감력이 떨어지

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젊은 층과 중장년층 모두 신뢰 형성은 인터넷전

문은행의 재이용과 주변인 추천 등과 같은 관계몰입, 신

뢰가 추후 금융거래를 다시 하고 또 주변인에게 추천하

는 등 관계몰입(relationship commitment)으로 매우 

강하게 연결됨을 보였다. 이는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실

증된 것과 같은 결과로 소비자 신뢰가 쌓아지면 재구매

와 지인 추천 등 추가 수요가 발생해 자연스레 업의 확

장이 이루어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신뢰 구축의 중요

성을 재차 강조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4.2 연령대별 잠재평균 차이 분석

연령대별 신뢰 결정요인의 경로계수가 어느 정도 차

이가 있는지를 잠재평균(latent mean)을 가지고 분석

하였다. 알려진 바대로, 잠재평균 비교는 두 그룹 중 한 

그룹의 잠재평균을 영(0)으로 두고, 다른 한 그룹의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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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균을 구해 양 그룹의 잠재평균 차이를 산출한 후 그 

크기를 Cohen's d 값으로 살펴보는 방법이다. 

다음 Table 6.에서 보듯 2030그룹과 4050그룹의 잠

재평균과 Cohen's d 값을 살펴본 결과, 신뢰 결정요인 

중 비용의 합리성 요인에서 젊은 층과 중장년층의 경로

계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의 크기는 Cohen's d 값이 0.28으로 0.2보다는 크

지만 중간 효과인 0.5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크기임

을 보였다.  

Table 6. Latent Mean and Cohen's d 1), 2)

Latent Mean Gap Variance Cohen's d

Convenience 0.027 1.002 0.026

Security 0.164 0.104 1.576 

Benefit 0.172** 0.616 0.280

Note: 1)  *, **, *** means significance at 0.1, 0.05, 0.001 respectively.

      2) a means effect size. Cohen defined effect size as "small, d〈 0.2, 

medium, d〈 0.5 and large, d 〉0.8".

4.3. 연령대별 경로계수 차이 분석

마지막 분석으로 3개의 잠재변수가 신뢰로 연결된 후 

그 신뢰감이 재구매와 주변인 추천으로 이어지는 관계

몰입에 미치는 경로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

인하였다.

분석 방법은 기저모형과 경로동일성 모형의 카이제곱

값의 변화량을 가지고 연령대별 차이가 유미하게 나는

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다음 Table 

7.과 같이 비용의 합리성 요인이 신뢰로 연결되는 경로

에서 2030세대와 4050세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평균 비교

에서도 동일한 결과였다. 

Table 7. The Gap of Model Fit between Base Model 

and Invariance Constraints Model1)

path   IFI TLI

Benefit → Trust 1 5.445** 0.002 0.001

Security → Trust 1 0.001 0.000 0.001 

Convenience → Trust 1 0.094 0.000 0.001 

Trust → Renewal 1 2.849* 0.001 0.000 

Trust →Recommendation 1 37.887*** 0.009 0.011 

all constrained 5 7.951** 0.002 0.002

Note: 1) ** and *** means significance at 0.01 and 0.001 respectively.

그리고 이 결과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에 대한 중장년층의 신뢰 형성은 젊은 층보다 주변인에

게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천하는 의향이 더 크다는 것으

로, 이는 잠재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중장년층의 신뢰를 

얻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

과라 하겠다.

5. 결론

현재 국내 경제는 경기 불안정과 경제성장 침체 기조

가 좀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내 경쟁구

도는 계속해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신뢰도 제고에 초점을 

맞춰 소비자 중심 감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다변화되고 극도로 다양화되고 있는 금융상품이 시장에 

계속 출시되면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커지고 금융회

사에 대한 혁신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금융시장의 현실이다. 이러한 와중에 제3의 인터넷전문

은행 설립이 허가되면서 은행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

망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이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면 무엇이 긴요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인

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인터넷 모바일 활용에 익숙한 

2030세대와 상대적으로 전통적 금융거래방식에 더 친

숙한 4050세대 간 신뢰 결정요인의 차이를 실증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전 연령층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

융소비자 신뢰는 편리성, 보안성 그리고 금융거래 비용

의 합리성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았다. 그리고 연

령대별로 과연 신뢰 결정요인이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본 결과,  3개의 신뢰 결정요인 중 비용의 

합리성 요인이 젊은 층과 중장년층 간 신뢰 수준의 차이

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추가로 소비

자의 신뢰 형성은 추후 재구매와 주변 추천으로 강력하

게 이어짐도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인터넷전문

은행이 지속 성장하기 위한 경영전략 수립 시 무엇보다 

먼저 금융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적

극적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음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연구 결

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터넷상에서 금융거래가 이

루어지는 만큼 대면 채널 보다 여 수신 금리와 금융거래 

수수료 면에서 금융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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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구조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인터넷전문

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혜택을 본다고 인식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신뢰의 싹이 

피어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거래의 강점인 편리성을 지금보다 

더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선진 금융회사가 이미 확대하고 있는 블

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접목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기존 은행보다 훨씬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개발

과 적용을 통한 금융소비자 편의성 도모가 수월할 것으

로 판단된다. 아울러 여성 금융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보안성 문제에 대해서도 신뢰 구축 차원에서

라도 분명히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 앞의 분석 결

과에서 보듯이 남녀 구분 없이 개인정보 보호와 해킹에 

따른 불안 해소가 신뢰 형성에 또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 재확인한 신뢰와 관계몰입 간의 연

결 결과는 전 금융업계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즉, 

대중으로부터 받은 신뢰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존 기

반인 충성고객 확보와 잠재고객의 실질 고객화로 연결

되는 지름길임을 분석 결과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신뢰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가능한 대중 신뢰 

나아가 사회적 신뢰 제고에 기업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한정된 설문조사에 의해 신뢰 

결정요인을 찾아본 것으로, 좀 더 명확한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설문조사 대상을 넓히고 세분화해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저축성향과 금융이용

행태 등의 개인 성향을 반영한 분석이 필요한바, 이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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