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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서비스가 더욱 활

성화되는 비대면 언택트(untact) 시대를 맞이하

게 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only bank, 

Internet primary bank, direct bank, virtual 

bank)은 언택트 시대의 대표적인 온라인 서비

스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비대면 비접촉의 

온라인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다(주재훈, 우가인, 2019). 인

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fintech)와 테크핀

(techfin)이 널리 알려지면서 일반 소비자들에

게 더 잘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뱅킹으로 금융 

서비스와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있는 기존의 

금융기관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창

업한 지급결제업체를 핀테크라 명명하였다. 그

러나 최근에는 GAFAM(Google, Amazon, 

Facebook, Apple, and Microsoft)과 BAT 

(Baidu, Аlibaba, and Tencent), 그리고 국내의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빅테크(big tech)가 기존

의 온라인 서비스(포털, 소셜 서비스, 전자상거

래 등)에 부가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

우를 테크핀(techfin)이라 한다. 따라서 국내와 

중국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핀테크이지만,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이기에 대표적인 테크핀의 사례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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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현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기에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으로는 일본의 Japan Net Bank 

(2000년), 미국의 Charles Schwab Bank(2003

년), 독일의 Fidor Bank(2009년) 등이 있다. 전

세계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기를 넘어서 

성장기와 성숙기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텐센트(Tencent)가 위뱅크(WeBank)

를 설립하여 2015년 1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 후 2015년 6월부터 알

리바바(Alibaba)가 마이뱅크(MYbank)를 운영

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중국에는 총 8개의 인

터넷전문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의 경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2017

년 4월과 7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를 제

공하게 되었다. 토스뱅크가 2019년 예비인가를 

받아 2021년 7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중국

의 경우가 국내보다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를 

제공한지 2년 정도 앞서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된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그 이용의도에 역점을 둔 연구가 진행되

었다(권혁기, 이문봉, 2018; 주재훈, 2018; 주재

훈, 우가인, 2019). 2020년 현재, 한국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가 개시된 지 3년, 중국

의 경우는 5년이 지났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의 

이용의도나 지속이용의도를 넘어서 고객 충성

도(customer loyalty)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고

객 충성도란 고객이 경험과 미래에 대한 기대

를 기반으로 제품, 브랜드, 서비스, 조직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갖고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의

도나 행위로써 조직의 경쟁우위와 성과의 핵심

요소이다(Day, 1969; Chaudhuri and Holbrook, 

2001; Oliver, 1999).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 충성도에 중요한 영

향 요인을 무엇인가? 또한 무엇이 그들 영향 요

인을 결정하는가?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비

접촉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이고, 돈의 

흐름을 다루기 때문에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 서비스 만족은 기술과 서비스의 많은 분

야에서 고객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의도와 지속이용의도

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영향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주재훈, 우가인, 2019).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 충성도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신뢰, 서비스 만족, 사회적 

영향을 조사한다. 그 다음으로 고객 충성도의 

각 영향 요인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분석한다.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된 초기 단계

에서는 지각된 경제혜택, 지각된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 금융서비스의 검증되지 않는 위험 

등의 요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 상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주재훈, 2018). 그러나 카카

오뱅크와 케이뱅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들 요소가 서비스 만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재훈, 우가인, 

2019).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기를 넘

어선 단계에서 고객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과 각 영향 요인의 결정변수를 분석하는 것

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고객 충성도와 그 영향 요인으로 신뢰, 서비

스 만족, 사회적 영향과의 관계, 각 영향 요인의 

결정요소로써 공감, 편리성, 지인의 전문성, 지

인에 대한 믿음, 불안감 등과의 관계를 종합적

으로 고려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제안한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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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이 연구모형과 관련하여 9개의 연구가설을 

도출하여 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연구가설을 검

증한다. 중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이유는 국내의 경

우에 비교하여 중국의 경우는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를 개시한 지가 오래되어 고객 경험에 

기초한 고객 충성도를 파악하는데 더 적합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전

문은행의 이용의도에 역점을 두어왔던 선행연

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

된 초기를 넘어선 단계에서 고객 충성도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둘째는 고객 충성

도의 영향요인으로 알려진 신뢰에 대해 공감과 

편리성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사회적 영향

의 결정변수가 무엇인가는 분석한다.

Ⅱ. 중국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과 특성

중국의 경우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업이 중심이 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

고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금융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은 전통은행의 금융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개인, 

소기업 및 자영업자, 농촌지역 고객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텐센트의 위

뱅크와 알리바바그룹의 마이뱅크에 이어 2016

과 2017년에는 샤오미의 XWbank, 쑤닝

(Suning)의 쑤닝은행(Bank of Suing), 바이두

(Baidu)의 바이신뱅크(BaiXin Bank)가 영업을 

시작하였다. 위뱅크와 마이뱅크가 자산규모와 

이용자 수 측면에서 대표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이다. <표 1>에서는 위뱅크와 마이뱅크의 참여

기관과 서비스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
서비스 
개시 연월

참여기 서비스 특성

위뱅크

(WeBank)
2015. 1

텐센트, 바이에위엔(Baiyeyuan 

Investment), 리예그룹(Li Ye Group) 등; 

텐센트의 지분율, 30%

- 텐센트의 SNS(위챗과 QQ) 고객기반 이용

-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

퓨팅 기반의 신용평가

- 지방 중소은행과의 협력으로 자금력을 극복

하고 금융소외계층의 무담보 소액 및 중금리

대출

마이뱅크

(MYbank)
2015. 6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 앤트파이낸셜

(Ant Financial), 푸싱그룹(Fosun 

International Ltd.), 완샹그룹(Wanxiang 

Sannong Co.), 닝보진런자산운영(Ningbo 

Jinrun Asset Management); 앤트파이낸

셜 지분율, 30%

- 소기업과 농촌지역 소액 대출 서비스와 같은 

틈새시장

- 신용평가서비스 즈마신용

- 통합 금융의 편리성

<표 1> 국 표 인 인터넷 문은행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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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뱅크는 텐센트의 SNS 고객 기반을 활용하

여 초기에 일정수준 이상(critical mass)의 고객

을 확보하고 고객 충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위

뱅크는 모회사인 텐센트의 위챗과 QQ의 고객

이 은행 서비스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고객 편리성을 제공하여 충성도를 높이

고 있다. 

둘째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용하여 대출의 

위험이 비교적 높은 금융소외계층의 부실대출

비율을 낮추고 있다. 위뱅크는 중금리 소비대출

에서도 부실대출비율이 중국의 평균보다 낮다

(이혁균, 주혜원, 2019). 위뱅크는 위챗과 QQ의 

빅데이터(예를 들어, 이용자들 간의 소통, 차단 

이력 등) 기반에 AI를 적용하여 고객의 상환 능

력과 의지를 평가하는 신용평가 모델을 이용하

고 있다. 또한 계정 개설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

을 위한 eKYC(electronic Know Your 

Customer), 고객 서비스, 온라인 신원 인증 등

에 AI를 적용하여 신속 간편하게 은행 서비스

를 제공한다.

셋째, 지방 중소은행들과 협력하여 금융소외

계층의 틈새시장을 개척하여 포용적 금융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지방중소은행은 

자금력이 있으나 금융상품 판매 채널이 부족하

고, 고객 기반이 미약하며 위험관리(대출심사)

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위뱅크는 이들 은행

과 협력하여 농촌이나 소도시의 고객들을 대상

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소액대출의 80%는 

이들 은행의 자금이다(이혁균, 주혜원, 2019).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신용평가 및 위험관리로 

부실대출비율도 낮추고 있다. 금융 블록체인 컨

소시엄(Financial Blockchain Shenzhen 

Consortium, FISCO)을 주도하고 있는 위뱅크

는 제휴은행들과 블록체인을 공동대출업무에 

적용하여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

다.

알리바바그룹의 금융 자회사인 앤트파이낸

셜(Ant Financial)의 마이뱅크는 전통은행의 금

융 서비스 혜택을 보지 못한 개인과 영세한 중

소기업의 틈새시장에서 포용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이뱅크는 농촌지역, 소기업, 

창업가, 금융 소외계층의 개인 등을 위한 소액 

대출에 역점을 두어왔다. 

둘째, 마이뱅크는 알리바바의 신용평가시스

템, 즈마신용(Zhima Credit or Sesame Credit) 

시스템을 이용하여 간편하고 신속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기반에서 빅데이

터와 AI를 적용하여 신용점수에 따라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점수는 신용 이력(거

래 및 상환 이력, 예를 들어, 앤트파이낸션에서

의 긍융거래 이력), 행위 동향(쇼핑 및 금융 서

비스 등의 이용 이력과 성향, 예를 들어, 알리페

이를 통한 공과금 납부 이력과 e-커머스에서의 

상거래 활동 내역 등), 지불 능력(안전적 수입

원과 자산 보유 현황 등), 신상 특징(학력과 직

업 등), 인맥관계(SNS 친구관계와 그들의 신용

도)에 의해 환산된다. 신용점수는 여신과 무담

보 대출, 렌터카, 호텔, 부동산 임대, 비자 신청, 

공공시설 이용 등에 이용된다(이현태 등, 

2018). 빅데이터(알리페이의 고객 데이터)를 분

석하는 AI 알고리즘에는 10만개 이상의 대출승

인지표, 100여 개의 예측모델, 3천여 개 이상의 

대출 정책이 적용되어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

한다. 

셋째는 통합 금융 서비스로 고객의 편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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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고 있다. 앤트파이앤셜은 알리페이의 

결제 서비스, 앤트포춘(Ant Fortune)의 자산운

용관리, 즈마신용의 신용평가, 마이뱅크의 은행 

서비스를 통해 금융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

였다. 또한 마이뱅크는 티몰과 타오바오 등의 

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와 농민을 위한 무담보 

소액 대출 서비스를 통해 소외계층의 금융 서

비스 혜택을 개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결제, 

공공 및 생활 서비스, 은행 서비스를 통합 연계

하여 고객의 편리성을 개선하고 있다. 간편하고 

신속 편리한 3-1-0 온라인 대출 서비스도 그 한 

예이다. 이는 3분의 대출 처리과정(기존 대출업

자의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대출 프

로세스, 80%가 미대출), 1초만의 대출 실행, 수

작업 제로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의 인터넷전

문은행은 전통은행과 차별화되는 틈새시장에

서 고객과의 공감, 편리성, 신뢰를 통해 서비스 

만족과 고객 충성도를 개선하고 있다.

    

Ⅲ.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고객 충성도란 교체 행동을 야기시킬 수 있

는 경쟁자의 마케팅 노력과 상황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그 제품과 서비

스를 재구매하거나 재애용하고자 하는 의지 및 

깊은 몰입 정도를 의미한다(Oliver, 1999). 고객 

충성도는 반복 구매행동 및 의도와 관련된 행

동적 차원과 호의적 감정 및 애착과 같은 태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Chaudhuri and 

Holbrook, 2001; Day, 1969). 신뢰, 서비스 만

족, 고객 충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경영

학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오래 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Kingshott et al., 2018; Ladhari 

and Leclerc, 2013; Lin and Wang, 2006; Yuan 

et al., 2020).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신뢰와 

고객 만족이 고객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뢰와 고객 만족 간

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연구결과가 제

시되었다. 몇몇 연구에서는 신뢰가 고객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고

객 만족이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사회적 영향과 이용의도나 지속이용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

한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사회적 영향이 이용의

도나 지속이용의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주재훈, 2018; 주재훈, 우가인, 

2019). 따라서 신뢰, 서비스 만족, 사회적 영향

은 고객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비대면 언택트 비즈니스에서 고객에 대한 공

감 능력은 신뢰형성에 중요하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감(empathy)은 고객과의 

관계를 다루는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

가 되고 있다. 고객과의 관계에서 공감이란 고

객의 상황, 감정, 심리 상태, 경험을 마치 자신

의 것처럼 인식하하고 느끼고 대응하는 태도와 

의지이다. 오래 동안 심리학 분야에서 공감을 

다루어 왔지만 1950년과 60년대부터 과학적 방

법으로 심리치료와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공감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Duan and Hill, 

1996). 상대방이 처한 상태, 입장, 관점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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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해하고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을 인지적 

공감(cognitive empathy)이라 한다(김혜리 등, 

2013; Davis, 1983).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즐

거움과 슬픔, 염려와 고통 등)을 공유하고 대리 

경험하는 것을 정서적 공감(affective empathy)

이라 한다. 정서적 공감은 인지적 공감의 후속 

단계에 나타날 수도 있으며, 김혜리 등(2013)의 

연구에서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몸짓, 음성을 

모방하여 상대방과 같은 감정 상태에 도달하여 

유사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라 하였다.  기술

수용모형에서 사용 용이성(ease of use)은 기술

의 유용성(usefulness)과 이용의도에 영향을 주

는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져왔다. Brown(1990)

은 편리성은 시간(time), 장소(place), 습득

(acquisition), 사용(use), 실행(execution) 차원

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편리성의 사용 차원은 

기술수용모형의 사용 용이성과 관련이 깊다

(Hsu and Chang, 2013). 편리성은 사용 용이성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신뢰 형성에 영향을 준

다. 따라서 공감과 편리성은 신뢰의 결정변수가 

된다.

사회적 영향이 인간 행동 연구의 중요한 변

수이지만, 사회적 영향의 결정변수에 대한 연구

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사회적 영향은 개인

이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발생한다

(Hu et al., 2019). 상호작용하는 대상에 대한 믿

음이 강하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 때 개인은 사

회적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Hu et al., 

2019). Hu et al. (2019)의 소셜커머스의 충동구

매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인의 전문성

(expertise), 신뢰성(trustworthiness), 사회적지

지(social support)를 사회적 영향의 결정요소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영향의 결정변수

로 지인의 전문성, 지인에 대한 믿음, 불안감을 

제안한다. 따라서 9개 변수 간의 관계를 연구모

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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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가설

3.2.1 공감, 편리성, 신뢰의 관계

공감은 서비스 품질(SERVQUAL)의 5개 차

원(RATER: Reliability, Assurance, Tangibles, 

Empathy, and Responsiveness)의 하나로 측정

되었다(Parasuraman et al., 1988). 여기서 공감

이란 기업이 고객에게 기울이는 배려와 개별적

인 주의(고객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기울이는 

관심)라 하였다(Parasuraman et al., 1988). 스탠

포드대학의 d.school에서는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의 5단계 모형을 제안했다. 고객을 관

찰하고 공감하고 이해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다

양한 대안을 찾아 혁신적 결과를 내는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인 디자인 사고의 중요한 첫 번

째 과정으로 공감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공감

이란 고객이 직면한 문제를 관찰하고, 인터뷰하

고, 체험함으로써 고객의 심정으로 현상을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이란 인터넷전문은

행이 고객과의 교류 및 상호작용을 통해 고객

의 상황과 경험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태도와 

의지라 정의한다.

비대면 언택드 비즈니스에서 신뢰는 대단히 

중요하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뱅킹, 인터넷전

문은행은 그것의 대표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신뢰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주재훈, 한정희, 2008; Gefen et al., 2003). 온

라인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간의 정보 비대칭, 

프라이버시와 정보보안에 대한 염려 등의 불확

실성과 기회주의 행동 등으로 인해 신뢰는 시

장 형성과 활성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주재훈, 한정희, 2008; Brynjolfsson and 

Smith, 2000; Gefen et al., 2003). 주재훈과 한

정희(2008)의 연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에서 

신뢰는 지각된 위험과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판매자에게 가격 프리미엄을 제

공하기도 한다. 전자상거래에서 기업은 물론이

고 제도적 신뢰(institution-based trust)도 중요

하다. 제도적 신뢰란 법(전자상거래 관련법, 통

신판매중개자자율준수규약, 기타 규정과 지침 

등)과 제도적 장치(에스크로 제도와 제3자가 발

행하는 인증마크 제도 등)를 통한 공식적인 사

회 구조와 관련된 신뢰이다(한정희, 주재훈, 

2010; Lu et al., 2016). 제도적 신뢰는 특히, 역

사가 짧고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비즈니스에서 

중요하다(Lu et al., 2016).

신뢰는 원하는 것을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

이라 믿는 신용(credibility)과 기회주의적 행동

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호의와 배려를 할 것으

로 믿는 선의(benevolence)를 포함하는 개념이

다(Doney and Cannon, 1997). McAllister 

(1995)는 신뢰를 인지적 신뢰(cognition-based 

trust)와 정서적 신뢰(affect-based trust)로 구분

하였다. 인지적 신뢰란 필요한 정보를 지식에 

근거하여 계산적 평가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신

뢰이고, 정서적 신뢰란 상대나 대상이 보여주는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정서적 믿음과 유대감

을 통해 형성되는 신뢰이다. 신뢰에 대한 선행

연구와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뢰란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과 신의를 갖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고객이 믿는 정

도라 정의한다.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공감과 신뢰

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다. 

Mangus et al. (2020)의 공감, 신뢰, 판매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고객과 판매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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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공감은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형주 등(2013)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뉴스에 대해 공감하는 독자는 온라인 

뉴스에 대한 자발적 구독료 지불의사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공감은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Feng et al., 2004). 공감과 신뢰에 대한 실증연

구를 바탕으로 다음 연구가설을 제안한다.

연구가설 1(H1): 인터넷전문은행에서의 공

감은 고객의 신뢰에 영향을 준다. 

Berry et al.(2002)은 편리성을 시간과 노력

을 절감하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소비자

들은 점차 편리성을 지향하고 있는데, 의사결정 

편리성(decision convenience), 접근 편리성

(access convenience), 거래 편리성(transaction 

convenience), 혜택 편리성(benefit 

convenience), 사후혜택 편리성 (post-benefit 

convenience)이 있다(Berry et al., 2002). 

Seiders et al.(2007)은 Berry et al.(2002)의 다

섯 가지 차원의 편리성을 SERVCON이라 명명

하고 서비스 편리성의 설문항목을 제안하고, 미

국 소매체인점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 의사결정, 거래, 혜택, 사후 

혜택의 편리성이 구매의도에 유의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eiders et al., 

2007). 심적회계이론(mental accounting theory)에 

따르면, 편리성은 고객으로 하여금 심적 및 육

체적 에너지를 적게 들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키고 

거래 효용을 높인다(Gupta and Kim, 2010).

주재훈(2018)의 연구에서는 소비문화의 변

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소비사회에서 서비

스 편리성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중요한 이용

동기가 된다고 하였다. Strasser(1999)는 이미 

편리함이 기능성이나 효율성을 넘어서 자유의 

상징이 되었다고 하였다(주재훈, 우가인, 

2019). 한국은행(2019)의 조사에 따르면, 모바

일 금융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는 이용 절차의 편리성에 있다. 

편리성은 은행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Aušrinė and Violeta, 2012). 편리성은 은행 서

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의 한 요소이다. 황인태

와 심완섭(2007)은 인터뷰 기반의 질적 연구에

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이용 편리성은 신뢰 

형성의 중요한 요소라 하였다. 인터넷 뱅킹 서

비스에 대한 조철호(2009)의 연구에서는 서비

스 품질의 한 요소로써 편리성은 신뢰에 긍정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서비스 

분야에서 편리성은 시간과 노력의 비용을 절감

하여 고객가치를 향상시킨다. 주재훈(2018), 주

재훈과 우가인(2019)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연구에서 지각된 서비스 편리성은 서비스 만족

과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편리성을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편

리함의 정도라 정의한다. 다음의 연구가설을 제

안한다.

연구가설 2(H2): 인터넷전문은행에서의 편

리성은 고객의 신뢰에 영향을 준다. 

3.2.2 사회적 영향

TRA(Theory of Reasoned Action)/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 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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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Acceptance Model)2, 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에서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과 관련된 사회적 영향이 행동 태도와 의도의 

중요한 결정변수라는 것이 이미 규명되었다(주

재훈, 우가인, 2019; Venkatesh et al., 2003). 사

회적 영향이란 주관적 규범, 사회적 요인(social 

factors), 이미지(image)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

념이다(Venkatesh et al., 2003). Deutsch et 

al.(1955)은 사회적 영향을 타인으로부터 얻는 

정보와 관련된 정보적 영향(informational 

social influence)과 집단의 규범과 문화를 준수

하는 것과 관련된 규범적 영향(normative social 

influence)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영

향의 결정변수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

구에서 사회적 영향의 결정변수는 무엇이며, 사

회적 영향이 고객 충성도에도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데 역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주재훈

과 우가인(2019)의 연구에서와 같이 사회적 영

향이란 친구나 지인 등이 사회적 상황에 맞춰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도록 영향을 주는 정

도라 정의한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청자(listener)가 화자

(communicator)의 메시지를 수용하는데 영향

을 주는 정보원의 공신력(source credibility)은 

수용자(청자)가 정보원에 대해 지각하는 전문

성(expertise)과 신뢰성(trustworthiness)에 의존

적이다(Hu et al., 2019; Ohanian, 1990). 

Hovland et al.(1953)의 설득력 효과에 대한 연

구에서는 공신력을 청자의 화자에 대한 신뢰

(trust)라 하였다. Ohanian(1990)은 전문성을 전

문능력, 경험, 지식, 자격, 기술이라는 다섯 차

원으로 측정하였다. Hu et al.(2019)은 전문성

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믿게 하는 결정 요

소라 하였다. 또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설득력이 

있다. 전문성은 집단 구성원들의 구매결정에 영

향을 주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다. 소통에서 

수신자는 송신자의 전문성과 연계하여 메시지

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한희정과 정남호(2014)의 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에서 지인이나 전문가 등의 믿을 수 있

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일수록 더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소셜미디어에서 관광정보의 신

뢰성이 사회적 영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한희정, 정남호, 2014).

본 연구에서 전문성이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인의 전문지식, 경험, 이해도에 대해 지

각하는 정도라 정의한다. Hu et al.(2019)와 한

희정과 정남호(2014)의 연구를 기초로 다음의 

연구가설을 제안한다.

연구가설 3(H3): 지인의 전문성은 사회적 영

향에 영향을 미친다.

공신력의 두 번째 요소인 신뢰성이란 조작 

의도가 없이 동기가 순수하고 객관적이라고 상

대방을 믿는 것이다. 신뢰성에는 정보 제공자의 

윤리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신뢰

성 있는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더 잘 수용한다

(Hu et al, 2019). Hu et al.(2019)의 연구에 따

르면, 소셜 커머스의 동료 고객들이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고 사심이 없다면, 판매자나 마케터

보다는 동료 고객들을 더 신뢰한다. 추천과 같

은 주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자의 

신뢰성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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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에서 다루는 신뢰성은 정보 제공자를 

정직하고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의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각하는 폭넓은 개념이다(Ohanian, 

199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선행변수로서 지인에 

대한 믿음을 고객이 자신의 지인을 믿고 의존

하는 정도라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제안한다.

연구가설 4(H4): 지인에 대한 믿음은 사회적 

영향에 영향을 미친다.

기술 불안감(anxiety)과 소비자 태도 및 행동

과의 관계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Meuter et al., 2003; Park et al., 2019). 사람들

이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할 때 느끼

는 두려움, 우려, 걱정 등을 기술 불안감이라 하

며, 기술을 사용할 능력과 의지에 관한 마음 상

태와 관련되어 있다(Meuter et al., 2003). 새로

운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에 직면하거나 특정 

기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 기술 불안감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Curran et al. 2003). 기술 불안감

은 기술의 수용 및 사용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Meuter et al.(2003)은 혁신적 신기술

(여기서는 셀프서비스 기술)에 대한 불안감은 

기술 만족과 사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 하였다. 기술에 대한 통제력과 자신감이 부

족한 경우, 소비자는 기술에 대해 불안감을 느

끼고, 기술 이용의도나 수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Meuter et al., 2003). 인간 행동을 설명

하는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Boateng et al., 2016)에서 기술과 혁신의 수용

과 관련하여 불안감은 자기효능감(self- 

efficacy)과 함께 행동의도를 직접이기보다는 

노력에 대한 기대와 사용 용이성과 같은 매개

변수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Venkatesh et. al., 2003). Venkatesh et. al. 

(2003)은 불안감이란 기술의 사용과 같은 행동

에서 불안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라 정의하였다.

미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Park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기

술 불안감과 사회적 영향 모두가 모바일결제 

기술이 제공하는 혜택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

해 태도와 사용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기술 불안은 편리성과 혜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19). 그러

나 소비자의 불안감과 사회적 영향 간의 관계

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다. Deutsch and Gerard(1955)에 따르면, 일

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불안감

을 크게 느낄수록 사회적 영향에 더 민감하다. 

새로운 기술, 서비스, 변화는 소비자들의 불안

감을 불러일으킨다(Meuter et al., 2003). 기술, 

서비스, 변화에 등에 대한 불안감이 강한 사람

일수록 사회적 영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감이란 사람들이 새로운 기

술, 서비스, 변화에 대한 불안함을 지각하는 정

도라 정의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은행

에 비하여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고 혁신적 서

비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

음 가설을 제안한다.

연구가설 5(H5): 불안감은 사회적 영향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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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

3.2.3 신뢰, 서비스 만족, 고객 충성도의 관계

Lin and Wang(2006)의 모바일 커머스의 고

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신뢰가 고객 충

성도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고 고객 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Ladhari and Leclerc(2013)의 온라인 금융 서비

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와 만족 

둘 다가 고객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Kingshott et al. (2018)은 인터

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특정 지방

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은행, 뉴질랜드 

나라 전체에서 서비스를 하는 중앙은행, 해외은

행으로 분류하고 신뢰, 만족, 충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뉴질랜드 중소기업 고객을 대상으

로 한 연구결과, 고객 만족은 신뢰와 충성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신뢰는 고객 충성

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Yuan et al. (2020)의 모바일결제서비스(알리페

이)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는 고

객의 친숙함(intimacy)을 통해 고객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고, 고객 만족은 직접 고객 충성도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음의 연

구가설을 제안한다.

연구가설 6(H6): 신뢰는 서비스 만족에 영향

을 미친다.

연구가설 7(H7): 신뢰는 고객 충성도에 영향

을 미친다.

연구가설 8(H8): 서비스 만족은 고객 충성도

에 영향을 미친다.

3.2.4 사회적 영향과 고객 충성도의 관계

홍태호 등(2013)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

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영향

이 관계몰입을 통해 고객 충성도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에서 LINE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Zhao et al. (201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영향을 심리적 주인의식을 통해 고객 

충성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온라인 소매점을 이용하는 1981년 이후 출

생한 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은 유용성을 통해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urania et al., 2019). 

연구가설 9(H9): 사회적 영향은 인터넷전문

은행의 고객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

Ⅳ. 방법론

4.1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표 2>에서는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에서 설

명한 9개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나타내고 

있다.

<표 3>에서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위한 각 

개념별 설문 문항과 출처를 나타내고 있다. 각 

설문문항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인터넷전문

은행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다. 설문지는 먼저 

한국어로 작성하여 중국인 공동연구원이 중국

어로 번역하였고, 중국인으로 한국어를 잘 구사

하는 3명에게 중국어 설문지를 검토 받아 수정

하였다. <표 3>의 각 설문항목은 리커트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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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  정의

공감(empathy)
인터넷전문은행이 고객과의 교류 및 상호작용을 통해 고객의 상황과 경험을 파악하

여 대응하는 태도와 의지의 정도

편리성(convenience)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편리함의 정도

지인의 전문성

(perceived expertise)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인의 전문지식, 경험, 이해도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

지인에 대한 믿음

(perceived belief)
고객이 자신의 지인을 믿고 의존하는 정도

불안감(anxiety)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 서비스, 변화에 대한 불안함을 지각하는 정도

사회적 영향

(social influence)

친구나 지인 등이 사회적 상황에 맞춰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도록 영향을 주는 

정도

신뢰(trust)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과 신의를 갖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고객이 믿는 

정도

서비스 만족

(service satisfaction)
인터넷전문은행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고객 충성도

(customer loyalty)

특정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하

고자 하는 의지 및 깊은 몰입 정도

<표 2> 개념의 조작  정의

<표 3> 설문항목

변수 기호 설문항목 출처

공감

(EMPA)

EMPA1 인터넷전문은행은 내 입장에서 잘 조언해준다.

Agnihotri and 

Krush, 2015

EMPA2 인터넷전문은행은 나의 니즈(필요)를 잘 이해한다.

EMPA3
인터넷전문은행은 나의 어려움을 나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

한다.
EMPA4 인터넷전문은행은 나의 취향을 잘 배려하여 서비스한다.
EMPA5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과 공감대를 잘 이루고 있다.
EMPA6 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

편리성

(CONV)

CONV1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좌개설 절차가 간편하다.

주재훈, 2018; 

Seiders et al., 2007

CONV2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온라인으로 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

리하다.

CONV3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

하다.

지인의 

전문성

(EXPE)

EXPE1
주변의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전문지식

이 풍부하다.

Ohanian, 1990
EXPE2

주변의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경험이 풍

부하다.

EXPE3
주변의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EXPE4
다른 사람들에 비교할 때, 주변의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은 전반적

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지인에 대한 

믿음

(DEPE)

DEPE1 나는 주변의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잘 믿는다.

자체 개발

DEPE2 나는 주변의 내가 잘 아는 사람들에 의존하는 편이다.
DEPE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주변의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을 더 잘 믿는다.

DEPE4
나는 전반적으로 주변의 내가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강

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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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료수집방법

구글 독스(docs)를 이용하여 중국인 대학원

생들과 지인들에게 온라인으로 설문을 의뢰하

여 110개의 표본을 수집하여 사전조사(pretest)

를 수행하여 설문문항을 재검토 및 수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조사는 중국의 설문조사 전문

기관인 wenjuanxing(www.wjx.cn)을 이용하여 

2020년 2월 16일부터 2월 24까지 온라인 방식

으로 진행하였다. 중국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

들을 대상으로 235개의 유효한 표본을 수집하

였다(런지아, 2020의 석사학위논문의 자료를 

이용하였음).

Ⅴ. 분 석

5.1 인구통계학적 특성

SPSS 23와 SmartPLS 3.0을 이용하여 자료

를 분석하였다.  <표 4>에서는 표본 특성을 나

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에서 남성은 

불안감

(ANXI)

ANXI1 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불안감이 강한 편이다.
Park et al., 2019; 

Venkatesh et. al., 

2003

ANXI2 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이 강한 편이다.
ANXI3 나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강한 편이다.
ANXI4 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사회적 영향

(SOCI)

SOCI1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좋

겠다고 말한다.

주재훈, 우가인, 

2019; Venkatesh et 

al., 2003

SOCI2
나의 친한 사람들은 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SOCI3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해 본 내 주변 사람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나에게 말한다.

SOCI4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것을 보았

다.
SOCI5 요즘 주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를 발견하기 쉽다.

신뢰

(TRUS)

TRUS1 인터넷전문은행은 나와의 약속을 성실히 수행한다고 믿는다.
Boateng et al., 

2016; Gefen et al., 

2003

TRUS2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믿을 만하다.
TRUS3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가 안전하다고 믿는다.
TRUS4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믿을 만하다.

서비스 만족

(SATI)

SATI1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 서비스에 

만족한다.
주재훈, 우가인, 

2019; Lin and 

Wang, 2006; Yuan 

et al., 2020

SATI2
내가 경험했던 다른 은행 서비스 이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서

비스에 만족한다.

SATI3
서비스를 받기 위해 투입한 노력과 비교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서비스에 만족한다.
SATI4 전반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

고객 

충성도

(LOYA)

LOYA1 나는 앞으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계속 이용하겠다.

Lin and Wang, 

2006; Purania et 

al., 2019; Yuan et 

al., 2020;

LOYA2 나는 다른 은행으로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LOYA3
나는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하라고 추천

하겠다.

LOYA4
나는 은행서비스가 필요할 때 우선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

하겠다.
LOYA5 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충성도 높은 고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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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이고, 여성이 45%였다. 연령 분포는 20대

에서 40대까지가 85%로 가장 많았고, 직장인

이 86%였다. 마이뱅크와 위뱅크의 이용자가 

97%를 차지했다. 3년 이상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한 응답자 비율은 58%였다. 따라서 본 연

구의 응답자는 3년 이상 이용하고 있는 20-30

대의 직장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표본 특성(N=235)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29 54.9

여 106 45.1

연령

10대 4 1.7

20대 102 43.4

30대 97 41.3

40대 16 6.8

50대 15 6.4

60대 이상 1 0.4

직업

직장인 203 86.4

학생 23 9.8

주부 4 1.7

기타 5 2.1

이용 경험

1년 미만 7 3.0

1-2년 30 12.8

2-3년 61 26.0

3-4년 48 20.4

5년 이상 89 37.8

5.2 동일방법편의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CMB)

란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는 자료수집과정

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함께 조사함으로

서 발생하는 측정방법으로부터 야기되는 오류

이다(백상용, 2012; Kock, 2015). CMB를 판단

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하먼의 단일요인검사

(Harman single factor test)가 있다. 이는 모든 

변수의 설문항목을 하나의 요인으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회전하지 않은 첫 

번째 요인 분산량이 총분산의 50% 이하일 때, 

CMB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요인은 총분산의 33.049%였다. 

따라서 CMB가 존재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선형성 검사(full 

collinearity test)인데, 연구모형에서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3.3 이상인 잠재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CMB가 존재할 가능성

이 높다(Kock, 2015). <표 7>에 나타낸 바와 같

이 본 연구모형의 모든 VIF가 1.000 에서 2.472

이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CMB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3 신뢰성과 타당성

변수의 신뢰성을 점검하는데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Alpha: CA)와 복합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CR)가 널리 사용된다. 

<표 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연구모형에 이용

된 9개 변수 모두에서 CA와 CR은 기준값, 0.7 

이상으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unnally and Berstein, 1994). 측정모형의 집

중타당성을 평가하는 데는 CR(Composite 

Reliability)과 평균표본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이용된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변수의 CR은 0.8 이상이고, 

AVE의 경우도 기준치, 0.5 이상이었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판별타당성을 평가하는 데는 AVE와 

HTMT (Heterotrait–Monotrait Ratio)가 이용

된다. <표 5>의 오른쪽에서 대각선 칸의 값은 

AVE의 자승근인데, 대각선 칸의 값이 다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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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그 아래 칸들의 

값을 초과하면 판별다탕성이 있다(Fornell and 

Larcker, 1981). 모든 변수에서 대각선 칸의 상

관계수를 초과하고 있다. <표 6>에서는 HTMT

를 나타내고 있다.  각 변수의 HTMT가 0.9 이

하이면 만족스럽다고 본다(Garson, 2016). 따라

서 본 연구모형에서 각 변수는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SmartPLS에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SRMR

가 주로 이용되는데, SRMR이 0.08 또는 0.10 

이하 일 때 적합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Hu and 

Bentler, 1998). 본 연구모형에서 SRMR은 0.07

로 모형 적합도가 만족스럽다.

<표 5> 신뢰성과 타당성

　 CA CR AVE EMPA CONV EXPE DEPE ANXI SINF TRUS SATI LOYA

EMPA 0.828 0.875 0.538 0.733 　 　 　 　 　

CONV 0.729 0.847 0.648 0.609　 0.805 　 　 　 　 　 　

EXPE 0.896 0.928 0.762 0.443 0.210 0.873 　 　 　 　

DEPE 0.844 0.894 0.680 0.504　 0.310 0.417　 0.824 　 　 　 　

ANXI 0.830 0.881 0.651 -0.297　-0.285　-0.172　-0.173　 0.807 　 　 　 　

SINF 0.810 0.868 0.568 0.457 0.421 0.429 0.445 -0.306 0.754

TRUS 0.836 0.891 0.671 0.601 0.517 0.380 0.377 -0.302 0.557 0.819

SATI 0.819 0.881 0.649 0.559 0.495 0.365 0.380 -0.267 0.658　 0.701 0.805

LOYA 0.809 0.868 0.570 0.662 0.575 0.374 0.385 -0.336 0.673 0.688 0.729 0.755

CA: Cronbach's Alpha, CR: Composite Reliability,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EMPA:공감, CONV: 편리

성, EXPE: 지인의 전문성, DEPE: 지인에 대한 믿음, ANXI: 불안감, SINF: 사회적 영향, TRUS: 신뢰, SATI: 서비

스 만족, LOYA: 고객 충성도 

<표 6> HTMT

　 EMPA CONV EXPE DEPE ANXI SINF TRUS SATI

CONV 0.782

EXPE 0.514 0.261

DEPE 0.597 0.392 0.476

ANXI 0.318 0.335 0.194 0.188

SINF 0.554 0.548 0.502 0.528 0.340

TRUS 0.719 0.656 0.441 0.441 0.312 0.675

SATI 0.676 0.644 0.424 0.447 0.295 0.807 0.844

LOYA 0.805 0.754 0.434 0.460 0.364 0.827 0.837 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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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설검증

<표 7>과 <그림 2>는 SmartPLS에서 부트스

트래핑(subsamples = 1,000)으로 양측검정을 

수행한 결과이다. 9개의 연구가설 모두가 채택

되었다. 편리성이 신뢰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설, H2는 유의수준 0.01에서 채택되었고, 나머

지 H1과 H3-H9의 8개 연구가설 모두는 유의수

준 0.001에서 채택되었다. 연구가설, H5와 관

련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 이용자가 느끼

<표 7> 경로계수와 연구가설 검정 결과

가설 경로 VIF
경로
계수

표
편차

t 유의수 결과

H1 공감 -> 신뢰 1.588 0.455 0.085 5.341 0.000*** 채택

H2 편리성 -> 신뢰 1.588 0.239 0.078 3.054 0.002** 채택

H3 지인의 전문성 -> 사회적 영향 1.225 0.270 0.072 3.743 0.000*** 채택

H4 지인에 대한 믿음 -> 사회적 영향 1.226 0.297 0.073 4.075 0.000*** 채택

H5 불안감 -> 사회적 영향 1.044 -0.209 0.048 4.324 0.000*** 채택

H6 신뢰 -> 서비스 만족 1.000 0.701 0.041 17.185 0.000*** 채택

H7 신뢰 -> 고객 충성도 2.032 0.293 0.056 5.252 0.000*** 채택

H8 서비스 만족 -> 고객 충성도 2.472 0.332 0.066 5.036 0.000*** 채택

H9 사회적 영향 -> 고객 충성도 1.824 0.292 0.055 5.257 0.000*** 채택

** p < 0.01, *** p < 0.001

<그림 2> 구조방정식 모델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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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안감이 사회적 영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모든 연구가설

(H1-H4과 H6-H9), 공감과 신뢰, 편리성과 신

뢰, 지인의 전문성과 사회적 영향, 지인에 대한 

믿음과 사회적 영향, 신뢰와 서비스 만족, 서비

스 만족과 고객의 충성도, 사회적 영향과 고객 

충성도에서는 긍정적 영향 관계가 존재하였다.

잠재변수, 불안감에 대한 관측변수 ANXI3, 

고객 충성도의 관측변수, LOYA1과 LOYA2를 

제외하고는 요인 적재값(outer loading)이 모두 

0.7 이상이었다. <표 8>에서는 3개 관측변수에 

대한 요인 적재값과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검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3개 관측변수 모두가 유

의적인(p<0.001) 것으로 나타나 요인적재에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8> 요인 재값(outer loading)의 유의성 

측변수
요인 
재값 

표
편차

t
유의
수

ANXI3➝불안감 0.691 0.073 9.442 0.000

LOYA1➝고객 충성도 0.665 0.070 9.505 0.000

LOYA1➝고객 충성도 0.667 0.062 10.704 0.000

<그림 2>에서 잠재변수를 나타내는 타원형

의 괄호에는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에서 내

생변수의 R²를 나타내었다. 신뢰 변수의 설명

력(독립변수의 매개변수에 대한 분산을 표현

함)을 나타내는 R²=0.397이고, 서비스 만족도

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0.492이고, 충성도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0.640이었다. 따라서 신

뢰, 서비스 만족, 사회적 영향이 인터넷전문은

행의 고객 충성도를 잘 설명하고 있다.

Ⅵ. 결 론

6.1 연구결과의 요약과 토의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에 공감하거나 편리하

다고 지각하는 고객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신뢰

한다. 둘째, 인터넷전문은행을 신뢰할수록 고객

은 그 서비스에 만족한다. 셋째, 지인의 전문성

이 높다고 지각하거나 지인을 잘 믿는 고객일

수록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기술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술과 서비스나 변

화에 대한 불안감이 강할수록 사회적 영향을 

덜 받는다. 넷째, 인터넷전문은행을 신뢰하고, 

그 서비스에 만족하고,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

을수록 고객 충성도가 높다. 끝으로 인터넷전문

은행에 대한 고객 신뢰는 직접 충성도에 긍정

적 영향을 주기도하고 서비스 만족을 통해 간

접적으로도 영향을 준다.  

왜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신뢰가 중요하고, 어

떻게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가? 기존의 금융기

관에서도 고객 신뢰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더구나 비대면 언택트 비즈니스에서는 신뢰가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에서 신뢰가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경로계수가 0.701이고 서비스 만족에 대한 

설명력은 49.2%이다. <표 9>에서는 신뢰가 고

객 충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나

타내고 있다. 신뢰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총

효과는 0.526인데, 그 중 간접효과는 0.233이

고, 직접효과는 0.293이다. 신뢰가 고객 충성도

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효과 만큼이나 서비스 

만족을 통해 주는 간접효과도 크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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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신뢰는 고객 만족

도를 개선하고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수이다.

<표 9> 신뢰의 고객 충성도에 한 효과

간 효과 총효과

경로 효과
유의

수준
효과

유의

수준

신뢰➝서비스만족

➝충성도
0.233 0.000 0.526 0.000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왜 공감과 편리성은 고

객 신뢰 형성에 중요한가? 인터넷 뱅킹과 온라

인 지급결제서비스 등의 선행연구에서 신용과 

신의, 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 고객 신뢰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노미

진, 황보충, 2016; Yousafzai et al., 2009).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고

려해야 할 차별적 선행변수로 공감과 편리성을 

설정하였다. 비대면 언택트 비즈니스인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는 고객과의 공감이 신뢰 형성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한국의 인터넷

전문은행의 공통된 특징은 금융소외계층을 대

상으로 하는 틈새시장에서 AI와 빅데이터 등의 

ICT를 활용하여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다. 따라서 편리성을 신뢰의 선행변수로 

설정한 결과,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사회적 영향은 이용의

도(경로계수, 0.429)와 지속이용의도(경로계수, 

0.366) 모두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주재훈, 2018; 주재훈, 우가인, 2019). 본 

연구 결과에서 사회적 영향은 고객 충성도에도 

유의적 영향(경로계수, 0.292)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향은 이용의도, 지속이용의

도, 충성도 모두에 0.001의 유의수준에서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

의 강도는 충성도의 경우가 이용의도와 지속이

용의도에 비해 낮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영향을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왔지만, 사회적 영향의 결정요인이 무엇

인가를 규명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지인

의 전문성, 고객의 지인에 대한 믿음, 고객의 변

화에 대한 불안감은 사회적 영향의 선행변수이

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은 주변의 지인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고 지각

할수록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인에 대

한 믿음이란 인터넷전문은행 고객의 개인적 특

성으로 주변의 지인들을 잘 믿고 의지하는 경

향을 의미한다. 이는 정보원의 공신력으로써의 

지인에 대한 신뢰성과는 다르다. 기술, 서비스,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큰 고객일수록 사회적 

영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6.2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 충성도에 영향을 주

는 신뢰, 서비스 만족, 사회적 영향의 관계, 그

리고 신뢰와 사회적 영향 각각의 결정변수의 

종합적 관계를 검증한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

형은 타 분야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사회적 영향이 이용의도나 지속이용의

도와 마찬가지로 고객 충성도에도 유의적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했다. 지인의 전문성, 지

인에 대한 믿음과 불안감은 사회적 영향의 결

정요인이다. 또한 공감과 편리성이 신뢰 형성의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 95 -

서비스를 개시한 지가 5년이 지난 중국 인터

넷전문은행에서 고객 충성도와 그 영향 요인이 

한국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 충성도에 유의적 영향을 주는 

신뢰와 서비스 만족은 기업이 관리할 수 있는 

변수이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은 사회 및 문화

적 요인과 고객 특성에 의존적이라 기업이 자

체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

편, 코로나19로 비대면 언택트가 부각되는 시

대에서는 대면 서비스보다는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에 긍정적 방

향으로 경영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둘째로 인

터넷전문은행은 위뱅크와 마이뱅크 등에서와 

같이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기반

으로 비대면을 통한 스토리텔링으로 고객과의 

공감능력을 높이고, 서비스의 편리성을 제공하

여 고객 신뢰를 쌓아야 한다. 셋째로는 코로나

19로 인해 일부를 넘어서 모든 소비자들이 비

대면 언택트 서비스를 경험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기회로 기존의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역량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은 신규 테크핀과의 

경쟁 시장에서 금융 서비스를 선도해가기 위해

서는 기술 기반의 신용분석과 위험관리로 고객 

공감과 편리성으로 신뢰를 형성하여 고객 충성

도를 높이는 차별적 전략을 강구해가야 한다. 

전통적인 금융기관 외에도 기술을 기반으로 와

해적 혁신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개선한 비전

통금융기관인 페이팔과 KG이니시스 등은 대표

적인 핀테크 기업이다(Adamovich, 2020). 간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페이팔이나 

KG이니시스 등은 금융 서비스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기에 핀테크라 한다. 그러나 카카

오페이와 LINE 페이는 빅테크가 기존의 온라

인 서비스에 부가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테크핀이라 한다. 국

내의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빅테크가 온라인 

플랫폼의 고객 데이터를 수집, 분석, 학습하여 

고객 참여(engagement)를 개선함으로써 금융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다. 네이버파이내셜의 

네이버통장과 SK텔레콤의 T이득통장 등과 같

이 다양한 방식으로 테크핀이 발전해가고 있다. 

또한 기존의 금융기관이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현재 테크핀은 언번들링

(unbundling) 전략으로 특정 금융 서비스(예를 

들어, 지급결제, 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를 제

공하여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규제 완화와 더불어 점차 금

융 서비스를 통합하는 형태로 발전해갈 것이다. 

결국, 핀테크와 테크핀의 구분은 점차 모호해질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에 한국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한국의 고객 충성도

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회 문화적 환

경과 제도적 환경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한중 비교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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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zing Factors Affecting Customer Loyalty of Internet Only 
Bank and their Determinants in China

Joo, Jae-Hun․Ren, Jia

Purpose

Internet only bank is one of the promising untact businesses which are rising in COVID-19 

pandemic. Kakaobank and Kbank have been offering banking services since 2017 in Korea and 

WeBank and MYbank in China opened the services since 2015. It is necessary to examining 

determinants of customer loyalty beyond intention to us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customer loyalty and their determinants. A research model integrating 

the relationships among customer loyalty, service satisfaction, trust, and social influence, and their 

determinants was proposed.

Design/methodology/approach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for validating the research model was employed. 235 valid data 

were collected from users of Internet only bank in China. Nine latent variables grouped from 38 

indicators were reliable and valid and nine hypotheses were tested by using SmartPLS.  

Findings

All nine hypotheses were supported at significant levels of 0.001 and 0.01. Trust, service 

satisfaction, and social influence had influenced on customer loyalty. Trust not only affected 

customer loyalty directly, but also had influence on it indirectly through service satisfaction. 

Empathy and convenience are determinants of trust. Perceived expertise and dispositions believing 

acquaint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social influence, whereas users’ anxiety for technology or 

change had a negative influence on social influence. Implications for academics and practitioners 

were suggested.

Keyword: Direct Bank, Internet Only Bank, Trust, Convenience, Social Influence, Customer 

Loyalty, Satisfaction, Technology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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