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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모바일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 이 고조되면서 모바일뱅킹은 새로운 거래의 수단으로서 기존의 오프 

라인 은행,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일정부분 대체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모바일뱅킹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뱅킹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신기술반응 특성 요인, 지각된 위험 특성 요인, 그리고 환경 특 

성 요인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사용자의 신기술반응 중 혁신성 이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위험 특성 요인 중에서는 성능적 위험 이 모바일뱅킹 이용의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 특성 요인들도 이용의도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Mobile technology-supported services have become one of the inevitable parts of present people's 
lives and mobile business have been spreading remarkably fast. This study is to find out key parts for 
popularizing mobile banking services by clarifying mobile banking acceptance factors and to get some 
practical tips for service providers and users. The results show that innovation and functional risk a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use intention. And social influence and institution-based trust 
factors are found to have a strong positive effect on use intention.

키워드: 모바일 비즈니스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의도

mobile business, mobile banking services, u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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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의 발전, 전자상거래의 확산, 휴대 

폰 • PDA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 등으로 시 

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개인 및 기업활 

동, 상거 래 활동이 가능한 모바일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 

존 컴퓨팅 환경에 더하여 특정 컴퓨팅 장치에 

구애되지 않는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을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 환경 

에 대한 전망도 기대를 兒°-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바일 관련 기술과 서비 

스도 지속적으로 등장 • 발전하고 있으며 모 

바일 비즈니스의 핵심분야라고 할 수 있는 모 

바일뱅킹은 새로운 거래의 수단으로서 기존 

의 오프라인 은행, 폰뱅킹, 인터넷 뱅킹 등을 

일정부분 대체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모바 

일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은 편리하고 신 

속하게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금융기 

관 측에서는 비용절감 효과와 더불어 부가적 

인 상품 판매, 보다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2006년 2/4분기 중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 

건수는 일평균 43만건으로 전분기 ( 일평균 39 

만건) 대비 9.1%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3년 9월 이후 새로 선보인 IC칩 기반 

하의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실적이 빠르게 

증가하는데 주로 기 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이용항목별로는 조회서비스가 일평균 35 

만건으로 전분기 대비 8.3% 증가하였으며 자 

금이체서비스는 일평균 7.7만건으로 전분기 

대비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최근 

에 선보인 IC칩을 이용한 모바일뱅킹은 조그 

만 칩안에 각종 고객정보를 내장하여 고객의 

입력사항을 최소화하며 기존의 은행 자동화 

기기(ATM/CD)와 연계되어 거래가 가능하 

다. 한편 적외선 수신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결제수단으로까지 사용되며 교통카드 등의 

부가기능 또한 이러한 모바일 뱅킹을 더욱 손 

쉽게 이용하게끔 하는 기능이다[1].
모바일뱅킹 서비스와 같이 신기술이 적용 

된 서비스의 확산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에서 고객과 기업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기 

술의 역할이 증대되는 한편 신기술이 적용된 

서비스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그러나 이와는 모순된 모습으로 이러 

한 기술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기술에 대한 

일반 사용자들의 호감 및 유용성과 함께 그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저항감 및 기술에 대한 

부적응자 혹은 피동적 수용자도 나타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는 기술모순(technology 

paradox) 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사용자 태도는 통제감 

/혼란, 자유/종속화, 새로운/쓸모없는, 유용한 

/비능률적 인 효율적인/비효율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새로운 욕구를 생성하는, 통합적 

인/고립적인 관련있는/관계없는 등과 같은 

서로 상반되는 기술에 대한 모순된 형태를 나 

타내고 있다[3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뱅킹 서비스 

가 기존의 뱅킹 서비스와는 체계가 다른 새롭 

게 제공되는 신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는 점 

을 고려하여 Parasuraman[39]의 신기술반응 

척도(Technology Readiness Index : TRI)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신기술반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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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요인들과 기존문헌을 통해 새로운 서비 

스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추출하고, 추출된 요인들이 모바일뱅킹 이 

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분석을 통하 

여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모바일뱅킹 

이용의도 형성을 위해 어떠한 요인이 가장 효 

과적 이며, 어떻게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 

가는 것 이 이용의도 제고에 가장 바람직할 것 

인가를 논의함으로써 효과적인 고객관리를 

위한 전략적 방안에 대한 실무적 지침의 제공 

과 향후 모바일뱅킹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 

사점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신기술반응의 개념과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신기술 반응 

(technology readiness) 이라는 개념은 “사용자 

가 자신의 가정과 직장에서 어 떤 목표를 달성 

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사 

용하려는 경향"으로 설명되고 있다[39]. 이러 

한 개념은 신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집합적 정 

신의 표상으로서 이에 대한 행동적 • 심리적 

인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

Mick과 Fournier[34]는 신기술에 대한 사용 

자들의 반응을 정성적 조사를 토대로 8가지 

유형의 사용자가 처한 기술모순(technology 

paradiox) 현상을 이야기했다. 신기술에 대한 

통제감/혼란, 자유/종속화, 새로움/쓸모없음, 

유용/비능률적, 효율/비효율, 욕구충족/욕구 

생성, 통합/고립, 관련있음/관계없음 과 같은 

서로 상반되는 기술에 대한 태도를 사용자가 

가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모순점이 

내포하듯이 신기술은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 

니라 부정적 인 감정까지 사용자에게 유발하 

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두 가지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신기술에 대하여 공존하고 있을지라도 개개 

인에 따라서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감정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게 마련 

이다. 이 두 가지 긍정적 • 부정적인 감정들이 

신기술반응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 

용하고 있다.

Parasuraman[39]은 신기술반응의 개념화 

를 통해 신기술반응의 구성요소로 낙관성 

(optimism), 혁신성 (innovation), 불편함 

(discomfort), 불안함(insecurity)을 제시하였 

다. 그리고 신기술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들을 개발하고 평가함으로써 척도들의 실제 

적 응용가능성과 신기술반응의 역할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최근들어 기업의 하이테크 기술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들은 점차 기술 

적으로 정교해가는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함 

으로써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좌절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무엇이 신기술 

수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 신기술 수용에 관련된 사항들을 기준으로 

사용자들을 분류하고 나누느 것 이 가능할 것 

인지, 신기술 수용과 관련된 사용자의 태도를 

통해 사용자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분류해 볼 

필요성 이 제기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뱅킹 서비스 

가 기존의 뱅킹서비스와는 체계가 다른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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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공되는 신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는 점 

을 고려하여 Parasuraman [39] 의 신기술반응 

척도(Technology Readiness Index : TRI)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신기술반응의 구 

성 요소로 낙관성 (optimism), 혁 신성 

(innovation), 불편함(discomfort), 불안함 

(insecurity) 등 4가지 변수를 채택하였다.

2.2 인터넷뱅킹에 관한 선행연구

다음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모바일뱅 

킹의 선행연구 분야로 인터넷뱅킹에 대한 여 

러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Mols[35]는 인터넷을 뱅킹 산업에서 새롭 

게 등장한 유통경로로 보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Mols[35]에 의하면 뱅킹(소매금융) 부문에서 

의 적응과정 (adaptation pr&ess)은 인터넷 사 

용의 증가로 시작된다. 인터넷은 금융서비스 

채널 자체로서의 역할과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해 미래 신규 유통경로에 변화를 가 

져다 주었다. 이처럼 금융산업에서 인터넷의 

역할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고 

[10,11,13], 이후 단순히 공급자의 측면뿐만 아 

니라 사용자 중심으로도 다양한 연구들이 진 

행되어 왔다.

O' Connell [38] 과 Sathye[41] 는 각각 호주 

은행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변수로 O' Connell[38] 
은 보안, 이용에 관한 지식부재, 컴퓨터와 인 

터넷에 대한 접근 부족을 제시하였고 

Sathye[41]는 인터넷뱅킹의 채택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보안, 이용용이성, 서비스와 효 

익에 대한 인식, 합리적인 가격, 변화에 대한 

저항, 기반구조의 가용성 등을 제 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호주에서 인터넷뱅킹 채택에 장 

애가 되는 요인으로 보안우려와 함께 인터넷 

뱅킹 자체와 그 효익에 대한 인식부재를 들었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은행에서는 고객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지속적 인 노력을 전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iao 등[29]은 계획된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TPB)과 혁신 이론을 결합 

하여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상 

대적 이점, 이용용이성, 적합성, 결과의 확인 

가능성, 지각된 위험, 이미지, 관찰가능성 등 

의 변수가 ATM, 폰뱅킹, 홈뱅킹, 인터넷뱅킹 

을 포함하는 가상뱅킹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이용용 

이성과 상대적 이점은 가상뱅킹에 대한 태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매체와 이미지가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와 지각된 

행위통제가 가상뱅킹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밝혔다. Athanassopuolos와 

Labronkos[6]는 가격과 속도 은행의 평판을 

인터넷뱅킹 채택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 

았고 Jayawardhena와 Foley [26] 는 시 간과 프 

라이버시, 통제성, 경제성을 꼽았고 인터넷뱅 

킹에 대한 보안성에 사용자가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Karjaluoto와 Mattila[2기는 호주 사용자들 

에게는 보안성이 인터넷뱅킹 채택의 최대 장 

애물은 아니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호주에서는 인터넷뱅킹 사용시 서비스와 혜 

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습관상의 문제, 

높은 비용, 인터넷 접속의 어려움과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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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저항이 인터넷뱅킹 채택을 막는 요인이 

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채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각 개인의 기술 

자체에 대한 태도이며,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친숙하게 느끼는 사람이 인터넷뱅 

킹 서비스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수용 

한다는 것이다. Aladwani ［기는 8개의 쿠웨 이 

트 은행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와 IT과목을 수강하는 경영학과 학생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최고경 

영층과 IT관리자 및 잠재고객들이 인터넷뱅 

킹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다. 결과적으로 관리자들에 의해 대두된 향후 

문제로는 기술적 장벽과 인터넷뱅킹 고객의 

태도와 행위가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고, 잠 

재고객들은 인터넷 보안, 관련규제, 고객 프라 

이버시, 신뢰, 은행의 명성 등을 인터넷뱅킹 

채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Heikki 등［22］은 핀란드에서의 온라인뱅킹 

에 관한 사용자의 반응과 신뢰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온라인뱅킹은 인터넷, 전 

화, TV, 모바일 폰, PC를 이용한 포괄적 인 뱅 

킹 서비스를 의미하며 현재 핀란드에서는 인 

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뱅킹 서비스가 일반적 

이지만 2,3년 이내에 모바일 폰을 통한 뱅킹 

서비스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온라인뱅킹 사용자를 비사 

용자와 신규 사용자, 기존 사용자로 분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비사용자들의 경우 보 

안성이 최대의 장애물이라는 기존의 연구와 

는 다르게 보안성 이외의 개인화 된 서비스 

비제공을 원인으로 들었다. 그리고 신규사용 

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기존 사용자는 다른 서비스보 

다 빠르고 수수료가 적다는 점을 인터넷뱅킹 

사용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Ziqi와 Michael［46］ 은 싱가포르에서의 e- 

Banking에 대한 사용자 태도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거래속도, 사용자 친숙성, 정확성, 보 

안성, 사용자 경험, 사용자 관여, 편리성이라 

는 요인이 온라인뱅킹 이용의 지각된 유용성 

과 자발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정 확성과 보안성, 거 래속도 사용자 친숙 

성, 사용자 관여와 편리성이 질적 요인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싱가포르의 온라인 뱅 킹 

이 광고를 위해 지나치 게 시 간과 장소의 제 약 

이 없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별로 효과적 이 

지 못하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인터넷뱅킹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사 

용자들의 이용의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보안과 지각된 위험 이 제시되고 있다. 

즉 인터넷뱅킹이라는 서비스의 특수성을 감 

안하여 신뢰에 대한 필요성 이 상당히 인지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을 포함하 

여 전자상거래로 대변되는 온라인상의 신뢰 

연구에서는 개인의 신뢰성향, 제도적 특성인 

매체특성, 구전효과 등이 주요한 변수로 나타 

나고 있다. 이를 모바일뱅킹 영역으로 확대해 

본다면 일정부분 기술 및 환경적 요인에서 오 

는 불안감과 이전 온라인뱅킹과의 호환성 （ 연 

속성 ）, 서비스의 유용성과 용이성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사용자의 수용태도가 결정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와 그 

서비스가 시행되는 기반구조인 모바일 환경 

에 대한 주저 없는 믿음의 정도가 이러한 요인 

들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된다. 즉 대상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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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환경에 대한 신뢰가 사용자의 기술수용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수준을 결정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들을 

고려하여 모바일뱅킹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영향요인으로 지각된 위험 요인과 

환경요인을 포함하였다.

3. 연구모형의 설계

3.1 연구모형

모바일뱅킹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뱅킹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수용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뱅킹을 사용하 

고자 하는 행동의도에 작용하는 중요요인들 

을 파악하여 고객 기반의 경쟁우위 전략을 추 

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기술에 대 

한 수용모형은 크게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 TRA) [15], 기술수용모형 

(technology acceptance model : TAM) [12], 계 

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TPB) [4,5], 분해 된 계획 행동이 론(decompos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 decomposed 

TPB) [44,45]의 네 가지 모형으로 구분되어 연 

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보기술 수용모형에 

있어 의도는 앞으로의 행위를 예측하고 결정 

해 주는 중요한 변수로서 사용되고 있다. Lin 

과 Lu[30]3] 연구, Moon과 Kim[36]의 연구 

들에서도 의도가 미래의 행동 예측변수로서 

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함을 밝혀내었다. 즉 여 

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모바일뱅킹 이용의도 

가 미래의 모바일뱅킹 이용행위를 충분히 설 

명할 수 있는 종속변수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모바일뱅킹 서비스 

의 이용과 관련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 

서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 TRA) [15], 기술수용모형 (technology 

acceptance model : TAM)[12], 계획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 TPB) [4,5], 분 

해된 계획행동이론(decompos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 decomposed TPB) [44,45], 

인터넷 뱅킹 [7,22,29,35,38,41,46] 등 관련분야 

의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모바일뱅킹 서비 

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이용의도가 세 

가지 특성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첫째, Parasuraman[39]의 신기술반응척도 

(Technology Readiness Index: TRI)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신기술반응의 특성 

요인인 낙관성(optimism), 혁신성(innovation), 

불편함(discomfort), 불안함(insecurity), 둘째, 

모바일뱅킹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위험 특 

성 요인인 재무적 위험과 성능적 위험, 셋째,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영향과 모바일뱅 

킹에 대한 보증, 규제, 약속, 법적 해결 따위의 

구조적 요인이 잘 갖춰져 있고 모바일뱅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을 나타내 

는 제도기반신뢰로 이루어진 환경 특성 요인 

이다. 다음〈그림 1〉은 본 연구를 위한 개념적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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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3.2.1 신기 술반응 특성 과 이 용의도

Parasuraman [39] 에 의하면 신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는 낙관성, 혁신성, 불편함, 불 

안함 등 4가지로 나뉘어진다. 낙관성 이란 신 

기술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즉 통제감이 증가되고 있다는 

정서와 사용자의 삶에 있어서 유연성과 효용 

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들어 기업의 하이테크 기술사용이 증가 

함에 따라 사용자들은 점차 기술적으로 정교 

해가는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혜택 

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좌절을 겪 

기도 한다. Parasuraman[39]은 신기술반응을 

“사용자가 자신의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목 

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 

들이고 사용하려는 경향”으로 정의하고, 사용 

자가 신기술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좌절을 겪 

게 되는 것은 그 사용을 효율적으로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이에 따른 수용거부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신기술에 

대해 개인이 경험하는 사용능력에 대한 자신 

감 수준이 이런 좌절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본다. 따라서 신기술에 대 

한 통제감이 증가할수록 신기술이 적용된 새 

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높아질 것 

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정보기술 영역에서의 개인의 혁신성은 새 

로운 정보기술을 시험해 보려는 개인의 자발 

적 의지를 말한다[3]. 혁신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위험 감수성향이 높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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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라고 할 수 있다 Agarwal and Prasad [3] 
는 정보기술에 대해 높은 수준의 혁신성을 가 

진 개 인은 상대적 인 이점, 사용용이성, 양립성 

등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지각을 형성할 것 

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새로운 정보기술 • 정 

보시스템에 대해 더욱 높은 사용의도를 가진 

다고 하였다. Rogers"이는 혁신성을 "특정 개 

인이 사회시스템내에 있는 다른 소비자들에 

앞서 혁신을 채택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이것이 개 인의 다양한 의사결정 및 행위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혁신성과 관련하여 심리적 • 사회적인 특성에 

따라 혁신성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혁신성 

정도는 제품 • 서비스에 관련된 흥미를 유발 

하는 한편 그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경험에 

도 영향을 줄 수 있다[31]. 따라서 신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혁신성 정도가 사용하고자 하 

는 서비스에 대한 흥미와 함께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흥미와 경험은 

새로운 서비스의 이용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용자에 대한 신기술 

반응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들 

신기술반응 유형 중 낙관성과 혁신성은 신기 

술에 대한 적응을 이끌어내는 요소로 작용하 

는 반면에 .신기술에 대한 불편함과 불안함은 

신기술에 대한 적응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행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39]. 이러한 요소들은 어느 한가지만 독 

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적 

응성 정도를 크게 분류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 

이며 가설1과 가설4에서 낙관성과 혁신성이 

사용자의 이용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면 반대로 불편함과 불안함은 

반대의 급부로서 이용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 

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신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낙관성은 

모바일뱅킹 이용의도에 정( +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신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혁신성은 

모바일뱅킹 이용의도에 정( +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신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불편함은 

모바일뱅킹 이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신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불안함은 

모바일뱅킹 이용의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지각된 위험 특성과 

모바일뱅킹 이용의도

소비자 행동 분야에 지각된 위험 (perceived 

risk)이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한 Bauer[9]에 

의하면, 지각된 위험이란 객관적 • 확률적인 

위험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상표선 

택, 상점선택, 구매방식의 선택 등과 같은 상 

황에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위험이라고 했 

다. 소비자의 어떤 행동들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갖고 예 견할 수 없는 결과 

들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예상치 못 

한 결과 중에서 어떤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행동은 위험 

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Bauer[9]는 현실적으 

로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소비자가 그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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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으로 지각할 때만 비로소 문제가 된다 

고보았다.

지각된 위험의 유형은 제품의 성질이나 내 

용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 오늘날 많은 연구에서 사용하는 Jacoby와 

Kaplan［24］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재무 

적 위험 (Wnancial risk), 성능적 위험 (performance 

risk, functional risk), 신체적 위험(physical risk), 

심리적 위험(psychological risk), 사회적 위험 

(social risk)을 지각하며 이 5개의 지각된 위험 

유형 이 전반적으로 지각된 위험의 40-70%이 

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밝혔다.

모바일을 통한 뱅킹 거래는 건강에 위해가 

될 가능성에 대한 위험인 신체적 위험, 모바 

일뱅킹 서비스를 사용한 고객에 대해 다른 사 

람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 인 평가를 인식함으 

로써 느끼는 위험인 사회적 위험이나 자신의 

이미지 또는 자아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각할 때 생기는 위험인 심리적 위험은 희소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 

는 지각된 위험을 재무적 위험과 성능적 위험 

으로 분류하였다.

인터넷뱅킹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은 

행서비스인 관계로 항상 보안과 안정의 문제 

를 안고 있다. 즉 인터넷 뱅킹은 거래정보 및 

개 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 위험 

과 개인정보의 도용으로 인한 위험 이 항상 존 

재한다. 또한 정보기술 이용자가 정보기술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 인해 개 인 

이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올바르게 복구할 수 

있는지가 셀프서비스 기술 이용에 영향을 미 

친다［33］. 모바일뱅킹 또한 모바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은행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거래의 보안성과 안정성, 오류에 

대한 복구 가능성 등은 고객의 모바일뱅킹 이 

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추론할 수 있다.

가설 5 : 사용자가 지각하는 재무적 위험은 

모바일뱅킹 이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사용자가 지각하는 성능적 위험은 

모바일뱅킹 이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환경 특성과 모바일뱅킹 

이용의 도

Taylor와 Todd［44,45］는 기술수형모형 

(TAM), 계획행동이론(TPB), 분해된 계획행 

동이론(decomposed TPB) 등의 세 가지 모형 

모두가 각 요인에 의한 행동의도(behavior 

intention)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 

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분해된 계획행동이 

기술수용모형에 비하여 행동의도의 측정에 

더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Taylor 와 Todd［44,45］가 분해된 계획 

행동이론에서 사용하였던 변수들 중 중요지 

인의 영향(peer influence)과 외부의 영향 

(external influene)을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으로 합하여 정의하였다.

한편 온라인 환경에서는 가상공간의 특성 

으로 인해 신뢰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 

으며［8,16,23］, 신뢰가 인터넷상에서 구매의도 

나 기술수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다양한 선행 연구［8,25,32,17,18,19,2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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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인 년수 조작직 징의 壮 항수 ■ 괸•린-E 힌

신기술 

반응 

특성

낙관성

신기술이 사용자들에게 신기술 사용에 대한 자 

신감을 증가시켜 주는 한편 그들의 생활에 유연 

성과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태도

OPT.
1-7

• [39]
혁신성

신기술에 대하여 선구자가 되고자 하는 경향과 

스스로를 신기술과 관련되어 이끌어나가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INN.
1-6

불편함
신기술 사용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과 신기술에 

압도되어 있다는 감정

DIS.
1-7

불안함
신기술에 대한 불신과 함께 어떤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

INS.
1-6

지각된 

위험 

특성

재무적 

위험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거래시 서비스의 사용에 문 

제가 생겨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거나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지각하는 위험

FR. 1-3
. [24]

성능적 

위험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기능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여 나타나는 위험
PR. 1-4

경
성
 

환
 특

사회적 

영향

친구, 동료 등 중요한 지인과 대중매체, 전문가 

의견 등이 고객의 모바일 뱅킹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SL 1-4 • [44,45]

제도기 반 

신뢰

모바일뱅킹에 대한 보증, 규제, 약속, 법적 해결 

따위의 구조적 요인이 잘 갖춰져 있고 모바일뱅 

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
IBT. 1-4 •[42]

• [28]

모바일 뱅킹 

이용의 도

사용자가 미래에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 

는 뱅킹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도의 강도

AL
1-4 • [44,45]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제도기반신뢰를 모 

바일 환경에서 모바일뱅킹 이용의도의 주요 

한 설명요인으로 간주하였다.

모바일 환경에서 신뢰 형성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제시한 Siau 등［43］은 벤더 특성, 웹사 

이트 특성, 무선 서비스 기술, 모바일 기기 기 

술 및 기타요인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믿을 

수 있는 모바일 상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 

한 기술 관련 요소들을 추출한 것으로 모바일 

상거래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한 기술영역을 뜻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배제되어 있다. 바로 이런 요소들이 

서비스 환경이며 이에 대한 인식이 제도기반 

신뢰 (institution-based trust) 이다.

이와같은 서비스 환경의 특성에 기초를 둔 

제도기반 특성은 구조적 확신감(structural 

assurance)과 상황적 정상성 (situ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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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ity) 의 두 가지 차원으로 정의된다［42］. 
구조적 확신감이란 보증, 규제, 약속, 법적 해 

결 따위의 구조적 요인들이 특정 목적을 달성 

하는데 적절하게 잘 작동하리라는 믿음을 말 

하며, 상황적 정상성이란 환경 요인들이 잘 

정비되어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높은 정상성을 보이는 사람은 

모바일 환경 이 평소에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 

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 처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을 거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

Rogers［40］에 의하면, 특히 새로운 제품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은 후기 수용자(late 

adopters) 일수록 주변 사람들에 의해 많은 영 

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제시했고, Downes와 

Mui［14］는 유선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네트워크 사회로의 이동은 네트 

워크 외재성 (network externality)을 유발시키 

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이 시스템과 서 

비스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뱅킹을 사용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모바 

일 환경에 대한 높은 구조적 확신감과 상황적 

정상성을 가지는 사용자는 모바일뱅킹 이용 

의도가 높아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므로 다 

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될 수 있다.

가설 7 ： 사회적 영향은 모바일뱅킹 이용의 

도에 정( +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 제도기반신뢰는 모바일뱅킹 이용의 

도에 정( +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척도

본 연구모형의 각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 

의는 선행 연구［24,28,39,42,44,45］를 중심으로 모 

바일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의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 도출된 요인을 정리한 후 조작 

적 정의를 내리면 아래의〈표 1〉과 같고 모든 

항목들은 Likert타입 5점 척도로 측정되 었다.

4.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본 연구는 주로 휴대폰, PDA, 노트북 등의 

무선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생들과 야 

간대학에 재학중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 

였다. 즉 무선 단말기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모바일뱅킹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조사대상 

으로 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만들어진 최 

종설문지를 가지고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지는 총 250부를 배부하여 222부가 회수되 

었으며 그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Q부를 제외한 21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표본의 특성은〈표 2〉에 제시되어 있는 것 

처럼 우선 응답자들의 성별분포는 남성은

58.1 %(n= 126), 여성은 39.6%(n = 86)였다. 응 

답자의 연령은 20세 미만이 11.8%, 20〜30세 

가 84.4%, 31 〜40세가 1.4%, 41세 이상이 2.4% 
의 분포를 보였다.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유선 인터넷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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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본특성

내 용 빈 노 비율(刼)

성 별
남성 126 58.1

여성 86 39.6

연령

20세미만 25 11.8

20 〜 30세 179 84.4

31 〜 4S세 3 1.4

41세이 상 5 2.4

직업
대학생 189 89.2

직장인 23 10.8

〈표 3> 모바일뱅킹 이용여부 및 향후 이용의향

내 용 빈 노 : 비율(%)

인터넷뱅킹 

이용

이용경험 있다. 119 56.1

이용경험 없다. 93 43.9

모바일 뱅킹 

이용

이용경험 있다. 32 15.1

이용경험 없다. 180 84.9

모바일뱅킹 사용경험이 있는 사람(n = 32)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잔액 조회 14 43.8
계좌이체 14 4M8

신용카드 서비스 2 63

기타 1 3.1

사용금액

5만원 미만 9 28.1

10만원 미만 8 25.0

10만원 이상 7 21.9

100만원 미만 2 6.3

100만원 이상 5 15.6

모바일뱅킹 사용경험이 없는 사람(n = 180)

모바일 뱅킹 

이용의 향

조만간 사용해볼 것이다. 54 30.0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할 것이다. 64 35.6

별 의향이 없다. 56 31.1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7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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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본 경험자는 전체 응 

답자의 56.1%인데 반해 무선 인터넷을 통한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본 경험자는 전체의

15.1 %에 불과하였다. 모바일뱅킹 경험자 

15.1% 중 87.6% 이상이 잔액조회 및 계좌이 

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바일뱅킹 

을 이용해 보지 않은 응답자들 중 65.6%가 모 

바일뱅킹 이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것 

으로 보아 향후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더욱 활 

성화되면 이용자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4.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타당성 분석은 변수들이 각각 분리되어 고 

유한 특성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으로 측정변수와 관련된 항목들이 잘 묶여지 

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 

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이 요인분석의 결과 부적절한 항 

목들이 1차로 제거되었다.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princip&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 

여 고유치 (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들을 추 

출하였고 요인의 차원에 적합시키기 위해 직 

각회전(varimax)을 실시하였다.

〈표 4〉는 전체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

〈표 4> 요인분석

요인 
측정 항涿、 요인 1 -9-인? 요인 3 요인 1

요인」요인이：'
요인 8 요인 9 Cronbach's at

INN3
INN2
INN1
INN4

.828

.822

.763

.684
.8391

AI3
AI4
All
AI2

.799

.794

.758

.757
.8754

SI2
SI3
SI1

.911

.875

.847
,9290

OPT3
OPT5
OPT2
OPT4
OPT6

.783

.768

.628

.604

.583

.7703

IBT4
IBT1
IBT2
IBT3

.772

.722

.625

.571
,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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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요인분석

結셢送、흐흐箋* 空禽頁효 乡卡 鑿鹭讒邈尊綴華缪昌쳟鬱夢案해參綏演慾寧鹭丰蓼礬纔藜缪華聽寥絲覆輟鹭萼潑驚饗* 夜議案孳辎 戸 綴察套鶴뽸蘇黛懿 I 籌疇懲维徳饗? 發彎簿蘇驚鑼経 
요인］ I 요인2 요인："요이 1 요이;5 요이H 요이：I 요이出 요이9 CnHibaeli'-; « 

즉정항목、'、、、I
INS1
INS3
INS2
INS4

.7525

PR1
PR4
PR2
PR3

.690

.642

.575

.503
.7567

FR3
FR2

.847

.832 .8301

DIS6
DIS5
DIS2

.704

.698

.601
.6444

고유치 3.013 2.989 2.758 2.726 2.624 2597 2.008 1.822 1.601
누적분산（%） 9.13 iai9 2655 34.80 42.76 50.63 56.71 62.23 67.08

과와 Cronbach's a값을 요약한 것이다.〈표 4> 

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념적으로 도출한 9개 

의 변수들이 명확히 묶여졌고 요인들의 적재 

량이 0.5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의 타당 

성이 입증되었다.

한편, 신뢰성이란 연구의 측정도구를 이용 

하여 반복적으로 측정하였을 때, 동일한 측정 

값을 얻을 수 있는지 측정치의 안정정도를 평 

가하는 것으로 각 측정치가 만들어 내는 오류 

는 Cronbach's a에 의해 측정되며 탐색적 연구 

분야에서는 0.6 이상이면 만족할 만하다고 하 

였다［37］.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항목들을 제거한 후 도출된 차원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한 결과, 각 변수들의 신뢰도가 

0.644에서 0.929으로 나타나 모두 0.6 이상으로 

내적 일관성 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4.3 연구가설의 검증

모바일뱅킹의 이용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그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신기술반응 요인（낙관성, 혁신 

성, 불편함, 불안함）, 지각된 위험 요인（재무 

적 위험, 성능적 위험）, 환경 요인（사회적 영 

향, 제 도기 반신 뢰） 으로 가정 하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가 사용자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력을 분석하여 보았다. 다중회귀분석의 경 

우 다수의 독립변수가 모형에 투입됨으로써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위험이 높아 

지며 특히 사회과학의 경우 모형에 포함된 개 

념들이 완전한 배타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모형의 해석에 어려움을 내포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귀계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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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변수들간의 상관관계분석

연구변수 (1) (2) (3) '八
■ ⑺

낙관성 (1)
혁신성 (2) .402**

불편함⑶ -104 -068
불안함 ⑷ -.236** -.309** .202**
재무적 

위험 ⑸
-.163* -027 .192** .213**

성능적 

위험 ⑹
-.321** -.301** .293** .550** .403**

사회적 

영향⑺
.062 .278** -134 -.218** -.223** -.263**

제도기 반 

신뢰 ⑻
.264** .157* -.126 -.278** -.391** -.408** .362**

이용의 도(9) .282** .318** -.112 -.261** -.315** -.456** .419** .481**

주) * : p〈 0.05, ** ： p〈 0.01

〈표 6>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 델 Beta Sig. Tolerance VIF
상수(Constant) 3.567 .000

낙관성 .077 1.218 .225 .755 1.325
혁신성 .129 2.008 .046* .719 1.390
불편함 .041 .707 .480 .901 1.110
불안함 .058 .872 .384 .669 1.495

재무적 위험 -072 -1.138 .256 .752 1.331
성능적 위험 -246 -3.294 .001*** .537 1.863
사회적 영향 .225 3.637 .000*** .782 1.278
제도기반신뢰 .253 3.850 .000*** .694 1.440

R Square = 
F =

주) 종속변수: 이용의도

* ： p < 0.1, : p < 0.05, ***

394 Adjusted R Square
16.468 Sig. F = .000

:p < 0.01.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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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형의 안정성을 위해 독립변수들간의 다 

중공선성 여부를 검사하였다.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해 먼저 일차적으로 모형에 투입된 모든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독립변 

수들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와 각 독립 

변수들과 종속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았다.〈표 5〉는 연구변수들간의 상관관계 행 

렬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를 보면 독립변 

수들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불안함 

과 성능적 위험이 0.550(p = .000)이고 대부분 

의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상호상관관계를 보완하 

기 위하여 각 요인별로 이용의도와의 영향력 

을 분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고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해 

계수의 허용값(tolerance),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공선성 여부를 진단하여 보았다.

공선성 진단 결과〈표 6〉에 제시되어 있듯 

이 VIF의 값이 대부분 이상적인 수준인 

1( 1.110-1.863) 에 근접하고 있고 허용값 또한 

10%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다중공선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21]. 이 

러한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가 의미가 있음을 나타낸다. 

〈표 6〉은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4.4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고객들이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로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 

을 받는지를 밝히기 위해 마케팅과 정보시스 

템 분야에서의 연구를 통해 요인을 추출하여 

모바일뱅킹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모바일 환경하에서 모바일뱅킹 

이용의도를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요인이 가 

장 효과적 이며 어떻게 모바일 사용자를 관리 

해 나가는 것이 모바일뱅킹 이용의도 제고에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를 논의함으로써 효과 

적 인 모바일 사용자 관리를 위한 전략적 방안 

에 대한 실무적 지침의 제공과 기업들에게 모 

바일뱅킹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결과 신기술반응 특성요인은 혁 

신성이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Rogers [40] 는 혁신성을 “특정 

개인이 사회시스템내에 있는 다른 소비자들 

에 앞서 혁신을 채택하는 정도"라고 정의하 

고 이것이 개인의 다양한 의사결정 및 행위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듯이 본 

연구에서도 신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혁신적 

인 태도가 사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 

한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용자의 낙관성 이란 "사용자가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한 통제감의 정 

도"이다. 즉 신기술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감정 이 증가할수록 새로 

운 기술에 대한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기대하였으나 낙관성은 모바일뱅 킹 서비스 

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요 

인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29

편, 사용자가 신기술에 대하여 불편함과 불안 

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용의도에 부정 

적 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하이테크 기술사용 

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의 신기술에 대한 혁 

신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 

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신기술에 대한 적응의 

정도는 개개인마다 다를 것이므로 심리적 • 

사회적 인 특성에 따라 사용자를 세분화하여 

기술에 대하여 혁신적인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용의도를 높이려는 기업의 노력 이 모바일 

뱅킹 활성화에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둘째, 모바일뱅킹에 대한 지각된 위험 중 

성능적 위험이 이용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객 

들이 모바일뱅킹을 이용할 때 거래를 통한 금 

전적 손실을 의미하는 재무적 위험보다는 모 

바일뱅킹 서비스가 기능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여 나타나는 위험 

인 성능적 위험에 의해 더욱 많은 영향을 받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모바일 뱅킹의 

성능적 위험에 대한 고객의 염려를 최소화시 

키기 위해서는 여론 선도집단과 대중매체를 

통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기능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증가시 

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필 

요성 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환경특성에서는 사회적 영향과 제도 

기반신뢰가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모바일 뱅킹을 이용함에 있 

어서 각 개 인들은 주변의 친한 사람의 조언이 

나 친한 동료의 구전 그리고 대중매 체를 통해 

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 

바일뱅킹에 대한 보증, 규제, 약속, 법적 해결 

따위의 구조적 요인이 잘 갖춰져 있고 모바일 

뱅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이 

클수록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바일 비즈 

니스 관련 기업의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5.결 론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문헌연구를 

통해 분류한 후, 이 요인들과 이용의도와의 

관계를 실증적 검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효 

과적 인 모바일 사용자 관리를 위한 전략적 방 

안에 대한 실무적 지침의 제공과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 

서 나타난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신기술반응의 구성요인이 

모바일뱅킹 이용의도에 미치는 과정을 고찰 

해 봄에 있어서, 주요 구성개념에 대하여 기 

존 연구［39］를 바탕으로 모바일 환경에 맞도 

록 수정하고 일부 구성항목에 대한 측정항목 

을 개발하여 사전 조사를 통해 측정항목의 정 

교화과정을 거쳤으나, 신기술반응 개념 측정 

의 정교성이 떨어질 가능성 이 존재한다. 그러 

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신기술반응 측정항목 

을 더 정교화하고 그 척도와 다른 개념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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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재 확인하는 시도가 필요하겠다.

둘째, 모바일뱅킹 이용의도에 대한 추가적 

인 요인에 대한 발굴과 이에 따른 모델 확장 

이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 

바일뱅킹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대부분이 

기존의 연구에서 새로운 시스템이나 서비스 

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요인들이다. 따라서 향후 모바일뱅킹과 관련 

된 연구는 기존의 IT분야의 연구와 차별화되 

는 모바일뱅킹 영향요인에 대한 탐구와 실제 

성과를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는 종속변수와 

관련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표본이 모바일뱅킹 고객 전체를 대표 

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계층에 걸쳐 이뤄 

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의 

대부분이 모바일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기회 

가 많은 직장인(10.8%)과 학생(89.2%) 이 주 

를 이루고 있고, 설문대상의 84.4%가 20대와 

30대에 편중되어 40대 이상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도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한 표본 

이 현재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 

구통계적 구성과 유사하므로 모바일 환경에 

서의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에 적용하는데 

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실증분석 결과 

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구통계 

학적 대상을 선정한 후 다양한 계층에 걸친 

표본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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