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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비자들은 금융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적응의 과정을
반복한다. 2007년 초 출시된 아이폰을 시작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
한 스마트폰의 보급은 금융 산업의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ICT기술
과 금융의 결합을 뜻하는 ‘핀테크(Fintech)’의 등장으로 이제 소비
자는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금융 산업의 모바일금융 환경으로의 변화는 금융소비자들이 피
할 수 없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시장의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의 적응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기업
은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변화한다. 소비자 역시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업에 비
해 비교적 느리게 적응한다. 또는 일부 소비자들은 환경변화에 적
절히 적응하지 못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 따라
서 금융소비자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이 보다 쉽고 적절히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바람직한 대
응책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금융소비자의 적응과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특히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모바일금융과 관련하여 모바일금융
산업을 확장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어 왔다.
소비자의 모바일금융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기업의 측면에서 모바일금융 사용
제고를 위하여 수행된 것이 대다수였으며, 실질적 사용자인 소비
자의 측면에서 모바일금융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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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금융소비
자의 복지감 향상을 위해서는 모바일금융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모바일금융서비스를 바라보는 연구가 수행
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실질적으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어
떻게 적응해나가고 있는지 알아보며,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소비자
들이 보다 잘 적응해나갈 수 있는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적응의 개념화를 통해 소비자
적응과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을 정의한 후 다양한 이
론들을 기반으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에 대한 개념
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적응이란 소비자가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스스로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행동을 해나가
는 일련의 행동과정과 이를 통해 시장 환경에 대해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소비자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르
는 것이라 정의한다. 즉 소비자적응은 적응과정과 적응결과가 모
두 통합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
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을 단순히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수
용하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간 개념으로 보았으며,
소비자가 모바일금융 환경의 변화 속에서 스스로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행동을 해나가는 일련의 행동과정과 이를 통해 모바일금융
환경에 대해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모바일금융서비스 기능을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이론들을 기반으로 제시된 개념적 모형을
구체화함으로써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을 설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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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증모형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모바일
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먼저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반응의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봄
으로써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의 거시적인 흐름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온라인 커
뮤니티에 게시되어 있는 글 3,016개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텍스
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용량의 자료를 통해서는 포
착하지 못한 소비자적응을 심층적으로 알아봄으로써 그 과정을 자
세히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2명의 소비자를 대상으
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텍스트마
이닝과 질적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고 소비자조사를
통해 수집한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 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이 모바
일금융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적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은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존재를 알게 된 소비자가 모바일금융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과 비
용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태도를 형성하고 스스로에게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적응과정을 거치며 이후 적응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적응결과는 소비자가 모바일금융 환경
에 잘 적응했는지 여부이며 판단 기준은 모바일금융 환경에 대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모바일금융서비스의 기능적 측면에 대해
서 친숙함을 갖게 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모바일금
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은 일회적 과정이 아닌 순환적이고 반복
적인 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iii -

둘째, 모바일금융에 대한 인식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금
융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인지된 혜택과 인지된 비용으로 구분
하고 하위구성요소를 도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모바일금융에 대
한 인지된 혜택의 하위구성 요소는 경제적 혜택, 시간·노력 절약
성, 정보다양성, 사용용이성이 도출되었고, 인지된 비용의 하위구성
요소는 노력 비용, 시간 비용, 위험 비용, 자기결정 비용이 도출되
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비용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금
융이 가지는 보안적 측면에 대한 위험성은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부분이었다. 따라서 모바일금융서비스가 보다
보편화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안적인 부분에 대
한 관심과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비자의 모바일금융에 대한 태도의 경우 소비자들은 모
바일금융에 대해서 수용적 태도와 저항적 태도 중 어느 한 태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 태도를 복합적으로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지금껏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대체로 수용적 태도와
저항적 태도를 반대의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으나,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수용적 태도와 저항적 태도는 별개의 개념으로 따
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 적응행동은 단순히 수용과 거
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용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용범
위 확장’, ‘사용 서비스 유지’, ‘사용중지’, ‘사용연기’, ‘지속적 비수
용’과 같은 적응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에 대
해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들
의 행동은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이 완
전히 적응한 상태에 있다기 보다는 대부분이 아직 모바일금융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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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적응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다섯째,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분류된 소비
자들의 특성을 확인해본 결과 이들은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에 비
해 전반적으로 모바일금융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 수준이 높았으며, 모바
일금융서비스를 수용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금융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고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수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반적으로 금융이해력
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은 소비자가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적응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
히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일 것이며, 소비자의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
역량의 수준을 고려한 적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은 다음 그림과
이루어지며 이를 ‘P-A-B-R 소비자적응모형‘으로 명명하고자 한
다. 즉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은 적응과정과 적응결과
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
응은 인식-태도-행동-적응결과의 순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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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 모형
: ‘P-A-B-R 소비자적응모형’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아직 적절히 적응하지 못한 소비들
을 찾고, 각 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적응방안을 마련해주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수용하도
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각각의 모바일금융에 대한 행동 유형
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전략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의 수준은 소비자들
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함
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므로 무작정 모바일금융을 수용하도록 하
는 것보다도 교육을 통한 금융이해력 또는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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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이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안과 관련한 부분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강화되고 발전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모바일금융의 위험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적으로 보안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부담을 명확히 하고 사후적 구제 방안을 강
화하는 등의 관련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모바일금융 관련 산업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에게 모바일금융서비스 사용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혜택과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즉 무조
건적으로 모바일금융서비스의 혜택적 측면만 강조하기보다는 혜택
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
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안관련 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와 관련한 처리에
있어서 정보비대칭성 해소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
에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커뮤니티와 SNS를 대상으로 분
석자료를 더욱 다양하게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일반화된 결과
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최근의 자료까지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
째, 본 연구는 ‘소비자적응’의 개념을 소개하는 기초적인 연구로 그
개념정의가 아직 정교화 되지 못 했다. 후속연구에서 소비자적응
에 대한 심층연구를 보다 다양하게 수행함으로써 소비자적응의 개
념과 그 구성 요소들을 보다 명확하게 해 나가는 작업이 지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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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소비
환경의 변화에서 끊임없이 적응해나가는 주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화된 모형이 구축되어 체계
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P-A-B-R 소비자적응모형’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들을 축적함으
로써 이를 일반화하여 소비자적응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구
성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모바일금융
환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소비자적응에 관한 연구 역시 향후
다양하게 수행되어 자료가 축적될 필요가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
들을 찾고, 그 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함으로써 모형을 정교화 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개인
적 특성들에 따라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이 어떻게 달
라지는지 알아봄으로서 소비자에 따른 적절한 적응방안을 보다 구
체적으로 논의해야할 것이다.
주요어 : 모바일금융, 소비자적응, 핀테크. 적응과정, 적응결과, 기술
수용, 소비자행동, 텍스트마이닝, 금융소비자
학

번 : 2013-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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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적응은 개체와 환경 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갈등을 순조롭게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을 의미한다(Lazarus, 1963). 쉽
게 말하면 적응이라는 것은 인간이 익숙해져 있던 일이나 사회로부터 새
로운 일이나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며, 개
인과 환경 간의 조화를 이루어 점차 변화된 상황에 익숙해져가는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에게 있어서 적응은 일상적인 과정이며, 각
개인은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고 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을 반복한다.
금융환경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환경의 새로운 변
화에 맞추어 적응의 과정을 반복한다. 특히 전통적으로 금융 산업은 컴
퓨터라는 장치가 등장한 초기부터 IT 기술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업종
중 하나로(정준호·김정숙, 2015), 1980년대 ATM/ CD기 등의 도입부터
최근까지 금융기술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금융소
비자들의 적응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최근에는 2007년 초 출시된 아이폰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의 보급이 빠
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벗
어나 소비자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모바일기기를
기반으로 다른 산업들도 소비자들의 생활양식 변화에 대응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하성근, 2015), 금융산업 역시 소비자의 생활양식 변화
환경에 맞게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따
라서 과거 공급자 중심의 매장형 채널로 이루어지던 금융 1.0의 서비스
제공 패러다임에서 인터넷 발전으로 인한 금융 2.0 시대를 지나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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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바일금융을 중심으로 한 금융 3.0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기·김보영, 2014).
이와 함께 최근에는 ‘핀테크(Fintech)’의 등장으로 모바일금융 환경이
더욱 금융소비자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결합을 의미하는 핀테크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금융기
관이 주체가 되어 금융서비스를 제공되었던 것에서 나아가 ICT 기업이
주체가 되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생겨난 신조어이다(Ernst &
Young, 2014; 박재석 등, 2016; 오혜영, 2015). 이러한 핀테크 서비스의
대부분이 모바일을 통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의 등장은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였고, 금융산업이 모바일금융 환경으로 변화
하도록 촉진하였다(최기우, 2016).
금융산업의 모바일금융 환경으로의 변화는 금융소비자들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시장의 경제주체들로 하
여금 다시 한 번의 적응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변화한다. 모바일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를 인지한
기업들은 이미 모바일뱅킹을 비롯한 모바일 간편결제, 모바일 투자, 모바
일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
되면서 이러한 흐름은 더욱 빨라졌으며(장우석·전해영, 2016), 보다 적절
히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기업의
적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황진태, 2013; 김숙현, 2016; 조영석·박송춘,
2016)
금융소비자 역시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는 것이 필
요하지만, 기업에 비해 비교적 느리게 적응한다. 또는 일부 소비자들은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
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이 보다 쉽고 적절히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바람직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융소비
자의 적응과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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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모바일금융과 관련하여 모바일금융이 발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적·정책적 과제를 탐구하는 연구(김윤정,
2015; 김인숙, 2015; 문병순, 2015; 박중오·진병욱, 2015; 강신원·이중만,
2016) 또는 모바일금융 산업 동향 및 기업성장 전략과 관련한 연구(서정
호, 2011; 김선웅·박병진, 2015; 이성훈·이동우, 2015; 진승헌 등, 2015; 최
대선, 2015; 신용재·신영미, 2016)와 같이 모바일금융 산업을 확장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어 왔다. 또한 소비자 조사를 실시
하여 소비자가 모바일금융을 수용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
는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으나(정수연·박철, 2007; 강인양·박진성, 2009;
정영훈 등, 2015; 하리다·이환수, 2015) 이 역시 기업의 측면에서 모바일
금융 사용 제고를 위하여 수행된 것이 대다수였으며, 실질적 사용자인
소비자의 측면에서 모바일금융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관한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금융소비자의 복
지감 향상을 위해서는 모바일금융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모바일금융서비스를 바라보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 소비자의 측면에서 모바일금융서비스 환경에서의 행태를 알아보
고자 하는 연구들이 몇 가지 수행되었는데(오혜영, 2015; 정운영·김은미,
2016; 최영재·김효정, 2016),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며 몇 가지의 한
계점을 갖는다. 첫째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해 왔
는지와 관련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연구는 공급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서비스나 상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거
나 어떠한 제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소비자의 측면에서 그들의 생
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따라서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직접 사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인식을 알
아보는 것은 연구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종속변수를 소비자의 모바일금융 수용여
부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소비자의 행태는 단
지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며, 수용 이후의 과정에 대
한 고려가 함께 필요하다. 따라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금융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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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효용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금융소비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적
응하는지,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어떠한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야 할지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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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금융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소비자의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피해가기 어렵기 때
문에 적절한 적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IT기술 중 최근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바일 기술은 금융환경에 적용되어 금융소
비자의 생활 속에 점차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추세이지만,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적응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에 대한 개
념을 정립하고 심층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소비자적응 연구의 초석을 마련
하고자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소비자는 어떻게 적
응해나가고 있는지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개념적 모
형을 구체화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소
비자들의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 현황은 어떠한지 확인하고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을 밝힘으로써 소비자들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보
다 잘 적응해나갈 수 있는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금융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 왔는지 텍스트마이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텍스트마
이닝은 대용량의 비정형적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모바일금융이 등장한 초기부터 최근까지 소비자의 반응 변화를 살펴봄으
로써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모바일금융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가고 있는
지 알아볼 수 있다.
둘째, 소비자의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
루어지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심
층면접을 실시하여 각 개인의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 경험을 생생
하게 듣고,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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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거치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앞서 텍스트마이닝을 통해서는 발견
할 수 없었던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의 과정을 보다 심층적
으로 확인함으로써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에 대한 이해를 도
울 수 있다. 또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모형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앞서 나타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
비자적응 모형을 구체화하여 실증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소비자조사 자료
를 토대로 분석함으로써 일반화된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금
융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연구
모형에 포함된 각 적응요소들의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모바일금융 환경에
서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적응결과에 도달하도
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통해 본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개체는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나간다. 소비자 역
시 예외는 아니며, 특히 소비자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의
적절한 적응이 필요하다. 개인을 연구의 단위로 보는 소비자학에서는 이
러한 적응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
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학에서 그 동안 간과해왔던 적응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비자적응’을 개념화하고, 소비자적응관련 연구의 필
요성을 알림으로써 그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초석을 마련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을 개념화하
고, 그와 관련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개념적 모형을 제시한 후 실증적 연
구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검증함으로써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
적응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를 통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 행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소비자들이 보
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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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된다.
셋째, 모바일금융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에 대
한 인식과 행동을 살펴보았다. 기존에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보다 잘 확산시키기 위하여 마케팅적 관점에서 그
서비스의 속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온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한계점을 뛰어넘어 모바일금융의 실제 사용자인 소비자의 시
각에서 모바일금융이 어떻게 인식되고, 그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금융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금융에 관한
연구가 소비자학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바일
금융을 비롯한 관련 용어들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소
비자의 인식과 행태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
해 본 연구는 향후 모바일금융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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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모바일금융
본 절에서는 우선 모바일금융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모바일금
융뿐만 아니라 그와 혼동되기 쉬운 전자금융, 핀테크의 개념을 모두 정
의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정한다. 이와 함께 금융 분야에서의
금융기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는지 알아봄으로써 모바일금융
의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최근 국내의 모바일금융 이용 현황은 어떠한지
확인한다.

1. 모바일금융의 개념
1) 전자금융과 핀테크
금융 산업은 기술의 변화를 빠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산업 중 하
나로(윤민섭, 2015), 초기 대면채널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금융서비스가
점차 전자화되면서 비대면적 채널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채널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모바일 금융서비스들이
등장하였다(최기우, 2016). 이처럼 금융산업은 지난 몇 십년간 ‘전자금융’
이란 이름으로 여러 기술을 적용하여 변화해왔기 때문에 금융에서의 기
술발전은 크게 놀랍거나 새로울만한 일은 아니다(이경전 등, 2016). 그러
나 최근 ‘핀테크(Fintech)’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금융 산업에서의 기
술발전이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15년 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
독원이 발표한 ‘IT·금융 융합 지원 방안’에서 핀테크 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 ICT 발
전과 모바일의 급속한 확산으로 출현하였다(Ernst & Young, 2014; 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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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등, 2016). 핀테크 산업은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전자금융, 핀테크, 그리고 모바일금융이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최근 핀테크 관련 연구가 증가하면서 이 세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세 용어는 모
두 조금씩 그 의미와 범위를 달리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전자금융과 핀테크, 그리고 모바일금융 각각의 정의를 명확히 해보
고자 한다.
먼저, 전자금융은 금융산업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오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용어로 다양한 연구에서 그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가장
먼저 전자금융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찾
아볼 수 있다. 2016년 1월 27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7월 28일부터 시
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
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
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
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하였다. 즉 금융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모두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비대면적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전
자금융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내린 정의를 인용하여 전자금
융을 정의하고 있었으며(유병복 등. 2001; 김자봉, 2006), 성기윤(1999)의
연구에서는 전자금융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전자적 매체인 전화나 공중
통신망, 금융 전산망 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지급 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순덕·최광돈(2015)에서는 금융기관이
금융업무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IT를 활용하여 전자적 방
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전자금융으로 정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전자금융
은 개인이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조작하여 제반금융 관
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전자금융이란 다양한 기술을 적
용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는 모든 금융 업무를 총칭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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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가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
비스로 정의내릴 수 있으며,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즉, 각종 국내외 금
융전산망을 이용하여 은행 간 지급결제를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전
자금융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접하는
CD/ATM, 폰뱅킹, 인터넷금융, 모바일금융 등이 모두 전자금융 서비스
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금융과 기술의 결합어인 핀테크는 효율적으로 금융시스템을 만
드는 기술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이경전 등, 2016), 글로벌 ICT 기업이
송금, 결제, 자산관리, 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말한다(박재석 등, 2016). 또한 2015년 UK
Government Chief Scientific Adviser에서 발간한 보고서인 ‘FinTech
Futures: UK as world Leader in Financial Technologies’에서는 핀테크
를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 합성어로 전통적인 금융모델 및
금융회사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
는 방향으로 금융과 기술이 결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핀
테크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핀테크는 다양한 ICT를 기반으
로 하여 제공되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로 정의내릴 수 있으며, 핀
테크의 핵심은 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자금융과 핀테크는 모두 금융서비스에 기
술을 접목시켜 금융소비자에게 비대면적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서비스 제공 주체에
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금융과 핀테크의 관계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의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핀테크는 전자금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서비스로 구분하는 입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핀테크를 전자금융
의 특별한 사례 중 하나로 보는 입장으로 이러한 시각에서는 전자금융이
발전하면서 그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본다.
Ernst & Young(2014)에서는 전자금융과 핀테크를 구분하며 이 두 가
지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Ernst

&

Young(2014)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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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을

전통적

핀테크

(traditional fintech)로 명명하고 최근에 나타난 핀테크를 신흥 핀테크
(emergent fintech)로 명명하고 있는데 전통적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서
비스에 새로운 금융기술이 접목되면서 점차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금융회사가 핵심이고 ICT기업이 금융회사의 효율성 향상
을 위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반면 신흥 핀테크는 파괴자
(disruptor)의 특성을 가지며 금융 시장에 혁신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신흥 핀테크에서 핵심은 ICT기업이 중심이 되고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의 후방에서 보조적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박재석 등
(2016)에서도 전자금융과 핀테크를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금융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금융상품들에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면서 점차 발전하는
지속적 혁신(sustaining innovation)이라면 핀테크는 이러한 지속적 혁신
이 차지하고 있는 주류의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으로 보고 있다. 즉, 전자금융이 대면적 금융거래를 비대면화
시키며 주류 금융서비스 시장을 차지해왔다면 핀테크는 이러한 전자금융
시장을 재조직 하거나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흐
름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국은행(2015)의 전자금융총람에서는 전자금융서비스를 금융기업(은
행, 투자회사, 보험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와 비금융기업의 전자금융서비
스로 나누어 그 현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융기업의 전자금융서
비스를 기존의 전자금융서비스라고 한다면 비금융기업의 전자금융서비스
를 핀테크 서비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은행(2015)의 보고서에는
정확하게 전자금융과 핀테크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정
보통신과 금융의 융합인 핀테크의 등장으로 전자금융환경이 새로운 흐름
을 맞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 핀테크의 등장은 전자금융의 발전 흐
름 중 하나로 보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충열·정군오
(2016)의 연구에서는 전자금융을 광범위하게 정의하면 정보기술이 금융
업무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변화 형태를 모두 의미하기 때문에 핀테크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단지 전자금융의 특별한 사례에 해당한다
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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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2015)과 이충열·정군오(2016)의 시각에 근거
하여 전자금융과 핀테크의 관계를 바라보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
았을 때 과거 금융회사의 주도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만 포함되었던 전
자금융(전통적 전자금융)의 범위가 핀테크의 등장으로 인하여 ICT 회사
주도의 금융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전자금융의 형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모바일금융의 개념과 범위
금융거래에 있어 모바일기기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모바일금
융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Federal Reserve Board, 2015). 이에 따라 그
동안은 PC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채널이
었다면 모바일기기의 확산으로 모바일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가 점차 보
편화되고 있으며(정운영·김은미, 2016), 현재 대부분의 금융서비스가 모
바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천세학·황순학, 2014). 특
히 최근에는 핀테크의 급속한 성장으로 모바일금융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각 연구마다 모바일금융의 정의와 범위
가 각기 상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되었던 모바일금융
관련 연구들에 근거하여 모바일금융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 한다.
강신원·이중만(2016)에서는 모바일금융을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대
금의 지불, 송금, 대출, 보험, 주식, 자산관리 등과 같은 기존의 금융서그
비스를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정운
영·김은미(2016)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현재 금융
자산 관리 영역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영역을 모바일금
융서비스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장형(2012)에서는 모바일금융서비스는
모바일과 금융이 결합한 형태로 금융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하여 금융
거래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Chemingui & Ben lallouna(2013)에
서는 금융회사가 모바일 폰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
들이 모바일 폰을 이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모바일금융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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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정의들을 통합하여 보았을 때 모바일금
융을 모바일 환경에서 모바일 채널을 통하여 다양한 금융업무를 처리하
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서 모바일이란 스마트폰을 의미한다.
결국 모바일금융의 핵심은 스마트폰, 즉 모바일기기에 있기 때문에 모바
일기기로 처리할 수 있는 금융업무는 모두 모바일금융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바일금융은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로 전자금융서비스의 종류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천세학·황순학, 2014), 최근 모바일 채널을
기반으로 생겨난 핀테크의 등장으로(최기우, 2016) 그 범위가 더욱 넓어
졌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모바일금융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표적으로 가장 오래된
모바일금융서비스는 모바일뱅킹으로(한국은행, 2015), 모바일뱅킹만을 모
바일금융의 범위로 보고 모바일금융 연구를 진행한 경우도 다수 존재하
였다(Lee et al., 2012; Chemingui & Ben lallouna, 2013; 강신원·이중만,
2016). 또한 Federal Reserve Board(2015)과 한국은행(2016)에서는 모바
일뱅킹뿐만 아니라 모바일 결제까지를 모바일금융의 범위로 보았다. 그
외에도 이진숙(2002)과 천세학·황순학(2014)에서는 모바일 뱅킹, 모바일
지급결제를 비롯하여 모바일 주식거래까지 모바일금융의 범위로 보았으
며 정운영·김은미(2016)에서는 모바일뱅킹, 모바일 펀드투자, 모바일 증
권투자, 모바일대출, 모바일보험 가입을 모바일금융의 범위로 한정지었
다.
금융보안연구원(2014)과 장상수(2015)의 연구는 모바일금융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기존의 전자금융 서비스가 ICT 산업
과 융합되면서 금융사별(은행, 카드, 증권, 보험)로 금융서비스 전달 채널
이 발전해왔음을 이야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보안연구원(2014)과
장상수(2015)에서 제시한 전자금융 서비스의 종류를 재구성하여 다음의
<표 2-1>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모바일금융의 범위로는 모바일뱅킹(모바
일 계좌조회, 모바일 이체, 모바일대출, 모바일 은행상품 가입 등), 모바
일결제(모바일카드, 모바일간편결제 등), 모바일증권(모바일 주식투자, 모

- 13 -

바일 펀드투자 등), 모바일보험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2-1> 국내 전자금융 서비스 종류
채널

은행

카드

증권

보험

CD/ATM

POS

유선 트레이딩

-

온라인뱅킹

온라인결제

인터넷 트레이딩

인터넷보험

모바일
금융

모바일뱅킹
(모바일 계좌조회,
모바일 이체,
모바일 대출,
모바일 은행상품
가입 등)

모바일결제
모바일카드
전자지갑

모바일 트레이딩
모바일 펀드투자

모바일보험

기타

기타 서비스

부가서비스

기타 온라인상품

기타
서비스

기기
기반
금융
온라인
금융

출처: 금융보안연구원(2014), “금융보안 현황과 거버넌스 강화방향”, 장상수
(2015), “핀테크(Fintech) 시대의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에서 재구성

2. 모바일금융의 발전과정
점차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금융 산업에서의 기술 발전은 아주 오래
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금융서비스가 점차 전자화되면서 이를
전자금융이라고 불러왔다. 모바일금융은 이러한 전자금융에 포함되는 비
교적 최근에 나타난 하나의 금융서비스 제공 방식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금융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전자금융의 발전 과정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며 모바일금융이 어떻게 등장하였고 발전하였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전자금융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발전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금융의 발전 과정은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은행, 2015). 다음의 <표 2-2>는 한국은행에서 2015년에 발간한
「전자금융총람」에 제시된 우리나라의 전자금융 발전 과정을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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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전자금융은 1980년대 초반에 점포가 온라인화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주로 개별 금융기관의 기관내 온라인화를 통하여 업
무가 자동화되었음을 의미한다(지호준, 1997). 구체적으로 1980년대에는
CD/ATM기가 도입되었고, 지로와 어음 및 수표 업무가 자동화되었으며,
지급결제업무가 비장표(paperless) 방식으로 전환되었다(성기윤, 1999; 한
국은행, 2004). 즉 이전까지는 돈을 보낼 사람이 손으로 직접 문서를 작
성해 은행으로 가야했고, 여기서 다시 받을 은행의 계좌로 돈을 보낼 문
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업무가 실시간으로 이
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후 1980년대 후반 금융공동전산망이 개발되면서 개별금융기관의 차
원을 넘어서 타 금융기관과 상호연결한 금융기관 간 네트워크가 구축되
었다(한국은행, 2004). 구체적으로 제2단계인 금융공동전산망 구축 단계
에서는

1988년

7월

CD(Cash

Dispenser)

공동망,

1989년

4월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공동망, 1989년 12월 타행환 공동망
을 포함하여 CMS(Cash Management Service) 공동망, 은행지로시스템,
증권매매체결시스템인 SUCCESS 등이 본격 도입되고 가동되었다(성기
윤, 1999; 한국은행, 2015). 이러한 금융공동망의 발전으로 인하여 전국이
당일 결제권으로 통합되었고, 이는 향후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가 개발
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한국은행, 2015).
제3단계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국내에 인터넷이 보급되고, 소비
자들의 PC 및 휴대전화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기반 전자금융서비
스가 나타나 금융 산업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되었다(장욱, 2002; 한국은
행, 2015). 이에 따라 비대면적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입출
금거래, 대출, 청약, 주식거래,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이 가능해졌고, 새로
운 전자지급수단인 전자화폐 등이 개발되면서 전자상거래 및 지급결제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다(한국은행, 2015). 또한 이 시기 금융기관들은 온
라인상에서 단순히 금융거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온
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상품 판매를 시작하기도 하
였다(이영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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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단계는 2000년대 후반부터 스마트폰이 국내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채널이 등장하여 전자금융이 다시 한 번 새로운 환
경에 직면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모바일 기기를 적극 활용하
여 은행, 증권, 카드업계 등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제
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모바일 뱅킹은 유선상의 뱅킹 업무를 모바일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한 형태로 실시간 예금조회, 계좌이체, 대출, 지방
세/공과금 납부, 사고신고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최근에는 모바
일을 통하여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전
용 상품까지 출시되어 금융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영모, 2015). 모바일 증권은 모바일을 통하여 주식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실시간 주가조회, 주식거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이우백·우민철, 2012). 또한 모바일 보험의 경우 초기에는 모바일을
활용하여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의 정보를 조회하고 상품을 안내하며 즉석
가입 설계를 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최근에는 모바일을 활
용한 청약, 관련 정보 탐색 등 소비자가 직접 보험 관련 정보를 탐색하
고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보험금 지급 역
시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적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기도 하다(변혜원,
2012). 이처럼 모바일기기와 무선인터넷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 모바일금융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탐색이
용이하다는 특징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행태에 다양
한 변화를 초래하였다(한국은행, 2015).
최근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 발짝 더 진보하여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금융과 IT가 융합하여 비금융기업들
이 금융서비스로 진출하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
화가 나타난 시기를 전자금융 발전의 제5단계라 할 수 있다(한국은행,
2015). 또한 제5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금융·정보통신 융합형 산업 또는
금융서비스와 결합된 각종 신기술을 의미하는 ‘핀테크(Fintech)’라는 신
조어가 등장하기도 하였으며(맹수석, 2015), 정부에서는 핀테크산업을 발
전시키고자 다양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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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IT, 인터넷기업들도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전자지급 모델을 개발
하여 공급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관련 서비스로는 뱅크월렛카카
오, 알리페이, 페이팔 등과 같은 간편결제서비스, P2P송금, 자산관리서비
스 등이 있다(한국은행, 2015).

<표 2-2> 우리나라 전자금융의 발전과정
구분

1980년대
초반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후반

내용

금융업무 자동화

-

금융공동전산망
구축

- 개별 금융기관들이 구축한 자동화
된 업무시스템들을 상호 연결하여
금융공동전산망을 형성
- CD공동망
- ARS공동망
- 은행지로시스템
- 타행환 및 자금관리서비스(CMS)
- 증권 매매체결시스템 SUCCESS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을
이용한 상거래 대금결제

제3단계

인터넷 기반
금융서비스의
다양화

- 인터넷 보급 및 발전이 원인
- 비대면적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입출금거래, 대출, 청
약, 주식거래,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이 가능
-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구매
- 전자화폐 등과 같은 새로운 전자
지급수단이 개발

제4단계

모바일기반
금융서비스의
혁신화

-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이 계기
- 은행, 증권, 카드업계에서 스마트
기기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
-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을 통해 금

제1단계

제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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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금융기관의 업무 자동화
CD/ATM 도입
지로, 어음, 수표 업무의 자동화
지급결제의 무문서화
실시간 계좌이체 가능

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모바일금
융서비스 등장
- 모바일뱅킹, 모바일증권, 모바일카
드 등 금융앱 이용 확산

2010년대
중반

제5단계

신기술 기반
금융IT 융합화

- IT,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비금
융기업들의 금융서비스 진출
- 정부의 핀테크 산업 육성
-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Active
X 제거, 국제 웹 표준 적용, PG사
카드정보 저장 등 관련 규제 완화
- 뱅크월렛카카오, 알리페이, 페이팔,
삼성페이 등 핀테크산업 활성화
- 모바일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새로
운 금융서비스 제공

출처: 한국은행(2015), “전자금융총람”, p.10 재구성

3. 국내 모바일금융 이용 현황
각 모바일금융서비스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모바일 뱅킹 서비스의
경우 2009년 부터 은행거래 업무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규모는 지속
적으로 커지고 있다. 2017년 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중 국내 인
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말 현재 인터넷뱅킹 서비
스(모바일뱅킹 포함) 등록 고객 수는 1억 2,254만 명으로 2015년 말 대
비 4.9%p 증가하였으며, 이 중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는
2015년 말보다 15%p 증가한 7,468만 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인터넷
뱅킹 이용건수에서 스마트폰 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중(54%)에
처음 절반을 넘어선 데 이어 2016년 중에는 61%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용자가 증가하는 모바일뱅킹의 실질적인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모바일뱅킹 이용건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중 인터넷뱅킹 이용건수(일평균 기준)는 8,750만 건으로
2015년 대비 12.2%p 증가하였는데, 이 중 모바일뱅킹 이용건수는 5,309
만 건으로 전년 대비 25.2%p 증가하였고 모바일뱅킹은 대부분이 조회서
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1.9%). 인터넷뱅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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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일뱅킹 포함)의 이용금액을 살펴보면 2016년 중 인터넷뱅킹 이용금액
(일평균)은 42조 4,247억 원으로 전년대비 5.3%p 증가하였으며, 이 중 스
마트폰뱅킹의 이용금액은 3조 1,4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2%p 증가하
였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뱅킹 사용자를
비롯한 이용건수 및 금액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도 큰 발전이 예상된다.
증권거래 역시 오프라인의 대면적 채널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과 같
은 비대면적 채널로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해 왔다. 1997년 증권거래법
개정 전까지 증권회사는 매매거래를 문서와 전화 주문만으로 수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 전자 통신기술의 발달과 개인용 컴
퓨터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주문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이 개정되어 문서와 전화를 통한 주문 외에 컴퓨터 등을
이용한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PC통신을 이용한 증
권거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컴퓨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인터
넷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증권 회사의 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도 점차
확대 시행되게 되었다. 온라인 증권거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저렴한 거래 수수료도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온라인 증권거래는 증권사 영업점을 통한 증권거래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 되었으나 1998년 8월 증권사의 증권거래 수수료 인하를 시작으로
수수료 인하 경쟁이 시작되어 현재는 영업점을 통한 주문보다 훨씬 저렴
한 수수료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증권사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본
격화 되면서 온라인으로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이 급증 하였다. 특히나
2000년을 전후한 이 시기는 인터넷 혁명이라 부를 만큼 인터넷에 대한
대국민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온라
인을 통한 증권거래는 급속히 확산되어

HTS(Home Trading System)1)

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권거래 매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증권 투자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증권거래를 하

1)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주식거래 전용 에뮬레이터로 소비자가 직접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설치하여 증권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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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2016년 한국 증권거래소에서 발표한 주문매체별 거래비
중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부터는 HTS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점차 줄
어들어 2015년에는 코스닥시장의 증권거래 주문의 54.7%를 차지하고 있
다. 이는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HTS가 전체 코스닥시장의 증권거래
주문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수치이
다. 이에 반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거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증권거래 도입 초기 단계인
2000년대 후반에는 2%였던 비중이 최근 2014년에는 21%까지 증가하였
고, 2015년에는 25.1%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코스닥시장의 증권거래 주문 매체별 거래대금 비중
(단위: %)
년도

영업단말

유선단말기

2006

18.8

1.2

2007

19.5

2008

무선단말기

HTS

기타

2.0

77.3

0.7

1.0

1.8

76.4

1.3

16.5

0.9

2.2

78.5

1.9

2009

14.0

0.8

2.5

81.2

1.7

2010

14.8

0.7

3.8

79.3

1.4

2011

13.9

0.6

9.3

74.8

1.5

2012

14.7

0.5

14.0

68.4

2.3

2013

17.7

0.5

17.5

61.5

2.9

2014

17.5

0.4

21.3

56.4

3.4

2015

16.6

0.4

25.1

54.6

3.4

(스마트폰)

출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index.jsp)

모바일 결제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
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결제하거나 자금
을 이체하는 활동들을 의미한다(Krueger, 2001). 시장 분석 기업인

- 20 -

Gartner가 2013년에 발표한 보고서2)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시장은 2012
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5%의 급속한 성장세를 이뤄 2017년에는 약
4억 5000만 명이 7,21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만들어 낼 것으로 예측했
다(Gartner, 2013). 이에 따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경쟁에 참
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ebay의 ‘페이팔(Paypal)’, Alibaba의 ‘알리
페이(Alipay)’, Amazon의 ‘아마존 페이먼트(Amazon payment)’, Apple의
‘애플페이(Apple pay)’, Google의 ‘구글월렛(Google wallet)’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 보다 출발이 늦었으나 최근에 다양한 업계
에서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빠른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
한 상황 속에서 상품 구매를 결정한 후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이
복잡해 구매를 포기한 비중이 모바일기기에서는 약 86%인 것으로 나타
나(eMarketer, 2017) 최근에는 새로운 결제서비스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
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란 기존 모
바일결제를 할 때 마다 일일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결제정보를 입
력하여 결제과정을 거치는 방식에서 나아가 한 번만 결제정보를 등록해
놓은 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비밀번호만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김서영, 2013). 대표적으로 다음카카
오의 ‘카카오페이’. SK플래닛의 ‘페이핀’, LG U+의 ‘페이나우’, 그리고 최
근에 등장한 삼성의 ‘삼성페이(Samsung pay)’ 등이 존재한다.
DMC 미디어(2017)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한 보고
서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 이용자의 97.9%가 모바일 간편결제를 인지하
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이 72.1%로 나타나 상당히
많은 비율의 소비자들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또
한 이용경험자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비율이
77.5%로 나타나 앞으로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의 경우 다른 서비스들 보다 모바일 채널로의 변화가 비교적 느

2) 모바일 결제시장의 현황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 공시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기업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현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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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게 되었는데, 변혜원(2012)에 의하면 모바일금융이 발전하기 시작한 시
기에 보험은 보험설계사나 보상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에 모바일기기를 도
입하는 방식으로 모바일을 활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보험의
경우 초기에는 소비자가 모바일기기를 직접 활용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모바일을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이러
한 환경에서 보다 진일보하여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가입, 보험관리 등
소비자가 직접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보험관련 행동을 할 수 있는 다양
한 서비스들이 출시되었다. 그러나 보험 산업의 경우 소비자의 모바일
채널 이용이 어느 정도 확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찾
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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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소비자적응

1. 적응관련 연구 동향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극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모든 생활
사건은 일시적인 촉진 요인으로서 그에 대한 적절한 변화와 적응을 요구
한다(강성희·이재연, 1992).
기존의 적응과 관련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크게는
생태학적인 적응 관련 연구와 사회과학에서의 심리적·사회적 적응관련
연구로 구분해볼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의 적응연구는 대체로 교육학이
나 심리학, 가족학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아동, 청소년 및 대
학생의 학교에의 적응과 관련한 연구(김종범, 2009; 김효선 등, 2012; 박
신영·이동영, 2013; 박인숙, 2014; 이병환·강대구, 2014) 또는 이민자나 유
학생, 탈북자 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관련한 연구(김교헌 등, 2007; 박
용석·장기흥, 2008; 주동범·김향화, 2013; 김상범 등, 2016), 장애인의 사
회적응에 대한 연구(오수경, 2002; 강희복 등, 2007; 남연희 등, 2013), 조
직 및 직업에 대한 적응관련 연구(정승철, 2011; 김지연·김동일, 2015, 문
은미·이주희, 2016)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소비자학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적응에 대한 관심이 미비한 수준이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소비자적응관련 연구는 주로 문화적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소비생활에 대한 적응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소비자적응 연구로는 박배진(2013)의 외국인노동자의 소비문화 갈등과
적응에 대한 연구와 손상희 등(2014)의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박배진(2013)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적응관
련 연구가 대체로 언어, 의사소통, 외국인 차별과 같은 제한된 주제로 접
근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소비경험에 대해 알아보고 소비문화 적응의 양상은 어
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소비문화 적응과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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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문화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손상희 등
(2014)은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소비생활
적응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들의 소비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비자역량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IT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은 사용자 적응(user adaptation)
또는 기술 적응(technology adaptation)이라는 용어로 국외 몇 명의 학자
에 의해 연구되어 오기도 하였다 (Beaudry & Pinsonneault, 2005;
Bhattacherjee

&

Harris,

2009;

Clark,

1987;

Fadel,

2011;

Leonard-Barton, 1988; Schmitz et al., 2010).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았을 때, 적응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소비자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적응의
개념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며, 외국인 노동자 또는 북한이탈주민
과 같은 취약계층의 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소비환경에서의 적응 위
주로 연구가 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응은 단순히 취약
계층에 국한되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니고, 소비자 누구나 문화적 환
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응이 지속적으로 요
구된다. 따라서 소비자적응을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폭넓게 정의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2. 소비자적응의 개념화
1) 적응의 개념과 소비자적응
적응은 추상적이고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연구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개념
인 소비자적응을 정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적응관련 연구들에서
적응의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확인하였다.
기존의 인간의 적응을 탐구하는 선행연구들은 크게 적응을 과정으로
접근하는 연구(Clark, 1987; Leonard-Barton, 1988; Ladd et al., 1996; 김
정남, 2008)와 최종적인 결과로 접근하는 연구(Mendenhall et a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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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d & Kennedy, 19994; 김신희, 2008; 장연경, 2000; 이혜련, 2004; 권
미경·이순형, 2010; 손상희, 2014)로 구분해볼 수 있었다. 과정적으로 접
근하는 연구란 인간의 적응과정을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로 이러한 연구
들에서는 적응을 적응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
고 있다.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연구한 Ladd et al.(1996)에서는 학교
라는 환경에서 적응의 주체가 환경에 대한 인식과 감정의 변화를 통해
적절한 행동을 해나가는 과정이라 하였고 이와 비슷하게 김정남(2007)에
서도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정의를 학교라는 환경에서 대해서 적
응의 주체가 자신의 요구를 인지함으로써 그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서 취하는 행동의 과정이라 정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Clark(1987)은 사용
자 적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사용자들이 해당 기술의 잠재적 가치
를 인식하는 상황과 개인의 요구에 맞도록 사용해나가는 지속적인 과정
으로 적응을 정의하였으며, Leonard-Barton(1988)에서는 사용자 적응이
혁신의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그들의 요구에 맞도록 변화 행동을 보이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정의를 통해 적응의 개념을 적응과정의 측면에서 보는 연구에
서의 핵심은 적응이 적응주체가 직면한 환경에서 스스로의 상황과 요구
를 인식하고 그에 적절한 적응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적응을 최종적인 결과로 접근하는 방식은 대체로 적응의 주체가
환경에 제대로 적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상태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었다.
Ward & Kennedy(1994)는 사회문화적 적응의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적응이란 심리적 안녕감을 느끼고 새로운 문화에서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유능성을 발휘하는 상태라 하였으며,
Mendenhall et al.(1985)은 문화적응 연구에서 새로운 문화 환경에 대해
서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적응의 정도로 편안함, 친숙함, 용이함의
정도라 정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손상희 등(2014)에서는 소비생활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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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새로운 경제체제와 시장환경을 이해하고 소비생활에서 필요한 행동
을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으며 소비생활에서의 안정을 달성한 상
태”로 정의하고 하위개념으로 심리적응, 시장적응, 금융적응, 문화적응으
로 구분하여 각각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권미경·이순형(2010)은 조기해외유학 아동과 청소년의 적응에 스트레
스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적응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 적응을 심리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으로 구분하고 부정적 정서인 우울과 불안감, 그리고 만족을
심리적 적응의 요소, 학교 적응을 사회적 적응의 요소로 설정한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적응을 심리적으로 불안함이 없고 만족하는 상태임과
동시에 사회적 환경인 학교생활에서의 기능을 잘 해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의 다양한 연구들에서 적응을 개인이 변
화하는 사회 환경 또는 사회적 여건 하에서 자기 자신의 요구가 잘 충족
되거나 조절되어 일상생활에서 생겨나는 제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
하여 스스로의 생활에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로 정
의내리고 있었다(김신희, 2008; 이혜련, 2004; 장연경, 2000).
결과적으로 적응을 결과적인 측면에서 정의한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은 적응이라는 것이 적응의 주체가 변화된 환경에서 요구되
는 기능적인 측면에 친숙해짐으로써 제 기능을 다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게 되는 궁극적인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적응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적응이라는 용어는 다
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적응과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적응상태를 의미하
기도 하면서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적응은 적응과정과 적응결과 중 어느 하나의 접근을 선택하
여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부분을 모두 통합적으로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적응은 궁극적으로 적응결과를 의미하는 만족
의 상태임과 동시에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기까지의 일련의 노력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실제로 Lazarus(1976)의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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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의 정의를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Lazarus(1976)는 적응을 “인간이 보
다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르기 위해 주변 환경 간에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나가려는 지속적인 행동과정인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균
형과 조화를 방해하는 자극이나 욕구좌절이나 갈등 등의 부정적 요소들
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박배진(2013)에서도 이러한 적응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되어왔음을 지적하며 문화 적응을 “개인이 다양한 문화적 상황
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능동적 과정 또는 결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적응’을 ‘변화하
는 주변 환경 속에서 적응의 주체가 스스로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행동
을 해나가는 일련의 행동과정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기능적 친숙함을 느끼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적응과정과 적응결과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이상에서 제시한 적응은 어떤 주체든지 새로운 상황에 놓였을 때 경
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적응 중에서도 시장 환경이 변
화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변화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소비자에 초점
을 맞춘 적응을 ‘소비자적응’이라 할 수 있다. 즉 소비자적응은 시장 환
경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소비 주체인 개인의 이야기이며, 여기
서의 소비 시장 환경은 단순히 경제적인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장 자
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서 접하게 되는 소비문화 전반을
포함할 수 있다(박병두, 2013).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적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
다. ‘소비자적응’이란 ‘소비자가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스스로의 상황
과 요구에 맞는 행동을 해나가는 일련의 행동과정과 이를 통해 시장 환
경에 대해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소비자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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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은
소비자적응 중 하나로, 소비자가 직면하는 다양한 환경적 변화 중에서도
금융환경의 기술적 변화와 그렇게 변화된 기술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소비자에 집중한다. 즉,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은 모바
일 기술이라는 새로운 IT 기술이 금융에 접목됨으로써 변화된 금융 환
경 속에서의 소비자적응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
환경 속에서의 소비자적응을 보다 명확하게 개념화하기 위하여 유사한
개념인 사용자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앞서 제시한
소비자적응의 개념과 접목시키고자 하였다.
사용자 적응은 IT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새
로운 IT 기술 도입으로 인해 생긴 변화나 혼란의 상황에 대해 사용자들
이 반응하는 방식을 나타낸다(Beaudry & Pinsonneault, 2005). 이러한
사용자 적응은 기존의 기술 사용과 관련한 연구들이 단순한 수용여부나
사용량, 사용 빈도 등과 같이 수적인 측면에 집중해왔던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Fadel,

2011),

Beaudry

&

Pinsonneault(2005)은 이러한 사용자 적응이 대응(coping)과 비슷한 개념
이며 IT 기술이 새로이 등장한 상황에서 사용자들의 익숙해지기 위한
행동적, 인지적 노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사용자 적응의 핵심은 혁
신적인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해당 기술에 대해 인식하고, 그를 기반
으로 개인의 상황이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과정적인 측면에서 적응을 정의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갖는
다.
사용자 적응 연구에서는 적응을 과정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최종적인
적응과정의 결과로 다양한 적응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적응 행동
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연구자마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종종 수용
(acceptance)과 혼용하여 기술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해당 기술을 수용하
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연구에 적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
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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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attacherjee & Harris(2009)는 지난 수십 년간 정보기술(IT)을 사용
하는 사용자들은 조직의 차원에서 획일화된 적응을 하도록 훈련되어 왔
음을 지적하며 개인의 IT 사용행동과 관련한 기술수용모델(TAM)과 조
직의 적응과 관련한 적응적 구조화 이론(Adaptive Structuration Theory,
AST)을 통합한 개념적 모형을 구성하고 My Yahoo 포털 사이트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을 실증연구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기술 적응의 결과와
정보기술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특히 Bhattercherjee & Harris(2009)는 사용자 적응을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도록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
을 맞추어 학생들의 My Yahoo 사이트에 대한 적응행동으로 본인의 요
구에 맞게 컨텐츠를 선택하는 것,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것, 있는 그대로
해당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 등과 같은 사용행동을 사용자 적응 행동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적응의 성과로 MY Yahoo
사이트 이용 횟수와 이용 빈도를 측정하였다. Schmitz et al.,(2010)의 연
구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사용자들의 행동변화에 초점을 맞춰 사용자 적
응을 측정하였는데, 이들은 모바일폰의 사용 방식을 스스로의 요구에 맞
게 변경하였다거나, 모바일폰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사용에 시도해보았
거나, 보다 잘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을 변경하였다거나 하는 행동적 변
화를 사용자 적응으로 보았다.
Beaudry & Pinsonneault(2010)에서는 기존의 IT사용에 대한 연구들의
선행변수가 인지적인 측면의 변수들만이 사용되어 왔음을 지적하면서 은
행 서비스에 있어서의 신 IT에 대한 적응에 개인의 감정이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들은 개념적 모형을 구성하고 질
적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요인을 찾아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가
지고 은행이용자 2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환경적지지 찾기, 사회적지지 찾기, 감정표출, 심리적 거리두기와 같은

3)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수용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제 3 절에서
고찰하므로, 본 절에서는 이러한 수용여부를 적응행동으로 본 연구들은 제외하
고 그 외의 적응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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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적응을 위한 행동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나타난 은행에서의 IT 사용 행동은 질적 연구를 기반으로 정보수집, 정
보전파, 협상, 허수아비, 자원할당 형태로 구분하였다.
Fadel(2011)은 정보시스템(IS) 사용자의 적응 행동을 문제중심적 적응,
접근 지향적 감정 적응, 회피 지향적 감정 적응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사
용자 적응 행동이 정보시스템에 대한 몰입(insufsion)을 유발한다고 보았
다. 여기서 문제중심적 적응 행동이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
스로 더 나은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또
한 접근 지향적 감정 적응은 주변인에게 지지를 얻거나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며, 회피 지향적 감정 적응은 정
보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거나 거리를 두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결과
적으로 Fadel(2011)의 연구에서는 문제중심적 적응행동과 접근 지향적
감정 적응 행동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몰입이란 스스로의 사용 행
동에 대한 만족의 정도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외에도 몇몇의 연구에서는 기술 사용의 정도나 범위를 통해 적응
행동을 측정하기도 하였는데(Chen & Tan, 2004; Talukder. 2011),
Talukder(2011)은 조직에서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신기술 적응에 대한 모
델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신기술 적응 행동을 해당 기술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로 보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기술발전 환경에서의 소비자 행동을 알아보는 연구들 중 실질적
인 소비자 행동을 해당기술 수용여부 혹은 수용의도가 아닌 연구의 대표
적인

것으로는

Rogers(2003)의

혁신결정과정(innovation-decision

process)이 있다. Rogers(2003)의 혁신결정과정에서는 혁신을 수용하는
과정을 개념화하였는데, 모형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인지적 과정을 거쳐
태도를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정과 행동 단계에서
사용자들은 단순히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결정 단계에서 기술 사용자들은 수용과 거부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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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확인 단계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지속적 수용, 후기수용, 불연속,
지속적 거부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사용자 적응은 과정적으로 접근하는 개념으로 기술 환경에서 소비
자들이 해당 기술에 대해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적응행동을 취하는 노력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기술 사용자의 적응행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용여부
를 결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적응행동을 측정하는 방식에서
는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사용자 적응의 개념과 소비자적응의 개념을 통합하여 모바일금융 환경에
서의 소비자적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화하고자 한다.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은 단순히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수용하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간 개념으로, 소비자가 모바일금융 환경의 변화
속에서 스스로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행동을 해나가는 일련의 행동과정
과 이를 통해 모바일금융 환경에 대해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모바일금융
서비스 기능을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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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개념적 모형 구성
본 절에서는 제 2 절에서 정리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
의 개념과 그와 연관성이 있는 기존의 이론들을 통합하여 모바일금융 환
경에서의 소비자의 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모형을 구성한다. 구
체적으로 본 절에서는 확장된 기술수용모형, 혁신저항이론 그리고 기술
정교화모델과 같은 기존의 이론과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모바일금융 환
경에서의 소비자적응에 대한 개념적 모형을 구성한다.

1. 기술수용모형의 확장
1) 확장된 기술수용모형
과거부터 새로운 기술이나 하이테크 제품을 수용하는 행동을 다루고
자 하는 연구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이는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개인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확대되어 정보기술 수용
과정에 관한 연구로 적용 및 응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분야의 대표적
인 이론들을 살펴보면 Fishbein &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Ajzen(1985)의 계획된 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Davis(1989)의 기술수용이론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수용자의 정보기술 수용과 사용행동을 설명하는데 간단하면서도 설명력
이 매우 높은 모형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기술수용모형(TAM)은 수
용자의 첨단기술 수용에 있어 설명력이 매우 높은 모형으로 많은 실증
연구들을 통하여 그 우수성을 증명 받고 있다.
기술수용모형은 Davis(1986)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처음 소개한 이론
으로 합리적 행동이론(TRA)에 기초하여 당시 혁신기술 중 하나인 컴퓨
터 수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고안된 모델이다.
Davis(1989)의 기술수용모형은 인식→태도→행동으로 이어지는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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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으며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이 사용에 대한 태도(Perceived Toward
Using)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사용 동기가 되어 실질적인 사용 행동
(Actual System Use)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이다. 여기서 인지된 유용
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는 외부변수인 기술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초기 기술수용모형이 개발된 이후 Davis et al.(1989)은 초
기의 기술수용모형에 행동의도를 추가하면서 <그림 2-1>과 같이 사용
자의 정보기술 사용의도가 실제 기술의 사용을 결정한다는 수정된 모형
을 제시하였다.

<그림 2-1> Davis et al.(1989) 기술수용모형(TAM)
출처: Davis, F. D., Bagozzi, R. P. & Warshaw, P. R.(1989), “User
Acceptance of

Computer Technology:

A Comparison

of

Two

Theoretical Models”, p.985

이러한 기술수용모형은 간결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만으로는 소비자들의 기술 수용을
완전히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
한 후속 연구들에서는 소비자의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
장하여 보다 정확하게 기술 수용을 설명하고 예측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Mallat, 2007; Shen et al., 2010; 오혜영, 2015; 박용완·김희영, 2016;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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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김효정, 2016; 황신해, 2016). 또한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모
바일금융서비스의 경우 금융의 특성이 기술에 결합되어 기존의 기술수용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 수용과정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최
영재·김효정, 2016).

2) 소비자의 모바일금융에 대한 인식: 인지된 혜택과 비용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형에서 인식에 해당하는 부분과 선행변수를
금융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보다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수용 과정을 적절하
게 설명하는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기존의 기술수용모형에서는 인식
에 해당하는 변수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을 사용하여 이
들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기술 수용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
러나 모바일금융의 수용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이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과 비용 및 위험에 대한 인
식이 금융소비자의 모바일금융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llat, 2007; Shen et al., 2010; 오혜영, 2015; 박용완·김희영, 2016; 최
영재·김효정, 2016; 황신해,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금융에
대한 인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서
더 확장하여 인지된 편익과 인지된 비용으로 보고 개념적 모형을 구성하
고자 한다.
많은 모바일금융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삼아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

(Perceived Ease of Use)을 모바일금융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식으로
보고 이러한 인식이 모바일금융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Akturan & Tezcan, 2012; Jeong & Yoon, 2013; Chuang et
al., 2015; 유재현·박철, 2013).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에서 더 나아
가서 기술수용모델에서 제시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바일금융이 제공하는 혜택과 비용에 대한 인식이 모바
일금융서비스 수용 및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모바일금융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

- 34 -

지된 혜택과 비용관련 내용은 다음의 <표 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4> 모바일금융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식 선행연구 정리
연구

Mallat(2007)

Shen et
al.(2010)
노미진(2011)
홍성옥·김학민
(2014)
오혜영(2015)

황신해(2015)
박용완·김희영
(2016)
최영재·김효정
(2016)

인지된 혜택

인지된 비용

서비스 구분

시간·장소 독립성,
줄을 서지 않아도 경제적 비용, 복잡
됨, 더 나은 결제 성, 인지된 보안위
서비스 이용 가능, 험
현금보완

모바일결제

편리성

모바일뱅킹

보안비용

경제적가치, 기능
적가치, 심리적가
치
즉시성,
유용성,
편리성

경제적위험, 기능
적위험, 심리적위
험, 보안적위험
지각된 보안, 지각
된 위험
사생활위험, 시간
인지된 유용성, 인
적위험, 경제적위
지된 사용용이성,
험,
기능적위험,
경제적 이점
심리적위험
이용의 심리적 위
편리성, 경제성
험, 보안위험
인지된 보안, 휴대
편의성
폰 분실위험
인지된 유용성, 인
지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위험
사회적 이미지

모바일뱅킹
모바일뱅킹

간편결제

간편결제
간편결제
간편결제

Mallet(2007)은 새로운 전자결제 서비스인 모바일결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를 위하여
6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FGI(Focus Grroup Interveiw)를 실시하였다. 연
구 결과 상대적 이점은 모바일결제 서비스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이점으로는 시간과 장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더 나은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현금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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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 줄을 서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반면 수수료가 더 비싸다는 경제적 비용이나 모바일결제 서
비스 이용이 복잡하다는 점, 보안과 관련한 위험은 모바일결제가 제공하
는 비용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모두 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Shen et al.(2010)에서는 비용-혜택의 관점에서 소비자들의 모바일뱅킹
서비스 수용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
하여 편리성을 금융소비자가 인식하는 혜택의 측면으로, 보안위험을 비
용의 측면으로 보고 그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 외에도 노미진(2011)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뱅킹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모바일뱅킹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가치를 파악하여 신뢰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을 분석하였다. 노미진(2011)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모바일뱅킹을 사용
하면서 얻는 혜택을 지각된 가치로 명명하고 경제적 가치, 기능적 가치,
심리적 가치로 구분하였으며 여기서 경제적 가치는 이용료가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능적 가치는 신속한 거래, 정확한 정보제공, 용이한 프
로세스를 의미한다. 그리고 심리적 가치는 거래시간의 절약, 투자기회 확
대, 유용성을 포함한다. 반면 모바일뱅킹의 비용으로는 지각된 위험을 이
야기하였는데 노미진(2011)에서는 지각된 위험이 경제적 위험, 기능적 위
험, 심리적 위험, 보안적 위험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경제적 위
험은 금전적 손실과 손실에 대한 비보상을 포함하고 기능적 위험은 서비
스에 대한 불만족을 의미하며 심리적 위험은 오류나 실수에 대한 불안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안적 위험은 정보유출이나 해킹으로 인한 걱정을 포
함하고 있다.
홍성옥·김학민(2014)은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뱅킹 사용자들의 행동을
분석한 연구 수행하면서 모바일 뱅킹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
아보았다. 이들은 소비자가 인지하는 편익을 즉시성, 유용성, 편리성으로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즉시성은 이동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실
시간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 유용성은 모바일
뱅킹 사용자가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있어서 기존 서비스보다 효능,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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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성, 가격, 보증에서 좋아진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편리성은 스마트
뱅킹 이용자들의 편리함과 편리함 인식의 정도를 의미한다. 반면 홍성
옥·김학민(2014)은 모바일뱅킹의 비용으로 지각된 보안과 지각된 위험을
제시하였는데 지각된 보안은 거래은행이 소비자의 보안요구에 대한 보호
를 수행할 정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고, 지각된 위험은 모바일뱅킹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오혜영(2015)은 기술수용모델의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경제적 이점을 통합하여 모바일 간편결제의 상대적 이점으로 보았고 사
생활위험, 사생활위험, 시간적 위험, 경제적위험, 기능적위험, 심리적위험
을 지각된 위험으로 보았으며 이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식이 간편결
제 사용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황신
해(2015)에서는 핀테크를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
였으며 핀테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혜택과 위험으로 구분하여 이들
이 핀테크 수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여기서 혜택
으로는 편리성과 경제성을 제시하였는데 편리성은 간편결제가 얼마나 쉽
고 간단하고, 편리한지, 시간을 절약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의미하
며 경제성은 비용의 감소나 경제적 이익의 정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
다. 반면 비용으로는 두 가지의 위험을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보안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용의 심리적 위험이다. 여기서 이용의 심리적 위험이
란 이용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서비스가 자신의 이미지 또는 자
아개념과 일치하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한 정도를 의미한다.
최영재·김효정(2016)에서는

기술수용모델을

확장시킨

모델인

MPTAM(Mobile Payments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사용하여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영재·김효정(2016)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제
공하는 편익을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이성, 그리고 사회적 이미
지로 보고 이들 대한 소비자 인식과 지각된 위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의도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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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저항이론과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의 결합
1) 혁신저항이론
일반적으로 혁신(innovation)이란 ‘개인 혹은 다른 채택단위들이 새롭
다고 인식하는 아이디어, 관행 또는 사물’의 의미로 사용되며(Zaltman &
Wallendorf, 1983),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에 의해 새로운 것으로 인
식되어지는 제품’(Ram, 1987)으로 정의된다. 이처럼 혁신에 대한 정의의
핵심은 새로움인데, 이러한 새로움이 반드시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혁신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
여져 수용·확산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혁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는 의지로 발전하는데, 이것을 혁신저항이라 부른다. 이러한 혁신저항은
‘현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압력에 직면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
한 행동’(Zaltman & Wallendorf, 1983)또는 ‘혁신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 또는 혁신에 의해 강요된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Ram, 1987)
으로 정의될 수 있다.
몇몇 연구자들이 이러한 혁신저항의 본질과 발생 원인에 대해 연구해
왔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혁신저항모형(innovation resistance model)이
다. 혁신저항모형은 Ram(1987)에 의해 제안된 모형으로서, 혁신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확산과 수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던 것을
비판하면서 제기되었다. 애초 혁신에 대한 저항의 개념을 고안한 것은
Sheth(1981)였다. 그는 새로운 혁신이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를 이용자의
심리에서 찾았고, 따라서 혁신저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항에 관한 개
인의 심리상태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이용자 개
인의 저항 심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기존의 습관(habit toward existing
prac-tice)과 인지된 위험(perceived risk) 두 가지를 들었다. Sheth(1981)
의 이러한 연구는 혁신저항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됨과 동시에(송희석·김경철, 2006), 혁신저항에 미
치는 요인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제시했기 때문에 저항 요인을 추가로
발견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유필화·이승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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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Sheth(1981)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의 저항을 유발하는 요
인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혁신저항모형이다. Ram(1987)
은 혁신저항을 수용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수용으로 가는 과정변수
로 인식하고, 이용자가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형성되는 저
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혁신특성, 소비자특
성, 확산기제가 그것이다(박윤서·이승인, 2007). 소비자는 혁신과 접촉함
으로써 혁신에 노출되고 그러한 접촉 과정은 하나 이상의 확산기제를 통
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비자가 갖는 특성, 혁신이 갖는 특성, 그리고
소비자가 혁신을 접하게 되는 확산기제의 특성에 따라 혁신에 대한 저항
이 형성된다는 것이 Ram(1987)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Ram(1987)의
연구는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또한 그가 제시한 세 가지 요인 가
운데 확산기제는 혁신이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장애요
인이지 이용자가 혁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장애요인이 아니라
는 비판도 제기되었다(송희석·김경철, 2006). 하지만 이후 후속연구들을
통해 Ram(1987)의 혁신저항모형은 실증적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혁신특성과 소비자특성을 구성하는 여러 변인들의 설명력이
입증되었다(김종호·심용섭, 2002; 유필화·이승희, 1994; Ellen, Bearden, &
Sharma, 1991; Ram, 1989).
한편

혁신저항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Zaltman

&

Wallendorf(1983)는 ‘변화에 대한 저항은 이전상태를 변경하도록 하는 압
력 하에서 이전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였으며, 혁
신저항을 ‘혁신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Ram(1987)은
혁신저항을 ‘혁신이 야기하는 변화에 대한 사용자들의 저항’이라고 하였
으며 그는 혁신저항을 태도변수로 보고 ‘변화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정도’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용자는 어떤 변화에
직면했을 때 사용자의 심리적 균형상태가 깨어진다고 느끼며, 이때 사용
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적인 재조정을 하거나 또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저항 모델에서는 혁신저항을 단순
히 수용과 확산의 반대 개념으로 보지 않고 태도 개념으로 보고 혁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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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극복될 때 수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Rogers(1995)는 수용단계에 따른 혁신저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
데,

그에

따르면

개인이

신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수용

(adoption)이라 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를 기각(rejection)이라 한다면
수용 또는 기각은 개인(사용자)의 의사결정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한 Rovers(1995)에서는 혁신에 대한 수용과정을 제시하였는데 수용과정
은 결정 이전의 단계와 이후의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결정이전의 단계
에서는 수용과 기각이, 결정 이후의 단계에서는 계속적 수용, 나중에 수
용, 중지, 계속된 기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혁신저항은 정태적인 한 시점
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태적으로 수용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발
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기술수용모형과의 결합
소비자의 행동에 있어서 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소비자들
이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이 제품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태도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Fishbein & Ajzen(1975)은 태도란 특정 대상물 혹은 대상물 계열에 대
하여 일관적으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이라 하였
고, Engel & Blackwell(1982)은 개인의 좋고 싫음의 기본적인 방향이라
고 정의하며 소비자의 행동을 이끄는 기본이 되는 요소임을 밝히고 있
다. 결과적으로 태도는 행동의 대상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으
로 개인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그 태도에 따라 행동하게 되므로 태도는 행동의 예측변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Davis, 1986; Fazio, 1990).
기술수용에 있어서도 태도는 기술을 수용할지 수용하지 않을지를 결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술 수용 관련 연구들에서는 대분
태도를 호의적 태도와 비호의적 태도,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 수용
적 태도와 저항적 태도를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고 하나의 차원으로
측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Davis(1986)는 태도를 사용자가 정보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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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느끼는 호의적/ 비호의적 감정이라 정의하며 하나의 차원으로 측정
하였다. 이처럼 태도를 하나의 차원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곧 태도를 하
나의 변수로 보아 그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경우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낮
은 경우 저항적 태도를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혁신저항이론에 근거하면 수용적 태도와 저항적
태도는 한 차원 안에서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고 이들을 별
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Ram, 1987). 즉 혁신저항이론에 의하면 어떠
한 기술적 혁신이 있을 때 그 것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를 결정
하기 전 소비자들은 그 혁신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저항적 태도를 동시
에 가질 수 있다(김현경,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저항이론과 기술수용모형을 결합하여 태도
를 하나의 차원으로 구성된 변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항적 태도와 수
용적 태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태도로 구성한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금융이해력과 기술 사용역량의 조절효과
소비자 이해력이란 소비와 관련한 다양한 부문에 대한 이해, 분석, 의
사소통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
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금융이해력과 관련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왔다(Vitt et al., 2000; Lusardi, 2006). 선행연구들에서는
소비자의 이해력이 바람직한 행동을 야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을 밝히고 있다(Servon & Kaestner, 2008; 이영애 등, 2013; 조혜진·장
연주, 2015).
모바일금융서비스는 금융의 특성과 모바일의 특성이 결합된 서비스로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이 둘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비자 이해력 중에서도 금융이
해력과 기술 사용역량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금융소비자가 적응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교
화가능성모형에 근거하여 금융이해력과 기술이해력이 모바일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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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환경에 소비자가 적응하는 과정을 조절하는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1) 금융이해력과 기술사용 역량
전통적으로,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란 개인 금융 관련 지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아는가 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이윤호, 2015). 여기서 금융 지식과 이해(Financial Knowledge &
Understanding)는 일상적인 금융거래를 이해하고 여건에 알맞게 선택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하고,

금융기술과

활용능력(Financial

Skills

&

Competence)은 금융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문제 해결하고 투
자기회를 포착하며 실행할 수 있는 활용능력을 일컫는다. 여기에 금융선
택에 따르는 책임과 결과를 이해하고 이에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인 금융 책임성(Financial Responsibility)까지 포함하면 금융이해력
의 3가지 세부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금융이해력은 지식의 적용 능
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금융지식과는 구분된다(Huston,
2010).
금융이해력은 개인의 재정적 안정과 금융복지 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
상시키고, 경제사회의 안정을 뒷받침해주는 생존도구라고 할 수 있다(천
규승, 2010). 즉 증진된 금융이해력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복잡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정치경제적인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
(Al-Tamimi & Kalli, 2009). 따라서 금융이해력은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
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그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내에서는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대형 금융
투자회사가 설립되고,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되어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하게 되어 금융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확장되었지만 그만큼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허영은, 2010). 이에 금
융이해력 증진을 통한 금융역량 강화는 소비자들의 경제적 복지감 증진
과 효과적인 금융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는 금융상품의 복잡화와 다양화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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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나 금융상품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 증진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반주일,
2013). 이와 더불어 몇몇의 연구들에서는 금융이해력뿐만 아니라 금융소
비자가 사용하는 새로운 채널인 모바일이나 인터넷과 같은 기술을 얼마
나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술 사용역량까지 갖추는 것이 필
요하다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이지은·신민수,

2011;

Servon

&

Kaestner, 2008).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이해력과 기술 사용역량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반주일(2013)의 연구에서는 2011년 펀드투자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특성과 금융이해력이 펀드투자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는데, 금융이해력이 높을수록 높은 이익실현 수준과 손실감내 수준을 보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주일(2013)은 인터넷 채널을 통한 투자행동
과 금융이해력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금융이해력이 금융기술 발전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금융이해
력이 높은 투자자가 인터넷 전용 펀드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나 금융이해력이 새로운 금융기술을 활용하여 재무의사결정을 하는데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은·신민수(2011)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전문지식을 도출하여 전문지식과 긍정적·
부정적 기술준비도가 모바일뱅킹의 이용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지식은 모바일뱅킹의 인지된 유용성과 이
용 용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전문지
식이란 모바일뱅킹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
서 이지은·신민수(2011)의 연구에서는 단순히 금융이해력뿐만 아니라 모
바일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사용역량까지를 포함한 전문지식이 금
융소비자의 재무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와 더불어 Servon & Kaestner(2008)의 연구는 주요 은행들에서
시행되었던 한 프로그램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금융주체로서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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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Servon & Kaestner(2008)의 차별점은 연구에서 다룬 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다르게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교육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법과 인터넷뱅킹 사용방법과 같은 기술 사용역
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는 이
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 프로그램의 명확한 긍정적 영향력은 강
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술 사용역량이 금융이해력을 뒷받침할 수 있
으며 금융이해력과 기술 사용역량을 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비자들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최근에는 금융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금융상품 구매 의
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금융소비자가 보다 나은 의
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이해력뿐만 아니라 기술 사용역량까지도 뒷
받침되어야 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금융소비자
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금융이해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
에서 더 나아가 모바일 기기 사용역량까지 포괄하여 금융소비자를 바라
보고자 한다.

2) 정교화가능성모형과 선행연구 고찰
일반적으로 지식수준에 따른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정교화 가능성 모델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 ELM)을 이론
적 바탕으로 하여 설명되고 있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은 특히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고 행동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정교화가능성모형에 의하면
소비자가 가지는 지식 수준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해당하며
(Petty & Cacioppo, 1981), 그 수준에 따라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로 처
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어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지식수준이
높으면 제시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중심
경로를 통한 설득이 이루어지며, 중요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그

- 44 -

를 기반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하여 제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으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낮으므로 중심단서보다는
광고모델이나 광고의 길이와 같은 주변단서에 의존하여 설득이 이루어져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Wood et al. 1985; Rao &
Monroe, 1988; 배윤경, 2001).
따라서 전문가를 비롯한 지식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새로운 정보가
주어졌을 때 뛰어난 이해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 기존에 축적된 지식
을 활용하여 정보를 세련되게 해석하고 처리할 수 있지만, 지식이 부족
한 소비자의 경우 제품 지식 구조가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제품 정보에
대한 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정보에 대한 탐색도 제한적이고 학습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Johnson & Russo, 1984; Alba &
Hutchinson, 1987).
실제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소비자 지식은 외부 정보탐
색, 정보에 대한 해석 및 이해, 정보의 통합 등 소비자의 거의 모든 의사
결정 과정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어왔다(Cowley &
Mitchell, 2003; 류강석 등, 2006; Beatty & Smith, 1987). 이러한 지식수
준은 특히 상황이나 관여도, 인식, 태도, 인구통계적 특성 등과 함께 소
비자의 정보 탐색과정 및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특성
요인으로써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Engel et al., 1993).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식수준이 높아지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대
안과 제품속성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고, 대안들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방식에 대하여 잘 정의된 체계를 형성하게 되어 제품에 대한
정보처리나 의사결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Alba & Hutchinson, 1987; Bettman & Sujan 1987; Park & Lessig,
1981).
또한 Maheswaran & Sternthal(1990)은 메시지의 형태에 따라 소비자
들의 제품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이 때 소
비자의 사전지식과 동기부여가 제품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
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품 판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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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전지식과 경험이 많은 소비자들은 속성정보가 제시된 메시지에 더
우호적이고,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과 경험이 적은 소비자들은 속성정보
와 편익정보가 동시에 제시된 메시지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lba & Hutchinson(1987)은 속성중심의 광고물은 초보자에게 정보로서
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세밀하게 정보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그 제품을
구입시 따라오는 부가적인 혜택과 효용이 높음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수신자가 제품 지식이 많은 경우에는 기억 속
의 관련지식을 이용하여 편익정보보다는 속성지향 정보에 대해 보다 정
교한 정보처리를 하지만, 반대로 제품 지식이 적은 경우 소비자는 자신
의 지식에 확실한 신념을 두지 않게 되어 속성지향적 메시지보다는 편익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처리하며 태도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김경민·박성연(2016)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한
지식 수준이 스마트기부 컨텐츠에 대한 비용과 편익 인식을 통해 사용의
도 수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조절적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는데, 결과
적으로 소비자가 스마트 기부 컨텐츠 사용의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지식
수준이 조절효과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 즉 이들에 따르면 소비자의 인
식과 행동 사이에서 지식 수준이 조절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목
진휴(2017)에서는 소비자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원자력 정책 수용을 결
정하는 과정에서 지식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분석
결과 위험에 대한 인식이 수용 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침과 함
께 지식 수준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수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식은 현상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에 대해 판단하거나
행동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Piaget, 1964; 목진휴, 2017), 정교화가능성 모형과 그와 관련된 선행연
구들을 통하여 소비자가 인식 및 태도를 형성하고 행동을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지식이 조절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금융에 대해 필요한 소비자지식을 금융이해력
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으로 보고 이들이 소비자의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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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응과정에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4. 개념적 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논의한 이론들과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그림 2-2>와 같은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에 대한
개념적인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2-2>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 개념적 모형
즉,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모바일금
융서비스가 제공하는 비용 및 혜택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태도를 형
성한 후 각자의 특성에 맞는 사용행동을 취하는 적응과정을 거쳐 적응결
과에 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응과정에서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지식을 나타내는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조절
역할을 한다. 즉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 수준에 따라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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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적응결과는 소비자가 모바일금융에 잘 적응했는지 여부라 할 수 있다.
또한 적응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모바일금융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과
기능적 친숙도이며, 소비자가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과정을 거쳐
모바일금융에 대해 높은 심리적 안정감과 기능적 친숙도를 느낄 때 모바
일금융 환경에서 잘 적응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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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모바일금융 환경에의 소비자적응은 무엇인지 개념
을 정립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
해나가고 있는지를 탐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모바일금융 환경으로의
변화에 소비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텍스트마이닝을 통하여 모바일금융
환경에 대해 소비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 왔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
본 후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소비자적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
치는지를 확인하며, 나아가 실증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의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소비자적응에 있어서 중
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모바일금융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어떻게 변화하
여 왔는가?
[연구문제 2]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
는가?
[연구문제 3]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은 실증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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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은 소비자의 모바일금융에 대한 반응의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의 거시적인 흐름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온라인 커뮤니
티에 게시되어 있는 글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대용량의 자료를 통해서는 포착하지 못한
소비자적응을 심층적으로 알아봄으로써 그 과정을 자세히 탐색하고자 질
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자세히 알 수 있고 개념적 모형이 적합한지를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에서는 [연구문제 1]과 [연구문
제 2]를 해결하면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고 양적연구
를 실시함으로써 최종적인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 실증모형
을 도출한 후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모바일금융 환경
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다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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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에 대한 심도있는
탐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론을 혼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별 연구방법 및 자료는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 연구문제별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연구문제

연구방법

연구자료

연구문제 1

텍스트마이닝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자료

연구문제 2

질적연구

심층면접 자료

연구문제 3

양적연구

소비자 설문조사 자료

1. [연구문제 1]의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1) 연구방법- 텍스트마이닝
[연구문제 1]에서는 전반적인 소비자의 모바일금융 환경에 대한 반응
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사회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어온 게시글 자료를 가지고 텍
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이란 텍스트 데이터마이닝이라고도 불리는
데 비정형화된 텍스트 문서로부터 의미 있고 중요한 정보를 발견해내는
기술이라 할 수 있으며,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Tan,
1999). 여기서 자연어 처리 기술이란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를 통하여 구
조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Fan
et al., 2006). 최근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방대한 양의 정
보가 쉽게 생산되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정형데이
터와 비정형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다(김성근 등, 2016). 특히 텍스트 데
이터는 비정형 데이터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최근에는 인터넷과 모바
일의 보편화로 수치로 나타나는 정형데이터보다 텍스트데이터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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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텍스트데이터를 다루는 텍스트
마이닝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조태호, 2001). 이러한 텍스트
마이닝 기술에는 대용량의 언어 소스와 통계적이고 규칙적으로 나열되는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으며(조성우, 2011), 텍스트 분류, 텍스트 군집,
정보추출, 텍스트 요약, 네트워크분석, 감성분석 등이 텍스트마이닝의 분
석방법으로 응용되고 있다(Fan et al., 2006).
일반적으로 텍스트마이닝의 분석은 다음의 <그림 3-1>과 같은 과정
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먼저 비정형 데이터들의 문서를 모으는 자료수
집 단계부터 시작된다. 이후 수집된 문서자료의 전처리(preprocessing)과
정을 거치는데 전처리과정이란 분석이 어려운 비정형데이터를 분석하기
쉽도록 하는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으로(김근형·오성열, 2009), 텍스트 전
체를 형태소로 분해(parsing)하거나 중복 텍스트 처리, 오류 교정 등의
작업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이진명·나종연, 2015). 또한 전처리과정에서
는 텍스트데이터를 컴퓨터가 처리하기 쉬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일반적으로 문서의 키워드들이 벡터공간(vector space)
속에서 표현되게 되며, 이러한 전처리과정을 거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정보추출, 범주화, 문서요약 등 다양한 텍스트분석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
는 것이다(김근형·오성열, 2009).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분석 결과는
유용한 정보 또는 지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3-1> 텍스트마이닝 과정
출처: 김근형·오성열(2009), “온라인 고객리뷰 분석을 통한 시장세분화에 텍
스트마이닝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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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텍스트마이닝은 기존에 수행해왔던 전통적인 방식의 내용분석
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해준다는 데서 그 의의가 있다. 즉 전통적인 내용
분석의 경우 일정한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용량의 자료를 분석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고, 코더의 해석에 의존하기 때문에 외적 타당성
이 보장되는 것이 어려우며 연구자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텍스트마이닝은 대용량의 자료를 가지
고 통계에 근거한 계량적인 분석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분석의 한
계를 보완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탐색적으로 찾아내는데 유용한 방법론
이라 할 수 있다(이진명·나종연, 2015).
지금껏 수행된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반응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모바일금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해 왔으며, 그 인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는지 확인해보기 보다는 모바일금융 수용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연구 위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모바
일금융서비스의 수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기에 앞서 실질
적으로 그러한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모바일금융서비스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전
반적인 인식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소비자의 모바일금융
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을 활
용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모바일금융에 대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반
적인 반응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6년 11월 30일까지 A온라인 커
뮤니티에서 관련 게시글을 웹 크롤러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A 온라인 커뮤니티는 보유한 서버
의 크기가 그 외의 커뮤니티보다 비교적 크고,

다양한 카테고리 별 게

시판이 수백 개로 세분화 되어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를 아우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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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자료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해 상대적
으로 보안수준이 낮아 개인연구자가 접근하여 자료를 크롤링하기에 적합
한 것도 중요 선정 이유이다. 또한 해당 커뮤니티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글을 작성할 수 있고 또한 작성된 글에 누구나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광고 글이 많고 고
품질의 글만이 게시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갖도록 하기도 하지만, 다른
커뮤니티보다 자유롭게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작성된 글의 수가 많
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모바일금융서비스 환경에 대
한 반응을 알아보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커뮤니티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
과, 일반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 연령대가 20대, 30대에 치우쳐져
있다는 점 등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가 전체 소비자의 반응을 대
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A 온라인 커뮤니티는 우리나라 온라인
커뮤니티 중 방문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곳으로 나타났고4), 앞서 제시
하였듯 비교적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소비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점에
서 그러한 한계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크롤링 시에 적용한 키워드는 ‘모바일금융’, ‘핀테크’, ‘모
바일뱅킹’, ‘간편결제’, ‘앱카드’, ‘모바일투자’, ‘모바일보험’이었다. ‘모바일
금융’을 키워드로 크롤링한 결과 2008년 9월 25일부터 2016년 11월 30일
까지 총 1,319개의 글이 수집되었고, 그 외에도 ‘핀테크’ 관련 글 616개,
‘모바일뱅킹’ 관련 글 1,801개, ‘간편결제’ 관련 글 1,519개, ‘앱카드’ 관련
글 1,662개, ‘모바일투자’ 관련 글 1,543개, ‘모바일보험’ 관련 글 1,383개
가 수집되어 총 9,843개의 글이 크롤링되었다.

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997994&code=61121111&cp=n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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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R 3.3.1 버전을 사용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절차는 다음의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텍스트마이닝 분석절차
가장 먼저 웹 크롤러를 통해 수집된 커뮤니티 게시글을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전처리 과정에서는 분석 대상 글 축약, 문장부호 및 비
속어 정제, 형태소 분해(parsing), 데이터 구조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전
처리 과정 중 첫 번째로 실시한 분석 대상 글 축약의 경우 본 연구를 진
행하기 위해 웹 크롤링에서 적용한 대부분의 키워드가 합성어이고,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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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티가 누구나 글을 게재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최초 크롤링
데이터에는 광고성 글이나 뉴스를 전달하는 글, 그리고 전혀 해당 키워
드와 관련이 없는 글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분석 대상 글
을 축약하는 단계가 필요하였으며, 최초로 A 커뮤니티에서 크롤링 된
게시글의 수는 총 9,843개였으나, 본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게시
글을 제거하는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쳐 총 3,016개의 글이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구체적인 데이터 클리닝 전후의 게시글 수는 다음의 <표
3-2>와 같다.

<표 3-2> 데이터 클리닝 전·후의 게시글 수 비교

모바일금융

데이터 클리닝 전
1,319

데이터 클리닝 후
245

핀테크
모바일뱅킹
간편결제

616
1,801
1,519

463
1,170
903

앱카드

1,662

235

모바일투자
모바일보험

1,543
1,383

54
21

총합

9,843

3,016

전처리 과정에서 두 번째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는 비속어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비속어를 정제하고 문장부호를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다음 형태소 분해 및 데이터 구조화 작업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글은 비구조화 자료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구조화 자료는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비구조화 자료를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을 분해(parsing)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때에
는 각 단어들을 형태소별로 구분하고 분석에 필요 없는 조사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소 분석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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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R에서 직접 형태소를 분석하는 함수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키워드
분석에서는 명사만을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토픽분석에서는 명사뿐
만이 아니라 동사, 형용사까지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형태소 분석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행렬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구조화하였으며, 이 행
렬을 단어-문서 행렬(term-document matrix)라 한다. 즉 하나의 문서가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집합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표 3-3>과
같이 문서 내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늘어놓는 행렬로 표현하는 것이다.
<표 3-3>은 m개의 단어와 n개의 문서로 이루어진 행렬을 의미하며, 행
렬의 요소는 해당 단어가 해당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빈도수가 된다.
즉, 는  번째에 해당하는 단어가  번째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빈도수를
의미한다.

<표 3-3> 단어-문서 행렬(Term-document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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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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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전처리과정을 마친 후 자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
석 단계에서는 게시글 출현 빈도 분석을 위하여 엑셀을 활용하였고, 키
워드분석과 토픽분석을 위하여 R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키워드분석에
서는 형태소 분석 단계에서 명사만을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키워
드 빈도수는 단어-문서 행렬에서 각 행의 합을 구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토픽분석은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동사까지 추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분석법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토픽분
석이란 방대한 텍스트자료로부터 특정한 주제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의
미하는데

대표적인

토픽분석

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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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A(Latent

Semantic

Analysis)과 LDA가 있으며 LDA는 확률기법을 기반으로 문서의 주제를
알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Blei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topicmodels
와 lda 패키지를 활용하여 LDA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연구문제 2]의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1) 연구방법- 질적연구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의 과정을 탐색하고(연구문제 2),
소비자적응의 실증분석(연구문제 3)을 위하여 질적조사와 양적조사를 통
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분석하는 통합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방법은 현상의 배경이 되는 시공간적 맥락과 역사에 대해
보다 깊숙한 내면을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조사의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비해 양적 연구방법은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
할 수 있고, 대표성과 일반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현상의 변화나 변화의 심층적인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고 사회현실
을 행위자에게 이미 주어진 외부환경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위자와 상황간
의 상호작용을 간과하기 쉽다는 한계가 있다(Bryman, 2007).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많지 않고 탐색적 연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적 연구만을 수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질적연구를
먼저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양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방법을 선택하였
다.
이를 위하여 [연구문제 2]에서는 심층면접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
하고자 한다. 심층면접을 활용한 질적 연구는 탐구대상을 연구참여자로
인식하고 그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연구하는 내부자적 관점을 가지며
(Creswell, 2007), 개인적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적·문화적·역
사적 상황 등을 포함하는 일상적 맥락 속에서 탐구대상이 특정한 상황에
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밝혀낼 수 있다(Manson, 2002). 따라서 이는 모
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이 진행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확인하
고 탐색하는데 적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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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
[연구문제 2]는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를 알아내고자하는 것이 목적으로, 소비자의 경험
을 시간의 순서대로 확인하고 그러한 경험 속에 숨겨진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히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자료는
소비자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하였다. 심층면접 참여자는 자발적 참여자
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질적연구에서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의도적 표본추출 방
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 여부를 기준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또한 질적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의 크기는 각 연구별로 한 명에서 연구자가 필요한 만큼에 이르
기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자료수집에서 포화상태에
다다랐다는 느낌이 들 때 자료수집을 끝낼 수 있다. 여기서 포화상태란
더 이상의 관찰, 면접, 또는 문서고찰이 불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는 상태.
혹은 자료가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이 드는 상태나 더 이상 새로운 정보
가 나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Pedgett, 2005).
본 연구의 심층면접은 1차적으로 2016년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7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심층면접이 진행되
는 기간 동안에 함께 실시하였으며 7명의 심층면접이 모두 끝난 뒤 다시
한 번 통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후 분석 결과 자료의 충분성이 확
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으로 5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7년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2차 심층면접 자료
분석 역시 면접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함께 실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차 심층면접이 끝난 후 연구자가 자료의 포화상태에 다다랐다는 판단을
내려 자료수집을 중지하였다.
면접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선호와 여건에 따라서 근처 카페나 교내의
세미나실로 정하였으며, 면접시간은 회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
요되었다. 면접은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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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 질문목록은 <부록 1>과 같다. 반구조화된 면접방식은 연구자가
면접 전에 준비한 구조화된 질문에 따라 면접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사전
에 준비한 구조화된 질문을 먼저 한 다음 그와 관련한 심층적 내용을 얻
기 위한 개방형 질문을 후속적으로 하게 된다(장연주, 2013). 본 연구에
서는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되 심층면접이 진행되는 상황적
흐름에 맞추어 질문의 순서와 내용을 조정함으로써 연구참여자가 보다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예상소요시간,
면접 진행방식 및 내용 등을 설명하였다. 면접의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녹취하였고, 언제든 연구참여자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면접
을 원하지 않을 경우 면접을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면접 도중
중요한 내용이나 현장상황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을 현장메모로 작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Giorgi(2004)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모바일금융 환경
에서의 소비자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참여자의 실제 경험
을 서술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상의 본질적인 구조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면접이나 다양한 기술을 통하여 얻은 후, 심층분석하여 생
생한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 이를 통하여 연구참여자 전체의 경험을 구조
적으로 통합하여 보여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면접 녹음 자료를 텍
스트로 필사한 완전축어록을 작성하여 이를 원자료로 사용하였으며, 구
체적인 분석 순서는 Giorgi(2004)의 방법론을 따랐다. 1단계에서는 심층
면접의 서술내용을 개인별로 전사한 내용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전체적
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연구자는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으며 연구참여자
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의미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을 의미
단위로 구분하였다.
2단계에서는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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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된 진술문을 학문적 관점에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모
바일금융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인지적 측면이 변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의미단위를 구분하였으며 비슷한 내용의 의미단위는 통합하는 과정
을 반복적으로 거쳤다.

3단계에서는 의미단위에 내재된 학술적 본질을

찾아내고 이것을 연구자의 언어로 변형하는 과정을 거쳤고, 4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고려하여 변형된 의미단위를 일관성 있게 하나
로 통합하여 진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요소들을 토출해내고 여러
구성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경험의 일반적 구조를 찾아
현상에 대한 본질 및 구조의 일관성이 포함된 형태로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금융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과 비용에 대
한 소비자의 인식을 정리하기 위하여 원자료를 바탕으로 주제분석방법
(thematic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주제분석방법은 연구문제의 각 영역
과 관련되는 면접자료를 정리하고 영역별로 개념과 범주로 유목화하여
원자료를 축약하는 코딩을 실시한 후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
의미한 주제를 발견하는 방법이다(Braun & Clarke, 2006).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한 서술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
적으로 읽으며 의미를 분석하여 모바일금융의 혜택과 비용에 관련된 서
술문장을 추출하였다.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 추출된 서술문장을 맥락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이는 서술된 내용 자체를 말하기보다 여러 맥락
에서 숨겨진 의미를 밝히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서술문장의 분석을 통
해 이를 각 개념별로 범주화하여 하위 주제를 구성하였다.

3. [연구문제 3]의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1) 연구방법- 양적연구
양적 연구방법은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대표성과 일반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질적연구를 보완할 수 있다(Bryman,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를 통해 밝힌 연구결과를 기초로
설문지를 구성한 후 양적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소비
자적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일반화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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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 분석자료
조사대상은 모바일금융에 대해 한 번이라도 들어봤거나 모바일금융
을 알고 있는 20대 이상의 금융소비자로 설정하였으며 마케팅리서치전문
업체인 ㈜엠브레인과 메트릭스5)의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58명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고 설문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수
정하여 최종 설문문항을 작성하였다.
본조사는 ㈜엠브레인을 통하여 2017년 5월 2일부터 2017년 5월 10일
까지 총 49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메트릭스를 통해서
2017년 5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총 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두 패널을 통합하여 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불성
실 응답자를 제외한 후 주요 변수인 인지된 혜택, 인지된 비용, 수용적
태도, 저항적 태도, 심리적 안정감, 기능적 친숙도에 대한 패널간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4>와 같다. 결과적으로 각
변수에 대해 두 패널간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두 패널은 동일
한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패널을 통합한 64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5) 메트릭스를 통한 자료 수집은 한국소비자학회의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사
업의 후원으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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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패널간 동질성 검증 결과
엠브레인(N=492)
평균
SD

메트릭스(N=157)
평균
SD

t

인지된 혜택
인지된 비용

3.71
3.29

.51
.57

3.76
3.30

.55
.66

.48
.03

수용적 태도

3.88

.67

3.99

.58

3.32

저항적 태도

2.31

.83

2.44

.97

2.62

심리적 안정감
기능적 친숙도

3.38
3.35

.59
.55

3.35
3.35

.67
.58

.21
.03

***p<.001, **p<.01, *p<0.05

(1) 설문지의 구성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별 조작적 정의를 다음의 <표 3-5>와 같이 하
였으며,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연구에
제시된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측정도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본 연구의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질
적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표 3-5> 설문지의 구성 및 측정도구
변수

모바일금융
에 대한
인식

모바일금융
에 대한
태도

조작적 정의

측정도구 구성

인지된
혜택

모바일금융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이득의
정도

Lee(2009),
이승제 등(2008),
김형준·정철호(2008)
연구자 개발

인지된
비용

모바일금융을 사용함으
로써 감내해야 할 것이
라고 예상되는 희생의
정도

양지윤 등(2006)
오혜영(2015)
하리다·이환수(2015)
연구자 개발

수용적
태도

모바일금융에 대한 긍정
적 인지와 선호의 정도

Shin(2009),
Hsu et al.(2004),
김현경(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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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금융에 대한 부정
적 인지와 심리적 저항
의 정도

박윤서·이승인(2007)
, 김현경(2009),
유새솔·유재흥(2012)

개인이 모바일금융에 대
한 인식과 태도를 기반
으로 각자의 요구에 맞
도록 모바일금융서비스
를 사용하는 행동

질적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 개발

심리적
안정감

모바일금융 환경에 대해
서 심리적으로 만족감이
나 편안함 등과 같은 긍
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정도

손상희 등(2014)
연구자 개발

기능적
친숙도

모바일금융의 기능적 측
면에 익숙해짐으로써 모
바일금융을 적절히 활용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
도

손상희 등(2014)
연구자 개발

금융이해력

금융 관련 지식의 이해
및 활용능력

최현자(2010)

모바일기기
사용역량

모바일기기를 제대로 사
용할 수 있는 능력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저항적
태도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행동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결과

(2) 측정도구의 신뢰도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인 문항들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6>
과 같다. 신뢰도 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이 0.6 이
상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적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6)
6) 모바일금융에 대한 혜택과 비용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문항의 경우 다음 장
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측정도구를 축소하고 각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신뢰도분석 결과는 제 4장에서 제시하고자 함.
또한 소비자의 행동을 범주로 측정한 적응행동을 비롯하여 금융이해력과 모
바일기기 사용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신뢰도 분석의 의미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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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측정도구의 신뢰도분석 결과

모바일금융에
대한 태도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결과

변수

Cronbach’s α

수용적 태도

.92

저항적 태도

.95

심리적 안정감

.83

기능적 친숙도

.83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 분석 및 질적연구를 결과를 바탕으로 설
문지를 구성하고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에 대한 실증자료를
수집한 뒤 분석을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18.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본 분석에 앞서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내적 일관
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비롯한 소비자의 인식 및 태도 현황, 모
바일금융 사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모바일금융에
대한 혜택 및 비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적응유형별 특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분산분석 및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각 요
인별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Amos에서는 조절효과
를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가 연속형 변수가 아닌 범주형 변수여야 하므
로, 본 연구에서는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 점수의 중간값(금
신뢰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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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이해력: 10점, 모바일기기 사용역량: 3.5점)을 기준으로 고집단, 저집단
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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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절에서는 질적연구를 위하여 수행한 심층면접의 조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과 양적연구를 위하여 수행한 소비자 설문조사의 조자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심층면접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표본추출을 실시하여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20대에서
50대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특히 모바일금융
을 사용하고 있는 참여자와 사용하지 않는 참여자를 동일한 비율로 표집
하였고, 모바일금융을 사용하는 연구참여자의 경우 사용 중인 모바일금
융서비스를 조사하여 각기 다른 사용 행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집하였
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 참여자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3-7>과 같다.

<표 3-7>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사용 중인
모바일금융서비스
모바일뱅킹,

A

남

20대

사무직

대졸

모바일 간편결제
모바일투자

B

남

20대

대학원생

대졸

모바일뱅킹
모바일뱅킹,

C

여

20대

연구원

대학원 졸

모바일 간편결제,

D

남

30대

사무직

대졸

E

남

30대

공무원

대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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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간편송금
모바일뱅킹,
모바일 간편결제
비이용자

모바일뱅킹,
F

남

30대

사무직

대졸

모바일 간편결제,
모바일보험

G

여

30대

주부

대졸

비이용자
모바일뱅킹,

H

여

40대

교사

대졸

모바일 간편결제,
모바일 간편송금,

I

남

40대

연구원

대학원졸

모바일보험
비이용자

J

여

40대

간호사

대졸

비이용자

K

남

50대

경영인

대졸

비이용자

L

여

50대

주부

대졸

비이용자

2. 양적연구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20대 이상의 소비자 총 6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성별과 연령대를 동일한 비율로 할당하여 표집하였다. 이에 따
라 조사대상자의 성별의 경우 남자 321명(49.9%), 여자 332명(50.1%)으
로 거의 같은 비율을 보였고, 연령대 역시 20대 160명(24.9%), 30대 160
명(24.9%), 40대 160명(24.9%), 50대 이상 163명(25.3%)로 거의 같았다.
연령의 평균은 39.60세였다.
교육수준은 대졸이하가 85.7%(464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대학원 재학 이상의 비중이 14.3%(92명)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마지막이
고졸이하(67명, 13.5%)였다. 또한 거주지역의 경우 군 단위 거주자는 12
명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해 매우 적은 비중으로 나타났고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2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37.5%), 6대 광역시 거주자(30.0%)와
시 단위 중소도시 거주자(30.6%)의 비중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사무직이 252명으로 전체의 39.2%를 차지해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무직, 전업주부가 14.0%(90명)로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후 순서는 전문직(76명, 11.8%), 학생(59명,
9.2%), 자영업자(57명, 8.9%), 경영/관리직(33명, 5.1%), 판매/서비스직(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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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4.8%), 노동/생산직(26명, 4.0%), 기타(19명, 3.0%) 순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월 평균 소득은 평균 332.40만원 이었다.

<표 3-8> 양적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43)
변수
성별

교육

구분

빈도(%)

남

변수

구분

빈도(%)

321 (49.9)

20대

160 (24.9)

여

322 (50.1)

30대

160 (24.9)

고졸이하

67 (13.5)

40대

160 (24.9)

50대 이상

163 (25.3)

연령
대

대졸이하

464 (85.7)

대학원재학 이상

92 (14.3)

평균(SD)

무직, 전업주부

90 (14.0)

서울특별시

241 (37.5)

전문직

76 (11.8)

거주

6대 광역시

193 (30.0)

사무직

252 (39.2)

지역

시 단위 중소도시

197 (30.6)

경영/관리직

33 (5.1)

군 단위

12 (1.9)

판매/서비스직

31 (4.8)

150만원 이하

169 (26.3)

노동/생산직

26 (4.0)

151-300만원

219 (34.1)

자영업

57 (8.9)

월

301-500만원

161 (25.0)

학생

59 (9.2)

소득

501만원 이상

94 (14.6)

기타

19 (3.0)

평균

332.40

(SD)

(378.57)

수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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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0
(11.29)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소비자의 모바일금융에 대한 반응 변화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바일금융 환
경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 왔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텍
스트마이닝 방법론을 활용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모바일금융 관
련 글을 분석하였다.

1. 시기의 구분
모바일금융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4-1>과
같으며 이를 기초로 시기를 구분하여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 반응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09년 11월 아이폰 3GS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
장이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금융서
비스가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실질적으로 2009년 12월에 하나은
행이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3월에는 스마
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 공동망이 은행간 구축되면서 모바일뱅킹 서비스
는 더욱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모바일금융서비스 중에서도 모바
일뱅킹 서비스는 가장 먼저 발전을 시작하였다. 모바일금융이 본격적으
로 빠르고 다양하게 발전하게 된 시기는 2015년 1월로, 정부가 IT·금융
융합 지원 방안 발표에서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을 공식
적으로 밝히면서 국내의 모바일금융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상반기에는 모바일금융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양하
게 변동되었으며, 2015년 하반기에는 모바일금융과 관련한 산업이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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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였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금융서비스와 그 환경이 본격적으로
변동하기 시작한 시기를 기준으로 2015년 이전, 2015년 상반기, 2015년
하반기, 2016년으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표 4-1> 모바일금융 관련 주요 이슈
일시

내용

비고

2009.11

국내 아이폰 3GS 출시

2009.12

하나은행
개시

2010.03

스마트폰 기반의
공동망 구축

2014.09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오페이 출시
제공 시작

2015.01

IT·금융 융합 지원 방안 발표

모바일금융 산업 활성화

2015.03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보다 간편하게 간편결제·
이체 서비스 이용 가능

2015.04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단
모바일결제 활성화 정책
독 발급 허용

2015.06

사전규제가 완화됨. 이에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보 따라 보다 다양한 모바일
안성 심의 제도 폐지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

2015.08

삼성페이 출시

2015.10

한국 P2P금융플랫폼협회 출범

2015.11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2015.12

은행권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모바일뱅킹

서비스 모바일 뱅킹 서비스 제공
시작

모바일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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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8일 금융위
원회 실명확인 방식 합리
화 방안) 2015년 12월 2일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계좌개설
업무 개시
2016.02

제2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 허
용

2016.12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본인
가

2. 모바일금융 관련 게시글 등장 빈도 변화와 추이
데이터 클리닝 후 각 키워드별로 게재된 관련 글의 수를 확인해본 결
과 ‘모바일뱅킹’과 관련한 글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간편결제’였으며,
‘핀테크’. ‘모바일금융’, ‘앱카드’, ‘모바일투자’, ‘모바일보험’이 그 뒤를 이
었다(<표 3-5> 참조). 즉 소비자들은 모바일금융서비스 중에서도 모바
일뱅킹이나 간편결제에 대한 경험이나 생각을 온라인 상에서 가장 활발
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핀테크에 대한 관심 역시 상당
히 큰 편임을 알 수 있었으며, 모바일금융서비스 중에서도 모바일투자나
모바일보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부족한 편임
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기에 모바일금융 관련 게시글이 많이 등장하였
는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4-1>과 같다. 2008년부터 모바일금
융 관련 글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었고 약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6
년에 모바일관련 글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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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시기별 모바일금융 관련 전체 글 수

<그림 4-2> 시기에 따른 키워드별 모바일금융 관련 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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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모바일금융 관련 글이 급증한 원인은 <그림 4-2>의 각 키
워드별 게시글 수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모바일금융서비스 중에서도 모
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앱
카드’를 키워드로 한 글의 경우 2016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2016
년에만 235개가 등장하였고 ‘간편결제’를 키워드로 한 글도 2015년 이전
에는 100개 미만의 수준으로 미미하다가 2015년부터 글의 수가 점차 증
가하여 2016년에는 469개의 글이 게재되었다. 즉 모바일금융서비스 중에
서도 간편결제 서비스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반면 모바일뱅킹의 경우
2008년부터 관련글이 등장하여 꾸준히 많은 글이 게재되는 키워드라 할
수 있다. 반면 모바일투자나 모바일보험관련 글은 지속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핀테크의 경우 신조어로, 2014년 이전에는 관련 글이 등장하지 않다가
2014년부터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 폭발적으로 관련 글이
증가하다 2016년에 조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2015년에
는 모바일금융과 관련한 여러 키워드 중에서 핀테크와 관련한 글이 가장
많이 등장하여 그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키워드를 아우르는 모바일금융의 경우 해당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글의 수는 비교적 매우 적었으나 2009년부터 꾸준히 비슷한 수준으로(평
균 26.4개) 관련 글이 게재되어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이 모바일금융에 대
한 관심을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모바일금융 관련 게시글 키워드분석 결과
키워드분석은 각 시기별로 구분된 글에서 출현한 키워드의 빈도를 확
인하는 분석으로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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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시기별 주요 키워드 빈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2015년 이전
키워드
빈도
모바일
1143
뱅킹
1006
결제
450
은행
448
인터넷
437
카드
311
서비스
233
스마트폰
233
사용
217
수수료
210
어플
190
이용
186
가능
185
금융
185
입금
177
불편
166
보안
144
공인인증서
143
확인
127
안전
124
거래
122
기능
115
이체
114
프로그램
114
설치
113
문제
110
필요
109
시장
107
인증
101
해킹
101
휴대폰
98
신청
95
비밀번호
93
악성코드
91
쇼핑
90
시간
90
신용카드
90
이상
87
정보
86

2015년 상반기
키워드
빈도
핀테크
196
모바일
184
결제
176
은행
127
페이
126
삼성
107
뱅킹
94
금융
90
카드
88
문제
88
인터넷
87
보안
76
통장
67
기술
62
국내
59
서비스
58
정부
57
위험
56
인증
56
스마트폰
54
애플
47
사용
44
성장
42
가능
40
공인인증서
40
확인
40
개정안
39
필요
39
다음
38
간편결제
37
전망
37
대출
35
이용
34
수수료
33
네이버
32
신용카드
31
해킹
30
카카오
30
투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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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키워드
빈도
은행
229
모바일
170
핀테크
152
결제
119
뱅킹
111
페이
94
인터넷
72
간편결제
71
카드
70
금융
67
삼성
48
통장
47
서비스
43
경쟁
41
거래
37
현금
36
가능
35
출시
35
오류
35
문제
31
계좌
30
보안
29
업무
28
전문은행
27
대출
27
이상
27
이용
27
지점
27
카카오
27
도입
26
공인인증서
26
로봇
25
점포
25
필요
25
투자
24
시간
23
애플
23
송금
22
활용
21

2016년
키워드
빈도
간편결제 348
결제
334
카드
250
모바일
238
뱅킹
188
페이
170
은행
166
앱카드
135
핀테크
121
사용
86
등록
80
가능
78
인터넷
78
통장
76
계좌
68
삼성
64
카카오
64
가입
61
수수료
59
공인인증서
58
서비스
56
거래
55
이용
55
어플
54
신용카드
52
편리
50
간편
49
비트코인
47
송금
47
보안
46
고객
45
인증
43
비밀번호
42
금융
40
필요
40
혁명
39
신기술
39
설치
39
네이버
38

40

유출

86

이상

29

간편

21

활용

37

가장 먼저 모바일 뱅킹과 모바일 결제 관련 키워드들은 매 시기 지속
적으로 최상위 빈도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금융
서비스 중에서도 모바일뱅킹과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서비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또한 시기별로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언급하는 키워드들에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5년 이전에는 모바일뱅킹과 모바일 결제 서비
스 관련 키워드들만 언급되었다면 2015년 상반기에는 그 외에도 간편결
제, 대출, 그리고 투자가 등장하였고, 2015년 하반기에는 송금이 추가적
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앱카드가 출현하였다. 즉 소비자들이 초기
에는 뱅킹과 결제서비스 위주로 모바일금융에 대한 관심을 보이다가 점
차 관심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인증’, ‘확인’, ‘안전’ 등과 같은
보안이나 안전 관련 키워드들은 전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꾸준히 등장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소비자들이 모바일금융서비스 관
련 경험을 나눌 때 보안 및 안전관련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시기별 키워드 등장의 변화를 보면, 2015년 이전과 2015년 상반기에는
‘불편’, ‘문제’, ‘해킹’, ‘악성코드’, ‘이상’, ‘유출’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의 키
워드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었다. 이는 모바일금융 등장 초기에는 모바일
금융 이용으로 인한 해킹이나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과 같은 다양
한 위험과 함께 모바일금융 사용으로부터 야기될 불편함과 문제들에 대
한 의견을 많이 나누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
내는 키워드들은 2015년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2015년 하반기부터는 간편, 편
리 등과 같은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
였다.
2015년 상반기에 ‘핀테크’라는 키워드가 등장하여 가장 높은 빈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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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다가 시간이 갈수록 그 키워드 등장 빈도수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
이는 곧 2015년부터 핀테크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
하며, 이 시기 소비자들은 새로운 용어인 핀테크에 큰 관심을 보이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다소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16년까지는 아직 핀테크 서비스가 우리나라에는 간편결제 서비스
만을 위주로 도입되었을 뿐 그 종류와 범위가 완전히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시작으
로 보다 다양한 서비스들이 발전하고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소비자의 핀
테크에 대한 관심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5년 상반기 이러한 핀테크의 중심에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
스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는 곧 ‘페이’, ‘간편결제’라는 키워드
가 처음 나타나고 높은 등장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를 통해 반증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간편
결제 서비스 제공 기업인 삼성, 애플, 다음, 카카오, 네이버 등이 특징적
으로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2016년까지 꾸준하게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함께 2015년 상반기에는 ‘정부’, ‘개정안’과 같은 정부정책 관련
키워드들이 등장한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고, ‘전망’, ‘성장’과 같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를 암시하는 키워드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즉 2015
년 상반기에는 핀테크의 등장과 정부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변화
시켰으며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나누며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를 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하반기에는 은행 키워드가 가장 최상위에 등장하였는데, ‘전문
은행’, ‘점포’ 등의 키워드가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예비인가 되면서 관련 글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경쟁’, ‘출시’, ‘도입’ 등과 같이 모바일금융서비
스 산업이 확장되고 활성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등장기도 하
였다.
2016년에는 ‘등록’, ‘이용’, ‘설치’, ‘가입’, ‘활용’ 등과 같이 모바일금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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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키워드들이 다수 등장하여 소비자들에게
모바일금융서비스가 보다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외에도 ‘비
트코인’, ‘혁명’, ‘신기술’과 같은 금융 기술 관련 키워드가 등장하기도 하
였다.

4. 모바일금융 관련 게시글 토픽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키워드의 등장 빈도만을 확인하는 키워드분석
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문서 내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확률이 높은 키
워드들을 묶어 제시하는 토픽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시기별로 모바일금융에 관한 게시글에 나타난 토픽에는 어떠한 것을
이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시기별 토픽분석의 결과는 <표 4-3>~
<표 4-6>과 같으며, 각 토픽의 이름은 분석 결과로 나타난 키워드 묶음
을 보고 연구자가 명명한 것이다. 또한 <표 4-7>은 <표 4-3>~<표
4-6>에 나타난 토픽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나의 표로 재구성한 것이다.
2015년 이전에는 대체로 ‘보안위험’. ‘개인정보유출 위험’. ‘모바일뱅킹
이용의 어려움’, ‘간편결제 이용 불안’. ‘귀찮은 이용과정’. ‘이용의 불편함’
과 같이 모바일금융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용적 측면과 관련
한 토픽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즉 모바일금융이 등장한 초기에 소비자들
은 모바일금융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악성코드나 해킹 등으로 인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위험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과 관련한 위험과 관련한
토픽의 글을 많이 게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바일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옮기거나 정보를 등록하는 등과 같
은 과정이 귀찮다는 토픽의 글이나, 이와 비슷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하거나 이용 방법이 불편하여 시간이 낭비된다고 생각하거나 이용을 포
기하였다는 토픽의 글이 많이 등장하였다. 또한 모바일금융서비스 중 모
바일뱅킹에 대해서는 사용법을 모르겠다거나 오류가 발생하여 이용하기
어렵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고 간편결제 서비
스에 대해서도 이용하기 불안하다거나 걱정된다는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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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반면 모바일금융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관련한 토픽도
나타났으나 수수료 면제 혜택 등과 같은 경제적 혜택만을 위주로 의견을
공유하였다. 즉 소비자들이 모바일금융을 접했던 초기에는 모바일금융이
제공하는 혜택적 측면보다는 비용적 측면에 대해 더욱 의견을 많이 나누
었던 것으로 보이며, 모바일금융이 위험하다는 인식, 어렵다는 인식, 귀
찮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은 2015년 이전 시기에 모바일주식거래 서비스가
시작되었던 이슈나 간편결제 서비스가 도입되었던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
을 가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3> 2015년 이전 시기 토픽분석 결과

키워드

토픽

악성코드, 설치, 공격, 보안, 스마트폰, 백신, 해
킹, 악성앱, 감염, 악성, 방지, 방법, 고도화, 다
보안위험
운로드, 걱정, 무서움
유출, 유포, 입력, 해커, 인터넷, 카드사, 접속, 개
개인정보유출 위험
인정보, 문제, 노리다, 정보, 확인, 걱정, 불안
인터넷, 한국, 설치, 엑티브엑스, 환경, 불편, 상
국내 결제환경에
황, 개선, 쇼핑몰, 못하겠다, 정부, 접속, 짜증, 모
대한 불만
바일
모바일뱅킹, 모바일, 공인인증서, 뱅킹, 은행, 신
모바일뱅킹 이용의
청, 핸드폰, 못하겠다, 안한다, 비밀번호, 모르겠
어려움
다, 안된다, 어떻게, 가능, 오류, 질문
결제, 카드, 지갑, 신용카드, 간편결제, 안되다, 누
간편결제 이용
르다, 불안, 만들다, 전자지갑, 현금, 현금, 해외결
불안
제, 한번, 무섭다, 걱정
인증, 확인, 본인, 공인인증서, 옮기다, 가입, 비밀
번호, 절차, 등록, 유효기간, 페이지, 귀찮다, 불
귀찮은 이용과정
편, 모바일
어플, 스마트폰, 문제, 설치, 느리다, 고민, 사용,
이용, 힘들다, 어떻게, 포기, 방법, 서비스, 모바
이용의 불편함
일, 시간, 이용, 낭비, 짜증, 불편
수수료, 은행, 통장, 만들다, 모바일뱅킹, 면제, 모
경제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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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일, 체크카드, 무료,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계좌, 이용
투자, 주식, 주식거래, 증권사, 사용, 수수료, 주식
수수료, 금융상품, 나오다, 시작, 스마트폰, 장점,
hts, mts, 개설, 증권
결제, 카드사, 신용카드, 해외, 쇼핑, 페이, 간편,
규제, 국내, 카드번호, 카드결제, 이상, 간편결제,
폐지, 가능, 출시, 이용

모바일 주식거래
시작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다음 <표 4-4>에서는 핀테크의 등장으로 모바일금융과 관련한 다양
한 정부 규제가 도입되었던 2015년 상반기에는 시기적 특징이 반영되어
모바일금융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과 모바일금융 산업 활성화를 위
한 정부정책과 관련한 토픽의 글들이 다수 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이 외에도 모바일금융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
었는데 금융기술이 발전하는 것에 대하여 놀라움을 나타내는 글이나,
P2P 대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글들이 나타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도 모바일금융이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는 글들이
여전히 등장하였는데, 그 외에도 ‘이용 간편함’에 대한 토픽이 새로이 등
장하였다. 모바일금융의 비용적 측면과 관련한 토픽은 여전히 많이 등장
하였는데, ‘보안위험’. ‘분실위험’과 같은 위험성과 관련한 토픽과 함께
‘불편함과 귀찮음’에 관한 의견을 활발히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이용 어려움’이라는 토픽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바일금융서비스 사용
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4> 2015년 상반기 토픽분석 결과

키워드

토픽

보안, 금융, 프로그램, 해킹, 금융거래, 금융사, 거
래, 조치, 삭제, 소비자, 공인인증서, 전자, 설치,
대책, 오류, 기술, 문제, 부정적, 걱정, 앱카드
모바일, 결제, 뱅킹, 안되다, 어떻게, 인터넷, 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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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위험
이용 어려움

크, 쇼핑, 안하다, 귀찮다, 기다리다, 난리, 필요,
모르겠다, 어렵다, 복잡, 포기
핀테크, 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단점, 분실, 신용
카드, 어플, 전문성, 지갑, 미래, 가방, 비밀번호,
개인정보, 분실신고
비밀번호, 잊어버리다, 까먹다, 결제, 등록, 누르
다, 안되다, 짜증, 인증, 앱카드, 간편결제, 비번,
어떻게, 문제, 막히다, 불편, 귀찮다
간편결제, 할인, 쿠폰, 이벤트, 페이, 카드사, 결
제, 주문, 서비스, 지원, 이득, 사용, 추천, 이용,
혜택
간편결제, 비밀번호, 등록, 인증, 터치, 가입, 필
요, 간편, isp, 확인, 핸드폰, 할인, 핀테크, 카드,
결제, 간단
대출, 대부업, 은행, 가능, 이자, 신용, 가계대출,
렌딩클럽, 서민, 신용도, 개혁, 구현, 이해, 국내업
체, 금리
핀테크, 수혜, 핵심, 난리, 상상, 미래, 기대, 속도,
전망, 사물인터넷, 놀랍다, 시스템, 기술력, 가능,
경험, 비교적, 스마트
핀테크, 은행, 정부, 변화, 기사, 현상, 영향, 금융
권, 전망, 의무, 규제, 금융당국, 결정, 엑티브엑
스, 인식, 정책
기업, 한국, 성장, iot, 성공, 예상, 신흥, 기술력,
정부, it, 지원, 활성화, 스타트업, 신규, 개발자,
공급, 핀테크

분실위험

불편함, 귀찮음

경제적 혜택

이용 간편함
P2P대출 관심
확대
금융관련 기술
발전에 대한
놀라움
핀테크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 관심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정책 관심

다은 <표 4-5>는 2015년 하반기를 분석한 결과로 이 시기는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였는데,
특히 토픽분석 결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예측’이
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식’과 같은 토픽들이 등장한 것을 통해 인
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와 관련한 이슈가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소비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의 간편
함과 보안적 위험과 같은 개인적 차원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인터넷전
문은행 출범으로 인해 기존 은행점포 수가 감소하고 은행원의 역할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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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 것이라는 거시적 변화에도 관심을 가졌다.
또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관
심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토픽에서는 다양한 간편
결제 서비스 중에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모바일금융의 비용적 측면에 관해서는 여전히 위험과 관련한 토픽들
이 나타났는데 전반적인 ‘보안위험’에 관한 글뿐만 아니라 인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의 위험성으로 인한 불안을 이야기하는 토픽도 함
께 등장하고 있었다. 또한 모바일금융서비스 금융이라는 전문적인 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채널이라는 특성 때문에 모든 부분을 스스로 결
정해야 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불안함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내용의
토픽이 등장하였고(‘자기결정에 대한 불안함’) 간편결제를 사용함으로써
충동적인 소비가 증가하였다는 토픽(‘충동적 소비생활’)도 등장하였다.
반면 모바일금융이 제공하는 혜택과 관련한 토픽은 각 서비스별로 나
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모바일뱅킹과 간편결제에 관한 혜택을 언급하였다.
모바일뱅킹의 경우 편리함, 시간절약성과 같은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
누었고, 간편결제의 경우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2015년 하반기 토픽분석 결과

키워드

토픽

해킹, 위험, 루팅, 외부, 와이파이, 금융거래, 송
금, 별도, 연결, 보안, 사용, 안드로이드, 문제
간편결제, 보안, 한번, 안하다, 쉽다, 결제, 무섭
다, 거부감, 문제, 불안, 걱정, 빠져나가다, 해킹,
계좌
핀테크, 결제, 모바일, 페이, 간단, 소비, 증가, 규
모, 구매, 생활, 급증, 악성, 일상, 쇼핑, 비중, 확
산, 상승, 카드금액, 지르다, 충동
금융, 대면채널, 전문성, 불안, 모바일, 가입, 신
청, 은행, 방문, 어렵다, 도움, 신청, 못하겠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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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위험
간편결제 이용
불안
충동적 소비생활
자기결정에 대한
불안함

인, 전문가, 상담, 질문
간편결제 혜택
핀테크, 삼성, 페이, 간편결제, 카카오, 네이버, 결
(간단함,
제, 스마트폰, 요즘, 지문, 하나, 갖다대면, 터치,
혁신, 비밀번호, 간단
이용용이성)
모바일뱅킹, 뱅킹, 입금, 계좌이체, 금방, 가능, 시
모바일뱅킹 혜택
간, 입금, 편리, 계좌, 설치, 공인인증서, 신청, 빠
(편리함, 시간절약)
르다, 영업시간, 은행창구, 추천
은행, 지점, 줄어들다, 비중, 최근, 현실, 하락, 직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원, 감소, 점포, 비중, 전문은행, 사람, 시중은행,
사회적 변화 예측
은행원, 영업점, 출범, 카카오, 뱅크, 업무
은행, 금융, 서비스, 인터넷, 거래, 도입, 케이뱅
인터넷전문은행에
크, 카카오, 전문은행, 이용 인터넷은행, 활성화,
대한 인식
모바일뱅크, 안심, 간편, 해킹, 예비인가, 경험
애플페이, 국내, 카드사, 비자카드, 알리페이, 페
간편결제 서비스
이팔, 앱카드, 삼성페이, 어떤, 다양, 확대, 경험,
확대
신청, 나오다, 문제, 가능한, 필요, 수단, 차이
금융, 서비스, 고객, 거래, 핀테크, 대출, 모바일,
금융서비스
로봇, 업무, 도입, 방식, 송금, 증권, 기술, 확대,
비대면화 전망
비대면화, 자산관리
2016년에는 모바일금융 관련 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표 4-6>참조). 특히 ‘홍채인식’이나 ‘지문인식’과 같은 다
양한 보안기술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글을 비롯하여 ‘비트코
인’, ‘블록체인’, ‘로봇’, ‘ai’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의미하는 키워드들
이 ‘가능성’, ‘예상’. ‘발전’, ‘혁명’ 등과 같은 키워드들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통해 소비자들이 앞으로의 금융기술 발전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
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반대로 한편으로는 ‘금
융기술 발전 우려’에 관한 토픽의 글들도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제의
글에서는 금융기술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나 지나치게 빠르게 발
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2016년 역시 모바일금융이 제공하는 혜택이나 비용에 관한 토픽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었는데. 특히 혜택과 관련한 토픽들이 다양하게 나
타났다. 혜택의 경우 ‘간편결제 서비스의 혜택’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
으며 시간을 절약하고 결제가 즉시 이루어진다는 점에 관한 의견을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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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편송금 서비스의 혜택’에서는 경제적 혜택
과 함께 이용이 간단하고 즉시 송금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반면 비용적 측면에서는 ‘보안위험’ 토픽이 주로 나
타났다.

<표 4-6> 2016년 토픽분석 결과

키워드

토픽

보안, 금융, 프로그램, 불안, 인증, 결제, 앱카드,
공인인증서, 문제, 비밀번호, 입력, 걱정, 확인,
경험, 백신, 고민, 바꾸다, 느끼다

보안위험

카드, 간편결제, 가능, 간편, 지갑, 수단, 앱카드,
바로, 간단, 입력, 구매, 순식간, 시간, 줄어들다,
혁신, 바코드, 편하다, 카드등록, 괜찮다
어플, 토스, 가능, 간단, 수수료. 장점, 조회, 요긴,
지문, 핀번호, 신청, 다양, 무료, 한번, 누르다, 출
금, 간편송금, 실시간, 연동, 등록

간편결제 서비스
혜택
(간단함, 편함,
시간절약, 즉시성)
간편송금 서비스의
혜택
(간단함, 경제적
혜택, 즉시성)

가입, 결제, 페이코, 간편결제, 토스, 자동차보험,
간단, 연동, 핀테크, 경험, 편하다, 빠르다, 간단,
빠르고 편함
방법, 쉬운, 이용, 절약, 즉시, 실시간
만들다, 기능, 핀테크, 출시, 은행, 편리, 기술, 보
안카드, 장점, 체크카드, 카드, 휴대폰, 지문, 등
간단하고 편리함
록, 뱅킹, 간단, 적용
증권, 서비스, 이용, 주식, 수수료, 거래, 모바일,
모바일 주식거래
무료, 시작, 지급, 가능, 금융거래, 필요, 제공, 투
서비스 이용
자증권, 자주, 빨리
핀테크, 사람, 검사, 확인, 가능, 과정, 본인인증,
금융서비스의
방법, 문제, 대출, 모바일뱅킹, 은행, 방법, 신용,
비대면화
비대면, 가입, 본인인증
삼성, 어플, 기능, 핀테크, 갤럭시, 카드, 홍채, 스
마트폰, 가능성, 간단, 계산, 금액, 인증, 장점, 지 보안기술의 다양화
문, 기술, 다양, 요긴, 강화, 필요
비트코인, 화폐, 로봇, 가상, 블록체인, 기획, 준
금융관련 기술의
비, 복잡, 세상, 정부, 혁명, ai, 핀테크, 예상, 투
발전 기대
자, 분야, 가능성,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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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혁명, 기술, 사람, 이유, 미래, 인터넷, 가
능성, 전망, 준비, 은행원, 방식, 대체, 시대, 발전,
성장, 예상, 등장, 무섭다, 빠르다

금융기술 발전
우려

이상의 토픽분석 결과들을 요약 및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4-7>이
다.

소비자들은 모바일금융을 이용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얻게 되는 혜택

과 비용에 관한 의견을 온라인 상에서 다양하게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개인적 측면 외의 거시적 환경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
고 그에 관한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다.

<표 4-7> 시기별 토픽
2015년 이전
보안위험
개인정보유출
위험
비
불안함
모
용
바
귀찮음
일
불편함
금
어려움
융
서
비
경제적 혜택
스
의
비
용
혜
및
택
혜
택

2015년
상반기
보안위험

2015년
하반기
보안위험
간편결제 이용
분실위험
불안
자기결정에
불편함, 귀찮음
대한 불안
충동적
어려움
소비생활

경제적 혜택

모바일뱅킹의
혜택
(편리함,
시간절약)

간편함

간편결제의
혜택
(간단함,
이용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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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안위험

간편송금의
혜택
(간단함,
경제적 혜택,
즉시성)
간편결제의
혜택
(간단함, 편함,
시간절약,
즉시성)
시간절약,
이용용이성,
간단함,

편리함
서
모바일주식거
비
래 시작
스
도
입
및
간편결제
확
도입
모
대
바
일
국내 인터넷
금 제 결제환경에
융 도 대한 불만
환 적
경 측
변 면
화

기
술
발
전

P2P대출 관심
확대

인터넷전문은
행 출범

간편결제 확대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
(환경개선)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핀테크산
업 활성화)

금융기술
발전에 대한
놀라움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비대면화 전망 비대면화 전망
보안기술의
다양화
금융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 및 우려

가장 먼저 소비자들은 모바일금융서비스 중에서도 모바일뱅킹, 간편결
제, 모바일 주식거래, 모바일 간편송금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는데, 이 중
에서도 특히 모바일뱅킹과 간편결제와 관련한 토픽이 가장 많이 등장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모바일뱅킹이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모바일보험 서비스에 경우 다른 서비스들에
비하여 낮은 인지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모바일금융의 비용과 관련한 토픽의 종류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접했던 초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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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들은 모바일금융의 보안적 위험을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으
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사용의 어려움, 불편함, 귀찮음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나누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바일금융 사용이
불편하거나 귀찮다는 의견, 그리고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제는 주
요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 점차 익숙해졌을 수
도 있고, 또는 사용의 어려움이나 불편함, 귀찮음 등과 같은 것은 보통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이나 사용 초반에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대신 2015년 하반기에는 불편함이나 귀찮음,
어려움 보다는 모바일금융서비스의 비대면적 특성으로 인한 ‘자기결정에
대한 불안’이나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겪는 ‘충동적 소비생활’과 같
은 새로운 비용적 측면에 관한 의견을 더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2016년에는 보안위험에 관한 토픽만 나타났는데, 이는 모바일금융의
비용적 측면과 관련한 언급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은 소
비자들이 모바일금융의 비용적 측면 보다는 다른 부분에 대해 더욱 관심
을 갖게 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모바일금융의 혜택과 관련한 토픽은 비용과 관련한 토픽의 변
화와는 반대로 그 종류가 점차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초반에는 경
제적 혜택에 관한 글이 주를 이루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용이 간편
하다는 점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즉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는 점 등과 같은 것에 관한 의견을 다양하게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모바일금융 등장 초기에는 비용관련 의견 공유가 활발
했던 것에 비해 혜택의 경우 경제적 혜택을 위주로 의견을 나누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비용적 측면보다는 모바일금융서비스의 혜택이나 사회
적 변화에 관한 주제를 위주로 의견을 나누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로 비용 외의 다른 측면에 관한 주제로 관심이 옮겨가는 경향 속
에서도 ‘보안위험’ 토픽은 시기에 관계없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었다. 이
를 통해 소비자들은 모바일금융서비스 환경에서 다양한 비용 중에서도
불편함이나 어려움 보다는 위험으로 인한 불안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험으로 인한 불안이 계속해서 언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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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모바일금융서비스의 보안적 측면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형성
되어있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앞으로 모바일금융서비스가
보다 보편화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안적인 부분에 대
한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단순히 모바일금융 환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미시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변화에 관한 의견도 활발히 공
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각 시기별로 금융소비자들이 중요하
다고 인식하는 이슈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2015년 이전은 모바일금융서
비스 등장 초기로 모바일금융 이전의 서비스인 인터넷금융과의 비교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소비자들은 인터넷 결제환경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상반기에는 다양한 모바일금융 관련 정부
정책이 다양하게 제시됨에 따라 정부정책과 관련한 토픽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모바일금융 환경 개선 정책과 핀테크 활성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2015년 하반기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예비인가 되
면서 그에 관한 의견을 활발히 공유하였으며, 2016년에는 다양한 기술
발전과 그로 인한 미래 전망 또는 우려와 관련한 토픽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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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의 과정
본 절에서는 소비자 심층면접 결과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연
구참여자들이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경
험한 인지적 변화과정을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
여 최종적으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
는지 제시하였다.

1.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 범주화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을 심층적으로 알아
보고자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자료분석 및 결과 도출
은 Giorgi가 제안한 네 단계의 분석 과정을 거쳤는데, 먼저 전체 참여자
들로부터 최초로 의미 있는 진술 632개가 도출되었고 이 중 중복적인 표
현을 배제하자 131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도출되었다. 이후 연구자가 도
출된 의미 있는 진술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다시 중복표현을 배제하고
공통적인 주제를 정리한 뒤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소비자적응의 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 의미단위 55개를 도출하였다.
그 다음 연구자는 이렇게 구성된 의미단위들을 비슷한 진술끼리 묶어
상위 개념인 하위범주 16개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경험
의 일반적인 구조를 밝혀내기 위하여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
의 시간적 맥락 속에서 동질적이라고 판단되는 하위범주들을 묶어 최종
적으로 4개의 주제단위들을 도출하였다. 범주화 결과는 다음의 <표
4-8>과 같다.

<표 4-8>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 범주화 결과
의미단위
모바일금융이
생각함

안정기에

하위범주

주제단위

접어들었다고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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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인식

필요성

수용의 불가
피함 인식

인한 불편함을 느낌
모바일금융 환경으로의 변화 인지
주변사람들의 압박과 권유
금융기관에서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
하도록 유도함
다양한 기업의 홍보에 많이 노출됨
초기 경제적 혜택에 대한 끌림
초기에는 모바일금융의 위험에 대한 불
안감이 강하게 작용
초기 다양한 정보를 등록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크게 느껴짐
처음에 필요한 여러 등록 과정이 귀찮
음

외부의 사용요구

모바일금융서비스
에 대한 초기 인식
형성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이 어려
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혜택에 대한 인식
이 강화됨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점차 무뎌짐
처음에 귀찮은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
런 부분에 대한 비용 인식은 사라지게
됨

모바일금융서비스
에 대한 인식 변화
모바일금융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형성

점점 알지 못했던 위험이나 비용을 인
지하게 됨
모바일금융서비스로부터 얻게 되는 비
용과 혜택을 계속적으로 비교하게 됨
다양한 비용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모바
일금융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게 느껴짐

지속적인
비용 비교

혜택과

모바일금융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사용함으로써 잃게
되는 비용이 더 크게 느껴짐
모바일금융 사용에 관심을 가지게 됨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해도 되겠다는
긍정적인 느낌이 듦
모바일금융서비스가 금융생활에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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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금융에 대한
수용적 태도 형성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이용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생김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느낌이 듦

대해서

부정적인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거부감이 느껴짐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기 꺼려짐

모바일금융에 대한
저항적 태도 형성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에 있어서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함
금융이해력이 부족하여 자기결정으로
인한 부담감을 크게 인식하게 됨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부족하여 모바
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함

금융이해력과 모바
일기기 사용역량의
영향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부족하여 모바
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기가 어려움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부족하여 모바일금융서비스 사용이 꺼
려짐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유사 서비스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됨
모바일금융서비스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다른 모바일금융서비스
들까지 사용하게 됨
습관적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사
용해보게 됨

모바일금융서비스
의 사용범위 확장

사용하다보니 익숙해져서 다른 서비스
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됨

모바일금융
에 대한 소비
자 행동

계속해서 사용하는 서비스만 사용하게
되고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음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불안감이
남아있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는 좋아서 계속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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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 서비스
의 유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아직 문
제가 발생하지 않아 유지하고 있음
현재 사용하는 서비스 외의 다른 서비
스들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생각함
더 이상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게 됨
모바일금융서비스의 불편함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채널로 회귀함

인해

모바일금융서비스
사용 중지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다보니 필요
성이 딱히 느껴지지 않음
현재는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지만 추후에는 사용해 볼 의향이 있
음
현재는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지만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추후에는
사용할 것으로 예상

모바일금융서비스
사용 연기

사용해야만 하는 시기가 오면 그 때 사
용하고자 함
현재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지 않
으며 앞으로도 사용할 의향이 없음

모바일금융서비스
지속적 비수용

현재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
각함
현재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불편감을 느끼지 않고 만족하는 상태라
생각
모바일금융 환경으로의 변화에 대해 스
트레스를 느끼거나 불안함

모바일금융 환경에
서의 심리적 안정
감 평가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결과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 시대
에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 심리적으로
위축됨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적절하게 잘 활용
하고 있다고 생각함
모바일금융서비스를 현재보다 더 잘 활
용하면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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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금융서비스
활용 평가

모바일금융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됨에
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이를 적절히 활
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듦
보다 만족스러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음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지만 당분간은 체
념하고 살아가기로 함
지금의 상태 유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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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금융 환경에
서의 적응 노력

2.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 구성요소
1) 수용의 불가피함 인식
연구참여자들은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존재를 인지한 직후에는 막연히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신, 불안감 등을 가지고 있다가 어떠한 계
기를 통해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
고, 그 후에 각자의 방식대로 환경에서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나가
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것
을 느끼게 되는 단계가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에 있어서 중
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수용이 불가피함을 느끼게 되는 계기로는 스스로
가 모바일금융 환경으로의 변화를 인지하고 사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와 주변인이나 기업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들이 모바일금융서
비스를 사용하게끔 요구하면서 인식하게 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었다.
(1) 자발적인 필요성 인식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모바일금융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흐름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거나,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계기로 모바일금융 환경에 대
한 적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금융환경
의 변화를 눈치 채고, 그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을 준비하고자 하는 경향
을 보였다.
A: 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위험할 것 같고 불안하고 그래서 안

썼어요…시간이 좀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안정기
에 접어들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가 되니까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
아요…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별 문제 없이 다 쓰고 있고,
분위기 자체가 모바일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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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해서 나도 이제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F: 그냥 저는 기술 자체를 그렇게 믿는 편이 아니라 처음엔 막

불신에 가득 찬 상태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금융을 이용
하는 방식이 다 모바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너도나도 다 모바일로 해결하는 분위기? 그런 것
들이 느껴지니까 아 나도 이런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써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D:

처음에는 계속 좀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제가 신기술에 대
한 벽 같은게 좀 있어서 항상 쓰던대로만 썼었는데…기존에
쓰던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편한 점 있잖아요. 엑티브
엑스라든가 시간 맞춰 금융기관 방문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너무 불편한거예요…모바일금융을 안써서 너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그런걸 느끼게 되니까 한번 써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외부의 사용요구
스스로 모바일금융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지 않더라도, 주변인이나 기
업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서 모바일금융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
고 적응이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것을 깨닫기도 한다.
특히 기업에서 모바일금융 사용을 유도하는 행동이나 다양한 프로모
션을 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모바일금융 환경으로의 변화가 불가피
하다고 느끼도록 함으로써 적응의 필요성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
었다. 또한 주변인의 추천이 지속되는 것이나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
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관련 업무를 즉시 처리해주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
해 압박을 느끼는 것 역시 모바일금융서비스 사용이 불가피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계기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을 준비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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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원래는 모바일금융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좀 꺼려져서 멀리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상품
을 구매하려고 갔더니 은행에서 모바일로 가입하는 것을 권
유하더라고요…여러 부분들이 계속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
용하게끔 유도하니까 아 나도 써야하나?…안쓰는게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D:

지난번에는 직원이 포인트카드가 있냐고 물어보는거예요.
저는 그냥 귀찮아서 없다고 했더니 모바일로도 할 수 있다
고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평소에는 별 관심도 없었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다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아 나만
좀 뒤쳐졌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느꼈거든요

G: 주변에서 막 다 쓰고 있다고 좋다고 추천해주고 그러면 진짜

그렇게 좋은가? 나도 써봐야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D: 예전보다 그런 경향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원래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안 쓰려고 했는데, 계좌이체 해줄 일이 있거
나 그럴 때 바로 바로 안 되면 엄청 눈치 보이더라고요. 다
른 사람들은 다 쓰니까…그래서 결국 모바일금융 관련해서
알아보게 되고, 사용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A: 요즘엔 아무래도 뭐든지 금융 관련한 일들이 바로 처리되잖

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안 해준다? 그러면 좀 뭐랄까…
뒤쳐져 있는 느낌이고, 요구에 제대로 부응해주지 못한 느
낌이고 그래요. 그런게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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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행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
식하는 것이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모
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 역시 사전에 소비자가 모바일금융 환경
에 대한 적응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지하는 것을 계기로 일어나게 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적응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는 자발적 인식 외에도 주변인이나 기업과 같은 외부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모바일금융에 대한 인식 및 태도형성
연구참여자들은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이 불가피한 현상임을 인
지한 이후 본격적인 적응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먼
저 연구참여자들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을 위해 하는 것은 모바
일금융서비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
려하며 평가를 내리는 것이었다.
(1)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한 초기 인식 형성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존재를 알게 되고 처음 모
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해 가졌던 혜택과 비용에 대한 인식은 그 이후로 시
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화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대체로 모바일금융서비
스에 대한 초기 인식은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하는 경향이 있었
다. 반면 모바일금융의 혜택과 관련한 부분의 경우 초기에는 대체로 경
제적 혜택을 위주로 인식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금융사기에의
노출과 같은 부분에 대한 위험을 언급하였으며, 대체로 모바일금융을 처
음 접했을 때의 인식 대부분이 그러한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었다고 이야
기하였다. 또한 이들은 처음에 인식했던 위험이 상당히 크게 느껴져 초
기에는 모바일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매우 큰 편이었다고 이야기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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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좀 무섭다는 것이었어요. 모든게 저

장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싫기도 했고. 금융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거나 잘 못 되어서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거나
그런 것이 좀 불안하고 걱정되었어요.
F: 음 사실 처음에 드는 생각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정말 안전

할까?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위험할 것
같고…
E: 위험하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제일 강하게 들었어요.

저걸 사용하면 내 금융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고 생각했
어요.
G: 안전에 대한 걱정을 제일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컸죠 처음엔…불안하고 위험하고 그런거…
모바일금융서비스는 처음 사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양한 개인정보를
등록하거나, 회원가입을 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옮기는 등의 기초적인 과
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특성은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초기에 모바일
금융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귀찮고 불편하다는 인식을 갖도
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또 사용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뭐 등록하라고 하고 가입하라

고 하고 그러면서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좀 꺼려 졌는데…
D: 처음에는 특히나 공인인증서도 가져와야 되고, 뭐 정보도 등

록해야 하고…기존 이용 방법 보다 오히려 더 시간이랑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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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많이 든다고 생각 했어요 저는.
B: 처음에 이용하려고 하면 거기에 들이는 시간이 오히려 더 들

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해야 하나…
또한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접한 초기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의 어려움이 크게 느껴져서 모바일금융서비스 사
용에 거부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L: 일단 너무 쓰는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라…처음 접하는 것들이니까 사용해보려고 하면 일단
사용법을 배워야 하고…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니까…좀 멀게
느껴지고 안 쓰고싶어지고 그랬죠.
K: 복잡하다는 생각? 한번 해볼까 해도 뭐가 뭔지도 모르겠

고…그러다보면 저절로 거부감이 좀 생겼고…
모바일금융서비스는 비대면척 채널로 스스로 금융 관련 업무를 처리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술기반

셀프서비스(Technology-based

Self

Service)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의 그러한 특성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초기에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데서 오는
부담감을 상당히 크게 느끼도록 하고 있었다.
D: 처음에 모바일금융을 쓰려고 하다가도 드는 생각이 아무래도

사람을 안 거치다 보니까 불확실성? 그런 것이 있는 것 같
아요…그래서 자꾸 모바일로만 하는 것은 불안해요 아무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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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확실히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못 받으니까…처음엔 그게

좀 불안해서…다 내가 알아서 결정해야 하는 것들 투성이니
까…부담스럽다고 해야하나
L: 익숙지 않으니까 제대로 이용한게 맞나 싶을 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중간에 제가 잘 못 해도 고쳐주거나 알려줄
사람도 없고…
H: 모바일금융은 일단 책임을 못 나누잖아요. 뭐 잘못하면 전적

으로 다 내 잘못이 되어버리니까…처음엔 그런 부분도 엄청
크게 생각됐거든요.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
응 초기에 연구참여자들은 비용적 측면을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
면 초기 혜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경제적 혜택을 위주로
이야기하였다.
A: 앱카드인가? 모바일 간편결제로 하면 오천원인가 할인해준다

고 그래서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알아보게 되었어요.
D: 처음에는 진짜 그냥 모바일이 금리가 더 싸다고 해서…그냥

몇 프로…모바일이 보통 더 가격적으로 괜찮죠.
B: 원래는 별로 뭐가 좋다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느날 모

바일로 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2)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한 인식변화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처음 가졌던 초기 인식이 지
속되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으나(연구참여자 B, E, L), 대부분은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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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던 인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혜택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혜택에 대한
인식은 초기에는 경제적 혜택을 위주로 인식했던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보다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그와 함께 초기에 필요한 등록과
정이나 회원가입과정, 사용법을 배우는 과정의 경우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에 대한 불편함은 거의 사라진다고 언
급하기도 하였다.
C: 첫 시기가 귀찮았던 것이지 사실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런 부분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거든요…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편하다든지, 빨리 처리할 수 있다든지 그런 좋
은 점들을 더 위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F: 물론 안 좋은 점도 계속 있죠. 공인인증서를 계속 받아준다

거나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귀찮긴 한데, 사실 그런 것보다
도 시간이 좀 지나면 전에는 못 느꼈던 다양한 이익들을 점
점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A: 처음에는 귀찮고 그랬던 것들이 많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처

음에 얘기고. 회원가입하고 사용법 알아보고 그런건 한 번만
거치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그런게 불편하고
귀찮고 싫었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싹
처리하고 나면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별로 저한테 중요한건
아니니까…대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다고 느낀 것들이 많
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편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
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간단하고 아무튼 더 좋은 점을 많
이 느껴요.
비용에 대한 인식 중 위험관련 인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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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
려 위험에 대한 인식이 무뎌졌다고 하였으나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위험
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
에 대한 인식이 무뎌졌다고 이야기하는 연구참여자들도 모바일금융서비
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놓지는 않으며 항상
걱정은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하였다.
즉, 모바일금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성향이나 생각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질수도, 강화될 수도 있지만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
라 할 수 있다.
A: 사실 개인정보 침해 유출 그런게 막 피부로 와닿지는 않으니

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처음에 막 생각
했던 것 보다는 많이 덜 신경쓰게 되었어요. 신경을 안 쓴다
는건 아니지만 확실히 덜 해졌죠.
D: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같은 위험에 좀 무뎌

진다고해야되나? 그런 경향이 있어요…마음속 어딘가에는
분명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H: 이게 너무 쉽게 과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험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C: 처음에는 아무 생각없이 와 편하겠다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범죄에 이용할 여지가 있는 부분
이 엄청 많은거예요…
(3) 지속적인 혜택과 비용 비교
연구참여자들은 모바일금융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과 비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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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그러한 인식 중 일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됨을 경험하
기도 하면서 혜택과 비용을 비교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었다.
D:

이게 나한테는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손해를 보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이익이 손해보다 작으면 안 쓰는거고, 어느 순간 이익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그 때 쓰는거고…

I: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되게 편하겠다란 생각과 함께

저거 좀 위험하지는 않을까? 괜찮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따져보다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반복적인 비교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참여자에 따
라서 혜택과 비용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각기 달라졌는데, 일부 연구참
여자들은 비용보다 혜택을 더 크게 인식하였고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혜
택보다 비용을 더 크게 인식하기도 하였다.
C: 개인정보 유출 같은 부분이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주는 나의 정보 값어치보다 모바일금
융이 나에게 주는 편리함, 간편함, 즉각성 그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L: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더

낭비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얻
을 수 있는게 그 것보다 더 큰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E: 저도 모바일금융 사용하면 편하다는 것도,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는 있는데 그런 것 보다 저
는 저의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더 무섭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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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들을 통해서 봤을 때 연구참여자들은 이상의 모바일금융
의 혜택과 비용 중 어느 한 가지만 단편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
합적으로 인식하며, 처음 한 번의 인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으로 혜택과 비용에 대한 인식이 각자의 내면에서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모바일금융서비스를 비교·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심층면접 전반에 걸쳐 연구참여자들은 모바일금융의 혜택과 비
용에 대한 인식을 다양하게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
여자들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인식하는 혜택과 비용
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료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모바일금융의 혜택과 비용
에 대한 개념들을 추출한 후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것들끼리 묶어 하위
주제와 주제를 명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세부적인 질적연구를 통해서 나
타난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된 혜택과 비용은 다음의 <표
4-9>와 같다.

<표 4-9> 질적연구를 통해 나타난 모바일금융에 대한 인식
개념

하위주제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음
이자율 혜택이 있음
할인 혜택이 있음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노력을 절약해 줌
지갑을 들고 다니는 수고로움을 덜어줌
여러 가지의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됨
보안프로그램을 까는 절차가 생략됨
기다릴 필요가 없음
금융업무 처리 시간이 줄어듦
빨리 원하는 업무를 볼 수 있음
즉각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줌
필요할 때 바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과정이 간단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원하는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이용가능
필요한 정보를 알맞게 제공
더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경제성

노력 절약성

시간 절약성

정보의
개인화
정보의
다양성

정보 업데이트가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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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혜택에 대한
인식

금융관련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됨
금융생활에 유용함
쉽게 사용법을 익힐 수 있음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이용 과정이 매우 간단함
이용하기 편리함
간편하게 원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음
사용법을 다시 익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공인인증서를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함
초기 사용을 위한 등록 등의 노력이 필요함
여러 오류로 인해 금융거래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됨
이용법을 배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함
처음 사용할 때 정보 등록 시간이 많이 듦
모바일 기기 분실의 위험이 존재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음
금융사기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음
이용 도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프로그램이 오류를 일으킬 수 있음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다양하지 않음
화면이 작아 충분한 정보를 얻기 힘듦
모바일에는 간단한 정보만을 제공함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많아 어려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없어 불안함
잘 못 이용할 것 같아 불안함
이용 방법이 복잡하여 어려움
이용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불편함
사용방법이 복잡하여 불편함

유용성

이용 용이성

경제적 비용
노력 비용

시간 비용

위험 비용
오류 발생
가능성

비용에 대한
인식

정보
불충분성
스스로
결정해야하
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용방법의
불편함

결과적으로 질적연구를 통해 소비자는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해 다양
한 혜택과 비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혜택에 대한 인식에
포함된 하위주제는 경제성, 노력 절약성, 시간 절약성, 정보의 개인화, 정
보의 다양성, 유용성, 이용용이성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또한 비용에 대
한 인식에 포함된 하위주제는 경제적 비용, 노력비용, 시간비용, 위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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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오류발생 가능성, 정보 불충분성, 스스로 결정해야하는 것에 대한 부
담감, 이용방법의 불편함으로 구분되었다.
(4) 모바일금융에 대한 수용적·저항적 태도 형성
연구참여자들은 모바일금융서비스의 혜택과 비용을 다양하게 인식하
고, 끊임없이 비교·평가를 실시한 후 개인적인 모바일금융에 대한 인식
을 토대로 모바일금융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모바일금융에 대해 수용
적 태도와 저항적 태도 중 어느 한 태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 태도
를 복합적으로 가지는 양가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연구참여자 A, D,
F, G, I, J, K). 즉 이들은 모바일금융의 혜택과 비용을 모두 인식하지만
각자가 인식하는 혜택과 비용의 정도가 상이하였으며, 그에 따라 보이는
태도도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A: 은행 안가도 되니까 편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그런데 한

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했어요. 보안적인 문제가 마음에 걸
리다 보니까 정말 사용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고 사용하더라도 엄청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
죠. 쓰고는 있지만 안 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좀 양가감정
그런게 드는 것 같아요.
D: 그 서비스를 사용하면 할인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막연

한 두려움 보다는 경제적인 혜택이 현실적이고 더 이득이니
까 조금 거부감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게 되
었죠.
F: 어느 순간 그 위험함이나 그런 것들 보다 제가 지금 겪고 있

는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왔던 것 같아요. 모바
일금융서비스를 안 쓰면서 겪는 불편함이 막 누적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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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편리함을
얻어야 겠다 라는 생각이 든거죠.
G: 저도 다 알죠. 모바일금융서비스 보면 이용하면 편할 것 같

고, 시간도 절약될 것 같고, 귀찮은 것도 많이 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은 아니예요. 분명히 이용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다
포기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모바일금융이
주는 이익보다도 걔네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잃게 되는 저의
정보보안 그런게 더 싫어요. 좋아 보이지만 정보가 유출되거
나 그런 것들로 얻게 되는 심리적 스트레스 그런게 저한테
는 더 크게 느껴져서 딱히 쓰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I: 확실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으니까…좋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
도 드는데 저는 그 것 보다는 쓰면서 잃는게 더 크다고 생
각해요.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는다고 생각하면 찝찝하고 불
안하거든요. 거기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것 같고. 모바일은 제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부
분이 많다보니까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전적으로 다 저
의 책임인 것 같아서 좀 꺼려져요. 웬만하면 그냥 직접 사람
얼굴 마주보고 일 처리 하는게 깔끔한 것 같아요.
J: 일단 좀 제가 거기에 관심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

음엔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생각 해보면 사용
하려고 시도하는게 어려운 것 같아요. 모바일 기기 다루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어렵고, 맨날 모바일로 뭐 해보려
고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고, 오류가 날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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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보면 좋아 보이긴 해요. 바로 딱딱 일처리도 되고 주말에
도 이용할 수 있고…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저는 무서워서
이용하는데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더 시간도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좀 시도해보기가 겁나요.
K: 애들이나 뭐 직원들 쓰는 것 보니까 휙휙 하면 바로 되고 쉽

게 쉽게 쓰는 것 같아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처음에 막 하려고 시간을 들여야 하니까 그게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쓰는지 배워야 하고, 뭐 등록할 것들도 많
을 것 같고…그리고 제가 익숙치 않아서 잘 못 이용할 것
같아 겁나기고 하고…그래서 뭐 모바일금융 자체를 막 싫어
하고 그런건 아닌데 아직 제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는 좀 뭐
랄까 꺼려진다고 해야하나 그래요.
또한 이와는 다르게 일부의 연구참여자들은 모바일금융서비스가 제공
하는 비용과 혜택을 골고루 인식하기보다는 단순히 혜택만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모바일금융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지배적으로 갖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C, H).
C: 저걸 사용하면 되게 편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써봐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고.
아니면 뭐 지우면 그만이니까 그다지 비용적 측면에 대해서
는 많이 생각 안해봤던 것 같아요..
H: 처음에 모바일뱅킹이 나왔을 때 완전 편리하겠다. 간편하겠

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간편결제 서비스 나왔을
때도 와 완전 혁명이다 그렇게 생각했고.…바로 써보고 싶었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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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일부의 금융소비자는 모바일금융이 제공하는 비용만을 인식하
고 저항적 태도를 갖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B, E, L).
B: 처음 모바일금융을 접했을 때 드는 생각이 위험하다 였어요.

지금도 모바일금융서비스 생각하면 나의 정보가 털릴 것 같
은 불안, 걱정, 초조함 그런 느낌이 크게 들어요. 긍정적인
느낌은 전혀 안 들고요. 결국 다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어지
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정보유출 되는게 너무 싫어서 별로
이용하고 싶은 느낌이 안 들어요.
E: 저는 처음 딱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야기를 듣고 위험하겠다라

는 생각부터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는 모바일금융을 사용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모
바일금융서비스를 쓰려고 공인인증서 깔고 앱 깔고 정보 등
록하고 그런 과정이 너무 귀찮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분실하
면 위험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귀찮고..어차피 해봤
자 위험하고 정보유출만 되잖아요. 그래서 모바일금융을 이
용하려는 시도를 잘 안하는 것 같아요.
L: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쓰려면 어떻게 쓰는지 알아봐야 하잖아

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고, 모바일을
사용하는게 꺼려져요. 그런 노력을 하느니 그냥 더 안전하게
직접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직
접 가는 것이 더 마음 편하고요.
(5)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의 영향
적응과정 전반에 걸쳐서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의 역량을 평가하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언급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적응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금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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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력뿐만 아니라 모바일기기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지를 나타
내는 모바일기기 사용역량도 함께 평가하고, 그것들이 적응과정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C: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그나마 금융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핸드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러니까 모바일금융을 사용하
고 있고, 사용하기 까지 고민하는 시간도 비교적 짧았던 것
같아요. 금융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그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은 애초에 모바일금융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랑은 다르고... 그냥 고민 과정 자체가 저랑은 다른 것 같
아요.
J: 저는 일단 모바일기기랑 친하지 않다 보니까 별로 막 어떤게

좋다더라, 편하다더라 그런 말 들어도 아 그래? 그냥 그러
고 말지 막 사용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
아요. 일단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K: 제가 모바일기기를 더 잘 다룰 줄 알았다면 지금처럼 행동하

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장단점 비교도
해보고 결정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배우는것도
여의치 않고 시간도 아깝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모바일기술이라는 신기술이 적용된 금융환경에서
의 소비자 행동에 있어는 단순히 금융이해력뿐만 아니라 모바일기술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요구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소비
자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유추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금융이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모바일금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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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사용할 때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그로 인해 모바일금융에 대해 저항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제가 금융 쪽으로 지식이 별로 없다보니까. 모바일로 하는건

좀 위험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
니 꺼려지는 것도 있고…저한테는 그냥 직접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고 내 상황에 맞는 것도 추천 받고 그러는게
더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F: 아무래도 금융이라는게 전문적인 분야이니까. 혼자서 막 알

아서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제가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무조건적으로 모바일로만 다
하기에는 쉽지는 않죠. 한계도 많고…그러다 보니까 멀리하
게 되고…금융에 대해 조금 더 잘 알았으면 모바일금융이
더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반면 스스로 모바일기기를 잘 다루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연구참여자
들은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사용하기 위하여 드는 노
력비용이나 시간비용을 크게 인식하고, 이에 기반하여 저항적 태도를 형
성해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I: 저는 핸드폰을 잘 못 다루거든요. 그런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고 생각하는게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멀리하게 돼요…모바일금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는데
드는 시간이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애들은 엄
청 쉽게쉽게 알아내서 쓰는데 저는 그러질 못하고 그러다보
면 쓰기 싫어지고 악순환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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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모바일금융을 사용하려면 일단 모바일을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전 그게 안 되잖아요. 애초에 모바일에 대해
서 모르니까…모바일금융이 쓸라고 하면 엄청 복잡하니까
너무 어렵고 오히려 저한테는 시간이 더 많이 드는 수단인
거죠…그래서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데 거부감이 있
죠 저는.
3)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행동
연구참여자들은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태도를 형성
한 후 그를 기반으로 본인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사용행동을 취했다. 분
석결과 연구참여자들이 보이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사용행동은 5가지로 범
주화할 수 있었는데, 모바일금융을 수용 하고 적극적으로 모바일금융서
비스의 사용범위를 확장해나가는 행동,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금융서비스
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행동,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다가

중단

하는 행동,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수용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용해
볼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용연기 행동,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바일금융서
비스를 수용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지속적 비수용 행동으로 구분될 수 있
었다. 이는 신기술 사용행동이 지속적 수용, 후기수용, 불연속, 지속적 거
부의 행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Rogers(2005)의 신기술 사용 행동 분류
와 비슷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 중 많은 인원이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사용범위를 확장하
는 행동을 보였다(연구참여자 A, C, D, F, H).
D: 시럽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써보니까 너무 편해서 좋

아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네이버에 갔더니 또 간편결제 서비
스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와 좋다 하고 바로 그것도 사용하
기 시작했죠.
F: 제가 제일 먼저 쓴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모바일뱅킹을 제일

- 112 -

먼저 썼고 그 다음 간편결제, 보험 순으로 쓰게 되었거든요.
그니까 모바일뱅킹을 사용하면서 얻었던 편리함이 다른 서
비스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것에 적응하다 보니까 다
른 서비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사용해보게 되었
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보다 모바일 간편결제 같은 추가
적인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다지 거리낌 없이 사용하
게 되었던 것 같아요.
A: 처음에 모바일뱅킹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거 처음 쓸 때는 엄

청 망설였거든요. 막 정말 써야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
고 그래서 고민 많이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일단 너무 편리했고, 제 재무관리도 잘
되는 것 같고…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보다는 좋은게 더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바일금융서
비스는 그 이후로 별 고민 없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C: 하나 쓰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다른건 다 비슷하게 느껴져

서…다른 것도 이제는 그냥 사용하죠.
H: 처음 시작은 모바일뱅킹 이었고, 써보니까 괜찮다 싶기도 하

고 사용하면서 딱히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서 다른 것
도 사용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사용하게 된 것이 모바일보
험이랑 카드인데, 이것들은 다 아무래도 비슷하게 금융회사
가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거리낌 없이 쓰게된 것 같아요. 간
편송금 서비스 같은 것은 추가적으로 사용할 때 좀 고민을
더 하긴 했었는데…결과적으로 써보니까 정말 더 좋았고,
쓰면서 얻게 될 편익이 크다는 것을 아니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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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사용범위를 확장하는 적응행동을 보
이는 소비자들의 경우 대체로 모바일금융서비스를 경험한 이후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거나 익숙해지면서 다른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용범위 확장 행동
은 모바일금융서비스로부터 얻게 되는 만족감을 최대한으로 누리고자 하
는 적극적인 적응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추호정·윤남희(2011)에서는
이러한 적극적 사용 행동이 소비자의 능동적 의사결정 과정을 반영한다
고 보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현재 사용 중인 서비스를 유지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
었다. 현재 서비스 사용 유지행동은 사용범위를 확장하지는 않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금융서비스는 계속해서 사용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적응행동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
해서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유지하고자 할 때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이
러한 적응행동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외의 다른 서비
스들에 대해서는 아직 불안감이 남아있을 때 나타났다.
B: 일단 써보고 나서는 아무래도 너무 편하니까 계속해서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다른 서비스를 더 써야 겠다 그런 생
각은 안 드는데…지금 쓰고 있는건 계속 쓸 것 같아요…다
른 서비스는 아직 좀 저한테는 불안하고 별로 매력적이지는
않거든요…
또한 연구참여자 G는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수용하기로 하고 경험을 하
다가 중간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행동을 보였으
며, 이를 사용중지 적응행동이라 명명하였다.
G: 그런데 막상 쓰다보면 좀 귀찮아지기도 했고, 그렇게 막 좋

은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냥 앱을 지워버렸어요. 그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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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어플이 나왔다고 얘기를 듣기는 했고 아 한번 써봐
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물론 아직 그 이후로
그걸 써보진 않았지만 어쨌든…지금은 그냥 원래 쓰던 방식
대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해요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 그런 방
식들…막상 써보니까 나한테 별로 유용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수용하지 않는 행동을 보였
으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일 수 있는 적응행동은 크게 사용연기 행동
과 지속적 비수용행동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모바일금융 사용을 연기하
는 행동은 연구참여자 I와 K에게서 나타났데, 이들은 현재는 다양한 이
유로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기회가 오거나 사
용해야 할 상황이 닥치면 행동을 바꿔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하였
다.
K: 지금은 제가 여건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지만 기회

가 되면 모바일금융을 사용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확
실히 점점 써야 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항상
관심은 있어요…시간 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야될 것 같아요.
I: 일단 지금은 딱히 필요가 없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앞

으로는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사회가 지금 그렇게 변화하
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지금은 끝까지 안 써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 E, J, L은 이전에도 모바일금융을 수용하지 않
았고, 지금도 사용하지 않는 행동을 보임과 동시에 앞으로도 수용할 의
도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모바일금융 사용행동을 지속적 비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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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행동이라 명명하였는데 이들은 모바일금융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사용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
기도 하였다.
E: 딱히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느낌도 안 들고 앞으로도 웬만

하면 안 쓸 예정이에요.
L: 잘 모르겠어요. 별로 써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중이라…
J: 사실 지금 별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꼭 써야한다는 상

황이 오지 않는 한 지금 생각으로는 안 쓸 것 같아요.
4)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인식과 태도에 기반한 적응행동을 취한 다음 모바일
금융 환경에서의 스스로의 모습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가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평가함과 동시에 모바일금
융서비스를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개
인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
(1)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심리적 안정감 평가
적응과정을 거친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스스로가 모바일금융 환경
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거나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H: 불편함을 전혀 지금 느끼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저는 지금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냥 평온한
상태? 만족하는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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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저는 지금 크게 불편한 것 없이 모바일금융을 편리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하고 있어요.
E: 저는 지금 모바일금융을 잘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현

재 상태에 만족은 해요…이 상태에 만족은 하고 있어요. 이
렇게 살아도 전 괜찮거든요. 불편함을 느끼지도 않고. 굳이
모바일환경에 적응하지 않는게 불안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반면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가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혹은
제대로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등이 있었다.
C: 확실히 한 번 사용해보고 나니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런가 쓰면서도 한 편으로는 불안함을 느끼고 항상 긴장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아요…만
족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L: 저는 애초에 모바일금융을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뭐랄까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K: 제가 생각해도 잘 적응 못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엄청 스트

레스 받죠…이렇게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데 나는 제대로 못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불안하기도 하고…앞으로
더 환경이 변화할텐데 나는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막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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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2) 모바일금융서비스 활용도 평가
연구참여자들은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지 평
가하는 것 외에도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렸다.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일부 연구참여
자들은 스스로가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
하고 있는 반면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가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B: 저는 단순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잘 모바일금융 환경

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 생각하진 않거든요. 잘 사용하면서도
위험에 대해서 대처방법을 잘 알고,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생각했을 때…
D: 저는 제가 지금 나온 기술에 한해서는 잘 쓰고 있다고 생각

해요. 잘 쓰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아요.
A: 저는 100% 모바일금융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요.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기능들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저의 모바일금융 이용 능력? 그런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항
상 받아요.
E: 저는 스스로가 부적응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바일금융

자체를 이용하지 않고 있기는 하니까요…모바일금융이 이제
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그런게 되었는데, 그걸 제
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거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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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 노력
스스로의 상태를 평가한 후 본인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심리적 안정
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거나, 잘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대부분은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이들은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모바일금융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바꾸거나
금융이해력 또는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언급하였
다.
I: 언젠가는 사용해야하게 된다면 조금씩 준비를 해야겠다 싶기

는 해요. 그러려면 제가 좀 더 모바일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모바일금융이 어떤 부분이 좋
고,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면 저 나름
의 사용방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는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K: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

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핸드폰에 대해서 공부
도 하고 해야죠…이제 진짜 앞으로는 더 모바일로만 하는
세상이 올텐데…
A: 모바일금융을 쓰다보니까 엄청 무궁무진한데, 제가 금융 자

체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다보니까 잘 못 쓰는 부분이 있었
고 그런 부분이 전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융에 대한 지
식을 좀 높이면 그런 불만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C: 제가 모바일금융을 열심히 쓰고는 있지만 한켠에서 계속 남

- 119 -

아있는 불안감을 해소해야지만 보다 잘 적응해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제 생각엔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를 잘 모르니
까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스스로의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이야기한 연구참여
자들 중 일부는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모바일금융서
비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태도와 적응행동을 보였고, 모바일금
융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보다 나은 적응상태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
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E: 굳이 적응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꼭 모바일금융 환경에

서 내가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다고 해야하
나…
L: 어쩌겠어요. 그래도 역시 아직 전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

하기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준비가 될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사는거죠 계속.
반면 현재 상태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대체로 현
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받
아들이고 적응과정을 거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F: 일단 지금은 이 상태를 바꾸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제 또 새로운게 나오고 또 다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
야 할 때가 오면 그때 또 다시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을 반
복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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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미 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지금 상태를 유

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3. 소결
이상의 결과를 통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이 어떠한 과
정을 거치는지 정리하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의 불가피함 인식을
시작으로 하여 모바일금융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평가 및 태도 형성 단
계, 모바일금융 사용행동을 취하는 단계,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소비자는 이러한 단계
를 한 번의 흐름으로 거치기보다는 각 단계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적응
해나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들은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적응해나가는 과정을 거치기
앞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이 불가피함을 인식한다. 이러한 적응
의 불가피함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인지하기도 하지만 주변인이나 기업
과 같은 다양한 외부적 영향으로 인해 인지하게 되기도 한다.
이후 소비자들은 본격적으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적응해나가는 과정
을 거치는데, 가장 먼저 모바일금융서비스로부터 얻게 되는 혜택과 비용
에 대해 인식하고 그 것을 끊임없이 비교·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때 모바일금융의 혜택과 비용에 대한 초기 인식은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
서 변화하게 된다. 특히 초기에는 비용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혜택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혜택을 위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마다 모바일금융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게 변화되었
다. 그러나 위험에 대한 언급은 개인마다 그 정도만 상이할 뿐 모든 연
구참여자들에게 공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소비자들은 태도를 형성하게 되
는데, 수용적 태도와 저항적 태도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한 개인이 두 태도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인식과 태도의 형성 단계에서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체로 비용에 대한 인식과 저항적 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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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금융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각자의 요구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모바일금융 사용행동은 총 5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모바일금융을 수용
한 소비자의 경우 사용범위확장, 사용서비스 유지, 사용중단 행동을 보이
며 모바일금융을 수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 사용연기, 지속적 비수용
행동을 보이게 된다.
소비자들은 각자의 요구에 맞는 적응행동을 취한 후 모바일금융 환경
에서 자신이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제대
로 적응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을 경우 보다 나은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때 스스로가 잘 적응하고 있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첫째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나는 불편함을 느
끼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가, 둘째 나는 모바일금융서비스
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이다. 두 측면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소비자들은 자신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으며, 대부분은 현재보다 나
은 적응을 위하여 모바일금융에 대한 인식을 바꾸거나 금융이해력 또는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을 높이고자 노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스스로가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소비자들
중 일부는 현재 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체념한 채 적응을 포기하
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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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의 실증
본 절에서는 앞서 수행한 텍스트마이닝 분석과 질적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고 양적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론적
배경에 제시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의 개념적 모형을 구체
화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 실증모형
1) 소비자가 인식한 모바일금융의 혜택·비용 하위차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혜택과 비용 인식
을 명확히 함으로써 연구모형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관련 측정도구와 텍스트마이닝 분석 및 질적연구를 통
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모
바일금융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과 비용에 대해 소비자들이 실제로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변수 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지된 혜택과 관련한 측정도구 총 26개의 문항을 주성분 분석
과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인지된 혜택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
출된 요인들을 더욱 분명한 형태로 정제하기 위하여 요인부하량이 다른
요인과 .2 이하의 차이를 보이거나, 다른 요인부하량이 .4 이상으로 나타
난 문항을 제거하였다. 문항 제거 후 총 15개의 문항이 인지된 혜택 관
련 문항으로 도출되었고, 이는 전체 데이터의 70.4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출된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df=84) 값은 543.55로 0.00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으로 확인되었고, RMSEA 값은 0.072, TLI 값은
0.877, CFI 값은 0.902로 나타나 적절한 요인 구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요인에 대한 각 문항의 회귀계수를 살펴본 결과 각 요인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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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된 모든 문항이 해당 요인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설명함을 확
인하였다.
다음의 <표 4-10>은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된 혜택
에 대한 최종적인 요인분석 결과이다. 먼저 요인 1은 모바일금융서비스
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하고 최신의 정보가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인
식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요인

1은 ‘정보제공성’으로

명명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은 0.84로 나타나 포함된 문항들의 신뢰성이 확보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요인 2는 모바일금융을 사용하면 개인의 노력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
당 요인을 ‘시간·노력 절약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0.82로 나타나 포함된 문항들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 3은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이나 이용하는 방법이 매
우 쉬워 편리하다는 혜택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
으므로 ‘사용 용이성’으로 명명하였고, Cronbach’s α 값은 0.85로 나타나
포함된 문항들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요인 4는 모바일금융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격
적 혜택이나 금리 우대 등과 같은 경제적 혜택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
들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요인을 ‘경제적 혜택’으로 명명하였고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0.79로 나타나 포함된 문항들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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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인지된 혜택 요인분석 결과
항목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금융생활에 필요
한 정보와 기회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실시간 업데이트된
최신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나에게 필요한 정보
만을 알맞게 제공받을 수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지갑을 들고 다니는
수고로움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여러 카드를 들고 다
니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빨리 내가 원하는 업
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
여준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에는
많은 노력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는 이용 과정이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쉽다고 생
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추가 금리나 모바일
전용 쿠폰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과
할인정책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유값(eigen value)
요인 별 설명력(%)

1

2

3

4

.84

.23

.15

.20

.84

.24

.16

.10

.73

.22

.18

.32

.57

.12

.35

.25

.09

.79

.20

.12

.14

.75

.21

.04

.32

.68

.06

.27

.21

.65

.32

.32

.34

.59

-.05

.35

.11

.14

.86

.18

.19

.13

.84

.11

.23

.23

.80

.05

.15

.21

.12

.81

.19

.17

.11

.80

.30

.21

.15

.74

2.80

2.80

2.53

2.43

18.69

18.67

16.90

16.21

인지된 비용과 관련한 측정도구는 총 28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적으로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인지된 혜택과 마찬가지로 인지된 비용 요인들을 더욱 분명한
형태로 정제하기 위하여 요인부하량이 다른 요인과 .2 이하의 차이를 보

- 125 -

이거나, 다른 요인부하량이 .4 이상으로 나타난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
으로 15개의 문항이 인지된 비용과 관련한 문항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도출된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df=84) 값은 310.03으로 0.001의 유의수준에
서 유의한 값으로 확인되었고, RMSEA 값은 0.065, TLI 값은 0.946, CFI
값은 0.957로 나타나 적절한 요인 구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요인
에 대한 각 문항의 회귀계수를 살펴본 결과 각 요인에 할당된 모든 문항
이 해당 요인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설명됨을 확인하였다.
다음의 <표4-11>은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된 비용
에 대한 최종적인 요인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이 전체 데
이터의 73.7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을 ‘위험 비용’, ‘자기
결정 비용’, ‘노력 비용’, ‘시간적 비용’으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요인 1은 보안과 관련하여 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에 따른
위험, 금융사기에의 노출 위험, 기기 분실 위험 등을 모두 포함한 위험이
가져오는 비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위험비용’으로 명명하였
고,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 값은 0.90으로 나타나 포
함된 문항들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 2는 모바일금융서비스가 모든 금융업무 처리 과정을 스스로 결
정해야 하는 셀프서비스 기반 기술이라는 특성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
어려움과 같은 비용을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요인을 ‘자기결정 비용’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신
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0.87로 나타나 포함된 문항들의 신뢰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 3은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할 때 드는 다양한 노력들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노력 비용’으로 명명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Cronbach’s α 값은 0.72로 나타나
포함된 문항들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요인 4는 모바일금융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방법보
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시간적 부분에 대한 비용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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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요인을 ‘시간적 비용’으로 명명하였
다. 또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 값은 0.86으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표 4-11> 인지된 비용 요인분석 결과
항목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해커나 범죄자의 공
격으로 인해 나의 금융 거래가 위험해질 수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보안상 위험할
수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나의 금융거래 정보
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금융사기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모바일기기를 분실할
수 있다는 위험이 크게 느껴진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내가 스스로 처리해
야 하는 부분이 많아 불안하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스스로 결정해야 하
는 것이 많아 어렵게 느껴진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나의 실수로 인해 잘
못될까봐 불안하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들
을 수 없어 불안하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스스로 원하는 정보
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 어렵게 느껴진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법을
익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설치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노력이 든다고 생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처음에 다양한 정
보를 등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 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유값(eigen value)
요인 별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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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87

.19

.15

-.01

.87

.19

.22

.02

.83

.16

.28

.07

.82

.34

.06

.12

.70

.24

.26

.09

.22

.78

.11

.18

.15

.77

.24

.14

.29

.76

.13

.03

.28

.73

.11

.03

.12

.72

.30

.23

.20

.16

.82

.11

.25

.18

.79

.08

.28

.34

.66

.02

.07

.10

.18

.91

.06

.24

-.01

.88

3.78

3.35

2.17

1.76

25.17

22.36

14.48

11.72

2)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행동 구분
본 연구에서는 제 2 절에서 질적연구를 수행하여 도출된 모바일금융
서비스 사용행동 5가지 유형(사용범위 확장, 현재서비스 사용유지, 사용
중단, 사용연기, 지속적비수용)을 토대로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행동
을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행동은 다음의 <그림 4-3>과
같이 구분하였다. 먼저 모바일금융서비스 수용여부로 구분한 후 수용을
한 경우는 다시 ‘사용범위 확장’, ‘현재서비스 사용유지’, ‘사용중단’ 행동
으로 세분화 하였다. 또한 수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연기’ 행동과 ‘지속
적 비수용’ 행동으로 세분화 하였다.

<그림 4-3>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행동의 구분
수용여부는 조사 이전에 한 번이라도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한 경
험이 있는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세분화된 적응행
동은 5가지 적응행동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설문 응답자 스스로가 가
장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 보기를 고르도록 하여 구분하였다.
3)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결과 구분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결과는 잘 적응했는지 여부라 할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잘 적응했는지 판단하
는 기준을 모바일금융 환경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과 기능적 친숙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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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보았다7).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그림 4-4>와 같이 적응여부를 구
분하였는데, 기능적 친숙도와 심리적 안정감은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
였으므로 중간 점수인 3점을 기준으로 하여 모두에 대해서 3점을 초과한
경우 잘 적응한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아직 적
응하지 못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4-4>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여부 구분
4) 실증모형
본 연구에서는 제 2 장에서 기존의 이론들과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의 개념을 통합하여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을 설
명할 수 있는 개념적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실증을 위한 구체화
된 분석모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질적연구 결과와 인지된 혜택 및 비
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적용하였으며, 최종적인 실증모형은 다음의
7)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을 ‘소비자가 모바일금융 환경의
변화 속에서 스스로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행동을 해나가는 일련의 행동과정
과 이를 통해 모바일금융 환경에 대해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모바일금융서비
스 기능을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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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와 같다.

<그림 4-5>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 실증모형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은 적응과정과 적응결과를 모두 통
합하는 개념으로 적응과정에는 모바일금융에 대한 인식, 태도, 행동을 포
함한다. 구체적으로 모바일금융에 대한 인식은 인지된 혜택과 인지된 비
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인지된 혜택에는 경제적 혜택, 시간·노력 절약
성, 정보제공성, 사용 용이성이 포함되고 인지된 비용에는 노력 비용, 시
간 비용, 위험 비용, 자기결정 비용이 포함된다. 모바일금융에 대한 태도
에는 수용적 태도와 저항적 태도가 포함되며, 모바일금융에 대한 행동은
수용여부에 따라 구분한 후 세부적 행동을 구분하였는데 수용을 한 경우
에 나타나는 행동으로는 사용범위 확장, 현재서비스 사용유지, 사용중단
행동이 있고, 수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나는 행동으로는 사용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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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비수용 행동이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 태도, 행동으로의 적응과
정에서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조절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결과는 적응과정을 거쳐 도달하게 되는
상태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잘 적응했는지 여부라 할 수 있고, 이를 판
단하는 기준은 심리적 안정감과 기능적 친숙도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증모형을 기반으로 적응과정과 적응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적응과정 분석에서는 적응과정에 포함되
는 각 요소의 관계와 모바일기기 사용역량 및 금융이해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적응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소비자의 모바일금융에 대한 행동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
지 알아보았다. 이후 적응결과 분석에서는 모바일금융에 대한 심리적 안
정감과 기능적 친숙도 수준을 확인하고, 이들이 적응과정을 거쳐 나타난
모바일금융에 대한 행동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봄으
로써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잘 적응한 집
단의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집단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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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과정 분석
1) 기초통계 분석 결과
(1) 모바일금융에 대한 인식
모바일금융에 대한 인지된 혜택 및 비용의 하위 요인별 수준은 다음
의 <표 4-12>와 같다.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모바일금융에 대한 혜택
(평균값: 3.74)을 비용(평균값: 3.29)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인 하위구성 요소별 수준을 살펴보면 소비자는 인지된 혜택 중
에서도 시간·노력 절약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고(4.00), 경제적 혜
택(3.72), 사용 용이성(3.62), 정보제공성(3.5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
지된 비용 중에서는 위험 비용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고(3.64), 노력
비용(3.61)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결정 비용(3.05), 시간적 비용
(2.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2> 모바일 금융에 대한 인식
구분

인지된 혜택

요인

평균

SD

경제적 혜택

3.72

.68

시간·노력 절약성

4.00

.62

정보제공성

3.53

.68

사용 용이성

3.62

.76

3.74

.53

노력 비용

3.61

.66

시간적 비용

2.53

.91

위험 비용

3.64

.81

자기결정 비용

3.05

.78

3.29

.59

계

인지된 비용

계

(2) 모바일금융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수용적 태도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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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적 태도로 구성되며, 한 개인이 두 태도를 함께 가질 수 있다고 보았
다. 실증적으로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수준이 어떠한지를 확
인한 결과 소비자의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평균은
3.90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저항적 태도의 평균은 2.62점으로 비
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두 태도의 평균의 차이를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검증한 결과 두 태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소비자는 전반적으로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태도
중 긍정적인 태도를 더 높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13> 모바일금융에 대한 태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수용적 태도

3.90

0.65

저항적 태도

2.62

0.87

평균차이

t

상관계수

1.28

29.92***

-.52***

***p<.001, **p<.01, *p<0.05

(3)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행동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행동 유형별 비중이 어떠한지 확인한 결과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범위를 확장하는 형태의 행동을 보이는 소
비자는 전체 643명 중 50.7%(326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다. 또한 현재는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지만 앞으로 사용할 의
사가

있다는

사용연기

형태의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의

비중이

28.9%(186명)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소비
자행동 유형은 초기 사용 서비스만을 꾸준하게 사용하는 행동인 ‘사용
서비스 유지’ 유형이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91명으로 전체의
14.2%를 차지했다. 네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소비자행동 유형은 모
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용중단’ 유
형이었으며(33명, 5.13%).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 소비자행동 유형은
지금까지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해보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용할 의사
가 없다고 응답한 ‘지속적 비수용’ 유형이었다(16명,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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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행동 수준 및 변화
모바일금융에 대한

빈도

서비스

소비자행동

(%)

구분
뱅킹
카드
간편결제
투자
보험
간편송금
가계부
전자지갑
뱅킹
카드
간편결제
투자
보험
간편송금
가계부
전자지갑
뱅킹
카드
간편결제
투자
보험
간편송금
가계부
전자지갑

사용
범위
확장

수용
(N=441)

비수용
(N=202)

사용
서비스
유지

326
(50.7)

91
(14.2)

사용

24

중단

(3.7)

사용

186

연기
지속적

(28.9)
16

비수용

(2.5)
643

합계(%)

초기
평균 (SD)
3.80 (0.99)
2.83 (1.12)
3.32 (1.11)
2.04 (1.20)
1.78 (0.10)
3.18 (1.29)
2.50 (1.36)
2.50 (1.23)
3.80 (1.02)
2.61 (1.25)
3.18 (1.27)
1.85 (1.13)
1.52 (0.88)
3.18 (1.42)
1.99 (1.20)
2.11 (1.18)
3.39 (1.04)
2.33 (1.09)
2.94 (1.16)
1.83 (1.25)
1.33 (0.59)
2.50 (1.43)
2.00 (1.14)
1.94 (1.16)

현재
평균 (SD)
4.20 (0.73)
3.10 (1.12)
3.78 (0.96)
2.11 (1.23)
1.86 (1.11)
3.47 (1.48)
2.63 (1.44)
2.49 (1.25)
3.80 (1.02)
2.61 (1.25)
3.18 (1.27)
1.85 (1.13)
1.52 (0.88)
3.18 (1.42)
1.99 (1.20)
2.11 (1.18)
3.28 (1.18)
2.11 (1.08)
2.50 (1.20)
1.83 (1.25)
1.17 (0.38)
2.67 (1.46)
2.00 (1.24)
1.89 (1.08)

t
6.71***
4.19***
6.74***
1.40
1.82+
4.33***
2.45*
0.25

-0.49
-1.17
-1.51
0.00
-1.37
1.00
0.00
-0.37

(100)

***p<.001, **p<.01, *p<0.05
a, b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임.

구체적으로 각각의 소비자행동에 따른 모바일금융서비스별 사용 수준
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용범위 확장 형태의 행동을 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모바일 투자와 모바일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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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금융서비스의 등장을 처음 인식한 시점과 현재의 서비스 사용 수
준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즉 모바일 투자와 모바일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사용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하였으며 사용 주순은 모바일뱅킹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모바
일 간편결제, 모바일 간편송금, 모바일카드, 모바일 전자지갑 및 모바일
가계부, 모바일투자, 모바일 보험 순으로 나타났다.
모바일금융서비스 등장 초기에 사용한 서비스만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용 서비스 유지’ 행동 전략을 택한 소비자의 경우 각 서비스별 사용
수준은 모바일 뱅킹, 모바일 간편결제 및 모바일 간편송금, 모바일 카드,
모바일 전자지갑, 모바일 가계부, 모바일 투자, 모바일 보험 순이었다.
처음에 모바일금융서비스가 등장했을 때는 사용하다가 중간에 더 이
상 사용하지 않는 행동을 보인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서비스별 사용 수준
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사용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모바일금융서비스가 보편화 되면서 적극적으로 모바일금
융 환경에 적응해나가려는 행동인 사용범위 확장 행동을 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행동인 ‘사용중단’ 행동이나 모
바일금융서비스 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려 하는 ‘지속적 비수용’ 행동은 비
교적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
소비자의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 수준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5>와 같다.
금융이해력은 총 20점 만점으로 측정되었는데, 조사대상자의 평균 점
수는 12.70점이었다. 또한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은 총 7점 만점으로 측정
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평균 점수는 5.58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이
해력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백분위 표준점수8)로 환산하였으
며, 그 결과 금융이해력이 59.47점,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79.74점으로
나타나 금융이해력보다는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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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의 모바일기기 사용역
량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그에 비해 금융이해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다.

<표 4-15> 금융이해력 및 모바일기기 사용역량
평균 (SD)

100점 환산점수 (SD)

금융이해력(20점)

12.70 (3.96)

59.47 (22.01)

모바일기기 사용역량(7점)

5.58 (2.12)

79.74 (30.29)

2) 구조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 모형
(<그림 4-5>) 중 적응과정에 대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각 요소
별 영향을 확인하고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모바일금융 환
경에서의 적응과정에서 조절효과를 갖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소비자의 모바일금융에 대한 행동은 크
게 수용여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과정에 포함되는 각 요소별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기저모형 분석을 실시한 후 금융이해력과 모바일
기기 사용역량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은 50점을 기준으로 높고 낮은
집단을 구분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
역량의 조절효과가 적응과정 중 어떤 경로에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의 각 경로계수가 집단 간 동일하다는 등가제약을 모든
경로에 대해서 각각 설정한 후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과 경로
계수의 차이를 검정함으로써 집단 간의 경로계수 차이가 어떠한 경로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8)

 × 관측값  최저점
백분위 표준점수  
최고점  최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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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저모형 분석
먼저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과정에 해당하
는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 인식, 태도, 적응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활용역량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χ
2

/df

값이

2.57(χ2=877.72,

df=341)로

3보다

작게

나타났고,

RMSEA=0.050, CFI=0.955, TLI=0.943으로 적절한 수치를 보여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각 요인의 관계는 다음의 <표 4-16>과 같다.

<표 4-16> 구조모형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
수용적 태도

←

저항적 태도

←

수용여부
(수용하지
않음=0)

계수
.74
-.30
-.34
.69

t

p

13.07
-8.18
-8.59
15.26

***
***
***
***

수용적 태도

.24

5.13

***

저항적 태도

-.15

-3.34

***

인지된
인지된
인지된
인지된

혜택
비용
혜택
비용

←

***p<.001, **p<.01, *p<0.05

먼저 인지된 혜택과 인지된 비용은 모두 수용적 태도와 저항적 태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지된 혜택은 수용적 태
도에 양(+)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저항적 태도에는 음(-)의 영향을 미쳤
고, 인지된 비용은 반대로 수용적 태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저항적 태도에는 양(+)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수용적 태도는 수용하지 않음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적응행동
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고 저항적 태도는 음
(-)의 영향을 미쳐 수용적 태도가 높을수록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실질적
으로 수용하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저항적 태도가 낮을수록
수용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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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 조절효과 분석
다음으로 금융이해력 및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의 소비자적응과정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그리고 금융이해력 및 모
바일기기 사용역량이 적응과정에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한다면 어떠한 경
로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7>).
분석결과 인지된 혜택이 수용적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저항적 태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음
(-)의 영향을 미치는 것과 인지된 비용이 수용적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저항적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
량 수준 차이에 따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표 4-17> 금융이해력 및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의 조절효과
경로
고

금융이해력
저
Δχ2

모바일기기 사용역량
고
저
Δχ2

혜택
비용
혜택
비용

.66***
-.35***
-.35***
.66***

.96***
-.59***
-.42***
.82***

1.39
4.24*
.55
5.55**

.70***
-.27***
-.24***
.71***

.90***
-.55***
-.51***
.86***

.02
4.58**
2.19
3.01*

수용적 태도

.21***

.18*

.00

.22***

.18*

.00

저항적 태도
-.23***
않음=0)
***p<.001, **p<.01, *p<0.05

-.12*

3.79

-.14**

-.20*

.10

수용적
태도
저항적
태도
수용여부
(수용하지

인지된
인지된
인지된
←
인지된
←

←

그러나 인지된 비용이 수용적 태도와 저항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금융이해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 수용적 태도에 대한 인지
된 비용의 영향력은 -.35(p<.001)인 반면 금융이해력이 낮은 집단은
-.59(p<.001)로 나타났으며 이 두 경로계수는 0.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금융이해력이 낮은 집단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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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이해력이 높은 집단 보다 인지된 비용이 수용적 태도에 더 큰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수준의 비용을 인식하더라도
금융이해력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보다 이로 인해 수용적 태도가 더욱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지된 비용이 저항적 태도에 미
치는 영향에도 금융이해력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0.01 유의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고: .66, 저: .82), 금융이해력이 낮은 집단
이 높은 집단보다 인지된 비용이 저항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금융이해력이 높고 낮음에 따라 인지된 비용의 태도에 대
한 영향력이 달라져 인지된 비용의 태도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금융이해
력의 조절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반면 인지된 혜택의 태
도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는 금융이해력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태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각 금융이해력 집단 간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아 조절효과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식과
태도의 관계에서 금융이해력이 이미 조절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의 수준에 따른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과 인지된
비용의 태도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앞서
확인한 금융이해력의 수준에 따른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와 같은 결과로
모바일기기 사용역량 역시 인지된 비용의 태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만
조절효과를 보였고 인지된 혜택의 태도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는 조절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행동에 대한 각 태도의 경향에 있어서도 모
바일기기 사용역량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높은 소비자
집단의 경우 인지된 비용의 수용적 태도에 대한 영향은 -.27(p<.001), 인
지된 비용의 저항적 태도에 대한 영향은 .71(p<.001)로 나타났다. 반면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낮은 소비자 집단의 경우 인지된 비용의 수용적
태도에 대한 영향은 -.55(p<.001), 인지된 비용의 저항적 태도에 대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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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86(p<.001)으로 나타나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 보다 인지된 비용의 태도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금융이해력 집단 간 차이와 비슷한 결과이다.
즉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과 비
교했을 때 인지된 혜택으로 인한 태도 변화는 차이가 없지만 인지된 비
용으로 인한 태도 변화는 차이가 나타나며, 두 집단이 같은 수준으로 비
용을 인식하더라도 금융이해력이나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낮은 집단은
그로 인해 더욱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태도가 변화된다는 것이다. 반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을 가진 소비
자들은 낮은 수준의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을 가진 소비자들
과 같은 수준으로 비용을 인식하더라도 지나치게 부정적 태도가 형성된
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어느 정도 상쇄한
태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
기 사용역량이 모바일금융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비용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모바일금융
에 대한 부정적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행동 유형별 특성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과정은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
의 인식을 시작으로 태도 형성, 행동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각각의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행동 유형별로
소비자의 특성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18>과 같다9).

9) 성별과 연령을 제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거주 지
역)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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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행동 유형별 특성 차이
단위: 명(%), 평균
비수용 (N=202)
지속적
비수용
성
별

여
남

연령
인지된
혜택
인지된
비용
수용적
태도
저항적
태도
금융
이해력
(100점)
모바일
기기
사용역량
(100점)

사용
연기

수용 (N=441)
사용
사용
사용
서비스
범위
중단
유지
확장
N=24
N=91
N=326

N=16

N=186

11(68.8)
5(31.3)

78(41.9)
108(58.1)

11(45.8)
13(54.2)

53(58.2)
38(41.8)

169(51.8)
157(48.2)

45.38
b
3.09
a
3.54
b
2.63
a
3.61
c

40.91
b
3.72
c
3.44
b
3.69
c
2.61
b

37.92
a
3.34
b
3.61
b
3.29
b
2.72
b

37.63
a
3.67
c
3.18
a
4.04
d
2.19
a

39.24
a
3.84
c
3.21
a
4.10
d
2.14
a

64.58

57.59

49.77

59.10

61.11

b

a

a

a

b

62.50

71.66

69.64

82.73

85.10

a

a

a

b

c

전체

χ2 /F

N=643
322(50.1)
321(49.9)

10.17*

39.60

2.62***

3.74

13.93***

3.29

6.14***

3.90

43.35***

2.34

21.61***

59.47

2.20*

79.74

8.42***

***p<.001, **p<.01, *p<0.05
a, b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임.

먼저 모바일금융에 대해 비수용 행동을 보이는 집단 중 지속적으로
비수용하는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68.8%), 사용을 연기하는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
집단은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58.8%). 또한 수용 후 적응행동 중에서는
사용을 중단하는 적응행동을 보인 소비자 집단은 남성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고(54.2%), 사용 서비스 유지 행동은 여성의 비율(58.2%)이 비교적
높았으며, 사용범위 확장 행동에 대해서는 남성(48.2%)과 여성(51.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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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용 여부에 따라 연령의 차이가 나타났
는데 수용을 하지 않은 상태의 소비자 연령(비수용: 45.38세, 사용연기:
40.91세)이 모바일금융을 수용한 소비자 연령(사용중지: 37.92세, 사용유
지: 37.63세, 사용범위확장: 39.24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소비자행동 유형에 따라 모바일금융이 제공하는 혜택 인식 수준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지속적으로 비수용하는 집단이 혜택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2.63), 그 다음으로 수용을 하였으나 현
재는 사용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소비자 집단(3.34)이 혜택을 낮게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
가 있는 사용 연기 집단(3.72), 사용 서비스 유지 집단(3.67), 사용범위 확
장(3.84) 집단의 인지된 혜택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용에 대한 인식 수준 역시 각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수용을 하지 않는 집단(지속적 비수용: 3.54, 사용연기: 3.44), 그리고
수용한 집단 중에서도 사용중지 행동을 보인 집단(3.61)이 현재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 유지 집단(3.18)과 사용범위 확장 집
단(3.2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모바일금융서비스의 비용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용적 태도와 저항적 태도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수용
적 태도는 지속적 비수용 행동을 보인 소비자 집단이 2.63으로 가장 낮
았고, 사용 중지(3.29), 사용연기(3.69) 순으로 높아졌으며 사용서비스 유
지(4.04)와 사용범위 확장(4.10)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항적 태도의 경우 역시 사용서비스 유지(2.19)
와 사용범위 확장(2.14)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 집단 사이에는 유의한 차
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두 집단이 가장 낮은 저항적 태
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용중단(2.72)과 사용연기(2.61) 집단이
그 다음을 이었고, 지속적 비수용 집단(3.61)의 저항적 태도가 가장 높았
다.
마지막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

- 142 -

량 수준이 소비자행동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았으며,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속적 비수용 집단(64.58)과
사용범위 확장 집단(61.11)의 금융이해력이 사용연기(57.59), 사용중지
(49.77), 사용유지(59.10) 집단의 금융이해력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곧 금융이해력은 소비자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함을 알 수 있는데,
금융이해력이 높은 소비자는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행
동을 보이거나, 혹은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수용한 이후에도 사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각 집단별 모바일기기 사용역량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현재 모
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지속적 비수용,
사용연기, 사용 중단)가 현재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행동을 보이
는 소비자(사용유지, 사용확장)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현재 모바일금융서
비스를 사용하는 적응행동을 보이는 소비자 중에서도 사용 서비스만을
유지하는 소비자 집단의 모바일기기 사용역량 평균점수는 82.73점으로
나타나 사용범위를 확장하는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 집단(85.10)보다 유
의하게 낮았다.
결과적으로 지속적 비수용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 집단의 특성은 연령
이 높고, 모바일금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금
융이해력은 높으나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은 낮다는 특성을 가진다. 즉 지
속적 비수용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들은 금융에 대한 이해는 높지만 모바
일 기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연령대가 높은 집단의
특성을 보인다.
사용연기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 집단의 특성은 연령이 높고, 모바일금
융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가 부정적 인식과 태도 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모두 낮은 특성
을 갖고 있다. 즉 이들은 모바일금융이 제공하는 혜택을 높게 인지하고
있고,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
기 사용역량이 낮아 사용을 연기하는 집단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사용중단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 집단은 연령이 낮고, 혜택보다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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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저항적 태도보다는 수용적 태도를 더 크게 보
이며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이들은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지만, 금융이해력과 모
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낮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용을 중지
하는 행동을 보이는 집단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사용서비스 유지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 집단과 사용서비스 범위 확장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 집단의 경우 그 특성이 거의 유사한데, 이 두 집
단 모두 연령이 낮고,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두 집단은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 능
력에 차이가 존재했는데, 사용범위를 확장하는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 집
단이 사용서비스를 유지하는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 집단보다 금융이해력
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높다는 특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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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결과 분석
1) 기초통계 분석 결과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은 적응과정을 거쳐 적응결과에 도
달하게 되는 것으로, 여기서 적응결과는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소비자가
잘 적응했는지 여부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모바일금융 환경에 대한 심
리적 안정감과 기능적 친숙함을 느끼는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
다. 즉 심리적 안정감과 기능적 친숙함 모두에 대해서 높은 수준을 보이
는 소비자들은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은 아직 잘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
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의 모바일금융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과 기능적
친숙도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4-19>와 같다. 소비자가 느끼
는 모바일금융 환경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수준의 평균은 3.37점, 기능적
친숙도 수준의 평균은 3.38점으로 나타나 둘은 비슷한 수준이었고 전반
적으로 보통의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잘 적응한 소비자가 많지 않아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표 4-19>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 결과
평균

SD

심리적 안정감

3.37

.61

기능적 친숙도

3.38

.59

2)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행동 유형별 적응결과 수준 차이
이어 모바일금융에 대한 행동 유형에 따라 적응결과 즉 심리적 안정
감과 기능적 친숙도 수준이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 각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행동 유형에 따라 적응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대체로 수용을 하지 않는 행동 유형(지속적 비수용,
사용연기)이 수용을 한 행동 유형(사용중지, 사용서비스 유지, 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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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보다 심리적 안정감과 기능적 친숙도가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먼저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서는 지속적 비수용(2.91), 사용
연기(3.18), 사용중단(3.10) 행동 유형이 사용서비스 유지(3.53), 사용범위
확장(3.48) 행동 유형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기능적 친숙도의 경우 사용
유지(3.41), 사용범위 확장(3.56)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용연기
(3.15), 사용중단(3.08) 집단이 그 뒤를 이었으며, 지속적 비수용 집단
(2.74)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행동 유형별 적응결과 수준 차이
비수용
지속적
비수용

사용
연기

사용
중단

N=16

N=186

N=24

수용
사용
서비스
유지
N=91

심리적
안정감

2.91

3.18

3.10

3.53

3.48

a

a

a

b

b

기능적
친숙도

2.74

3.15

3.08

3.41

3.56

a

b

b

c

c

사용
범위
확장
N=326

전체

F

N=643
3.37

12.52***

3.38

23.19***

***p<.001, **p<.01, *p<0.05
a, b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임.

결과적으로 현재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행동인 사용서비스 유
지 행동과 사용범위 확장 행동 유형이 다른 적응행동 유형에 비해 심리
적 안정감과 기능적 친숙도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모바일금융을 수용하지 않거나(지속적 비수용, 사용연
기), 수용했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사용중단 행동 유형은 모바일
금융 환경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스스로가
모바일금융의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도 적절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적응은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의 요구에 맞는 행동을 취하
고난 이후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기능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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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태에 도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마다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잘 적응하기 위하여 취하는 바람직한 행동이 다를 수 있으며, 사회 전체
적으로 소비자들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잘 적응한 상태에 도달했을 경
우 각 행동별 심리적 안정감과 기능적 친숙도가 차이 없이 높게 나타나
게 될 것이다.
그러나 <표 4-20>에서 확인했듯이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기능적 친숙도는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소비자의
행동 유형에 따라 그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제 2 절 질
적연구 결과를 통해 해석해볼 수 있다. 즉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
자적응은 일회적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스러운 적응결과에 도달하기
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며 일어나는 순환적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
소비자들은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적응해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반
적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기능적 친숙도가 높지 않은 수준으로 각 행동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제 2 절 질적연구 결과에서는 아직 스스로가 모바일
금융 환경에서 완전히 적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
이 체념해버리고 적응을 포기하거나, 더 나은 적응을 위하여 노력하는
두 가지 양상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적응결과의 수준이 낮게 나
타나는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아직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스
스로의 상태에서 체념하지 않고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보다 나은 적응결
과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잘 적응해나가고 있는 소비자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 여부에 따른 소비자특성 차이
모바일금융 환경에 잘 적응한 소비자들은 그렇지 못한 소비자들과 어
떠한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21>과 같다.
먼저 모바일금융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과 기능적 친숙도 수준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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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을 초과하여 현재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잘 적응하였다고 구분된 소비
자는 182명으로 전체 643명 중 28.3%로 나타났다. 반면 잘 적응하지 못
한 소비자는 461명(71.7%) 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아직 모바일금융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1> 적응여부에 따른 집단 간 특성 차이
단위: 평균(SD), 명(%)
잘 적응하지
못함
(N=461)

잘 적응함
(N=182)

전체
(N=643)

t

3.62 (.51)

4.05 (.43)

3.74 (.53)

10.06***

경제적 혜택

3.63 (.64)

3.97 (.71)

3.72 (.68)

5.93***

시간·노력 절약성

3.85 (.60)

4.37 (.49)

4.00 (.62)

10.40***

정보다양성

3.43 (.67)

3.77 (.67)

3.53 (.68)

5.78***

사용 용이성

3.48 (.76)

3.98 (.62)

3.62 (.76)

7.98***

3.39 (.56)

3.04 (.61)

3.29 (.59)

-6.97***

노력 비용

3.59 (.64)

3.66 (.72)

3.61 (.66)

1.16

시간 비용

2.69 (.88)

2.11 (.88)

2.53 (.91)

-7.61***

위험 비용

3.66 (.75)

3.61 (.91)

3.64 (.81)

-1.20

자기결정 비용

3.22 (.73)

2.62 (.73)

3.05 (.78)

-9.49***

수용적 태도

3.75 (.64)

4.30 (.47)

3.90 (.65)

10.67***

저항적 태도

2.59 (.86)

1.71 (.48)

2.62 (.87)

-13.13***

사용범위 확장

202 (62.0)

124 (38.0)

326 (100)

사용서비스 유지

63 (69.2)

28 (30.8)

91 (100)

사용중단

22 (91.7)

2 (8.3)

24 (100)

사용연기

160 (86.0)

26 (14.0)

186 (100)

지속적 비수용

14 (87.5)

2 (12.5)

16 (100)

금융이해력(100점)

57.13
(23.34)

65.38
(16.87)

59.47
(22.01)

4.34***

모바일기기
사용역량(100점)

74.03
(32.96)

94.19
(14.16)

79.74
(30.29)

7.96***

인지된 혜택

인지된 비용

모바일
금융에
대한
소비자
행동

***p<.001, **p<.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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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9***

또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이미 잘 적응한 소비자 집단의 특성을 살
펴본 결과 아직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 집단에 비해서 전반적
으로 모바일금융이 제공하는 혜택을 높게 인식하고, 비용은 낮게 인식하
고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용적 태도는 비교적 높고 저항적 태도는
비교적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 즉, 대체로 잘 적응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모바일금융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높게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비용에 대한 인식은 잘 적응한 소비자들이 잘 적응하지 못한 소비자
들에 비해 더 낮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하위차원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비용에 대한 인식의
하위차원 중에서 위험비용이나 노력비용에 대해서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집단과 잘 적응한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잘 적응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모든 비용적 측면에 대해서 낮게
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비용이나 노력비용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소비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현재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소비자집단은 대체로 모
바일금융에 대한 행동 중에서도 ‘사용범위 확장’이나 ‘사용서비스 유지’와
같은 현재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행동을 보이는 비중이 높았다.
반면 잘 적응하지 못하는 집단의 경우 잘 적응한 집단에 비해 ‘사용중단’
이나 ‘사용연기’, ‘지속적 비수용’과 같이 이는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
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잘 적응하고 있는 소비자집단은 그렇지 않은 소비자집단보다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이해력 모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통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에 있어서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이 둘에 대해 높은 수준을 가진 소비자들이 모바일금융에서 더
잘 적응해나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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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높은 소비자들의 경우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 모바일금융을 수용하도
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이해력이나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낮은 소비자들의 경우 무작정 모바일금융을 수용
하도록 하는 요인들을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교육을 통한 금융이
해력 또는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의 증진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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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결과적으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 모형은 다음의 <그림
4-6>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그림 4-6>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 모형
먼저 적응과정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을 통하여 인지된 혜택과 인지된
비용은 모두 수용적 태도와 저항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수용적 태도
와 저항적 태도는 모두 모바일금융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인지된 혜택이 수용적 태도에는 정(+)적인 영향
을, 저항적 태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지된 비용이 수용적 태
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저항적 태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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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수용적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저
항적 태도 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자가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수용할 가능성
이 높아졌다. 이를 통해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모바일금융에 대한 혜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용에 대한
인식을 낮춤으로써 수용적 태도 수준을 높이고 저항적 태도 수준을 낮추
도록 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의 경우 소비자의 모바일금융 환경
에서의 적응과정에서 비용에 대한 인식을 통해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
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적응과정 경로에서는 금
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모바일금융에 대해 같은 수준으로 비용적 측면을 인식하
더라도 스스로가 가진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에 따라 태도
변화 수준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으며,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
량 수준이 낮은 소비자들의 경우 비용에 대한 인식이 더욱 모바일금융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크게 형성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의
모바일금융에 대한 적절한 태도 형성을 위해서는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
기 사용역량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적응과정을 거쳐 나타나게 되는 모바일금융에 대한 행동 유
형별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지속적 비수용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들은 금융에 대한 이해는 높지만 모바일 기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연령대가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사용연기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들은 모바일금융이 제공하는 혜택을 높게
인지하고 있고,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낮아 사용을 연기하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중지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들의 경우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해 긍정
적 태도를 갖고 있지만,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낮아 적절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용을 중지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서비스 유지 행동과 사용서비스 범위 확장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 집
단의 경우 모두 연령이 낮고,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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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두 집단은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 능력에 차이가 존재했는데, 사용범위를 확장하는 행동을 보이는 소
비자 집단이 사용서비스를 유지하는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 집단보다 금
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높다는 특성이 나타났다.
또한 적응결과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모바일금융에 대한 행동 유형별
로 심리적 안정감과 기능적 친숙도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각 행동유형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수준도 보통 수준에 머
물러 있었다. 이는 곧 소비자들이 아직 모바일금융 환경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에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잘 적응한 소비자의 비율은 전체의
2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잘 적응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잘 적응한 소비자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바일금융에 대해 긍정
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수용한 비율
이 상당히 높았다. 이는 곧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하므로 수용하지 않는
행동인 지속적 비수용, 사용연기, 사용중단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들이 모
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으로 각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들의 특성에 따라 지속적 비수용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들에게는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모바일금융 기술
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연기 행동이나 사용중단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금융이
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 수준을 높여 모바일금융서비스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잘 적응한 소비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보다 금융이해
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
로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은 소비자가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적응해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바일
금융서비스 환경에서 잘 적응했는지 여부와 같은 적응결과는 수용여부에

- 153 -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단순히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잘
적응한 상태에 도달하기 힘들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의 수준
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소비자들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보
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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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모바일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의 금융환경이 변화
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가 더 이상 피해가기 힘든 중요한 흐름으로 자
리 잡고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는 소비자의 적절한 적응을 요구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적응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적응의 개념을 정의하고,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
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봄으로써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효과적으로 적응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제언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적응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소비자적응을
개념화한 후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
확히 하였으며, 그 개념과 다양한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모바일금융 환
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의 개념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를 확인하였다. 먼저 텍스트마이닝 분석방법을 통해 모바일금융이 등장
한 초기부터 최근까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거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전반적인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모바일금융 환경에 대한 반응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후 질적연구 방법을 통하여 거시
적 시각에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모바일금융 환경에 대해 느끼는 소비자
의 인지적·감정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의 소비자적응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개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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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 제시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의 과정을 정교화하
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나타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
고 소비자조사를 실시하여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 모형을 구
체화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의 소비자적응 모형을 일반화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모바
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현황을 파악하고 적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정의
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은 단순히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수
용하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간 개념으로, 적응과정과 적응
결과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소비자가 모바일금융 환경의 변
화 속에서 스스로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행동을 해나가는 일련의 행동과
정과 이를 통해 모바일금융 환경에 대해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모바일금
융서비스 기능을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은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존

재를 알게 된 소비자가 모바일금융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과 비용에 대
한 인식을 기반으로 태도를 형성하고 스스로에게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적응과정과 이후 도달하게 되는 적응결과를 포함한다. 여기서 적응결과
는 소비자가 모바일금융 환경에 잘 적응했는지 여부이며 판단 기준은 모
바일금융 환경에 대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모바일금융서비스의 기능
적 측면에 대해서 친숙함을 갖게 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모바일금융에 대한 인식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금
융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인지된 혜택과 인지된 비용으로 구분하고 하
위구성요소를 도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모바일금융에 대한 인지된 혜택
의 하위구성 요소는 경제적 혜택, 시간·노력 절약성, 정보다양성, 사용용
이성이 도출되었고, 인지된 비용의 하위구성 요소는 노력 비용, 시간 비
용, 위험 비용, 자기결정 비용이 도출되었다. 또한 이러한 모바일금융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모바일
금융 등장 초기에는 비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많이 인식하고 의견 공
유가 다양하게 되었다. 반면 혜택의 경우 초기에는 대체로 경제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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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비용 측면보다는
모바일금융서비스의 혜택이나 사회적 변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
는 경향을 보였다. 비용 측면 중에서 초기에 느꼈던 귀찮음, 불편함, 어
려움과 관련한 인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들었고 대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다양한 혜택을 인식하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
소비자의 모바일금융에 대한 태도의 경우 소비자들은 모바일금융에
대해서 수용적 태도와 저항적 태도 중 어느 한 태도만 보이는 것이 아니
라 두 태도를 복합적으로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특히 소비자
의 경험이나 생각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질적연구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각자가 인식하는 혜택
과 비용의 정도가 상이하였으며, 그에 따라 보이는 태도도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지금껏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대체로 수용적 태도와
저항적 태도를 반대의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으나, 본 연구의 결과
는 수용적 태도와 저항적 태도를 별개의 개념으로 따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행동은 단순히 수용과 거부로 양분되는 것
이 아니라 수용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용범위 확장’, ‘사용 서비스 유
지’, ‘사용중지’, ‘사용연기’, ‘지속적 비수용’과 같은 적응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껏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
자 적응행동을 단순히 수용과 비수용으로 구분한 것에서 한 발짝 더 나
아간 것으로 소비자행동을 세분화하여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적응결과는 적응과정을 거쳐 도달하게 되는 것으로 적응여부를 의미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적응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바일금융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과 기능적 친숙도 수준이라 보았다. 특히 질적연구 결과
소비자는 적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모바일금융 환경에 잘 적응
하였는지 평가하게 되는데, 이 때 스스로가 제대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는 보다 모바일금융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 적응 과정을 반복하며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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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자신의 상태를 체념하고 모바일금융 환경의 수용을 포기하기도 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이 일회적 과정
이 아닌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이며, 현재 적응결과가 만족스럽지 못
할지라도 적응요소의 변화를 통해 보다 나은 적응결과로 발전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전반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비용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약
해지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금융이 가지는 보안적 측면에
대한 위험성은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부분이었다. 이
러한 결과는 텍스트마이닝 분석, 질적연구, 양적연구 모두에 걸쳐 공통적
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에서는 키워드 분석 결과
보안과 관련한 다양한 키워드들이 모든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났
으며, 토픽분석 결과에서도 ‘보안위험’ 토픽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상에서 모바일금융의 보안위험과 관련한 글을 꾸
준하게 게재하며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해왔음을 의미한다.
질적연구 결과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모바일금융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강하게 인식했던 부분이 모바일금융의 위험성이었다고 이야기하였
다. 또한 이러한 위험관련 인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뎌지기도 하고,
오히려 강화되기도 하였으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무뎌졌다고 이야기하는
연구참여자들도 위험성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언급
하였다. 즉, 모바일금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성향이나 생각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질수도, 강화될 수도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기
는 어려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양적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다양한 인
지된 비용 요소 중에서도 위험비용 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적응결과에 따라 소비자를 모바일금융 환경에 잘 적응한
집단과 잘 적응하지 못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특성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도 위험비용에 대한 인식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 없이 높게 나타났
다. 이는 모바일금융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소비자들도
다른 비용적 부분에 대한 인식은 낮게 나타나도 여전히 위험비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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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높게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들은 모두 소비자들이 모바일금융서비스 환경에서 다양한
비용 중에서도 불편함이나 어려움 보다는 위험으로 인한 불안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반증하는 결과이다. 또한 위험으로 인한 불안이
계속해서 언급되거나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모바일금융서비스의 보안적
측면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형성되어있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
서 앞으로 모바일금융서비스가 보다 보편화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안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과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모바일금융서비
스를 수용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잘 적응하고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1/4
정도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소비자들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적응
행동이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이들이 완전히 적응한 상태
에 있다기 보다는 대부분이 아직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적응해나가는 과
정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 가지의 모바일금융에 대한 소비자행동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 모
바일금융서비스가 보편화 되면서 적극적으로 모바일금융 환경에 적응하
려는 행동인 사용범위 확장 행동을 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고, 그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행동인 ‘사용중단’ 행동이나 모바일금융서비스 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려 하는 ‘지속적 비수용’ 행동은 비교적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들의 행동
이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행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긍정적인 수
준의 적응결과에 도달해야만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적절하게 적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기능적 친숙도의 경우 그 수
준이 보통정도 수준에 머물러있고, 행동 유형에 따라 수준 차이가 나타
나고 있었다. 또한 소비자를 모바일금융 환경에 잘 적응한 집단과 잘 적
응하지 못한 집단을 구분해 보았을 때 잘 적응한 소비자 집단의 비율이
전체의 28.3%밖에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질적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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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는 아직 스스로가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완전히 적응하고 있지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체념해버리고 적응을 포기하거나, 더
나은 적응을 위하여 노력하는 두 가지 양상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아직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많음을
감안할 때 이들이 스스로의 상태에서 체념하지 않고 모바일금융 환경에
서 보다 나은 적응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
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할 수 있다.
넷째,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잘 적응해나가기 위해서는 모바일금융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모바
일금융을 수용한 집단이 수용하지 않은 집단보다 모바일금융 환경에 대
해서 더 높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모바일금융에 대한 기능적 친숙
도도 더 높았다.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분류된 소비자들의 특성을
확인해본 결과 이들은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모바일
금융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금융이해력과 모바
일기기 사용역량 수준이 높았으며,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수용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금융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고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단순히 소비자들을 모바일금융서비스
수용으로 이끄는 것만이 이들을 잘 적응하도록 하는 방안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모바일금융은 전문적인 분야라는 금융의 특성과 사용
역량이 필요하다는 기술적인 특성이 혼합된 것으로, 모바일금융 환경에
서 적응하는데 있어서는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 모두가 갖춰
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은 소비자의 비용에 대한 인식이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같은 수준으로 비용에
대해 인식을 갖게 되더라도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낮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모바일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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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과 같은
수준으로 인식을 갖고 있더라도 태도가 더욱 큰 폭으로 변화하지만, 반
대로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높은 집단은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어느 정도 상쇄한 태도를 갖게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에 대한 교육을 통해 소
비자들이 외부의 자극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잘 적응한 소비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보다 금융이해
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
로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은 소비자가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적응해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모바
일금융 환경에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일 것이
며, 소비자의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의 수준을 고려한 적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결론적으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은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나며 이를 ‘P-A-B-R(PerceptionAttitude-Behavior-Result) 소비자적응모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즉 모
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은 적응과정과 적응결과를 아우르는 포
괄적인 개념으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은 인식-태도-행동적응결과의 순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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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 모형
: ‘P-A-B-R 소비자적응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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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아직 적절히 적응하지 못한 소비들을 찾
고, 각 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적응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특
히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정감과 기능적 친숙도 모두에 대해 높은 수
준을 보이지 않은 경우 아직 모바일금융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로 보았는데, 그 비율이 전체의 71.7%에 달했다. 따라서 이
들이 모바일금융 환경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소비자들이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
한데, 각각의 모바일금융에 대한 행동 유형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전략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먼저 지속적 비수용 행동을 보이는 소비
자들에게는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모바일금융 기술에 대해 긍
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연기 행
동이나 사용중단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금융이해력과 모바
일기기 사용역량 수준을 높여 모바일금융서비스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
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의 수준은 소비자들이 모바일
금융 환경에서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인데, 먼저 아직 모바일금융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 소비자들 중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수용하지 않고,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
이 모두 높은 소비자들은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
야 할 것이다. 이 때 모바일금융 수용을 위해서는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한 혜택 인식은 높이고, 비용 인식은 낮춤으로써 수용적 태도 수준을
높이고, 저항적 태도 수준은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금융이해력이나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낮은 수준인 비
수용자의 경우 무작정 모바일금융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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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들의 경우 교육을 통한 금융이해력 또는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의
증진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잘 적응하지 못한 소비자들 중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수용한 경우에도 금융이해력 또는 모바일기기 사용
역량 수준이 낮은 소비자들에게는 금융이해력과 모바일기기 사용역량 수
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선행된 후 적응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보안과 관련한 부분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강화되고 발전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모바일금융의 위험성에 대
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전반
에 걸쳐 소비자들은 모바일금융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과 같은
보안적 측면에 대한 위험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보안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부담을 명확히 하고 사후적 구제 방안을 강화하는 등의
관련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소비자들이 전반적으로 모바일금융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모바일금융의 보안적 측면에 대한 신뢰가 제
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발생했던 다
양한 보안관련 문제들로 인해 형성된 선입견이 지속되어왔거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그러한 인식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
최근 다양한 기술의 발전은 보안관련 위험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단순히 모바일금융은 위험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모바일금융의 위험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금융 관련 산업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에게 모바일금융서비스 사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과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소비자들은 모바일금융
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과 비용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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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과 비용에 대한 인식은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행
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엔 소비자가 모바일금융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 특히 금융이해력이나 모바일기기 사용
역량이 낮은 소비자의 경우 인식은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금융이해력이나 모바일기기 사용역량이 낮은 소비자는 외부의 자극
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조
건적으로 모바일금융서비스의 혜택적 측면만 강조하기보다는 혜택과 비
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안관련 기술의 발
전과 개인정보와 관련한 처리에 있어서 정보비대칭성 해소가 요구된다.
보안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안전성 향상은 소비자들이 모바일금융 사
용 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 기업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
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에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모바일금융에 대한 반응의 전반적 흐름
을 살펴보기 위하여 하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커뮤니티와 SNS를 대상
으로 분석자료를 더욱 다양하게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일반화된 결
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 시
점인 2016년 11월 말 까지의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국내
의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비롯한 다양한 모바일금융 관련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최근의 자료까지 포함하
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소비자적응’의 개념을 소개하는 기초적인 연구로 그
개념정의가 아직 정교화 되지 못 했다. 후속연구에서 소비자적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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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연구를 보다 다양하게 수행함으로써 소비자적응의 개념과 그 구성
요소들을 보다 명확하게 해 나가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을 설명
할 수 있는 ‘P-A-B-R 소비자적응모형’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모형은 모
바일금융 환경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
해나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비자가 지속
적으로 변화하는 소비환경의 변화에서 끊임없이 적응해나가는 주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화된 모형이 구축되
어 체계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P-A-B-R 소비자적응모형’
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들을 축적함으로써 이를 일반화하여 소비자적응
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모바일금융 환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소비자적응에 관한
연구 역시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수행되어 자료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기술수용과 관련한 다양한 이
론들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
응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모바일금융 환경이 소비자의 생활에 더
욱 깊숙하게 자리잡아나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모
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찾
고, 그 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함으로써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
적응을 설명할 수 있도록 모형을 정교화 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이 모바일금
융 환경에서 적응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까지는 밝히지 못
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들에 따라 모바일금
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봄으로서 보다 정교
화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적응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 소비자에 따른 적절한 적응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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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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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심층면접 질문내용
모바일금융 이용자용 질문

모바일금융 비이용자용 질문

(공통)‘모바일금융’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인가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금융서
비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본인의 모바일기기를 직접 확인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
하며 응답할 수 있도록 함. 후속
한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으로 이용서비스의 이용 이유
와 비이용 서비스의 비이용 이유
를 질문함)
각 모바일금융서비스는 얼마나 자
주 사용하시나요?

-

(공통)모바일금융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이익이나 가치를 제공하
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통)모바일금융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불편함이나 위험을 제공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계기로 모바일금융서비스
를 사용하게 되었나요?
모바일금융서비스를 현재 전혀 이
(가능한 이용하게 된 과정을 구체
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여러
종류라면, 각 종류별로 각각)
일상적으로 금융생활을 할 때 모
바일금융서비스는 어떻게 이용되
나요?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는 것이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 어
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어떠한
떠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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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편
하고 불이익을 겪는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자세히 말씀
해 주십시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아 불이익을 겪거나 불편을 겪어
본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
정에서 겪었던 문제는 어떠한 것
들이 있었나요?
(공통) 기존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융업무를 보는 과정과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융업무를 보는 과정은 어떠한 차이가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공통) 모바일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서
비스들을 이용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통) 모바일금융 이용으로 금융행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
십니까?
추후 모바일금융을 이용해볼 의향
추후 다른 모바일금융서비스들을
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
더 이용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가요?
(공통) 모바일금융의 발전이 본인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통) 현재 본인의 모바일금융 환경에서의 행동이나 행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공통) 스스로가 생각할 때 모바일금융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공통) 본인이 생각했을 때 모바일금융 환경에 잘 적응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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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소비자조사 설문지

소비자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귀하의 모바일금융에 대한 인식과 사용행동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금융소비자의 모바일금융환경에서의 적응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귀하께서 답해주시는 자료는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일체 공개되지 않으
며,
순수하게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몇 문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에는 정답이 따로 있지 않으니, 귀하의 평소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답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4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한 지형

※ 모바일금융서비스란?
모바일기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금융서비스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모바일뱅킹, 모바일카드, 모바일간편결제, 모바일보험, 모바일투자, 모바일
전자지갑 등)

※ 모바일간편결제와 모바일카드 서비스의 구분
모바일간편결제: 간편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ex. 앱카드, 페이코, 페이나우,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모바일카드: 각 신용카드사별로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카드신청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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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질문) 귀하께서는 모바일금융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아니오에 응답한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

Q1. 다음 중 귀하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사용 행동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① 나는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지금까지는 이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사용
해 볼 의사가 있다.
② 나는 지금까지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용할 의
사가 없다.
③ 나는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
다.
④ 나는 모바일금융서비스를 몇 가지 이용해보다가 점차 이용 서비스 범위
를 늘려가고 있다.
⑤ 나는 처음에 이용한 모바일금융서비스만을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다.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특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는 몇 세입니까?

만

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학교 졸업 이하
④ 대학원 재학 이상
4. 귀하가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규모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서울특별시

② 6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③ 시 단위 중소도시

④ 군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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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을 제하고 귀하가 매 달 얻는 월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수입이 없으신
분께서는 월평균 용돈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만원
6. 다음 중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무직, 전업주부

② 전문직

⑤ 경영/관리직

⑥ 판매/서비스직

⑧ 농업/어업/축산업 등

③ 사무직

⑨ 학생

④ 자영업

⑦ 노동/생산직
⑩ 기타

7. 귀하께서는 금융회사 직원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이
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경험 있음

② 경험 없음

8. 귀하께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경험 있음

② 경험 없음

다음은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입니다.
Q2. 다음을 읽고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해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
지
않다

금융생활에서 모바일금융을 사용하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금융생활에서 모바일금융을 사용하는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금융생활에서 모바일금융을 사용하는
이롭다고 생각한다.
금융생활에서 모바일금융을 사용하는
현명한 일이라 생각한다.
금융생활에서 모바일금융을 사용하는
마음에 든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것은
것에
것이
것은
것이

Q3. 다음을 읽고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해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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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것을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
지
않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추가 금리
나 모바일 전용 쿠폰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수수료 면
제 혜택이 있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
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보다 저렴
한 가격과 할인정책을 제공받을 수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금융기관
을 직접 방문하는 노력을 절약할 수 있
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지갑을 들
고 다니는 수고로움이 줄어든다고 생각
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여러 카드
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보안프로
그램을 설치하는 노력이 줄어든다고 생
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준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시간을 절
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빨리 내가
원하는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는 나의 금융 업무 처
리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는 내가 미처 알지 못
했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금융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기회를 보다 다양
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실시간 업
데이트된 최신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
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나에게 필
요한 정보만을 알맞게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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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
는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나에게 필
요한 금융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는 나의 금융생활에 유
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나의
금융생활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내가 필요
할 때 바로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는 즉각적으로 금융관
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쉽다고 생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배우
는 것에는 많은 노력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는 이용 과정이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는 간편하게 내가 원하
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Q4. 다음을 읽고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해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
지
않다

1
2
3
4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금전
적 손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법을 익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려면 공인인
증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노
력이 든다고 생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처음에
다양한 정보를 등록하는 노력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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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고 생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
우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처음
에 다양한 정보를 등록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 보다 시간
이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결과적으
로 더 많은 시간이 소모될 것이라고 생
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모바일기
기를 분실할 수 있다는 위험이 크게 느
껴진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나의 금융
거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보안
상 위험할 수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해커나 범
죄자의 공격으로 인해 나의 금융 거래가
위험해질 수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금융사기
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할 때 전산망
오류나 스마트폰 오작동 등과 같은 다양
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화면이 작
아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이 힘들다.
모바일에서는 간단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모바일금융을 사용하면 정보를
얻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스스로 원
하는 정보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 어렵게
느껴진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스스로 결
정해야 하는 것이 많아 어렵게 느껴진다.
모바일금융서비스는 사용방법이 복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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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23
24
25
26
27
28

것 같아 어렵게 느껴진다.
모바일금융서비스는 사용하는 과정이 번
거롭고 불편하게 느껴진다.
모바일금융서비스는 사용방법이 복잡하
여 불편하게 느껴진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내가 스스
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불안하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나의 실수
로 인해 잘못될까봐 불안하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통해 거래를 할 때
오류가 나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 같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없어 불안하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면 나의 모든
행동이 기록으로 남아 불안하다.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불안
하다.

Q5. 다음을 읽고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해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
지
않다

금융생활에서 모바일금융을 사용하는
거부감이 느껴진다.
금융생활에서 모바일금융을 사용하는
반대하는 편이다.
금융생활에서 모바일금융을 사용하는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금융생활에서 모바일금융을 사용하는
대해 불만을 느낀다.
금융생활에서 모바일금융을 사용하는
대해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것에
것을
것에
것에
것에

다음은 귀하의 평소의 일반적인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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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
다

Q6. 다음을 읽고 귀하의 현재 상태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나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모바일금융 환경
에서의 행동들에 대해서 만족한다.
모바일금융 환경은 나를 두렵게 한다.
현재 나는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다.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나는 뒤처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 불안하다.
모바일금융 환경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제공
한다.

Q7. 다음을 읽고 귀하의 현재 상태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나는 현재 모바일금융의 기능을 잘 활용하
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모바일금융의 기능을 다른 사람들보다
유용하게 활용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상황에 맞게 모바일금융 기능을 적절
히 활용할 수 있다.
나는 필요할 때 모바일금융 기능을 언제든
지 활용할 수 있다.
나는 모바일금융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다음은 귀하의 이해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Q8. 다음을 읽고 정답이라 생각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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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정부가 월급에서 미리 공제하는 세금이다.
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6%이다.
3) 소득이 매우 적은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4)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가격을 세액만큼 더 비싸게 한다.
2. 길동씨는 고향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길동씨가
살고있는 지역의 영업과 관련된 세금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올랐다면 길동
씨나 길동씨가 다니는 회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1) 길동씨의 월급이 많이 올라 높은 세금을 상쇄시킬 것이다.
2) 세금인상은 길동씨의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3) 높은 세금으로 인해 회사들이 그 지역으로 옮겨오면서 길동씨의 월급이
오를 것이다.
4) 세금이 늘어남에 따라 회사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길동씨의 월급이 깎이거
나 실직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다음의 상황 중에서 먼저 돈을 빌려서 쓰고 나중에 갚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
득이 되는 경우는 어느 것입니까?
1)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직업을 얻기 위해 차를 사야할 때
2) 사고 싶은 옷을 할인 판매하는 중일 때
3) 대출이자가 예금이자보다 더 클 때
4) 휴가를 꼭 가고 싶을 때
4. 다음은 개인의 신용정보 및 신용등급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이 중 설명이 바
르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1) 자신의 신용정보는 신용조회 회사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2) 언제든지 연체된 대출금을 갚는 즉시 신용등급이 회복된다.
3)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대출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다.
4) 백화점 구매대금이나 통신요금의 연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선우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앞서 가던 차량을 충돌하였
다. 이때 선우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입은 손해(차량파손)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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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종합보험

2) 책임보험

3) 생명보험

4) 종신보험

6. 다음 중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것입니까?
1) 증권회사의 수익증권 거래시
2) 상호저축은행 정기적금 거래시
3)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거래시
4)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 거래시
7. 많은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비상자금을 저축합니다. 다음 중
비상자금으로 쓸 돈을 저축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 연금저축

2) 보통예금

3) 정기예금

4) 수익증권

8.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처음 발급받았다면

앞으로 신용한도를 늘리기 위해 신

용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 중 어느 것
일까요?
1)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2)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가급적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
3) 소액의 신용카드 대금이라도 연체하지 않도록 한다.
4)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연체하지 않도록 한다.
9. 개인이 일을 해서 버는 총소득 중 자유재량으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총소득에서 여러 항목이 공제된 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항상 총소득 보다 적
습니다. 다음 중 총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 재산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 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4)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민연금보험료
10. 인플레이션은 우리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
션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은 다음
중 어느 가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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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퇴를 대비해 저축을 하고 있는 나이든 맞벌이 부부
2) 고정된 은퇴 소득으로 살아가는 노인부부
3) 자녀가 없는 젊은 맞벌이 부부
4) 자녀가 있는 젊은 맞벌이 부부
11. 재원씨는 25살부터 은퇴자금으로 매년 500만원씩 저축을 하기 시작했고, 동
갑내기인 승현씨는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50세부터 매년 1,000만원씩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같은 금융상품에 저축을 하였다면 이들이 75세
가 되었을때 누가 더 많은 은퇴자금을 가지고 있을까요?
1) 승현씨. 왜냐하면 매년 더 많은 돈을 저축했기 때문에
2) 둘 다 불입한 돈이 같기 때문에 은퇴자금이 같다.
3) 재원씨,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저축했기 때문에
4) 재원씨, 왜냐하면 저축액이 더 오랫동안 복리로 불어났기 때문에
12. 다음 중 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부의 금융회사
에 적립한 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은퇴소
득은 무엇입니까?
1) 퇴직연금

2) 개인연금

3) 고용보험금

4) 산재보험금

13. 철수씨는 대학재학 중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여 매년 1,000만원을 벌었는
데 졸업 후

연봉 2,000만원을 받는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새 직장에서

철수씨가 내야하는 소득세는 대학재학시와 비교할 때 어떨까요?
1) 더 적게 낼 것이다.

2) 같을 것이다.

3) 조금 더 많이 낼 것이다.

4) 최소한 2배 이상 더 낼 것이다.

14. 다음의 신용카드이용자들이 동일한 금액의 카드대금을 결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많은 금융비용(수수료)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 매달 신용카드청구대금의 최소금액만 결제하는 연주
2) 매달 신용카드청구대금의 최소금액만 결제하고, 여유가 생기면 더 결제하
는 현정
3) 보통은 신용카드청구액을 전액 결제하지만, 현금이 부족할 때는 청구액의
일부만을 결제하기도 하는 민규
4) 신용카드대금 청구서를 받으면 즉시 전액을 결제하는 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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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보기에 제시된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이 모두 같다고 할 때, 생명보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1) 자녀가 없는 젊은 독신 여성
2) 부인과 함께 일찍 은퇴한 남성
3) 자녀가 없는 결혼한 젊은 남성
4)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독신 여성
16. 민수와 진규는 입사동기로 월급여도 같습니다. 민수는 여유시간에 전산 지
식을 배우는 등 업무와 관련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하는 반면, 진규는
여유시간에 친구를 만나거나 운동을 하면서 지냅니다. 민수와 진규의 앞날
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예측은 무엇입니까?
1) 민수는 업무능력이 향상되어 현재 직장에서 보다 많은 돈을 받게 될 것이
다.
2) 진규는 민수보다 사교적이기 때문에 현재 직장에서 더 많은 돈을 받게 될
것이다.
3) 둘 다 계속 같은 돈을 받을 것이다.
4) 민수는 전직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진규가 더 많은 돈
을 받게 될 것이다.
17. 수정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 다음 중 은행의 대출심사와 관련
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1) 수정씨가 A 은행의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았다는 기록이 B 은행의 대출
금 심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2) 수정씨가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더라도 다른 은행에서 수정씨의
신용기록을 알기는 어렵다.
3) 모든 은행들은 대출자들의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만일 수정씨가 A은
행의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면 다른 은행들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4)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고 2년이 지났다면, 대출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18.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다음 중 의료
보험의 보장과 관련해서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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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에 상관없이 결혼할 때까지 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 부모가 실직하게 되면 자녀의 나이에 관계없이 보장이 중단된다.
3) 젊은 사람들은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필요 없다.
4) 나이에 관계없이 부모와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 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19. 향후 금리상승이 예상될 경우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금융의사결정은 무엇입
니까?
1) 장기 금융상품보다는 단기 금융상품을 선택한다.
2) 대출을 활용하여 투자를 한다.
3)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에 가입한다.
4) 주식형펀드 보다는 채권형펀드에 투자한다.
20.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민수는 그 동안 모아둔 돈 1,000만원을 펀드에
투자한 후 10년 동안 환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음 중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1) 펀드투자 시 수수료와 보수는 극히 적은 금액이므로 크게 고려하지 않아
도 된다.
2) 민수처럼 장기간 투자하는 경우 보수(위탁회사보수 등)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3) 민수의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펀드에 가입 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의 경우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Q9. 다음을 읽고 평소 귀하의 행동이나 상태와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
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
지
않다

나는 모바일기기에서 디스플레이/소리/보안/
알람/입력방법 등의 기본적인 환경설정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바일기기에서 전자우편 이용이나 앱
다운로드 등에 필요한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나는 모바일기기에서 무선네트워크(와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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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이)에 연결할 수 있다.
나는 모바일기기에 있는 파일을 컴퓨터에
옮길 수 있다.
나는 필요한 앱을 찾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앱의 업데이트 및 삭제도 포함).
나는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문서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나는 모바일기기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모바일금융서비스 사용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처음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접했을
당시와 현재 시점을 구분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간편결제와 모바일카드 서비스의 구분
모바일간편결제: 간편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ex. 앱카드, 페이코, 페이나우,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모바일카드: 각 신용카드사별로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카드신청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 단순 조회서비스란?
계좌조회, 명세서조회, 사용내역 조회, 매매내역 조회 등과 같이 금전적 거래
가 실시되지 않고 정보를 확인하고자 사용하는 서비스

Q10. 처음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접했던 시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시된 모바일금융서비스들에 대해서 처음 모바
일금융을 접했던 시기에 귀하의 행동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
십시오.
① 전혀
사용하
지 않음

② 별로
사용하
지 않음

모바일뱅킹
모바일 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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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통

④ 자주
사용함

⑤ 매우
자주
사용함

모바일
모바일
모바일
모바일
모바일

투자
보험
간편송금
가계부
전자지갑

Q11. 다음에 제시된 모바일금융서비스들에 대해서 현재 귀하의 행동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전혀
사용하
지 않음

② 별로
사용하
지 않음

모바일뱅킹
모바일 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모바일 투자
모바일 보험
모바일 간편송금
모바일 가계부
모바일 전자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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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통

④ 자주
사용함

⑤ 매우
자주
사용함

Abstract

Consumer Adaptation in
Mobile Financial Environment
Jihyung Han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focuses the fact that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mobile

financial

technology

changes

the

consumer’s

living

environment and that as most consumers cannot get around such
changes, appropriate response is necessary. Therefore, the study
intends to lay the cornerstone for consumer adaptation research by
establishing

the

concept

of

consumer

adaptation

in

the

mobile

financial environment and conducting in-depth investigation. Also, the
study wants to see how consumers cope in the mobile financial
environment and thereby explore how consumers can adapt well in
the mobile financial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the study first defines consumer adaptation and
the consumer adaption in the mobile financial environment through
conceptualizing adaptation and thereby creates a conceptual mode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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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adaptation in the mobile financial environment. Specifically,
consumer adaptation is defined as a series of behaviors through
which a consumer engages in behaviors that fit his or her given
situation and needs as the market environment is changing and
thereby finds mental security about the market environment and
becomes capable of excellently performing functions as a consumer.
In other words, consumer adaptation is a concept that comprises both
the process and product of adaptation. On this basis, the study
understands

that

consumer

adaptation

in

the

mobile

financial

environment is something that goes beyond merely accepting mobile
financial services. It is defined as a series of behaviors through
which a consumer engages in behaviors that fit his or her given
situation and needs as the market environment is changing and
thereby finds mental security about the market environment and
becomes capable of excellently performing functions as a consumer.
The

principal

results

of

the

study

and

its

conclus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nsumer adaptation in the mobile financial environment
transpires as a process in which a consumer who comes to see the
presence of the mobile financial services builds his or her attitude on
his or her perception of the benefits and costs involved in the mobile
financial services and reaches the product of adaptation through the
process of adaptation in which he or she takes actions that are
appropriate to him or her. Here, the product of adaptation is
concerned with whether the consumer has adapted well to the mobile
financial environment, and one criterion of such judgment is the
extent to which the consumer finds psychological security and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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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ar with the functional aspects of the mobile financial services.
The study shows that consumer adaptation in the mobile financial
environment is not a one-time thing but a circular and repetitive
process.
Second, as far as the perception of mobile finance is concerned, the
study distinguishes the consumer’s perception of mobile finance and
identifies

its

sub-components.

As

a

result,

the

identified

sub-components of the perceived benefits of mobile finance are
financial benefits, saved time and effort, informational diversity, and
ease of use, while the identified sub-components of the perceived
costs are effort cost, time cost, risk cost, and cost of one’s decision.
Overall,

with

the

passage

of

time,

people

tended

to

register

weakening perception of the costs. Nevertheless, the security risk
involved in mobile finance continued to be perceived as important by
consumers. This suggests that in order for mobile financial services
to find its widespread use and earn trust, mor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security, which has to be strengthened.
Third, as far as the consumer’s attitude toward mobile finance is
concerned, the study finds that consumers do not show only either
receptive or resistant attitude to mobile finance, but can get a
combination of the two attitudes. Previously, with regard to the
consumer’s attitude to technology, receptivity and resistance were
more often than not seen as opposites. However,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it

is

desirable

to

measure receptivity

and

resistance as two different concepts.
Fourth, the study confirms that consumer behavior toward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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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does not end in receptivity and resistance but can lead to
adaptive behaviors such as ‘extension of scope of use’, ‘maintaining
used services’, ‘discontinuation of use’, ‘delayed use’, ‘and ’continuous
non-reception’. The study also finds from a related quantitative
analysis that while consumer behavior is generally active in the
current

mobile

completely

financial

adapted

as

environment,
are

adapting

they
to

have
the

not
mobile

so

much

financial

environment.
Fifth, surve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umers who were
classified as excellently adapting to the mobile financial environment
has led to the finding that compared to those consumers who were
not excellently adapting, they showed positive perception of and
positive

attitude

to

mobile

finance,

demonstrated

an

excellent

understanding of finance and high-level handling of mobile devices,
and showed a higher percentage of receptivity to mobile financial
services. Therefore, to help consumers adapt well to the mobile
financial environment, it is important to get them to receive mobile
financial services with a positive perception of and a positive attitude
to mobile finance. Furthermore, the study also finds that on the
whole, understanding of finance and ability to use mobile devices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sumers’ adaptivity in the mobile financial
environment.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that going a step beyond
merely inducing consumers’ reception to include a measure to promote
their understanding of finance and their ability to use mobile devices
constitutes a plan to help them better adapt to the mobile financial
environment and that we need to explore an adaptation plan that
considers consumers’ understanding of finance and their ability to use
mobil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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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the model which explaining consumer adaptation in mobile
financial

environment

is

named

‘P-A-B-R(Perception-Attitude-Behavior-Process)
Adaptation

Model’.

Consumer

adaptation

in

as
Consumer

mobile

financial

environment is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adaptation process and
adaptation

result.

Also

it

is

cyclic

process

which

contains

perception-attitude-behavior-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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