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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moting Factors of Internet Primary Bank

by Kim Kook-Jong

Advisor: Kim Jong-Ho Ph. 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In Korea, there is a growing attention on the concept of "internet primary bank" 

with the launching of the first and second of its kind earlier this year. (K-Bank 

in April and KakaoBank in July) Against this backdrop, I began this research to 

identify the critical factors that may promote the use of internet primary bank in 

our everyday life, thereby helping the new concept to successfully settle in.

To identify the success factors for internet primary bank, I first came up with 

eight hypotheses after studying the cases in foreign countries and diverse 

literature sources from home and abroad. Then I went on to conduct a survey on 

Koreans to validate my theories and draw the results.

In particular, the survey asked about: how satisfied the respondents were with 

the services provided by conventional banks, whether they signed up for one of 

the internet primary banks out there, whether they use the new bank system, as 

well as what they think about it. The survey began at the end of September of 

2017 and took about a month, targeting visitors and customers of off-line banks. 

I distributed 341 copies of the survey questionnaire and collected 330, excluding 

the rest that were carelessly handled. 

After the research, I came up with the following conclusions:

1. Internet primary banks need to be more active in promoting their benefits 

and how attractive their services can be.

2. They need to address the potential risk factors (eg. hacking, leak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ervice unavailability due to internet connection problems) that 

make customers feel inse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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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lthough their service is provided mainly through non face-to-face channels 

through the internet, they need to make sure that their customers can use a 

face-to-face channel if necessary. 

While there were precedent studies on the success factors of internet primary 

banks, they were produced prior to the launch of internet primary banks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more empirical approach 

of the success factors felt by the actual users of internet primary banks. 

With the human society continuously developing and changing, continued 

research and investment are necessary to make the new concept of bank succeed. 



- 1 -

제Ⅰ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으로 인해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사물인터넷 등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명이

인류의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는 금융을 뜻하는 Financial과 기술

을 뜻하는 Technique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 시대가 도래되었다. 이러한

ICT의 발전으로 인해 은행의 전자금융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은행’의 개념도 크게 변화하였다. 과거에는 은행 지점에 직접 찾아

가 텔러를 통해 입금, 출금, 송금 업무 등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

나, 전자금융이 발전한 지금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

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송금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현금 입, 출금 시

에도 텔러가 아닌 ATM(Automatic Teller’s Machine)을 이용하여 은행 업무

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전통적 영업채널인 지점 창구에서 금

융 업무를 처리하는 오프라인을 통한 업무 비중은 크게 줄어든 반면, 인터넷,

콜센터, ATM 등 온라인을 통한 업무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의 대표적

인 예가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무점포 형식의 영업을 통하여 저렴한 업무처리비용을 이

용한 다채널 은행(Multi-Channel Bank)보다 유리한 금리를 통하여 가격 경

쟁력, 지역적인 영업제한이 없어 활동영역이 광범위하게 넓다는 장점을 기반

으로 도입되었다. 미국에서 1995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한 후

영국, 일본 등 선진국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확대 되었고, 우리나라도

2000년 초반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합작하여 설립을 검토하였다. 시중은행

들은 인터넷뱅킹 이용률 증가로 점포의 유지비가 상당부분 줄었지만 인터넷

뱅킹으로의 전환을 위해 수수료 감면, 금리 우대 혜택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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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많은 지방은행들이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여 제한된 영업지대의 한계를

뛰어넘을 방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이 처음 야기 되었고, 은행법과

같은 규제에 걸려 은행사업에 진출하기 어려웠던 산업자본과 비은행 금융기

관들의 은행사업의 진출을 위한 창구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이 다시 적

극적으로 모색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케이뱅크가 금융위원회의

본인가 승인을 받았고, 2017년 4월부터 국내에 첫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케이

뱅크가 영업을 개시한 이후, 카카오뱅크가 2017년 7월부터 은행 업무를 시작

하여 케이뱅크에 이은 우리나라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하였다. 선진

국에서 시작된 인터넷전문은행은 당초 비용절감 효과 위주로 부각되어 기대

했던 이익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0년대 전후에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

다수가 합병 또는 도산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

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후 약 3~4년의 운

영기간을 거치면서 이익을 실현하는 등 갈수록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초기

불안정한 모습을 벗어나 점차 안정적인 사업모델이 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이용고객이 은행 직원을 통해 각종 금융 상품에 대한 상

담, 서비스를 받기보다는 스스로 필요로 하는 은행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통

하여 직접 검색하고 결정할 수 있는 셀프서비스 시스템의 하나로 수수료나

금리 면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고객에게 이득이 되는 시스템이다. 이용고객은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ATM을 통해 입·출금서비스를 받거나, 대부분의 원

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이 가격을 앞세운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무점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감한 비용을 전략적으로 시중은행과의 경쟁요소에 활용하게

된다면 안정적인 시장 확보와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신설은행의 진입이 매우 어려운 국내의 금융 산업에 있어 새

로운 시장 변화를 보이고 있고, 획기적인 금융사건으로 다가 올 것이다. 금융

산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산업에 많은 혁신을 가져올 계기가 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은행 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줄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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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행의 본격적인 시장진출을 목전에 둔 지금, 기존의 은행산업 내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한 내용은 기존 은행과 현재 신규 허가를 받은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더 나아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금융 소

비자들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

라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태동한 시점에서 핀테크의 핵심

인 금융과 ICT의 융합으로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활성화 요인에 대

해 알아보고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되

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사례 연구, 국내외 다양한 문헌자료 수집 및 내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유효성을 실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하였고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배경과 방법에 대해서 언

급하였고, 제2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이론적 고찰부분으로써 인터넷전

문은행의 개념과 국내 동향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국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탄생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외사례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 요

인을 살펴보았고, 제3장은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제4장은 연구

가설 검증 등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전체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써 연구결과, 연구의의, 연구의 한계 및 제언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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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 요인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2017년 4월 3일

대한민국 제1금융권의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

에 시행된 연구로써, 본 연구는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이후 각종

연구자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후 나타난 문제점 파악 및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실질적 활성화 요인을 연구하는데 차별성

이 있다고 하겠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이수진(2015)은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은행

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 및 ATM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을

지칭한다고 하였다. 1995년 미국의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설립된 이후 영국 및 일본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전통적 형태의

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인가 절차를 진행하되, 규제당국은 금융 안정성 및 건

전성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위험 요소를 추가로 검토한 뒤 인가 여

부를 결정해 왔다”고 하였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일반은행과 동일

한 인가 기준 및 절차 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위험 관리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초기에는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

람직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영역은 법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인가 과정에

서 사업자의 역량을 감안하여 제한하고, 최저자본금은 업무별 위험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이수진, 2015).

구본성(2008)은 “국내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많은 주체의 신규 진입을

촉진함으로서 새로운 상품 개발과 고객 편익의 증대, 경쟁의 제고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여할 전망”이라고 하였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자체 구조조정을

통하여 대형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시장구조를 변화시켜 상대적으로 잔잔한

은행 간의 경쟁구도를 촉진하여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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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설립자본금 인하, 영업 활성화 조치를 통하여 신규진입의 허들을 낮

추고, 다양한 융합 업종을 통해 업무제휴가 이루어짐에 따라 신상품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김희철(2009)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하여 그 장·단점과 외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위험요소나 운영방식 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라고 이

야기하였고, 단·중기를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차별화되어있는

영업 전략과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민금융에 특화된

틈새시장을 노린 은행 개설에 대한 결론을 도출 하였다.

권보미(2015)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요소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안’이

며, 기존 점포기반 중심의 사업모델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한다”고 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기반 플렛폼, 모회사와의 협업,

혁신적 서비스 제공 등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이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보보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기존 국내은행에서도 다이렉트

뱅킹 영업방식을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계속 성공하지 못하였고, 해외에서도

홍콩의 사례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새롭게

시작될 인터넷전문은행은 가입자 기반 플렛폼을 활용한 기존 점포 중심 은행

과의 비즈니스 모델 차별화가 절실하며, 새로운 중금리 대출시장의 개척으로

많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및 개인신용평가 등급이 중등급(나이스신용평가의

경우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분류되며, 4∼6등급을 중등급으로 판단함)인 개인

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권보미, 2015).

정현재, 이진호(2016)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모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고

객 기반 확충에 성패가 좌우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국내 도입 예정

인 인터넷전문은행도 카카오나 KT 등 모기업의 고객 기반을 어떻게 활용하

여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할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한 주요 과제라

고 판단”하였다.(정현재 외, 2016). “그리고, 기존 금융업과의 경쟁 과열에 따

른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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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고, 경쟁 격화로 인한 금융 상품의 불완전판매 우려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향후 은행법 개정 이후 산업자본

진출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이 대형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될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동종업종

또는 이업종으로 구성된 금융그룹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금융그룹화의 진전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증가, 규제의 복잡성, 자

본의 이중계상, 규제 차익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필연적으로 금융 그

룹에 대한 감독체계 개선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해 면밀히 준비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길수영, 2016).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새로운 은행서

비스인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함에 따라, 기존 금융 거래자

들이 어떠한 요인들을 통하여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소비자 행동을 보이게 될

지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을 확인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활성화 요인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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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

1.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

2016년 한국금융연구원의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분석과 시사점’에 의

하면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일반적으로 소수의 지점

(brick and mortar branch) 혹은 지점 없이 은행업무의 대부분을 ATM 및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초장기에는 완전 무점포 형태의 은행을 인

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하였으나, 점차 ATM기 확충, 인터넷카페 및 Kiosk 운

영, 심지어 영업점 한두 개를 운영하는 등 물리적으로 오프라인 점포를 보완

하는 형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늘어나게 되었다(성종화 외, 2015).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은 무점포, 극소수의 오프라인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업점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

ATM을 통한 전자매체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말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영업의 형태이고, 인터넷뱅킹과는 전

혀 다른 법적 실체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구별된다. 1995년 8월에 세

계 최초의 인터넷 은행인 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설립됨에 따라 인

터넷과 IT산업의 붐과 맞물려 미국, 일본,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으

며, 1990년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급속도의

발전을 보이면서 서서히 보편화 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무

점포 영업을 통한 획기적인 비용절감효과를 보고 있고, 업무처리를 위해 지

점 방문 없이 바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설립

초기에 투자비용이 높기 때문에 일정고객을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부실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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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우려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전·후로 일반적인 기대효과를 구분할

수 있는데, 계좌개설 방법은 도입이전에는 은행 점포로 직접 방문하여 처리

하였지만, 도입 이후 점포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계좌 개설이 가

능해 졌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 딱딱 했던 금융거래 시·공간적인 제약이 해

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결제에 있어서 도입 전에는 은행, 지급결제

업체, 쇼핑몰 등 서비스 제공주체가 모두 구분된 것에 비하여 도입이후에는

간편 결제,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연계가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

자의 결제 편의성과 혜택이 증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출에 있어서는 도입

전에는 재무정보에 기반을 둔 신용평가로 대출이 이루어 졌다면, 도입이후에

는 전자상거래 정보와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한 평가로 대출 유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저 신용자를 위한 중 금리 대출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자산관리 부분은 이전에 상담사를 통하여 컨설팅을 받

는 방법이었다면 도입이후에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변화될 것이고 더 많은 소비자가 자산

관리서비스를 이용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분
초기도입기

(2000년대 초반)
구조조정 및 도약기
(2007년금융위기이후)

재도약기
(2010년 이후)

외부환경
변화

ㅇ인터넷의 대중화
ㅇ인터넷뱅킹이용 증가
ㅇ금융규제 완화로
인한 겸업화

ㅇ금융위기 이후
자본조달비용 상승

ㅇ대형은행들의 몰락

ㅇ모바일기기 확산
ㅇ모바일뱅킹이용 증가
ㅇFinTech기업들의
급증

인터넷
은행

ㅇ초기에 경쟁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이용
편의성 부족과
보안 취약성 등
으로 활성화 미흡

ㅇ고위험 자산운용과
자금조달비용 부담
으로인해 선도은행
위주로 경쟁구도
재편

ㅇ모바일전문은행의
등장

주요이슈

ㅇ일부 인터넷전문
은행들은 Critical
mass수준의 고객
확보에 실패

ㅇ비대면채널의 한계
를 보완하기 위해
오프라인 채널을
일부 도입

ㅇ고객기반을 가진
비금융회사들이
전통적인 금융업
으로 진입

<표 2-1> 인터넷전문은행의 진화단계

※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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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배경과 기존은행과의 비교

과거에 현금 입출금, 송금, 사고신고 등의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했었고, 이후 전화기를 이용하

여 텔레뱅킹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송금, 조회, 사고신고 등의 은행 업무

를 처리할 수 있었다. 이러던 중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러한

IT(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로 인해 은행업무도 인터넷뱅킹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뱅킹의 확산과 더불어 선진국

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게 되었고, 출범 초기 시행착오를 거친 후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 일반은행은 은행의 운영경비 중에서

영업점 시설과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비용이 매우 큰데 반 해, 인터넷전문은

행은 지점이 없으므로 영업점 운영비, 직원 인건비 등의 비용을 최소화 하는

대신 기존 일반은행보다 예금금리를 높이거나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고 인

터넷, 콜센터, 우편 등을 통해 대부분의 은행업무 처리가 완벽한 24시간 운영

체제로써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로 생각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을 촉발했다. 이에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도 ‘201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핀테크 활성화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을 핀테크 산업 육

성의 첫 주자로 내세웠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객의 은행서비스 채널 확대이다. 전 세계적으로 은행 서비스 채널이 대면

에서 비대면 채널로 급변하고 있다. 둘째로는 고객만족도 제고다. 저성장 저

금리 기조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높은 수신금리와 낮은 대출금리, 뛰어난 접

근성과 신속성은 충분히 고객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이다(이광열 외, 2015).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어 2017

년 4월 3일 케이뱅크가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7년 7월 27일 카카오뱅크가 국내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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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기존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비

교하여 그 차이점을 <표 2-2>에 정리하였다. 먼저 대면채널에서는 기존은행

은 지점, 출장소,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면 채

널은 운영하지 않고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실운영을 하고 있다.

비대면 채널의 부분은 기존은행은 인터넷, 모바일 뱅킹, 콜센터, ATM을 운

영하고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에서는

대면,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기존은행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별 특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지, 관리비용 감소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 기

존은행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은 24시간 365일 상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기존 일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채널

ㅇ 지점, 출장소, 사무소 운영
ㅇ 점포 통폐합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대면채널을 통한 수
익의존도가 높음

ㅇ 없음
ㅇ 최소한의 서비스제공을 위
한 사무실 운영

비대면채널
ㅇ 인터넷, 모바일 뱅킹
ㅇ 콜센터, ATM

ㅇ 인터넷, 모바일뱅킹
ㅇ 콜센터, ATM

서비스
ㅇ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
ㅇ 비대면 시 상품 제한적

ㅇ 은행별 특화서비스 존재
ㅇ 유지, 관리비용 감소로 가
격경쟁력 상승

영업시간 ㅇ 평일 9~16시 ㅇ 24시간 365일 운영

<표 2-2> 기존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특징 비교

※ 자료: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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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터넷뱅킹 인터넷전문은행

채널
역할

ㅇ채널 다각화 측면에서
온라인뱅킹 등 활용

ㅇ온라인뱅킹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ㅇ온라인이 핵심채널
(기본적으로 대면
채널 없음)

ㅇATM확충, 인터넷카페

등 대면채널 일부
활용

법적

실체

ㅇ기존 은행 내 영업
채널로 활용

ㅇ일부 은행은 사업부

형태(개별 브랜드)로
서비스 제공(고객
별도 관리)

ㅇ별도의 법인형태로

설립 및 운영

상품
서비스

ㅇ대면채널과 구분된

온라인 전용상품 제공
ㅇ금리수수료 측면에서
우대제공

ㅇ제공하는 모든 상품

가입 및 상담 가능
ㅇ금리수수료 측면,
기존 일반은행 대비
경쟁력 보유

<표 2-3> 인터넷뱅킹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차이점

※ 자료: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동향 및 국내 이슈 (KB 경영연구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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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사례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 요인 도출을 위해 해외사례에 대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세계적으로 ICT 발전과 함께 발족

하게 되었으며, 1995년에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였

고,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일본, 유럽 등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

작하게 되었다. 미국은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비롯하여

GE·BMW·GM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고, 유럽은 대부분 기존 일반은행이나 기업의 사업부나 자회사 형

태로 운영되고 있고, 일본은 주로 은행과 비금융기관의 공동출자 방식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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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주체 설립형태
인터넷전문은행

(본점 소재 국가)

은행

사업부

Hello Bank(프랑스),
Activo(포르투갈),

ZUNO Bank AG(오스트리아),
First Direct(영국),
Cahoot(영국),
Smile Bank(영국),
Icesave(아이슬란드),
Kaupthing Edge(아이슬란드)

독립법인
WeBank(이태리),
SBI Net Bank(일본)

별도 법인연계

(주로 증권업)

Com Direct(독일),
Boursorama(프랑스),

BforBank(프랑스),
Fortuneo(프랑스)

2금융권

증권(브로커리지
서비스 확장)

Charles Schwab Bank(미국),
Daiwa Next Bank(일본)

보험
(저축예금 공략)

EGG Bank(영국),
ING Direct(네덜란드),
Skandia(스웨덴),
Sony Bank(일본)

카드

(지급결제 서비스 확장)

American Express Bank(미국),

Discover Bank(미국)

은행+
산업자본

통신업체 제휴 Jibun Bank(일본)

포털업체 제휴
Japan Net Bank(일본),

WeBank(중국)

산업자본

유통(기존
고객기반 활용)

Tesco Bank(영국),
Seven Bank(일본),
AEON Bank(일본),
Rakuten Bank(일본)

자동차(자동차
금융 특화)

Ally Bank(미국),
BMW Bank(독일),
VM Bank(독일),
Mercedes-Benz Bank(독일)

모험자본
특화 영업모델

개발

Fidor Bank AG(독일),
AlderMore, CCBank(영국),
Holvi(핀란드)

<표 2-4> 인터넷전문은행의 해외설립 사례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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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사례

1995년7월10일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인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설립되었으나, 1998년9월말 자진폐업 방식으로 퇴출되

었고 이후 금융전업주의가 90년대 중반 이후 완화되면서 보험, 증권 등 비은

행 금융회사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GE·BMW·GM 등 제조업

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합류했다(성종화 외, 2015).

2014년 말 현재 미국에는 24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 중이다.(미국 예금보

험공사(FDIC)의 예수금수취금융기관 통계(Statistics on Depository Institutions:

SDI, 자본시장연구원) 2014년9월말 기준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총자산은

6,050억 달러로 은행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이며, 총예금은

4,383억 달러로 전체 예금에 대비하여 4.3%를 차지하고 있고, 2014년1∼9월

중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총 당기순이익은 80.9억 달러로 미국 전체 은행

당기순이익의 6.9%를 차지한다(성종화 외, 2015).(IBK기업은행, 2015). 기존

일반은행이 사업부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진다. Charles Schwab Bank는 2003년 모기업인 증권사

Charles Schwab의 자회사 형태로 출범한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이다. 2016

년 말 기준 Charles Schwab Bank의 총자산은 1,757억 달러(한화 약 199조

원)에 달해 자산 규모로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중 1위다. 순이익은 15억 달러

(한화 약 1.7조원)로 우리나라 IBK기업은행의 순이익(2016년 총자산 약 300

조원, 당기순이익 약 1조원)보다 많다.(유진투자증권, 2017)

Charles Schwab Bank의 성공비결은 대표적으로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

째, 오프라인 점포를 최소로 운영하여 고객에게 최대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다. 출범 초기에는 무점포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운영하고자 했지만 전략을 수

정하여 캘리포니아 주에 거점별로 11곳의 오프라인 점포를 세웠다. Charles

Schwab Bank는 지점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임차료 등 점포 운영비와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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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절약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현금거래를 최

소화하고 대다수 거래를 디지털화하였다. 둘째, 증권회사인 Charles Schwab

와 제휴하여 실시간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빅데이터 기반인 ‘슈왑 인텔

리전트 포트폴리오’시스템이 고객의 성향을 분석해 모바일로 실시간 자산배

분에 대한 최적치를 내놓는다. 수수료, 상담료도 없다(이현아, 2015). Ally

Bank의 경우 GM이라는 모회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동차 산업에 특화된 금

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GM의 자동차할부금융 자회사인 Ally

Financial의 자회사로서, Ally Bank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

회사와 연계된 자동차 대출과 리스, 카드 등의 자동차금융 상품을 영업근간

으로 하면서 저축예금, MMDA, 퇴직연금, 송금, 이체 등 일반은행이 제공하

는 서비스를 골고루 영위하고 있다. 모회사 GM의 네트워크와 고객기반을 기

초로 급성장하였으며, 2016년 말 총자산은 1,235억 달러(한화 약 140조)로 미

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전문은행이다.(유진투자증권, 2017)

Ally Bank는 자동차 딜러 대상의 기업대출과 자동차 구매자 대상의 할부금

융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반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였

다(이현아, 2015). 주된 수익은 자동차 딜러 대상의 기업대출(46%)과 자동차

구매자 대상 오토론(38.9%)을 통한 이자수입이며,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고 높

은 예금금리 제공으로 예금조달을 강화함으로써 고객과 자금 안정성을 확보

하였다(한국금융연구원, 2015). 1995년∼2014년 중 기존문헌 등에서 인터넷전

문은행으로 확인되는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 38곳의 진입, 퇴출 특징을 분석

한 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기존은행과 차별성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절

반이상이 퇴출되거나 생존하더라도 규모의 경제 달성에 실패했으며, 이들 인

터넷전문은행이 생존하더라도 설립자 유형이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보

다 저조했다.”

둘째, “이와 달리 기존 고객기반을 갖추고, 기존 은행과의 차별화된 은행서

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생존비율이 높고 규모와 범위

의 경제 실현에 성공적이었으며, 설립자 유형이 증권, 카드, 캐피탈,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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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등인 15곳은 각각의 기존고객을 기반으로 차별성 있는 은행서비스를 제

공하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셋째, “인터넷전문은행 간 경쟁구도를 살펴보면, 예금시장에서는 상호 경쟁

이, 대출시장에서는 시장 분할이 존재하며, 기존 일반은행과 같이 예대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대출시장에서 차별적인 고객기반을 확보

할 경우 성공가능하고,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출시장에서 기존 일반은행

과 차별적인 고객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금시장에서 경쟁할 경우

실패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2015, pp. 107-124)

<그림 2-1 >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현황(2014.9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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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의 사례

유럽의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은 1998년 영국보험사 Prudential이 설립한

Egg Bank이다. 이후 EU의 경제통합에 의해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여 2002년 중반 35개까지 증가하였다. 인

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주체는 대부분 금융기관이며 자회사 형태로 설립되었다

(KB경영연구소, 2014). 유럽의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부분 모은행의 경쟁력 제

고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이 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

행이 설립되었다(성종화 외, 2015). Hello Bank는 유럽 내 최초의 스마트 모

바일 전용은행으로 2013년5월 BNP paribas에서 출범하였다. 벨기에와 독일에

서 처음으로 출범하여 2013년6월에는 프랑스, 10월에는 이탈리아까지 출범하

여 2014년1/4분기에는 4개국에서 약 17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였다. ‘Y세대를

위한 은행’이라는 콘셉트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고객층과의 관계를 재구축

해 고객을 유치하는데 주력하였으며, ‘Always on Mobile Bank’를 모토로 계

좌 및 신상품 가입 시 모바일 기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고객이 직접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현금이 필요 없는 은행을 구현하였다. 빠른 속도와 간

편한 이용방법, 24시간 금융서비스 제공, 수수료 면제 혜택, 온라인용 모바일

카드(선불카드) 사용 가능, 휴대폰 번호 또는 QR코드를 통한 P2P 자금이체

등의 장점들은 신규고객의 확보가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Hello Bank가 성

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김홍년, 2015). Activo Bank는 포르투갈의 인터

넷전문은행으로 2010년에 밀레니엄BCP의 자회사로 출범하였다. 밀레니엄

BCP는 포르투갈 내에서 점유율이 20%에 달하는 대형 은행이었으나, 유독 젊

은 층 사이에서는 점유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자 젊은 고객을 타겟 층

으로 하는 새로운 은행을 설립했다. 밀레니엄BCP는 은행의 복잡성, 경직된

분위기, 번거롭고 어려운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을 단순함과 편리함으로 변화

시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젊은 층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당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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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의 수수료 면제, 즉시 발급이 가능한 직불, 신용카드를 상품으로 제공하

고 대형 이동통신사와의 파트너 쉽을 체결하여 고객에게 스마트폰을 공급하

여 쉽게 인터넷 은행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

바일 앱은 사용이 용이하게 디자인했고, 모바일 앱에서도 신규상품 가입과

모든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런 획기적인 서비스 제공에 힘입어

Activo Bank가 밀레니엄 그룹에서 차지하는 지점 비중이 2%임에도 불구하

고 개인고객 유치 비중은 20%에 달했고, 사업개시 4년이 되던 해에 손익분기

점에도 도달하였다(김홍년, 2015). 위의 사례와 같이 유럽의 인터넷전문은행

들은 모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출범된 것이 대부분이며, 간편함을 추구하는

젊은 고객층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여러 가지 서비스 형태로 충족시키고

있다. 한편, 영국의 소규모 신생 은행들인 Challenger Bank는 기존 일반은행

들과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급성장하고 있는데, 영국의 대형

은행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점 축소, 비대면 채널 확대를 추진함에 따

라 고객층이 이탈되고 있는데, Challenger Bank들은 이 유출된 고객들을 흡

수하며 발전하고 있다. 2013년 기준 Challenger Bank의 예금시장 점유율은

2.0% 대출시장 점유율은 2.1%로 아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채널 차별화와 고

객과의 친밀한 소통을 통한 관계형 금융 전략을 활용하면서 2011년부터 2013

년의 기간 동안 예금 및 대출 규모가 1.5배 성장하였다(성종화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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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유럽 인터넷전문은행 현황(2014. 9월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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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사례

일본은 금융 활성화와 소비자의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00년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였다.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주로 비금융회사가 은행과

제휴를 통해 공동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급결제 등에 특화된 은행과

예대마진을 주요 수익모델로 full banking service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구분

된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5). 설립 당시 사쿠라, 미쓰이 물산, 후지쓰 등

이 대주주로 구성된 재팬네트은행을 비롯하여 소니은행, SBI주신네트은행 등

이 은행과 비금융기관 합자형태의 대표적인 예이다. SBI주신네트은행은 SBI

securities(계열 증권사)와 합작을 통해 출시한 복합상품, 공동설립주체인 스

미모토미쓰이 은행과 연계한 주택담보대출 등을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2009년

이후 5년간 예금규모가 5배나 증가하였고, 다이와넥스트은행은 2011년4월에

영업을 개시하여 다이와증권 고객을 대상으로 ‘스윕 어카운트 서비스(증권계

좌의 잔액이 미리 정해놓은 목표치를 넘으면 수익을 낸 만큼을 바로 현금화

해 자동 이체하는 서비스)’ 등 모회사와 연계된 상품·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설립 3년 만에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 2번째로 많은 예금 잔고를 확보

하였다(우리금융연구소, 2015). 라쿠텐은행의 경우 일본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쿠텐(일본 온라인 쇼핑시장의 약 70% 점유)의 자회사로써 모기업의

고객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해외송금, 전자화폐 등의 지급결제 업무를 중심으

로 성장하였다(성종화 외, 2015). 또한, 라쿠텐은행과 라쿠텐증권의 계좌연계

서비스인 머니브리지는 양사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우대금리 제공, 간편

입금, 당일 출금, 원스톱 로그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금융투자협회, 2015).

일본 최대 편의점 체인인 Seven Eleven을 모기업으로 하는 Seven Bank는

2001년 설립되어, 2015년8월말 기준 18,092곳의 매장에 설치된 21,056대의

ATM을 기반으로 서비스 개시 3년 만에 흑자전환 하였고, 이후 최근까지 연

평균 15%가 넘는 순이익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Seven Bank는 201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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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억 엔(한화 약 4,800억 원)의 이익을 시현하여 그룹에서 편의점 사업에 이

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의 이익을 내고 있다(박하늘, 2015). 대부분의 일본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공통점은 고객 유치를 위한 차별적인 금리, 수수료 제공,

편의성 제고를 통한 다양한 고객니즈 충족과 함께 모회사의 고객기반 및 네

트워크 활용에 성공한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성종화 외, 2015).

<그림 2-3>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현황(2014. 9월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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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기대효과

1.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이 시도된 것은 2000년도

부터이다. 특히 2002년에 SK, 롯데, 코오롱 등 일부 대기업, 벤처회사 및 외

국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인 V-Bank 설립을 추지하였지

만 외국금융기관의 투자유치 실패와 은산분리 원칙, 금융실명제 등 제도적

제약으로 실패하였고, 2008년도 금융위원회 주도로 은행법 개정을 통한 인터

넷전문은행 발족을 시도하였으나 기존 일반은행과의 과당경쟁 우려, 은행산

업 부실 가능성, 수익모델 취약성 등의 이유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

과되지 않으면서 실패하였다.[한국은행 연구원-한국형 인터넷은행 도입방안]

하지만 핀테크(Fintech)가 글로벌 시장에서 대세로 굳혀진 상황에서 핀테크

(Fintech)산업의 육성은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4년 말에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

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금융위원

회는 30대 그룹과 상호출자제한 대상 그룹에 대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제한하고 나머지 기업에 참여 기회를 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가하기로

하였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근거 법은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은

행법을 수정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로

써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토록 하였다. 2015년10월 한국카카오은행(주)(이하

카카오뱅크라고 칭함) 컨소시엄, K-뱅크 컨소시엄, I-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하였고, 이 중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인가를 받

았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업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안정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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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인가되었고, K-뱅크는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인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와 다르게 I-뱅크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

가모형 등은 어느 정도 평가되나,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어 인가를 받는

데 실패했다(금융위원회, 2015).

2016년12월14일 은행업 영업 본인가를 취득한 후, 2017년4월3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K-뱅크는 우리은행(지분 10.0%), NH투자증권(지분 10.0%), GS리테일

(지분 10.0%), 다날(지분 10.0%), 한화생명보험(지분 10.0%), KT(지분 8.0%),

KG이니시스(지분 8.0%), DGB캐피탈(지분 3.6%), 모바일리더(지분 3.2%), 인

포바인(지분 2.0%), 민앤지(2.0%), 한국정보통신(지분 1.5%), 포스토ICT(지분

1.0%), 한국관광공사, 얍컴퍼니, Alipay Investment Limited(홍콩), 스마일 게

이트 엔터테인먼트 등 21개 주주사로 구성되어 있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7

월27일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K-뱅크에 이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의 인터넷

전문은행이다. 주요 주주사로는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 58%), 카카오(지분

10%), KB국민은행(지분 10%),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넷마블, 이베이,

예스24, 텐센트 등이며, 2017년4월27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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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특징

편의성 ㅇ24시간 365일 간편 소액대출(300만원) 가능

주요상품

ㅇ3년간 총 12만 명을 대상으로 약 5천억 원 수준의
중금리대출(10%대) 목표

ㅇ수시입출금통장의 편리성과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요구불 계좌 출시

ㅇ제휴사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음원을 이자로 지급

IT와
금융의
융합

(준비 중)

ㅇKT 가입자, BC가맹점, PG사 결제DB 등 빅데이터
활용으로 맞춤형서비스 제공

ㅇ음성으로 잔고확인, 송금 등 제반 은행업무 수행
ㅇ향후 모기지론, 간편 결제, 외환업무, 펀드판매 등
업무단위 단계적 확대

<표 2-5> K-뱅크 주요 비즈니스 모델

※ 자료: K-뱅크, 유진투자증권

구분 주요특징

간편 송금 ㅇ톡 친구에게 대화하듯 쉬운 송금

이자율 자율선택 ㅇ예금이자를 현금 또는 다양한 포인트로 제공

카카오 스코어링
ㅇ카카오와 주주사가 보유한 Data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신

용평가

이베이(G마켓/옥션)
소상공인대출

ㅇ이베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Seller론 실행 예정

중금리 신용대출 ㅇ간편화를 통한 신속함과 합리적인 금리의 대출

Open Platform
ㅇ카카오뱅크의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핀테크
업체들의 오픈 플랫폼 구축

추가 사업모델 ㅇ금융봇, Eco-system, VAN/PG less카드 등

<표 2-6> 카카오뱅크 주요 비즈니스 모델

※ 자료: 카카오뱅크,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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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

K-뱅크는 KT 4,900만 명, KT자회사인 BC카드 가맹점 350만 점포와 KG

이니시스 등 결제대행업체의 결제관련 정보 60억 건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가입자 플랫폼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유진투자증권, 2017년 하반기 산업전망: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독보다 약!!!, 2017) K-뱅크는 주주사인 GS리테일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GS25시에 설치된 ATM기를 이용하면 입출금 수수료 면

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KT 통신 대리점을 통한 영업망 연계도 예정

되어 있다. 카드사업 부문은 체크카드만 취급하며, 향후 신용카드도 발급 예

정이다.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여타의 제1금융권과 차별화를 꾀

하고 있다. 정기예금 금리는 1년 만기 기준 최고 연2.1%이며, 가입금액은 1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이다. 2017년4월27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K-뱅크는 출범한 지 24일이 경과한 4월26일 08시 현재 총 24만 명(수신

2,848억원)이 넘는 고객을 유치하여 지난해 1년 동안 은행권 전체의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 15만 건을 출범 8일 만에 넘어서는 폭발적인 고객 유입을 기

록했고, 당초 기대한 대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금융권 전반에 고객이탈

방지, 중금리 대출시장 점유 등을 위한 폭넓은 경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발표

했다.

카카오뱅크는 4,200만 명의 카카오톡 가입자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중심의

비스니스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유진투자증권, 2017년 하반기 산업전망: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독보다 약!!!, 2017) K-뱅크와 달리 100% 스마트폰 뱅

킹 전용으로 운영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인 만큼 24시간 계좌이체, 체크카드 사

용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 17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

하며, 핵심서비스는 빅데이터 기반의 중금리 대출, 카카오톡 기반의 간편 송

금,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K-뱅크와 달리 전용ATM기를 없으며 CU(편

의점)에서 1일 최대 50만원까지 수수료 없이 현금 출금이 가능하며 송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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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며, 해외송금 및 대출도 가능하다. 네이버 나무위키의 자료에 의하면,

영업 첫날 오전 7시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12시간이 지난 오후 7시경에 이

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18만 명을 넘어 K-뱅크가 영업 첫 날 4만 명의 고

객이 가입한 것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수준이며, 영업 둘째 날인 7월29일

오후 3시 기준 48만 명이 가입했는데, 이는 2016년 한 해 동안 기존 일반은

행 전체에 개설된 비대면 계좌가 약 155,000개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이틀도

안 돼 이를 앞선 것이다. 이 후 7월31일 기준 100만개 이상의 계좌가 개설되

었고, 8월8일 현재 200만개를 돌파했으며, 개점한지 한 달 만에 300만 명이

넘게 카카오뱅크에 가입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3천800만의 국내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톡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카카오페이, 뱅크월렛 등 간편 결제와 송금 관련 노하우를 가

지고 있어 시장경쟁력을 갖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생각되었으나 그 성장속도

는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기본 입출식통장인 카카오뱅크 입출금

통장은 금리가 연0.1%로 기존 일반은행과 동일하다. 대신 입출금통장에서 당

분간 소비하지 않을 금액을 분리하여 ‘세이프박스’라는 예비자금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통장에는 기본 1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세이프박스로 돈을 옮겨도 연1.2%의 이자가 지급된다. 이자 지급은

매달 4번째 금요일을 기준으로 결산하여 토요일에 지급된다. 자유적금은 1년

만기 기준 연2.0%(자동이체 우대금리 0.2%), 정기예금은 1년 만기 기준 연

2.0%로 기존 일반은행에 비해 다소 높다. 수수료는 최소한 2017년 말까지 모

든 ATM기에서 입출금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GS25의 공동망기기에서만

수수료가 면제되는 K-뱅크와 비교해도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다. 변경 시 1

개월 전에 미리 공지한다고 한다. 또한, 국내 이체 수수료도 조건 없이 무료

다. 역시 변경 시 1개월 전에 미리 공지한다고 한다. 해외송금은 미국 씨티그

룹의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해외송금 수수료는 기존 일반은행의 10% 수준으

로 저렴하지만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일본의 유초

은행(Japan Post Bank) 등으로의 해외송금은 불가능하다. 대출은 오전 6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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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오후 11시 까지만 대출신청 및 실행이 가능하나, 폭발적인 대출 수요로

인해 서버를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낮 시간대에는 대출 신청 자체가 원만하

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출 상품 중 보증서담보대출인 비상금대출은 K-뱅

크의 미니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상품으로 최대한도는 300만원까지이며 주

주사인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끼고 실행되는 방식이다. 신용등급 1등급에서

8등급의 고객을 대상을 연체기록이 전무한 사람 위주로 대출이 실행되고 있

으며, 대출금리는 연 3.35%에서 최대 15%까지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취급되는 상품으로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마이너스통장과 일반 신용대출 방식으로 나뉘는데 연 소득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 대출이 있는 경우 전산

상 산출된 한도에서 차감 후 대출한도를 산출한다. 하지만 이러한 폭발적인

고객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공지사

항을 보면,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하여 카카오뱅크 콜센터 직원200명 외

에 사무실 직원 50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전화응대를 하고 있어도 해결이 안

되어 500명이 근무할 수 있는 제2콜센터 신축을 추진 중이라고 하였는데, 금

융감독원은 2017년8월1일 기준 카카오뱅크의 고객 전화 응대율이 14%에 불

과하다고 지적하여 개선을 권고하였다. 또한, 카카오프렌즈 체크카드 수령은

처음에 7영업일 이내로 안내하였으나, 평균 4주가 소요될 정도로 물량이 밀

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K-뱅크와 달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모든 상담이 가능하고, 심야시간에는 사

고접수 등만 진행한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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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국카카오뱅크 K-뱅크

자 본 금
8,000억 원

(설립 시 3,000억 원)
2,500억 원

계좌개설
신청자 명의의 타행 계좌
로 입금된 1원의 입금자
명 확인

신분증을 소지한 상태로
영상통화

고객 상담시간 오전 9시∼오후 10시 24시간(연중무휴)

인터넷 및 폰뱅킹 스마트폰 뱅킹만 가능
인터넷과 스마트폰 뱅킹
모두 가능

출금 및 이체 수수료
올해 말까지 ATM기 수
수료, 주요은행 이체수수

료 모두 면제

GS편의점에서만 면제

간편 송금 카카오톡 주소록 활용
전화번호를 활용해 문자
메시지 전송

해외 송금
주요 22개국만 송금 가능
(기존 일반은행 수수료의
1/10 수준)

내년 중 서비스 예정

예금 금리
입출금통장 0.1%
정기예금 2.0%
자유적금 2.0%

입출금통장 1.2%
정기예금 2.1%
자유적금 2.5%

대출 금리
신용대출 2.84%∼
마이너스대출 2.86%∼

마이너스대출 5.5%∼

<표 2-7>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비교(‘17.8.14 기준)

※ 자료: 금융위원회(2016)

IBK기업은행은 “미국과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규모를 근간으로 추정해볼

때, 2028년 경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시장 규모가 47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여부은 튼튼한 고객 기반, 고객의 니즈

파악, IT기반 기술 경쟁력에 좌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IBK기업은행, 2015).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 모두 주주사의 기존 고객기반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기존 일반은행 대비 24시간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편

리성 제공, 각종 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

하고 있으며, 중금리 대출시장 개척 등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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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거 시행했었던 고객이 은행방문 없이 모든 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다이렉트 뱅킹 상품은 고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상품을 기반으로

만들어 졌으나 KDB산업은행, 전북은행 그리고 2000년 전후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모두 실패하였다. 즉, 특화된 사업모델 없이 고금리로

인한 유인으로 유입된 고객들은 금리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 재 이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목표 잔고, 점유율을 달성하더라도 적정 금리로 인하

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개별 국가별로 자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즉, 미국은 자산관리, 일본은 지급결제시스템,

유럽의 경우에는 방카슈랑스 분야에 특화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저금리, 저

성장 기조 하에서는 조달보다는 운용이 중요하다. 금리를 올리면 쉽게 조달

이 가능하지만 운용은 금리뿐만 아니라 대손비용까지 고려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컨소시엄 가입자 Data를 활용한 CSS(신용평가등급시스템, Credit

Scoring System)를 잘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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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기대효과 및 우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으로 인하여 무점포를 통한 비용절감과 새로운 서비

스의 개발에 따른 소비자들의 효용성 증대, 은행산업의 경쟁촉진으로 다양한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어 이것은 도입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기대효과와 함께 도입에 대한 예상되는 우려와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

다.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함에 있어 예상되는 기대효과로는 다음과 같

다. 인터넷전문은행도입의 효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상할 수 있는데, 금

융과 ICT의 융합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탄생되었고 금융소비자들의 편익

이 많은 부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은행들이 서비스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을 예로 들면, 중국 최대의

SNS기업인 텐센트를 모기업으로 하는 중국 인터넷전문은행 “WeBank“은

SNS상의 고객의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기존의 재무정

보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를 하는 금융방식에서 대출받기 힘든 계층들도 대출

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점포 방문 없이 다양한 서

비스의 이용이 가능하고, 특히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전자상거래 전문기업인 Rakuten Bank

의 계열사로 지급 결제업무를 특화하여 일본에서 업계 최초로 수수료 무료

화, 계열사의 제품 구입 시 포인트 제공의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예들을 정리하면 궁극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연계한 ICT는

다양한 유사 산업을 만들고 더불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인터

넷전문은행 사업모델 구축, 핀테크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것에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금융당국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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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확실한 리스크의 관리가 우려 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의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은 국내의

은행산업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비즈니스모델의 차별

화가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우 자산관리, 일본은 지급결제, 유럽은 방카슈랑스와 같은 각 나

라별 특성에 맞춘 모델이 수립되어 있는 것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우리나라

의 경우 기존 은행들이 서비스하는 인터넷뱅킹과의 차별적인 서비스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확실한 리스크 관리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은행들보다 강화된 심사능력이 요구

된다. 이러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계획이 철저하게 분석 될 필요가 있

다. 또한 기존 금융권과 제휴관계를 통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

고,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으로 되어 있기 때

문에, 작은 충격에도 금리에 민감한 고객들의 유동성 급감할 위험에 대비하

여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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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 연구 모형

제Ⅲ장 실증 분석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 일반은

행 이용 현황 및 만족도를 살펴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여부 및 이용 현

황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일반은행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도구인 설문

지의 배부 방법은 은행 내방 고객에게 직접 받았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17

년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1개월간 진행되었고 총 341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고 무성의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총 330부를 연구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였다.

2.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최종목표인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모형 및 가설을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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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기존 은행의 만족도와 신뢰도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가입여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기존 은행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비율이 높을

것이다.

1-2. 기존 은행의 신뢰도가 낮을수록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비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여부에 따라 사용자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여부에 따라 유용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여부에 따라 위험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여부에 따라 용이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이용자 인식이 높을수록 이용 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유용성 인식이 높을수록 이용 의도는 높을 것이다.

3-2. 위험성 인식이 낮을수록 이용 의도는 높을 것이다.

3-3. 용이성 인식이 높을수록 이용 의도는 높을 것이다.

3. 자료수집 및 처리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PSS WIN 22.0을 사

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첫째,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기존 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현

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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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존 은행의 만족도와 신뢰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유용성, 위험성, 용

이성 그리고 이용 의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기존 은행의 만족도와 신뢰도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가입여부 차이

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을 실시하였다.

넷째,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여부에 따른 사용자 인식 및 이용자 인식에 따

른 이용 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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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표본의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최종 분석에 활용된 총 330명의 표본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4-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66명(20%), 여성은 264명(80%)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배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 77명(23.3%), 30대 112명(33.9%), 40대

103명(31.2%), 50대 37명(11.2%), 60대 1명(0.3%)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주부

4명(1.2%), 회사원 326명(98.8%)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152명

(46.1%), 대학교 재학 9명(2.7%), 대학교 졸업 166명(50.3%), 대학원 재학 1명

(0.3%), 대학원 졸업 2명(0.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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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66 20.0

여 264 80.0

연령

10대 - -

20대 77 23.3

30대 112 33.9

40대 103 31.2

50대 37 11.2

60대 1 0.3

직업

주부 4 1.2

학생 - -

회사원 326 98.8

자영업자 -

학력

중학교 졸업 - -

고등학교 졸업 152 46.1

대학교 재학 9 2.7

대학교 졸업 166 50.3

대학원 재학 1 0.3

대학원졸업 2 0.6

합계 330 100.0

<표 4-1> 인구학적 특성



- 37 -

2. 기존 일반은행 이용 현황

1) 금융거래 이용 횟수 및 비중

연구 대상자의 기존 일반은행 이용 횟수는 월 평균 9.7회로 나타났으며,

<표 4-2>는 기존 일반은행의 금융거래 비중을 개인별로 100% 기준으로 하

였을 경우 금융거래 이용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 은행 창구는 5.6%, 자동화기기(ATM/CD) 19.0%, 인터넷 뱅킹 20.8%,

스마트 뱅킹 54.6%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일반은

행에서 비대면 채널에 대한 서비스 및 상품을 확대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보

급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연구 대상자의 연령층에서 스

마트폰 이용도가 높은 2-30대의 비중이 57.2%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금융 거래 수단 이용 비중(%)

은행 창구 5.6

자동화기기(ATM/CD) 19.0

인터넷 뱅킹 20.8

스마트 뱅킹 54.6

합 계 100

<표 4-2> 금융거래 이용 비중

2) 금융거래 종류 및 비중

<표 4-3>은 기존 일반은행을 통하여 이용하는 금융거래 현황을 살펴본 것

으로 개인별로 100%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금융거래 현황

을 살펴보면 예금 잔액, 거래내역 등 조회 26.3%, 입금, 출금, 송금,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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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출 관련 4.4%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용카

드 관련 9.0%, 외환, 펀드, 방카 1.3%, 기타(통장 정리 및 환전) 1.4%로 나타

났다.

거래종류 이용 비중(%)

예금 잔액, 거래내역 등 조회 26.3

입금, 출금, 송금, 이체 57.6

대출 관련 4.4

신용카드 관련 9.0

외환, 펀드, 방카 1.3

기타(통장 정리 및 환전) 1.4

합 계 100.0

<표 4-3> 일반은행 금융거래 비중

3) 이용하는 기존 일반은행(주거래 은행)

<표 4-4>는 주로 이용하는 기존 일반은행의 현황을 살펴본 것으로 시중은

행 329명, 특수은행 1명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복수 응답으로 지방은행 2

명, 특수은행 85명, 상호저축은행 1명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이용비율이 높은 이유는 표본의 거주지가 서울이라는 상황이 반

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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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종류 이용 현황(명)

시중은행(ex.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한 등) 329

지방은행(ex.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등) (2)*

특수은행(ex.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1(85)*

상호저축은행(ex. 솔로몬, 현대스위스, HK, 푸른 등) (1)*

합 계 330((88)

<표 4-4> 이용하는 기존 일반은행(주거래 은행)

( )*는 복수 응답자 수임.

4) 기존 일반은행 이용 만족도

<표 4-5>는 기존 일반은행 이용 만족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 일반은행을 통한 금융거래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으로 만족

한다.”는 3.56±0.87로 나타났으며, “기존 일반은행은 예금, 대출, 카드 등 다양

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상품보유 측면에서 만족한다.”는 3.35±0.97로 나타

났다. 그리고 “기존 일반은행은 지점이 많아 언제, 어디서든 거래 할 수 있어

만족한다.”는 3.44±1.02로 나타났으며, “기존 일반은행 창구에서 금융거래서비

스를 이용할 때, 기계가 아닌 사람과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 좋다.”는

3.20±1.03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존 일반은행은 내가 기대한 만큼의

금융자산 관리를 해준다.”는 2.60±0.99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3.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자산 관

리에 대한 만족도는 2.6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 만족도는

3.23±0.6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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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M SD

B1. 기존 일반은행을 통한 금융거래서비스 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3.56 0.87

B2. 기존 일반은행은 예금, 대출, 카드 등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상품보유 측면에서 만족한다.
3.35 0.97

B3. 기존 일반은행은 지점이 많아 언제, 어디서든 거래 할

수 있어 만족한다.
3.44 1.02

B4. 기존 일반은행 창구에서 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계가 아닌 사람과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 좋다.
3.20 1.03

B5. 기존 일반은행은 내가 기대한 만큼의 금융자산

관리를 해준다.
2.60 0.99

합 계 3.23 0.68

<표 4-5> 기존 일반은행 이용 만족도

5) 기존 일반은행 이용 신뢰도

<표 4-6>은 기존 일반은행 이용 신뢰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 일반은행은 전반적으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다.”는

3.75±0.91로 나타났으며, “기존 일반은행은 개인의 신상정보 보호 측면에서

안전하다.”는 3.24±0.9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 일반은행은 예금, 대출,

카드이용 등 금융거래 측면에서 안전하다.”는 3.39±0.86으로 나타났으며, “ 기

존 일반은행은 나의 금융자산을 맡겨도 안전하다.”는 3.42±0.89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일반은행의 신뢰도는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

체 평균 만족도는 3.45±0.79로 나타났다. 일반 이용자는 기존 일반은행 이용

에 대하여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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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M SD

C1. 기존 일반은행은 전반적으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금

융기관이다.
3.75 0.91

C2. 기존 일반은행은 개인의 신상정보 보호 측면에서 안

전하다.
3.24 0.93

C3. 기존 일반은행은 예금, 대출, 카드이용 등 금융거래

측면에서 안전하다.
3.39 0.86

C4. 기존 일반은행은 나의 금융자산을 맡겨도 안전하다. 3.42 0.89

합 계 3.45 0.79

<표 4-6> 기존 일반은행 이용 신뢰도

3.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현황

1) 인터넷전문은행 가입 현황

<표 4-7>은 인터넷전문은행 가입 현황 및 가입경로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가입 여부를 살펴보면 가입 105명(31.8%), 미가입 225명

(68.2%)로 나타났으며, 가입 은행을 살펴보면 카카오 뱅크 86명(81.9%), K뱅

크 8명(7.6%), 모두 가입 11명(10.5%)로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 경

로를 살펴보면 언론(tv, 신문 광고) 45명(42.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 35명(33.3%), 지인소개 21명(20.0%), 기타

4명(3.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후발 은행인 ‘카카오뱅크’의 광고 및 홍보

를 통하여 접한 이용객들의 가입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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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여부
빈도

(명)

비중

(%)
가입 은행

빈도

(명)

비중

(%)
가입경로

빈도

(명)

비중

(%)

가입 105 31.8
카카오 
뱅크

86 81.9
언론

(TV, 신문)
45 42.9

지인소개 21 20.0
K뱅크 8 7.6

미가입 225 68.2 인터넷 35 33.3

모두 11 10.5
기타 4 3.8

합계 330 100
합계 105 100 합계 105 100

<표 4-7> 인터넷전문은행 가입 현황

2) 인터넷전문은행 금융거래 비중

<표 4-8>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하여 이용하는 금융거래 현황을 살펴본

것으로 개인별로 100%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융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예금 잔액, 거래내역 등 조회

23.0%, 입금, 출금, 송금, 이체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출 관련

7.3%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용카드 관련 4.1%, 외환, 펀드, 방카 0.8%, 기타

(사용 안함) 6.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일반은행의 금융거래 비중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며,

6.0%는 금융거래를 이용하지 않고 계좌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43 -

거래종류 이용 비중(%)

예금 잔액, 거래내역 등 조회 23.0

입금, 출금, 송금, 이체 58.8

대출 관련 7.3

신용카드 관련 4.1

외환, 펀드, 방카 0.8

기타( 사용 안함 ) 6.0

합 계 100

<표 4-8> 인터넷전문은행 금융거래 비중

3) 기존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거래 계획

<표 4-9>는 인터넷전문은행에 가입되어 있는 이용자의 기존 일반은행과의

거래 계획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 인터넷전문은행만 거래하겠다고 응답한 인원은 3명(2.9%)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전문은행과 기존 일반은행을 모두 거래하겠다가 102명

(97.1%)로 나타났다.

항 목 빈도(명) 비중(%)

인터넷전문은행만 거래 3 2.9

모두 거래 102 97.1

합 계 105 100.0

<표 4-9> 기존 일반은행 거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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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전문은행 미가입 이유

<표 4-10>은 인터넷전문은행 미가입 이유에 대한 질문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 “기존 일반은행을 거래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122명

(54.2%),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35명(15.6%), “인터넷전

문은행의 금융거래서비스가 기존 일반은행과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서” 16명

(7.1%), “인터넷전문은행은 해킹 등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

아서” 52명(23.1%)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인터넷전문은행 미가입자의 50% 이상은 기존 일반은행을 거래

하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23.1%는 보안상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은 보안

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기존 일반은행과 차별화되는 전략을 실시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 목 M SD

기존 일반은행을 거래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122 54.2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35 15.6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융거래서비스가 기존 일반은행과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서
16 7.1

인터넷전문은행은 해킹 등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2 23.1

합 계 225 100.0

<표 4-10> 인터넷전문은행 미가입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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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전문은행 가입 의사

<표 4-11>은 인터넷전문은행 미가입자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가입 의사

에 대한 결과 있다. 분석 결과 가입 의사 있음 106명(47.1%), 가입 의사 없음

119명(52.9%)으로 나타나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이용자들이 왜 가입 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 목
빈도

(명)

비중

(%)

가입 의사 있음 106 47.1

가입 의사 없음 119 52.9

합 계 225 100.0

<표 4-11> 인터넷전문은행 가입 의사

4. 인터넷전문은행 인식

1) 인터넷전문은행의 유용성

<표 4-12>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유용성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 “기존 일반은행보다 차별화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는 3.22±0.90으로 나타났으며, “시간과 장소를 구애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는 3.77±0.97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는 3.37±0.99로 나타났으며, “금융거래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 기존 일반은행보다 금융거래시간이 단축

될 것 같아서 좋다.”는 3.63±0.9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업점 창구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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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지 않고도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서 좋다.”는 3.67±1.01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보다 차별화된 서비

스와 시간과 장소에 제약 받지 않는 등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전

체 평균 유용성은 3.53±0.76으로 나타났다.

항 목 M SD

E1. 기존 일반은행보다 차별화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
3.22 0.90

E2.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금융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
3.77 0.97

E3.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

을 것 같아서 좋다.
3.37 0.99

E4. 금융거래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

기존 일반은행보다 금융거래시간이 단축될 것 같아서 좋다.
3.63 0.92

E5.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서 좋다.
3.67 1.01

합 계 3.53 0.76

<표 4-12> 인터넷전문은행의 유용성

2) 인터넷전문은행의 위험성

<표 4-13>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위험성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 “금융거래를 하는데 있어, 기존 일반은행 보다 복잡하거나

어려울 것 같다.”는 2.56±0.98로 나타났으며, “지점이 없어서 기존 일반은행

보다 현금 입출금이 불편할 것 같다.”는 3.12±1.05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행

원을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 불편하거나 답답할 것 같다.”는 2.82±1.09로 나타

났다. “기존 일반은행 보다 신상정보나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누출 위험이 높

을 것 같다.”는 3.74±1.0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해킹에 대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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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것 같다.”는 3.87±0.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장

애, 은행의 전산문제 등 이용상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3.74±0.96으로 나

타났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부도 등으로 나의 금융자산이 손해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3.45±1.01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일반 이용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서비스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킹과 개인정보 유

출, 전산 장애 등에 대하여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 목 M SD

F1. 금융거래를 하는데 있어, 기존 일반은행 보다 복잡하거

나 어려울 것 같다.
2.56 0.98

F2. 지점이 없어서 기존 일반은행 보다 현금 입출금이 불편

할 것 같다.
3.12 1.05

F3. 은행원을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 불편하거나 답답할 것

같다.
2.82 1.09

F4. 기존 일반은행 보다 신상정보나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높을 것 같다.
3.74 1.01

F5. 해킹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것 같다. 3.87 0.96

F6. 인터넷 장애, 은행의 전산문제 등 이용상 문제가 발생

할 것 같다.
3.73 0.96

F7. 인터넷전문은행의 부도 등으로 나의 금융자산이 손해

날 수 있을 것 같다.
3.45 1.01

합 계 3.33 0.66

<표 4-13> 인터넷전문은행의 위험성

3) 인터넷전문은행의 용이성

<표 4-14>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용이성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 “이용법이 쉽고, 빠를 것이다.”는 3.68±0.96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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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용하는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는 3.66±0.92로 나타났다.

그리고 “쉽게 익숙해질 것이다.”는 3.70±0.90으로 나타났으며, “금융거래를 하

는데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는 3.6±0.93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은 이용방법을 쉽고 빠르게 익히며 불편하지 않

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용이성은 3.66±0.85로 나

타났다.

항 목 M SD

G1. 이용법이 쉽고, 빠를 것이다. 3.68 0.96

G2. 이용하는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3.66 0.92

G3. 쉽게 익숙해질 것이다. 3.70 0.90

G4. 금융거래를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3.61 0.93

합 계 3.66 0.85

<표 4-14> 인터넷전문은행의 용이성

4)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 및 전파 의도

<표 4-15>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 및 전파 의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

차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할 것이다.(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 포함)”는 3.22±1.04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유익하다면,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설명, 전파할 것이다.”는 3.29±1.00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유익하다면, 타인에게 이용 권유할 것이

다.”는 3.26±1.01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후 유익하다면 지인

에게 가입을 권유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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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M SD

H1.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할 것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 포함)
3.22 1.04

H2. 인터넷전문은행이 유익하다면,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설명, 전파할 것이다.
3.29 1.00

H3. 인터넷전문은행이 유익하다면, 타인에게 이용 권유할

것이다.
3.26 1.01

합 계 3.26 0.94

<표 4-15>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 및 전파 의도

제 2 절 연구가설의 검증

1. 가설1

“가설1. 기존 은행의 만족도와 신뢰도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가입여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하위 가설 “1-1. 기존 은행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인

터넷전문은행의 가입비율이 높을 것이다.”을 확인하기 위해 만족도를 상(답변

4번과 5번), 중(답변 3번), 하(답변 1번과 2번, 이하 동일)로 변환하여 독립변

수로 넣어 분석한 결과 “만족도 하”인 경우 가입은 36명(34.3%), 미가입은 58

명(25.8%)로 나타났다. “만족도 중”인 경우 가입은 54명(51.4%), 미가입은

136명(60.4%)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족도 상”인 경우 가입은 15명(14.3%),

미가입 31명(13.8%)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기존은행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만족도 하”인 경우 “만족도 상”

인 경우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많이 가입되어 있지만 통계 분석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p>0.05)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1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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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하 만족도 중 만족도 상 합계

가입
36 54 15 105

34.3% 51.4% 14.3% 100.0%

미가입
58 136 31 225

25.8% 60.4% 13.8% 100.0%

합계
94 190 46 330

28.5% 57.6% 13.9% 100.0%

<표 4-16> 만족도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가입 비율 검증

χ2=2.843, df=2, p>.05

“1-2. 기존 은행의 신뢰도가 낮을수록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비율이 높을

것이다.”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를 상, 중, 하로 변환하여 독립변수로 넣어

분석한 결과 “신뢰도 하”인 경우 가입 19명(18.1%), 미가입 38명(16.9%)로 나

타났으며, “신뢰도 중”인 경우 가입 46명(43.8%), 미가입 125명(55.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뢰도 상”인 경우 가입 40명(38.1%), 미가입 62명(27.6%)

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기존 은행의 신뢰도와 관련하여 “신뢰도 하”인 경우 “신뢰도

중”과 “신뢰도 상”보다 가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p>0.05)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1-2 역시 기각

되었다.

신뢰도 하 신뢰도 중 신뢰도 상 합계

가입
19 46 40 105

18.1% 43.8% 38.1% 100.0%

미가입
38 125 62 225

16.9% 55.6% 27.6% 100.0%

합계
57 171 102 330

17.3% 51.8% 30.9% 100.0%

<표 4-17> 신뢰도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가입 비율 검증

χ2=4.539, df=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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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2

“가설2.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여부에 따라 사용자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의 하위 가설 “2-1.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여부에 따라 유용성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용성을 하, 중, 상으로 변환하여 독립

변수로 넣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4-18>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유용성 상”인 경우 가입 51명(48.6%), 미가입 56명(24.9%)로 나타나 인터넷

전문은행의 유용성을 높게 생각한 이용자는 가입을 상대적으로 높게 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01)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가설2-1은 채택되었다.

유용성 하 유용성 중 유용성 상 합계

가입
7 47 51 105

6.7% 44.8% 48.6% 100.0%

미가입
38 131 56 225

16.9% 58.2% 24.9% 100.0%

합계
45 178 107 330

13.6% 53.9% 32.4% 100.0%

<표 4-18> 유용성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가입 여부 검증

χ2=20.274, df=2, p<.01

“가설 2-2.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여부에 따라 위험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

다.”을 확인하기 위해 위험성을 하, 중, 상으로 변환하여 독립변수로 넣어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4-19>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위험성 하”인

경우 가입 40명(38.1%), 미가입 31명(13.8%)로 나타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위험

성을 낮게 생각한 이용자는 가입이 상대적으로 높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성 상”인 경우 가입 11명(10.5%), 미가입 47명(20.9%)로 위험성을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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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 이용자는 미가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p<0.01)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2-2는 가설에서

설정된 방향과 일치하여 채택되었다.

위험성 하 위험성 중 위험성 상 합계

가입
40 54 11 105

38.1% 51.4% 10.5% 100.0%

미가입
31 147 47 225

13.8% 65.3% 20.9% 100.0%

합계
71 201 58 330

21.5% 60.9% 17.6% 100.0%

<표 4-19> 위험성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가입 여부 검증

χ2=26.366, df=2, p<.01

“2-3.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여부에 따라 용이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을

확인하기 위해 용이성을 하, 중, 상으로 변환하여 독립변수로 넣어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표 4-20>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용이성 하”인 경우 가

입 7명(6.7%), 미가입 31명(13.8%)로 나타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용이성을 낮게

생각한 이용자는 미가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용이성 중”인 경우

가입 30명(28.6%), 미가입 111명(49.3%)로 나타났다. 그리고 “용이성 상”인

경우 가입 68명(64.8%), 미가입 83명(36.9%)로 용이성을 높게 생각한 이용자

는 가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01)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2-3은 가설에서 설정된 방향과

일치하여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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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성 하 용이성 중 용이성 상 합계

가입
7 30 68 105

6.7% 28.6% 64.8% 100.0%

미가입
31 111 83 225

13.8% 49.3% 36.9% 100.0%

합계
38 141 151 330

11.5% 42.7% 45.8% 100.0%

<표 4-20> 용이성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가입 여부 검증

χ2=22.522, df=2, p<.01

3. 가설3

“가설3. 이용자 인식이 높을수록 이용 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하위

가설 “3-1. 유용성 인식이 높을수록 이용 의도는 높을 것이다.”을 확인하기

위해 유용성을 하, 중, 상으로 변환하여 독립변수로 넣고, 이용 의도, 이용 설

명, 이용 권유 역시 상, 중, 하로 변환하여 종속변수로 넣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4-21>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용 의도는 “유용성 하”

인 경우 30명(37.5%), “유용성 중”인 경우 39명(48.8%), “유용성 상”인 경우

11명(13.8%)로 나타났으며, 타인에게 이용을 설명한다는 “유용성 하”인 경우

11명(7.3%)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유용성 중”인 경우 112명(7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유용성 상”인 경우 28명(18.5%)으로 나타났다. 타인

에게 이용을 권한다는 “유용성 하”인 경우 4명(4.0%)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유용성 상”인 경우 68명(68.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p<0.01)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3-1은 가설

에서 설정된 방향과 일치하여 채택되었다.



- 54 -

유용성 하 유용성 중 유용성 상 합계

이용 의도
30 39 11 80

37.5% 48.8% 13.8% 100.0%

이용 설명
11 112 28 151

7.3% 74.2% 18.5% 100.0%

이용 권유
4 27 68 99

4.0% 27.3% 68.7% 100.0%

합계
45 178 107 330

13.6% 53.9% 32.4% 100.0%

<표 4-21> 유용성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의도 검증

χ2=127.200, df=4, p<.01

“가설 3-2. 위험성 인식이 낮을수록 이용 의도는 높을 것이다.”을 확인하기

위해 위험성을 하, 중, 상으로 변환하여 독립변수로 넣고, 이용 의도, 이용 설

명, 이용 권유 역시 상, 중, 하로 변환하여 종속변수로 넣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4-22>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용 의도는 “위험성 하”

인 경우 13명(16.3%), “위험성 중”인 경우 46명(57.5%), “위험성 상”인 경우

21명(26.3%)로 나타났으며, 타인에게 이용을 설명한다는 “위험성 하”인 경우

21명(13.9%)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위험성 중”인 경우 108명(7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위험성 상”인 경우 22명(14.6%)으로 나타났다. 타인

에게 이용을 권한다는 “위험성 하”인 경우 37명(37.4%)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위험성 상”인 경우 15명(15.2%)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p<0.01)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3-2은 가설

에서 설정된 방향과 일치하여 채택되었다.



- 55 -

위험성 하 위험성 중 위험성 상 합계

이용 의도
13 46 21 80

16.3% 57.5% 26.3% 100.0%

이용 설명
21 108 22 151

13.9% 71.5% 14.6% 100.0%

이용 권유
37 47 15 99

37.4% 47.5% 15.2% 100.0%

합계
71 201 58 330

21.5% 60.9% 17.6% 100.0%

<표 4-22> 위험성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의도 검증

χ2=27.077, df=4, p<.01

“가설 3-3. 용이성 인식이 높을수록 이용 의도는 높을 것이다.”을 확인하기

위해 용이성을 하, 중, 상으로 변환하여 독립변수로 넣고, 이용 의도, 이용 설

명, 이용 권유 역시 상, 중, 하로 변환하여 종속변수로 넣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4-23>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용 의도는 “용이성 하”

인 경우 21명(26.3%), “용이성 중”인 경우 37명(46.3%), “용이성 상”인 경우

22명(27.5%)로 나타났으며, 타인에게 이용을 설명한다는 “용이성 하”인 경우

14명(9.3%)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용이성 중”인 경우 86명(57.0%)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그리고 “용이성 상”인 경우 51명(33.8%)으로 나타났다. 타인에

게 이용을 권한다는 “용이성 하”인 경우 3명(3.0%)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용

이성 상”인 경우 78명(7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p<0.01)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3-3은 가설에서

설정된 방향과 일치하여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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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성 하 용이성 중 용이성 상 합계

이용 의도
21 37 22 80

26.3% 46.3% 27.5% 100.0%

이용 설명
14 86 51 151

9.3% 57.0% 33.8% 100.0%

이용 권유
3 18 78 99

3.0% 18.2% 78.8% 100.0%

합계
38 141 151 330

11.5% 42.7% 45.8% 100.0%

<표 4-23> 용이성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의도 검증

χ2=77.449, df=4, p<.01

이상의 가설검증결과를 종합하면 <표 4-24>와 같이 총 가설 8개 중 가설

1-1과 가설1-2를 제외한 6개가 채택된 것을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설 내용
검증

결과

1-1
기존 은행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비율이
높을 것이다. 기각

1-2
기존 은행의 신뢰도가 낮을수록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비율이
높을 것이다. 기각

2-1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여부에 따라 유용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2-2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여부에 따라 위험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2-3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여부에 따라 용이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3-1 유용성 인식이 높을수록 이용 의도는 높을 것이다. 채택

3-2 위험성 인식이 낮을수록 이용 의도는 높을 것이다. 채택

3-3 용이성 인식이 높을수록 이용 의도는 높을 것이다. 채택

<표 4-24> 가설검증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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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결 론

은행 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줄 인터넷 전문은행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목전에 둔 지금, 기존의 은행산업의 금융 시장 내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한 내용은 기존 은행과 현재 신규 허가를 받은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더 나아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금융 소비자들에 있어 매우 중

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태동한 시점에서 핀테크의 핵심인 금융과 ICT의 융합

으로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활성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검증하고

자 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 8개의 가설을 설정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기존은행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실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1. 기존 은행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비율이

높을 것이다.”와 “가설 1-2. 기존 은행의 신뢰도가 낮을수록 인터넷전문은행

의 가입비율이 높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가설인 “가설 2-1.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여부에 따라 유용

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여부에 따라 위

험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여부에 따라

용이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1. 유용성 인식이 높을수록 이용 의

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 3-2. 위험성 인식이 낮을수록 이용 의도는 높을 것

이다.” “가설 3-3. 용이성 인식이 높을수록 이용 의도는 높을 것이다.”는 모두

채택되었다.

이상의 가설 검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총 8개의 가설 중 기각된 2개의

가설은 기존 일반은행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낮아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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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 다른 가설과 결과를 토

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이 매력적인 은행서비스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 세부

적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주거래 은행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할 경우 얻어지는 상대적인 이점이 높으며, 인터넷전

문은행을 이용하기 위해 기존 금융거래와 동일한 수준의 노력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제거해야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률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객들은 개인정보 누출이나 해킹에 대한 우

려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 장애 등에 따른 이용불편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생

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면채널과 비 대면채널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실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에 대한 매력도를

높게 지각하더라고 주거래 은행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 의도는 낮아지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미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용하더라도 기

존 주거래은행인 대면서비스 제공 역시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표본 선정에 있어서 일정부분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조사 집단

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특정 영업점을 거래하는 고객들로 한정 되었으나,

이를 조사 지역과 표본수를 더욱 확대하여 조사 분석이 수행되었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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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평소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들의 비중은 어떠십니까?

각 수단을 이용한 횟수를 기준으로 전체 합계가 100%가 되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금융 거래 수단 이용 비중

은행 창구 ( ) %

자동화기기(ATM/CD) ( ) %

인터넷 뱅킹 ( ) %

스마트 뱅킹 ( ) %

합 계 ( 100 )%

A1. 귀하께서는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이 아닌 기존 일반은행(예: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의 제1금융기관)을 얼마나 자

주 이용하고 계십니까?

한 달 평균 회

A2. 귀하께서 기존 일반은행을 통하여 이용하시는 금융거래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거래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거래종류 이용 비중

⓵ 예금 잔액, 거래내역 등 조회 ( ) %

⓶ 입금, 출금, 송금, 이체 ( ) %

⓷ 대출 관련 ( ) %

⓸ 신용카드 관련 ( ) %

⓹ 외환, 펀드, 방카 ( ) %

⓺ 기타( ) ( ) %

합 계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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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기존 일반은행에 대하여 표시하여 주십시오.

(거래하는 모든 은행을 표시해 주십시오.)

⓵ 시중은행(ex.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한, SC제일, KEB하나 등)

⓶ 지방은행(ex.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은행 등)

⓷ 특수은행(ex.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한국산업은행 등)

⓸ 상호저축은행(ex. 솔로몬, 현대스위스, HK, 푸른, 토마토, 제일상호저축 등)

▣ 다음은 귀하께서 기존 일반은행을 통해 다양한 금융거래서비스를 경험한 사

실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체크해(V)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 혀 매 우
아니다 ← → 그렇다

1 2 3 4 5

B1. 기존 일반은행을 통한 금융거래서비스 이용

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B2. 기존 일반은행은 예금, 대출, 카드 등 다양

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상품보유 측면에서

만족한다.

B3. 기존 일반은행은 지점이 많아 언제, 어디서

든 거래 할 수 있어 만족한다.

B4. 기존 일반은행 창구에서 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계가 아닌 사람과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 좋다.

B5. 기존 일반은행은 내가 기대한 만큼의 금융

자산 관리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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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기존 일반은행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체크해(V)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 혀 매 우
아니다 ← → 그렇다

1 2 3 4 5

C1. 기존 일반은행은 전반적으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다.

C2. 기존 일반은행은 개인의 신상정보 보호 측

면에서 안전하다.

C3. 기존 일반은행은 예금, 대출, 카드이용 등

금융거래 측면에서 안전하다.

C4. 기존 일반은행은 나의 금융자산을 맡겨도

안전하다.

▣ 다음은 인터넷전문은행 가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

도에 따라 해당란에 체크해(V) 주시기 바랍니다.

D1. 귀하께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⓵ 가입 ⓶ 미가입

D2. (D1의 질문에서 “⓵ 가입”에 표시하신 분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인터넷전문은행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느 은행에 가입되어 있나요?

(해당되는 은행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⓵ 카카오뱅크 ⓶ 케이뱅크

D3. (D1의 질문에서 “⓵ 가입”에 표시하신 분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인터넷전문은행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 경위는 무엇인가요?

⓵ 언론(TV, 신문 광고) ⓶ 지인 소개 ⓷ 인터넷 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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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D1의 질문에서 “⓵ 가입”에 표시하신 분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인터넷전문은행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로 이용하는 거래는 무엇입

니까? (해당되는 거래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거래종류 이용 비중

⓵ 예금 잔액, 거래내역 등 조회 ( ) %

⓶ 입금, 출금, 송금, 이체 ( ) %

⓷ 대출 관련 ( ) %

⓸ 신용카드 관련 ( ) %

⓹ 외환, 펀드, 방카 ( ) %

⓺ 기타( ) ( ) %

합 계 ( 100 ) %

D5. (D1의 질문에서 “⓵ 가입”에 표시하신 분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인터넷전문은행에 가입되어 있다면 기존 일반은행과의 거래는 어

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⓵ 기존 일반은행과의 거래는 끊고 인터넷전문은행만 거래한다.

⓶ 기존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모두 거래한다.

D6. (D1의 질문에서 “⓶ 미가입”에 표시하신 분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인터넷전문은행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⓵ 기존 일반은행을 거래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⓶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⓷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융거래서비스가 기존 일반은행과 별 차이 없을 것 같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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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인터넷전문은행은 해킹 등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D7. (D1의 질문에서 “⓶ 미가입”에 표시하신 분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에 가입할 의사나 계획은 있습니까?

⓵ 있다 ⓶ 없다

▣ (여기서 부터는 모든 분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전문은행의 유용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체크해(V)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 혀 매 우
아니다 ← → 그렇다

1 2 3 4 5

E1. 기존 일반은행보다 차별화된 온라인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

E2.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

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

E3.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

E4. 금융거래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기다리는 시

간이 없어 기존 일반은행보다 금융거래시간이

단축될 것 같아서 좋다.

E5.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어서 좋다.



- 67 -

▣ 인터넷전문은행의 위험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체크해(V)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 혀 매 우
아니다 ← → 그렇다

1 2 3 4 5

F1. 금융거래를 하는데 있어, 기존 일반은행 보

다 복잡하거나 어려울 것 같다.

F2. 지점이 없어서 기존 일반은행 보다 현금 입

출금이 불편할 것 같다.

F3. 은행원을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 불편하거나

답답할 것 같다.

F4. 기존 일반은행 보다 신상정보나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누출 위험이 높을 것 같다.

F5. 해킹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것 같다.

F6. 인터넷 장애, 은행의 전산문제 등 이용상 문

제가 발생할 것 같다.

F7. 인터넷전문은행의 부도 등으로 나의 금융자

산이 손해 날 수 있을 것 같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용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체크해(V)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 혀 매 우
아니다 ← → 그렇다

1 2 3 4 5

G1. 이용법이 쉽고, 빠를 것이다.

G2. 이용하는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

다.

G3. 쉽게 익숙해질 것이다.

G4. 금융거래를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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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및 전파 의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

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체크해(V)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 혀 매 우
아니다 ← → 그렇다

1 2 3 4 5

H1.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할 것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 포함)

H2. 인터넷전문은행이 유익하다면, 타인에게 긍

정적으로 설명, 전파할 것이다.

H3. 인터넷전문은행이 유익하다면, 타인에게 이

용 권유할 것이다.

※ 다음은 설문 응답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입니

다.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V) 주시기 바랍니다.

I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⓵ 남 ⓶ 여

I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⓵ 10대 ⓶ 20대 ⓷ 30대 ⓸ 40대 ⓹ 50대 ⓺ 60대 이상

I3.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⓵ 주부 ⓶ 학생 ⓷ 회사원 ⓸ 자영업자

I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⓵ 중학교 졸업 ⓶ 고등학교 졸업 ⓷ 대학교 재학

⓸ 대학교 졸업 ⓹ 대학원 재학 ⓺ 대학원 졸업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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