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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등 핀테크 사업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 분야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등 많은 기업들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보안의 불안감 등의 이

유로 사용자들은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여 년 전부

터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국의 서비스 사

용자들을 대상으로, 기술수용모델을 바탕으로 모바일 간

편결제 서비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확인 및 검

증하여 향후 국내 서비스 제공 기업들에게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분야이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기존의 결제방식에 

비하여 자신의 카드 정보를 한번만 입력해 놓으면, 이후 

결제 시에 카드 정보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없어도 결제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

스는 복잡한 결제 단계를 줄여서 사용자의 기술수용 용

이성을 증대시키고 효율성도 향상시킨다. 

2. 기술수용에 관한 이론

  Davis(1989)가 제안한 기술수용모델은 정보기술 및 정

보시스템의 수용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이론으로, 지각

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라는 두 개의 중요 신념을 

통하여 정보기술 수용의 결정 요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

하고 있다. Venkatesh & Davis(2000)는 기술수용모델에 

주관적 규범, 이미지 등의 사회적 영향 프로세스와 직무 

적합성 등 인지적 도구 프로세스를 외부변수로 확장하여 

TAM2이라는 지각된 유용성을 확장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1].

3. 서비스 특성

  서비스 특성은 정보기술시스템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인으로서 정보기술시스템 수용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기존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의 바탕으로 즉시 접속성, 경제성, 보안성

을 서비스 특성으로 선정하였다. 

4. 사회적 특성

  사회적 특성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간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로써 특성 행동을 수행하도록 

개인의 받는 지각된 압력을 의미한다. 기술수용모델을 

바탕으로 정보기술시스템 수용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서 

사회적 영향은 중요한 외부 선행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적 특성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

비스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고 선행연구를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수용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중국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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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으며, 중국의 

서비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비스 특성, 사회

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은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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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주관적 규범과 이미지를 채택하였다. 

5. 개인적 특성

  사용자 개인의 어떤 특성이 서비스를 수용하도록 하는

지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 개인 혁신

성과 적합성을 개인적 특성으로 선정하였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서비스 특성

즉시접속성
경제성
보안성

사회적 특성

주관적규범
이미지

개인적 특성

자기효능감
개인혁신성

적합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수용의도

▶▶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서비스 특성, 사회적 특성, 개인적 특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서비스 특성, 사회적 특성, 개인적 특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4.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은 수용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실증분석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6

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중국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자료 수집 방식을 통

하여 총 474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보여준 

자료를 제외하고 43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는 [표 1]과 [표 2]와 같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계수 t-값 p-값 채택여부

지각된
용이성

즉시접속성 .060 1.510 .132 기각
경제성 .094 2.169 .031 채택
보안성 .048 1.345 .179 기각

주관적규범 .100 2.213 .027 채택
이미지 .00 .234 .815 기각

자기효능감 .271 5.855 .000 채택

개인혁신성 .078 1.649 .100 기각

적합성 .314 6.646 .000 채택

지각된
유용성

즉시접속성 .056 1.538 .125 기각
경제성 .219 5.473 .000 채택

보안성 -.003 -.078 .938 기각
주관적규범 .072 1.725 .085 기각

이미지 .163 4.124 .000 채택
자기효능감 .024 .562 .575 기각

개인혁신성 .153 3.498 .001 채택
적합성 .331 7.604 .000 채택

표 1. 서비스 특성, 사회적 특성, 개인적 특성과 지

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의 관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계수 t-값 p-값 채택여부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709 20.992 .000 채택

수용의도

지각된 
용이성

.288 7.516 .000 채택

지각된 
유용성

.596 15.548 .000 채택

표 2.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

성, 지각된 유용성과 수용의도의 관계

Ⅴ. 결론

  본 연구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용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를 보면, 서비스 특성 중에서는 경제성, 사

회적 특성 중에서는 주관적 규범, 개인적 특성 중에서는 

자기효능감, 혁신성, 적합성는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특성 중에서는 경제성, 

사회적 특성 중에서는 이미지, 개인적 특성 중에서는 혁

신성, 적합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은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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