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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모바일 결제는 모바일 거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요소이다. 모바일 간편 결제란 일반적으로 

재화, 서비스 이용에 연관된 결제를 모바일 단말기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모바일 폰의 높은 보급률과 

사용자의 편리하고 즉각적인 결제에 대한 니즈에 의해 모바일 결제는 금전적 거래를 성사하는데 중요한 채

널로 인식되고 있다.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세를 보이면서 카드를 갖다 대거나 인증만으로 결제하는 

세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를 비롯해 플랫폼 및 유통업체, 결제시장의 전통 강자인 각 

금융사에 이르기까지 간편결제 시장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경쟁도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잠재적 주요고객이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청소년들이 모바일 간편 결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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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모바일 결제는 모바일 거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요소이

다. 모바일 간편 결제란 일반적으로 재화, 서비스 이용에 연관된 

결제를 모바일 단말기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Dahlberg, Mallat, 

Ondrus, & Smijewska, 2008). 모바일 폰의 높은 보급률과 사용자의 

편리하고 즉각적인 결제에 대한 니즈에 의해 모바일 결제는 금전적 

거래를 성사하는데 중요한 채널로 인식되고 있다.

모바일 간편결제란 스마트폰의 메모리나 애플리케이션에 신용카드

나 체크·직불카드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간편하게 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편결제 이용 건수는 작년 3분기 243만

건으로 전분기 대비 30% 증가했고, 이용액도 762억원으로 34.5%나 

성장했다. 

국내에서 다양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가 출시되었다. 기기제조

사, 플랫폼 업체, 유통업체와 금융사 등 다양한 서비스계열에서 여러 

가지 간편 결제서비스가 있다. 청소년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고등학생 10명 중 9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크게 늘고 있다. 

신용카드 등 후불결제 방식이 아닌 선불 충전카드 방식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용돈관리·가계부 정리 등에도 도움도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티머니와 캐시비다. 선불충전 교통카드로 시작한 

양 서비스는 최근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오프라인 간편결

제 서비스도 한다. NFC(근거리무선통신)를 활용해 대중교통은 물론 

편의점, 커피숍 등 일반 매장에서도 결제가 된다. 티머니는 페이코 

앱을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어 더 다양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청소년 대중교통 할인도 적용받을 수 있다. 페이코, 티머니 등 

해당 서비스 앱에 '어린이/청소년 할인' 메뉴에 간단한 등록절차만 

밟으면 된다. 생년월일을 등록하면 실물 카드와 같이 청소년 할인이 

된다.

연령별 모바일 카드 보유율을 살펴보자면, 20대와 30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주와 주영재, 2018). 이는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서 쓸 수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온라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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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에서 모두 쓰기 때문이다. 10대에 대한 사용 여부 조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모바일 간편 결제 사용에 있어 청소년들의 

현금 및 체크카드 사용 습관에 대한 부분도 조사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이용의도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계획적 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과 같은 사회 심리학 이론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IT 수용 행위를 설명하는 기술수용모델(TAM)이 제시 되었

다(Davis, 1989). 

TAM에 의하면사용자가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수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 의도에 의해 결정 되고, 그 사용 의도는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신념에 의해 결정 된다고 한다. 또한 사용자가 시스템에 

대한 신념은 지각하는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와 지각하는 

용이성이 있다.

1.2 개인혁신성 

Rogers(1983)는 혁신의 확산을 “새로운 아이디어, 관습,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회시스템 구성원들 사이에서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커뮤니

케이션 되는 것”이라고 했다. 개인의 새로운 기술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가장 널리 이용된 이론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나 기술이 전반 문화 공동체에서 왜, 어떻게, 어떤 속도로 전파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1.3 지각된 위험 

Bauer(1960)에 의해 처음 소개된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이란 

제품의 구매 혹은 사용에 의하여 발생할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하여 소비자가 느끼는 불확실성(uncerntainty)을 말한다

(Featherman & Pavlou, 2003). Jacoby and Kaplan(1972)는 지각되

는 위험을 발전시켜 5개 차원으로 분류를 하였다.

1.4 결제습관 

Aarts et al. (1998)은 습관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행위라고 

정의를 했다. 사회 심리학, 마케팅, 소비자 행동, 조직 행동 등 여러 

이론 분야에서 습관에 대하여 검증을 하였다 (Louis & Sutton, 1991; 

Ouellette & Wood, 1998).

III.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주류가 아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간편결제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고자 

하며 모바일 간편 결제에 대해 지각하는 위험과, 상대적 유용성/이점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 소재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이용의도를 살펴보고

자 한다. 

본 연구는 모바일 간편 결제에 대한 위험성과 상대적 이점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로서 기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방법, 연구 문제 도출, 설문지 작성, 설문지 

분석 및 연구 결과 분석, 제언 정리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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