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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and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ies enable individuals who trade stocks and bonds to use mobile-based 

trading services. Due to rapidly developing mobile technologies and adoption of the advanced/smart mobile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and tablets, the use of mobile trading systems (MTS) have increased at an unexpected rate. 

Although many prior studies measured service quality on various service-related fields, there are few studies that 

is related to mobile trading systems compared to more traditional PC-based home trading systems. This research 

searches determinants of service quality for mobile trading systems and examines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on 

the intention to mobile trading systems’ continuous use. Through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this research finds 

three dimensions for mobile trading systems：interaction quality, service environment quality, and service outcome 

quality.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personalization, connectivity, ease of use, informativeness, and monetary 

value enhance the intention to continuous use. Considering environmental conditions such as the high rate of MTS 

adoption among individual users and stiffer competition among securities firms, these findings may help practically 

securities firms' shaping MTS system development strategies for individual users’ continuous use and for increasing 

new users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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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모바일 기술의 빠른 확산과 다양한 사용자 심

의 기기가 개발됨에 따라 모바일 증권거래와 같은 

모바일 융서비스에서부터 모바일 쇼핑, 모바일 

티 , 모바일뉴스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기

반으로 비즈니스 역이 확 되고 있다. 특히 1998

년 온라인 증권거래 시작 이래로 2001년에 이르러 

온라인 거래 이 체 거래 의 과반수를 넘

는 폭발 인 증가세 고, 2012년 재에 이르기 까

지도 체 거래 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무

선단말을 사용하는 모바일 증권거래 시스템(MTS 

：Mobile Trading System)는 스마트폰의 확 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체 비 의 약 2.5%만을 차

지했으나, 스마트폰의 확 와 증권사들의 경쟁

인 증권어 리 이션의 출시, 거래수수료 하락 등

으로 2011년 약 9%, 2012년도에는 체 비 의 약 

12%로 최근 증가추세에 있다. 

무선단말비 (%)

[그림 1] 체 거래 비 무선 단말 거래 비

모바일 증권거래 시스템(MTS：Mobile Trading 

Systems)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속, 증권거래와 련된 제반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13]. MTS의 주요 기능은 

주문처리  조회 서비스, 뉴스  시세 분석, 기

타 부가서비스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모바일 증권거래 서비스의 증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첫째, 스마트폰의 보  

확산이다. 2009년 이  PDA 등을 통한 MTS 비

은 2% 미만이었으나 재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12%까지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수수료

의 감액 체계는 MTS 사용자의 근성을 향상시

킨다. 재 25개 증권사가 MTS에 해 홈 트 이

딩 시스템(HTS：Home Trading Systems)보다 

렴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부 등 7개 증권

사는 HTS가 렴하고 키움 등 9개사는 동일하다. 

셋째, 증권사들의 투자자 주의 모바일 증권시스

템에 한 앱(App：Applications)개발이다. 기

의 앱들은 HTS의 특정 기능인 주문  체결서비

스 등을 모바일 기기에 옮겨놓은 수 이었지만 증

권사별 경쟁 심화로 인하여 모바일 환경의 치정

보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이나, HTS와의 연동기

능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된 모바일 증권시스템

의 개발로 투자자 편리성  근성이 향상되었다. 

특히 각 증권사들은 타사와의 차별화 MTS를 제

공하는 것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속 인 사용자들의 MTS 활용은 증권사들의 

성장  생존에 한 필수 인 요소가 되어감에 

따라 MTS의 제공서비스 품질을 측정하여 사용자

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 구성이 필요하다. 기존 PC

기반의 HTS 서비스 품질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

어 오고 있다[6, 11-13]. 그러나 MTS에 한 서비

스 품질은 모바일 거래와 모바일 기기 특성상의 

제약을 반 하 을 때 HTS와는 차별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MTS 연구는 사용자 만족도 측정 

 특정 변수들을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TS 서비스 품질에 한 연

구는 많지 않다[39]. 

본 연구의 목 은 MTS 기반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측정도구들을 개발하고 사용자의 지속  

MTS 사용의도와의 계를 확인함에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품질, 서비스 환경품질, 서비스 결과품질

의 차원을 구분하여 련 서비스 품질 측정요소들

을 도출하고 지속  MTS 사용의도에 한 각 측

정요소들의 향력을 확인하고자 하 다.

그에 따라 제 2장에서는 MTS와 서비스 품질에 

련된 연구들을 검토하고 제 3장에서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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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들을 설정하 다. 제 4장에서는 연구 방법

을 정리하고 제 5장에서 연구 결과를 통한 시사

과 결론을 제시하 다.

2. MTS와 서비스 품질

2.1 서비스 품질의 차원과 측정도구

서비스 품질은 사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경험하

기 이 과 이후의 평가에 의해 서비스에 한 인

지  품질을 통하여 평가 된다[31]. 통 인 서비

스와 련된 서비스 품질 측정의 차원은 3차원 모

델(Three component Model)을 기반으로[23] 결과

품질인 서비스 제품(service product), 과정품질인 서

비스 달(service delivery), 서비스 환경(service 

environment)으로 서비스 품질 측정에 한 구분

을 용이하게 하 다.

오 라인 서비스 품질과 련하여 서비스 품질의 

각 차원은 SERVQUAL을 기반으로 제시되었다[42, 

43]. 특히 은행  신용카드기업과 같은 산업을 기

반으로 SERVQUAL은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

의 유형에 계없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데 근

본 으로 유사한 기 을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SERVQUAL은 서비스 산업에서 요시 되

는 요소들을 바탕으로 형성(tangibles), 신뢰성(reli-

ability), 반응성(responsiveness), 확신성(assurance), 

공감성(empathy)의 5가지 서비스 품질 차원을 구

분하 다[42, 43]. 통  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기

반으로 다양한 연구들은 온라인에서의 서비스와 정

보시스템의 품질을 측정하기 하여 다양한 척도

들을 개발해오고 있다[34]. 지각된 서비스와 경험된 

서비스의 차이를 측정함으로서 서비스의 기 와 경

험 이후 인지의 차이를 통한 SERVQUAL은 사용

자의 기 와 성과의 차이를 통한 품질 측정의 신

뢰성  타당성으로 인해 많은 이슈를 제공하 다. 

이후 지각된 서비스 성과를 측정함으로서 SEFV-

PERF, e-SERVQUAL, eTailQ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품질 측정방식이 개발되어왔다[24, 28, 43].

2.2 온라인 기반 서비스 품질 측정

온라인에서의 다양한 활동의 증가를 통하여 

통 인 측정방식만으로 온라인 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는 것에 한 한계들이 발생됨에 따라서 다

양한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 품질 측정도구들이 개

발되었다[23, 24, 29, 43].

특히, 자상거래의 발달을 통하여 많은 연구들

은 온라인 쇼핑몰을 상으로 서비스 품질 모형을 

개발하 다[10, 29, 43]. 특히, e-SERVQUAL은 온

라인에서의 서비스 측정 차원으로서 반응성, 근

성, 유연성, 탐색 편리성, 효율성, 확신성/신뢰, 안

정성/개인정보보호, 가격에 한지식제공, 사이트 

아름다움, 고객화/차별화로 온라인 서비스 품질 척

도를 제시하 다[10]. 한 WEBQUAL은 정보

합성, 상호작용, 신용, 반응시간, 직 정도, 시각  

어필, 디자인, 신성, 감정에 따른 어필, 통합된 커

뮤니 이션, 사업과정, 처성과 같은 차원으로 서

비스 품질 차원을 구분하 다[23]. 

기존 SERVQUAL 기반의 연구들의 경우 서비스 

과정 기반의 품질 측정에 집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최근의 경우 서비스 품질에 해 다차원

으로 근하려는 시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8, 24, 37, 39].

이들 연구는 다양한 서비스 품질의 차원을 구분

함으로서 온라인 특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차원을 

도출해오고 있다. 특히 개인화(Personalization), 고

객서비스(Customer Service), 사용 용이성(Ease of 

use), 경험(Experiential)/무드(Atmosphere), 정보

제공성(Informative), 구색(Selection), 안 성(Se-

curity)/사생활보호(Privacy), 충족성(Fulfillment)/

신뢰성(Reliability)과 같은 서비스 품질의 차원들

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의 서비스 경험에 한 개념

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 서

비스와 련하여 결과품질, 유동  상호작용품질, 

정황  상호작용품질, 서비스 이  측면의 연구

들이 진행되었으며 인터넷 쇼핑몰 련 서비스 품

질 측정의 차원으로서 상호작용품질, 물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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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HTS 서비스 품질 련 선행연구

선행연구 서비스 품질 요인 비고

[6]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IS-SERVQUAL 기반

[7]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IS-SERVQUAL 기반

[9] 디자인 품질, 정보품질, 보안품질 E-Servqual 수정

[6] 신뢰성, 응성, 유연성, 편의성, 보안성, 가격지식, 고객화 E-Servqual 수정

[11] 편의성, 웹안 성, 정보, 의사소통, 시스템능력, 서비스 비용 E-Servqual 기반

[21] 정보성, 사용성, 디자인성, 보안성 WEBQUAL 용

[20]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보장성/확신성, 공감성, 편의성 유용성, 안 성 SERVQUAL 수정

[7]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편의성 SERVQUAL 수정

[2]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정보성 SERVQUAL 수정

품질, 디자인품질, 결과품질이 도출되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구

매 행동에 기반을 둔 연구들과 비하여 모바일 

환경  모바일 증권거래 시스템과 련된 서비스 

품질 측정도구의 개발  효과성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3 HTS와 MTS 련 서비스 품질

증권거래는 2001년 이후 온라인 환경에서의 증

권거래 시스템인 HTS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

었다. 특히 HTS 기반의 서비스 품질측정 연구들

은 오 라인 기반의 SERVQUAL을 HTS 특성에 

맞추어 <표 1>과 같이 서비스 품질 측정 요인을 

도출하 다. HTS 서비스 품질 요인은 다양한 차

원과 척도들을 기반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주로 신

뢰성, 확신성, 공감성과 같은 오 라인 기반의 측

정도구가 제시되었다[6]. 

HTS의 온라인 서비스 품질에 한 특성으로는 

편의성, 웹 안 성, 정보, 의사소통, 시스템능력, 서

비스비용[11] 이외에도 유형성, 응답성, 확신성[7, 

8] 등이 고객만족  고객이용의도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제시하 다. HTS의 온라인 서비스 품

질에 한 특성으로는 편의성, 웹 안 성, 정보, 의

사소통, 시스템능력, 서비스 비용[11] 이외에도 유

형성, 응답성, 확신성[7, 8] 등이 고객만족  고객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 다. 이

외에도 보안성, 정보성, 디자인성, 사용성과 같은 

온라인 특성에 기반을 둔 변수들이 제시되었으며

[21] e-SERVQUAL 기반의 가격지식, 고객화 등

의 변수들도 제안되었다. 

HTS와 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

에도 불구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환경에

서의 MTS에 한 서비스 품질 연구들은 매우 미

비하다. 특히 모바일 환경이 HTS와는 다르게 디

스 이 크기, 배터리 용량과 같은 다양한 제약

이 존재한다는 에서 MTS의 서비스 품질은 

HTS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모바일 서비스 품질의 

측정항목연구들은 주로 Grönroos[31]의 연구를 바

탕으로 사용자의 서비스 경험과정과 결과를 심

으로 측정항목들을 수립하고 있다[1, 4, 22, 39].

MTS 련 연구 에서 Liu et al.[40]은 모바일 

증권서비스 품질을 상호작용품질, 환경품질, 결과

품질의 다차원 계구조로 도출하 다[39]. 그럼에

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들은 모바일 서비스 자

체를 기반으로 측정변수들을 도출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주로 통신품질(call quality), 가격구

조(pricing structure), 이동통신기기(mobile de-

vices), 부가가치 서비스(value-added services), 

차상의 편리성(convenience in procedures), 고객

지원(customer support)등이 서비스 품질 측정항

목으로서 제시되어 오고 있으며[35, 38, 39], 응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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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바일 서비스 기반 서비스 품질 연구

선행연구

상호작용품질 서비스 환경품질 서비스 결과품질

서비스 
개인화

반응성
시스템
근성

사용 편리성
디자인
가시성

보안성 정보성
가치

Kim et al.[35] 　 ○ 　 ○ ○ 　 　 ○

김 업, 오재신[1] ○ ○ ○ ○ ○ ○ ○ 　

이태민 외[14] ○ 　 ○ ○ ○ ○ 　 　

임병하, 김동 [15] 　 ○ 　 ○ 　 ○ ○ ○

Choi et al.[26] 　 ○ 　 ○ ○ ○ ○ ○

Lu et al.[40] 　 ○ ○ 　 ○ ○ ○ 　

Kuo et al.[36] 　 ○ ○ ○ ○ 　 ○ 　

[그림 2] 개념  임워크

(responsiveness), 확신성(assurance), 공감성(em-

pathy), 편리성(convenience), 유용성(usefulness), 

다양성(Diversity) 등 다양한 변수들이 제시되어 

왔다[26, 38]. 특히 부분의 연구들은 모바일 서비

스의 구조를 상호작용품질, 환경품질, 결과품질로 

구분하고 있다[1, 18-19, 39, 45]. 그럼에도 불구하

고 MTS 기반 서비스 품질 련 연구들은 매우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모바일 서비스 기반

의 서비스 품질 차원을 MTS의 특성에 맞추어 

<표 2>과 같이 정리하 다. 

상호작용품질, 환경품질, 결과품질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서비스의 개인화,  가치 등의 역

을 추가하여 MTS 기반의 서비스 품질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 다. 이에 따른 MTS의 서비스 품

질 요인은 [그림 2]에서 제시되는 것과 같이 서비

스 품질의 3가지 차원들은 Brady and Cronin[24]

의 서비스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각 서비스 품질 하

요인들은 온라인 서비스 품질모형인 eTailQ와, 모

바일 서비스  증권거래의 특징에 맞는 하 요인

들을 선행연구로부터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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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모형

3.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 은 MTS 서비스 품질 측정요인

을 도출하고 사용자들의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

는 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HTS  기존 서비스 

품질 연구들과 달리 모바일 상황에서의 서비스 품

질은 사용기기의 제약과 무선 환경에 기반을 둔다

는 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모바일 서비스 기반

의 서비스 품질 차원을 기반으로[24], 본 연구는 3

가지 서비스 품질 차원을 구분하여 상호작용품질, 

서비스 환경품질, 서비스결과 품질을 기반으로 연

구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 다. 

3가지 서비스 차원의 구분을 통하여 MTS 서비

스 측정 요인들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다. 각 품

질의 하 차원들은 모바일 환경이 온라인 웹 환경

의 확장된 형태[27]로서 구분되었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이 제시한 요인들을 기반으로 각 요인들을 

구분하 다.

온라인 서비스 품질의 표 인 연구 의 하나

인 Wolfinbarger and Gilly[42]의 eTailQ의 서비스 

품질 요인에서 검증된 요건  개인화, 사용편리

성, 디자인가시성, 보안성, 정보성을 추가하 고 

개인화 요건을 서비스 개인화 요건으로 명명 하

다. 추가 으로 모바일 사용자가 서비스 요청에 

한 모바일 증권시스템으로부터의 응답속도를 의

미하는 반응성 요인을 도출하 으며 모바일 증권

거래의 특성상 융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인식하는 

 비용의 측면을 고려하여  가치 요인

을 도출하 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그림 3]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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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상호작용품질

상호작용의 개념은 오 라인 환경에서 면  의

사소통으로서 서비스제공자와 고객과의 간 인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웹과 같은 상호작용 

커뮤니 이션 기술의 발달은 기업과 소비자 간의 

직 이고 상호작용 인 커뮤니 이션이 가능하

게 하 다[39]. 

특히 상호작용성의 수 은 기계  상호작용성

(machine interactivity)과 인간  상호작용성(per-

son interactiv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계  상

호작용성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재된 환경의 양

식  내용을 수정하는데 참여하는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모바일 기기와 같은 매체를 통한 상호작용

성을 의미하며 인간 상호작용성은 매개물을 통한 

상호작용성 는 직 으로 사용자들 간의 면 면 

커뮤니 이션을 의미한다. 특히 모바일 서비스의 특

징은 언제 어디서나 치에 상 없이 속하여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이동성과, 근성, 치정보를 활

용한 치기반서비스, 개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화 등이 제시될 수 있다[32]. 모바일

의 특징은 언제 어디서나 인간  인간, 인간  

기계와의 상호작용성이 가능하다는 이며 MTS

의 특성상 사용자와 MTS의 상호작용을 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계

 상호 작용성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 차원인 서

비스 개인화, 반응성을 구성하 다.

3.1.1 서비스 개인화

모바일 거래의 특징은 이동성과 치 확인성의 

두 가지 핵심차원을 보유한다. 이동성 측면에서 모

바일 거래는 모바일 네트워크 역의 어느 지역에

서나 거래가 가능하다[4]. 한 치 확인성 측면에

서 모바일 거래는 사용자, 디바이스,  지리  

치의 악이 가능하여 기존 온라인 환경에 비하여 

근성이 우수하다[33]. 모바일 증권 시스템은 개

인의 상황에 맞는 증권정보의 제공과, 주문체결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개인화된 서비스는 서비스 품

질을 측정하는 요한 잣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환경에 필수 인 개념으로 제공되고 있는 

개인화는 사용자의 MTS에 한 지속  사용의도

를 증가시킬 수 있다.

H1：서비스 개인화는 MTS에 한 사용자의 지속

 사용의도에 정  향을 미친다.

3.1.2 반응성

품질요인과 련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문의

사항에 얼마나 신속하고 충실히 응하는가에 

한 평가차원으로 많은 연구들은 반응성을 제시하

고 있다[1, 11, 2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품질을 기계  상호작용으로 정의함에 따라 반응

성을 e-SERVQUAL에서 제시한 고객요청에 한 

기업의 응 개념이 아닌 MTS 사용자 요청에 

한 즉각 인 반응으로서 시스템의 속 속도, 처리

속도, 화면 환속도 등으로 정의하 다. MTS 사

용자들의 사용  속속도, 처리속도, 화면 환속

도의 한 정도 등은 사용자의 향후 지속  MTS 

이용에 직 인 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44]. 따

라서 본 연구는 가설 H2와 같이 반응성과 지속  

사용의도의 계를 설정하 다.

H2：반응성은 MTS 사용자의 지속  사용의도에 

정  향을 미친다.

3.2 서비스 환경품질

오 라인에서의 서비스 환경은 주로 매장인테리

어, 시설디자인 등을 의미하지만[24] MTS 서비스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서비스 환경에 근하기 쉬

운 정도, 서비스 화면의 인터페이스 편리성  디

자인, 시스템 사용 시의 개인정보보호 등이 주요 환

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17, 37, 39]. 

3.2.1 시스템 근성

시스템 근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모바

일 증권시스템에 속하여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

보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었는가에 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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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의미한다.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동성과 편재

성을 기반으로 시스템 근성은 언제 어디서나 장

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인터넷에 속해서 실시간으

로 필요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

도를 의미한다[1, 4, 26]. 따라서 시스템 근성은 

모바일 환경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이며 사용자들

이 다양한 시간과 치에서 MTS를 이용하고 증

권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H3：시스템 근성은 MTS 사용자의 지속  사용

의도에 정  향을 미친다.

3.2.2 사용편리성

사용의 편리성은 사용자가 사용법을 쉽게 익히고, 

원하는 정보를 어려움 없이 찾을 수 있으며, 처리를 

쉽게 하는 정도이다[44]. 증권거래 사용자들은 모바

일 기기에서 작은 화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작동

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HTS에 비하여 

크다. 따라서 MTS는 잘못된 입력으로 인한 거래

를 최소한으로 여주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필요

하다. 특히 증권서비스의 로그인 차와 화면크기

의 한계로 인해 많은 정보를 확인하기 보다는 시

세확인 후 주식 구매로 이어지는 단계를 이는 등

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은 MTS 사용자는 서비스

에 한 정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6, 20, 35, 45].

H4：사용편리성(Easy of Use)은 MTS 사용자의 

지속  사용의도에 정  향을 미친다.

3.2.3 디자인 가시성

디자인 가시성은 MTS 화면의 체 인 분 기, 

자  아이콘의 크기의 함, 문 이고 정

교한 디자인의 정도로서 MTS의 구 했는지, 디자

인의 시각 으로 잘 디자인되었는지, 차트의 구  

등이 주식정보를 문 으로 정교하게 디자인 되

었는지의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1, 5, 10, 14, 17, 

26, 29, 39].

특히 디자인 품질은 서비스 품질 차원으로 제시

되고 있으며 환경품질의 하  차원이 아닌 상호작

용품질, 환경품질, 결과품질과 같은 벨의 차원으

로 구성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가시성

을 MTS의 환경품질의 요소로서 제시하 다.

H5：디자인 가시성은 MTS 사용자의 지속  사

용의도에 정  향을 미친다.

3.2.4 보안성

모바일 환경은 일반 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취

약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안 성  

사행활 보호의 측면에서 보안성은 모바일 서비스

의 요 요소로서 제시되고 있다[44]. MTS 사용

자는 모바일 환경에 오랜 시간 동안 속하여 증

권 거래 서비스를 사용한다. 따라서 다양한 개인

의 융정보와 계좌정보가 네트워크에 노출되어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한 불안감을 없애도

록 하고 안정 으로 시스템이 운 되는 것이 요

하다는 에서 높은 보안성은 사용자의 좋은 평가

를 이끌어 낼 수 있다. 

H6：보안성은 MTS 사용자의 지속  사용의도에 

정  향을 미친다.

3,3 서비스 결과품질

MTS와 같은 융 거래의 경우 사용자의 주목

인  이득이 얼마나 도출될 수 있는 지가 

요하다. 일반 으로 MTS 사용자들의 경우 충족성

과 유희성이 어느 정도 제공될 수 있는 지가 요

하며[25] 그에 따라 련 거래 정보   가

치의 향상이 서비스 결과를 통한 품질 척도로서 

매우 요하다.

3.3.1 정보성

MTS 사용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고 문화

된 정보의 제공은 증권사별로 차별화할 수 있는 

요한 요소이다. 모바일 콘텐츠란 모바일 인터넷에

서 제공하는 부가가치가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

로서[25], MTS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모바일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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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시된 측정항목

연구변수 조작  정의　 련연구 

상호작용품질

서비스
개인화

사용자의 선호, 요구에 맞는 개인화된 정보/서비스를 필요한 
시간/장소에 제공해  수 있는 정도

[42]

반응성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모바일 증권시스템의 속속도, 처리속도, 
화면 환속도의 한 정도

[1, 26, 42]

서비스
환경품질

시스템 
근성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모바일 증권시스템에 속하여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도

[1, 14, 26, 38]

사용
편리성

사용자가 사용법을 쉽게 익히고, 원하는 정보를 어려움 없이 찾을 수 
있으며, 처리를 쉽게 하는 정도

[1, 15, 42]

디자인
가시성

모바일 증권시스템 화면의 체 인 분 기, 자  아이콘의 
크기의 함, 문 이고 정교한 디자인의 정도

[1, 38, 42]

보안성
모바일 증권시스템의 사용 시 개인 정보의 안 한 보호  
개인정보보호에 한 신뢰성의 정도

[1, 26, 42]

서비스
결과품질

정보성
모바일 증권시스템에서 제공받은 정보의 정확성, 신속성, 다양성, 
유용성의 정도

[1, 15, 26]

 가치 모바일 증권시스템 이용가격의 성,  가치 제공의 정도 [32]

지속  사용의도 재 사용 인 모바일 증권시스템의 정 이고 지속 인 사용의도 [26, 39, 41]

츠의 일부로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MTS의 서비

스 품질의 한 요인으로서 정보성은 사용자가 MTS 

에서 제공받은 정보의 정확성, 신속성, 다양성, 유

용성의 에서 서비스 품질에 활용될 수 있다. 

H7：정보성은 MTS 사용자의 지속  사용의도에 

정  향을 미친다.

3.3.2  가치

모바일 증권시스템은 투자 액이 은 개인투자

자에서 활성화 되고 있으므로  가치의 요인

은 서비스 품질을 인식하는 요한 요인  지속

으로 사용의도의 요요인으로 단할 수 있다

[32]. 기존 정보시스템의 사용비용은 최종 사용자

에게 부담이 되지 않지만 MTS의 특성상 사용자

의 콘텐츠로부터의  가치는 매우 요한 고

려사항이 될 수 있다[26]. 특히, 사용자가 정보기술

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술 이용가격은 매우 요

한 고려사항이다[32]. MTS 환경에서 사용자의 

 가치는 MTS 서비스를 구매하기 해 지불

한 돈, 시간, 노력 등의 비용과 고객이 얻은 실용

인 효용, 구매경험으로부터 기 하는 주 이

고 심리 인 혜택 등을 포함하는 편익간의 상쇄

(trade-off)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30].

H8：  가치는 MTS 사용자의 지속  사용

의도에 정  향을 미친다.

4. 연구 방법론

4.1 연구방법

본 연구는 MTS 서비스 품질의 측정변수들을 도

출하고 사용자의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

을 확인하기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자료 

수집은 모바일 증권거래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상으로 랜덤추출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 으며 모

바일 기기에서 설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설문을 수행하기 이  증권 거래  MTS 

련 문가들을 상으로 비조사  설문항목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 다. 이후 설문 참여자들에

게 어렵거나 이해가 불충분한 항목들을 재수정한 

후 최종 설문항목을 결정하 다.

설문에 사용된 각 측정항목은 <표 3>와 같이 



310 최재원․장정희․김범수

<표 4> 측정항목  타당성 분석

요인 측정항목
요인
재량

신뢰성
계수 (ɑ)

서비스
개인화

모바일 증권시스템은 나의 요구  상황에 합한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즐겨찾기, 심종목표시, 매매타이  알람기능 등)

.63
.73　
　
　
　

모바일 증권시스템은 나의 치를 감안한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70

모바일 증권시스템은 내가 이용하고 싶은 시간에 알맞은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58

모바일 증권시스템은 내가 선호할만한 증권정보를 추천해 다. .60

반응성

나는 모바일 증권시스템에 로그온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n.s.

모바일 증권시스템 사용 시 화면 환 속도는 하다. .70
 

 .80
 

모바일 증권시스템 사용 시 거래처리 속도는 하다. .76

나는 모바일 증권시스템에서 원하는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76

시스템 
근성

나는 모바일 증권시스템을 언제나 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77
 

 .86
 
 

나는 모바일 증권시스템을 어디서나(지하철, 승강기 등 포함) 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73

나는 모바일 증권시스템을 필요한 시 에 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79

나는 모바일 증권시스템을 이동 에도 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74

사용
편리성

모바일 증권시스템의 서비스 사용법은 익히기 쉽다. .68
 
 

 .82
 

모바일 증권시스템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67

나는 모바일 증권시스템 사용  증권거래 련 주문 처리를 하기 쉽다. .68

나는 모바일 증권시스템은 최소한의 조작으로 원하는 일을 처리할 수 있다. .64

디자인
가시성

모바일 증권시스템은 모바일 화면에서 체 인 디자인 구성이 잘 어울린다. .65

 
 .82
 

모바일 증권시스템은 화면상의 자와 아이콘의 크기가 사용하기 쉽도록 하다 .71

모바일 증권시스템의 화면디자인은 시각 으로 잘 디자인되어있다. .74

모바일 증권시스템은 주식차트와 같은 문 이고 정교한 디자인을 제공한다. .61

보안성

나는 모바일 증권시스템을 통해 증권거래 할 때 개인정보가 안 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느낀다. 

.77

 
 .84
 
 

나는 모바일 증권시스템이 융사고 나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이 낮다고 믿는다. .75

나는 모바일 증권시스템에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가 안 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느낀다.

.84

모바일 증권시스템은 나의 허락 없이 나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이트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70

정보성

모바일 증권시스템이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정확하다. .57
 
 

 .80
 

모바일 증권시스템은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64

모바일 증권시스템은 증권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72

나는 모바일 증권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는 유용하다고 생각하다. .80

가치

나는 모바일 증권시스템의 이용가격이 하다. .83

.87
모바일 증권시스템 이용가격은 내가 받아들일만한 가격이다. .80

모바일 증권시스템의 재 이용가격은 나에게 알맞은 가치를 제공한다. .72

모바일 증권시스템의 이용은 나에게  가치를 제공한다. .64

지속
사용의도

나는 이 모바일 증권시스템을 계속 이용할 것이다. .63

 .78
 

나는 다른 증권회사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계속 이 모바일 증권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다.

.77

나는 모바일 증권시스템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이 증권사를 추천할 것이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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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 모형 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B 표 오차 베타

지속
사용
의도

(상수) .78 .91 　 .85 .39

서비스 개인화 .16 .05 .17 3.11 .00

반응성 -.05 .04 -.06 -1.13 .26

시스템 근성 .13 .04 .18 3.28 .00

사용 편리성 .13 .05 .16 2.61 .01

디자인 가시성 .01 .05 .01 .15 .88

보안성 .04 .04 .05 1.02 .31

정보성 .16 .05 .18 3.09 .00

 가치 .18 .04 .24 4.17 .00

조작  정의에 의해 선행 연구들에 의해 제시된 

항목들을 연구의 측정개념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

하 고 각 변수들의 항목은 리커트 척도를 통해 

측정하 다. 수집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을 보면, 체 296명의 응답자 자료를 바탕으로 남

녀 구성 비율은 남성이 175명(59.1%), 여성이 121

명(40.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 는 30 가 

41%, 20 가 39.9%, 40 가 18%, 50 가 1.7%, 60

가 0.3%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직업의 경우 회

사원이 56.4%, 학생이 17.6%, 기타 11.1%, 문직

이 7.1%, 업주부 4.7%, 자 업 3%의 순으로 

체 응답자  학교 졸업이 65.9%, 학교재학이 

1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MTS를 사용한 기간은 1년 미만이 

27.7%, 6개월 미만이 26.7%의 순이며, MTS 이용 

시간은 응답자의 58.8%의 응답자가 1시간 미만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부분의 응답자가 총 주식 

투자 액이 500만원 미만인 비율이 53.4%이며, 그 

에서 MTS를 통한 거래하는 액이 81.4%로서, 

주로 소액의 액을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가 MTS

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보다

도 개인투자자가 많은 코스닥 시장에서 모바일 증

권시스템의 사용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와도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2 데이터 분석  타당성

연구 분석을 하여 본 연구는 총 296명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 다. 연구 모형에서 제시된 각 서비

스 측정 변수들에 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EFA：Exploratory Factor Analy-

sis)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의 결과와 각 측정변

수들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표 4>와 같이 모

든 항목들이 각 요인에 재되었음을 확인하 다. 

한 모든 요인항목들이 0.7 이상의 ɑ계수를 획득

함에 따라 각 설문문항의 신뢰성 한 확인하 다.

4.3 분석 결과

연구모형에서 서비스 품질 측정변수들이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을 검정하기 

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모형

의 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각 변수들과 지속  

사용의도의 계를 확인하 다.

서비스 개인화와 사용의도의 계인 가설 1은 경

로계수가 0.16(p < 0.00)으로 유의함에 따라 개인

화서비스 품질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지속  MTS

사용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반응성의 

향력에 한 가설 2의 경로계수는 -0.05이며 p 

> 0.1로 기각되었다. 환경품질 변수인 가설 3-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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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 모형의 분석 결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스템 근성(가설 3)은 계수 0.13(p < 0.00)으

로 유의미한 계로 나타났다. 가설 4인 사용 편리

성과 사용의도의 계 한 0.13(p < 0.05)의 수

에서 유의미한 향력을 확인하 다. 그러나 디자

인 가시성(가설 5)과 보안성(가설 6)의 경우 각각 

계수가 0.01(p > 0.1), 0.04(p > 0.1)로 나타나 가설

이 기각되었다. 결과품질의 변수인 정보성과 

 가치는 회귀계수가 0.16(P = 0.00), 0.18(p = 

0.00)으로 나타나 가설 7과 가설 8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MTS 서비스 품질에 한 3가지 차원에

서, 상호작용품질 차원의 서비스 개인화, 서비스 환

경품질 차원의 시스템 근성, 사용편리성, 서비스

결과품질 차원의 정보성,  가치는 MTS 사

용자들의 지속 인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선

행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 반응성, 디자인 

가시성, 보안성은 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5. 분석결과  의의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바일 서비스 품질에 한 

3가지 차원별 변수들은 요인분석의 결과 해당 개

념들 간의 구분이 명확히 나타났다. 그에 따라 기

존 HTS에서 제시되었던 요소들과 함께 MTS에서 

서비스 품질 측정변수들을 도출하 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모바일 증권거래시스템의 지속  사용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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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향을 미치는 서비스 품질 측정변수는 

 가치(Monetary Value), 시스템 근성(Sys-

tem Connectivity), 서비스 개인화(Service Per-

sonalization), 정보성(Informativeness), 사용편리

성(Easy of Use)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HTS 기반의 증권투자와 

련하여 연구되어온 연구변수들을 바탕으로 모바

일 환경에서 증권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변수

들을 확인하 다는 에서 학문  기여가 있다. 특

히 가정에서 증권거래를 활용하는 시스템과 달리 

모바일 환경에서 증권거래를 수행한다는 것은 기

기로 인한 제약  모바일 환경에서 발생하는 

근성, 가시성 등의 요소들에 의한 제약이 발생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서비스 품질 련 이

론들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가치와 모바일 환경의 

특성을 통한 변수들을 도출함으로써 이론  향상

을 제시하 다.

최근의 모바일 증권거래시스템의 격한 증가는 

증권사들의 다양한  가치에 해당하는 공격

인 마 의 향을 반증하기도 한다. 특히 할

부  지원이나 매매수수료 면제와 같은 다양한 캠

페인은 주식투자자로 하여  MTS를 이용하 을 

때  혜택을 경험하게 하며 시스템의 지속

인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20   30  회사

원과 학생들을 주류로 500만원 미만의 소액투자자

들이 MTS를 많이 이용한다는 결과를 고려하면 

MTS를 통한 소액투자자들에게  가치를 제

공하는 것이 요하다.

한 시스템 근성은 모바일 기기의 고유한 특

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스템에 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의 장 이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인화는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요한 서비스 품질요

인이다. 모바일 환경을 이용한 증권거래자는 주로 

개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개성을 보유한 개인 고객

을 끌어들이기 한 차별화 서비스의 제공이 요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증권사는 모바일 시장

에서의 시장 선 을 해서는 MTS를 기반으로 개

인에게 특화된 차별화된 마  략을 개해야 

한다.

정보성은 순간을 다투는 증권거래의 특성상 신

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에 한 사용자 니즈에 

부합한다. 정확하고 유용하며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은 투자자들에 하여 증권사는 기 MTS 환

경이 활용한 단순 주식정보제공에 추가 으로 투

자자를 한 다양한 투자정보  연계정보들을 제

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반 로 MTS 사용에 한 반응성, 디자인 

가시성, 보안성은 사용자의 사용의도에 직 인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해야할 서

비스 차원으로 제시되었다. 사용자의 MTS 서비스 

품질에 한 반응성과 디자인 가시성, 보안성은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환경에서

의 반응성은 기기의 성능  모바일 웹의 특성에 

기인한다. 재 모바일 환경과 응기기들의 성능

은 이미 최 화 되어 있으며 각 증권업계들의 MTS 

한 매우 빠른 반응을 제공할 수 있다. 한 사용

자들이 느끼는 MTS의 반응성은 일반 으로 모바

일 망의 특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모바일에서의 

반응성은 다른 요소들에 비하여 요한 요소로서 

부각되지 않는다. 반응성 요인은 화면 환속도나 

거래처리 속도의 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미 

모바일 기기의 발 과 최근 보 된 LTE 등의 네

트워크의 속도가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의 차별화 되는 요인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한 디자인 가시성 요인도 유의하지 않은 결

과가 나왔다. 이는 과거 온라인증권거래에서의 서

비스 품질에서와는 유의한 향을 미쳤던 결과[9]

와 다르게, 모바일에서는 디자인 요인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16]. 이는 모바일의 특

성과 한 증권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탐색과 증권

체결을 한 투자자 본연의 요구로서의 심이 큰 

뿐 디자인이 수려하거나 정교함을 필요치 않음을 

알 수 있다. PC를 통한 웹페이지에서는 디자인 요

소가 요하게 여겨졌지만, 모바일 사용자에게는 

디자인 요소 보다는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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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기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자인 가시성의 경우 재 모바일 기기들이 보

유하고 있는 제약조건  하나이다. 최근 스마트기

기들의 화면이 차 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임에

도 불구하고 실제 개인용 PC에서의 사용과 비교할 

때 MTS의 가시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

나 각 증권회사의 MTS 인터페이스의 개선은 이

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추가 으로 보안성의 경우 아직 보완해야할 부

분으로서 부각되었다. 한 보안성 요소도 온라인 

시스템에서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보안성 요소가 요한 품질 요인이

었으나[6, 7, 9], 모바일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

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웹에서는 보안 유출가능성

이 크다고 인지하는 반면, 모바일 기기가 개인이 

소유하고 리하고, 한 모바일 기기에서는 주로 

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성 요

소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면이 있다. 이는 한 모

바일 증권시스템을 제공하는 증권사마다 보안에 

한 차별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재까지 모바일 웹 환경과 기기들의 속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보안 문제는 매우 요하다. 특히 증

권거래와 같이  가치가 요한 거래상황에

서 모바일 보안성은 매우 사용자에게 민감한 문제

일 수 있다. 따라서 MTS의 활용도를 한 개발자

들의 보안 지원과 모바일 웹 운 의 보안 기술 

용은 모바일 사용자의 보안성 을 완화시켜  

수 있다.

6. 시사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최근 스마트폰의 확 로 인한 모바일 

증권거래 시스템 이용의 증가추세에 따라 모바일 

증권거래 시스템의 이용과 련하여 서비스 품질

요인을 도출하고 사용자들의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하 다. 온라인 증권거

래의 규모는 오 라인 거래규모를 넘어선 것이 이

미 수년 의 일이며, 모바일 서비스 환경의 확

로 인해 증권업계에서도 신규 사업을 모바일에 집

하고 있으며, MTS 사용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 으로 MTS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

은 증권업계에서 요한 사업 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환경에서 증권거래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에 한 재고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한 략  응이 매우 요하다.

본 연구의 학술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환경을 넘어 모바일 환경과 MTS

가 제공할 수 있는 고유한 서비스 품질 요인을 기존 

서비스 품질 이론들을 기반으로 도출하 다. 특히 

다양한 문헌 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MTS의 서비스 

품질 측정변수들이 사용자들의 지속  사용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 다. 분석 결과 

연구에서 제시된 3가지 차원의 서비스 품질 측정

변수에 따라서 각 변수들의 도출이 가능하 다. 특

히 본 연구는 기존 서비스 품질에 한 이론을 통합

으로 고찰하 으며, 특히 증권거래분야에서 오

라인에서부터 온라인에 이르기까지 기존에 서비

스 품질 이론을 정리하 다. 한 모바일 환경에

서의 서비스 품질을 해 기존의 오 라인과 온라

인 서비스 품질을 모두 연구하여 모바일에 합하

다고 생각되는 상호작용품질, 서비스 환경품질과 

서비스 결과품질의 3가지 차원의 서비스 품질 구조

로 구분하 다. 그 결과 MTS와 련된 모바일 서비

스 기반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모바일 서비스 품질

에 합한 각 차원별 하  서비스 품질요인을 도

출해 냈다. 이는 모바일 증권거래분야를 기반으로 

기존 서비스 품질 연구들의 이론  확장을 시도했

다는 에서 학술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MTS를 실제 활용하고 있는 사

용자들을 상으로 서비스 품질에 의한 지속  시

스템 사용의도를 확인함으로서 재 MTS에서 사

용자들이 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에 하여 확인

하 다. MTS에서 서비스 품질은 주로 서비스 개

인화, 시스템 근성, 사용 편리성, 정보성,  

가치가 사용자들의 MTS 사용에 향력을 발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바일 시스템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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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해서는 모바일 환경이 보

유한 한계 을 고려하여 해당 서비스의 품질을 측

정해야 한다.

본 연구의 실무  시사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재까지 MTS를 활용해 온 사용자

들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함으로서 어떤 서비스 

품질이 투자자들을 지속 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도

록 하는 의도를 갖도록 하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

하 다. 특히, 증권사 에서 투자자들이 모바일 

환경의 도래와 함께 어떤 서비스 품질을 기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 지속 인 사용자의 

몰입을 하여 재 보유한 MTS의 서비스 품질

을 측정함으로서 어떤 서비스 품질 요인으로 인하

여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선택하게 하는 지를 악

할 수 있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주

식거래시장을 선 하기 한 각 증권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기존 HTS 고객이 MTS로

의 규모의 이동이 상되고 있다는 과 MTS

의 주요 이용자가 모바일 환경과 기기에 익숙한 

20～30  은 투자자들이며 주로 500만 원 미만의 

소액을 투자하는 투자자라는 에서 향후 증권사

들이 집 해야 할 고객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 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각 증권사들은 고객

의 이탈을 방지하고 시스템을 지속 으로 사용하

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하기 한 시사 을 제공함

으로서 실무  의의를 마련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한계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제시한 MTS의 지속  사

용하는 의도에 한 측정 변수들은 서비스 품질 

만을 집 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심으로 서

비스 품질 차원과 련 변수들을 도출하 지만 모

바일 증권시스템의 지속 인 사용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들은 증권사의 명성과 크기, 시스템 인 

측면 이외에 사용자에게 특화된 자산 리 서비스

와 같은 부가 서비스는 지속  사용의도에 향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서비스 품질 이외의 다른 

요인들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표본 수집과 련하여 주로 20 와 30

를 심으로 연구 결과가 진행됨에 따라 분석결

과의 일반화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증권거래의 

주요 투자자들이 30 와 40 로서 상 으로 투

자 액이 크다는 에서 40  이상의 표본이 었

던 부분은 다양한 연령 별 특성을 반 해야 함을 

보여 다.

셋째, MTS의 특성상 시계열에 의한 서비스 품

질에 한 인지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

속 인 MTS에 한 사용은 사용자의 활용상 지

식 빈도와 익숙함으로 인하여 서비스 품질 측정변

수의 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모바

일 기기와 네트워크 속도 증가로 인해 시스템 

근성  반응성과 같은 기술 심  품질 차원은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모바

일 증권거래에서 활용되는 MTS의 서비스 품질 

차원을 구분하고 사용자 심의 품질 요인들을 도

출하 다는 에서 향후 MTS 련 서비스 품질 

연구에 해 다양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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