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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정보통신기술의발달, 스마트폰의보편화, 정부의규제완화등에힘입어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가주요한 융서비

스로빠르게성장하고있다. 이에 본연구는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이용의도에어떤요인들이 향을미치는지를실증분

석을통해살펴보고자하며, 총 386명의 자료를수집하여 AMOS 22.0을 이용해 분석하 다. 연구결과, 기술 특성(상

이 , 보안성), 개인특성(자기효능감), 상황 특성(기존서비스신뢰, 기존서비스만족)이지각된 가치에정(+)의 향을미치

는것으로나타났다. 한, 지각된가치는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이용의도에정(+)의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

막으로주 규범은지각된가치와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이용의도간의 계를강화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련 기업과 련 연구 분야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주제어 :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기술 특성, 개인 특성, 상황 특성, 주 규범, 수용의도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popularization of smart phones, 

and relaxation of the government regulation, mobile easy payment service is rapidly growing as a major financial 

servic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tention to use mobile easy payment service 

through empirical analysis. We collected 386 responses by survey and form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22.0. The results show that technical factors(relative advantage, security), individual factor(self-efficacy), 

situational factors(trust in prior services and satisfaction of prior servic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ived 

value. In addition, perceived valu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mobile easy payment services. Lastly, 

subjective norms are closely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value and intention to use mobile easy 

payment services. The results can be expected to provide useful references to the Fintech related industry fields.

Key Words : Mobile Easy Payment Service, Technical Factor, Individual Factor, Situational Factor, Subjective Norms, 

Intention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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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정보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편화, 정부의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모바일 기반의 결제서비스가 주요한

융서비스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빠른 인터넷 환경과 높은 스마트폰 보 률, 고사양 스마

트폰의확산으로새로운 융서비스 용을 한최 의

환경이 마련되고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모바

일간편결제서비스가빠르게성장하고있는상황이다[1,

2, 3]. 국내의경우, 2014년 LG U+가 Active X 기반의공

인인증서모듈을사용하지않는결제시스템을출시한것

을 기 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기 시작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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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건, 447억 원으로계속확 되고있다[2]. 모바일간편

결제서비스시장은앞으로도꾸 히성장할것으로 망

되고 있으며, 련 기업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새로운 수

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되고 있다[3].

모바일 기반 결제서비스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상

되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해서는 사용자들이

요하게 고려하는 요인들을 찾고 이를 고려한 기업의

략과 책을 세우는 것이 요할 것으로 상되기 때

문이다. 한, 유통업체나 하드업체 제조사의 경우 간편

결제서비스를통해네트워크확산을통한잠 효과를기

할 수 있고 소비자가 결제를 포기하는 비율을 낮춰주

고 구매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에서 사용자의 이용의도

에 향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는 유용한 시사 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3].

이런 측면에서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련 기존 연

구들은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용 수용행동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

거나 사용자 항과 같은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해 살펴보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4-8]. 하지만이들연구들은주로결제서비스나모바일

의기술 인측면에 을 둔경우가 부분이며이 외

에기존모바일 결제서비스와의차별성에 을둔 변

수들을제시하고잠재수용자의행동과의인과 계를살

펴보는 경우가 부분이다. 다양한 사용자를 서비스로

유인하고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기 해서는 다양한

에서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의이용행동에 향을미칠

것으로 단되는변수들을살펴볼필요성이있다고 단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이용의도

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요인들을 기술 인 측

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개인 특성과 상황 특성에

한요인들까지제시하고실증분석을통해 계를확인

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정보기술수용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주 규범을 지각된 가치와

이용의도간의 계에조 변수로제안하여어떤효과를

가지는지에 해서도검증하고자한다. 실증분석을통한

본 연구의 결과는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련 기업이

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용한정보를제공할 수있을 것

으로기 한다. 한, 모바일 기반결제서비스 련연구

에도 의미 있는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론적 경

2.1 모  간편 결제 비스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신용카드정보와 같은개인 융정보등을 미

리 장해두고 거래 발생 시에 비 번호 입력이나 단말

기 만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1,

2 ,3]. 이러한간편결제서비스는핀테크산업이 속도로

성장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

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높은 스마트폰

보 률과 고사양 스마트폰의 확산, 고속 무선통신이

최 의 환경을 제공하면서 련 서비스들이 지속 으로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2].

기존의결제서비스와간편 결제서비스가가지는가장

큰 차이 은 간편성, 편리함에 있다[3]. 간편 결제서비스

는 카드정보 등을한번만입력해 두고결제시에 카드나

공인인증서비 번호입력없이간단한인증만으로결제

를 할 수 있는 이 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용자 입장에

서 복잡한 결제 단계가 어들어 편의성이 높아지는 효

과를 얻을 수 있으며 결제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사

용자들의결제포기율이낮아진다는 에서매출에 한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2.2 모  간편 결제 비스 련 존연

간편결제서비스가빠르게 성장하고시장에서주목을

받음에따라학계에서도다양한측면에서간편결제서비

스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온라인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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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오 라인에서도모바일기기를통한간편결제서비

스가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지 수단으로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간편 결제서비스에

어떻게인식하고행동하게되는지를살펴볼필요성이있

기 때문이다.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한 기존 연구

를 살펴보면, 주로 서비스의 수용이나 지속 인 사용의

도를 살펴보고 있거나, 기존 결제 서비스 사용자들이 간

편결제서비스에 해가지는 항행동에 해살펴보고

있다[4-8]. 한, 인터뷰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의 활성

화를 한 방안을 찾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1].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한 사용자의 행동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장태락과 이종호[7]는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이용의도에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조건 등이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오락 동기와 습 역시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다. 반면 지각된 험은 이용의도에

부정 인 역할을 미침을 확인하 다. 김차근 등[6]은 지

각된 이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이 삼성페이와 같은 모

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수용태도와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 한진희 등[8]은 간편 결제서

비스에 한유용성과신뢰가결제서비스에 한충성도

와 쇼핑몰에 한 충성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살

펴보았으며유용성과서비스제공자신뢰를높게인지할

수록간편결제서비스와쇼핑몰에 한충성도가높아짐

을 확인하 다.

2.3 지각  가치

지각된 가치(perceived value)는 매우 포 이고 추

상 인개념으로제품을구매하거나서비스를이용할때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해 인지함으로써 가지게

되는주 인평가를의미한다[9-12]. 경 정보학, 마

, 재무 등의 경 학 분야와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를 설명하기

한기 으로연구되고있는개념으로서사용자가제품

이나 서비스에 해 얻게 되는 정 인 혜택과 부정

인 손실이 합쳐진 경험의 총합으로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10, 12]. 여기서 혜택(benefit)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경험을 통해 얻는 개인이 얻는 효용, 이익과

같은것을말하며손실 는희생(sacrifice)은 이익을얻

기 해 지불해야 하는 , 시간, 노력 등의 비용 등을

의미한다. 한, 지각된가치는경험 이며상품 는서

비스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즉, 사용자들

이 어떤기술에 해 인지하는 혜택과희생의총합이 사

용의도와 같은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10]. 이러한지각된가치는단일항목으로측정이되기도

하지만, 연구자에따라서는 가치, 사회 가치, 감

정 가치, 기능 가치 등으로 세분화되어 고려되기도

한다[11].

3. 연 모형  가 정

3.1 연 모형

본 연구는 다양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

되는시 에서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의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해

정보기술 지각된 가치와 모바일 결제에 한 선행연

구들을 바탕으로 변수들을 도출하여 Fig.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 다. 본 연구는 결제서비스의 기술 특

성과사용자의 특성 상황 요소들이 가치지각과 수

용의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하 다. 따라서 지각

된가치의선행변수로기술 특성(상 이 , 보안성),

개인 특성(주 지식, 자기효능감), 상황 특성(기

존 서비스에 한 신뢰, 기존 서비스에 한 만족)을 제

안하 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

하는 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 주 규범을 지각된 가치와 수용의도 간의 계에

조 변수로 제안하여 두 변수 간의 계에서 주 규

범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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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 정

3.2.1 술적 특

상 이 은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가 기존 서비

스의 기능이나 결제방식보다 얼마나 더 좋은가에 해

느끼는정도를의미한다[13, 14]. 간편결제서비스가기존

의 모바일 결제서비스와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들은간편결제서비스에 해 정 인혜택을인

지하게 될 수 있다[14]. Lin[13]은 모바일 뱅킹 사용자가

기존의 서비스와는 차별화되는 특성이나 정 인 혜택

을모바일뱅킹이제공한다고느낀다면사용행동이나수

용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다.

보안성은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가개인정보, 융정

보, 거래정보와 같은 결제와 련된 개인의 민감한 정보

를잘보호할수 있다고느끼는정도를의미한다[15, 16].

정보기술 련연구에서사용자가인식하는보안성은정

보기술의 수용이나 확산의 요한 결정요인으로 고려되

고 있으며 간편 결제서비스와 같이 개인 융정보를

이용해야할 때는 그 요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보안성에 한 인식은 해당 서비스나 기술에 한

지각된 가치에 주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17].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H1: 상 이 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2: 보안성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3.2.2 개 적 특

주 지식은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사용자가 모

바일 결제서비스에 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

도를의미한다[18]. 주 지식은소비자행동을이해하

는데 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로 알려져 있으며 개인의

지식수 이 수용행동이나 구매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9, 20]. 박유식과 한명

희[19]는 개인이 생각하는인터넷에 한 지식수 이 높

다고인지할수록구매의도가높아짐을확인하 으며, 이

태민[20]은 모바일 상거래수용에 모바일 인터넷에 한

주 지식이 유의미한 선행변수임을 확인하 다.

자기효능감은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사용자가자신

이사용하는모바일결제서비스를이용하고활용하는능

력에 한 믿음의 정도를 의미한다[21, 22]. 새로운 정보

기술을이용할 때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한 자신

감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능력에 한 자신의 믿음이 강

하다면지각된가치에 정 인 향을미친다[22]. 한

슬과 김유정[22]은 SNS 사용자의 자기효능감을 정보효

능감과 계효능감과 구분하고 계효능감이 SNS의 지

각된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침을 확인하다. 이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3: 주 지식은지각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4: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3.2.3 상황적 특

기존 서비스에 한 신뢰는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이 의모바일결제나인터넷결제서비스와같은유사한

결제서비스에 해사용자가믿음을가지는정도를의미

한다[13, 16, 23, 24]. 정승민[23]은 모바일 결제서비스 시

장에서 사용자들의 기 신뢰가 지속 인 결제서비스의

사용과확산을 해필수 인역할을한다고 하 다. 즉,

사용자들이 기존의 결제서비스에 해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면새로운결제서비스가시장에출시되었을때기존

서비스에 한 신뢰가 행동이나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수있다는것이다. 특히, 개인 융정보의유출에

의한피해사례가 증함에따라기존서비스사용경험을

통해 형성된 신뢰는 새로운 서비스에 의한 혜택과 손실

을 단하는데 유의미한 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서비스에 한 만족은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이 의모바일결제나인터넷결제서비스와같은유사한

결제서비스에 해 사용자가 정 으로 인식하고 만족

감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25]. Tseng and Chiang[25]

은 모바일폰 업그 이드행동에기존제품에 한 만족

이유의한 향을미친다고하 다. 즉, 기존의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을 통해 얻은 경험은 행동의 주요 결정요인

이된다. 한, 만족은사용경험에서얻어지는것이므로

기존 서비스에 한 만족은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사용자의 행동을 측하는데 유용한 변수가 될 수

있다[26].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술, 개 , 상황 특  모  간편 결제 비스 용 도에 미치는 향 : 주 적 규  조절효과 109

H5: 기존 서비스에 한 신뢰는 지각된 가치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6: 기존 서비스에 한 만족은 지각된 가치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4 지각  가치  용 도

지각된 가치는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사용에 지불

되는 비 비용 비얻은혜택에 해사용

자가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0, 12, 17]. Kim et

al.[10]은 지각된가치를 모바일 서비스 사용경험을통해

사용자가 인지하는 희생과 혜택의 총합으로 설명하면서

희생보다 혜택이 더 크다고 인식할 때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 다. Wang and Wang[12] 역시모바일 시

스템에 한지각된가치가높을수록수용행동으로이어

질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Al-Debei and Al-Lozi[27]

모바일데이터서비스에 해사용자가인식하는가치가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해 인

식하는가치가이용의도에유의한 향을미칠것이라고

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7: 지각된가치는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의이용의

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5 주 적 규

주 규범은 사용자 주변의 의미 있는 사람들이 자

신의 행동을 어떻게 단할 것인가에 한 인식을 의미

한다[16, 27, 28]. 계획된행동이론에따르면주 규범

은개인의행동에유의미한 향을미치는선행요인으로

알려져있다. 즉, 개인을둘러싼주 의의미있는사람들

이개인의어떤 특정행동을어떻게 단할 것인가에

한 인식의 정도가 행동의지나 실제 행동의 결정요인이

될수있음을의미한다. 한, 주 규범은사용하는기

술이나 서비스에 한 가치 인식에도 유의한 향을 미

친다. 본 연구는 주 규범을 조 변수로 제안하여 지

각된 가치와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이용의도 간의

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H8: 주 규범은 지각된 가치와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의도 간의 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4. 연   실

4.1 료수집  본  특

본 연구는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의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해 연구모형과 가설을

제시하고 개인 단 의 행동에 한 설명을 연구범 로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먼 연구

의 목 에 합한 표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해

재 어떤 형태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을 한 측

정항목은 1차 으로선행연구에서신뢰성과타당성을확

보한 항목들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내용과 문맥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 다. 다음으로 개발된 측정항

목의 정확성과 정규화를 해 안면타당성(face validity)

을 실시하 다. 안면타당성 검증은 각 항목의 정교화와

잠재변수측정에 한정확성을 단하기 해경 정보

분야의 학교수 박사과정수료생들을 상으로 실시

하 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

변수의 정확성을 높 다.

먼 기술 특성의 상 이 은 기존의 결제수단

보다효율 인정도, 편리한정도, 유용한정도로 측정하

으며, 보안성은 보안이 우수한 정도, 정보를 안 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 이용자 인증의 안 성 정도

로 측정하 다. 사용자 특성의 주 지식은 결제 서비

스에 해 잘 아는 정도, 쇼핑 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

는정도, 다른사람들에비해모바일결제서비스에 해

잘알고있는정도로측정하 다. 상황 특성의기존서

비스에 한 신뢰는 기존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서비

스에 해믿는정도, 기존결제서비스가안 하다고믿

는정도, 서비스제공기업에 해신뢰하는정도로측정

하 으며 기존 서비스에 한 만족은 기존 결제 서비스

의흡족한정도, 즐거움을주는정도, 만족감을느끼는정

도로 측정하 다.

지각된 가치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해 투

자하는노력과시간, 보안문제, 비용등을고려할때가치

가있다고느끼는정도의 4개문항으로측정하 으며 주

규범은 주변 지인들이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해 명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하는정도, 이용해야한다고생각하는정도의 4개문항으

로 측정하 다. 마지막으로 이용의도는 간편 결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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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이용할의지의정도, 자주이용할생각의정도, 모바

일 간편 결제서비스를 우선 으로 고려할 정도, 지인에

게 추천할 정도의 4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한 자료 수집은 설문지 방법

을이용하여 2017년 10~11월까지 구 경북지역에거

주하는 개인을 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1,000부의 설

문지가배포되어 402부가회수되었다. 이 응답이불완

한 17부를제외한총 386부를본연구의연구모형의최

종 분석을 해 사용하 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AMOS 22.0을 사용하여 측정모형의 확인 요인분석과

구조모형의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 다. 다음의

Table 1은 본연구에사용된응답자 모바일결제서비

스 이용에 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Category n=386 %

Gender
Male 159 41.2

Female 227 58.8

Age

20-29 88 22.8

30-39 131 33.9

40-49 97 25.1

50- 70 18.1

Education

Highschool Graduate 28 7.3

Undergraduate 196 50.8

Graduate 162 42.0

Job

Student 108 28.0

Office Work 70 18.1

Technical Work 46 11.9

Profession 42 10.9

Sales and Service 101 26.2

etc. 19 4.9

Frequency of
Utilization of
Mobile
Payment
Services
(Monthly
Average)

1-2 38 9.8

3-4 184 47.7

4-5 119 30.8

5- 45 11.7

Type of Mobile
Payment
Services
(Duplication
Response)

Mobile Banking 254 65.8

Micro Payment 167 43.3

Mobile Credit Card 234 60.6

Mobile Electronic Cash 176 45.6

Mobile Electronic Wallet 201 52.1

Mobile Easy Payment 170 44.0

Total 386 1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4.2 측정모형검정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수집한자료의특성이측정모형과 합한지를알아

보기 해 측정모형의 합도 검증을 실시하 다. 합

도 단에 한 기 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 지수들을 사용하 다. 합도 검

증 결과, 지각된 가치의 첫 번째 항목(py1)과 주 규

범의네 번째항목(sn4)이 다른 잠재변수에도 높게 재

되어있는것을 알수있었다. 이에두 항목을제거한후

합도 검증을 다시 실시하 으며, 그 결과 Table 2에서

보는바와 같이모든 합도지수가권장치이상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합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단할 수 있다.

합도검증후, 측정모형에 한신뢰성과타당성검

증을 실시하 다. 먼 신뢰성 검증은 Cronbach's α 계

수값을 사용하 으며 일반 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이값이 0.7 이상이면신뢰성이확보되었다고할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3과 같이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29]. 측정모형의 타당성은 집 타당성과 별타

당성, 두 가지를 통해 검증하 다. 집 타당성은 확인

요인 분석결과의 요인 재값을 사용하 으며 각 측정항

목의요인 재값이 0.4 이상이면유의한변수라할수있

다[30]. 본 연구에서는 Table 3과 같이 모든항목의 요인

재량이 0.744~0.918로 나타나 집 타당성이 확보되었

음을알수있다. 별타당성은각잠재변수의AVE 제곱

근 값과잠재변수간 상 계수 값을비교하 으며각 잠

재변수의 AVE 제곱근 값이 종과 횡의 상 계수 값보다

높게나타나야 별타당성이존재한다고할수있다[31].

분석 결과, Table 4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의 AVE 제곱

근 값은상 계수값 보다높게 나타나 별타당성은 확

보되었다.

4.3 조모형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변수들 간의 계를

살펴보는데그목 이있으므로구조방정식분석을통해

가설검증을 실시하 다. 일반 으로 구조방정식 분석은

공분산구조모형이가정에얼마나 합한지를 단할수

있으며각 가설에 한 경로계수를통해 변수들간의 인

과 계를 단할수있다. 먼 체구조모형에 한

합도를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χ2/df=1.685, GFI=0.933,

AGFI=0.910, IFI=0.928, CFI=0.945, RMSEA=0.031로 나

타나 합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다음으로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기술 특

성의 상 이 (β=0.262, t=3.681)과 보안성(β=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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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8.715)은 유의수 0.01에서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과 가설2는

채택되었다. 둘째, 사용자특성으로제안한자기효능감(β

=0.277, t=3.830)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수 0.01에서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4는 채택되었다.

하지만 주 지식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3은 기각되었다.

셋째, 상황 특성의 기존 서비스에 한 신뢰(β

=0.317, t=5.918)와 기존 서비스에 한 만족(β=0.382,

t=7.067)은 유의수 0.01에서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가설5, 가설6은 채

택되었다. 넷째, 지각된 가치(β=0.504, t=9.601)는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이용의도에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7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주 규범의 조 효과는 Baron and

Kenny[32]가 제안한 조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순수한 조 변수 효과를 확인하기 해서는 독립변수,

조 변수, 그리고 이 두 변수를 곱한 상호작용변수의

향에서상호작용항만유의 이어야순수조 변수라할

수 있다[33]. 검증 결과, 주 규범(β=0.292, t=4.787)은

지각된 가치와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이용의도 간의

계를강화시키는순수조 변수의역할을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8은 채택되었다.

구조모형 분석은 내생변수의 결정계수 R2를 알 수 있

다. 결정계수 R2은 내생변수의 총 변동 에서 외생변수

들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의 결정계수 값은 0.757로 나타

났다. 이는지각된 가치가 가지고 있는 정보 75.7%가

Variable Item
Factor
Loading

t-Value Cronbach"s α CR AVE

Relative Advantages
ra1 0.866 -

0.861 0.848 0.652ra2 0.807 18.953
ra3 0.744 10.369

Security

sec1 0.831 -

0.799 0.899 0.748sec2 0.847 14.682
sec3 0.914 13.83

Subjective Knowledge
sk1 0.891 -

0.865 0.882 0.715sk2 0.746 16.314

sk3 0.892 15.502

Self-Efficacy
sef1 0.764 -

0.928 0.872 0.694sef2 0.849 13.537
sef3 0.882 21.215

Trust in Prior Service
tps1 0.831 -

0.820 0.894 0.738tps2 0.882 19.213
tps3 0.863 15.909

Satisfaction of Prior Service

sps1 0.75 -

0.791 0.891 0.734sps2 0.918 16.191
sps3 0.892 13.543

Perceived Value

pv1 삭제

0.853 0.860 0.671
pv2 0.812 -

pv3 0.825 14.849
pv4 0.821 17.634

Subjective Norm

sn1 0.801 16.656

0.910 0.869 0.688
sn2 0.831 11.873

sn3 0.856 13.570
sn4 삭제

Intention to use
Mobile Easy Payment Service

iu1 0.82 -

0.903 0.885 0.658
iu2 0.756 18.842

iu3 0.808 15.007
iu4 0.858 16.265

Note: “-” means that the item was fixed to “1” in the analysis.

Table 3. Convergent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Measurement model IFI GFI AGFI CFI χ2/df RMSEA

Model 0.927 0.911 0.863 0.924 1.968 0.042

Critical ≥0.9 ≥0.9 ≥0.8 ≥0.9 ≤3.0 ≤0.05

Table 2. Model fit of measur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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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에서 제안한 외부변수의 변동으로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이용의도의 결

정계수는 0.254로 나타났다. Table 5는 구조모형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시사점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는 핀테크 산업의 표 인

서비스로정보기술의발 , 빠른인터넷환경, 정부의 규

제완화등에힘입어빠르게성장하고있다. 한, 다양한

역의 기업들에 의해 련 서비스들이 거 출시되기

시작하면서앞으로경쟁이더치열해지고간편결제서비

스 비 이 지속 으로 늘어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기존의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사용자의

수용행동 련연구에서다루지못한요인들을제안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그 계를 검증함으로써 련 기업과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하 으며, 연구의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특성의 상 이 과 보안성은 지각된

가치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결제서비스와비교하여간편결제서비스가더좋

은 이많다고느낄수록그리고 융이나 거래 련 정

보를잘보호하고있다고느낄수록얻는 혜택이더 많다

고 지각하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사용자 특성으로 제안한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가치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이 상과 박 홍[34], 한 슬과 김유정[22]의

연구결과와일치하는것으로사용자가어떤특정기술이

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해 자신의 능력을높게 인

지할수록얻을수있는혜택이더많다고지각할수있음

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주 지식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로서 모

바일결제서비스에 해 본인이 잘알고 련지식을 가

지고 있다고 인지하더라도 간편 결제서비스로부터 얻는

혜택에는 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셋째, 상황 특성의기존서비스에 한신뢰와기존

서비스에 한 만족은 모두 지각된 가치에 정 인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기존에사용경험이있

는모바일결제서비스에 한신뢰도가높거나만족도가

높을수록 새로운 간편 결제서비스를 통해 얻는 혜택이

Variable １ ２ ３ ４ ５ ６ ７ ８ ９

1. Relative Advantages .807

2. Security .358 .865

2. Subjective Knowledge .291 .186 .846

4. Self-Efficacy .091 .408 .414 .833

5. Trust in Prior Service .362 .219 .292 .278 .859

6. Satisfaction of Prior Service .227 .491 .248 .278 .113 .857

7. Perceived Value .311 .465 .189 .400 .331 .405 .819

8. Subjective Norm .118 .447 .417 .281 .223 .497 .342 .830

9. Intention to use Mobile Easy Payment Service .108 .381 .438 .169 .268 .383 .518 .253 .811

Note: The bolded numbers are the squared root of AVE.

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Test

Hypotheses / Ppath Path Coefficient t-Value Result

H1 Relative Advantage → Perceived Value 0.262* 3.681 채택

H2 Security → Perceived Value 0.428* 8.715 채택

H3 Subjective Knowledge → Perceived Value 0.049 0.853 기각

H4 Self-Efficacy → Perceived Value 0.277* 3.830 채택

H5 Trust in Prior Service → Perceived Value 0.317* 5.918 채택

H6 Satisfaction of Prior Service → Perceived Value 0.382* 7.067 채택

H7 Perceived Value → Intention to Use Mobile Easy Payment 0.504* 9.601 채택

H8
Perceived Value → Intention to Use Mobile Easy Payment

↑
Subjective Norms

0.292* 4.787 채택

Note: *: p<0.01, R2(Perceived Value) = 0.757, R2(Intention to Use Mobile Easy Payment) = 0.254

Table 5. Summary of hypotheses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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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것으로인식하게된다는것이다. 넷째, 지각된가치

는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편 결제서비스 사용을

통해희생보다혜택이많다고인식할수록이용할의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주 규범은 지각된

가치와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이용의도 간의 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 간편 결제서

비스 사용으로 얻는혜택이 많다고 인식할때 주변사람

들이미치는 향력이크다면간편결제서비스를이용할

의지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연구는실증분석결과를통해다음과같은이론

실무 인 시사 을 제시할 수 있다. 먼 학술 인 측면

에서의 시사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바일 간편 결

제서비스가시장에서빠르게확산되고있고경쟁이치열

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연구들은 TAM이나

UTAUT와같은이론 모델을바탕으로지각된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 신성, 간편성과 같은 특정 요인만

을살펴보고있으면이용행동의다양한선행변수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살펴

보지못한요인들을기술, 개인, 상황 특성에맞추어제

시하고 지각된 가치와 이용의도와의 계를 살펴보았다

는 에서의미가있다. 한, 기존모바일간편결제서비

스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지각된 가치를 제안하고 외부

변수와의 계와 이용의도와의 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 서비스의 방식

의차이가있지만기존의결제서비스에서발 되어간편

결제서비스가출시되는상황에서기존서비스에 한신

뢰나 만족이 지각된 가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에서도향후연구에유용한정보를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실무 인 측면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

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먼 간편 결제

서비스를확산시키기 해서 기존의 서비스보다 간편성,

편리성과같은이 을가지고있고 융 거래, 개인정

보를 잘 보호하고 있다는 을 인지시키는 략이 필요

하다. 한, 사용자가모바일기반결제서비스를잘사용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질수있도록해당서비스가사

용하기 쉽고 편리함을 강조하는 략이 필요하다. 더 나

아가기존의모바일결제서비스나인터넷결제서비스사

용경험이있는 사람들 기존 서비스에 한 정 인

인식을가지고있는사람들에게 극 으로간편결제서

비스를 알리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는 기존 서비

스에 한 신뢰와 만족의 정도가 높을수록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사용을 통해 얻는 혜택이 많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련 기업들은 사용자들이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를사용할때드는 시간, 노력, 인

비용보다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혜택이더 많다는 을 강조하는 마 략으

로 이용자 확 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

과에서 주 규범이 지각된 가치와 이용의도 간의

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바, 혜택이 많다는 을

강조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입소문이나 매체를 활용

할 수있는 략이 수립된다면 더효과 인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여러 시사 에도 불구하고 몇 가

지한계 이있다. 첫째, 본 연구는특정지역에거주하는

사람들을 심으로자료수집이진행되어표본의일반화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연령층을 상으로 확장시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것이다. 둘째,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사용자를 상

으로연구를진행하 으나모바일기반의다양한결제서

비스가존재하기때문에기존의서비스와의특성에혼재

되어응답할수있다. 따라서향후연구에서는모바일간

편 결제서비스의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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