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7권 제1호 (2019. 1)

199

● 요   약 ●  

모바일 간편 결제란 모바일을 통해 재화,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결제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바일 접속자가 늘어나고 모

바일 채널로 구매하는 사용자 규모가 커짐에 따라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바일 간편 결제에 대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정보기술에 대한 개인혁신성과 현금 결제 습관을 사

용자의 개인적 속성으로,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는 위험성과 상대적 이점을 지각된 신념으로 보고 모바일 간편 결제 이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온라인/모바일 쇼핑을 통해 모바일 간편 결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이점이 있다고 높게 생각하고 있고, 현금 사용에 대한 습관 역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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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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 al, 

2008). 모바일 폰의 높은 보급률과 사용자의 편리하고 즉각적인 

결제에 대한 니즈에 의해 모바일 결제는 금전적 거래를 성사하는데 

중요한 채널로 인식되고 있다(Lu et al., 2011).

청소년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고등학생 10명 중 9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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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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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세를 보이면서 카드를 갖다 대거나 

인증만으로 결제하는 세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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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II. Literature Review

1. Intention to Use

TAM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개인적 차이(Individual differences)

는 중요한 외부 요인이고 혁신적 기술의 도입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Wang et al., 2003). 인구통계학적 요인, 인식과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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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개인 성격과 연관된(personality-related) 요인 등 많은 개인적 

차이와 연관된 연구가 진행되었고(Zumd, 1979) 개인 차이와 IT 

수용은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검정되었다

(Venkatesh and Morris, 2000).

본 연구에서는 TAM에서 사용한 수용의도를 본 연구에 맞게 변형하

여 이용의도로 사용하고자 한다. 

2. 결제 습관

정보기술의 사용 및 습관으로 상응 정보기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유용성을 얻을 수 있게 도우도 될 

수 있다(Ye &Petter, 2011). 다시 말하면 습관의 이런 동반 행위가 

사용자로 하여금 기술의 유용성에 대하여 더 많이 지각을 할 수 

있게 한다(Gefen, 2003). 하지만 이와 반대로 기존 정보기술에 대한 

습관이 아닌 오프라인 습관, 즉 현금 결제 습관이 더 강하면 모바일 

간편 결제 상대적 이점을 적게 인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 않고, 현금 혹은 체크카드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들의 현금결제 습관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Method

본 연구는 부산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통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2018년 6월 중 

파일럿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73개의 표본이 회수되었다. 모바일 

간편 결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73개의 응답 중 불성실 응답 3건을 제외한 70개의 표본만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2. Research Model

Fig. 1. Research Model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부산 소재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각된 위험, 개인 

혁신성, 결제습관 등에 대한 설문문항을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개발

하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고등학생

들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학생들이 온라인 결제방식보다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

며 더불어 온라인 결제보다 모바일 간편 결제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간편 결제 방식에 대한 상대적 이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모바일 간편 결제에 대한 적합성도 

현재 본인들의 생활방식에 맞는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에 남녀 비교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다각적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제대로 표본을 추출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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