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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초점에 따른 개인 특성이 스마트 결제시스템 수용에
미치는 영향1
Personality impact on adoption of mobile convenient payments according to
the regulatory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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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rapidly changing business and economic environment, environment-equipped appropriate
capacities should be used to adapt to the changing environment and the smart environment.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for the company to understand what kind of acceptance attitude it shows according
to the consumers' tendency toward the mobile convenient payment system that users are increasing and
deal with it accordingly. In order to analyze the market according to the individual personality factors of
consumers, a model based on the integrated technology(UTAUT) and the regulatory focus suitable for
the mobile environment was constructed and analyzed with the structural equation through PLS.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found that neuroticism, openness to experience, and conscientiousness among
consumer personality factor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accommodating the mobile convenient
payment system according to the tendency of promotional focus. This study provides a direction for
establishing a mobile convenient payment system for smart environment through data analysis of the
propensity and personality of consumers from the viewpoint of knowledge management.

Keywords: Regulatory focus, Knowledge management, UTAUT, Mobile convenient payment,
Personality

1. 서론

리매김하였다. 특히, 보안에 대한 많은 우려를 대비한
다양한 기능이 구비되면서 금융결제수단의 일부분으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스마트폰을 비

로 발전해 왔다. 특히, 핀테크 기술의 발전과 금융서비

롯한 스마트기기는 단순한 통신기기를 벗어나 언제 어

스가 고도화되어지면서 다양한 결재서비스가 제공되

디서든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도구로 자

고 있다. 특히, Samsung Pay, Apple Pay, Google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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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국내외의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간편

를 PLS 구조방정식을 통하여서 실증분석하고, 분석 결

결제 서비스(Mobile Convenient Payment Service)가

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 기업에 실제적인 방향성을 제

활성화 되어지면서 이전에 현금이나 크레딧카드를 이용

시하고 학문적인 의의를 논한다.

하던 금융결제서비스의 대변혁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요인이 어떻게 모바
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통합기

2. 기존문헌 연구

술수용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하여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

2.1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하려고 한다. 특히, 최근 Big data 라고 하여 대용량의

일반적으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휴대폰 등 모바일

고객 데이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를 제대로

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On-line)또는 오프라인(Off-

분석하여서 기업의 지식 경영에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

line) 매장에서 상품 구매대금을 결제 하는 서비스를

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Big Five 라고 하는 성경

통칭하는데(Dahlberg et al. 2008; 한국은행 2016), 모

요인과 함께 조절초점 이론을 이용하여서 모바일 간편

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보다 쉽

결제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성향과 동기를 파악

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불 절차 또는 지불을 위한 인

하고 셜명하려고 한다.

증절차를 간소화시켜 결제 방식에 있어 간편성을 확보

이 논문은 우선 문헌 연구를 통하여서 모바일 간편

한 서비스를 의미한다(조은영·김희웅 2015).

결제서비스와 성격, 통합기술수용이론, 조절초점, 신뢰,

DMC미디어는 2016년 전세계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

이동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설문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

가 약 6,200억 달러에 육박하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표 1>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유형

변수

연구내용

개념연구

혁신성, 자기효능감, 적합성, 편리성,
신뢰성, 가시성, 이미지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편리성과
신뢰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유용
성은 지속적사용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개념연구

자기효능감, 혁신성, 적합성, 보안성,
편재성, 신뢰성, 이미지, 가시성, 대중
매체, 기대일치

스마트폰 결제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간
편결제를 포함하는 전자지갑 유형 분석을 통해 편재성
과 신뢰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지
각된 유용성이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개념연구

P e r c e i v e d Te c h n o l o g i c a l
Uncertainty, Perceived Information
Asymmetry, Perceived Regulatory
Uncertainty, Perceived Service
Intangibility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수용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위
협-가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소비자의 모바일
결제를 수용하는데 있어 금융리스크가 가장 큰 부정적
인 요인임을 확인 함.

이홍재
(2017)

황보충.
(2017)

Yang et al.
(2015)

214

지식경영연구 제18권 제4호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미치는
통합적 영향
연구
조절 초점에
따른 개인
특성이 스마트
결제시스템
수용에

통해 2019년에는 약 1조 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한 후 ‘Big Fiv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용어가

전망하였다(DMC미디어 2016). 또한 국내 모바일 결제

널리 유행하여 현재까지 성격5요인을 ‘Big Five Model’

시장 역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통계청(2017)

로 지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

에서는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64.9

격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McCrae와 Costa의 성격 5요

조원 이상의 금액이 거래되었으며, 이중 34.7조원이 모

인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각 성격요인의 명

바일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

칭은 신경성(neuroticism), 외향성(extraversion), 개방

다. 이는 전체거래액의 53.5%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온

성(openness to experience), 우호성(agreeableness),

라인 쇼핑 전체 거래액은 20.5%가 증가했고, 그중 모바

성실성(conscientiousness)으로 지칭하기로 하였다. 신

일 쇼핑 거래액은 41.9%가 증가한 것으로 모바일을 통

경성은 부정정서를 잘 느끼는 성격특질을 뜻하며 부

한 지급결제의 성장률이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

정 정서성(negative affectivity) 또는 정서적 불안정성

률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emotional instability)으로 불린다(Coast and Mc-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의 성

Crae 1992; McCrae and Coast 1987; McCrae and

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BNK금융경영

Coast 1991). 외향성은 다른 사람과 함께 교류하는 인

연구소 2015).

간관계적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을 뜻한다(Coast and
McCrae 1992; McCrae and Coast 1987; McCrae

2.2 성격(Big Five Model Personality; Five
Factor Theory of Personality)

and Coast 1991). 개방성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경험
을 좋아하며 다양한 경험과 가치에 대하여 열린 자세

성격은 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주는, 개인이

를 지닌 개방적인 성향을 뜻한다(Coast and McCrae

지닌 지속적이고 독특한 패턴인 감정, 사고 그리고 행

1992; McCrae and Coast 1987; McCrae and Coast

동에 기여하는 심리적 특성을 의미한다(Cervone and

1991). 우호성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협

Pervin 2013). 이렇듯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적인 성향을 뜻하며, ‘친화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성격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에 대한 특

(Coast and McCrae 1992; McCrae and Coast 1987;

성을 규명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McCrae and Coast 1991). 성실성은 자기조절을 잘 하

성격에 대한 정의는 하나로 정리되지 않고 매우 다양

고 책임감이 강한 성취지향적인 성향을 말한다(Coast

한 측면에서 정의 되고 있다. 최근의 성격심리학자들은

and McCrae 1992; McCrae and Coast 1987; Mc-

‘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주는, 개인이 지닌 지

Crae and Coast 1991).

속적이고 독특한 패턴인 감정, 사고 그리고 행동에 기
여하는 심리적 특성’을 성격의 정의로 인정하고 있다
(Cervone and Pervin 2013).

2.3 통합기술수용이론(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최근의 여러 성격 연구를 통해 성격 5요인 이론이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정보기술(Information

가장 우세한 모델임이 증명되고 있는데(Caspi et al.

Technology)들이 출현하면서 새롭게 출현한 기술에

2005; John and Naumann 2010; John et al. 2008;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고 또 이용하는 행위를

McCrae and Costa 2008; Ozer and Benet-Marti-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한편, 사

nez 2006), Goldberg(1981)는 성격의 5요인을 재정립

회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심리적 요인이 감정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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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의도를 매개변수로 하며, 매개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

(Cervone and Pervin 2013), 기술 수용에 대한 연구는

립요인으로는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tion)’,

개인의 행동의도와 행위가 개인의 신념(belief)과 태도

‘노력기대(Effort Expectation)’, ‘사회적 영향(Social

(attitude)로부터 유발된다는 사회심리학 분야의 연구

Influence)’을 채택하였고 종속변수에 직접 영향을 주

를 기반으로 하여, 이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

는 요인으로는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을

nology)의 사용의도와 사용행위에 관한 분야에 접목

채택하였다. 그리고 ‘성별(Gender)’, ‘나이(Age)’, ‘경험

한 연구이다.

(Experience)’, ‘사용의 자발성(Voluntariness of Use)’

Fishbein and Ajzen(1977)은 개인의 신념(belief)

에 의해 의해 통제되어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태도(attitude)를 결정짓고, 태도는 행동의도를 형성
시키고 행동의도는 행위로 발현되는 구조의 합리적 행

2.4 이동성

위이론(TRA : Theory of Reasoned Action)을 발표하

많은 IS(Information System) 연구자들은 모바일

였는데, 단순한 연구모형으로 인하여 다양한 연구분야

간편결제 서비스는 주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제공되

에서 활용되어 왔다. 이후 Davis et al(1989)은 합리적

는데,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행위이론(TRA)이 신념(belief)을 구체화하지 않아 범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시간과 장소와 무

용성을 가지지만 반대로 특정분야, 특정상황을 설명하

관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Kim et al.

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신념(belief)을 구체

2010). 이동성은 연구자에 따라서 ‘편재성’, ‘즉시 접속

화하여 ‘기술’ 분야에 한정된 행동의도와 행위를 예측

성’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과거 2000년을 전후로

하는 기술수용모형(TAM : Technology Acceptance

휴대전화가 활성화 화면서, 그리고 최근 스마트폰이 활

Model)을 개발하였다. 기술수용모형(TAM)은 현재

성화 되면서 이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보기술

까지도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새로운 정보기술(Infor-

의 수용의도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그

mation Technology)에 대한 수용과 사용을 설명하

러한 연구를 통해 이동성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새로

는 모형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정보기술(Information

운 정보기술에 대한 수용의도 또는 사용행위와 직, 간

Technology)의 다양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

접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인희(2001)와 한승

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Venkatesh et

수·오경수(2006) 그리고 이선경(2004)은 이동전화의

al. 2003).

이용 동기와 관련한 연구에서 이동성이 이동전화를 이

한편, Venkatesh et al. (2003)은 기존의 기술 수용

용하는데 있어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고,

에 관련한 여덟 가지 이론들을 통합하여 통합기술수용

양일영·이수영(2011)은 스마트폰의 이용 동기에 관한연

이론(UTAUT :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구에서 상시적 정보활동과 즉시성과 같은 스마폰의 이

Use of Technology)을 제안하였는데, 통합기술수용

동성에 기반한 속성이 스마트폰 이용 동기 요소임을 확

이론(UTAUT)은 오랜기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

인하였다.

되고 발전된 기술수용모형(TAM)보다 더욱 우수한 성
과를 보여주는 이론으로 특히 정보기술(Information

2.5 신뢰

Technology)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통합기술

신뢰(trust)는 심리학, 경제학, 경영학 등 다양한 사회

수용이론(UTAUT)은 사용행위를 종속변수로, 사용

과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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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trust)

self)와 이상적 자아(ideal-self), 그리고 규범적 자아

의 본질과 신뢰(trust)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ought-self)의 차이로 인해 동기과정과 정보처리 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뢰(trust)에

정이 작동된다고 설명하는 이론인데, 실제적 자아

대한 통일된 정의가 수립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라

(real-self)는 현재의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 이상적 자

신뢰(trust)에 대한 정의 역시 각 분야에 맞추어 다양하

아(ideal-self)는 추구하는 목표와 희망, 규범적 자아

게 내려지고 있다 (Lee and Ahn 2009; 이선중 2009;

(ought-self)는 마땅히 이행하거나 지켜야할 의무와 책

Lewicki and Bunker 1995; Lindskold 1978). 예를 들

임을 의미한다(Higgins 1997).

면, 심리학에서는 신뢰(trust)를 ‘상대방에 대한 개인

이 중 이상적 자아와 규범적 자아는 자신을 이끌어

의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정의하고(Mayer et al. 1995;

가고 자신이 지향하는 지침과 기준이며 또한 자신의 신

Lewicki et al. 2006), 사회심리학에서는 ‘구성원 사이

념이기 때문에 자기차이이론(self discrepancy theory)

에 형성된 관계 속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Granovet-

은 사람들이 실제적 자아(real-self)와 이상적 자아

ter 1985; Lewis and Weigert 1985). 또한 본 연구와

(ideal-self)의 차이가 클수록 우울한 감정을 더 많이

같이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에서는

경험하게 되고 실제적 자아(real-self)와 규범적 자아

신뢰(trust)를 ‘정보 부족에 의한 불확실성과 취약성의

(ought-self)의 차이가 클수록 불안한 감정을 더 많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Kelton et al.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적 경험이 사람들의 동기

2008; Giddens 1990; Luhmann 1979), 신뢰(trust)는

를 유발한다는 이론이다(Higgins 1997).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낮춰주는 요소로서

한편, Higgins(1997)는 동기(motivation)에 관한 많

작용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Gefen 2000). 일반적

은 이론들이 지나치게 쾌락주의(hedonic principle) 또

으로 새로운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출

는 프로이트(1856~1939)의 쾌락원칙(pleasure princi-

현은 이전보다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이와 더불어

ple)에 근거하여 접근(approach)과 회피(avoidance)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협요인을 수반하

에 대한 개념에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동기

는데(양승호 외 2016),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뢰(trust)

(motivation)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인 조절초점이론

는 새로운 위협 요인 위험을 낮춰주는 요소로서 작용

(regulatory focus)을 발표하였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한다(Gefen 2000).

목표추구 성향에 따라 향상초점(promotion focus) 동
기과 예방초점(prevention focus) 동기(motivation)를

2.6 조절초점(Regulatory Focus)

가지며, 향상초점(promotion focus) 성향의 사람들은

Higgins(1997)는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은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은 미래의 상태를 추구하면서 이

회피하려 한다는 쾌락주의원리(hedonic principle)에

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

기반을 둔 자기차이이론(self discrepancy theory)을

하는 반면에 예방초점(prevention focus) 성향의 사람

제안하였는데, 자기차이이론(self discrepancy theory)

들은 현재의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상태를 추구하

에 따르면 사람들은 2가지의 다른 지향점을 지니고 그

면서 이를 위해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

에 따라 2가지 유형의 동기가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차이이론(self

자중 향상초점 성향을 갖고 있어서 새로운 정보기술 서

discrepancy theory)은 사람들은 실제적 자아(real-

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108명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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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성(agreeableness) 그리고 성실성(conscientiousness)
의 다섯 가지 성격 5요인(Five Factor Theory of Personality)과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대표적인 특징
으로 이동성(mobility)과 신뢰(trust) 그리고 새로운

3. 연구모델 및 가설수립

기술 사용에 대한 높은 설명이 있는 통합기술수용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 요인(personality trait)

론(UTAUT)의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tion),

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있어 어떠

노력기대(effort expectation), 사회적 영향(social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성격 5요인 이

influence),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 사용의도

론(FFT: Five Factor Theory)과 통합기술수용이론

(behavioral intention) 및 사용행위(use behavior)의

(UTAUT)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 연구 모형을 설계하

요인들로 구성하여 분석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였다.

성격(personality)은 사람들의 태도(attitude), 신념

기초 연구 모형은 최근 심리학 및 사회과학 등의 분

(belief), 인식(cognitions) 그리고 행동(behaviors)

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신경성(neuroticism), 외향성

을 부분적으로 결정하고, 개인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

(extraversion),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우호

하며 또한 모든 생각과 행동(behaviors)에 반영된다

<그림 1> 연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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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araj et al. 2008). 예를 들면, 합리적 행위이론

다. 또한 사회적 영향(SI)에는 주관적 규범(subject

(TRA)은 성격을 행동(behaviors)에 간접적인 영향을

norm)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고 촉진조

주는 외부 변수로 정의하면서, 성격 요소가 개인의 신

건(FC)에는 인지된 행위 통제(perceived behavioral

념(belief), 태도(attitude), 의도(intention) 그리고 행동

control) 개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듯 통합기술

(behavior) 사이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수용이론(UTAUT)의 네 개의 독립변수들은 각각 성격

인정하고 있으며(Ajzen 1991), 합리적 행위이론(TRA)

(personality)과 직,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요소로 구성

을 기반으로 개발된 기술수용모형(TAM)은 개인의 신

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성격(personality)이 특

념(belief)이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정 행동(behaviors)을 수행하려는 동기(motivation)를

인지된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에 직접

결정하는 인지과정을 통해 성격(personality)과 실제

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행동(behaviors)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것과 일치한다

usefulness)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Barrick et al. 2002). 따라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use)은 태도(attitude)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의 사용의도 및 사용행위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서도 성

로 설명하고 있다(Davis et al. 1989). 이를 종합하면 개

격(personality)이 일정수준 기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인의 성격(personality)은 개인의 신념(belief)과 직접

있다.

적인 관계가 있고, 태도(attitude)와는 간접적인 관계가

신뢰(trust)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기술수용모형(TAM)에서의

는 이동성(mobility)과 신뢰(trust)를 모바일 간편결제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인지된 사용

서비스의 중요 특성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이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동성(mobility)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간편결제 서

수 있다(Devaraj et al. 2008).

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신뢰(trust)는

한편, 본 연구에 적용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나 결

는 새로운 기술의 사용의도와 사용행위를 설명하기 위

제 서비스에 대한 믿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두 가지 서

하여 합리적 행위이론(TRA), 계획된 행동이론(TPB),

비스 특성 모두 믿음에 대한 수준으로, 즉, 개인의 신

기술수용모형(TAM) 등의 의도 및 행위에 관한 8개의

념(belief) 형식으로 정의하였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이론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이론으로(Venkatesh et al.

이러한 신념(belief)은 사람들의 성격(personality)에

2003), 성과기대(PE : Performance Expectation), 노

따라 부분적으로 결정되고(Devaraj et al. 2008), 또

력기대(EE：Effort Expectation), 사회적영향(SI：Social

한 신념(belief)은 태도(attitude)를 형성하기 때문이

Influence)이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Ajzen 1991). 한편, Davis (1989)는 기술수용모형

사용의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촉진조건(FC：Facil-

(TAM)을 제안하면서 개인의 태도(attitude)가 새로운

itating Condition)은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사용의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성격 5요인 이론

성과기대(PE)는 기술수용모형(TAM)의 인지된 유

(FFT)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특성에 대한 선행 변

용성(perceived usefulness) 등이 구성개념으로 포

수로하여 각각의 성격 요인(personality trait)이 모바

함되어 있고, 노력기대(EE)에는 인지된 사용 용이성

일 간편결제 서비스 특성인 이동성(mobility)과 신뢰

(perceived ease of use)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

(trust)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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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5요인(FFM) 중 신경성(neuroticism)은 ‘부정정

Iahad, N. A., and Mikson, S. (2014) 는 기술수용모형

서를 잘 느끼는 성격정서’로 정의 되며, 우울(depres-

(TAM)을 이용한 컴퓨터 기반의 학습 연구에서 경험에

sion), 불안(anxiety), 적대감(angry hostility), 자의식

의한 개방성이 인지된 사용의 용이성에 정(+)의 효과를

(self-consciousness), 충동(impulsivity) 그리고 심약

준다고 주장하였다.

(vulneralility)의 6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된다(Costa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험에 대한 개방

and McCrae, 1992). Wang and Yang(2005)은 통합기

성(openness to experience)을 ‘새로운 경험이나 혁

술수용이론(UTAUT)을 이용한 온라인 증권거래 시스

신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인생의 실존적 도전에 보다

템의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신경성(neuroticism)

더 관여하게 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명칭 또한 ‘개방성

이 노력기대(EE)에 부(-)의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고,

(openness)’으로 명명하며,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Devaraj et al(2008)와 Sriyabhand and John(2014)는

였다.

기술수용모형(TAM)을 이용한 연구에서 신경성(neu-

H2: 개인의 성격 요인(personality trait) 중 개방성(open-

roticism)이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에

ness)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있어 성과

부(-)의 효과를 준다고 주장하였다.

기대(PE), 노력기대(EE), 사회적 영향(SI), 촉진조건(FC) 그

H1: 개인의 성격 요인(personality trait) 중 신경성(neu-

리고 이동성(mobility) 및 신뢰(trust)에 유의한 영항을 미

roticism)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있어 성

칠 것이다.

과기대(PE), 노력기대(EE), 사회적 영향(SI), 촉진조건(FC)
그리고 이동성(mobility) 및 신뢰(trust)에 유의한 영항을
미칠 것이다.

Wang and Yang(2005)은 통합기술수 용이론
(UTAUT)을 이용한 온라인 증권거래 시스템의 사용의
도에 관한 연구에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성격 5요인(FFM) 중 경험에 의한 개방성(openness

은 노력기대(EE), 사회적 영향(SI) 그리고 촉진조건

to experience)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경험을 좋아

(FC)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Sriy-

하며 다양한 경험과 가치에 대하여 열린 자세를 지닌

abhand and John(2014)는 기술수용모형(TAM)을 이

개방적인 성향’으로 정의 되며, 상상력(fantasy), 심미성

용한 개방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효과를 준다고

(aesthetics), 감정개방성(feeling), 사고개방성(ideas),

주장하였다. 또한 Khan, M., Iahad, N. A., and Mik-

행동개방성(actions) 그리고 가치개방성(values)의 6가

son, S. (2014).는 기술수용모형(TAM)을 이용한 컴퓨

지 하위 요소로 구성된다(Costa and McCrae, 1992).

터 기반의 학습 연구에서 개방성이 인지된 사용의 용이

Wang and Yang(2005)은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

성에 정(+)의 효과를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배경

을 이용한 온라인 증권거래 시스템의 사용의도에 관

에서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한 연구에서 경험에 의한 개방성(openness to expe-

을 ‘새로운 경험이나 혁신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인생

rience)은 노력기대(EE), 사회적 영향(SI) 그리고 촉

의 실존적 도전에 보다 더 관여하게 하는 정도’로 정의

진조건(FC)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Sriyabhand and John(2014)는 기술수용모형(TAM)을

H3: 개인의 성격 요인(personality trait) 중 개방성

이용한 연구에서 경험에 의한 개방성이 인지된 유용성

(openness)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있

에 정(+)의 효과를 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Khan, M.,

어 성과기대(PE), 노력기대(EE), 사회적 영향(SI), 촉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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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그리고 이동성(mobility) 및 신뢰(trust)에 유의한 영

and John(2014)는 기술수용모형(TAM)을 이용한 연

항을 미칠 것이다.

구에서 성실성(conscientiousness)이 인지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에 정(+)의 효과를 준다고 주

개인의 태도(attitude)와 인식(cognitions) 그리고 행
동(behaviors)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평가
하는지에 대한 인식(cognitions)에 의해 영향을 받는
데, 이때 우호성(agreeableness)은 매우 중요한 성격요
소로 작용한다. Barrick et al.(2001)은 메타분석을 통
해 우호성(agreeableness)이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협
력하는 상호작용과 팀워크에서 우호성(agreeableness)
이 유의미한 타당도를 갖고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이 협력
및 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호성(agreeableness)은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Devaraj et al,(2008)와 Sriyabhand and John(2014)
는 기술수용모형(TAM)을 이용한 연구에서 우호성

장하였으며, Khan, M., Iahad, N. A., and Mikson, S.
(2014).는 기술수용모형(TAM)을 이용한 컴퓨터 기반
의 학습 연구에서 성실성(conscientiousness)이 인지
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인지된 사용의 용
이성(perceived ease of use)에 정(+)의 효과를 준다
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성실
성(conscientiousness)을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개인의 성격 요인(personality trait) 중 성실성
(conscientiousness)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하
는데 있어 성과기대(PE), 노력기대(EE), 사회적 영향(SI),
촉진조건(FC) 그리고 이동성(mobility) 및 신뢰(trust)에
유의한 영항을 미칠 것이다.

(agreeableness)이 인지된 유용성과 정(+)의 관계가 있
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호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의 성과기대(PE)는 ‘시스

성(agreeableness)을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

템을 사용하는 것이 업무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를 유지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

믿는 정도’로 정의 되는데, 많은 선행연구에서 성과 기

정하였다.

대(PE)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사용

H4: 개인의 성격 요인(personality trait) 중 우호성
(agreeableness)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 성과기대(PE), 노력기대(EE), 사회적 영향(SI), 촉
진조건(FC) 그리고 이동성(mobility) 및 신뢰(trust)에 유

의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의한 영항을 미칠 것이다.

(Information Technology)이고, 기존의 어떠한 결제

로 보고되고 있다(전새하 외 2011).
한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는 정보 기술
서비스보다 간편한 절차로 결제 행위를 할 수 있는 서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직장에서의 내재적
동기 부여와 높은 업무 수행 능력의 기본 요소로 평
가되며(Barrick et al. 2001), 또한 이러한 성향은 인
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주관적 규범
(subject norm)과 연계하여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사용하려는 의도를 강화시키거나 감
소시킨다(Devaraj et al. 2008). 한편, Sriyabhand,

2017. 12

비스이므로 사용자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
함으로서 이전보다 더 나은 경험을 기대 할 수 있을 것
이며, 이러한 기대가 클수록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기대(PE)를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전보다 발전
된 결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정도’
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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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 성과기대(PE)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변의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해야

데 있어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 되는데, 특히 모바일 기반 정
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같이 사람과 사람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의 노력기대(EE)는 ‘시스
템 사용이 용이한 정도’로 정의 되는데, 노력기대(EE)
역시 많은 연구에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사용의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변수로 보고되고 있으며(전새하 외 2011), 모바일
을 이용한 결제서비스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노력기대
(EE)가 모바일 결제서비스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강선희 2016).
한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는 최초에 한번 별도의 앱(APP)을 설치하고 카드번호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와 비밀번호 또는
지문과 같은 결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등록 이후부터는 기존의 어떠한
결제 수단보다 간편한 절차로 결제 행위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그 사용 방법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최초의 등록 절차 이후부터는 지
불 결제 시 기존의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할 필
요 없이 간단히 비밀번호 입력 또는 지문 인식 등과 같
은 결제를 승인하기 위한 단순한 행위만으로 서비스 이
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 또는 서비스는 사회적 영향(SI)과 관련한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국,
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용자에게 중요한 관계
를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사용자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
가 인지한다면, 사용자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
용함에 있어 다소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더욱 강하게 발
생할 것이다.
한편, 강선희(2016)는 모바일을 이용한 결제서비스와
관련된 연구에서를 통해 사회적 영향(SI)이 모바일 결
제서비스의 사용의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하였는
데,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영향(SI)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변사람
들이 믿는 것을 인지하는 수준’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8: 사회적 영향(SI)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하
는데 있어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익히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대가 클수록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의 촉진조건(FC)은 ‘시스
템을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조직적인 인프라가 존재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력기대(EE)를 ‘모

한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 된다. 국내의 모바일 간편결

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믿

제 서비스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는 정도’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오프라인에서는 편의점 등 일부 가맹점에만 NFC 결

H7: 노력기대(EE)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제 단말기 인프라 갖춰진 점과 계속해서 국내외 사업자

데 있어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의 사회적 영향(SI)은 ‘주

가 새로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에 도전하는 것
을 감안 할 때 촉진조건(FC)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의 이용행위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 될 수 있다.

222

지식경영연구 제18권 제4호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미치는
통합적 영향
연구
조절 초점에
따른 개인
특성이 스마트
결제시스템
수용에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촉진조건을 ‘모바일 간

관련 연구에서는 새로운 정보기술(Information

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의 이용활동을 지원해

Technology)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의도를 설명함에

주는 조직적, 기술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믿는 정도’로

있어 신뢰(trust)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양승호 외 2016; 오종철 2010; 안중호 외 2010). 특

H9: 촉진조건(FC)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히 핀테크(fin-tech) 및 모바일 관련 연구에서 분야에

데 있어 사용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는 신뢰(trust)와 핀테크(fin-tech) 또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의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시간과 장소와 무관하게 언제 어디서든 간편결제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Kim et al. 2010). 최
근 스마트폰이 활성화 되면서 이동성(mobility)은 모바
일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인정
받고 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이
동성(mobility)을 움직임(movement)을 의미하는 기
술적인 요소가 아닌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공간의 제
약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고 있는데,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신뢰(trust)가 핀테
크(fin-tech) 및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이홍재
2017; 양승호 외 2016; 박일순 2013).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trust)를 ‘모바
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나 결제 서비
스에 대한 믿음의 수준’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가
설을 설정하였다.
H11: 신뢰(trust)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개념적인 의미로 사용하는데(윤병훈 2017; 한동
균 2016; 황보충 2016; 박일순 2013; Kim et al. 2010),
본 연구 역시 이동성을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간편결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개념적인

의 사용행위(use behavior)를 예측하는데 있으며, 이를

요소로 정의하였다. 한편,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

위해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을 적용하였다. 한편,

동성(mobility)이 핀테크(fin-tech) 및 모바일 간편결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에서는 의도(behavioral

서비스의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intention)가 행위(use behavior)를 유발한다고 보

확인되고 있는데(김호영·김진우 2002; Chae and Kim

고 있으며, 실제 많은 연구에서 의도(behavioral

2003),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intention)가 행위(use behavior)에 영향을 미치는 것

설정하였다.

으로 규명되고 있다(강선희 2016; 강명희 외 2013)

H10: 이동성(mobility)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
하는데 있어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서 본 연구 에 서는 사 용 의도를
(behavioral intention)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
용하고자 하는 의도나 계획’으로 정의하였고, 사용행

일반적으 로 새 로 운 정보 기술 ( I n f o r m a t i o n
Technology)의 도입은 이전보다 더 나은 혜택을 제공
하지만 그에 따르는 새로운 위협요인을 수반한다. 이러
한 이유로 최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위(use behavior)를 ‘실제 모바일 간편결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이용과 주변인들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의향 정도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
하였다.
H12: 사용의도(behavioral intention)는 모바일 간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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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행위(use behavior)에 유

을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현재 연구환경에 맞게 연구자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 수정하거나 개발하였다. 변수들은 측정도구의 신뢰
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수개의 측정항목으로 측정하였
으며 모든 항목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또한
30명의 MIS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

4. 연구방법

를 실시하여 설문항목을 검토 받아 내용타당성을 점검
하였으며 최종 설문항목에 반영하였다. 변수의 조작적

4.1 측정도구의 개발
측정도구는 타당성이 검증된 기존연구의 설문문항

정의 및 관련문헌을 <표 2>와 같이 요약 정리하였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문헌
연구변수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영향

촉진조건

조작적 정의

관련문헌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전보다 발전된 결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정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믿는 정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변사람들이 믿는 것을
인지하는 수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의 이용활동을 지원해 주는

강선희(2016),

조직적, 기술적 환경이 조성 되었다고 믿는 정도
김봉철 외(2007)

이동성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
박일순(2013),

신뢰
사용의도
사용행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나 결제 서비스에 대한
믿음의 정도

이형용•안현철(2010)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나 계획

Kim et al.(2010)

실제 모바일 간편결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이용과 주변인들에

Schiertz et al. (2010)

게 추천하고자 하는 의향 정도
Venkatesh et al. (2003)

신경성
개방성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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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험이나 혁신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인생의 실존적 도전에 보다
더 관여하게 하는 정도

외향성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

우호성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

성실성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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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5.1 측정모델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인들을 대상으로 설

본 연구의 데이터의 통계 분석은 일반적으로 널

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약 4주간 설문지를 배포하여 향

리 사용되는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인 SPSS 24 와

상초점의 성향을 갖고 있는 108개를 최종분석에 사용

SmartPLS 3.2.6을 이용하였다. 이들 소프트웨어를 이

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3>과 같이

용하여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 신뢰성 분석을 수행하

요약 정리하였다.

였다. 집중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각 변수의 단
일차원성을 검토하였다. 제안된 방법론 절차(Anderson
and Gerbing 1988)에 따라, 요인적재량 값이 0.6 이하
의 관측변수를 한번에 하나씩 제거하였다(윤지현·곽기

5. 분석 및 결과

영 2014).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 도(명)

비 율(%)

남성

67

62

여성

41

38

10대 이하

1

1

20대

50

46

30대

29

27

40대

15

18

50대

11

14

60대 이상

2

2

회사원

41

38

학생

45

42

전문직

9

8

자영업

8

7

공무원

3

3

기타

2

3

대학원 이상

19

18

대학교 이상

76

72

대학 이상

5

5

고등학교 이하

8

7

인터넷 뱅킹

이용함

89

82

경험 유무
모바일 뱅킹

이용하지 않음

19

18

이용함

83

77

경험 유무

이용하지 않음

25

23

성별

연령

직업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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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Construct

촉진조건

이동성

신경성

개방성

성과기대

사회적 영향

신뢰

사용의도

사용

226

Indicators

Outer
Loading

FC1

0.807

FC2

0.844

FC4

0.836

MO1

0.784

MO2

0.892

MO3

0.790

MO4

0.878

NE2

0.880

NE3

0.808

NE4

0.831

OP2

0.795

OP3

0.803

OP4

0.863

OP7

0.716

PE1

0.885

PE2

0.901

PE3

0.874

PE4

0.862

SI1

0.857

SI2

0.775

SI3

0.748

SI4

0.897

TR1

0.799

TR2

0.807

TR3

0.875

TR4

0.715

UI1

0.933

UI2

0.954

UI3

0.960

UI4

0.875

UB1

0.899

UB2

0.864

UB3

0.903

UB4

0.871

Cronbach’s alpha

Composite
Reliability

AVE

0.782

0.868

0.687

0.857

0.868

0.687

0.807

0.878

0.706

0.813

0.873

0.634

0.904

0.933

0.776

0.841

0.892

0.675

0.813

0.877

0.642

0.949

0.963

0.867

0.907

0.935

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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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기대

성실성

우호성

EE1

0.889

EE2

0.888

EE3

0.865

EE4

0.904

CO1

0.789

CO2

0.839

AG1
AG2
AG3
AG4

0.780
0.848
0.857
0.885

0.909

0.936

0.786

0.492

0.797

0.663

0.868

0.908

0.711

다음으로 판별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판별타당성은

그 변수와 다른 변수간의 상관계수 값을 모두 상회함

각 변수에 대한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과 다른 변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

수와의 상관계수를 비교함으로써 검토되었다. <표 5>

목은 판별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와 같이, 각 변수에 대한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은
<표 5>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OP

EE

UB

SI

PE

CO

UI

NE

TR

EX

AG

MO

개방성(OP)

.796

노력기대(EE)

.282

.887

사용(UB)

.102

.473

.884

사회적영향(SI)

.053

.515

.774

.822

.

성과기대(PE)

.270

.519

.652

.815

.881

성실성(CO)

.223

.334

.341

.434

.383

.814

사용의도(UI)

.015

.407

.867

.819

.704

.355

.931

신경성(NE)

.004

.130

.279

.202

.135

.107

.302

.840

신뢰성(TR)

.157

.399

.424

.454

.476

.115

.358

-.080 .801

외향성(EX)

.298

.184

.119

.075

.069

.136

.032

-.113

우호성(AG)

.344

.194

.102

.158

.189

.458

.068

-.023 .238

.426

.843

이동성(MO)

.195

.532

.595

.587

.618

.298

.536

.185

.497

.081

.038

.838

촉진조건(FC)

.231

.601

.708

.628

.594

.309

.689

.333

.357

.109

.121

.588

.176

FC

.846

.829

주: 대각선 값은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을 나타내며, 비 대각선의 값들은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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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다.

5.2 구조모델 및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하여 PLS의 구조방정

결과를 살펴보면 신경성, 개방성, 성실성이 성과기대,

식모델을 이용하였다. Hair et al.(2012)에 따르면 연구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이동성에 영향을 미

의 목적 측면에서 핵심 잠재변수 또는 중요한 동인 변

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매개로 하여서 사용의도를

수를 예측하는 연구일 때, 그리고 측정모델 측면에서

통하여서 사용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효과를 살펴볼 수

는 많은 잠재변수와 측정변수가 존재하는 복잡한 구조

있었다. 성격요인 중에서 외향성이나 우호성은 영향을

모델의 경우일 때, 그리고 측정 데이터 측면에서는 표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뢰가 매개변수로의 영향을

본크기가 작거나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향상 초점 성향의 그룹에서는

우일 때에 PLS 구조방정식(PLS-SEM)을 이용한 분석

이미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여서 모바일 간

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Taylor and Todd

편 결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1999; Hair et al. 1988).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경로분석

나 매장에 대한 신뢰가 이미 성숙하여서 신뢰가 영향을

의 결과는 신뢰할 만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고 PLS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2> 연구모델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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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비스에 대한 수용의도를 예측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더
욱더 빠른 시장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지식 경

이 연구는 여러가지의 이론적⋅실무적 의의를 지닌다.

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대용량의 데이터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스마트디바이스의 활발한

에서 그동안 알지 못하고 있던 지식이나 패턴이나 행동

사용에 따라서 급격하게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바

동기 등을 파악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인을

일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해서 기업들이 고객들의 성향

활용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과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경쟁자와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업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였다. 조절초점과 개인의 성격 요인에 대하여 이론적인

본 연구는 여러 연구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기반을 두고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객의 동기와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초절초점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업이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향

과 개인의 성격요인을 통합기술수용모형과 결합한 새

성을 제시하려고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기

로운 모형을 소개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여 고객의 새로

존의 연구와 달리 통합기술모형만을 기반으로 하거나

운 정보서비스의 수용에 대한 동기와 성향을 파악하려

성격요인만을 이용하여서 모형을 세우고 분석을 하는

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가 탐색적 연구이기 때문에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격요인과 조절초점을 통합기술모

통합기술수용모형이라는 시스템적인 모형을 기반으로

형과 결합하여서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

개인의 동기요인을 선행변수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조

의가 있다.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을

절초점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향상초점과 예방초점

분석함에 있어서 통합기술모형의 선행 변수를 모색함

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제시되어서 향후 연구에서는

으로써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 성향과 동기를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조절효과 분석이라든지 좀

결합한 모형을 가시화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정보시스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추후에는 예

템의 변화를 고객 관점의 분석을 통하여서 기업의 대

방초점 집단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되거나 비교 분석

응 방향을 제공하는 실증적이고 이론적인 기반을 제시

이 진행되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로 발전할 것이다.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무적인 시사점으로는 첫째,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
어 대용량으로 증가한 고객 데이터를통한 분석으로 기

7. 결론

업이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인 의의를 갖고 있다. 이는 기업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고성능 스마트 기기의 보

관리자와 지식경영을 통한 성과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

급과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시간과 장소에

식경영 담당 관리자에게 기업이 확보한 고객에 대한 데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거

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대처하

나 제공받을 수 있는 진정한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

는 전략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산업 분

였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로 인하여 많은 전통적인 방

야에 관계없이 고객의 확보와 유지는 기업이 지속가능

식의 기술이나 서비스가 혁신을 거듭하고 있으며, 지급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고려된다. 고객

결제 방식에는 편리성을 극대화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

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그 성향을 파악하여서 새로운 서

비스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혁신적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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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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