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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삼성페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229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수용결정요인
을 살펴보았다. 주요분석 결과는 SPSS 21 프로그램과 AMOS 21프로그램을 인용, 경로분석을 통해 주요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은 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은 태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은 지속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은 지속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태도는 지속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지속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의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지각된 용
이성, 지각된 유용성, 그리고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태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태도, 이용지속의도정책,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cceptance decision factors for mobile easy payment
services focused on samsung pay. To attain these purpose, the subjects for data were 229 university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path analysis using SPSS 21 program and AMOS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erceived ease of use influenced positively on mobile easy payment service attitude. Second,
Perceived usefulness influenced positively on mobile easy payment service attitude. Third, Perceived ease of use
influenced positively on intention of continuous use. Fourth, Perceived usefulness influenced positively on
intention of continuous use. Fifth, Attitude influenced positively on intention of continuous use. Sixth, Perceived
risk influenced not significantly on intention of continuous use. This study identified the acceptance decision
factors for mobile easy payment services as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usefulness and attitude.

Key Words :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usefulness, Attitude, Intention of continuous use, Mobile easy
pay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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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융합미디어시대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수용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삼성페이를 중심으로

1. 서론

현재 간편 결제시스템인 모바일 페이(mobile pay) 시
장이 나날이 커지면서 이른바 ‘동전 없는 사회’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래는 금융권의 모바일 신용카드
나 모바일 뱅킹과 같은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주를 이루
어왔으나, 근래에 비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중심
의 간편 결제서비스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
으로 삼성의 삼성페이(samsung pay)나 네이버의 네이버
페이(naver pay), 카카오의 카카오페이(Kakao pay), 그
리고 NHN의 ‘페이코(payco)’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각
각 온라인 앱 기반(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이나 스마트
폰(삼성페이)을 중심으로 간편 결제시스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국내 모바일 간편 결제시장은 2015년을 기준으로 이
미 거래액이 5조 원을 돌파하였고, 이용인구 역시 2016년
9월 기준으로 등록고객 수가 3,7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모바일 간편 결제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향후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시장의 주도권을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에서 모바일 간편 결제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에는 스마트폰의 대중적 확산과 고도의 네트워
크를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인프라의 확산을 들 수 있
다[1].
하지만 고도의 과학기술에 기반 한 서비스가 사회에
투영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요소이외에도 소비자들의 성
향이나 욕구 등과 같은 심리적 요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는 점에서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심리적 요소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서, 스마트 융합미디어 시대에서 새로운 서비
스의 사회적 수용은 서비스나 기술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수용의 핵심 당사자인 소비자들의 심리반응 기제
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새로운 혁신기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에 투영되
는지를 밝히려는 연구는 언제나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
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2], 스마트융합미디어 서비스인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심리적 차원
의 수용결정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 수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기술수용모델과 지각된 위험모델을 적용
하여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수용요인을 탐색하고자 하
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
스 중 삼성페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
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삼성페이는
안드로이드 기반, 강력한 하드웨어가 탑재된 스마트폰
(갤럭시)을 통해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서비스되고 있으
며, 둘째,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은 이미 일상적 생활영
역에 속한 필수 기기로써, 높은 보급률과 더불어 고도의
네트워크 및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스마트폰 자체가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의 핵심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
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페이는 비교적 후발주자에 속하지만, 이미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시장의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으
며, 미국이나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 태국 등에도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모바일 간편 결제시장의 글로
벌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동안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관련 연구들은 다분히 기술적, 또는 제도적
측면에서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를 탐색하였으나, 모바
일 간편결제 서비스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탐
색에 대해서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삼성페이를 적용하여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의 수용
결정요인을 탐색함으로써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의 수
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시사점
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기술수용모델

새로운 첨단기술 또는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그 수
용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심리학적 모델에 바탕을 두고 사람
들의 다양한 특성을 포함한 신념이나 태도, 의도를 파악
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개인
이나 사회에 수용되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그 가
운데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은 많은 실증연구들을 통해 정보기술이나 서비스의 수용
을 밝히는데 자주 활용되어 왔고[3], 모델의 확장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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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사람들의 기술수용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핵심모델로서 인정받고 있다[4][5]. 특히 기술수용
모델은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의 이용 또는 수용을 결정
하는 이용자 평가에 초점을 둔 예측 행동모델이기 때문
에[6] 새롭게 나타나는 기술의 수용을 설명하는데 효율
적이며,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적, 기술적 환경에 맞춰 새
로운 변수를 적용, 모델을 확장시키는데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효용가치가 매우 높은 모
델이라고 볼 수 있다[7].
기술수용모델은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과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이라는 두 가지 신
념에 따라 사람들의 기술이나 서비스 수용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3]. 지각된 용이성은 동일한 조건 속에서 새로
운 기술이나 서비스 이용이 얼마나 쉬운가와 관련된 것
으로, 복잡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며, 지각된 유용성은 기술이나 서
비스 이용이 자신이 하는 일에 유용하게 작용하여 업무
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
이들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은 이용자들의 특정 기
술에 대한 태도나 의도를 결정하는 예측요인으로써[3],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쉽고,
유용하다고 지각할수록 긍정적 태도의 형성과 향후 이용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특히, 태도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행동에 가장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보고되어 왔기 때문에
기술수용모델에서도 개인의 기술에 대한 주관적 평가,
즉 지각된 용이성이나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와 의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8,9]. 실제로 지각된 용이
성이나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여러 연구들[8,10]을 통해 증명된 바 있으며, 이용의도에
대해서도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뉴미디어 사
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11].
이와 같이 현재 기술수용모델은 기술수용에 대한 비
교적 높은 설명력과 예측력[12]을 바탕으로 뉴미디어나
스마트미디어의 수용행위를 탐색하는데 적용되고 왔고,
실제로 헬스 비디오 게임[13], 소셜TV[7], IPTV 양방향
광고[14], 스마트폰 웹툰[15], 맞춤형 스마트광고[16] 등
에서 태도 또는 이용의도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
성의 영향력이 검증된 바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연구가설 2.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연구가설 3.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은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연구가설 4.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은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연구가설 5.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태도는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지각된 위험모델

마케팅 영역에서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은 소비
자들의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행동을 결정하
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17].
지각된 위험이란 미래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 이용자
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로서[7], 객관적으로 존재하
는 위험이 아닌 주관적으로 지각되는 위험을 뜻한다[18].
이러한 지각된 위험은 소비자들의 미래결과에 대한 불확
실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19], 발생할지도 모르
는 이익이나 기대가치에 대한 손실의 우려로 인해 나타
난다[18].
그러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 선택에 따른 손실
이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르는, 이른바 지각
된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서비스의 수용에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서비
스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낮을 경우에는 서비스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높은 구매의도로
이어져 직접적인 구매로 반영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
다.
여러 연구들에서도 지각된 위험은 의도나 지속사용의
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여 지각된 위험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용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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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7].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6. 지각된 위험은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이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 및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16년 10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본추출법을 적용, 설문조사를 통해 235명의 자료를 수
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를 대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대학생 집단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매우 높기 때
문에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이용자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관계자와의 협
의를 통해 방문시기를 결정하고, 약속된 시기에 본 연구
자와 보조연구원 1명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의 목적
을 간략하게 언급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설문조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5-point likert
scale)로 1점 ‘전혀 그렇지 않음’에서 5점 ‘매우 그러함’으
로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주요문항을 보면, 지각된 용이성은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음’, ‘모바
일 간편 결제서비스는 사용하기 쉬움’,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지 않음’,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법이 단순하
고 간편함’이며, 지각된 유용성은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
스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보다 쉽고 빠르게 처리해
줌’,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는 내 업무의 성과를 향상시
켜줌’,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는 나를 효과적으로 도와
줌’,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는 나에게 매우 유용함’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평균이 높을수록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
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살펴보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analysis)을 수행한 결과, 지각된 용이성은
.87, 지각된 유용성은 .78로 확인되었다.
3.2.2 지각된 위험

본 연구에서 지각된 위험은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사 과정에서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인 삼성페이의 이용 이용에 따른 문제발생이나 의심, 그리고 기술의 복잡성
여부를 확인하여 삼성페이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대학생 이나 지식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두려움으로 조작적 정의
들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 를 내리고, Garbarino와 Sreahilevitz[21], 문선진과 서선
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되는 설문자료 6부를 제외하고 희[22], 오혜영[18]이 사용한 6문항을 참조하였다. 각 문
229부에 대한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구통계 항은 5점 리커트 척도(5-point likert scale)로 1점 ‘전혀
학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109명 그렇지 않음’에서 5점 ‘매우 그러함’으로 측정하도록 구성
(47.6%), 여성 120명(52.4%), 평균연령은 22.50세로 확인 하였다. 주요 문항은 ‘모바일 간편 결제 이용 시 개인정보
되었다.
누출이 우려됨’, ‘모바일 간편 결제 이용에 대한 주변사람
들의 압력’, ‘모바일 간편 결제 이용으로 인한 시간낭비
3.2 측정도구
우려됨’, ‘모바일 간편 결제 이용으로 인한 손실이 우려
3.2.1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됨’,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 및 기능장애가 우려됨’, ‘모
본 연구에서 지각된 용이성은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 바일 간편 결제 이용에 대한 심리적 불안’으로 구성하였
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편리성이나 이용 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평균이 높을수록 모바일 간
하기 쉬움 정도, 지각된 유용성은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 편 결제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높은 것으로
스 이용이 자신의 개인적, 업무적 성과를 높이는데 유용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위험에 대한 내적 일치도
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Taylor (Cronbach’s α)를 살펴본 결과, 지각된 위험은 .77로 나타
와 Todd[20], 이경렬[14]의 연구에서 활용된 문항을 참조 났다.
하였다.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은 각 4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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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태도

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태도는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주관적 느낌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20], 이재신[8]이 사용한 문항을 본 4. 연구결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고,
4.1 상관관계 분석
5점 리커트 척도(5-point likert scale)를 통해 평가하였
주요 변수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
다. 평점은 1점 ‘전혀 그렇지 않음’에서 5점 ‘매우 그러함’
으로 측정하였다. 주요 문항은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1>과 같
를 이용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생각함’, ‘모바일 간편 결제 다. 우선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좋아함’,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 은 태도(r=.625, p<.01), 이용지속의도(r=.486, p<.01)와
스를 이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함’으로 구성하였다.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에 지각된 위험(r=-.178, p<.01)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평균이 높을수록 모바일 간편 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유용성
결제서비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은 태도(r=.341, p<.01), 이용지속의도(r=.464, p<.01)와
본 연구에서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태도에 대한 내적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지각된 위험은 태도(r=-.194,
일치도(Cronbach’s α)를 살펴본 결과, 모바일 간편 결제 p<.01), 이용지속의도(r=-.173, p<.01)와 부적 상관을 보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간편 결제서
서비스 태도는 .83으로 확인되었다.
비스 태도는 이용지속의도(r=.515, p<.01)와 정적 상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2.4 이용지속의도
본 연구에서 이용지속의도는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지속의도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윤승욱[7]이 사용한 3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5-point
Perceived ease of use
likert scale)를 통해 평가하였고, 평정은 1점 ‘전혀 그렇
Perceived usefulness
.318**
지 않음’에서 5점 ‘매우 그러함’으로 측정하도록 구성하였
Perceived risk
-.178** -.029
Attitude
.625**
.341** -.194** 다. 주요 문항은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Intention of continuous use .486**
.464** -.173** .515**
의사가 있음’,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이용을 다른 사람
** p<.01
들에게 권유할 것’, ‘다른 사람들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것임’으로 구성하였다.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평균이 높을수록 모바일 간편 4.2
가설검증을 위한 경로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설정
결제서비스 이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
에서 이용지속의도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한2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
(χ , RMR, GFI)와 증분적합지수(NFI, TLI, CFI)를 활용
살펴본 결과, 이용지속의도는 .89로 확인되었다.
하였으며, 적합기준은 χ2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 하며(p>.05), RMR=.06 이하, GFI=.90 이상,
3.3 자료처리
기본적인 자료처리는 SPSS 21 프로그램과 AMOS 21 NFI=.90 이상, TLI=.90 이상, CFI=.90 이상으로 설정하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통해 결과를 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수
살펴보기 위한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
도출하였다. 첫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용결정요인을
2
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수행하 과, χ =3.079, p>.05, RMR=.01, GFI=.99, NFI=.98,
였으며, 둘째, 주요 변인들에 대한 내적 일치도 TLI=.92, CFI=.99로 나타나 모든 적합지수가 적합기준을
(Cronbach’s α)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이 비
(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설검증을 위 교적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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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del fit
χ2

fit indices p>.05
indices p>.05

RMR

GFI

NFI

TLI

CFI

≤.01 ≥.90 ≥.90 ≥.90 ≥.90
.01

.99

.98

.92

.99

이에 따라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우선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용이
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1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각된 용이성은 모바일 간편 결제서
비스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β=.575, t=10.744, p<.001)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은
채택되었다.
지각된 유용성은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태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를 살펴본 결과,
지각된 유용성은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태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β=.158, t=2.950,
p<.01)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2도 채택되었다.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은 이
용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3
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각된 용이성은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용지속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β=.210, t=3.124, p<.01)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3 역시 채택되었다.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은 이
용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4
를 살펴본 결과, 지각된 유용성은 이용지속의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β=.305, t=5.488,
p<.001)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4 또한 채택되었다.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태도는 이용지속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5를 살펴본
결과, 태도는 이용지속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β=.266, t=3.919, p<.001)으로 나타
나 연구가설 5도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위험은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이용지속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
구가설 6을 살펴본 결과, 지각된 위험은 모바일 간편 결
제서비스 이용지속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한 것(β=-.075, t=-1.421, p>.05)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 6은 기각되었다.

<Table 3> Path analysis on the acceptance decision
factor of the mobile easy payment services

H1. Perceived ease of use →
Mobile easy payment service attitude
H2. Perceived usefulness →
Mobile easy payment service attitude
H3. Perceived ease of use →
Intention to use
H4. Perceived usefulness →
Intention to use
H5. Attitude → Intention to use
H6. Perceived risk → Intention to use
** p<.01 *** p<.001

β

S.E.

t

.575

.076

10.744***

.158

.058

2.950**

.210

.114

3.124**

.305
.266
-.075

.073
.081
.072

5.488***
3.919***
-1.421

이상의 결과를 모델로 제시하면 다음의 [Fig. 1]과 같다.

[Fig. 1] Acceptance decision factor of the mobile
easy payment services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과 지각된 위험 모델에 기초
하여 주요 변인으로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지
각된 위험, 태도 및 이용지속의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융합미디어 서비스의 편리성[23]을 증대시킨 모바일 간

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수용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첫째, 모바일 간편 결
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은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
는 이용자들이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
편함을 느끼지 않거나 사용하기 쉬우며, 절차가 복잡하
거나 번거롭지 않아 이용하기 편하다고 지각할수록 모바
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술수용모델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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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지각된 용이성이 새로 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 증명된 바 있는데, 이들 연구들에
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서는 비교적 초기 이용자들의 경우에 이용지속의도를 결
다고 보고한 여러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8,9]. 정하는 요인으로 인지된 유용성을 들고 있다[7]. 특히, 삼
삼성페이와 같은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는 이용자의 온 성페이와 같은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의 경우에 비교적
오프라인 결제에 대한 편리성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킨 서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
비스로써,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의 서비스 이용을 통한 유용성 지각은 지속이용의도를
를 등록,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결제를 수행할 수 있어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결제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지각된
다섯째,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태도는 지속
용이성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 가능할 것이다.
이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둘째,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들이 모바일 간
은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 편 결제서비스 이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때, 이용
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이용자들이 모바일 간편 결제 지속의도 역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용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쉽고 빠르 도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처리해 주고, 자신의 업무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며, 자 여러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8]. 특히, 태도가
신에게 유용하다고 지각할수록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이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용의도가
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이는 새로운 이용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결정요인임을 고려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은 태도를 예측할 할 때,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수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수 있는 선행요인임을 보고한 기존의 연구결과들[10,16] 는 이용의도를 통해 이용행위를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이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결국 삼성페이와 같은 모바일
를 수용하는데 있어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유용한지 간편 결제서비스 또한 그 이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
에 대한 여부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수용을 결정 성될 때, 이용의도가 높아지며, 이를 통해 이용행위로 나
하는 중요한 예측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겠다[16].
셋째,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 여섯째,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위험
은 지속이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은 지속이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이용자들이 모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위험이 지속
일 간편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쉽고, 이용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예측요인으로써 새로운 기술
간단하며, 복잡하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지속이용의도도 이나 서비스에 대한 저항, 또는 수용을 가로막는 요인임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여러 연구들은 지각된 용 을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상반된다[17,18].
이성이 이용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지각된 위험이 지속이용의도에
보고한 바 있다[7,11]. 그러므로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역시 지각된 용이성이 지속이용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결과를 뒷받침한다[7].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로서 삼성
중심적 요인이며,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수용을 예 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삼성페이 앱을 실현하여 카드
측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변인임을 시사한다.
번호와 지문, 비밀번호 등록뿐 아니라 SMS 인증 등록 등
넷째,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을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케 하는 등의 보안성 문제를 강
은 지속이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화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들이 모 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각된 위험이 이용지속의도
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다양한 업무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부적 관계를 형성
향상에 효과적이며, 유용하다고 지각할수록 높은 이용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각된 위험이 이
속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각된 유용성 용지속의도를 저해하거나 가로막는 요소임을 간접적으
이 이용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인이라는 점은 이 로나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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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의 경우에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나 이
용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 요인이고, 태도 역시 이용
의도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인임을 밝힘으로써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의 수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기술
수용모델에 기초한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그
리고 태도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삼성페이와 같은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
안강화[24,25]는 물론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이용에 대
한 용이성과 유용성을 강조하고, 이를 보다 확대, 강화함
으로써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조사대상자를 대학생 집단으로 한정하였으
나,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의 수용성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
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
모델의 확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각된 위험이라는 새
로운 변인을 추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모바일 간편 결
제서비스의 수용성에 초점을 둔 나머지 지각된 위험과
태도의 관계를 가설로 추가하지 못하였다는 한계 역시
갖는다.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의 연령대를 확장시켜 모바
일 간편 결제서비스의 수용성을 파악하고, 이론적 검토
를 통해 지각된 위험과 태도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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