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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통신 품질의 향상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대되면서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

하거나 자금을 이체시키는 방식이 일상 속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서 발

간한 ‘2015년 상반기 모바일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5년 3월

기준으로 83%를 넘어섰으며, 소비자들의 모바일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지

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이러

한 가운데 최근 모바일결제 시장이 주목받기 시

작했는데, 모바일결제란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대금을 결제하거나 자금을 이체하는 활동

들을 말한다(Krueger, 2001). 가트너(Gartne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 시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5%의 급속한 성

장세를 이루어 2017년에 4억5000만 명이 721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예측하

고 있다(Gartner, 2013).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

이 앞 다투어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한 모바일결제 서비스는 SKT의 ‘페이핀’,

LGU+의 ‘페이나우’,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그리고 네이버의 ‘네이버

페이’ 등과 각종 신용카드사의 앱 카드들을 들

수 있다. 모바일 앱 카드란,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플라스틱 카드의 정보를 스마트폰에 등록

하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모바일 앱 카드는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를 대체

하여 휴대폰을 통해 구현하는 모바일결제 서비

스를 의미한다(Amin, 2007).

소비자들의 모바일결제 서비스의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서, 어떠한 요인들이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사용자의 관점에서 모바일결제

서비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

고,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 간의 경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모바일결제

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수용의도

모델에 관한 연구(강선희와 김하균, 2016), 신뢰

형성에 관한 연구(김철진, 2016; 최유정과 최훈,

2016; Masrek 등, 2014), 사용자 저항에 관련된

연구(설수 등, 2015; 하리다와 이환수, 2015) 등

이었으며, 최종사용자의 관점에서 모바일결제 사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경로를 탐

색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는 소비자 혁신성과 ‘모바일결제 서비스 외의 이

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선행변수로 하여 경로

를 탐색하고자 하였는데, 이 두 변수들을 선행변

수로 탐색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이에 관

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이전의 연구

들은 모바일 앱 카드나 특정한 모바일결제 서비

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모바일결제 서

비스를 포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

은 모바일결제 서비스 초기에 특정한 유형의 서

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바일결제 시

장이 성장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여 다

양한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포괄한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를 실증적으

로 검증하고자 하는 데에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금융결제 패턴이 서서히

바뀌게 되면서 최근 모바일결제 시장이 가파르

게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 선점하고

자 하는 기업들을 위해서도 실무적인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소비자 혁신성이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다. 둘째, ‘모바일결제 서비스 외의 이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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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신뢰’가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셋

째, 소비자 혁신성 및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

가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

어, 어떠한 매개변수들이 존재하는지 그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매개변수로는, 이익(Benefit)의

측면, 희생(Sacrifice)의 측면, 사회적인 측면을

각각 고려하여 상대적 이점, 지각된 위험, 이미

지를 각각의 매개변수들로 설정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소비자 혁신성
개혁 채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채택자의 개인적인 성향을 들 수 있다.

Rogers(2003)에 따르면 수용자들이 혁신에 대해

서 지각하는 방식과 정도에 따라 신기술 채택의

속도가 달라진다. 즉 개인의 혁신 성향이 개혁

채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박이슬과 우형진

(2013)은 개인의 혁신성이 새로운 서비스 또는

상품이 범람하는 초기 수용자의 특성을 가려내

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혁

신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기술을 수용할 가능

성이 높은 반면 혁신성이 낮을수록 회피할 가능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Agarwal과

Prasad(1998)도 개인의 혁신성향이 높은 사람일

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어 신기술

수용에 긍정적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밖에도,

Rogers(2003)는 혁신성이 증가할수록 모험심, 기

술 이해력, 불확실성 대처능력, 리더십, 자기과신,

사회적 지위와 관련성들이 모두 증가한다고 밝

혔다. Mowen(1995)은 혁신성이 큰 집단일수록

수입, 교육수준, 사회적 이동성, 의견 선도력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2. 신뢰 전이에 관한 연구
신뢰란 해당 기관이 기대한 대로 의무를 이행

할 것이라는 주관적 신념이다. 이러한 신뢰는 두

려움과 걱정을 감소시키므로 매우 중요하다

(McKnight 등, 2002; Gefen 등, 2003; Pavlou와

Gefen, 2004). 신뢰 구축이란 관련된 기관과의

장기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모바일결제 서비

스의 채택에 대한 결정에 있어 신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신뢰 전이 과정은 하나의 영역에 있어서의 신

뢰가 다른 영역의 인간의 태도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인 과정이다. Stewart(2003)는 단

지 링크에 의해서, 신뢰가 형성된 웹사이트의 신

뢰가 잘 알려지지 않은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것

을 발견했다. 또한 Lee 등(2007)은 오프라인 은

행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온라인 은행에 대한

만족 및 미래의 사용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침을 발견하였다.

Lu 등(2011)은 인터넷결제 서비스에서 구축된

소비자의 신뢰가 모바일결제 서비스에 대한 초

기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신뢰

전이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들은 사용자

들의 과거 인터넷결제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해

당 회사의 모바일결제 서비스로의 확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Lu 등(2011)의 연구는 모바일결제 서비스 초

기에 간편 결제 서비스 방식인 알리페이에 국한

되어 진행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전용 페이, 모바일 앱 카드, 온라인 페이 서비스

들을 제공하는 회사들의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

뢰’가 ‘모바일결제 서비스에 대한 신뢰’로 전이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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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채택의 주요 결정요인
3.1 상대적 이점
Rogers(2003)는 개혁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의 특성 중의 하나로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을 제시하였는데, 상대적 이점은 혁신

이 대체하려는 사상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식되

는 정도라고 하였다. 또한 Kwon과 Zmud(1987)

는 혁신이 현 상태 또는 다른 혁신보다 더 큰

이점들을 조직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된 정

도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이점이

란 사용자가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더 우수

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한현수 등,

2011).

Cragg와 King(1993)의 연구에서는 상대적 이

점이 EDI의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이재원(2009)의 연구에서는

SCM 시스템의 상대적 이점이 클수록 SCM 시

스템의 확산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3.2 이미지
Venkatesh 등(2003)은 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요소로 이미지를 외부 변수로 제안했다.

혁신제품을 채택하는 동기가 사회적 지위에

근거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데, 자동차, 패션

등 타인의 눈에 띄기 쉬운 분야의 혁신은 이러

한 지위 높이기와 많은 관련이 있다(남민정,

2015). 이러한 사회적 이미지는 핸드폰, 스마트폰

등 개인 커뮤니케이션 매체 이용과 충족 연구에

서 자주 등장했던 유행이나 사회적 지위 동기와

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으며(송종현, 2004),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에서 자랑, 과

시, 인기, 유행 등으로 조작화되어 인지된 용이

성 및 유용성을 매개로 하여 커뮤니케이션기술

의 채택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장병희와 김영기, 2007; 김영주 등,

2011).

본 연구에서 이미지는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이루어질 외적인 보상, 즉, 사회

적 지위, 특권 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Venkatesh 등, 2003).

3.3 지각된 위험
지각된 위험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신기술

도입 또는 온라인 거래의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정세(2014)는 지각된 위험, 즉

대금결제의 위험, 제품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한

우려, 개인정보의 유출이 모바일 커머스 수용의

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연구되

어온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 이러한 보안에

대한 우려는 거래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침이

발견되었다(이선영, 2010; Van Slyke 등, 2006;

이종호, 2003; Kalakota와 Robinson, 2002).

하지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선행 연구들도

있다. Hann 등(2007)은 온라인에서 보안에 대한

우려는 재정적 이익 또는 편리성과 같은 이점

제공으로 완화된다고 하였다. Belanger와

Crossler(2011)는 프라이버시 역설의 연구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정보를 공개하려는 의도와 정

보를 실제로 공유함에 있어서의 행동은 일치하

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보안에 대한 우려 등 지

각된 위험 때문에 사람들은 온라인 서비스를 사

용하지 않으려 하지만, 온라인 서비스의 편리성

과 같은 이점은 사람들의 실제 행위를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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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Ⅲ. 연구 모형 및 가설
모바일결제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

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대금을 결제하거나

자금을 이체하는 활동들을 말하며(Krueger,

2001), 본 연구에서 모바일결제 서비스란, 스마트

폰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해 마그

네틱 보안 전송 기술이나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을 사용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삼성페이와 애

플페이와 같은 스마트폰 전용 페이, 기존 신용카

드사의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모

바일 앱 카드들,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등록한

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 방식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

이, 페이나우 등의 온라인 페이들을 포함한다.

Dahlberg 등(2015)은 8년 동안의 모바일결제

관련 연구들에 대하여 평가하고 향후의 연구 방

향을 제안하였다. 논문들은 크게 모바일결제 전

략 및 시장과 제공업체, 기술, 소비자 채택의 세

개의 범주로 분류되었고, 세 범주의 논문들이 모

두 증가 추세에 있지만 소비자 채택과 관련된

논문들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최종

사용자인 소비자 중심의 모바일결제 채택 연구

의 경우, 최근에 들어 실제 모바일결제 사용과

관련된 현실 데이터가 풍부해지고 있으므로 다

양한 결제 방법과 상황을 포괄한 실증연구가 필

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

경들을 바탕으로 모바일결제 서비스의 사용의도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혁 채택에 있어 중

요한 요인이라고 고려되는 소비자 혁신성과 ‘모

바일결제 서비스 외의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

를 선행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술 채택의

주요 결정요인들 중에서 이익(Benefit)의 측면,

희생(Sacrifice)의 측면, 사회적인 측면을 각각 고

려하여 상대적 이점, 지각된 위험, 이미지를 각

각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새

소비자 혁신성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

상대적 이점

이미지

지각된 위험

모바일결제

사용의도

1-1
2-1

2-3

2-4

4

1-3

5

3

1-2

1-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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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용하는 의사결정 상

황에서 손실보다는 이득이 큰 것을 선택하는 합

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다(Thaler, 1985).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고려하는, 이

러한 소비자 의사결정 모델은 그동안 전자상거

래 환경을 다룬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입증되어

왔다(Kim 등, 2008a; Kim 등, 2009b).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수용하는

사용자의 특성으로 소비자 혁신성을 제시하였는

데, 소비자 혁신성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보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

의 정도를 의미한다(신현신, 2011). 본 연구에서

소비자 혁신성이란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수용하려는 개인

의 성향으로 정의한다. 소비자 혁신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Goldsmith와 Hofacker(1991)가 개발한 내

재적 혁신성(Domain Specific Innovativeness,

DSI)을 측정하는 방법이 주로 쓰인다. 이 방법은

혁신 대상에 따라 소비자의 혁신성이 달라진다

는 것을 가정하고, 구체적이며 세분화된 분야별

로 측정하고 있다. 이 방법을 통해 소비자 혁신

성이 높을수록 혁신 제품을 수용하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노미진과 김호열(2007)은 모바일 서비스 수용

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연구 결과 사

용자의 혁신성은 인지된 용이성과 지각된 즐거

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Kim 등(2010)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개인의 혁신성이 있음을 밝혀냈으며,

이민화(2003)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뱅킹 이용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여 개인의 혁신성이 인지

된 용이성과 지속적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또한 Rogers(2003)는 혁

신성이 증가할수록 기술 이해력, 자기과신, 사회

적 지위와 관련성들이 증가한다고 밝혀 혁신성

이 높을수록 신기술의 이점, 편리성 및 효율성을

보다 잘 지각하며 사회적 지위 등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정

구현 등(2010)은 신기술에 대한 개인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새로운 경

험과 자극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Foxall(1988)은 혁신성이 증가

할수록 채택속도가 빨라지고 신제품 채택 여부

도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수용자의 혁

신성향은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수용할 때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소비자 혁신성은 상대적 이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소비자 혁신성은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소비자 혁신성은 지각된 위험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소비자 혁신성은 모바일결제 사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뢰 구축이란 관련된 기관과의 장기적인 상

호작용의 과정으로, 모바일결제 서비스의 채택에

대한 결정에 있어 신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다. 심선희와 김하균(2011)은 스마트폰 앱 사

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사용

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얼마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하였다. 모바일 금융 환경에

관한 연구들에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침이 검증되었으며, Kim 등(2008a)은

서비스 사용의도에 있어 소비자의 초기 신뢰가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신뢰의 증가는 전자상거

래와 관련된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키며(Lu 등,

2011), Kim 등(2008a)의 연구에서는 신뢰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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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등 지각된 상대적 이점에

강한 긍정의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Lu 등(2011)은 인터넷결제 서비스에서 구축된

소비자의 신뢰가 모바일결제 서비스에 대한 초

기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으

며, Stewart(2003)의 연구에서는 단지 링크에 의

해서, 신뢰가 형성된 웹사이트의 신뢰가 잘 알려

지지 않은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였

다. 이외에도, Lee 등(2007)은 오프라인 은행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온라인 은행에 대한 만족

및 미래의 사용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고, Kuan과 Bock(2007)은 오프라인 상

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온라인 상점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

다. 또한 Park과 Yang(2006)은 이전 인터넷에서

의 경험을 반영하는 소비자의 신뢰가 모바일기

술의 쾌락적 가치, 실용적 가치 및 사용의도에

있어 조절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모바일결제 서비스 외의 이전 서

비스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 이점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모바일결제 서비스 외의 이전 서

비스에 대한 신뢰’는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모바일결제 서비스 외의 이전 서

비스에 대한 신뢰’는 지각된 위험에 부(-)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모바일결제 서비스 외의 이전 서

비스에 대한 신뢰’는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대적 이점이 신기술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그동안 많은 선행연

구들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되어왔다(남민정, 2015;

Kim 등, 2009; 유호선 등, 2008; Mallat, 2007).

Teo와 Pok(2003)의 연구에서는 상대적 이점이

모바일 폰의 채택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한현수 등(2011)은 상대적 이점이 IPTV 가입자

의 사용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

으며, Lu 등(2011)의 연구에서는 상대적 이점이

중국의 알리페이라고 하는 모바일결제 사용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상대적 이점은 모바일결제 사용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지가 신기술의 채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

이라는 것은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연구

되어왔다(Kim 등, 2009; 유호선 등, 2008; Mallat,

2007). 유호선 등(2008)은 이미지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혁신의 초

기 채택자들은 일반적으로 유행을 따르거나 지

능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Huh와 Kim, 2008), 모

바일결제 서비스의 사용은 사회적인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혁신과 관련된 이

미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혁신적인 모바일 기술

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Lu 등, 2011). 따라서 Lu

등(2011)에 따르면, 이러한 혁신과 관련된 이미

지는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친다.

스마트폰과 같은 하이테크 소비재의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해당 기기를 사용함

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도 향상될 것 같은 기대감

이 수용요인으로 작용하며(삼성경제연구소,

2010), 서여주 등(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영

향력 변수 중 사회적 이미지 변수가 모바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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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턴트 메신저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수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이미지는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위험에 대

한 지각 때문이다. Chen과 Rea(2004)는 ‘승인되

지 않은 사용에 대한 우려’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용자들이 통제 형태의 하

나로 수동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

이 사용자의 보안에 대한 우려는 신기술의 사용

의도 및 사용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온라인 거래를

위해 신용카드 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을 우려하게 되었다. 또한 개방성이 뛰어난 스마

트폰 시장은 폐쇄적인 이동통신 시장에 비해서

보안에 더 취약한 편이며(김수현과 이뢰, 2012),

이선영(2010)의 연구에서는 자료 보안과 IT 보안

이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모바

일 상거래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

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실제 대금 결제를 위해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모

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지각된 위험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위험은 ‘모바일결제 서비

스 보안에 대한 우려와 모바일결제 사용 시 발

생 가능한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로 정의한다. Schmid 등(2001)의 연구에서

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수행된 여러 연구들에

서 지각된 위험이 사용자의 이용의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 이국용(2005)은

모바일결제 시스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지각된 위험이 직접적

으로 시스템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강선희와 김하균(2016)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위험이 간편 결제 서비스 수용의도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 또한

Mallat(2007)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위험과 지각

된 비용이 금융관련 모바일 서비스의 채택에 있

어 가장 중요한 장벽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지각된 위험은 모바일결제 사용의도

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실증 분석 및 연구 결과
1. 기초 통계량 분석
본 연구의 모형 및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모바일결제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10대

에서 60대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5월부터 12월에 걸쳐 모바일

결제 개념을 이해하는 경영학과 대학생과 그 가

족을 대상으로 대면조사의 방법으로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모바일결제 서비스의 유형을 스마트

폰 전용 페이, 온라인 페이, 신용카드사의 앱 카

드, 세 종류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그 중 한 가지

종류에 관한 모바일결제 서비스에 대해 설문 내

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

하고 총 2379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

었다. 사용한 모바일결제 서비스의 유형은 980명

으로 신용카드사의 앱 카드가 제일 많았으며, 스

마트폰 전용 페이와 온라인 페이의 비중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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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변수 조작적 정의 항목
추
출

Cronbach
’s Alpha

관련 연구

소비자
혁신성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 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수용하려는 개인의 성향

혁신성1 .732

.887
Rogers(1962),
Goldsmith와
Hofacker(1991)

혁신성2 .756

혁신성3 .768

혁신성4 .740

모바일결제
서비스 외의
이전
서비스에

이전 서비스에서 구축된 소비자의
신뢰, 해당 기관이 기대한 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주관적

신념

이전신뢰1 .744

.860
Kim 등(2009),
Lu 등(2011)

이전신뢰2 .834

이전신뢰3 .782

했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남자 782명, 여자 1595

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1757명으로 제일

많고 40대가 234명, 30대가 158명 순이었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 44명 512명 80명 95명 47명 3명

여 68명 1244명 78명 139명 62명 1명

설문지의 설계는 기존의 국내외에서 사용하였

던 설문을 활용하였으며, 모든 연구변수의 측정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의 공통

성 분석 및 신뢰성 검증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8 패

키지와 구조방정식 프로그램인 Amos 18 패키지

를 이용하여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과 경로 분

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구성된 설문문항들 간에

내적 일관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

뢰성 검증에 Cronbach’s Alpha 계수를 측정하였

다. 일반적으로 계수의 값이 0.60 이상이면 신뢰

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채서일, 2001). 본

연구에서 변수들에 대한 신뢰성 분석 결과,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계수의 값이 모두 0.821 이

상으로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또한

각 변수들이 각 개념들을 잘 반영하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 공통성 분석을 하였으며 모두 0.654

이상으로 기준 값을 만족시키므로 제외된 문항

은 없다.

주성분분석과 베리멕스 회전방식을 이용한 탐

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고유치

(eigen value)가 1.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으

며, 표와 같이 측정한 변수들이 요인별로 잘 묶

이므로 측정도구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에 대하여 요인별 단일

차원성 확인 및 통계적인 검증을 위해서 Amos

18 패키지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표 5>에

제시된 구성개념간의 상관관계와 평균분산추출

값(AVE)을 통해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공통성 분석 및 신뢰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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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뢰

상대적 이점
사용자가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더 우수하다고

지각하는 정도

이점1 .749

.873
Kim 등(2009),
Lu 등(2011)

이점2 .770

이점3 .773

이점4 .654

이미지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이루어질 외적인 보상,
즉, 사회적 지위, 특권 등에

대한 인식

이미지1 .740

.821
Venkatesh와
Davis(1989),
Lu 등(2011)

이미지2 .757

이미지3 .747

지각된 위험

모바일결제 서비스 보안에 대한
우려와 모바일결제 사용 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위험1 .743

.861
Lee(2009), Lu
등(2011)

위험2 .804

위험3 .808

모바일결제
사용의도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의향

사용의도1 .810

.928
Davis(1989),
Venkatesh
등(2003)

사용의도2 .839

사용의도3 .855

사용의도4 .789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변수)
성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소비자 혁신성

1 .195 .810 .113 -.019 .129 .087

2 .170 .834 .088 -.030 .097 .121

3 .081 .848 .062 .013 .134 .144

4 .165 .802 .085 -.043 .137 .206

모바일결제
서비스 외의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

1 .171 .167 .208 .007 .803 .003

2 .174 .163 .202 -.039 .853 .084

3 .184 .149 .207 -.063 .816 .113

상대적 이점

1 .286 .026 .775 .124 .221 -.047

2 .297 .054 .804 .075 .165 -.066

3 .248 .092 .819 .058 .168 .022

4 .195 .191 .738 -.035 .148 .106

이미지

1 .147 .109 .132 -.003 .077 .827

2 .041 .191 .031 .031 .048 .845

3 .057 .168 -.095 -.035 .045 .838

지각된 위험

1 .006 -.035 .075 .857 -.001 -.043

2 -.037 .007 .058 .892 -.049 .033

3 -.033 -.033 .016 .897 -.025 .004

모바일결제
사용의도

1 .804 .168 .310 -.006 .190 .066

2 .828 .176 .284 -.037 .181 .093

3 .848 .195 .262 -.028 .152 .076

4 .814 .182 .252 -.029 .13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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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구성개념들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C.R. P

소비자 혁신성

1 3.198 .036 88.032 ***

2 3.329 .036 91.685 ***

3 3.103 .036 85.802 ***

4 3.210 .037 87.859 ***

모바일결제 서비스
외의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

1 4.233 .033 129.093 ***

2 4.274 .030 143.092 ***

3 4.288 .030 141.132 ***

상대적 이점

1 5.076 .033 154.558 ***

2 5.055 .033 153.146 ***

3 4.909 .033 149.694 ***

4 4.551 .034 135.759 ***

이미지

1 3.157 .033 96.275 ***

2 3.159 .034 91.789 ***

3 2.654 .034 77.767 ***

지각된 위험

1 4.580 .034 135.144 ***

2 4.428 .034 131.131 ***

3 4.568 .034 133.974 ***

모바일결제 사용의도

1 4.463 .033 136.848 ***

2 4.438 .032 136.609 ***

3 4.539 .033 137.665 ***

4 4.479 .034 130.622 ***

<표 5>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구성개념 (변수) AVE
구성개념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1. 소비자 혁신성 .661 1

2. 모바일결제 서비스 외의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

.682 .011 1

3. 상대적 이점 .630 .007 .022 1

4. 이미지 .601 .035 .003 .027 1

5. 지각된 위험 .677 -.007 -.012 -.022 -.022 1

6. 모바일결제 사용의도 .753 .017 .057 .061 .012 -.030 1

2. 가설 검증
Amos의 구조방정식을 통한 경로분석을 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가설 검증 결과가 나왔다. 우선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는 GFI, NFI, RFI, IFI,

TLI, CFI 등이 0.8 이상이고, RMSEA는 0.1 이

하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진수향 등,

2012),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NFI=0.954,

RFI=0.940, IFI=0.959, TLI=0.947, CFI=0.959,

RMSEA=0.054로 비교적 적합한 모형이라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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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있다. 가설 검증 결과는 <그림 2>와 <표 6>에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가설 검증 결과

<표 6>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C.R. 검증결과

가설 1-1 소비자 혁신성 → 상대적 이점 .104 .019 5.396 채택***

가설 1-2 소비자 혁신성 → 이미지 .344 .021 16.368 채택***

가설 1-3 소비자 혁신성 → 지각된 위험 -.027 .021 -1.287 기각

가설 1-4 소비자 혁신성 → 모바일결제 사용의도 .220 .019 11.455 채택***

가설 2-1
‘모바일결제 서비스 외의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 → 상대적 이점
.540 ,026 21.155 채택***

가설 2-2
‘모바일결제 서비스 외의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 → 이미지
.079 .023 3.476 채택***

가설 2-3
‘모바일결제 서비스 외의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 → 지각된 위험
-.053 .024 -2.203 채택*

가설 2-4
‘모바일결제 서비스 외의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 → 모바일결제 사용
의도

.118 .024 5.037 채택***

가설 3 상대적 이점 → 모바일결제 사용의도 .590 .024 24.340 채택***

가설 4 이미지 → 모바일결제 사용의도 .099 .023 4.374 채택***

가설 5 지각된 위험 → 모바일결제 사용의도 -.101 .019 -5.318 채택***

주) *p < 0.05; **p < 0.01; ***p < 0.001

소비자 혁신성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

상대적 이점

지각된 위험

모바일결제 사용의도

.104***

.118***

-.101***

.590***

.099***

.540***

-.027 .344***

.079***

-.053*

.220***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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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비자의 혁신성은 상대적 이점, 이미지

및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

며, 소비자 혁신성이 지각된 위험에 부(-)의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3]만이 기각되었다.

즉,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 보다 상대

적으로 빠르게 수용하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은 모바일결제 서비스가 기존의 인터넷이나 오

프라인결제 서비스보다 더 우수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사회적 지위, 특권 등에 대한 인식의 정

도가 높았다. 따라서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 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수용하려는 성

향을 가진 사람들은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사용

할 의향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혁신성향이 높은 사람들이라도 모바일결제와 관

련된 지각된 위험이 유의한 정도로 감소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혁신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모바일결제의 상대적 이점이나 이미지

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가 높아서 모바일결제 서

비스의 사용의도가 높은 것이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보고자 하는

것이지 모바일결제와 관련된 위험을 낮게 지각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바일결제와 관련된

지각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모바일결제 서비스 외의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 이점, 이미지 및 모바일결

제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위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 서비스에서 구축된 소비자의 신뢰 수준

이 높은 경우에 모바일결제 서비스가 기존의 인

터넷이나 오프라인결제 서비스보다 더 우수하다

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모바일결제 서비

스를 이용할 경우에 사회적 지위, 특권 등에 대

한 인식의 정도가 높았다. 따라서 이전 서비스에

서 구축된 소비자의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의향도 높게 나타

났다. 또한 이전 서비스에서 구축된 소비자의 신

뢰 수준이 높은 경우, 모바일결제와 관련된 지각

된 위험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기관이 기대한 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주

관적 신념이 이전 서비스를 통해 이미 구축된

경우에, 모바일결제 서비스 보안에 대한 우려와

모바일결제 사용 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셋째, 상대적 이점은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

바일결제 서비스가 기존의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보다 더 우수하다고 지각하는 정도

가 높은 경우에,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의

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

설 1-1], [가설 2-1], [가설 3]이 모두 채택되어,

소비자 혁신성과 ‘모바일결제 서비스 외의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직접적으로도 정(+)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대적 이점을 매개로 하여 모바일결제 사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경로들을 발견하였

다.

넷째, 이미지는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사회적 지위, 특권

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의향도 높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가설 1-2], [가설 2-2], [가설

4]가 모두 채택되어, 소비자 혁신성과 ‘모바일결

제 서비스 외의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모

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직접적으로도 정(+)의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모

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경

로들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위험은 모바일결제 사용의

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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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모바일결제 서비스 보안에 대한 우려와 모바

일결제 사용 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유출, 사

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사람들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의향이 낮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가설 2-3]과 [가설 5]가 채택

되어 ‘모바일결제 서비스 외의 이전 서비스에 대

한 신뢰’는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직접적으로도

정(+)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각된 위험을

매개로 하여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간접적인 경로를 발견하였다. 즉, 지각된

위험이 높은 경우에 모바일결제 사용의도는 낮

아지지만, 이전 서비스에 대한 높은 신뢰가 모바

일결제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면 모바일결제 사용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모바일결제 서비스들을

포괄하여 소비자 혁신성과 ‘모바일결제 서비스

외의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모바일결제 사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

하였다. 그리고 소비자 혁신성 및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데 있어, 상대적 이점, 지각된 위험, 이미지

를 매개변수들로 설정하여 새로운 경로들을 발

견하였다.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혁신성은 모바일결제 사용의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대적

이점과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따라

서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혁

신성향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을 구분하

여 이들의 수용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소

비자의 혁신성향은 개인의 성향으로 쉽게 변하

지 않으므로, 혁신성향이 낮은 사람들에겐 상대

적 이점, 이미지 및 지각된 위험의 다른 요인들

을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모바일결제 서비스 외의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대적 이점, 이미지

및 지각된 위험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새롭게 발견하였

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전 서비스에서 구축된 소비자의 신뢰가 모바

일결제 서비스에 대한 신뢰로 전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업들이 모바일결제 서비스에서 신뢰를 구

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에서 신뢰를 구축 및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모바일결제 서비스에 대한 신뢰로 확장될

것이다. 이는 모바일결제 시장에서 선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상대적 이점과 이미지가 모바일결제 사

용의도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들임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모바일결제 서비스

가 기존의 인터넷이나 오프라인결제 서비스보다

더 우수하며,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에 사회적 지위, 특권 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을 개발하는 등

의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위험은 전자상거래 환경에

서 수행된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자의 이용의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던 것처럼,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도 부(-)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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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즉,

시험 사용을 제공한다거나 개인정보 보호 및 보

증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모바일결제 서비스 외

의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지각된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이 새롭게 발견되었으므로, 굳건한

신뢰 구축 과정을 통해 지각된 위험을 줄이고

모바일결제 사용의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 혁신성과 ‘모바일결제 서비

스 외의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새

롭게 발견하였으며, 상대적 이점, 지각된 위험,

이미지를 통한 새로운 경로들을 발견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모바일결제 시장

에서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연

구의 결과를 적용하여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안

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결제 서비스에 대해 이

해하고 있는 10대에서 60대의 소비자들을 대상

으로, 스마트폰 전용 페이, 온라인 페이, 신용카

드사의 앱 카드, 세 종류의 모바일결제 서비스

유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연구

에서는 연령별, 모바일결제 서비스 유형별로 모

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들이 다른지 비교하는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

다. 모바일결제 서비스 유형별로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나머지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분석한다면, 기업들에게 전략적 시사점을 추가적

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바일결제

서비스 외의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조사함

에 있어, 이전 서비스 이용 경험의 유무 및 이전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포함하

지 못한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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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consumer’s innovativeness and the trust in other domain affecting the

intention to use mobile payment services

Jung, Seung-Min
*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effect of consumer’s innovativeness and the trust in other domain

affecting the intention to use mobile payment services. The result of this paper reveals that

consumer’s innovativeness has both a direct impact on the intention to use mobile payment

services and a indirect impact. Relative advantage and image play a mediating role between

consumer’s innovativeness and the intention to use mobile payment services. Moreover, the study

reveals that the trust in other domain not only directly affects on the intention to use mobile

payment services but also indirectly affects by mediating relative advantage, image, and perceived

risk. This study indicated that a customer’s established trust in other domain influences his or her

trust in mobile payment services. Electronic payment service providers should consider that the

trust-building process encompasses other domain as well as mobile relationships. And electronic

payment firms should do their best to reduce customers’ perceptions of risk.

Key Words: Mobile payment, Consumer's innovativeness, Trust, Relative advantage, Image,

Perceived risk, Intention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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