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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의 화 보 은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모바일 자상거래 서비스도 속히 성장

하고 있다. 이런 격한 성장과 더불어 모바일커머스 사용자의 보안  개인정보유출에 한 불안감도 더욱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커머스의 지속 인 확 와 성장을 해서는 보안과 개인정보보호가 무엇보다 요하다는 인식하에 

보안과 개인정보보호가 사용자의 모바일커머스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하 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모바일커머스 방문 경험자를 심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지각된 험과 지각된 신

뢰, 사용의도 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연구결과,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는 모바일 상거래에 한 불안과 불확실

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사용자들의 모바일커머스에 한 신뢰향상에 기여하며, 이런 결과가 사용의도를 높이는 심리  기

제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ABSTRACT

Mobile electronic commerce is rapidly growing up on the strength of popularization of smart devices such as smart phone 

followed by internet user increase. Concurrently with this, the anxiety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of the user of mobile electronic commerce significantly built up in recent. In this respect, the information securit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become aware of their importance for the sustainable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mobile 

commerce. Based on the demands as mentioned,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awar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on recognized risk, recognized confidence and intent to use.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information securit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ntribute to improvement in confidence by decreasing anxiety and uncertainty related to mobile 

commerce. Reduction of anxiety and uncertainty implies a crucial point that affects psychological mechanism making intent to 

use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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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표한 “The mobile Economy 2017” 리포트

에 따르면 로벌 모바일 가입자가 ’16년 48억명에

서 ’20년 57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망하 다[1]. 

스마트폰의 화 보 은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를 

증가시키면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모바일 상거

래 서비스를 증폭시킬 것으로 망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3월 온라인쇼핑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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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조 3257억원으로 

년동월 비 21.3%가 증가하 고, 그  모바일쇼핑

은 3조 7318억원으로 년동월 비 37.6%가 증가

하 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모바일쇼핑 거래액의 

비 이 59%를 차지[2]하고 있고 향후 모바일 사용

자  모바일쇼핑의 증가로 인하여 모바일 거래의 지

속 인 성장이 상된다. 그러나 모바일 상거래를 이

용한 소비자는 모바일 보안에 하여 불안감을 가지

고 있으며, 이는 모바일 상거래의 성장을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모바일 상거래에 

한 연구에서 보안은 모바일 상거래의 해요인이자 

진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보안에 한 불안은 모

바일쇼핑에 한 항을 불러오지만, 보안에 한 안

인식은 정보유출에 한 불안감을 감소[3]시킬 뿐

만 아니라 모바일쇼핑에 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

여함으로써 사용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4].

모바일 분야에서 보안과 개인정보에 한 연구는 

주로 모바일뱅킹을 상으로 연구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융부분에 한 보안 이슈가 다른 분야보다

는 사회  문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모바

일뱅킹 서비스에 하여 보안  개인정보보호라는 

개인의 인지 수 이 모바일뱅킹을 통한 은행거래 시 

지각된 험에는 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모바일뱅킹 

서비스에 한 신뢰에는 반 로 유의한 향을 미친

다고 조사되기도 하 다[3]. 모바일뱅킹의 사용자 

보안성과 련된 부분은 사용자를 늘릴 수 있는 기본 

요인으로 야 하며, 안 하고 신뢰있는 컨텐츠가 

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단했다[5]. 모바일뱅킹 이

용 시 지각되는 보안 험은 실제로 직  찾아갈 수 

있는 업 과는 다르게 보이지 않는 가상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보안 험이 모바일뱅킹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의 변수로서 신뢰수 이 있다고 주장하 다[6]. 

개인정보에 해서는 모바일뱅킹 이용자들이 뉴스 등

을 통해 개인정보 리의 험성에 한 인지한 후 개

인정보의 요성을 알게 되고, 그 이후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고 단하 다[7].

이상과 같이 보안은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요한 

요인이며, 신뢰는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의도를 결정

하는 핵심 인 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커머스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보안보다는 

신뢰에 을 둔 연구들이 부분이다. 그러나 보안

이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신뢰와 지각된 유용성,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라는 을 고려

하면, 모바일커머스를 상으로 보안의 향력을 분

석할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속히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커머스를 상으로 지각된 보안과 지각된 개인정보가 

모마일커머스에 한 험지각과 신뢰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  배경 

2.1 모바일커머스의 정의

모바일커머스는 M-commerce이라고도 불리며 

‘모바일 자상거래’(Mobile e-commerce)를 의미

한다. 이는 본질 으로 인터넷의 확장으로 볼 수 있

으며 기존의 고정 인 PC에 의한 자상거래

(e-commerce)의 한계를 뛰어넘어 액세스한 단말에 

휴 성(portability)이나 이동성(mobility)을 부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8].

즉 휴 폰이나 PDA와 같은 무선 단말기를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특정 사이트에 속한 뒤 거래

를 처리함으로써 정보  서비스, 상품의 가로 가

치를 이 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9].

이러한 모바일커머스의 간편성은 지속 인 모바일 

커머스의 사용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상된다. 2016년 4분기 국의 알리바바의 매출은 

532억 4800 안으로 년 동기 비 54%가 증

하 고 핵심 사업인 자상거래 수익은 년 동기 

비 45% 증가하여 체 매출의 85%이상을 차지하

다. 이와 같은 실  성장의 구심 은 모바일거래가 

주도하 다. 2016년 12월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을 

통해 주문한 고객이 4억 9300만명에 달해 석달만에 

4300만명이 증가하 는데 모바일 주문 액수는 329

억 안으로 1년 보다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모바일커머스와 련하여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

보면 시장 기단계(2001년~2003년)에는 모바일상

거래 개념과 모바일 활성화와 같은 일반 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어 기술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개

되었고, 이후에는 소비자와 련된 분야의 연구가 주

류를 이루었다[11]. 이는 모바일커머스 거래의 확장

을 통해 소비자에게 한 심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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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바일커머스에서의 보안

개인정보 유출에 한 보안과 련된 문제는 단지 

모바일커머스뿐만 아니라 자상거래, 크게 본다면 

사회 반 인 모든 분야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이

슈라고 할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개인정보  기

기정보가 함께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개인인증을 휴 폰인

증으로 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리 차원에서 보안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짐작이 된

다.

최근 일어나는 개인정보 유출에 하여 세하거

나 보안에 심각성을 모르는 공 자도 문제를 확 시

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99

만여건이 유출된 모바일을 이용한 숙박 약서비스 

“여기어때”는 보상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먼  보상계획을 내놓

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로 들 수 있다. 

더욱이 해킹의 수법이 비교 으로 난이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SQL인젝션” 방식이라는 것이 많은 논란

을 일으켰고 고비의 10분의 1만 보안에 투자했어

도 비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12].

스마트폰의 자체내에 있는 사진이나 일등의 정

보는  다른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데 이들 정보에 

한 정보보안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과 련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분실이나 

다운로드 받은 앱을 통한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은 

인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 인 피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의 “2016년 모바일 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시사 “ 보고서를 보면 조사 상의 92.4%

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6개월 내 모바일

융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는 25.2%로 조사되었

다. 모바일 융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

문에 “개인정보 유출 때문”이라는 답변이 72 (100

 만 )으로 가장 높았다[13]. 모바일에 한 개인

정보 유출  보안과 련해서 그 어느 문제보다도 

개인에게 요하고 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법체계를 일원화하며, 개

인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  보호를 목 으로 2011

년 3월 29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

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

록번호  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

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

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14]. 2016년 9

월 30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을 통해 개인정보

를 보 하는 사업자에 한 기술  조치방안을 규정

하고 처벌  제재에 해 기술하고 있다. 융 원

회와 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 련 법률에 따른 

명확하게 규정된 업무 처리의 기 을 제시하기 해 

2013년 7월 발간했던 “ 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

드라인”을 2017년 2월 개정하여 제도변화에 따른 다

양한 내용을 담는 등 정부차원에서 개인정보  보안

에 한 기 을 제공하고 있다[15].

 

2.3 모바일커머스에서의 보안과 신뢰

신뢰는 계에 참여하고 있는 한 트  입장에서 

다른 트 의 취한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가 미

래에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16]로 

상호 장기 인 계에서의 상 방 는 기업들 간의 

계를 결정하는 요행동 요인으로 정의된다[17]. 

이러한 신뢰는 경제학, 마   자상거래에서 

요한 연구 상이 되어 왔는데, 최근 모바일커머스에

서도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8].

자상거래  모바일커머스에서 신뢰형성의 요

한 요인으로 보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자상거래

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는 정보제공에 

따른 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은 자상거

래의 험성지각이나 신뢰형성에 핵심 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19]. 선행연구에서 거래안 성이 신

뢰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 신뢰는 구매

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20]. 인터넷 쇼

핑몰에 한 연구에서도 신뢰는 재구매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21],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한 인식이 거래의 험성 지각을 감소시킴으로써 

신뢰를 형성한다고 하 다[22]. 한 모바일커머스

에서는 무선 환경에서의 데이터 트랜잭션 때문에 사

용자는 보다 높은 보안  개인정보 험에 직면해 

있다[23]. 무선데이터 송은 유선을 통한 데이터 

송보다 보안의 험이 더 높기 때문에 보안은 모바

일커머스에 한 지각된 험과 신뢰에 보다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24]. 선행연구에서도 자

상거래에서의 신뢰는 소비자의 참여를 진시키는 심

리  기제로 작용하며, 보안은 신뢰형성의 핵심 인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25]. 한 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 인식은 거래에 한 험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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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213 51.1

Female 204 48.9

Age

Twenties 106 25.4

Thirties 175 42.0

Fourties 103 24.7

Fifties 33 7.9

Academic

secondary 46 11.0

college 56 13.4

university 270 64.7

graduate 45 10.8

Occupation

office

worker
252 60.4

self-emplo

yment/prof

essrional

92 22.1

housewife 41 9.8

the rest 32 7.7

Residential 

Area

Seoul

/Kyonggi
206 49.4

metropolit

an city
159 38.1

city

/province
52 12.5

Table 1. Features of respondents

Fig. 1. Research model

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며, 신뢰형성에 기여하여 사

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19]. 모바일커머스에서도 보안에 한 인식은 신뢰

형성에 정 으로 작용하여 구매의도를 높인다는 결

과가 보고되었으며[26],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지각

된 험이 사용자의 신뢰와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 지각된 험은 보안에 한 인식에 

의해 형성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27]. 한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보호에 한 인식은 자

신의 정보유출에 한 불안감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신뢰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바일상

거래 수용의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28].

이상과 같이 자상거래나 모바일커머스에서 정보

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에 한 인식은 거래의 험성 

지각을 감소시킴으로써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뿐

만 아니라 사용의도를 높이는 요한 요인이라는 

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지각된 험, 지각된 신뢰, 사용의도 간의 

계를 Fig.1과 같은 제시하고, 이들 변수간의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3.1 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주요 변수는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인

식, 지각된 험, 지각된 신뢰, 사용의도이다. 보안

과 개인정보보호에 한 인식은 Bansal & 

Gefen[28]와 김 호[22]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

하 다. 보안은 정보보호를 한 시스템  인증 등

의 인식에 한 3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실행 등의 인식에 한 3

문항으로 구성하 다. 지각된 험은 노미진과 이경

탁[29]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제공에 한 

험 인식과 라이버시 침해 인식, 정보유출에 한 

불안감의 3문항으로 구성하 다. 신뢰는 McKnight 

et. al.[25]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  충족, 사용자 

요구 충족, 신뢰 충족의 3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마

지막으로 사용의도는 구매, 권유, 선택의 3문항으로 

구성하 다. 이상의 모든 측정문항은 Likert 5  척

도를 활용하여 측정하 다.

 

3.2 연구 상  분석방법

본 연구는 모바일커머스의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지각된 험과 지각된 신뢰, 사용의도 간의 

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규명하는 것을 목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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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수집은 모바일커머스를 방문

한 경험이 있는 일반 성인을 상으로 수집하 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수집하 으

며, 이메일과 SNS를 활용하여 응답자가 설문의 목

과 응답 방법을 설명한 자료를 읽어 본 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 다. 설문조사는 2017년 2월 4일부

터 3월 4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463부가 회수되었고 그  불성실한 응답자  무응

답항목이 있는 설문지 46부를 제외한 417부가 분석

에 활용되었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51.1%로 여자

보다 약간 많았고, 연령은 30 가 42.0%로 가장 많

았으며, 20  25.4%, 40  24.7%의 순이었다. 학

력은 졸이 64.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 으며, 

직업은 회사원이 6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거주지역은 서울  경기, 역시가 각각 

49.4%, 37.1%로 부분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신뢰성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문항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

증을 해 수렴타당성과 별타당성,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2.는 LISREL 9.1을 이용한 확

인  요인분석결과 측정모형에서의 재값(λ)과 

Cronbach’s α값을, Table 3.은 확인  요인분석에

서의 개념간 상 계수와 별타당성 분석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확인  요인분석결과 측정문항의 재값(λ)은 모

두 유의하며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는 모든 개념이 

기 치인 0.6보다 크며, 평균추출분산(AVE) 값도 

모두 기 치인 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Cronbach’s α도 허용기 인 0.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 개념의 측정치가 수렴타당성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Fornell & Larcker[30]의 검증방법을 따

라 평균분산추출값(AVE)을 계산하여 이의 제곱근 

값과 개념 간 상 계수의 값과 비교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모든 개념의 AVE 제곱근 값이 해당 개

념과 여타 개념 간의 상 계수 값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단할 때 연구모형에 포

함되어 있는 개념의 측정치는 어느 정도 별타당성

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item

factor 

loading

(λ)

t value CR AVE
Cronba

ch's α

Security

sec1 .777 17.799

.843 .641 .893sec2 .854 20.306

sec3 .769 17.522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prv1 .726 15.696

.769 .527 .769prv2 .688 14.658

prv3 .762 16.710

Recognized 

risk

rsk1 .777 17.616

.804 .578 .805rsk2 .747 16.705

rsk3 .757 16.982

Recognized 

confidence

tru1 .709 15.486

.773 .532 .773tru2 .765 17.113

tru3 .713 15.604

Intent

to use

use1 .797 18.497

.831 .621 .831use2 .799 18.546

use3 .769 17.573

Table 2.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ecurity
Personal 

Information 
Risk Confidence

Intent 

to use

Security .801

Personal 

Information 
.728 .726

Risk -.549 -.573 .760

Confidence .543 .559 -.590 .720

Intent to 

use
.551 .589 -.581 .650 .788

Diagonal value is a value of square root by 

AVE.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3.4 분석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인

식, 지각된 험, 지각된 신뢰, 사용의도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바일커머

스의 사용의도는 신뢰와 가장 높은 정(+)의 상

계를 보 으며, 지각된 험과는 부(-)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신뢰는 지각된 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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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

ML 

estim-

ation

t 

value

p

value 

security awareness

→recognized risk
.000 .001 .999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recognized risk

-.673c -6.822 .000

security awareness

→recognized confidence
.348c 4.330 .000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recognized confidence

-.021 -.205 .837

recognized risk

→recognized confidence
-.634c -7.592 .000

security awareness

→intent to use
.122 1.451 .147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intent to use

.008 .083 .934

recognized risk

→intent to use
-.399

c
-3.710 .000

recognized confidence

→intent to use
.401

c
3.552 .000

a
p<.05, 

b
p<.01, 

c
p<.001

Table 4. Analysis Result of Structural Model

높은 부(-)의 상 계를 보 으며, 지각된 험은 

보안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부(-)의 상 계를 보

다. 

본 연구의 주요 목 인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인

식, 지각된 험, 지각된 신뢰, 사용의도 간의 계

를 분석하기 해 LISREL 9.1을 이용하여 구조방

정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구조모형

의 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χ²=196.6 

p=.000, df=71, GFI=.941, NFI=.975, 

CFI=.985, TLI=.981, RMR=.031, 

RMSEA=.059). 

각 변수간의 계를 추정한 추정값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에 한 인식은 지각된 험에 직 으

로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보안에 한 인식은 지각된 신뢰에 직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이

는 개인정보보호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모바일커머

스 사용에 한 지각된 험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의

미하고 있으며, 보안에 한 인식이 정 일수록 모

바일커머스에 한 지각된 신뢰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안에 한 인식은 지각된 험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으며, 개인정보보호에 한 인

식은 지각된 신뢰에 직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밝 졌다. 이는 보안에 한 인식

은 개인의 라이버시와 련된 정보보호보다는 모바

일상거래에 한 보안에 련되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제공  라이버시 침해에 한 

향력이 미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는 반 로 지각된 신뢰는 모바일상거래 자체에 한 

신뢰이기 때문에 라이버시 침해와 련된 개인정보

보호에 한 인식의 향력이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지각된 험은 지각된 신뢰에 직 으로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모바일커머스 

사용에 한 개인의 라이버시 침해에 한 우려는 

신뢰를 감소시키는 요한 요인임이 밝 졌다. 

마지막으로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한 결과 지각된 험은 유의한 부(-)의 향을, 지

각된 신뢰는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이는 지각된 험은 개인의 정보침해 사고

에 한 험지각을 많이 할수록 사용의도는 감소한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바일커머스에 한 신

뢰는 사용의도를 높여주는 요한 요인으로 밝 졌

다. 그러나 보안인식과 개인정보보호에 한 인식은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나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한 인식은 지각된 

험이나 신뢰에 향을 미침으로써 사용의도를 향상시

키는 요인으로 밝 졌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커머스의 지속 인 확 와 

성장을 해서는 보안과 개인정보보호가 무엇보다 

요하다는 인식하에 보안과 개인정보보호가 사용의도

에 미치는 향력을 심도 있게 분석하 다. 

분석결과 개인정보보호는 지각된 험을 감소시

며, 보안에 한 인식은 모바일커머스에 한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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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요한 요인으로 밝 졌다. 이는 보안과 개

인정보보호에 한 인식은 모바일커머스를 사용함으

로써 발생되는 개인정보  라이버시 침해에 한 

우려는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선행연구[28]와 동

일한 결과이며, 보안에 한 인식은 모바일상거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신뢰향상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2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모바일커머스는 

무선 데이터 트랜잭션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거래를 해서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결제정보 등

에 한 데이터가 송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자신의 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각을 하게되며[28], 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되는 

결제정보의 침해에 의한 손해를 우려하고 있다[27]. 

따라서 모바일커머스에서는 보안에 한 시스템  

인증을 강화해야 하며, 개인정보침해 방지를 한 정

책과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인증체계에 한 홍보를 

통하여 사용자의 험지각을 감소시키고, 거래의 신

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각된 험은 신뢰와 사용의도를 감소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지각된 신뢰는 사용의

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밝 졌다. 이는 지각된 험이 

개인정보에 한 우려와 거래의 불확실성을 높임으로

써 모바일커머스에 한 신뢰와 사용의도를 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24, 27]. 그러나 모바일커머스에 

한 신뢰는 모바일을 통한 상거래의 불확실성을 제

거하는 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신뢰형성이 모바일커

머스 성공의 핵심요인이라는 을 확인시켜주는 결과

이다[4,5,28]. 따라서 모바일커머스에서는 신뢰형성

을 해 보안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며, 신뢰형성의 요인[31]으로 지목되고 있는 친숙

성, 명성, 정보품질, 제3자 보증(기술보증 등), 보

상, 사용용이성, 유용성 등의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종합하면, 모바일커머스에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는 모바일 상거래에 한 불안과 불확실성을 감소시

킴으로써 사용자들이 모바일커머스에 한 신뢰향상

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 졌으며, 이는 결과 으로 사

용의도를 높이는 심리  기제에 향을 미치는 요

한 요인으로 밝 졌다. 이는 모바일커머스에서 보안

과 개인정보의 요성을 증명하는 요한 연구결과이

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와 시사 , 의의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지니고 있다. 우

선 신뢰형성 요인은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외에도 사

용자의 기 와 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정보, 인

터페이스 디자인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

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한 신뢰는 사용의도를 

높이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지각된 유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신뢰와 

지각된 유용성, 사용의도 간의 계에 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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