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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한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고 그 반응이 서로 어떤 연 이 있는지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표 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를 사용한 경험에 해 언 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R을 이

용하여 텍스트 빈도분석, 텍스트 군집분석 그리고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 결과 삼성페이의 기능과 삼성페이가 지갑을 체할 수 있는 지에 한 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군집분석 결과 크게 정과 부정 반응으로 분류되었으며 5가지 정반응 군집과 4가지의 부정반응 군집이 도출되었다. 셋째,

삼성페이에 한 지갑 체 가능 여부는 복수의 반응을 하나의 메시지로 묶어주며, 삼성페이에 한 지속 인 이용의도와

높은 련성을 지니는 요인임이 밝 졌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 측면에서 삼성페이에 한 이해를 높이고, 소비자의 가치

와 기 에 부응하여 궁극 으로 높은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주 어 : 삼성페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텍스트마이닝, 군집분석, 네트워크 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onsumers’ responses to mobile payment services by using a 

text-mining technique focusing on Samsung Pay as it is used in both online and offline transactions. We conducted 

text frequency analysis, text clustering analysis, and text network analysis using R programming.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frequently used key words referenced the brand names of the mobile devices, the 

replacement of traditional wallets and unique functions of Samsung Pay. Second, there was a clear split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responses at the macro level. Third, replacement of traditional wallets played a great role in 

the positive responses and continuous use of mobile payment services. This study provides in-depth understanding 

of consumer responses toward mobile payment services. It also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that may help mobile 

payment marketers correspond to consumer values and expectations, thus increasing consum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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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2015년 국내 자상거래 활성화를 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고 오 라인과 온라인의 벽을 허무는

O2O(Online to Offline)가 주목을 받으면서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한번의 카드정보 등

록으로 이후 부가 인 카드정보 입력이나인증 차 없이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의 규모는 지속 으로 성장하여 2019년에는 약 1조

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망되고 있다[1]. 재 국내

에서도 삼성, 네이버, 다음카카오와 같은 여러 산업체들

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하 으며, 특히 삼성

페이는 재 오 라인 포에서 보유하고있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하여 결제하는 마그네틱 보안

송(MST)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

다. 삼성페이가 이러한 진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간

편결제 시장의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페이코나 카카오

페이와 같이 온라인 결제에 을 맞추고 있었던 서비

스 한 MST 는 QR 코드 등을 활용하여 오 라인 간

편결제로 시장을 확 하고 있는 추세이다[2].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소

비자가 간단하고 빠르게 상품을 결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 인 소비자들에

게 생소한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

비자들은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치못한 어려움이

나 불편함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

자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와

서비스 간에는 격차가 존재하여 소비자가해당 서비스를

통한 편익을 최 로 리거나 만족을 느끼지 못할 수 있

다[3]. 이러한 간격을 좁히기 해서는 간편결제 서비스

의 소비경험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소비자들의의견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자의 언어가 그 로 반 된

그들의 의견을 살펴본다면 이들이 모바일간편결제 서비

스를 소비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가치가무엇인지를 더욱

면 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한 기존연구들은

정형 데이터와 같은 한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

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악

하는데 한계를 안고 있다[4]. 한 해당 서비스에 한 수

용의도에 을 맞추고 있어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와

이를 탑재하고 있는 스마트기기와 소비자 간 상호작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한 스마트기기 선택, 그리고 서비

스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하고 난 이후 등 모바일 간편결

제 서비스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소비경험의 다양한 측면

에 해 간과하고 있다[5-8]. 따라서 모바일 간편결제 서

비스에 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악하기 해서

는 설문조사나 사례 연구와 같은 기존의 연구방법보다는

소셜미디어(social media)에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공유

하는 소비자의견을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할 것으로

단된다.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구매나 사

용경험을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언 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모바일 간편결

제에 한소비자의반응을 잘 악할 수있을 것이다[9].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나타나는 량의 소비

자의견을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분석해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에 한 생생한 소비자반응을 악하고자 한

다. 이를 해 재까지 출시된 여러 모바일 간편결제 서

비스 가운데 오 라인과 온라인 거래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거래액이 가장 많은 삼성페이를 선정하

다. 오 라인에서의 모바일 간편결제가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삼성페이와 같이 MST를 기반으

로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 범용성

을 강 으로 가지는 서비스의 활용도가 증가할 것이

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트 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소비자주도 인 정보채 인 소셜미

디어에서[10] 삼성페이에 한 소비경험을 언 된 소비

자의견을 수집하고, 이 가운데에서 나타난 소비자의 반

응을 삼성페이에 한 정 반응과 부정 반응으로 분류

한 후 이러한 반응이 서로 어떤 연 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본 연구는 삼성페이를 둘러싼 담론을 소비자

에서 살펴 으로써 소비자 가치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과 만족을 증진시키기

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론  경

2.1 내  간편결  비스  

모바일 간편결제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물건이나 서비스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

결제의 한 종류로 간편결제 어 리 이션에 융 정보를

장해두면 이후 모바일 결제가 필요할 때 간단한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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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만으로결제가 이루어지도록하는 서비스이다[5]. 기

존의 결제방식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거나 매결제시 카

드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수반하여 소비

자가 결제를 포기하기도하 다[11]. 그러나 모바일 간편

결제는 모바일 기기의 운 체제나 웹 라우 와 계없

이 호환되며 결제단계를 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결제방식이다[12].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본격 으로 확장되기

시작하 다. 2013년 LG유 러스의 페이나우를 시작으로

포털사, 유통회사, 통신사를 심으로 출시되어 차

화되고 있으며 융당국이 공인인증서를 배제한 결제

방식을 허용하고 결제 한도 액을 폐지하면서 더욱 빠

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6년 6월 기 국내에서 사

용 가능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30여 종이며, 각 서

비스별로 특징에 차이가 있다[13]. 삼성 자에서 출시한

삼성페이는 온라인 거래뿐만 아니라 오 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신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오 라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카

드사나 제휴사의 서비스와 연동되거나 교통카드, 멤버십

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 이 있다. 삼성

페이는 2015년 출시된 후 2018년 기 결제 액 18

조원을 돌 하며 국내 시장 유율 50%를 넘겨 간편결제

시장의 1 자리를 지키고 있다[14]. 이는 비 식 근거

리 무선 통신인 NFC(Near Field Communication)와 마

그네틱 신용카드 정보를 무선으로 송시키는

MST(Magnetic Secure Transmission) 방식을 모두 지원

하여 매장의 기존결제 단말기를 교체할 필요가없다. 한

편 국내의 표 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출시한 네

이버페이는 거래액이 4조원을 돌 하 으며[14] 네

이버 ID와 연동하여 다양한 온라인 가맹 의 상품을 별

도의 회원가입 없이 검색, 결제 환불까지 한 번에 이

용할 수 있게 하고, 화, 음악, 웹툰과 같은 자사의 콘텐

츠까지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페이

는 국내 메신 시장에서 독보 인 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톡과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으며 택시, 리

운 등 O2O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용자 확보에 주력

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온라인에

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 외의 신세계의 SSG페이, 롯데

의 L페이 등은 오 라인 매장에서의 결제를 심으로하

며 다른 계열의 유통회사 매장에서는사용이 제한 이라

는 단 이 있다[11].

2016년 간편결제 이용자 2000여 명을 상으로 한 한

국소비자원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상의 65.8% 이상이 주 1회 이상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1.9%

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답하 다

[13]. 지 까지 모바일 간편결제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

매할 때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간편결

제 서비스들이 오 라인 포까지 역을 확장하여 기존

의 온라인 심 서비스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으며[2], 이

를 통해 공과 을 납부하는 등 다양한 업종이 결합되어

기존 결제수단을 차 체하고 있다[1].

2.2  간편결  비스 비경험과 비

소비경험은 소비자가 소비행동을 통해 겪는 다양한

주 경험으로[15]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제품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

이라고 할 수 있다[16]. 이에 따라 소비경험은 소비자와

소비 상 간 계구축에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17]. 소

비경험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이

끌어내는데, 이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한 유기체의

내부 과정의 결과로 태도의 변화와 행동 반응을 포

한다[18]. 반응은 일반 으로 상에 한 정 는

부정 반응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3]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수용하거나 지속 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정 반응으로, 이를 이용하기 꺼려하는 행동 등은 부정

반응으로 이러한 서비스에 한 소비자의 반응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수용자의 에서 고찰한

기존연구는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에 한 이용의

도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을

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앞서 언 한 로 소비자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을 정

반응, 이용하지 않으려는 것을 부정 반응이라고 한다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편의성, 결제의 안정성[7], 경

제성, 유용성[11] 등은 소비자의 정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들로 분류할 수 있다. 한 스마트폰 활용정도나 소

비자 기술 신성과 같은 소비자 개인 성향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한 정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요

인으로 밝 졌다[12]. 반면 보안에 한 우려[19, 20], 과

잉소비 유발[7]은 부정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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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이용자가 주 으로 느끼는 인지된 험성은연구에 따

라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감소시키는 부정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5, 20],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요

인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 다[21, 22].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와 같이 첨단기술이 목된

제품이나 서비스는 기존 기술보다 더욱복잡하고 다차원

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23] 일반 인 제품소비에 따른

소비자반응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제품

이나 서비스는 어떤 매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제공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기술에 한 신기함을

느끼면서도 그로 인한 좌 감도 경험한다[3, 24, 25, 26에

서 재인용]. 다시 말해, 이러한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

서 소비자의 반응은 매우 복합 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

이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결제방식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한 소비자가 이를 수용하고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한 기존연구들은 부분 설문조사

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형화된 분석을 실시

하여 이를 살펴보는데 제한 이 있다. 따라서 보다 범

하고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기반으로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에 한 소비자들의 정-부정 반응들을 탐

색 으로 고찰한다면 연구자가 측정도구를 작성하는 설

문조사에 비해 연구자의 주 을 배재하여객 성을 확보

할 수 있으며 기존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서비스의

특성에 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3 텍스트 마 닝  용한 미디어 터 

    

페이스북, 트 터, 블로그 등으로 표되는 소셜미디

어는 이용자의 의견, 생각,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기 해

사용되는 온라인 랫폼으로, 이용자는 텍스트, 이미지,

동 상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

[27]. 이러한 콘텐츠들은 이용자 간의 상호 계를 통해

생산 공유되어 기존의 매스미디어보다 더 높은 신뢰

와 공감을 얻는 경향이 있다[28]. 한 소비자가 온라인

공간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직 남기기 때문에 소비

자의 의견을 살아있는 표 그 로 악할 수 있다는

에서 소셜미디어의 데이터는 높은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데이터는 양이 방 하고 비구조화된 데이터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데구조화된 형태

의 데이터를 가정한 통 인 통계분석방법은 합하지

않다[29]. 최근 이러한 량의 소셜미디어 데이터를분석

하기 한 기술 하나로 각 받고 있는 것이텍스트마

이닝(Text mining)이다. 이는 자연어처리 기술을 기반으

로 비정형 는 반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

를 추출, 가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여새로운 정보를 발

견하는 기술로써[30], 텍스트에 나타난 개념을 추출하고

개념들 간 계를 악하는데 용이하다[31]. 한 연구자

가 임의로 만든 분석항목에 의존하는 통 내용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한

다[32]. 이를이용한 분석방법으로는 텍스트분류, 텍스트

군집화, 네트워크 분석, 정보추출, 감성분석 등이 있다[33].

텍스트 마이닝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비구조화

된 형태의 문서들이 수집되면 처리 과정을 거쳐 텍스

트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바꾼다. 처리 작업은 일반

인 텍스트 데이터들을 컴퓨터가 처리하기 용이하도록 변

환하는 작업으로, 텍스트 분석을 한 알고리즘의 성능

을 결정짓는 요소이다[29]. 처리과정을 거친 데이터는

정보추출, 범주화, 네트워크 분석 등의 텍스트 분석이 가

능해지고 그 결과물은 시각화되어 도출될 수 있다.

국내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은 텍스트 마이닝을 용하기 한 방법론[29]뿐만 아니

라 특정 랜드의 이미지 분석[28, 34, 35], 소셜네트워크

분석[32, 36, 37], 감성분석[38]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학 분야에서는 소

셜미디어 데이터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온라인 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의 반응을 고찰하거나[32] 언론자

료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제품포장을 둘러싼 담론을 이해

하는 시도[39]가 있었다. 한 윤리소비의 동기, 감정

유형을 제시한 연구[37]는 소비자행동을 분류하고 그 동

기, 인지 감정을 탐구하는데 있어 소셜미디어 상의 빅

데이터가 가치 있음을 보여 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데

이터를 이용하여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한 소비자

의견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안정국외(2016)[4]

는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에 해 2014년 8월부터 2016

년 6월 사이에 발생한 트 터를 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을 통해 핀테크 도입 단계별로 련 키워드를 추출하여

핀테크의 동향을 살피고 각 서비스의 어떠한 특징이 부

각되고 있는지 확인하 다. 그러나 스마트기술이 목된

제품 서비스에 한 담론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다른 소비자발신 정보채 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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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보다 다양한 정보채 을 통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한 이는 소비자가 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바일 간

편결제 서비스의 가치를 밝혔으나 해당서비스를 개선시

킬 수 있는 소비자의 불만사항 는 서비스를 수용함에

있어작용하는장벽등을보다풍부하게밝힐필요가있다.

3. 연

3.1 상   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한 소비

자들의 의견 소비경험이 온라인에서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의견과 경험이 생생하게

담긴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을 분석 상자료로 활용하

다. 소셜미디어는 의의개념에서SNS(Social Networking

Service)와 온라인 커뮤니티(online community)를 포함

한다[40]. 소셜미디어의 범주와 형태는 다양하지만 자신

의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하고 타인과 공유할 수

있어 자기를 표 하려는 욕구를 표출하기 한 수단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에서 극 활용하고있다는 공통 을

가지고있다[41, 42]. 따라서다양한소셜미디어를 상으

로 분석한다면 어떤 특성에 편향되지 않는 다양한 소비

자 목소리를 얻을수 있으며, 데이터의 신뢰성 는 표

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4]. 우선 데이터 수

집 범 를 국내에서 주로 이용하는소셜미디어인 블로그

(blog), 페이스북(facebook), 트 터(twitter), 온라인 커

뮤니티(online community)로 선정하여 수집하 다. 수집

한 결과, 블로그는 주로 개인 의견과 사회참여의 도구

로 활용되기보다 사회 계 유지의 성격과 정보 제공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집된 데이터에서 고

성 내용이 담긴다수의 이 확인되었다. 한 상당수

이 장문형으로 블로그 내에서 특정 주제에 한 소비자

의견을 추출하기 어렵다고 단하여 분석 상에서 블로

그를 제외하기로 결정하 다. 페이스북은 다른 서비스와

달리 폐쇄형 네트워크로 비공개 정보로게시되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량이매우 어이 역시제외시켰다. 반면, 트

터는 마이크로블로그(microblog) 형태로 140자 이하의

짧은 단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간단하고 손쉽게 표출

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타인과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특히 트 터 이용자들은 사회 안이나 이슈에 한

참여의식이 높고, 공통 심사로 연결된 새로운 네트워

크를 지향하는 집단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 매체이자

공 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43]. 소셜미디어의 신

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개방성이 낮아 익

명성을 토 로 취미, 사회, 정치, 문화 등 자신의 심사

와 련된 정보를 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 가장

요한 목 이기 때문에 명확한 공통의 심사를 심으로

지속 인 계를 맺는다[44]. 두 서비스의 공통된 특징은

심 있는 사회 이슈나 제품에 한 자신의 견해와 정

보를 타인과 교류하는 경향이 높다는 이다. 따라서 최

종 인 데이터 수집 범 는 트 터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축소하 다.

여러 웹페이지에서 방 한 데이터를 개인 으로 웹크

롤러를 통해 수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다양한 소셜미

디어 데이터를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집 리하는 웹

크롤러(web crawler) 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

집하 다. 소비자의 생생하고 풍부한 소비경험을 담기

해 삼성페이 서비스가 개시된 지 약 1년 정도 지난 시

인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게시된 ‘삼성페이’ 는 ‘삼페’(‘삼성페이’의 인터넷 용어)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 총 14,514개가 검색되었다. 해당

게시 의 웹사이트명, 게시일, 게시자, 본문 등 분석에 필

요한 데이터를 연구자 4인이 2017년 8월 1일부터 8월 10

일까지 열흘에 걸쳐 수집하 다.

3.2 터 처리 과

본 연구의 데이터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Fig. 1).

첫 번째로 일반 으로 복잡한 구조를 갖는 비정형 데이

터에서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기 해서 데이터의 정제

(data cleaning)를 진행하 다. 데이터 정제는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해 오타나 연구주제와 련 없는

불필요한 을 탐색하여 제거하는 과정으로 주로 데이터

처리 과정 가장 처음에 수행된다[45]. 비정형 데이

터의 경우 정형 데이터와 달리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자

료를 선별하기 한 연구자의 단이 연구결과의 신뢰성

과 타당성을 향상시키는데 요한 요인이 된다[46]. 우선

수집된 총 14,514개 자료에서 단순한 호응이나 문답형태

는 기사 링크나 고성 등 주 생각이나 개인의

경험이 포함되지 않은 이나 수집 기간에만 발생한 외

부 사건과 련된 은 제거하 다. 이를 해 연구자

들은 수집된 본문을 읽고 기사 링크나 고성 에서 반

복 으로 나타나는 특정 단어를 찾아 웹 크롤러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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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내 조건식을활용하여 제외시켰다. 를들어 기사 링

크의경우 ‘기자’, ‘뉴스 터’, ‘주식’, ‘출처’ 등 삼성페이 사

용과 련 없는 단어가 본문에서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고성 에는 ‘문의 화’, ‘경품’, ‘당첨’, ‘연락주세요’ 등

특정 단어가 함께출 하 다. 이 결과약 80여개의 특정

단어의 패턴을 발견하여 해당 단어가 포함되는 을 연

구 상에서 제외시켰다. 트 터의 경우 단순히 정보공유

공감의 표 뿐만 아니라 사회 계 형성, 호혜성 등 다

양한 이유로 리트윗하기 때문에 본연구에서는 리트윗한

게시물을 제외하 다[47]. 그 다음으로 조건식으로 발견

하지 못한 주 생각이나 개인의 경험이 포함되지 않

은 을 연구자 3인이 교차로 확인하여 총 1,443개의

을 선정하 다. 이 삼성페이 ‘사용경험’이있다고 추정

되는 게시 총 1,201개 자료를 최종 분석 상으로 선정

하 다.

둘째,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불특정다수의 이용자가 사

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신조어, 비속어, 은어, 임

말, 이모티콘 등의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한 을 고려하

여[48] 원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수정

삭제하 다. 한국어 자연어 처리의 경우 형태소에 품

사가 잘못 인식되거나 문장 내에 단어가 잘못 분리된 경

우(띄어쓰기) 그리고 불필요한 단어가 삽입되는 오류, 오

타 등 다양한 패턴으로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기 해서는많은 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특히 한 의 경우 한자어로 구성된 단어가 많아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의성을 지니고 있어 자

연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한 고려가 필수 이다[49].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데이

터 처리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하여 데이터 정제를 수동 인 방법을 사용하 다. 따라

서 연구자 4인이 직 오타, 특수문자, 조사, 띄어쓰기 등

을 검토한 후 마이크로소 트 엑셀(Microsoft Excel)

2016 로그램 상에서 분석 가능한 형태로 수정하는 1차

교정을 실시하 다. 이때 표 어가 아니더라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나 소비자의 생동감이 담긴 단어의 경우

최 한 살리도록 노력했다.

그 다음으로 자료처리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해 1

차 교정된 자료를 상으로R의 KoNLP 패키지와 tm 패

키지로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 다. 이때 실시한 형태소

분석은 출력된 토큰(token)으로부터 오류패턴을 분석하

기 한 작업이다. 효율 인 형태소 분석을 해 문장부

호 제거, 공백 제거 등의 정제과정을 거쳤으며, 그럼에도

구문분석 품사구분이 제 로 안된 요소들은 오류패턴

을 찾아 R에서 정규표 식(regular expression)을 사용하

여 처리하 다.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해 내포된

정보량이 은 단어를 상으로 불용어 리스트

(stopwords list)를 구축하여 제거하 다. 특히, KoNLP

는 제 로 형태소 분석이 되지않아 분석에 필요 없는조

사, 부사, 속사 등 단어들을 불용어로 제거하 다. 를

들어, ‘나’, ‘ ’, ‘ ’, ‘ 가’, ‘가장’, ‘제일’, ‘마침’, ‘달리’, ‘그

런거’, ‘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등 의미없는 단어들을

제거시켰다. 동일 문맥상에서 체 가능한 정확한 유의

어만을 선별해서 순차 으로 제공함으로써 의미 모호

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도출된 형태소 단 단어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 , 유의어, 용어)는 ㈜낱말

의 유의어 사 참고와 연구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 텍스

트의 도메인에 합한 유의어 리스트를 구축하여 데이터

를 축소하 다. 표 유의어 사 으로 ㈜낱말의 “낱말

유의어 사 ”으로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어휘를

Fig. 1. Process of Text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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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최 한 많은 유의어를 확보한 국내 최 규모의

유의어 사 으로, 어휘 101,781개에 하여 1차, 2차 유의

어를 수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상

당수의 오류를 개선하고자 노력하 다.

셋째,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형태소 분석

하 다. R의 한 자연어 분석 패키지인 KoNLP 패키지

에서 제공하는 SimplePos22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

으며, NIA사 을 기반으로 형태소 분해를 하 다.

SimplePos22 함수는 22개의 태그를사용해 좀 더 세 한

part-of-speech(POS) tagging 결과를 보여주고 NIA사

은 기존 세종사 외에 신조어, 법률, 의료 등 6개 분야

의 문단어 등 다양한 단어가 담겨있으며 최근에 업데

이트로 보다 유의미한 분석결과가 도출될거라 상되어

이를 선택하 다[50]. 형태소 분석결과 문장 내의 모든

단어가명사, 동사, 형용사등의형태소단 로분해되었다.

3.3 텍스트 마 닝  과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걸친 데이터들은 1) 텍스트 빈

도분석, 2) 텍스트 군집분석 3)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 다. 먼 삼성

페이에 한 소비자 반응의 반 인 경향을 알아보기

해 키워드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R의 형태소 분석

패키지인 KoNLP를 이용하여 체의 문서를 각 품사별

형태소 단 에 따라 분해하여 그 명사, 동사, 형용사를

출 빈도순으로 나열하 다.

형태소단 의 단어수 에서 유의어, 의어, 다의어,

반의어, 포함 계, 비유 등의 이유로 의미를 악하기 어

려운 단어가 있다[51]. 단순한 유의어 분석은 동형이의어

나 이형동의어 등 의도하지 않은 유의어로 확장될 수 있

기 때문에 문장 내 단어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

고 악하는 의미 분석도 같이 수행한다면 정확한 의미

악이 가능하다[50]. 본 연구에서는 문장 내에서 하나의

기능 역할이나 구문 역할을 수행하는결합된 어 단

형태소를 분석하는 것이 에 담긴 의미를 악하는

데 있어 효과 이기 때문에[32], 하나의단어만으로 독립

으로 의미를 갖는 ‘의미단 단어’를 도출하 다. 이진

명, 나종연(2015)[32]의 연구 방법에 따라이 과정에서 소

비자가 사용한 자연어 상태의 단어를 의미 손실 없이 축

약하고 의미를 검증하기 해 연구자 4인이 1차 으로

의미단 단어를 구성한 후에 원문과 의미단 단어 간의

일치도를 교차 으로 조사하여 신뢰도를 확인하 다. 이

때도출된의미단 단어는총 200여개로연구자들이문맥

는주제에따라감독형범주화(supervised categorization)

하는 작업을 실시하 다. 이는 텍스트 마이닝에서 사용

하는 기법 하나로 보다 지능 으로 분류하기 해서

는 미리 범주가 결정된 훈련데이터를 통하여 분류를 학

습시킬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직 유

사한 주제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을 선택하 다. 즉 의미

단 단어가 유사하거나 의미가 복될 경우 그 빈도

수가 하게 많은 의미단 단어나 이를 포 할 수 있

는 의미단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 통합하 다. 한 빈

도수가 매우 거나 요하지 않은 단어의 경우 삭제하

다. 컨 , ‘ 박이다’, ‘신의한수’, ‘완벽하다’, ‘훌륭하

다’, ‘우월하다’는 ‘최고다’로 통합하 고, ‘지문/홍채인식

오류’, ‘교통카드기능오류’, ‘시스템오류’의 경우 주로 문

맥상 결제과정에 일어나는 오류로 분류하여 이를 ‘결제

오류’로 통일하 다. 이 과정 한 연구자 4인이 이를 검

토하여 의견 일치하는 과정을 거쳤고 최종 85개의 의미

단 단어로 범주화하 다.

그 다음으로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의미단 단어들

간의 계를 악하기 해 단어들과 문서들 간의 단어

문서행렬(term-document matrix)을 생성하여 의미단

단어의 동시출 빈도(co-occurrence frequency)를 도출

하 다. 동시출 빈도는 텍스트 내의 핵심단어들이 동시

에 출 한 빈도를 계산하여 핵심단어 간 유사성을 측정

하는 방법으로 핵심단어들이 서로 결합될 때 특별한 의

미가 생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핵심단어들 간 동시

출 빈도는 요한 의미론 계로 볼 수 있다[52]. 즉

두 핵심단어가 동시에 출 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두 핵

심단어 간의 련성이 높다는 것을 제로 한다. 그러나

수집된 모든 단어를 상으로 분석한다면 보다 유의미한

계를 시각 으로 구조를 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

빈도가 높은 상 40개 단어들을 심으로 군집분석

과 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 다[53].

둘째, 삼성페이에 한 소비자의 반응에 해 어떻게

군집을 이루는지를 확인하기 해 계층 클러스터링

(hierarchical clustering)을 이용하 다. 계층 클러스터

링은 비감독 군집방법(unsupervised clustering)으로 독

립 인 각각의 개별 군집에서 시작하여 개체의 유사성이

높은 개체들을 묶어나가면서 원하는 군집 수를 형성하는

bottom-up 방식이다[54]. 보통 데이터의 내용에 한 사

정보 없이 의미 있는 구조와 패턴을 탐색 으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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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방법으로 탐색 데이터 분석에 합한 기법이다.

계층 클러스터링의 경우 텍스트를 군집화하기 한 여

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Ward 연결법(ward linkage)은

두 군집이 합쳐졌을 때의 오차 제곱합(error sum of

squares: ESS)의 증가분에 기 하여 군집들간의 유사성

을 측정한다. 단일 연결법이 노이즈(noise)나 이상치

(outlier)에 민감한 반면에Ward 방법은 노이즈나 이상치

에 덜 민감한 장 이 있으며, Ward 연결법은 크기가 비

슷한 군집끼리 묶어주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기 로 한 Ward의 알고리즘을

채택하여 R을 이용한 계층 클러스터링을 실시하 다.

계층 군집 결과는 덴드로그램(dendrogram)의 형태로

표 되며 어떤 단어들이 어떤 수 에서 동일한 집단에

속하는지 시각 으로 군집들 간의 구조 계를 쉽게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삼성페이에 한 소비자 반응 구조를

악하기 해 의미단 단어를 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 다. 텍스트 네트

워크분석을통해 단순히특정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

했는지 그치지 않고이들 간 계에서 그단어가어떤 역

할을 하고 어떤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구조 분

석을 통하여 악한다[31]. 일반 으로 네트워크는 하나

이상의 노드(node)와 연결(link)의 집합으로정의된다. 이

때 선별된 단어는 노드가 되고 두 단어의 동시출 이 연

결을 형성하게 되며, 연결로 맺어진 노드들은 상호 간에

향을 미친다고가정한다. 즉 노드 간연결은 의미의 흐

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게 형성된 네트워크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 에 소비자 반응을

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요 소비자 반응 구조 심으

로 살펴보기 해 드물게 출 하는 노드는 제외하고 빈

번하게 언 되는 단어 조합만으로 구성된네트워크를 추

출하 다.

네트워크 도(network density)는 가능한 연결선의

수 비 실제 연결선의 수를 나타내는 값으로 네트워크

에 속하는 노드들이 서로 얼마나 하게 연결되어 있

는지를 나타낸다. 네트워크 도가 큰 네트워크일수록

각 노드들이 서로 활발하게 연결되어 있고, 노드들마다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를 구성

하는 개념이 특정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치를 심성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 심성(network

centrality)이란 체 네트워크 형태가 얼마나 심에 집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네트워크 구조의

체 인 특성을 악하기 해 활용되며 근 심성, 매

개 심성, 연결 심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근 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두 노드를 연결하

는 가장 짧은 경로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결 심

성과는 달리직 으로연결된 노드뿐만 아니라 간

으로 연결된 모든 노드 간의 거리를 합산하여 심성을

측정한다. 매개 심성(between centrality)은 네트워크

안에서 각 노드가 다른 두 노드들 간의 최단거리상에 존

재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계를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55]. 네트워크 간에 구조 공백에 자리 잡아 복수의 주

제들을 하나의 메시지로 묶어주는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연결 심성(degree centrality)과의 비

교를 통하여 주요한 개념을 악하는데 있어 체 맥락

속에서의 특정 개념의 역할을 더욱 세부 으로 볼 수 있

다. 연결 심성은 한 노드에 직 으로 연결된 링크들

의 합으로 얻어진 심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매개 심

성과 달리 체 네트워크의 의미흐름에 요한 역할을

한다기보다 연결 심성이 높은 노드를 심으로 하는 하

집단에서 허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46]. 본 연구

에서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역시 R에서 수행되었으며,

분석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해 igraph 패키지를 이용했

다. 텍스트 네트워크의 구조 특성을 악하기 해 네

트워크의 노드수, 도, 심성 지표를 사용하 다[55].

4. 연 결과

4.1 텍스트 빈도  결과

본 연구의 분석 상인 삼성페이 한 게시 수를 채

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 수는 727개

로 가장 많았으며, 트 터는 474개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10개 이상의 웹사이트에서수집하기 때

문에 게시 수가 압도 으로 많은 것으로 단된다. 특

히 커뮤니티 사이트는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간편결제 서

비스와 같은 최신기술 등 특정 분야에 심 있는 사람들

이 모인 문 커뮤니티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신기술인

삼성페이에 한 의견과 정보에 한 이 풍부했던 것

으로 보인다.

삼성페이에 한 반 인 소비자 반응을 알아보기

해 텍스트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출 빈도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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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상 50개의 명사와 동사 형용사를 빈도 분석한

결과는 Table 11)와 같다. 상 빈도 명사들을 살펴보면

삼성페이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만큼 ‘갤럭시’, ‘스

마트폰’, ‘아이폰’ 등 모바일 련 단어의 출 빈도가 가

장 높았으며, ‘지갑’, ‘결제’, ‘신용카드’ 등의 결제와 련

된 단어 역시 상 에 치하 다. 한 ‘삼성’, ‘지문인식’,

‘교통카드’, ‘입출 ’ 등삼성페이만의 독특한 기능에 한

단어가빈번하게 도출되었으며, ‘신세계’와 ‘ 신’ 등 신기

술에 한 인지와 련된 단어도 에 띄었다. 동사와 형

용사의 상 빈도 명사들을 살펴보면 ‘편하다’, ‘불편하

다’, ‘좋다’, ‘싫다’, ‘힘들다’, ‘쉽다’ 등 삼성페이에 한 태

도에 한 단어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사용하다’, ‘찍

다’, ‘해보다’ 등 사용에 련된 단어가 빈번하게 나타났

다. 상 권에 ‘들다’, ‘두다’, ‘다니다’, ‘나오다’라는 단어가

나타났는데, 이는 ‘들고 다니다’, ‘두고 나오다’ 등 복합동

사에서 나온 것으로 휴 성과 련된 단어로 추측된다.

반면, ‘포기’, ‘환불’, ‘안되다’, ‘불편하다’, ‘짜증나다’ 등 부

정 인 단어도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는데삼성페이에

한 정 감정과 부정 인 감정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형태소 단 의 빈도분석을 통해 삼성페이와 련하여

1) 수집한 텍스트 데이터가 국문이기 때문에 번역으로 인한 의

미 왜곡을 방지하고자 표 그림 내의키워드는모두 국문으

로 표기함

사용되는 단어의 경향은 악될 수는 있으나 각 단어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정확히 악하기 어렵다(

를 들어, 돈, 가방, 없다, 있다, 들다 등)[33]. 이에 따라 단

독 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악하기가 어려운 형태소의

경우 앞의 ‘분석과정’에서 언 한 단계를 거쳐 의미단

단어를 도출하 고, 그 다음 단계로 유사한 표 들을 통

합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거쳤다. 최종 으로 Table 21)와

같이 정 , 부정 의미가 담긴 총 85개의 의미단 단

어를 도출하 다. 정 반응이 담긴 키워드는 ‘편하다’,

‘좋다’, ‘지갑 체가능’, ‘타사제품교체의향없음’ 순으로 빈

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정 반응이 담긴 키워드의 경우

‘과소비유발’의 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용매

장제한 ’, ‘결제오류’, ‘사용하지않게되다’의 반응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에 띄는 결과로 삼성페이에 한 부

정 반응에서 ‘과소비유발’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는데,

‘과소비유발’은 의미단 단어 통합과정에서 과소비와 충

동구매 의미단 단어를 함축한 것으로 과소비와 충동구

매가 이에 해당한다.

4.2 텍스트 집  결과

삼성페이에 한 소비자의 반응 빈도수 10개 이상

인 상 40개 의미단 단어를 상으로계층 군집분석

을 실시한 결과, 정 반응 5가지와부정 반응 4가지

총 9가지 범주화가 도출되었다. 군집분석 결과는 Fig. 21)

Nouns Adjectives/Verbs

No. Terms N No. Terms N No. Terms N No. Terms N
1 갤럭시 289 26 바로 26 1 사용하다 429 26 오다 23
2 지갑 192 27 가능 26 2 편하다 388 27 느끼다 23
3 스마트폰 174 28 24 3 좋다 240 28 만들다 22
4 결제 172 29 티머니 24 4 하다 204 29 못하다 22
5 아이폰 119 30 은행 23 5 없다 195 30 넣다 21
6 신용카드 100 31 계산 22 6 있다 178 31 싫다 21
7 카드 86 32 지원 22 7 되다 155 32 다 20
8 삼성 82 33 장 21 8 안되다 97 33 된다 20
9 지문인식 80 34 신 21 9 다니다 96 34 넘어오다 19
10 생각 58 35 화면 20 10 아니다 77 35 놓다 18
11 기능 53 36 홍채인식 20 11 가다 71 36 안가다 18
12 필요 51 37 기어 19 12 들다 70 37 알다 17
13 다른 47 38 포기 18 13 구매하다 66 38 나가다 16
14 온라인 47 39 만족 18 14 안들다 64 39 해보다 16
15 등록 45 40 별로 18 15 신기하다 60 40 갈아타다 16
16 돈 42 41 세상 17 16 나오다 51 41 다 15
17 최고 37 42 걱정 17 17 했다 39 42 보다 15
18 불편 37 43 마음 16 18 꺼내다 38 43 괜찮다 14
19 신세계 36 44 어 16 19 모르다 34 44 쉽다 14
20 교통카드 36 45 한국 16 20 짜증나다 34 45 켜다 14
21 오늘 35 46 멤버십 16 21 두다 33 46 넘어가다 13
22 사람 34 47 환불 16 22 찍다 31 47 안하다 12
23 입출 33 48 비 번호 15 23 바꾸다 29 48 끌리다 11
24 이유 31 49 통장 15 24 귀찮다 27 49 불안하다 11
25 배터리 27 50 가방 14 25 빠르다 26 50 유용하다 11

Table 1. Frequency of Key Word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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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덴드로그램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Table 31)로 정리

하 다. 삼성페이에 한 정 반응에는 간편한 만능

페이, 갤럭시/기어 구매욕구유발, 삼성페이에 한 높은

충성도, 신속한 결제, 비상시 유용함 등 5가지 군집을 포

함하고 있다.

구체 으로 살펴보자면, 간편한만능페이 군집에는 삼

성페이에 한 기능 편리함을 포함하고 있는데, ‘다양

한부가서비스’와 ‘이용 차간단하다’ 반응이 가장 먼

결합되어 응집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반응은 ‘지

갑 체가능’ 반응과 결합하 고 그 다음은 ‘신세계’, ‘좋

다’라는 호의 인 반응과 응집되었다. 즉, 소비자들은 삼

성페이가 온·오 라인 결제뿐만 아니라 교통카드, 멤버

십카드 그리고 은행업무 서비스까지 다양한 부가서비스

를 삼성페이앱 하나로 손쉽게 이용할 수있어 지갑이 필

요 없는 생활이 가능하다는 에서 신기하고 호의 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자 으로 묶인

‘편하다’ 반응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빈도수가 가장 많은

반응이자, 다른 반응보다는 독자 으로 나온 반응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다음 군집은 갤럭시/기어 구매욕구유발에 한반

응으로 ‘갤럭시/기어구매이유’는 삼성페이를 ‘사용못해아

쉽다’와 ‘만족하다’라는 반응과 하게 결합되었다.

한 ’갤럭시만의 장 ’이 ‘ 신 이다’라는 반응과 응집되

었고, 이는 ‘최고다’, ‘추천하다’라는 정 인 반응과 결

합되었다. 즉, 삼성페이의기능을 신 이라고 평가하고

만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특징은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스마트 기기를 구매한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기어 구매욕구유발 군집과 인 한 군집으로

신속한 결제 군집이 도출되었다. 소비자는 공인인증서나

비 번호 인증없이 ‘지문하나로결제’와 ‘결제속도빠르다’

반응이 하게 묶여있으며, 이들은 ‘삶의질향상’과 ‘미

지원스마트폰불편하다’ 반응들과 연결되었다. 따라서 신

속한 결제로 인해 삼성페이가 일상생활에 부여하는 가치

를 높게 평가하고 삼성페이가 없는 스마트폰은 매우 불

편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삼성페이에 한 높은 충성도 군집이 도출

되었다. ‘길들여지다’와 ‘타사제품교체의향없음’반응이 서

로 응집되었고 이는 ‘삼성페이노 ’반응과 결합되었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결제시스템에 해 낯설어하지 않고

방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 으며, 단순히 삼성페이에

한 익숙함을 넘어 ‘삼성페이노 ’라는 표 과 함께 삼

성페이를 지원하지 않는 타사 기기로 환하지 않고 지

속 으로 이용하겠다는 충성도를 보여주는 군집이다.

비상시 유용함 군집은 앞의 반응들과 구별되는 반응

으로 삼성페이가 주요 결제수단이 아니더라도 특히 소비

자가 지갑 는 신용카드가 없을 경우 삼성페이로 결제

를 체할 수 있어 상당히 ‘유용하다’는 반응을 보 다.

비상상황에서 구원해주는 존재로 표 하면서 ‘다행이다’

등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Positive Negative

No. Terms N No. Terms N No. Terms N No. Terms N
1 편하다 337 23 사용못해아쉽다 12 1 과소비유발 54 23 미지원기능불편하다 7
2 좋다 165 24 추천하다 12 2 이용매장제한 38 24 무섭다 6
3 지갑 체가능 138 25 삼성의노 9 3 결제오류 37 25 불안하다 6
4 타사제품교체의향없음 95 26 필요하다 9 4 사용하지않게되다 34 26 구매채 변경 5
5 다양한부가서비스 88 27 감동하다 7 5 짜증나다 31 27 귀찮다 5
6 유용하다 82 28 트 디하다 7 6 지갑 체불가 30 28 보안성우려 5
7 갤럭시만의장 66 29 디자인/ui만족 6 7 필요없다 23 29 일부카드등록안됨 5
8 최고다 59 30 필수 이다 6 8 별로다 18 30 지갑 리소홀 5
9 신기하다 55 31 기분좋다 5 9 이용 차번거롭다 16 31 자동업데이트불만 4
10 어디서든사용가능 52 32 사랑스럽다 5 10 스마트폰건네주기싫다 15 32 결제불가우려 3
11 지문하나로결제 51 33 스마트하다 5 11 스마트폰손상우려 15 33 당황하다 3
12 갤럭시/기어구매이유 46 34 작동이잘되다 5 12 원사용방법모름 15 34 비가맹 불만 3
13 이용 차간단하다 31 35 경쟁력있다 4 13 상품구매실패 13 35 필수는아니다 3
14 신 이다 30 36 고맙다 4 14 배터리부족시사용불가 12 36 환불어려움 3
15 길들여지다 29 37 재미있다 4 15 불편하다 11 37 인터넷안될때사용불가 2
16 만족하다 28 38 간지나다 3 16 부정 인기업이미지 9 38 신 이지않다 2
17 신세계 26 39 놀라다 3 17 결제속도느리다 8 39 험하다 1
18 삼성페이노 25 40 생활에 한 3 18 난감하다 8 40 이용방법어렵다 1
19 결제속도빠르다 21 41 안 성 3 19 디자인/ui문제 12 41 지갑/카드과시못함 1

20
미지원스마트폰불편하

다
20 42 갤럭시/기어구매욕구 2 20 민망하다 8

21 다행이다 14 43 수수료없다 2 21 스마트폰루 안함 8
22 삶의질향상 12 44 기 된다 1 22 싫어하는 8

Table 2. Frequency of Meaningful Unit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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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ndrogram of Hierarchical Clustering

반면, 부정 반응에는 기능 불확실성, 비합리 소

비유발, 결제방식의 불편함, 디자인/UI 불만 등의 4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가장 많이 언 되었던 기능 불확

실성 군집은 삼성페이의 기능 결함 는 가맹 제한

으로 기치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 장애를 겪는 것

을 말한다. 한 삼성페이로 결제 가능한 매장이라도 시

스템 불안정, 지문/홍채인식오류, 그리고 배터리 부족 등

스마트폰 앱 자체의 문제로 소비자는 삼성페이가 지

갑을 완벽하게 체할 수 없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추측

된다.

다음으로 기능 불확실성 군집과 인 한 군집은 디

자인/UI 불만 군집으로 ‘디자인/UI문제’, ‘짜증나다’ 두

반응이 이에 해당된다. 삼성페이는 편리성을 높이기

해 스마트폰 홈 화면에서 화면을 로 쓸어 올리면 삼성

페이 앱이 실행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

터페이스 구조로 인해 소비자는 원치 않은 상황에서 삼

성페이가 실행되는 경험을 종종 겪고 있었고, 이는 ‘짜증

나다’라는 감정과 하게 나타났다.

앞서 말한 두 군집과 한 비합리 소비유발 군집

은 부정 반응 가장 출 빈도수가 많은 ‘과소비유발’

반응이 포함된 군집으로 기능 결함이 아닌 삼성페이를

이용함으로써 충동구매와 과소비가 유발되는 상황을 경

험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군집 내에서 ‘과소비유발’과

‘사용하지않게되다’ 반응의 결합이 에 띄는데 이는 소

비자들은 삼성페이로 인해 소비에 해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갖지 못해 자신을 비합리 인 소비로 유도한다고

표 하면서 삼성페이 앱을 삭제하거나 삼성페이를 더 이

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반응과 강하게 연결된 것으로 보

인다.

결제방식의 불편함 군집에서는 ‘이용 차번거롭다’는

‘불편하다’ 반응과 응집되었고, ‘스마트폰손상우려‘는 ‘스

마트폰건네주기싫다’ 반응과 결합이되었다. 이들은 서로

하게 나타났으며, 다른 군집들과 독립되게 지각한

것으로 단된다. 이를 통해 오 라인 매장에서 결제할

때 실물카드 신 스마트폰을 원에게 건네줘야 하는

결제방식에 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3 텍스트 트워크  결과

삼성페이에 한 소비자의 반응 빈도수 10개 이상

인 상 40개 의미단 단어를 상으로네트워크로 도식

화한 결과는 Fig. 31)과 같다. 각 노드의 크기는 연결 심

성 정도를 나타내며,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연결 심성

이 상 으로 높다. 노드 색깔은 매개 심성을 나타나

Valence Name of cluster Meaningful units

Positive

간편한 만능페이(892)
편하다(337), 지갑 체가능(138), 좋다(165), 다양한부가서비스(88), 신기하다(55),
어디서든사용가능(52), 이용 차간단하다(31), 신세계(26)

갤럭시/기어
구매욕구유발(253)

갤럭시만의장 (66), 최고다(59), 갤럭시/기어구매이유(46),  신 이다(30), 만족하다(28),
사용못해아쉽다(12), 추천하다(12)

삼성페이에 한
높은 충성도(149)

타사제품교체의향없음(95), 길들여지다(29), 삼성페이노 (25)

신속한 결제(74) 지문하나로결제(51), 결제속도빠르다(21), 미지원스마트폰불편하다(20), 삶의질향상(12)

비상시 유용함(96) 유용하다(82), 다행이다(14)

Negative

기능 불확실성(148)
이용매장제한 (38), 결제오류(37), 지갑 체불가(30), 별로다(18), 상품구매실패(13),
배터리부족시사용불가(12) 

비합리 소비유발(126) 과소비유발(54), 사용하지않게되다(34), 필요없다(23), 원사용방법모름(15)

결제방식의 불편함(57) 이용 차번거롭다(16), 스마트폰손상우려(15), 스마트폰건네주기싫다(15), 불편하다(11)

디자인/UI 불만(39) 짜증나다(31), 디자인/UI문제(8) 

Table 3. Results of Hierarchical Clustering and Categorization
*(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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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순으로 매개 심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최종 으로 생성된 네트워크에는 40개의 노

드와 244개의 링크를 가지고 있다. 도는 0.31로 네트워

크가 다소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며, 노드 간 평균거리는

1.76로 2개만 노드만 거치면 모두 연계가 가능한 네트워

크로 드러났다. 평균 연결 심성은 12.20, 평균 근 심

성은 0.40, 평균 매개 심성은 23.50로 나타났다. 네트워

크 구조와 주요 지표들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41)).

첫째, ‘편하다’, ‘좋다’, ‘지갑 체가능’, ‘다양한부가서비

스’키워드는 연결 심성이 20 이상으로 비교 높게 나

타났는데 이들은 다른 반응들과 여러 연결을 가지고 있

는 단어로 향력이 큰 반응이라고 볼 수있다. 연결 심

성이 가장큰 ‘편하다’는 네트워크 앙에 치하며, 이를

심으로 ‘지갑 체가능’, ‘좋다’, ‘다양한부가서비스’ 등

정 인 반응이 가깝게 이어져 있었다. 이를 통해 소비

자가 삼성페이 사용함에 있어 ‘편하다’라는 반응이 요

한 요인이자 텍스트 내에 다른 반응들과 빈번하게 출

되었음을 시사한다. 소비자는 삼성페이가 지갑을 체할

수 있다는 과 교통카드, 멤버십카드, 입출 등 다

양한 부가서비스 통해 삼성페이가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삼성페이에 한 ‘좋다’는 감정

이 ‘편하다’와 근 하여 삼성페이의 편의성은 삼성페이에

한 호의 인 태도와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갑 체불가’와 ‘지갑 체가능’ 반응들은 근

심성과 매개 심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체 네트워크의 의미형성에 가장 큰 향력을 가지는 반

응이자 네트워크 내에서 핵심 인 이슈임을 알 수 있다.

를 들어 ‘지갑 체가능’은 ‘다양한 부가서비스’, ‘어디서

든사용가능’ 등 연결된 단어들을 표할 수 있는 단어이

자 ‘편하다’라는 정 인 인식과 ’타사제품교체의향없음’

등 재구매의도로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지갑 체불가’를 심으로 ‘이용매장제

한 ’, ‘결제오류’, ‘배터리소모시사용불가’, ‘사용하지않게

되다’의 반응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은 ‘지갑 체불

가’로 표할 수 있다. 따라서 삼성페이의 지갑 체 가능

여부는 복수의 반응을 하나의 메시지로 묶어주며, 삼성

페이에 한 정-부정 반응이 형성될 수 있는 요한

척도임을 시사한다.

셋째, 정 반응과 부정 반응이 두 역으로 분류

되는 형태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정 반응

는 부정 반응들끼리 서로 긴 한 연결을 지니고 있었

다. 삼성페이에 한 ‘과소비유발’ 노드를 심으로 정

반응과 부정 반응 간 충돌은 소비자 갈등을 야기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인 반응들과 인 해 있는 ‘지

문하나로결제’는 부정 인 반응인 ‘과소비유발’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는 ‘사용하지않게되다’로 이어져있다.

즉, 소비자에게 효용을 제공하지만 합리 인 구매의사결

정을 해함으로써 과소비 충동구매를 유발시키고 결

국 삼성페이 사용에 한 거부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해석된다.

넷째, ‘짜증나다’라는 감정은 ‘과소비유발’, ‘결제오류’,

그리고 ‘스마트폰 건네주기 싫다’ 노드와 연결되었고, 이

가운데 ‘결제오류’가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삼성페이를 이용하면서 가장 짜증나는 감

정을 느끼게 하는 요인은 삼성페이 앱 자체 문제인 ‘결제

오류’라고 간주할 수 있다. 한 ‘ 원사용방법모름’이 ‘필

No. Meaningful units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
centrality

1 편하다 33 0.336 17.445
2 좋다 25 0.419 33.112
3 지갑 체가능 23 0.500 106.580
4 다양한부가서비스 20 0.371 9.839
5 지문하나로결제 18 0.419 44.995
6 최고다 17 0.453 74.029
7 타사제품교체의향없음 16 0.375 15.187
8 유용하다 16 0.453 38.301
9 이용 차간단하다 16 0.429 53.687
10 갤럭시만의장 15 0.429 17.724
11 신기하다 15 0.368 5.277
12 어디서든사용가능 15 0.386 16.072
13 사용하지않게되다 15 0.429 50.173
14 지갑 체불가 14 0.488 85.825
15 만족하다 13 0.424 33.008
16 삶의질향상 13 0.453 37.688
17 과소비유발 12 0.415 5.101
18 짜증나다 12 0.345 5.941
19 신세계 12 0.379 9.914
20 갤럭시/기어구매이유 11 0.368 4.039
21 이용매장제한 11 0.411 26.830
22 삼성페이노 11 0.464 45.246
23 필요없다 11 0.402 39.471
24 결제속도빠르다 11 0.411 10.545
25 신 이다 10 0.415 11.580
26 길들여지다 9 0.379 8.148
27 별로다 9 0.361 17.323
28 이용 차번거롭다 9 0.394 32.477
29 스마트폰건네주기싫다 9 0.402 13.884
30 결제오류 8 0.358 4.165
31 불편하다 8 0.371 22.985
32 원사용방법모름 7 0.386 16.544
33 상품구매실패 7 0.317 1.356
34 배터리부족시사용불가 7 0.402 29.796
35 스마트폰손상우려 6 0.325 4.074
36 다행이다 6 0.406 13.954
37 사용못해아쉽다 6 0.355 4.208
38 미지원스마트폰불편하다 5 0.382 7.514
39 추천하다 4 0.342 4.962
40 디자인/ui문제 3 0.305 0.800

Table 4. Results of Text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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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없다’와 연결되었는데, 일부 소비자들이 오 라인에서

결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원이 삼성페이 사용방법을

모른다는 경우가 있어 삼성페이가 쓸모없다고 인지했음

을 추측할 수 있다.

5. 결론  언

본 연구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한 소비자 반

응을 탐색 으로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표

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를소비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소셜미디어에서 그 소비경험에 해 언

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의미단 단어를 추출하 으며,

정-부정 반응을 토 로 삼성페이에 한 소비자반응과

소비행동의 변화를 악하 다. 추출한 의미단 단어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범주화하 으며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요 단어 간의 계를 시각화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삼

성페이에 한 텍스트 빈도분석 결과, 명사에서는 ‘갤럭

시’, ‘지갑’, ‘지문인식’, ‘신세계’, ‘입출 ’, ‘ 신’ 등 단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소비자가 삼성페이 기능 기

술력에 한 심이높은 것으로보인다. 반면, ‘포기’, ‘환

불’, ‘안되다’, ‘불편하다’, ‘짜증나다’ 등 부정 인 단어도

빈번하게 나타나 삼성페이에 한 부정 인 반응 역시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미단 단어에서도 이러

한 결과는안정국 외(2016)[3]의 연구에서 확인된 삼성페

이 련 출 단어들과 차이가 있었는데, 삼성페이가 보

편화되기 에는 주로 보안 인 부분에 심이 많았던

것에 반해[56, 57] 재는 삼성페이가 친숙해짐에 따라

보안성보다는 편의성에 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삼성페이에 한 소비자반응을 군집분석한 결

과, 정 반응에는 간편한 만능페이, 갤럭시/기어 구매

욕구유발, 삼성페이에 한 높은 충성도, 신속한 결제,

비상시 유용함 등 총 5가지군집이 도출되었으며, 부정

반응에는 기능 불확실성, 비합리 소비유발, 결제방

식의 불편함. 디자인/UI불만 등 4가지 요인이 추출되었

다. 상당수의 삼성페이 이용자는 온·오 라인 결제뿐만

아니라 교통카드, 멤버십카드, 은행업무 등 다양한 서비

스를 앱 하나로 통합 으로 리할 수 있다는 에서 지

갑을 체할 수 있는 진정한 간편결제 서비스라고 여기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 련 기존

연구[58, 59]에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편재성

(ubiquity)은 간편결제의 정 인 반응뿐만아니라 이용

의도를 높이는 핵심 특징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소비자의 정 반응을 이끌어내는 삼성페

이의 주요 특징으로 드러났다. 2018년 재 삼성페이는

통장신규 가입, 계좌등록 펀드가입 서비스까지 확

하여 종합 융 랫폼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스마트TV와

의 연동으로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발

하여 소비자들은 더욱 간편한 만능페이로써의 삼성페

이를 경험할것으로 측된다. 한편, 부정 반응 삼성

Fig. 3. Results of Text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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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사용법을 원이 모른다는 의견이있었는데 삼성페

이가 상 으로 범용성은 높은 편이지만 라스틱 카드

만큼의 원의 인지도와 보편성은 확보하지못했다고 볼

수 있다. 삼성페이를 수용할 수 있는결제 단말기를 확보

한 포라도 소비자와 면하여 직 결제를 진행하는

원이 삼성페이를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어결제를 하느

냐에 따라 서비스에 한 소비자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

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많은 포에서 삼성페이가

결제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결

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원을 교육하기 한 매

뉴얼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이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와 비 번호와 같은

번거로운 인증 차 없이 지문 는홍채인식만으로 신속

한 결제가 가능하다는 에서 자신의소비생활뿐만 아니

라 삶의 질 역시 향상되었다는 반응과 하게 나타났

는데, 시간과 노력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삼성페이의

신 인 기능면에서 삼성페이가 일상생활에 부여하는 가

치를 높게 평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가 신

기술에 한 인지한 혜택이 높을수록 정 인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60].

넷째, 한 삼성페이가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 기기의

로얄티 형성 구매행동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결제 서비스의 장 이 특정 스마트 기기의 장

으로 이되는 것으로 악된다. 다시 말하자면, 삼성

페이를 갤럭시 기기만이 가지고 있는독보 인 특징으로

인식하고 있어 해당 기기를 구매하는 하나의 동기로 작

용한 것으로 단된다. 한 ‘길들여지다’와 ‘타사제품교

체의향없음’과 강하게 연결되었는데, 이는 앱 서비스의

학습 용이성과 숙련정도가 타사 랜드기기로의 이탈을

막는 환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모

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한 친숙함과학습용이성이 해

당 서비스의 애착을 형성시키기 때문이다[61]. 따라서 서

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이용방법을 쉽게습득하고 익숙

해진다면 삼성페이에 한 충성도로 발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앱을 사용하는 상황과 그 과정을 세 하게

찰하여 사용자 심의 디자인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다섯째, 네트워크분석 결과, ‘편하다’라는 반응이 연결

심성이 가장 높았고 이는 소비자가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 가운데 하나를 표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정 인 반응과 하게연결되어 있었는

데 삼성페이에 한 편리함은 ‘다양한부가서비스’, ‘이용

차간단하다’등의 반응들과 함께 ‘지갑 체가능’으로 이

어졌다. 한 ‘지갑 체가능’과 ‘지갑 체불가’의 매개

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삼성페이의 지갑

체가능여부는 삼성페이에 한 정 는 부정 반응을

연결해주는 요한 매개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이

간편하며 편리하다고 지각하는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지

속 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다는 기존연구[7]의 결

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지갑 체불가’는 ‘이용매

장제한 ’로 이어졌는데, 소비자는 일부 오 라인 매장에

서 결제를 시도했을 때 삼성페이 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삼성페이가 지갑을 완벽히 체할 수 없다고 인지하게

되는 것으로 악된다.

여섯째,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정 인 반응이 반

드시 정 인 결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문하나로결제’는 ‘과소비유발’로 강하게

연결되며, 이는 ‘사용하지 않게 되다’라는 행동으로 이어

지는 경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군집분석에서도 삼성페

이의 기능 문제로 인해 상품구매를 실패했음에도 불구

하고 삼성페이에 해 ‘별로다’라는 상 으로 약한 반

응과 하게 나타났으나, 무 간편한 결제과정으로

인해 제 로 된 의사결정을 거치지 못하고 비합리 소

비를 유발했다는 에서 삼성페이를 ‘사용하지않겠다’는

강한 부정 인 반응을 드러낸 것으로 악된다. 기존연

구[19, 60]에서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편리성은 정

인 감정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자 부정 감정을 완화시

키는 요인으로 밝 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문

결제로 인한 이용편리성은 소비자에게 효용을 제공하지

만 합리 인 구매의사결정을 해함으로써 과소비 충

동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결과를 발견하 다.

이러한 과소비 유발은 기존연구[7]와 같이 결국 삼성페

이 사용에 한 거부로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소비자는

삼성페이를 통한 과소비를 방지하기 해 결제과정에서

다른 결제수단보다 좀 더 신 하게 단하여 구매하는

습 을 들이고 삼성페이 사용 후 자신의 소비패턴을

검해보아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삼성페이가 지닌 장

이 소비자에게 반드시 혜택만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을 인식하고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올바른 소비

를 이끌어 수 있도록 삼성페이의 가계부 기능을 강화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을 스

스로 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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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학문 의의는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바탕

으로 실시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모바일 간편결제 서

비스에 한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보았다는 이다. 모

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한 소비자의인식을 설문조사

는 인터뷰로 근한 기존연구[19, 62]에 비해 본 연구

는 해당 서비스에 한 소비자들의 다양하고도 생생한

반응을 보다 탐색 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한 설문조

사나 심층인터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비해 연구

자의 주 이 배제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분석했기 때문

에 보다 객 성을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에 한

소비경험이 담긴 의견은 소비자들이 모바일간편결제 서

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서

비스가 이를 충족시켰는지, 그리고 서비스의 어떠한

을 개선하면 다른가치를얻을수 있을지 등이소비자

의 언어로 자유롭게 기술된 데이터를 통해 이들의

에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향후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의 마 방향성 도출 략수립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있을 것이다. 나아가추후 속하게 발

하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해소비자가 인지하

는 편익과 비용에 련한 척도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

며,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독립 인 의미를 지닌 의미단

단어를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효과 으로 악했다는

에서 추후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소비자 반

응을 고찰하는 연구에게 한 시가 될 것으로 기

된다.

본연구는 다음과 같은몇 가지 제한 도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는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 기때문에 상

으로 이를 활발히 이용하지 않는노년층의 소비자들

의 의견을 충분히 악할 수 없었다. 한 의견을 언 한

소비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삼성

페이에 한 소비자들의반응이 성별, 연령, 교육수 , 소

득 등에 따라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악할 수없었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바

탕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한다면 이러한차이를 악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가운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삼성페이만을 선정하여연구를 진

행하 으며, 기수용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해 수집기

간을삼성페이서비스가출시된지 약 1년 정도 지난 시

으로 제한하 다. 삼성페이가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 서

비스 가운데 가장 많은 거래액을 기록하여 표 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의 출시로 인해 타서비스에서 나타나는 특성

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의 다른 특징을 지닌

서비스와 비교분석을 한다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한 반 인 소비자반응을 보다 풍부하게 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한 2018년 9월 삼성페이는 로

벌 사용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메뉴의 치와 근 방

식을 개선하여 더욱 직 인 디자인 UI를 제공하여

이에 한소비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 다[63]. 이

러한 개선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삼성페이에

한 부정 반응(디자인/UI불만)은 정 인 반응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분석 상 기간을 확장하

여 이러한 서비스 보편화에 따른 시계열 반응을 비교

분석하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

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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