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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모바일 쿠폰과 멤버십 카드를 통합 으로 리하는 모바일 지갑은 사용 편리성과 경제  

혜택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 의 하나이다. 그러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지갑을 지속 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기 사용자의 증가는 모바일 지갑 서비스 

제공자들이 수익창출을 해 해결해야 할 주요한 문제 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지갑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기간을 늘리기 한 주요 고려사항을 도출하기 해, 모바일 지갑 

사용자의 지속 인 사용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을 이익(Benefit)과 비용(Sacrifice)측면으로 

나 어 종합 으로 분석 가능한 VAM(Value-based Adoption Model)을 용하여 검증하 다. 

연구결과, 이익 측면에서는 유용성, 가치표 , 인지된 보안과 즐거움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 측면에서는 기술의 복잡성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지각된 가치는 지속사용의도와 유의한 계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해 모바일 지갑 서비스 제공자가 단기 사용자를 한 

서비스의 개선  마  시에 기능 측면뿐만 아니라 감성  측면의 요인들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ABSTRACT

Mobile wallet that can keep coupons and membership cards for mobile is one of rapidly 

growing services due to its usability and financial benefit. However, in spite of its rapid 

growth, the increase of users who do not use continuously it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to service providers for making a profit. This study aims to test the effects of factors affecting 

the continuous use intention of mobile wallet based on VAM (Value-based Adoption Model) 

which can analyse them in both benefit and sacrifice aspects, so as to suggest considerations 

to increase the use period of mobile wallet for service providers. The research findings 

supported the hypotheses regarding to the effects of usefulness, value-expression, per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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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and enjoyment in the benefit aspect and technicality in the sacrifice aspect on perceived 

value. In addition, the causal path from perceived value to continuous use intention was 

significant. Th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in marketing or service improvement 

for short-term users by taking account of emotional factors as well as functional factors.

키워드：모바일 지갑, 가치기반이론, 체면민감성, 지속사용의도

Mobile Wallet, Value-Based Adoption Model, Facial Consciousness, Continuous 

Use Intention

1. 서  론

모바일 쿠폰과 멤버십 카드를 통합 으로 

리하여 제품과 서비스 구매 시, 가격 할인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지갑은 사용의 편리함

과 경제  유용함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DIGIECO의 ‘스마트 트 드’ 보고서에 따

르면, 모바일 지갑 이용자는 2012년 159만 명에

서 2013년 691만 명으로 336%로 증가하 다

[28].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일반 카

드사까지 기존 서비스의 확장과 새로운 수익 

모델 확보를 해서 모바일 지갑 서비스를 경

쟁 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지

갑을 지속 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기 사용자

가 35%에 달해[49], 수익창출과 비즈니스 모

델의 성공을 해 가장 우선 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으로 두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지갑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지속 인 사

용을 유도하는 요인들을 악하여 서비스의 

개선과 마 에 극 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VAM(Value-based Adoption 

Model) 이론을 용하여 모바일 지갑 사용자의 

지속 인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고자 한다. 모바일 지갑 사용자는 모바일 

쿠폰을 제시할 때 창피함과 같은 감정  비용 

요소를 느끼기 된다[3]. 그러므로 서비스를 사용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측면의 요인 외에 비용 

측면의 요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 사용에 향을 주는 지각된 가치의 선행

요인을 이익과 비용측면에서 종합 으로 고려

한 VAM은 본 연구에 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모바일 지갑 연구는 모바일 지갑의 

용 기술 소개와 정보보호 기술 등 기술  측면

의 연구에 한정되어 있고[22, 33], 모바일 지갑 

사용자의 행 와 련된 연구는 거의 이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처음으로 VAM 

이론을 용하여 모바일 지갑 사용자의 지속사

용의도를 분석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그

리고 본 연구결과는 단기 사용자의 사용 기간을 

늘리기 한 마   기능 개선 시, 모바일 

지갑의 기능  측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감성

 측면의 고려요인까지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나아가 휴면 고객의 모바일 지갑 재사

용을 유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모바일 지갑의 

지각된 가치에 향을 미치는 이익과 비용 측면

의 향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모바일 지갑

의 지각된 가치가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치

는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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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Components in Mobile Wallet Business

2. 이론  배경

2.1 모바일 지갑

모바일 지갑(mobile wallet)의 정의는 명확

하지 않으며 주로 근거리 무선통신시스템

(NFC)을 통해 지불결제를 할 수 있는 자지갑

(electronic wallet)으로 정의되고 있다. Amoroso 

and Magnier-Watanabe[2]는 과 지폐 형

태가 아닌 자  채 을 통해 결제를 하는 모

바일 지불 도구로 정의를 하고 있으며, Ma et 

al.[33]은 모바일 서비스에 이용하는 개인 ID, 

지불 정보, 개인정보들을 안 하게 통합․ 리

하여,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랫폼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

일 지갑이 결제 도구로서보다는 멤버십 카드와 

할인 쿠폰을 보 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는 

에서 “ 라스틱 멤버십 카드나 종이로 된 쿠

폰을 가상의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통합․

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모바일 지갑을 정의

하 다. 시장조사 문기  엠 인트 드모

니터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국 만 19

세～44세 성인남녀 1,000명을 상으로 실시한 

“2013 모바일 지갑 이용 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체 81%가 ‘모바일 지갑’을 인지하고 

있을 만큼 스마트폰 이용자의 일반  이용 서

비스로 조사되었다. 재 모바일 지갑을 이용

하고 있는 사람들은 카드를 다 챙기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67.4%)을 가장 큰 이용 이유로 

꼽았으며, 포인트 립이 편하고(52.6%) 지갑이 

가벼워져서 사용한다(43.5%)는 응답도 많아 

‘간편함’과 ‘편리함’이 모바일 지갑의 장 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사용하기가 왠지 번거로울 

것 같고(31.2%), 해킹 등의 보안 험에 한 

우려(30.5%) 등이 모바일 지갑을 사용을 꺼리

게 만드는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18].

모바일 지갑 비즈니스는 <Figure 1>과 같이 

이동통신사에서 모바일 지갑 애 리 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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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여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들을 연결하는 

구조를 가진다. 고객은 모바일 지갑을 통해 다

양한 라스틱 카드를 간편하게 통합 으로 

리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가격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모바일 지갑이 

새로운 고  홍보 채 이자 라스틱 카드

를 체할 수 있는 채 이기도 하며, 자사의 서

비스와 련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  제안

하는 채 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지갑을 제

공하는 이동통신사는 고  카드 발 을 통한 

신규 매출을 창출할 수 있으며, 치기반 정보

를 제공하여 추가 인 매출을 기 할 수 있다. 

모바일 지갑은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개별 으로 리

되던 모바일 쿠폰과 멤버십 카드를 통합․ 리

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명

한 소비자로서의 가치표 과 같이 기존의 두 

서비스가 가지고 있던 특성들을 갖게 되며, 쿠

폰 사용에 따른 창피함과 같은 체면 민감성 

한 느끼게 된다.

2.2 가치기반 수용이론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 는 

UTAUT(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를 활용한 신규 기술 수용에 

한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기술 사용으로 얻게 

되는 이익(Benefit)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다. 그

러나 기술 수용으로 사용자가 얻게 되는 가치는 

이익측면 외에 비용(Sacrifice)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24, 38, 48, 50]. 

Kim et al.[27]은 Zeithamal[50]의 지각된 가치에 

기반하여 새로운 기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을 모두 고려한 가치기반수용이론

(Value-based Adoption Model : VAM)을 제안하

다.

Zeithamal[50]의 연구에 따르면 지각된 가치

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

에서 지불한 가격을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노력과 시간이라는 희생 측면을 고려하여 

얻게 되는 모든 이익과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

서, 지각된 가치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를 구매할 때 얻은 이익과 그것을 이용하기까

지 혹은 이용하면서 감수해야 할 비용의 총합

이라고 할 수 있다. 

Kim et al.[27]은 <Figure 2>와 같이, VAM 

모형에서 지각된 가치에 한 선행변수를 이익

과 비용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익 측면의 

변수는 ‘유용성’과 ‘즐거움’이고, 비용 측면의 변

수는 ‘기술노력’과 ‘지각된 비용’이다. 유용성은 

정보기술이 업무에 유용하다고 믿는 정도로 정

의되며[14, 27], 모바일 지갑이 유용하다고 믿는 

사용자들은 모바일 쿠폰과 멤버십 카드를 개별

으로 사용할 때보다 모바일 지갑을 이용하여 

통합 으로 리  사용하는 것이 더 실용

이라고 인식한다. 즐거움은 정보기술을 사용하

면서 느끼는 기쁨의 정도로 의미하며[15, 27], 

모바일 지갑의 사용자들은 종이나 라스틱으

로 되어있는 실제품보다 모바일 기반의 가상

제품을 사용하면서 재미나 즐거움 등을 느끼게 

된다[8]. 기술노력은 사용자가 정보기술을 사용

하면서 요구되는 신체 , 정신  노력의 정도

를 의미하며,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할 때 사용

자가 느끼는 기술의 복잡성과 유사하다[27]. 이

러한 기술의 복잡성은 모바일 지갑이 로딩되는 

시간  비용과 정신  노력을 유발하는 표  

요인이다. 지각된 비용은 사용자가 정보기술을 

사용할 때 드는 비용의 정도를 의미한다[27].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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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Value-based Adoption Model

지만, 부분의 모바일 지갑은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

지 않았다.

특정 서비스에 한 이익과 비용 측면을 함

께 고려한 사용자의 지각된 가치는 수용의도에 

향을 다. Byun and Seo[6]은 호텔서비스에 

한 사용자의 행동의도에 한 연구에서 지각

된 가치는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주요한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 으며[6], Han and Lim[20]

은 지각된 수용가치와 U-commerce 수용의 유

의  계를 검증하 다[20].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지갑의 수용에 한 

연구가 아닌, 실제 사용자들을 상으로 한 지

속 사용에 한 연구를 목 으로 하기 때문에, 

수용의도 신 지속된 사용의도를 용하 다.

2.3 모바일 지갑의 가치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모바일 지갑의 인지된 가치에 향을 주는 

이익 측면의 선행 요인으로는 기존의 유용성과 

즐거움에 더하여 경제성, 가치표 , 인지된 보안

을 추가로 고려하 다. 사용자는 모바일 쿠폰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즉시 인 할인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인 혜택을 받게 

된다[23]. 따라서 모바일 지갑에서도 경제성은 

지각된 가치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다. 

한, 사용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

정에서 모바일 쿠폰을 즉각 으로 제시하여 시

간과 노력을 게 들임으로써, 명한 소비자로 

비춰지는 심리  가치를 얻게 된다[8, 30]. 이러한 

심리  가치를 가치표 이라 하며, 모바일 지갑 

환경에서도 가치표 은 지각된 가치를 증가시

키는 요한 요인이다. 

정보기술이 보안 측면에서 안 하다고 인식

하는 것은 해당 정보기술의 수용  사용의 

요한 고려사항이다[43]. 모바일 지갑은 사용자

의 다양한 멤버십 카드 정보와 포인트 사용 내

역, 개인의 ID와 패스워드 등 요한 정보들을 

장  보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모바일 지

갑을 사용할 때, 개인의 정보가 안 하게 보호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인지된 보안’은 지각된 

가치에 주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의 VAM 모형에서 제시하는 기술의 복

잡성 외에, 모바일 지갑의 지각된 가치에 향

을 주는 비용 측면의 추가 요인으로는 라이

버시 염려, 체면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용

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

공할 경우 라이버시 침해에 한 우려가 높

아지게 된다[2, 32]. 따라서, 사용자에게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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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search Model 

정보를 제공하기 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

바일 지갑 환경에서도 라이버시 염려는 지각

된 가치에 부정  향을 미치게 된다. 한 일

반 으로 쿠폰을 사용할 때 소비자는 부끄러움

이나 체면에 한 상실감 같은 부정  감정을 

느끼게 되어 쿠폰 사용을 자제하게 된다[3]. 그

러므로 모바일 지갑에서도 체면 민감성은 지각

된 가치에 주요한 부정  향 요인이다.

3. 연구 모형  가설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모바일 지갑 사용자의 지속사용

의도를 연구하기 하여 VAM 모형의 사용의

도를 지속사용의도로 변경 용하 다. 한, 

모바일 지갑의 지각된 가치의 선행요인으로 

기존 VAM 모형에서 제시한 ‘유용성’과 ‘즐거

움’, ‘기술의 복잡성’에 더하여, ‘경제성’, ‘가치

표 ’, ‘인지된 보안’을 이익 측면의 향요인으

로, ‘ 라이버시 염려’와 ‘체면 민감성’을 비용 측

면의 향요인으로 추가 용하 다. 기존 VAM 

변수들이 일반 인 정보기술 환경의 특성을 

반 한 변수라면, 새롭게 추가된 변수들은 모

바일 환경과 모바일 지갑 서비스의 특수성을 

반 하고 있다. 즉 모바일 환경으로 인한 보안

이나 라이버시 문제를 반 하는 변수들로는 

‘인지된 보안’과 ‘ 라이버시 염려’를 고려하

고, 쿠폰과 멤버십 카드를 통합해서 리하는 

모바일 지갑에 특화된 변수들로는 ‘경제성’, ‘가

치표 ’과 ‘체면 민감성’을 포함하 다.

3.2 연구 가설

3.2.1 VAM에 기반한 지속사용의도의 선행요인

VAM 이론은 다양한 정보기술에 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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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수용의도를 지각된 가치를 심으로 확인

하고자 하는 연구들에서 활용되고 있다. Kim 

et al.[26]은 기업의 Cloud Computing 서비스 

도입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VAM 

모델의 지각된 가치가 클라우드 도입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 다. Han et al.[21]은 

스마트폰의 지각된 가치와 지속사용의도에 

한 연구에서 VAM 모형의 4개의 독립변수(지각

된 품질,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희성, 지각된 

비용)가 지각된 가치에 향을 주고, 지각된 가치

가 지속  사용의도와 유의한 계를 갖는 것을 

검증하 다. 유용성은 정보시스템 분야의 기술 

수용에 한 다양한 연구에서 요한 선행요인

으로 검증되었으며[34, 47], Pedersen et al.[40]은 

모바일 인터넷의 유용성이 사용자의 수용에 있

어서 핵심 향 요인임을 확인하 다. 그리고 

Davis et al.[15]은 유용함 외에 즐거움과 재미가 

기술 수용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

하 으며, Kim et al.[27]은 모바일 인터넷의 수용

의도 연구에서 유용성과 즐거움이 인지된 가치

의 주요한 향 요인임을 제시하 다. Lee et 

al.[31]은 자책의 사용의도 련 연구에서 지각

된 가치에 향을 주는 환비용의 선행요인으

로 기술의 복잡성을 확인하 으며, 지각된 가치

가 사용의도에 향을 주는 것을 검증하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2 : 유용성은 모바일 지갑의 지각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5 : 즐거움은 모바일 지갑의 지각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7 : 기술의 복잡성은 모바일 지갑의 지각된 

가치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H9 : 지각된 가치는 모바일 지갑의 지속사용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경제성

경제성이란 모바일 쿠폰의 경제  편익을 

지각하는 정도로 쿠폰을 통하여  혜택

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한다[22]. Shimp and 

Kavas[46]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  편익에 

한 지각이 높은 소비자가 경제  가치를 극

화하기 하여 쿠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고 하 으며, Reibstein and Traver[41]는 쿠폰 

할인율이라는 경제  가치가 쿠폰 사용의도에 

요한 요인이라고 검증하 다. 한, Park 

and Kim[39]은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의 서비

스특성  하나인 경제성이 지각된 가치에 유

의한 향을 미친다고 검증하 다. 따라서, 모

바일 지갑의 경제성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1 : 경제성은 모바일 지갑의 지각된 가치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3 가치표

가치표 이란 사용자가 쿠폰을 이용하는 과

정에서 시간과 노력을 게 들여 생산성을 높

임으로서 자신을 더욱 명한 소비자로 보이

게 만드는 것으로 정의된다[8]. Jeong et al.[23]

은 기존 종이쿠폰이나 라스틱 카드가 아닌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사용함으로

써 사용자는 흥미와 같은 심리  가치를 느낀

다고 하 다. Lichtenstein et al.[30]은 소비자

들이 쿠폰을 사용할 때 받는 자부심과 같은 가

치표 이 가치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따라서, 모바일 지갑의 가치표 이 지각된 가

치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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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 가치표 은 모바일 지갑의 지각된 가치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4 인지된 보안

인지된 보안이란 개인이 정보기술을 통하여 

요한 정보를 달할 때 보안 측면에서 안

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43]. Na and 

Suh[37]은 인터넷 쇼핑몰의 사이트 특성 에 

하나인 보안성이 지각된 쇼핑가치에 유의한 

향을 다고 검증하 으며, Kim and Bae[25]은 

인터넷 오 마켓에서 인지된 보안이 지각된 가

치에 유의한 향을 다고 검증하 다. 따라

서, 모바일 지갑의 인지된 보안이 지각된 가치

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4 : 인지된 보안은 모바일 지갑의 지각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5 라이버시 염려

라이버시 염려란 사용자의 정보기술 수용

에 있어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라이버시

의 침해에 한 우려를 의미한다[32]. Cespedes 

and Smith[7]는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라이버시를 침해할 가

능성이 있으며, 라이버시에 해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

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하 다. 즉, 

라이버시 침해에 한 우려가 높을 때, 사용

자들은 서비스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따

라서, 모바일 지갑의 라이버시 염려가 지각

된 가치에 부정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

정할 수 있다.

H6 : 라이버시 염려는 모바일 지갑의 지각

된 가치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6 체면민감성

체면민감성이란 일상생활에서 체면에 해 

얼마나 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의미한다[13]. 

Ashworth et al.[3]의 모바일 지갑 사용의도에 

한 연구에서 쿠폰을 제시함에 따른 체면 상실

을 매우 요한 심리  변수로 제시하 고, 사용

자의 체면 상실  자신의 인상을 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임을 검증하 다. Seo et al.[45]의 연구는 

체면민감성이 높은 사용자는 몰입이나 즐거움 

같은 경험  가치를 게 느끼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모바일 지갑의 체면 민감성이 지각된 

가치에 부정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8 : 체면민감성은 모바일 지갑의 지각된 

가치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연구 변수의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환경에 맞는 변수들을 설정하 으며, 

이 게 설정된 각 변수들의 측정항목의 내용타

당성을 확보하기 해 기존 선행 연구에서 타

당성이 검증된 문항들을 선별하 다. 각 측정

항목들의 문항 수와 출처는 아래의 <Table 1>

에 요약되어 있다. 한 모든 변수들은 Likert 

7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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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variables
Measurements Sources

Economic

Value

1. I think that a mobile wallet can save money.

2. I think that a mobile wallet helps me to have economic benefits.
[17, 36]

Enjoyment

1. I feel that using a mobile wallet is fun.

2. I think that using a mobile wallet is enjoyable. 

3. I think that using a mobile wallet is interesting.

4. I don’t feel tedium while using a mobile wallet.

[1, 12]

Usefulness

1. I can rapidly achieve my purpose through a mobile wallet.

2. A mobile wallet helps me carry out effectively my tasks.

3. In general, a mobile wallet is useful.

[5, 14, 

27]

Value-ex-

pression

1. When I use a mobile wallet, I believe that I am a wise consumer.

2. When I use a mobile wallet, I feel a satisfaction.

3. When I use a mobile wallet, I am proud.

4. When I use a mobile wallet, I think that I am a smart consumer.

[8, 44]

Perceived

Security

1. A mobile wallet is safe.

2. I have confidence in a mobile wallet.
[29]

Privacy

Concern

1. I worry about my personal information when I use a mobile wallet.

2. I am concerned about my personal information used for different purposes 

when I use a mobile wallet.

3. When I use a mobile wallet, I worry about my personal information that 

other companies are used.

4. When I use a mobile wallet, requesting my personal information bothers me.

5. I am sensitive to provide my personal information.

[9, 35]

Technicality

1. It is difficult to connect rapidly with a mobile wallet for me.

2. A mobile wallet is slowly operated. 

3. A mobile wallet has many errors. 

[14, 16]

Facial

Consciousness

1. When I use a mobile wallet, I am sometimes conscious of other people’s eyes.

2. When I use a mobile wallet, I am sometimes concerned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of me.

3. When I use a mobile wallet, I am conscious of other people’s eyes.

4. When I use a mobile wallet, I am aware of other people’s evaluation.

5. I hesitate occasionally to use a mobile wallet due to my face.

6. When I use a mobile wallet, I am occasionally concern about what other 

people evaluate me.

[4, 13]

Perceived

Value

1. A mobile wallet is more valuable than my efforts for it.

2. A mobile wallet is more valuable than my time spent for it.

3. It is generally worth to use a mobile wallet.

[10, 27]

Continuous

intention to 

use

1. I will use continuously a mobile wallet.

2. I want to use continuously a mobile wallet.

3. I will frequently use a mobile wallet.

[5, 42]

<Table 1> Measurements of Lat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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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료 수집  표본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재 모바일 지갑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한 이 있는 20  이

상의 개인을 상으로 인터넷 설문으로 실시

하 으며, 총 200명의 데이터가 최종 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결과 분석에 사용된 표본

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아래의 <Table 2>

와 같다.

Attributes
Freq-

uency

Percent-

ages

Gender
Male 71 36%

Female 129 64%

Age

20～29 153 76%

30～39 34 17%

40～49 9 5%

50～59 4 2%

Job

Student 110 55%

Employed 65 33%

Homemaker 7 3%

others 18 9%

Use 

period of 

mobile 

wallet 

under 6months 90 45%

under a year 58 29%

under a year and 

a half
30 15%

under two years 11 6%

under three years 11 6%

The 

number 

of a 

mobile 

wallet 

use

more than once a 

day
21 10%

more than once a 

few days
59 30%

more than once a 

week 
56 28%

more than once a 

few weeks
26 13%

more than once a 

month
38 19%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5. 데이터 분석  가설 검증

5.1 측정항목의 분석

본 연구는 연구 모형에 한 통계  분석을 

해 SmartPLS 2.0 로그램을 사용하 다. 

PLS 방식은 공분산기반 구조방정식(LISREL, 

AMOS 등)과 달리 표본의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 으로 은 표본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계수 추정보다는 측에 강 이 있다. 

따라서 엄격한 이론 모형의 검증보다는 탐색  

연구 모형의 분석에 주로 사용되므로[18], 모바

일 지갑의 특수성을 고려한 탐색  연구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PLS를 사용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PLS 분석을 한 

최소 표본 수의 기  에서 ‘가장 많은 측정항목

을 가진 변수의 측정항목 수의 10배’라는 기 이 

많이 사용되는데[18], 본 연구에서는 체면 민감

성의 측정항목이 6개이므로, 본 연구의 표본수인 

200개는 합하다.

측정항목의 수렴 타당성은 요인 재치, 평

균분산추출(AVE)과 합성신뢰도(composite re-

liability)로 평가된다[11]. 일반 으로 요인 

재치와 평균분산추출은 0.5 이상이면 집 타당

성이 있으며, 합성신뢰도가 0.7 이상이면 내

일 성과 집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19]. 별타당성은 일반 으로 각 잠재 변

수의 측정 항목들의 개별요인 재치가 교차

요인 재치(cross loading)보다 높아야 하고, 

각 연구 변수의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이 

다른 개념과의 상  계수들보다 커야 한다[11, 19].

SmartPLS 2.0을 사용하여 확인  요인분석

(CFA)을 한 결과, <Table 3>처럼 연구 변수

의 모든 측정 항목들의 요인 재치가 0.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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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variable Measurements Std.loading AVE CR Cronbach’s α

Economic Value
ECO1 0.95

0.92 0.96 0.90
ECO2 0.96

Enjoyment

ENJ1 0.94

0.85 0.96 0.91
ENJ2 0.94

ENJ3 0.94

ENJ4 0.87

Usefulness

USE1 0.88

0.78 0.91 0.83USE2 0.88

USE4 0.88

Value Expression

VEX1 0.94

0.87 0.96 0.93
VEX2 0.93

VEX3 0.94

VEX4 0.92

Perceived  

Security

PSE1 0.91
0.88 0.94 0.81

PSE2 0.96

Privacy Concern

PRC1 0.90

0.79 0.95 0.94

PRC2 0.92

PRC3 0.92

PRC4 0.87

PRC5 0.83

Technicality

TEC2 0.91

0.75 0.90 0.77TEC3 0.86

TEC4 0.83

Facial  

Consciousness

FAC1 0.89

0.85 0.97 0.95

FAC2 0.92

FAC3 0.94

FAC4 0.94

FAC5 0.91

FAC6 0.93

Perceived Value

PVA2 0.95

0.88 0.96 0.93PVA1 0.95

PVA3 0.92

Continuous  

Intention to Use

CIU1 0.98

0.97 0.99 0.98CIU2 0.98

CIU3 0.98

<Table 3>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s 

이었으며, 모든 연구 변수의 평균분산추출이 

0.5 이상이었고, 합성신뢰도도로 0.7을 넘어 수

렴타당성과 신뢰성 검증되었다. 그리고 각 연

구변수의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이 <Table 

4>처럼 다른 개념과의 상 계수들 보다 커서 

별타당성도 확인되었다.

5.2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이익(Benefit)

과 비용(Sacrifice)측면의 유용성, 가치표 , 인

지된 보안, 즐거움, 기술의 복잡성은 지각된 가치

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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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Variable
Mean S.D ECO USE VEX PSE ENJ PRC TEC FAC PVA CIU

ECO 4.39 1.46 0.96 　 　 　 　 　 　 　 　

USE 5.03 1.14 0.33 0.88 　 　 　 　 　 　 　

VEX 4.61 1.27 0.47 0.61 0.93 　 　 　 　 　 　 　

PSE 4.04 1.16 0.26 0.38 0.37 0.94 　 　 　 　 　 　

ENJ 4.19 1.36 0.29 0.43 0.55 0.27 0.92 　 　 　 　 　

PRC 5.25 1.33 0.02 0.07 0.08 -0.26 0.05 0.89 　 　 　 　

TEC 3.69 1.13 -0.07 -0.02 -0.12 -0.15 -0.09 0.18 0.87 　 　 　

FAC 2.53 1.38 0.15 -0.03 0.09 0.03 0.19 0.10 0.32 0.92 　 　

PVA 4.80 1.13 0.34 0.61 0.64 0.41 0.49 -0.01 -0.23 0.02 0.94 　

CIU 5.06 1.43 0.31 0.67 0.59 0.41 0.41 -0.07 -0.19 -0.07 0.72 0.98

Note) S.D. = standard deviation, C.R. = composite reliability, Diagonals are the square roots of AVE, ECO 

= Economic Value, USE = usefulness, VEX = Value Expression, PSE = Perceived Security, ENJ = 

Enjoyment, PRC = Privacy Concern, TEC = Technicality, FAC = Facial Consciousness, PVA = Perceived 

Value, CIU = Continuous Intention to USE).

<Table 4> Reliability and Validity of Research Constructs 

Note) 
*
 p < 0.05, 

**
p < 0.01, 

***
p < 0.001, N.S. = not significant at the 5% level.

<Figure 4> Structural Model Testing 

며, 경제성, 라이버시 염려, 체면민감성은 지

각된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가치는 모바일 

지갑의 지속사용의도와 유의한 계를 갖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 

한 본 연구모형의 잠재변수들에 한 R스

퀘어 값은 <Fig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

두 0.10을 넘고 있으므로 설명력을 충분히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각 잠재변수들의 

변량에 한 신뢰는 지각된 가치가 56%,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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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도가 52%의 설명력을 가진다.

6. 결론  시사

6.1 결론  토의

본 연구는 증하고 있는 모바일 지갑의 사

용자 수에 비해, 부분이 일회성이거나 단기

인 사용에만 그치는 상에 착안하여, 각종 

쿠폰과 멤버십 카드를 통합․ 리하는 모바일 

지갑에 한 사용자의 지속사용의도와 지각된 

가치에 향을 주는 이익과 비용 측면의 선행

요인들을 VAM 모형을 통해 검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익 측면의 향 요인인 유용성, 즐거움, 

가치표 , 인지된 보안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경제

성은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비용 측면에서는 기술의 복잡성만이 지각

된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고, 라이버시 염려도와 체면민감성이 지각

된 가치에 향을 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가치가 지속사용의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즉 모바일 지갑의 가치는 모바일 지갑의 사

용으로 인한 직 인 경제  혜택보다는 할

인이나 립을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인지하

는 유용성, 모바일 지갑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재미, 명한 소비자로서의 가치표 으로 인해 

상승한다고 할 수 있다. 한 모바일 지갑의 

보안상 안 성이 확보되어야 소비자가 인지하

는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모바일 지갑이 사용하는데 어렵고 불편

하게 인식되면, 지각된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모바일 지갑의 사용으로 인한 

라이버시에 한 염려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

는 체면민감성은 모바일 지갑의 가치를 낮추는 

직 인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VAM 모형의 변수인 유용성, 즐거움, 

기술의 복잡성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향이 

모두 채택된 것으로 볼 때, 모바일 지갑은 아직

까지 일반 인 정보기술 서비스로서 사용자에

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지각된 가치

에 향을 주는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익 측면에서는 경제성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채택된 반면, 비용 측면에서는 기술복잡성만 채

택되고 모바일 지갑에 특화된 변수인 라이버

시 염려와 체면민감성이 모두 기각되었다. 라

이버시 염려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

로 볼 때, 사용자들은 모바일 지갑 사용으로 인

한 라이버시 침해에 해서는 걱정하고 있지

만, 이로 인해 모바일 지갑의 가치를 낮게 평가

하거나 나아가서 지속 인 사용을 포기하는 것

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라이버시 염려와는 상

없이 정보기술 서비스가 주는 혜택에 기반하

여 서비스를 수용하거나 지속 사용하는 라이

버시 패러독스 상이 모바일 지갑 환경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 모바일 지갑의 사용

자에게 라이버시 체면민감성의 평균값이 가

장 낮은 것으로 볼 때 쿠폰과 멤버십 제도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에게 모바일 지갑의 사용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6.2 시사

본 연구는 사용자가 지각하는 모바일 지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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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에서 이익 측면뿐만 아니라 비용 측

면의 향 요인까지 고려하는 VAM(Value-

based Adoption Model)을 처음으로 용하 다. 

기존 IS(Information System)분야 연구에서는 

유용성, 편리성, 즐거움, 경제성 등과 같이 사용

자가 기술사용으로 얻게 되는 이익 측면의 요

인들을 주로 고려했지만[14, 15, 27, 34, 39, 40, 

41, 46, 47], 본 연구에서는 비용 측면의 요인들

까지 함께 고려함으로써 모바일 지갑에 한 

사용자가 느끼는 종합 인 가치에 해 새로운 

근법을 제시하 다는 에서 학문  시사

을 갖는다.

본 연구의 실무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모바일 지갑의 유용성이 지각된 가치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모바일 지갑

을 사용하여 쿠폰과 멤버십 카드를 통합 으로 

리  사용하는 것이 효율 이라는 것을 고

객들에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를 들어 멤

버십 카드의 휴면고객을 활성화하기 한 방안

으로, 모바일 지갑의 유용성을 주요한 마  

소재로 활용 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다. 둘째, 

모바일 지갑의 가치표 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용

자가 모바일 지갑을 사용할 때 명한 소비습

을 가진 사용자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킬 필요

가 있다. 를 들어 모바일 지갑에서 쿠폰과 멤

버십 카드로 받은 총 할인 액을 보여 으로

써 사용자 스스로 명한 소비 활동을 하고 있

다는 자부심을 심어  수 있다. 셋째, 모바일 

지갑의 인지된 보안이 지각된 가치와 유의한 

계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므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안 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인식을 

사용자가 갖게 하는 것이 요하다. 객 인 

보안지표에 의해 해당 서비스에 한 보안 안

상태를 모바일 지갑 UI에 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마다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는 것도 고객이 지각하는 보안성을 강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넷째, 모바일 지갑의 즐거움

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했다. 따라서, 모바일 지갑을 사용자가 

이용할 때 개인의 즐거움을 기능  요소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통 인 선형 바

코드 형태에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 장식 등을 

삽입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용함으로써 

기존 서비스와는 다른 즐거운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지갑의 기술 복잡

성이 지각된 가치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것

으로 검증됨에 따라,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

한 직 인 UI나 설치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를 들어, 모바일을 활용한 소비활동이 많아

질수록 모바일 지갑에서 리되는 쿠폰과 멤버

십 카드도 증가하게 됨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쿠폰과 멤버십 카드를 자동으로 가장 상 에 

치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의 복잡성을 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한계 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

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모바일 지갑의 

가치에 향을 주는 요인들의 세 한 분석을 

해서는 향요인들 간의 비교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각 변수들 간의 향강도를 비교

함으로써 모바일 지갑의 가치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확인과 한 응 방안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설문 상자가 

주로 20 , 30 의 학생에 편 되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

다. 모바일 지갑이 다양한 연령 와 직업군에

서 사용되고 있는 을 고려했을 때, 향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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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설문 상자의 연령층과 직업군을 다양

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지갑을 지속 으로 사

용하는 데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하여, 이익 측면과 비용 측면을 동시에 고려

한 VAM 모형을 용하여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모바일 지갑 서비스 제공자가 

충성도 높은 고객을 유지하고 안정 인 수익을 

확보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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