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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모바일 심의 라이  스타일이 확산되면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뱅킹, 쇼핑 등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한 최근 융과 IT기술이 결합된 신조어인 

Fintech(Financial + Technology)의 등장과 함께, IT기반의 융시장은 더 확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지 결제 수단으로서의 모바일 신용카드에 한 기업  국가  차원의 

심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실제 인 확산  이용은 낮은 수 에 있다. 이러한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신용카드 이용  확산을 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악하기 

하여 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과 후기수용모형(Post Acceptance Model)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 다.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인지된 용이성, 이미지, 합성, 진의 4가지 요인이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 모바일 신용카드에 한 사용자 만족은 모바일 신용카드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집단 간 비교연구에서는 라스틱 신용카드보다 

모바일 신용카드 이용 액이 많은 집단에서 진이 사용자 만족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 으로 모바일카드 이용 액이 은 집단에서는 인지된 용이성과 이미지가 

사용자 만족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모바일 신용카드 활성화를 

한 정부  기업의 마 에 있어서의 략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 하며, 한 

상 으로 부족한 모바일 신용카드 연구에 기 단계 연구로서의 가치를 지닐 것으로 기 한다. 

ABSTRACT

Due to the mobil-centered lifestyle following the wider use of Smartphones, Mobile 

services, including mobile banking and mobile shopping business have increased rapidly. 

Also with the emergence of “Fintech”, which finance combined with technology, IT based 

financial market is going to be highly promising. In this trend, interests mobile credit 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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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increasing. But diffusion of the mobile credit card services is still in the low level. In 

this situation,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ing satisfaction and continuous usage intention 

on mobile credit card, this study applied innovation diffusion theory (IDT) and post 

acceptance model (PAM). To conducting this research, survey data were collected, and we 

used SmartPLS to analyze survey data. As a result of the study, perceived easy of use, 

image, compatibility and facilitation positively affect user’s satisfaction in mobile credit cards 

and that such satisfaction have a positive impact on continuous intention to use. The 

facilitation influences user satisfaction more strongly for those who use mobile credit cards 

more than plastic credit cards. Also, perceived of use and image influence user satisfaction 

more strongly for those who use plastic credit cards more than mobile credit card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be a guideline for credit card service providers and policy 

makers to invigorate mobile credit card business. Also it worths as a early-stage research 

on Fintech-related studies.

키워드：모바일 신용카드, 신확산이론, 후기수용모형, 핀테크

Mobile Credit Card, Innovation Diffusion Theory, Post Acceptance Model, Fin Tech

1. 서  론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모바일 심의 라이

스타일이 확산되면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뱅킹, 쇼핑 등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지 결제 수단으로서의 

모바일 신용카드에 한 통신사  신용카드

사의 심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융과 기술이 결합된 신조어인 Fin Tech[ 융

(Financial) + IT(Technology)]의 등장과 함께, 

IT기반의 융시장은 더 확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련 정책  산지원

을 통해 핀테크 시장을 확 하기 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기업인 애 은 

애 페이를 출시하 으며, 국내 인터넷 포탈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페이를 출시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Fintech 

서비스 확산의 일환으로 모바일 신용카드 발

  이용 활성화에 나섰다. 먼  모바일 신용

카드 카드 발  활성화를 해 발 제도를 개

선하 으며, NFC 결제를 한 NFC 탑재 단말기

와 모바일 결제 비 을 2015년까지 각각 60%와 

70%로 확 할 계획을 발표하 다[19].

이처럼 기업  정부기 에서 모바일 신용카

드 활성화를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

제 인 확산이나 이용은 낮은 편이다. DMC에

서 발표된 소비자 동향조사 자료[13]를 보면, 모

바일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자 만족이 모바일 

융서비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고(41.2%), 

지속사용의도(3.7%)  추천의향(36.1%) 한 

낮은 문제 을 갖는다. 

따라서, 모바일 신용카드의 확산  비즈니스

의 성공을 해서 모바일 신용카드 사용자 만족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

sion Theory)과 후기수용모형(Post Accep-

tance Model)을 기반으로 모바일 신용카드 사

용자 만족  지속사용의도에 한 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재 모바일 신용카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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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낮은 사용자 만족  지속사용의도의 문

제 을 고려하 을 때, 사용자 만족을 매개로 

하여 지속사용의도를 고려한 후기수용모형은 

모바일 신용카드가 가지고 있는  이슈에 

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에 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추가 으로 모바일 신용카드의 소

비자 이용경험(7.3%)[13] 한 낮게 나타나고 

있어 기단계의 비즈니스에서 확산이 성공에 

요한 요인으로 보고, 확산에 한 요인을 살

펴보고자 신확산이론을 도입하 다. 

<Figure 1> Consumer Survey on 

Mobile Payment[13]

기존 모바일 신용카드의 선행연구의 경우 

기술구 을 한 기술연구[2, 15, 21]  사용의

도 연구[10, 23, 26]에 한정되어 있으며, 비즈니

스의 존속에 필수 인 사용자 만족  지속사

용의도를 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기단계에 있는 모바일 신용카

드 비즈니스에서 확산에 기반 한 사용자 만족 

 지속사용요인을 고려함으로서, 비즈니스의 

지속 인 성장을 한 측면까지 제시할 수 있

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 본 연구에서는 이용비율을 기 으로 

라스틱 신용카드에 비해 모바일 신용카드를 상

으로 더 많이 이용하는 집단과 게 이용

하는 집단을 구분하고,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향 변수를 심으로 비교 연구를 진행하 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신용카드 고객을 세분시장을 

구별하고, 상 으로 모바일 신용카드 이용비

율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향요인을 비

교하여, 세분화된 고객을 상으로 한 효과

인 마 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기수용모형과 신

확산이론을 통해 도출된 변수를 바탕으로 첫

째, 모바일 신용카드의 사용자 만족에 향을 

미치는 향요인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모바일 

신용카드의 사용자 만족과 지속사용의도 간의 

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모바일 신용카

드 사용자 만족에 있어서 모바일 신용카드 이

용비율 별 향요인의 차이가 있는가?”를 집단 

간 비교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바일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하며 기업에 략  가이드

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  배경

2.1 모바일 신용카드

모바일 신용카드란 기존의 라스틱 카드로 

존재하던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휴 화 

칩 속에 내장하여 신용카드와 같이 결제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하며,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장

비의 도움을 받아 상품  서비스를 결제하기 

해 이용되기도 한다[11]. 모바일 신용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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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편리성과 이익을 고객에게 가져다주기

도 한다[12]. 모바일 신용카드 사용의 장 으로

는 라스틱 신용카드에 비해, 다양한 암호화/

보안 기술의 용이 가능하여 보다 안 한 거

래를 가능  하는 장 이 있다. 아울러, 실물 

카드의 변경 없이 소 트웨어의 수정만으로도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

도 릴 수 있다[26]. 기존의 모바일 신용카드

의 경우 모바일 결제를 한 NFC(Near Field 

communication)단말기가 설치된 가맹 만을 

상으로 사용이 한정되어 있어 결제 인 라

의 제약으로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기존 카드단말기의 제약 없이 결재가 가

능한 기술이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어 출시

됨에 따라, 사실상 결제 인 라 제약이 사라져 

편의성과 다양한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신용카드가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2 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신확산이론은 주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확산과정을 분석하는 이론  기반으로 신확

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IDT)은 

사람들의 기술의 채택행동을 이해하기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이  Moore와 

Benbasat는 신확산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기술 신의 수용에 한 측정도구를 제시

하 다[24]. Moore와 Benbasat의 연구에서는 

Rogers가 언 한 신 수용에 한 주요한 요

인을 심으로, 정보기술수용에 합한 측정항

목을 개발하여 변수를 추가하 다. 연구를 통

해 제시된 8개의 변수로는 사용용이성(Ease of 

Use), 이미지(Image), 합성(Compatibility), 

가시성(Visibility), 시도가능성(Trialabilitv), 

결과 설명력(Result Demonstrability), 자발성

(Voluntariness), 상  이 (Relative ad-

vantage) 등이다. 사용용이성은 시스템을 사용

하는 것에 물리   정신  노력이 없이도 가

능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미지는 

신 인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에서의 자

신의 이미지나 지 를 올린다고 생각하는 정도

로 정의되며, 합성의 경우 신  상품이 잠

재 인 사용자들의 기존 가치 니즈, 경험 등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가시성

은 신  상품의 이용자들이 신상품이 이용

이 에 뜨인다고 느껴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시도가능성에 경우는 기술을 실제 경험을 가능

한 정도를 의미하며, 결과설명력은 사용한 기

술에 해서 타인에게 설명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상  이 은 해당기술을 이용함으로 인한 상

 편익을 의미한다. 본 이론과 측정항목을 

바탕으로 모바일  융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31,  1,  30]가 진행되었으며 각각

의 변수가 사용의도와 실제사용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3 후기수용모형(Post Acceptance 

Model: PAM)

선행 연구[1, 14, 26]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소비자의 상품에 한 확산과정  지속사용

의도를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며, 

지속사용요인을 고려한 추가 인 요인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이와 같은 배

경에서 Bhattacherjee[5]는 서비스 마  분야의 

기 일치이론(Expectation-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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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earch Model

Theory)과 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수용모델(TAM)

에 이론  토 를 두고, 정보기술 이용자의 수

용 후 행동을 이해하기 한 새로운 모델로 후

기수용모형(PAM: Post Acceptance Model)을 

제안한다.

기존 기술수용모델이 IT 이용이나 수용에 

을 두고 있어 지속사용의도에 한 설명이 

어려운 을 보완하기 하여 제시된 모델이 

후기수용모형이다. 이를 해 Bhattacherjee[5]

는 Oliver[25]가 마  련 분야에서 주장한 

기 와 사용자 만족간의 정  는 부정 인 

일치가 고객의 구매 후 사용자 만족을 이끌어

낸다는 이론을 정보시스템 분야의 지속사용의

도에 용한다. Bhattacherjee는 와 같은 기

일치이론과 기술수용모델을 목하여 수용 

뿐 아니라 지속사용을 설명하기 해 기  충

족도(Confirmation),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사용자 만족(User Satisfaction), 

지속사용의도(Continuous Intention to use) 등 

4가지 요인을 도입하고, 이들 요인 간 상호 향

계에 을 둔 연구 모형을 수립한다.

해당 모형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분야의 선행

연구로는, Hong et al.[17]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연구에 후기수용모형을 도입하 으며, 

모바일 결제를 주제로 한 Schike et al.[29]의 

연구에서는 후기수용모형을 기반으로 성, 

인지된 보안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사용자 만족

간의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 다. 후기수용모

형은 정보기술 분야  모바일 분야의 선행연구

에서 용되어 활용되어 왔으며, 모바일 신용카

드의 사용자 만족  지속사용의도가 낮은 재

의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 만족  지속

사용의도로 이어지는 후기수용모형을 본 연구

에 합한 모형으로 보고 연구에 용하 다.

3. 연구 모형  가설

3.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 인 모바일 신용카드 확산  

지속사용에 미치는 향요인을 알아보기 하

여 신확산이론과 후기수용모형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 다. 모바일 신용카드의 사

용자 만족의 선행요인으로는 기존 신확산이

론에서 제시한 인지된 유용성, 이미지, 합성, 

가시성을 변수로 구성하 으며, 본 연구는 모바

일 신용카드 이용의 기 연구로서 패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조사 상을 모바일 신용카드 사

용경험이 있는 신용카드사 직원 상으로 진행

하 다. 본 과정에서 신용카드사 직원의 경우 

모바일 카드에 한 지식이 이미 학습된 상태

로, 모바일 신용카드에 한 이해 정도를 측정

하는, 결과설명력은 제외하 으며, 기술의 근

가능성을 의미하는 시도가능성 한 상 으

로 사내  주변의 모바일 신용카드 인 라가 

잘 갖추어진 패 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서는 제외 하 다. 추가 으로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진을 사용자 만족의 선행요인으로 추가

하 다. 사용자 만족과 지속사용요인의 가설은 

후기수용모형(PAM)을 바탕으로 구성하 다. 

연구모델은 다음의 <Figur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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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가설

3.2.1 신확산이론(IDT)에 기반한 사용자 만

족의 선행요인(인지된 용이성, 이미지, 
합성, 가시성)

Rogers[27]가 제시한 신확산이론(IDT)은 

새로운 정보기술에 한 사용자들의 도입과 확

산과정을 분석하기 한 이론  토 를 제공하

으며 새로운 신 상품이 도입되었을 시에 

사람들의 기술의 채택행동을 이해하기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신확산이론을 

기반으로 한 Moore and Benbasat[24]의 연구에

서는 인지된 용이성, 이미지, 합성, 가시성 등이 

IT 신수용에 핵심 향요인임을 검증하 다. 

각각의 변수들에 한 표 인 선행연구들을 

찾아보면, 연구에서 인지된 용이성은 새로운 

정보기술 수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모바일 뱅킹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28]에서는 이용자의 인지된 이용용이성

이 이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을 검증

하 다. 국 모바일 통신시장을 주제로 한 Lai 

et al.[22]의 연구에서는 이미지가 사용자 만족

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 다. 

Wu and Wang[34]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상거

래를 주제로 이용용이성, 합성이 실제  사

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 다. 모

바일 뱅킹의 사용자 만족에 한 연구[28]에서

는 업무 합성, 신성, 고객가치 등이 사용자 만

족에 유의한 향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

바일 뱅킹 수용을 연구한 Karjaluoto et al.[18] 

연구에서는 가시성이 모바일 뱅킹 사용  지

속사용의도에 양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럼 정보기술  모바일 융 분야의 선행

연구에서 인지된 용이성, 이미지, 합성, 가시

성 등이 사용자 만족  지속사용의도, 기술수

용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 모바일 신용카드의 인지된 용이성은 모

바일 신용카드에 한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 모바일 신용카드에 한 이용자의 이미

지는 모바일 신용카드에 한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3: 모바일 신용카드의 합성은 모바일 신

용카드에 한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4: 모바일 신용카드의 가시성은 모바일 신

용카드에 한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2 진

본 연구에서 진은 사업자(Company)나 정

부(Government)가 모바일 신용카드를 확산시

키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된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정부의 진정책이 융상품 확

산에 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정부는 2011

년 12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 책｣을 

통하여 신용카드 심의 시장을 체크카드 

심으로 환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하 다. 

이후 후속 책을 통해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

을 인하(15%)하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30%) 등을 통해 극 으로 체크카드 활성화

를 유도한 결과, 체크카드의 이용 액이 ’12년

(19.3%)에 이어 2013년(13.7%)에도 두 자리 수 

증가세를 기록 하 다. 한 발 장수에서도 

체크카드가 꾸 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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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오히려 감소하며 2013년 처음으로 체

크카드가 신용카드를 역 하기도 하 다[3, 13, 

20]. 이는 정부의 진정책이 융상품 확산에 

있어서 매우 요한 요인임을 증명되었다. Park 

and Ahn[26]의 연구에서는 진조건이 모바일 

신용카드 사용의도에 한 향을 갖음을 

검증하 으며, 기술  환경  인 라가 구축되

기 시작한 시기에 있음을 감안할 때 진조건

은 모바일 신용카드 수용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주요한 요인  하나로 제언하 다 한 

NFC 기반의 모바일 신용카드 수용의도를 연

구한 Tan et al.[32]의 연구에서는 TAM 모델

을 기반으로 연구모델로 구성하여 수용의 

향요인을 검증하 으나, 연구의 한계 에서 정

부지원(Government support)을 추가 인 변

수로 후속연구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H5: 모바일 신용카드 사업자와 정부기 의 

진정책은 모바일 신용카드에 한 사용

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3 후기수용모형에 기반 한 사용자 만족과 

지속사용의도와의 계 

본래 지속사용의도는 수용단계 이후에 발생

하는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행 이다. Bhattacherjee[5]는 고객들의 제품

과 서비스에 한 성공은 수용이 아니라 지속

사용에서 비록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객들

의 서비스에 한 지속사용은 기업의 장기

인 수익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단순

한 서비스 이용보다는 지속사용이 요하다. 

이러한 을 고려하여 Bhattacherjee[5]는 기

충족이론을 기반으로 사용자 만족과 지속사

용의도 간에 미치는 향을 증명하는 후기수

용모형을 정립하 다. Zhou[36]는 모바일 결제

연구에 후기수용모형을 도입하면서 시스템품

질이 사용자 만족에 향을 주며 사용자 만족

이 지속사용에 유의한 향 계에 있음을 증

명하 으며, 후기수용모형을 기반으로 한 Choi

[9]의 연구에서는 모바일뱅킹 연구에 사용자 

만족의 매개효과를 통한 지속사용의도를 확인

하 다. 한 모바일 분야의 선행연구에서도 

사용자 만족  지속사용의도간의 계를 비

즈니스 성공에 주요한 변수로 보았으며, 변수

간의 유의한 계가 검증되어 왔다[9, 26, 29]. 

본 연구에서도 후기수용모형을 기반으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6: 모바일 신용카드에 한 사용자 만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4 가설에 한 모바일 신용카드 이용비율

의 조 효과

IT분야의 선행연구[6, 15, 30]에서는 세분고

객의 특성을 악  비교하기 해서 서비스

의 이용 비율이나 서비스의 경험 수 을 기

으로 그룹을 나 고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

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웹사이트의 수용모델을 

제시한 Castaneda의 연구[6]에서는 인지된 용

이성과 사용의도간의 가설 계에서 인터넷 이

용경험이나 웹사이트 이용경험 수 에 따라 

이용용이성  용이성이 태도에 미치는 향

이 다르게 나타났다. 인터넷에 한 태도를 주

제로 한 Hammond et al.[15]의 연구에서는 이

용수 (Usage Level)을 조 효과로 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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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variables Measurements Sources

Perceived

Ease of use

1 Learning to operate a Mobile credit card(MCC).

[24]

2 Using a MCC is easy way to pay.

3 Using a MCC is simple and obvious.

4 I am good at using a MCC.

5 I believe that it is easy to use MCC,

Image

1 Using a MCC improves my image.

2 Because of my use of MCC, others see me as a more valuable person.

3 People who use MCC are attractive.

4 People who use a MCC have a attractiveness

5 People who have MCC are seen as trend leader 

Compati

-bility

1 Using a MCC is completely compatible with my current situation.

2 Using a PWS is consistent with the way I had used.

3 I think that using a MCC fits well with the way I like to work.

4 Using a MCC fits into my life style.

Visibility
1 MCC are not very visible in my organization.

2 I have seen what other do using than MCC

<Table 1> Measurements of Latent Variables 

량이 많은 사용자와 은 사용자로 그룹을 나

 후 인터넷사용 태도에서의 차이 을 도출

하 다. 온라인상의 인스턴트 메시징(Instant 

Messaging)을 상으로 하는 선행연구[30]에

서는 사회  향요인과 사용의도간의 가설에

서, 유 의 이용경험(Usage Experience)수

을 통해 서비스 이용수  별 이용형태를 악

하 다. 이처럼 IT분야의 선행연구에서는 이

용 비율이나 서비스 경험 수 에 따라 이용의 

만족이나 동기의 향요인의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한 이용

비율이 높은 고객과 낮은 고객의 이용의 만족 

 지속사용의 동기 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스

틱 신용카드 비 모바일 신용카드 사용액 비

율을 기 으로 모바일 신용카드의 이용비율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 고, 변수들 간

의 가설 계에 이용비율이 향을 다는 가

설을 설정하 다.

H7: 인지된 용이성, 이미지, 합성, 가시성 

 진이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향은 

모바일 신용카드 이용비율이 높은 집단

과 낮은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연구 방법

4.1 연구 변수의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환경에 맞는 변수들을 설정하 으

며, 설정된 각 변수들의 측정항목의 내용타당

성을 확보하기 해 기존 선행 연구에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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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variables Measurements Sources

Facilitation

1
I believe that credit card companies have actively supported facilitation 

of MCC. [33]

and

Self-

developed

2 I believe that when I use a MCC, credit card companies offer benefit on it. 

3 I believe that government has actively supported facilitation of MCC.

4 Advertisements make people know about MCC more and more.

User

Satisfaction

1 Using a MCC is fun.

[5]2 Using a MCC is convenient.

3 I think that using a MCC satisfactory for me.

Continuous

Intension

to Use

1 I will use continuously a MCC.

[5, 31]2 I will frequently use a MCC.

3 I will use a MCC instead of Plastic Credit card in the furture.

Attributes Freq. % Attributes Freq. %

Gender
Male 140 68.0 

OS 
Android 187 90.8 

Female 66 33.0 iOS 19 9.2 

Age 

(Mean 36, 

ST.D 7.4) 

20～29 45 21.9 Smart

phone

Terms

of Use

Less than 1Year 13 6.3 

30～39 88 42.7 about 1year 28 13.6 

40～49 68 33.0 about 2years 82 39.8 

50～59 5 2.4 about 3years 83 40.3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성이 검증된 문항들을 선별하 다. 3각 측정항

목들의 문항 수와 출처는 의 <Table 1>에 

요약되어 있다. 한 모든 변수들은 Likert 7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4.2 자료 수집  표본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재 국내 신용카드

사 직원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 받아 사

용하고 있는 개인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

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총 285부의 설

문을 회수하 으며, 이  결측치가 많고 응답

이 불충분 하다고 단된 경우를 제외한 206부

의 자료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표본의 인

구통계학  특성은 아래의 <Table 2>와 같다.

5. 데이터 분석  가설 검증

5.1 측정항목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정에 앞서 측정 항목의 

타당성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 으며, 이를 

검증하기 해 SmartPLS 2.0을 기반으로 분석

을 진행하 다. 변수 별 측정항목의 수렴 타당성

이 요인 재량 기 인 0.6[7]를 상회하고 있으

며, 평균분산추출(AVE)값도 기 치인 0.5를 모

든 변수가 충족하고 있어서, 측정항목에 수렴타

당성이 확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변수 별 측정항

목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기 인 Cronbach’s 값

도 모든 변수가 기 치를 상회하며,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Table 3> 변수별 별 타당성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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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variable

Measure

-ments

Std.

loading
AVE CR

Cron-

bach’s 

α

Perceived

Ease of use

PEU1 0.79 

0.63 0.89 0.85 

PEU2 0.78 

PEU3 0.80 

PEU4 0.69 

PEU5 0.88 

Image

IMG1 0.90 

0.76 0.94 0.92 

IMG2 0.87 

IMG3 0.86 

IMG4 0.84 

IMG5 0.89 

Compatibility

CMP1 0.87 

0.81 0.95 0.92 
CMP2 0.89 

CMP3 0.94 

CMP4 0.90 

Visibility
VIS1 0.88 

0.54 0.82 0.71 
VIS2 0.90 

Facilitation

FAC1 0.79 

0.79 0.88 0.73 
FAC2 0.79 

FAC3 0.61 

FAC4 0.73 

User

Satisfaction

USF1 0.89 

0.85 0.94 0.91 USF2 0.94 

USF3 0.93 

Continuous

Intension 

to Use

CIU1 0.94 

0.88 0.96 0.93 CIU2 0.97 

CIU3 0.90 

<Table 3>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s 

Testing(Main Effect)

Latent Variable Mean S.D PEU IMG CMP VIS FAC USF CIU

PEU 4.39 1.46 0.96 　 　 　 　 　

IMG 5.03 1.14 0.33 0.88 　 　 　 　

CMP 4.61 1.27 0.47 0.61 0.93 　 　 　 　

VIS 4.04 1.16 0.26 0.38 0.37 0.94 　 　 　

FAC 4.19 1.36 0.29 0.43 0.55 0.27 0.92 　 　

USF 5.25 1.33 0.02 0.07 0.08 -0.26 0.05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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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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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Reliability and Validity of Research Constructs 

한 진행하 으며, 기 [4, 7]에 따른 검증결과 

모든 변수의 별타당성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참조).

5.2 가설 검증  결과

SmartPLS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결과 인지

된용이성, 이미지, 합성, 가시성이 사용자 만족

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 만족 

한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형 <Table 5>와 같이 

6개의 변수간의 경로계수(Path coefficient)는 

-0.049～0.646수 으로 H4를 제외한 가설이 모

두 유의한 수 에서 채택되었다. 각 잠재변수들

의 변량에 한 신뢰는 사용자 만족이 72.3%, 

지속사용의도가 41.8%의 설명력을 가진다.

5.3 모바일 신용카드의 이용비율을 고려한 

집단 간 비교분석

본 연구에서는 라스틱 신용카드와 모바일 

신용카드의 이용 액을 비교하여 집단 간의 

비교분석을 시행하 다. 먼  라스틱  모

바일 신용카드 이용 액간의 비율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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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Path Coefficients t-value Results P-value

H1 PEU → USF 0.285 4.539 Supported 0.00***

H2 IMG → USF 0.235 4.014 Supported 0.00***

H3 CMP → USF 0.310 3.622 Supported 0.00***

H4 VIS → USF -0.049 1.180 Rejected n.s

H5 FAC → USF 0.224 4.528 Supported 0.00***

H6 USF → CIU 0.646 13.985 Supported 0.00***

*p < 0.05, **p < 0.01, ***p < 0.00, n.s = not significant at the 5% level.

<Table 5> Hypotheses Testing

Path Attributes

Comparison Group

ResultsHeavy users

(Size 106) 

Light users

(Size 100) 

 PEU

→ SAT

Path Coefficients 0.28 0.33 
Light User >

Heavy Users 
Std. error 0.10 0.10 

T-value -3.596*** 

 IMG

→ SAT

Path Coefficients 0.19 0.36 
Light Users >

Heavy Users 
Std. error 0.09 0.08 

T-value -14.338***

 COM

→ SAT

Path Coefficients 0.24 0.22 

-Std. error 0.09 0.07 

T-value 1.779

 FAC

→ SAT

Path Coefficients 0.37 0.13 
Heavy Users >

Light Users
Std. error 0.11 0.14 

T-value 13.749*** 

<Table 6> Comparisons of Path Coefficients

앙값(median) 8%를 기 으로 집단을 구분

하 으며, 집단 간 경로분석은 Chin[8]이 제시

한 방법론을 용하 다. 분석결과 모바일 신

용카드 이용이 많은 집단에게는 이용이 은 

집단에 비해서 ‘ 진’이 사용자 만족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이 

은 집단에는 ‘인지된 용이성’과 ‘이미지’가 사

용자 만족에 더 큰 향을 나타내는 결과가 나

타났다(<Table 6> 참조).

모바일 신용카드를 상 으로 많이 사용하

는 집단은 신용카드나 정부의 진 정책에 따라 

모바일 신용카드 이용 등이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용이 은 집단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나 본인의 이미지가 모바일 신용카

드 사용자 만족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론  시사  

6.1 결론  토의

본 연구는 모바일 신용카드 활성화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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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재 모바일 

신용카드가 처한 문제 을 기반으로 하여 연

구모델을 설정하 다.  모바일 신용카드의 

경우 타 모바일 융서비스에 비해 실제 소비

자의 사용경험(7.3%)이 매우 낮아 확산에 문제

가 있었으며, 사용자 만족  지속사용의도 

한 낮아 비즈니스 성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신확산이론(IDT)과 

후기수용모형(PAM)을 바탕으로 연구 모델을 

구성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독립변수로 인지된 용이성, 이미지, 합성, 

진이 모바일 신용카드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 

만족 한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신

용카드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단순한 지 결

제수단이 아닌 정보기술로 인지함에 따라, 사

용용이성이 확보되어야 소비자의 만족이 높아

짐을 알 수 있었다. 이미지 한 모바일 신용카

드 사용자 만족에 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

었는데, 이는 소비자가 최신기술을 사용함으로

서 느끼는 선도 인 이미지가 모바일 신용카

드 이용에 만족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합성의 경우 기존의 사용자가 사용하던 환경

과 동일할 때의 편안함을 느끼고, 이는 모바일 

신용카드의 사용자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의 경우 한 소비자의 만족에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졌는데, 이는 신용카드

사  정부기 에서 모바일 신용카드를 장려

하는 과정에서의 혜택 등이 사용자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가 으로 모바일 신용카드 이용 액의 비

율이 상 으로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과의 

비교연구를 진행하 으며, 독립변수별로 어떠

한 차이를 갖는지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모

바일 신용카드 이용 액이 상 으로 많은 

집단에서는 은 집단에 비해서 진이 사용

자 만족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모바일 신용카드 이용 액이 은 집단

에서는 인지된 용이성이나 이미지는 사용자 

만족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 신용카드를 상 으로 많이 사

용 하는 집단에게는 장려정책 등 진이 요

한 요인인 반면, 은 집단에게는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정도나 본인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모바일 신용카드 이용에 더 큰 향을 미친다

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시성과 사용자 만족간

의 유의 계는 기각되었는데. 가시성의 특징인 

주변에서 흔하게 기술을 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해 볼 때, 기 보 단계의 모바일 신용카

드를 재 소비자가 쉽게 할 수 없는  상황

이 반 된 것으로 단된다.

6.2 시사

본 연구의 학술  의의는 도입 기단계에서 

련연구가 부족한 모바일 신용카드 연구에 

신확산 을 도입하여 사용자 만족  지속사

용의도에 미치는 기연구를 진행한 것에 있다. 

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모바일 신용카드와 

련된 기술개발 연구[2, 16, 35], 기술 수용의도

[10, 23, 26]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

는 신확산이론을 바탕으로 후기수용모형을 

결합하여 사용자 만족  지속사용의도 한 

검증함으로서 복합모델을 통해 모바일 신용카

드 분야의 연구를 확장하 다.

한 실무 으로는 모바일 신용카드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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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실증  요인을 찾아냄으로써 신용카드

사  통신사업자 등 모바일 신용카드 비즈니스

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게 마 의 방향성을 

제시하 다는 것에 의의를 갖는다. 연구결과에 

근거하면, 각 사업자 등은 이용자의 에서 

쉽게 모바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여야 한다, 카드 이용자에게 기 인 안

내뿐만 아니라 카드 가맹 들에게도 모바일 결

제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 실제 으로 고객이 

모바일 카드를 실사용하는 시 은 발 처인 은

행이나 카드사가 아닌 각 가맹 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맹주가 모바일 신용카드 

사용에 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용에 한 안내

와 도움을 제공한다면 모바일 신용카드 이용자

가 모바일 신용카드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기존 라스틱의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발 받은 실물카드를 바로 사용

이 가능하지만, 모바일 신용카드의 경우 스마트

폰에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에서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기술 

장벽을 느낄 수도 있으며 이는 고객의 축소로 

비즈니스 확장에 한계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설치과정이나 이용 과정을 최 한 단순화 시켜 

고객이 모바일 신용카드 이용에 진입장벽을 낮

추고 이용용이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모바일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의 이미

지가 사용자 만족에 향을 주는 것을 고려할 

때, 고객이 모바일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느끼

는 세련된 느낌이나 선도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기업 계열 카드사가 카

드 이트 디자인을 신 으로 개선한 후 

해당 회사의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은 신

이고 앞서간다는 느낌을 투 하여 성공을 올

린 것을 고려하여 볼 때, 모바일 신용카드를 사

용할 때 나타나는 카드 이미지 등을 개선하고 

본인의 이미지를 변할 수 있도록 원하는 디

자인을 용하거나, 다양한 디자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한 기존 모바일카드의 경우 

사용가능한 상품 군이 한정 되어 있지만, 고가

의 연회비를 바탕으로 리미엄 서비스를 제

공하는 리미엄 상품군도 모바일 신용카드로 

출시함으로서 카드를 사용하며 고객이 나타 

낼 수 있는 이미지를 극 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합성이 모바일 신용카드 사용자 만

족  지속사용 향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 을 때, 모바일 신용카드 한 기존 

라스틱 카드수 의 인 라를 구축하여 사용자

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

으로 진 한 모바일 신용카드 사용에 만족

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 등은 모바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모바일 신용카드가 기단계에 있다

는 을 고려하 을 때, 사용횟수에 따른 추가

인 할인혜택  포인트 제공하여 사용자에

게 혜택을 제공함과 사용자의 능숙도를 올려 

동시에 사용용이성을 높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모바일 신용카드 확산 정책에 실증 인 뒷받

침을 제공한 것에 실무  의의가 있다. 연구 결

과에 따르면, 모바일 신용카드의 합성 확보

를 해서는 모바일 신용카드 단말기  결제

기의 인 라 보 이 매우 시 한 것으로 단

된다. 재 비 식 모바일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는 체 신용카드 단말기의 15% 

수 (2013년 기 )으로 결제 인 라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단말기 보  시에 

사용용이성을 으로 고려하여 구나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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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사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를 보 하는 것이 

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신용카드 이용

비율을 기 으로 한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고이용군(Heavy User 

Group)과 이용군(Light User Group)에 맞춘 

마  략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상  

고이용군에겐 쿠폰을 지 하거나 이벤트 등을 

통해 지속사용의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상 으로 매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이용

군에게는 메뉴를 최 한 간결하게 설계하고 

스마트폰의 지문인식 장치  카메라를 사용

하여 본인인증과정을 간결화 하는 과정을 통

해 사용용이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 을 가

지고 있다. 첫째, 설문조사를 국내 신용카드사 

직원을 상으로 시행함에 따라 표본이 모집

단을 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를 한 설문은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  받아 

지속 으로 이용하는 고객을 상으로 실시되

었어야 했다. 하지만,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

받아 이용하는 고객이 매우 어 패 을 확

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을 고

려하여 국내 신용카드사 직원을 상으로 설

문조사를 시행하 으며, 련분야의 종사자를 

상으로 한 설문결과는 일반 고객보다 모바

일 신용카드에 한 지식수 이 높아 상향된 

수 의 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신용카드 연구

의 기단계 연구로서,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

로 수요  확산이론을 검증하 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신용카드 수용  확산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인 변수들을 고려하는 것에 한

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신용카

드 이용고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모바일 신용카드  수요  확산에 미치는 

향요인을 추가 으로 확인해보고, 다양한 변인

의 조 효과를 추가 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모바일 신용카드를 주제로 한 

기 연구로서 사용자 만족  지속사용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후기수용모형을 

본 연구에 도입하 으며, 신확산이론을 바탕

으로 변수를 구성하여 확산의 측면도 동시에 

고려하 다. 

이를 통해 기술수용의도에 한정된 모바일 신

용카드 분야의 연구를 확장하 으며, 비즈니스 

존속에 요한 지속사용  만족의 향요인을 

찾아내었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한 이용비율

을 바탕으로 고이용군(Heavy User Group)과 

이용군(Light User Group) 간의 비교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하 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일회성 사용에 

그치고 있는 모바일 신용카드의 활성화에 유용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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