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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결제 시스템 이용 의도의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결제 시스템을 중심으로1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Intention to Use Mobile Payment System: 
Focused on Korea and China

ABSTRACT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has affected many industries, and made consumers 

receive new services that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ast. In the financial industry, 

various changes are taking place, such as providing the payment system which is easy to use and 

offering differentiated services.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use mobile 

payment system. In particular, we considered both practical and emotional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s. The mobile payment system, which is a new form of payment, is rapidly developing in China. 

In Korea, it is still in the beginning stage due to the legal regulations and the activation of alternative 

payment methods. This study, therefore, compared the differences in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 to 

use mobile payment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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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급격한 정보기술의 발전과 보급은 여러 산업 영역에

서 정보기술의 적극적인 사용과 더불어 새로운 가치 창

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

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스마트폰

과 같은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모바일 결제 시스템

(mobile payment system)의 이용이 점진적으로 확대

되고 있는 추세이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핀테크(FinTech)의 일종이며, 

여기서 핀테크란 모바일 결제, 송금, 개인자산관리 등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의

미한다(Wikipedia 2017).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

으며, 제3자가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대신 받아 구매자

가 상품을 확인한 후에 판매자에게 지불을 해주는 제3

자 결제 방식(third-party online payment)을 중심으

로 발전해왔다. 제3자 결제 방식을 이용하면 사업자는 

거래액에 대한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아서 수익을 얻

을 수 있고, 사용자는 안심하고 편리하게 해당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Zhao and Sun 2012). 모바일 결제 시

스템의 편리성과 안전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모바

일 기기의 보급에 따라 그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유선실 2015). 대표적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로 페이팔(PayPal)과 알리페이(Alipay)를 들 수 있으며, 

현재 페이팔과 알리페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결

제 도구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다. 2015년 6월 현재, 사용자 규모가 2.76억 명에 도

달하였고 6개월 간의 성장률은 26.9%에 달하였다

(CNNIC 2015, pp. 31-32).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결

제 시스템으로 알리페이와 위쳇 페이(WeChat Pay) 등

이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정보기술 사용 수준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

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중국에 비해 한국 소비자들

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지

만, 한국에서도 중국처럼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보급률

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모바일 결제 시스템 

시장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관련 기업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보기술 수용

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는 한

다. 하지만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

과 사용 수단 및 사용 환경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서의 전통적인 결제 방식과는 많

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모바

일 결제 시스템의 특성을 결합하여 연구해야 한다. 또

한 실용적인 영향 요인뿐만 아니라 감성적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지각된 즐거움과 같이 개인이 느

끼는 감성적인 영향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향후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발전과 시장 확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새로운 형태의 결제 방식으로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모

바일 결제 시스템 사용은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모바일 결제 시스템

의 이용이 활성화 되어 있는 중국과 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여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이

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

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이 요인들을 실

용적 요인과 감성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한

다. 셋째, 한국과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사용

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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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결제 시스템

2.1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대한 개념

모바일 결제(mobile payment)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자금을 이체하거나 제품/서비

스의 구매를 위한 결제를 하는 활동으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이용 가능하다(Krueger 

2001). 모바일 결제는 두 거래당사자 간의 지불을 모바

일 기기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모

바일 결제 과정에서 제3자(third party)는 구매자와 판

매자 이외의 “중간 자금 플랫폼”을 말하는데, 거래당사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독립적인 기관

으로 은행의 감독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

기와 이동통신기술을 통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의 상거래, 자금 이체 및 관리 등에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2.2 한국과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현황

2.2.1 한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2010년부터 SK텔레콤, LG U+, KT는 전자지갑 서비

스를 제공하였다. 이 서비스는 은행, 신용카드 업체와 

연계해 스마트폰의 바코드, QR코드, NFC 등으로 온

라인과 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편의성과 소비자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보급이 느린 

상황이다. 최근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등 대형 ICT 

업체들이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이 치

열해지고 있다. 현재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모바

일 결제 시스템 시장으로의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이다. 금융결제원은 은행 공동 모바일 결제 서

비스인 ‘뱅크월렛’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금융 

및 유통업체들과 손잡고 ‘삼성 페이’ 서비스를 출시해 

모바일 결제 시장에 진출하였다. 전반적으로 한국 모바

일 결제 시스템은 발전 속도가 빠르고 다양성과 창의성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주로 빠른 

결제로 자금 관리나 다른 금융 서비스의 제공은 미흡

한 편이며, 아직 보편적으로 확산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황이다. 

2.2.2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중국에서 보급률이 가장 높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

은 알리페이와 위챗 페이이다. 2004년 설립된 알리페이

는 타오바오의 결제 시스템으로 시작했다. 현재 알리페

이는 결제 기능뿐만 아니라 투자, 대출 등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에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위챗 페이는 QQ의 3가지 지불 서비스를 기반

으로 하여 지불 대행, 쇼핑, 금융, 각종 생활 편리 서비

스를 포함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출시되었다. 특히 

위챗 페이는 세계 최다 사용자를 보유한 메시징 서비스 

중 하나인 위챗의 지불 기능을 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위챗으로 채팅하면서 위챗 페이를 이용하여 지불을 할 

수 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

다. 첫째, 지불하기가 편리하고 입금 속도가 빠르다. 둘

째, 이체 정확도가 높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결제, 송금, 오프라인 결제, 요금 납부, 개인 금

융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넷째,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CNNIC 2015, pp. 

31-32). 

3. 모바일 결제 시스템 이용 의도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함께 모바일 결제는 관심을 많

이 받는 연구 주제가 되어왔다. 전자 결제와 인터넷 뱅

킹을 포함한 모바일 결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대

한 연구는 주로 기술과 소비자 수용 등과 관련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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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점을 두어왔다(Dahlberg et al. 2015).

Dav is(1989)의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에 기반한 선행 연구에 따

르면 모바일 결제 시스템 수용자의 태도와 이용 의도

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Slade et al. 2015; 

Tan et al. 2014). 이 요인들 중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

다(Dahlberg et al. 2015). <표 1>은 인터넷 뱅킹, 모바

일 결제 시스템 그리고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이용 의

도에 대한 주요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특히 Kim et 

al.(2010)은 개인적 차이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특성

을 고려하여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모

바일 결제 시스템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개인적 차이로는 혁신성과 모바일 결제 지식을 

포함하였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특성으로는 이동성, 

적합성, 편의성, 도달성을 고려하였다.

3.1 모바일 결제 시스템 이용 의도에 대한 실용적 

영향 요인

기술 수용 분야에서 기술수용모형, 계획된 행동 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사회 인지 이론

(social cognitive theory) 등 여러 가지 이론 모형은 지

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 등이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다(Ajzen 1991; 

Bandura 1985; Davis 1989). 또한 기술 수용에 대한 

이론을 통합하기 위해 Venkatesh et al.(2003, 2012)은 

통합기술수용이론과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정보시스템을 개인 생활이나 조

직에서 사용자의 생산성, 성능,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실용적인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정보시스템의 실용

적인 가치는 사용자의 태도와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3.1.1 편의성

사람들은 생활의 편리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

해왔으며, 이제 모바일 기기를 통해 편리한 통신이 가

능해졌다. 모바일 편의성(convenience)은 모바일 가치

에 긍정적인 직접 영향을 준다(Lin and Lu 2015). 편의

성은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덜 받게 하는 요

소와 관련이 있다(Clarke 2001). Berry et al.(2002)은 

서비스의 사용에 대해 소비자의 시간과 지각된 노력을 

통해 편의성을 평가하였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편

<표 1> 모바일 결제 이용 의도에 관한 기존 연구

연구 대상 연구 변수 출처

인터넷 뱅킹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신뢰, 태도, 이용 의도 Suh and Han(2002)

모바일 결제 

시스템

상대적 이점, 적합성, 복잡성, 비용, 신뢰, 지각된 위험, 이용 의도 Mallat (2007)

혁신성, 모바일 결제 지식, 이동성, 적합성, 편의성, 도달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

용 용이성, 사용 의도
Kim et al.(2010)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용 태도, 이용 의도,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보안, 지각된 적합

성, 주관적 규범, 개인 이동성
Schierz et al.(2010)

인터넷 결제에 대한 신뢰, 모바일 결제에 대한 초기 신뢰, 지각된 위험, 지각된 비용, 

상대적 이점, 적합성, 이미지, 행위 의도
Lu et al.(2011)

경제성, 보안성, 개인 혁신성, 사회적 영향,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모바

일 결제 서비스 수용 의도
이재광 등(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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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은 모바일 기기가 인터넷과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

든 결제 처리를 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이는 온라인 결

제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수용의 핵심 요인이다(ISACA 

2011). 로얄 필립스 일렉트로닉스(Royal Philips 

Electronics)와 비자 인터내셔널(Visa International)

의 연구는 편의성과 사용 용이성 때문에 소비자가 모바

일 결제를 선호하는 것을 보여준다(Visa International 

2006).

3.1.2 지각된 위험

정보의 공유와 개방적 특성이라는 인터넷의 취약성 

때문에, 모바일 결제에서는 결제 정보나 개인정보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가지고 있

다. 지각된 위험 이론(Bauer 1960)을 기반으로 많은 연

구에서 소비자 의사결정에 대한 위험의 영향을 조사했

다(Lin et al. 2008). Peter and Ryan(1976)은 예측된 

주관적 손실을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으로 정의

하였고 이러한 지각된 가능한 손실은 소비자의 행동에 

중요한 장애물이다. 즉, 지각된 위험은 사용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수용 결정에 중요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Lu et al. 2011). Featherman and Pavlou(2003)는 

지각된 위험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전자 서비스에 대한 

수용 수준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각된 위험은 

소비자들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3.2 모바일 결제 시스템 이용 의도에 대한 

감성적 영향 요인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에는 결제 기능에 더하여 친구와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채팅 기능도 추가되었다. 또한 카카오페이에서

는 배달 주문이나 선물하기 등이 가능하고, 알리페이

에는 세뱃돈 기능도 있다. 이렇듯 모바일 결제의 사용

이 즐거움을 동반하는 쾌락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Venkatesh et al.(2012)은 쾌락적 가치가 기술 수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특히 젊은 

사용자들이 기술의 재미와 기쁨을 중요시함을 보여주

었다. 또한 개인 혁신성은 혁신 기술이나 상품을 수용

하는 것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이다(강성

배ㆍ채미혜 2011; Crespo and Bosque 2008).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혁신적인 기술이므로 개인 혁신성이 모

바일 결제 시스템의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감성적 요인들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자 한다.

3.2.1 지각된 즐거움

기술 수용에 대한 동기 유발은 독특한 심리적 보상

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정보기술의 이용에서 예상되는 

성과와 관계없이, 직접적인 즐거움과 재미를 경험한 사

람이나 정보기술 이용을 즐거운 활동으로 인식한 사람

은 이러한 감정이 없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정보기

술을 이용한다(Igbaria et al. 1996). Davis et al.(1992)

은 지각된 즐거움(perceived enjoyment)을 잠재적 정

보기술 이용자가 예측된 성과와는 별개로 정보기술 이

용을 즐겁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지각된 즐거

움이 컴퓨터 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

으며, Teo et al.(1999)은 지각된 즐거움이 인터넷 이용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Venkatesh et 

al.(2012)의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은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을 통한 인터넷의 사용에 대해 연구하였고 실

용적 가치보다 쾌락적 가치가 개인의 기술 수용에 더 

중요하다고 인정하였다. 특히 모바일 기기에서는 응용

시스템의 흥미성이 보다 더 중요하고 시스템의 이용 의

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편이다. Lin and Bhattacher-

jee(2010)는 지각된 즐거움이 태도를 통해서 사용자의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지각된 즐거움은 사용자의 이용 의도에 직접 영향을 주

기도 한다(Liao et al. 2008; Van der Heijden 2004).



164 지식경영연구 제18권 제4호

홍 태 호 • 왕   시 • 서 보 밀 • 야오즈옌 • 박 지 영

3.2.2 개인 혁신성

혁신성이 강한 사람은 활동적이고 의사소통을 많이 

하며 호기심이 강하고 모험을 좋아하며 자극을 추구하

는 경향이 있다. 또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색한다(Bhatti 2007). 개인 혁신

성(personal innovativeness)이 높을수록 새로운 정보

시스템에 대한 긍정정인 태도와 높은 수용을 보일 수 

있다(Hung et al. 2003; Jackson et al. 2013). Chang 

et al.(2005)은 개인이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시도하는 

성향으로 개인 혁신성을 설명하였다. 이러란 성향이 강

한 소비자는 새로운 기술의 수용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의 탐색에 능동적이고, 지각된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긍

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Joseph and Vyas, 

1984; Rogers, 2003). Rogers(2003)의 혁신확산이론

에 의하면 개인 혁신성은 혁신적 채택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도 고려

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혁신성이 새로운 기술

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4. 연구모형 및 가설

4.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형을 기반으로 개인 혁신성, 지

각된 위험, 편의성,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즐거움의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인 혁신성은 사용자의 개인 

특성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용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감성적 요인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모바일 결

제 시스템의 실용성,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 및 감성, 그

리고 주변인들에 의한 사회적 영향이라는 세 가지 차원

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이다.

4.2 연구가설

4.2.1 기술수용모형에 관한 가설

Davis(1989)의 기술수용모형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태도는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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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지각된 유용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3a: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b: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4.2.2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즐거움은 성공적인 정보기술의 사용으로 이

어질 수 있게 하는 사용자의 중요한 신념이다. 즐거운 

경험을 재미로 제공하는 쾌락적인 정보기술에서는 사

용자의 지각된 즐거움을 강조한다(Thong et al. 2006). 

Turel et al.(2011)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지각된 즐

거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지각된 사용 용이

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c: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지각된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러 선행 연구들은 지각된 즐거움이 사용자의 정보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Carroll and 

Thomas 1988; Davis et al. 1992; Igbaria et al. 1996; 

Van der Heijden 2004; Venkatesh 2000; Venkatesh 

and Brown 2001). 동기이론(motivation theory) 관

점에서 Davis et al.(1992)은 지각된 즐거움이 PC를 사

용하는 행동 의도의 주요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Van der Heijden(2004)은 지각

된 즐거움이 사용자의 이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각된 즐거움이 태도와 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a: 지각된 즐거움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4b: 지각된 즐거움은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4.2.3 편의성

 모바일의 특성 중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 가능하다는 점은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Looney et al 2004). 

Xu and Gutiérrez(2006)는 모바일의 편의성이 모바

일 상거래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으며, 여러 

연구에서 편의성이 모바일 기술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밝혀졌다(Jarvenpaa et al. 2003; Nysveen 

et al. 2005; Teo and Pok 2003).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에 대해 편리하다고 인식할수록 유용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느낌이 사용 태도와 이용 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Wixom and 

Todd(2005)는 지각된 편의성이 정보기술 이용에 대한 

사용자 태도를 매개로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우가인ㆍ조재형(2017)은 간편결

제 서비스에서 편의성이 지속적 사용 의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편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5a: 편의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b: 편의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c: 편의성은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4.2.4 주관적 규범

Fishbein and Ajzen(1975)은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을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주변 사람

들의 의견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확장

된 기술수용모형에서는 주관적 규범이 사용자의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Venkatesh and 

Davis 2000). 또한 계획적 행동이론에서는 주관적 규

범을 개인의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

로 인식하였다(Ajzen 1991).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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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주관적 규범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4.2.5 지각된 위험

불확실성은 의사결정 가운데 항상 존재하며 완전

하게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의 사용자들도 이 서비스의 수용 결정에 따라 발생하

는 불확실성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Wu and Wang 

2005). Lim(2003)은 B2C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수용

에 대한 세분 차원으로 지각된 위험의 중요성을 증명하

였고, Lu et al.(2011)은 지각된 위험이 사용자 행위 의

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또한 정대현 

등(2017)은 지각된 위험이 핀테크에 대한 인지적 태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지각된 위험은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6 개인 혁신성

개인 혁신성은 사회 시스템에서 개인이 다른 구성

원보다 혁신을 상대적으로 빨리 수용하는 성향이다

(Leavitt and Walton 1975). 이러한 혁신 성향은 새

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수용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은정 등 2017; 정대현 등 

2017). 혁신성이 높은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해당 제품과 서비스의 성능과 품

질의 불확실성도 감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

술이자 서비스인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수용에 있어 개

인 혁신성에 대한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8a: 개인 혁신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8b: 개인 혁신성은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 연구 설계

5.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각 구성개념에 대

하여 <표 2>와 같이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5.2 표본 설계

한국의 경우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는 있지만 중국처럼 보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상대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학

생들에게 한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소개해주고 이

용 경험이 없어도 가상 경험을 기반으로 웹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총 147명이 응답을 하였으며, 남자 77

명(52.4%), 여자 70명(47.6%)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

령별로는 10대 3명(2.0%), 20대 142명(96.6%), 30대 2

명(1.4%)이 응답을 하였다. 직업은 학생 144명(98.0%), 

회사원 1명(0.7%), 공무원 2명(1.4%)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학교 재학 136명(92.5%), 대학원 재학 10명

(6.8%), 대학원 졸업 1명(0.7%)으로 나타났다. 이용 빈

도의 경우 1회 42명(28.6%), 2 ~ 3회 31명(21.1%), 4회 

이상 15명(10.2%), 항상 사용 16명(10.9%), 기타 43명

(29.3%)으로 나타났다. 결제한 평균 금액은 1만 원 미

만 15명(10.2%), 1 ~ 5만 원 56명(38.1%), 6 ~ 10만 원 

46명(31.3%), 11만 원 이상 7명(4.8%), 기타 10명(6.8%)

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보편적으로 사

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을 연구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국 응답자 132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28명(21.2%), 여

자 104명(78.8%)이며, 20대 113명(85.6%), 30대 18명

(13.6%), 40대 1명(0.8%)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 

36명(27.3%), 회사원 49명(37.1%), 공무원 9명(6.8%), 

전문직 12명(9.1%), 자영업 6명(4.5%), 주부 4명(3.0%), 

기타 16명(12.1%)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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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12.1%), 대학교 재학 26명(19.7%), 대학교 졸업 54

명(40.9%), 대학원 재학 12명(9.1%), 대학원 졸업 24명

(18.2%)으로 나타났다. 이용 빈도의 경우 2 ~ 3회 10명

(7.6%), 4회 이상 19명(14.4%), 항상 사용 100명(75.8%), 

기타 3명(2.3%)으로 나타났다. 결제한 평균 금액은 1

만 원 미만 6명(4.5%), 1 ~ 5만 원 44명(33.3%), 6 ~ 10

만 원 33명(25.0%), 11만 원 이상 42명(31.8%), 기타 7명

(5.3%)으로 나타났다.

6. 분석 결과
기초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SPSS 21.0을 사용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WarpPLS 

5.0을 사용하였다.

6.1 신뢰성 분석 및 판별타당성 분석

측정변수의 신뢰성은 각 구성개념의 복합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CR),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그리고 크론바하 알파 계

수(Cronbach’s α)로 평가할 수 있다. <표 3>에 제시된 

한국과 중국 표본의 크론바하 알파 계수가 모두 0.836 

이상으로 권고치인 0.7을 상회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

국 표본의 AVE 값이 모두 0.673 이상으로 권고치인 

0.5를 넘었고, CR 값은 모두 0.891 이상으로 권고치인 

0.7을 상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

수들은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판별타당성의 검증은 특정 구성개념의 AVE 제곱근

을 다른 구성개념과의 상관계수와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표 4>와 같이 한국과 중국 표본에서 모든 구성

<표 2> 구성개념의 조작적 정의

구성개념 조작적 정의 관련 연구

태도(ATT)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대한 경험 및 감정 상태에 대한 사용자

의 전반적인 평가 수준
Davis(1989)

이용 의도(ITU)
사용자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향후 이용하고자 의도하는 

정도
Davis(1989)

개인 혁신성(PI)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받아들이려는 

사용자의 개인적 성향

Midgley and Dowling(1978); 

Rogers and Shoemaker(1971)

지각된 위험(PR)
사용자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 불확실하

고 위험할 것으로 예상하는 정도
Lee(2009)

지각된 유용성(PU)
사용자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결제를 효과적

으로 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
Davis(1989)

지 각 된  사 용  용 이 성

(PEOU)

사용자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인지

하는 정도
Davis(1989)

편의성(CON)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느끼는 편리함의 정도 Kim et al.(2010)

주관적 규범(SN)
사용자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 사용

에 대한 의견을 사용자가 인식하는 정도
Fishbein and Ajzen(1975)

지각된 즐거움(PE)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느끼는 즐거움 및 행복

감의 정도
Van der Heijden(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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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뢰성 분석 결과

구성개념 측정변수
한국 중국

CR AVE α CR AVE α

지각된 유용성 PU1, PU2, PU3, PU4 0.962 0.864 0.947 0.930 0.769 0.900

지각된 사용 용이성 PEOU1, PEOU2, PEOU3 0.944 0.848 0.910 0.941 0.842 0.906

개인 혁신성 PI1, PI2, PI3, PI4 0.908 0.713 0.863 0.891 0.673 0.836

지각된 위험 PR1, PR2, PR3, PR4 0.920 0.742 0.883 0.916 0.731 0.877

지각된 즐거움 PE1, PE2, PE3, PE4 0.958 0.852 0.942 0.954 0.838 0.936

편의성 CON1, CON2, CON3, CON4 0.937 0.789 0.910 0.946 0.814 0.923

주관적 규범 SN1, SN2, SN3 0.951 0.867 0.923 0.957 0.881 0.933

태도 ATT1, ATT2, ATT3, ATT4 0.941 0.800 0.917 0.953 0.836 0.934

이용 의도 ITU1, ITU2, ITU3, ITU4 0.964 0.871 0.950 0.942 0.802 0.918

<표 4>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PU PEOU PI PR PE CON SN ATT ITU

한국

PU 0.929

PEOU 0.714 0.921

PI 0.513 0.350 0.844

PR 0.164 0.082 0.045 0.861

PE 0.685 0.582 0.550 -0.039 0.923

CON 0.759 0.713 0.457 0.111 0.729 0.888

SN 0.488 0.452 0.482 -0.045 0.673 0.543 0.931

ATT 0.668 0.575 0.552 -0.050 0.814 0.763 0.711 0.894

ITU 0.605 0.560 0.487 -0.122 0.817 0.735 0.672 0.891 0.933

중국

PU 0.877

PEOU 0.714 0.918

PI 0.513 0.350 0.820

PR 0.164 0.082 0.045 0.855

PE 0.685 0.582 0.550 -0.039 0.916

CON 0.759 0.713 0.457 0.111 0.729 0.902

SN 0.488 0.452 0.482 -0.045 0.673 0.543 0.939

ATT 0.668 0.575 0.552 -0.050 0.814 0.763 0.711 0.914

ITU 0.605 0.560 0.487 -0.122 0.817 0.735 0.672 0.891 0.896

주) 각 표본의 대각선은 구성개념의 AVE 제곱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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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AVE 제곱근이 종과 횡의 상관계수보다 큰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만족스러운 판별타당

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2 전반적 모형 적합도 분석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ock(2015)이 제시한 검증 방법을 따라서 한국과 중국 

두 집단의 전반적 모형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표 5>의 

결과를 보면 연구모형에 대한 전반적 모형 적합도가 만

족스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3 구조모형 분석 및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는 Anderson and Gerbing(1988)의 2단계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절차에 따라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림 2>와 <그림 3>은 각각 한국과 중국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표 5> 전반적 모형 적합도 분석

적합 지수 한국 중국 수용 기준

Average Path Coefficient (APC) 0.254, p < 0.001 0.258, p < 0.001 p < 0.05

Average R-Squared (ARS) 0.670, p < 0.001 0.598, p < 0.001 p < 0.05

Adjusted Average R-Squared 0.664, p < 0.001 0.590, p < 0.001 p < 0.05

Average block VIF (AVIF) 2.433 2.155 AVIF ≤ 5

Average Full collinearity VIF (AFVIF) 3.484 2.819 AFVIF ≤ 5

Tenenhaus GoF (GoF) 0.740 0.691 GoF ≥ 0.36

Sympson’s Paradox Ratio (SPR) 1.000 1.000 SPR ≥ 0.7

R-Squared Contribution Ratio (RSCR) 1.000 1.000 RSCR ≥ 0.9

Statistical Suppression Ratio (SSR) 1.000 1.000 SSR ≥ 0.7

NonLinear Bivariate Causality Direction Ratio (NLBCDR) 1.000 0.964 NLBCDR ≥ 0.7

<그림 2> 한국 모바일 결제 시스템 이용 의도에 관한 구조모형

(***: P<0.01)



170 지식경영연구 제18권 제4호

홍 태 호 • 왕   시 • 서 보 밀 • 야오즈옌 • 박 지 영

한국 표본의 경우, 가설 1은 지지되었고 이는 기존 

실증연구(Cheng et al. 2006; Lee 2009; Lin and 

Bhattacherjee 2010; Schierz et al. 2010)의 결과와 

일치된 것이다. 가설 2는 지지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Lee(2009), Suh and Han(2002) 등과는 상반되지만 

Adams et al.(1992), 황경연ㆍ문희철(2002)의 연구 결

과와는 일치된 것이다.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a는 지

지되었다.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b는 지지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Schierz et al.(2010)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지만 Cheng et al.(2006)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된 

것이다.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지각된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c는 지지되었다. 지각된 

즐거움이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a도 지지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Xu et al.(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된 것이다. 지각된 즐거움이 이용 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b도 지지되었

다. 편의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5a도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chierz 

et al.(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된 것이다. 편의성이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b는 지지

되었으나, 편의성이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c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한국 응답자의 이용 경험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설 6의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경로계수가 

0.245, p 값이 0.001로 추정되어 주관적 규범이 태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은 지지되었다. 

한편 지각된 위험이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 7은 지지되지 못하였는데, 정보기술 발전에 따

라 보안 기술도 발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지각된 

위험이 사용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

다고 판단되었다. 개인 혁신성이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8a와 개인 혁신성이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8b는 지지되지 못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아직 초기 단계로 보편화 되기 전이므로 대부분 소비자

들의 수용 경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표본의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태도가 사용자

의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으며,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지각된 사

(*: P<0.10, **: P<0.05, ***: P<0.01)

<그림 3> 중국 모바일 결제 시스템 이용 의도에 관한 구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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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3a는 지지되었지만,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b는 지지

되지 못하였고,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지각된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c는 지지되었다. 

그리고 지각된 즐거움이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4a와 지각된 즐거움이 이용 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b도 지지되었다. 편의

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a와 편의성이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5b, 편의성이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5c 역시 지지되었다. 주관적 규범이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은 지지되

었으며, 지각된 위험이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7도 지지되었다. 개인 혁신성이 태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8a와 개인 혁신성이 이

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8b 또한 

채택되었다. 이 결과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7>은 한국과 중국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표본의 모든 경로가 0.05 수준에

서 한국과 중국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서 수집

된 표본은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

국과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6>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

가설 
번호

연구가설 내용 한국 중국

H1 태도는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지지

H2 지각된 유용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안됨 지지 안됨

H3a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지지

H3b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안됨 지지 안됨

H3c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지각된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지지

H4a 지각된 즐거움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지지

H4b 지각된 즐거움은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지지

H5a 편의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지지

H5b 편의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지지

H5c 편의성은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안됨 지지

H6 주관적 규범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지지

H7 지각된 위험은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안됨 지지

H8a 개인 혁신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안됨 지지

H8b 개인 혁신성은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안됨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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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국과 중국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차이 분석 결과

경로
한국(n = 147) 중국(n = 132) 차이 검정

경로계수(β) S.E 경로계수(β) S.E t-value p-value

ATT→ITU 0.66 0.071 0.38 0.079 31.180 0.000

PE→ITU 0.27 0.078 0.31 0.081 -4.200 0.000

CON→ITU 0.06 0.081 0.15 0.084 -9.105 0.000

PI→ITU 0.05 0.081 0.17 0.084 -12.140 0.000

PU→ATT 0.07 0.081 0.10 0.085 -3.017 0.003

PEOU→ATT 0.01 0.082 0.03 0.086 -1.988 0.048

CON→ATT 0.29 0.077 0.20 0.083 9.394 0.000

PE→ATT 0.37 0.076 0.34 0.080 3.211 0.001

PI→ATT 0.06 0.081 0.12 0.085 -6.035 0.000

SN→ATT 0.24 0.078 0.34 0.080 -10.563 0.000

PR→ATT 0.00 0.082 -0.17 0.084 17.091 0.000

PEOU→PU 0.33 0.077 0.44 0.078 -11.841 0.000

CON→PU 0.53 0.073 0.33 0.081 21.693 0.000

PEOU→PE 0.60 0.072 0.53 0.077 7.846 0.000

7. 결론

7.1 연구 결과 및 의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모바일 기기가 제공

하는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서 사용자가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자금 

이체 및 관리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모형에서는 실용

적 요인, 감성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였

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서 수집된 표본에 대한 결과

를 비교함으로써 두 집단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 구성개념들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이용 의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88%로 

높게 나타났다.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를 보면, 지각된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 편의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편의성, 지각된 즐

거움, 주관적 규범으로 나타났으며, 모바일 결제 시스



1732017. 12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모바일 결제 시스템 이용 의도의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결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템에 대한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도와 

지각된 즐거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도 구성개념들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

의 이용 의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79%로 높게 나타났

다. 구성 개념들 간의 관계를 보면,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에 대한 지각된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유용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 편의성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편의성, 지각된 즐거움, 주관적 규범, 지각된 위험, 개인 

혁신성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태도, 개인 혁신성, 편의성, 지각된 즐거움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이용 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학문적/실

무적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들을 연구함에 있어서, 실용적 영향 요

인과 감성적 영향 요인을 모두 고려하였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대한 지각된 즐거움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이용 의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기업들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개발할 때 사용자의 즐거움을 고려한다면 많은 사용자

들에게 인기를 끄는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한국과 중국 사용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함으

로써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대한 두 나라의 차이를 비

교하였다. 한국에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

체들은 다양한 실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가 시스템의 유용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

한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느끼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결

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 시장의 경우, 사람들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이용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소비자의 이용 과

정 속에 즐거움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7.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

첫째, 설문 응답자 중 실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사

용하는 수가 많지 않다. 또한 한국의 경우는 주로 대학

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

화 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을 폭 넓게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켜 모바

일 결제 시스템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배경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 시장의 차이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둘째,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

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종

류를 세분화 해서 각각의 시스템적 특징을 고려하여 연

구하는 것이 더 구체적인 가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종류와 특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모바일 결제 시스템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였다. 특히 두 나라의 문

화에 차이가 있고, 사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도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두 나라의 

차이에서 오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문화적 차

이와 사용자의 수입, 나이 등의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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