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IT(Information Technology)기술이 발 함에 따라 핀

테크(Fin-Tech)에 한 이슈가 등장하면서, 자 융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핀테크란 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융합한 융서비스를 뜻하며, 인터

넷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시공간 제약 없

이, 융업무인 송 을 비롯한 계좌 이체 등을 간편하게

처리하는 융업무의 신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핀테크 기술이 크게 확산되어 Venture Scanner

(2015)[1]의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2015년 6월 9일 기 ,

세계 53개국에서 1,142개 핀테크 기업이 결제업무, 개

인 융, 기업 융, 자산운용, 해외송 , 보험 등 융업

역에서 융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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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결제서비스의 재사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실증분석 결과 보안이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과 신뢰는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은 기각 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 향과 편리성으로 인해 신뢰감을 느낀다고 해서 간편 결제서비스라는 융서비스에서 인지된 험의 노출과 보안의

취약성이 상된다면 사용자 만족에 부정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간편결제서비스 활성화 간편결제서

비스 분야의 이론 토 를 정립하 다는 에서 학술 으로 의의가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실무 인 시사 을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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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2]. 이러한 핀테크의 융업무 에서 표 인 서

비스인간편 결제서비스는 새로운 IT기술과 더불어 폭발

인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핀테크 산업의 활성

화를 한 첨단 융서비스 활용 메커니즘에 한 종합

인 검토와 함께 이론 인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편결제서비스의 활용을높이기

한 연구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련 요인들을 분석

하고자 한다.

본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결제서비스

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간편 결제서비스의 개념 주요

특성분석에 한 주요쟁 을 도출하 다. 둘째, 신기술수

용이론인 UTAUT를 토 로 연구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한 논의와

함께 간편 결제서비스 재사용의도에 한 시사 결

론을 도출하 다.

2. 론  논

2.1 간편결 비스

간편결제서비스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휴 폰 결

제, 계좌이체 정보를 결제가 필요할 때 추가 정보 입력

없이 아이디와 비 번호 혹은 비 번호만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결제 서비스”이다[2]. 즉, 간편결제서비스란 최

로 등록된(비 번호, 이메일 ID, 지문인식 등의) 결제

정보를 기반으로, 이후 추가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간

단한 정보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1).

이와 같이 간편 결제서비스는 기존결제방식에서의 복잡

한 차를 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장 이 있다.

간편결제서비스는 등록된결제정보를 기반으로, 결제

가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범용성과 편리성의 특징을 갖

고 있다. 간편 결제서비스에서 간편성이 경쟁요소가 되

는 이유는 시간 ·공간 비용을 감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반면기존 결제방식은 은행 창구를찾아가 입 을 하

거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 CVC(Card Validation

Code), 비 번호, 공인인증서 입력 등 복잡한 차를 거

쳐 결제를 하 는데, 이러한 복잡하고 번거로움을 해결

하고자간편성을 높인간편 결제서비스가등장한것이다.

1) 표 인 간편결제서비스로는 개인이 소지한 신용카드 등을

자지갑에 등록하고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결제하는 방식

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애 페이 등 비 융

권 사업자가 제공하고 서비스가 있다.

2.1 간편 결 비스 용 도 행 연

간편 결제라는 것은 ‘ 자결제’의진화된 방식으로, 사

용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에 한 비용을

자 으로 지 하는 로세스에서 차나 방법상의 ‘간

편’이라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편 결제

서비스는 2013년에 최 로 서비스화 되었으며, 이에 따

라 련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 연구의 주제는

주로 간편 결제서비스의 이용의도와 련된 연구들이

부분이었다.

간편 결제서비스 이 에는 주로 모바일 결제방식의

수용과 련된 연구들이수행되었다[3-9]. 주요연구들을

살펴보면, Pousttchi, K. et al(2009)[8]은 모바일 결제의

수용요인으로 지각된신뢰, 지각된 비 성, 과업기술 합

도,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을 제시하 고, Wei et

al.(2009)[3]은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사회

향, 신뢰, 인지된 비용을 제시하 다. 한, Kim et

al.(2010)[6]은 모바일 지불시스템 사용의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개인 신성, 모바일이동성, 편리성, 속

성 요인을 제시하 다. Liebana. C F. et al.(2014)[7]은 사

회 향, 신뢰, 험, 지각된 유용성, 용이성, 태도가 모

바일 결제의 수용에 향을 주는 것으로 밝 냈으며, Di

Pietro et al.(2015)[5]은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보안의 요한 변수임을 밝혔다.

간편결제서비스가 나타난 2014년 이후에는, 간편결제

서서비스의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요인이 무엇이가를

밝히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10-16]. 이들 연구들을

심으로 간편결제서비스의 주요 요인 즉 보안 험, 편

리성, 사회 향, 추진조건, 신뢰 요인들을 심으로 정

리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Use Intention Variable Researcher

Electronic
Payment
Service

Risk [17, 4, 5]

Convenience [4, 6]

Social Influence [3]

Facilitating Conditions -

Trust [3, 18, 8, 9]

Easy Payment
Service

Risk
[2, 10, 11, 12, 13, 14,

15, 16]

Convenience [12, 13, 14, 16]

Social Influence [2, 10, 11]

Facilitating Conditions [2, 11]

Trust [16]

Table 1. Easy Payment Service(EPS) Use Inten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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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UTAUT 

통합기술수용모델을 용한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통합기술수용모델의 검증된 변수와 함께, 신기술수용에

맞는 특성변수를 결합하여 사용자들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용할 때, 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에

한 연구로 진행되었다.

노승훈(2014)[11]는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을

용한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의 수용요인 연구에서 보

안에 한 신뢰도, 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은 수

용의도에 향이 미치고 있음을 밝혔으며, UTAUT모형

의 변인인 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조건, 이

용의도 변수를 사용하 고 여기에 새롭게 보안에 한

신뢰를 추가하 다. Di Pietro et al.(2015)[5]의 연구에서

는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을 기반으로 간편결제서

비스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노력기 , 사회

향, 성과기 , 진조건에 신뢰성을 추가하여 연구하 으

며 이들 요인이 핀테크 결제서비스의 사용의도 결정에

주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최근 강선희(2016)[2]는

기존의 변수 외에 불확실요소와 험이존재한다는 을

착안하여 인지된 험을 요한 향요인으로 단하여

핵심변수로 새롭게 도입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기술수용모형(TAM)보다 설명력

이 높은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을 활용하고자 한다.

3. 연 형 및 연 가

3.1 연 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으로 간편결제서비스의 재사용의

도를 형성하는 과정에 해 앞의 이론 고찰과 선행연

구를 토 로 설정하 으며, 재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보안, 사회 향, 편리함, 그리고 진조건 4개의 독립

변수를 제시하 다.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3.2 연 가

3.2.1 보안에 한 가

보안 험은 기존 연구에서 논하고 있는 경제 험

이나 라이버시 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에 해

당하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사용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19-21]. 이에 따라 보안 험은

인터넷뱅킹 사용자가 지각하는 기술 인 험의 원천 가

운데 하나이며, 라이버시 험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

으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서의 거래 정보 유출

등의 험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일반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융 서

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안에 민감할 것이다. Khalifa &

Shen(2008)[22]은 소비자들이 모바일 뱅킹을 수용할 때

가장 큰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보안성임을주장하 는데,

만일 보안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사용자의 태도에 미

치는 정 향이 클 것으로 측된다.

따라서 보안 험이 높다고 느끼게 되면 서비스에

한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고 반 로 보안 험이 낮다고

느끼면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다음의 가설

을 설정하 다.

H 1 : 보안은 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 2 : 보안은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3.2.2 사회 향에 한 가

사회 향은 “나에게 요한 타인들이 내가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 것을 인지하는 정도”이

다([23]). 간편결제서비스에 있어서는 사회 향을 ‘사

용자가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믿

고 있는것에 한인지수 ’으로 정의할 수있을 것이다.

이는 특정 개인과 계된 의미있는 주변 사람들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인지하면, 사용자는 다소 불

편함과 어려움을 있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더 사용하려고

한다는 의미이다.

Shin and Venkatesh(2004)[24]는 특정한 기술을 사용

하는 모습이 타인에 의하여 찰됨으로써 차 사용의

확산이 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 으며, Venkatesh and

Davis(2000)[25]은 이를 주 규범(subjective norm)의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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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로 설명하 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사회 향은 신뢰에 향을 미치는것으로 측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 다.

H 3 : 사회 향은 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 4 : 사회 향은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다.

3.2.3 편리함에 한 가

편리성(Convenience)은 사람이 기술을 사용할 때 노

력을 들이지 않은 정도를 의미한다[23]. Rogers(1995)

[26]는 사용자가 제품의 사용방법을 습득하는 정도가 빠

를수록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가치가높다고 하 으

며, 실제 사용이 편리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 비율이

높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27].

인터넷이나 유·무선을 이용한 간편결제서비스의 요

한 특징은, 이동성과 연결성의 편리함이다. 이러한 편리

함은 고객들이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요한

향을 미치게 되며, 융거래를 하는 고객들로 하여 간

편결제서비스에 한 효용과 가치를 높게지각하는 요인

이 된다. 김 국·정진 (2013)[28]은 소셜커머스의 편리

성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

하 으며, 박 (2014)[29]는 자 융 서비스품질이 고

객충성도에 미치는 요인의 연구에서 인터넷뱅킹과 스마

트뱅킹의 편리성은 고객만족에 향을 미치는주요 요인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간편결제서비스 사용자는 편리함이 사용자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측되어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H 5 : 편리함은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3.2.4 촉진 건에 한 가

진조건은 ‘시스템사용을 지원하기 한조직 이고

기술 인 인 라가 존재한다고 믿는 개개인의신념의 정

도’를 말한다[15]. 즉 진조건은 사용자가 간편결제서비

스 행 를 수행하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

을 만들어 주는 요인으로서, ‘사용자가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때, 본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

성되어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된다.

Ajzen(1990)[30]과 Thompson et al.(1991)[31]는 진

조건이 편리한 사용 환경을 의미하는요인으로서 사용자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으며, 특히 새하 외

(2011)[32]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 기에 사용자의 활

용 의도에 더 크게 향을주고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

서 재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가 도입 기단계임

을 감안할 때, 진조건이 서비스 활용즉 수용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진조건은 사용자 만족에 향을 것

이라 고 상할 수 있으며, 이들 간에는상 계가 있을

것으로 측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 다.

H 6 : 진조건은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5 신뢰에 한 가

신뢰는 온라인 융서비스 이용의 가장 기 인

제조건으로서, 온라인상의구매의도나기술수용의 요한

요인으로서 연구되어져 왔다[33]. Hoffman et al.(1999)[34]

은 가상공간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개인정

보 보안의 문제 이라고 주장하면서 온라인 거래를 확

하기 해서는 소비자들의 신뢰가 요하다고 하 다.

한 Gefen(2002)[35]는 자상거래 환경에서의 구매과

정상의 복잡성과 취약성의 감소를 통하여 신뢰는 소비자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특히 여러

연구자에 따르면 이들은 자상거래에 있어 신뢰는 요

한 요인이고, 신뢰가 증 되지 않는 한 간편결제서비스

의 사용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주장하 다[36-38].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간편결제서비스에

한 사용을 확 하기 해서는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가

필수 이며, 신뢰의 향상은 사용자의 만족이나, 재사용의

도를 형성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이에따라 신뢰는 사용자 만족과재사용의

도에 정 인 향을 것으로 측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 7 : 신뢰는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 8 : 신뢰는 재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6 사용  만 에 한 가

사용자 만족과 재사용간의 계에 한 연구는 이미

많은 연구자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39-42]]. 컨

, Oliver(1980)[41]는 소비자만족과 구매 의도의 계에

한 연구에서 소비자 만족은 구매 후 태도에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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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재구매 의도로 나타난다고

주장하 다. 권 모(2015)[42]는 모바일뱅킹 이용의도에

한 연구에서 모바일 사용에 익숙한 은 잠재 이용자

들이 모바일뱅킹 서비스에 한 정 인인식을 가지게

되면 만족으로 이어져 모바일뱅킹에 한지속 인 신뢰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모바일뱅킹 이용률도 높

아질 것이라고 하 다. 이에 따라 기존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사용자 만족은 재사용의도에 향을 것이 라고

상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 다.

H 9 : 사용자 만족은 재사용의도에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다.

4. 실

간편결제서비스 재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측정항목을 선정하

고, 본 연구의 목 에 따라재구성을 하여 설문지를 구성

하 다. 본 연구의 분석 상은 재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로 하 다. 설문 방식은 오 라인

에서 실시하 으며, 회수 된 총 145부 불성실한 응답

을 제외한 총 127부를 바탕으로 분석을진행하 다. 데이

터의 기 조사를 하여 SPSS 21 로그램을 활용하

으며 Smart PLS 3.0을 사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 다.

4.1 신뢰  과 타당  

4.1.1 신뢰  

신뢰성 검증을 하여 Cronbach's alpha값과 유사한

종합요인의 신뢰성 지수(CSRI : Composite Scale

Reliablity Index)값을 구하여 Table 2에 정리하 다. 일

반 으로 CSRI값이 0.7에 가깝거나 이상이면 변수의 측

정이 내 으로 일 성이있다. Table 2와 같이모든 변수

의 CSRI값이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

항목들은 신뢰성이 있다.

Factors
Cronbachs
Alpha

Composite
Reliability

AVE

Security 0.948 0.962 0.865

Social Influence 0.845 0.895 0.682

Convenience 0.956 0.968 0.883

Facilitating Conditions 0.804 0.885 0.720

User Satisfaction 1.000 1.000 1.000

Trust 0.883 0.927 0.810

Reuse 0.875 0.923 0.801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4.1.2 타당  

연구 변수들의 측정항목에 한 개념 타당성을 알아

보기 하여 수렴타당성과 별 타당성을 조사하 다.

수렴 타당성 분석 결과, 각 측정항목 해당 변수의 요인

재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 타당성이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Table 3 참고). 다음으로 별 타당성

을 측정하기 하여 평균 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사용하 다. AVE 제곱근값이

0.7 이상이고, AVE 제곱근값이 다른변수의 상 계수 값

보다 커야 별 타당성이 있다[43].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 들은 AVE 제곱근값이 0.6

보다 큰 값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변수 간의 상 계

수도 AVE 제곱근 값보다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별 타

당성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Variable CON FAC INF REUSE SAT SEC TRUST

CON1 0.925

CON2 0.948

CON3 0.949

CON4 0.936

FAC1 0.914

FAC2 0.852

FAC3 0.772

INF1 0.754

INF2 0.823

INF3 0.825

INF4 0.894

REUSE1 0.853

REUSE2 0.927

REUSE3 0.903

SAT1 1.000

SEC1 0.908

SEC2 0.935

SEC3 0.941

SEC4 0.935

TRUST1 0.931

TRUST2 0.931

TRUST3 0.835

‣ SEC→Security. INF→ Social Influence. CON→Convenience. FAC
→ Facilitating Conditions. SAT→User Satisfaction. TRUST→ Trust
REUSE→ Reuse

Table 3. Validity Analysis

4.2 가  검  및 결과해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실시된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바탕으로 각 변수 간의 경로에 한 유의

성 검증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경로분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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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Smart PLS 3.0 로그램을 사용하 다. 가설 검정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Hypotheses P.C. t P Result

H1 Security→Trust 0.276 2.885*** 0.004 ○

H2
Security→
User Satisfaction

0.039 0.379 0.705 ×

H3 Social Influence→Trust 0.482 5.318*** 0.000 ○

H4
Social Influence→
User Satisfaction

0.247 2.415** 0.016 ○

H5
Convenience→
User Satisfaction

0.342 2.585*** 0.010 ○

H6
Facilitating
Conditions →User Satisfaction

0.234 1.805* 0.071 ○

H7 Trust→User Satisfaction 0.066 0.472 0.637 ×

H8 Trust→Reuse 0.500 6.796*** 0.000 ○

H9 User Satisfaction→Reuse 0.335 4.143*** 0.000 ○

*Ｐ＜0.1, **Ｐ＜0.05, ***Ｐ＜0.01

Table 4. The Result of Path Analysis

4.2.1 보안과 사용  만  및 신뢰

가설 1(보안은 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

다)은 1%의 유의수 에서 채택되었다(경로계수=0.276,

t=2.885). 즉 사용자가 간편결제서비스를 사용할 때, 주로

느끼는 보안은 신뢰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Mallat(2008)[44]의 연구에서도 인증이나 거래 오류,

거래 기록의 문서화 보 등과 같은 지각된 정보 보안의

험은 사용자에게 부정 인 향을 주는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간편결제서비스의 개인정보

보안은 서비스의 핵심 고려사항으로 보안에 한 철 한

지원 아래, 사용자에게 신뢰를 수 있어야 사용자들이

증가 할 것이다.

가설 2(보안은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의 검증결과 보안은 우리의 상과는 달리 사

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0.039, t값=0.379). 이와 같은 의외의 결과는 간

편결제서비스가 기 확산단계로서 사용자가 스스로 필

요에 의해서 서비스를 선택한다고 볼때 간편결제서비스

의 편리함과 다양한 장 이 보안의 우려를 크게 상쇄하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4.2.2 사회 향과 사용  만  및 신뢰

가설 3(사회 향은 신뢰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과 가설 4(사회 향은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가설 3은 1%의 유의

수 에서 채택되었다(경로계수=0.482, t=5.318). 그리고

가설 4는 5%의 유의 수 에서 채택되었다(경로계수

=0.247, t=2.415). 즉사회 향은 나와 계가 있는주변

사람들이 본인이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인지하면,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해당서비스에 한 사용의

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는 의미이다.

특히 새로운 정보기술들은 사람들 간의 사회 계

형성 혹은 유지하는 있어 향이 크기 때문에 신기술 수

용 혹은 수용의도에 미치는 사회 향의 정도가 좀더

크게 작용된다는 것이 이미 기존 연구에서 밝 졌다[2,

45]. 특히 Shin(2009)[46]는 정보기술 련 서비스수용

확산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 이 , 사회

향, 환비용, 지각된 품질, 호환성을 제시하 으며, 그

사회 향은 사용 용이성과 행동 의도에 정 (＋)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 향

은 사용자만족에 정 (＋)인 향을미치는것으로 나

타났다.

4.2.3 편리함과 사용  만

핀테크 서비스의 가장 큰 장 하나는 IT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가 편리하고 쉽게 처리되는 과정에 있다.

사용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편의를 느끼고 해당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유용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실제 검증 결과에 있어서도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

었다. 즉 편리함은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5는 1%의 유의수 에서 채택되었다

(경로계수=0.342, t=2.585). 따라서사용자가 간편결제 서

비스를 사용할 때 느끼는 편리함 즉, 사용법이 간편하거

나 빠른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매우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다.

컨 , 이인숙 외(2013)[47]의 연구에서도 편리성은 사

용자의 만족을 매개로 사용자의 구매 의도에 정 임을

밝혔다.

IT 기술을 이용하여 번거로운 공인 인증의 차를 최

소화하고 간단한 핀번호나 지문 인식 등을 사용하여 거

래 차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

사용이 쉽다고 인식할 수 있으므로, 결국 사용자가 기존

결제서비스에 비해 간편결제서비스의 사용을 통해 느끼

는 편리함은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주고 이것

을 바탕으로 재사용의도에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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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촉진 건과 사용  만

강선희(2016)[2]는 진조건을 “사용자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사용자의 이용활동을 지원해주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를 하 으며,

이는 진 조건이 보통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 기에

사용자의 서비스 활용에 더크게 향을 미칠 수있는 것

을 의미한다. 실제 검증에서도 진조건은 사용자 만족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6은 10%의

유의수 에서 채택되었다(경로계수=0.234, t=1.805). 이러

한 결론은 Venkatesh et al.(2003)[23]의 연구에서 동일한

결론을 얻었는데 그들은 UTAUT를 활용한 연구에서

진조건은 행 에 직 인 향을 미치는변수로 분석하

다.

4.2.5 신뢰  사용  만  및 재사용 도

선행연구에 따르면 높은 신뢰에 따른 사용자 만족으

로 충성도가 높아짐으로써 재 사용율이 높아지게 됨을

밝히고 있다[37]. 특히온라인상에 있어서 구매의도나 혹

은 기술수용의 있어 사용자 신뢰는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 따라서 간편결제서비스에서 신

뢰는 가장 기 인 제 조건으로서지속사용 의도에서

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에 의한 사용자 만족은 사

용자를 한 서비스의 이용 후에 한 충성도가 높아지

게 함으로써 재사용의도 정 인 평가를 갖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신뢰가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가설

7(신뢰는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

다)은 기각되었으며(경로계수=0.066, t값=0.472). 이는

기 확산되는 간편결제서비스에서 사회 향으로 신뢰

는 쌓여 있으나, 사용자 만족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기 때

문으로 단된다. 실제 이러한 결과는 반드시 놀라운 것

은 아니다. 컨 박 (2014)[29]에 따르면 자 융

서비스품질이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에

서 스마트뱅킹 신뢰가 고객만족에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편결제서비스가

폭발 인 성장세를 보인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서비스기

업이 확 되는 추세이고, 이용자 부분이 보안문제에

하여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 신

뢰는 재사용에 향을 다는 가설 8(신뢰는 재사용의도

에 정 (＋)인 향을미칠것이다)은우리의 1%의유의

수 에서 상 로 채택되었다(경로계수=0.500, t=6.796).

4.2.6 사용  만 과 재사용 도

가설 9(사용자 만족은 재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는 1%의 유의수 에서 채택되었다(경

로계수=0.335, t=4.143). Wang and Head(2007)[18]는 그

들의 연구에서 온라인 환경에서 지각된 환비용과만족,

그리고 신뢰의 계는 사용자의 지속사용의도에 향이

미치는 것을 확인하 으며, Montoya Weiss et al.(2003)

[48] 역시온라인 채 이용에 있어 만족을 요한 결정변

수임을 밝혔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간편결제서비스 재사용의도에서 보안, 사회

향, 편리함, 진조건 등의 변수 들이 재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실증 분

석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편결제서비스 사용

자의 재사용의도에 한 연구에서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결과와 같이 보안은 신뢰에 정 (＋)인 향을 갖는다

는 것이 증명되었으나, 사용자만족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보안이 사용자 만족에 유

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실제 사

용자들이 보안을 매우 요시하는 것이 일반 이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이 상반된 결론이 나온 이유는 우리나라 같

이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층이 IT에 익숙한 은

층이어서 쉽게 시스템 보안에 해 신뢰가 높기 때문이

라고 단된다. 둘째, 사용자의재사용의도에서사회

향이 신뢰와 사용자 만족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

구결과 정 (+)인 향이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셋

째, 간편결제서비스에서 편리함은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이는 선행연

구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기술수용에서도 편리함은 사

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이 미친다고 볼수 있다. 넷째,

진조건이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채택되었다. 즉 진조건이 과연 간편결제서

비스 재사용의도에 진조건의 의미가 있는지와 사용자

만족과 함께 재사용의도와 련한 요한 변수로 의미가

있는지를 검증한바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나타났다. 다

섯째, 신뢰는 재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다의 가설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신뢰는 사용자 만족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은 기각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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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같은 결과는 기 확산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간

편하고 편리함을 인식하고 사회 향과 함께활용은 하

고 있으나, 사용자 만족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해

석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만족이 재사용의도에 정

(+)인 향이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사

용자 만족이 지속사용의도로 나타난 선행연구를통해 검

증된바, 본 연구에서도 사용자 만족은 재사용의도에 많

은 향이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검증되었다고 단된다.

본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편결제서비

스 재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은 선행연구와같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간편결제서비스의 폭발 인 확장성을 감안

한다면 향후 다른 변수를 개발하고 새로운 모델을 설

계하는데 이론 기반을 제공하 다고 단된다. 둘째,

선행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인 재사용의도에 미치

는 향에서 간편결제서비스 특성상 기 진입단계로서

신기술과 함께 신뢰를 갖고 있으나, 신뢰가 곧 사용자 만

족과연결되어지지는 않았다는연구 결과는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향후간편결제서비스의 활성화를

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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