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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자결제는 온라인 상거래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기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상거래가 모바일 기
반으로 발전해 가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결제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간편결제서비스
는 사용자들의 결제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온라인에서의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간편결제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저항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간편결제서비스의 주된 
수용 요인과 주된 수용저항 요인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여 간편결제서비스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된 수용 요인으로 사용용이성과 유용성을, 주된 수용저항 요인으로 지각된 
위험을 고려하고, 이들이 간편결제서비스의 사용갈등을 매개하여 수용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모
형을 수립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연구가설을 실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용용이성이 사용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구가설이 채택되었고, 간편결제서비스 사용자들은 서비스 사용에 
있어 위험보다는 유용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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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ctronic payment is a very crucial fun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s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s develop on a mobile basis, a variety of electronic payment services that can be 
conveniently used are appearing. In particular, mobile easy payment services improve the user’s 
convenience of payment and give a positive effect on activating online transaction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empiricall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user resistance to mobile easy payment services. 
Especially, we compares the main acceptance factors of the mobile easy payment services with the 
main acceptance resistance factors of the services. By doing that, we derive the implications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s of the mobile easy payment service market. The research model includes 
“perceived risk” as a main acceptance resistance factor, and “easy of use” and “usefulness” as the main 
acceptance factors.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three factors, “use conflict”, and “user resistance” is 
expressed in the model. We analyze the model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proves that 
all the research hypotheses are adopted except for the impact of “ease of use” on “use conflict”, and 
that users of mobile easy payment services think of “usefulness” more important than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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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터넷을 기반으로 등장한 전자상거래는 모바일 기
반으로 옮겨가면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온라인에
서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결제 기술이 
발전하고 관련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모바일 
단말기와 네트워크를 이용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모바
일 결제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한편,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더욱 편리함을 제공
하는 다양한 결제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사용
자의 결제 정보를 사전에 특정 서버에 등록해 두고 온
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결제 시 간단한 비 번호 입력
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간편결제서비스[1]가 등장하
면서 사용자들은 결제를 이전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온라인에서의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간편결제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어떠한 요인들이 사용
자들로 하여금 간편결제서비스를 채택하는데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사용자의 수용행태에 대한 연구들
이 진행되고[2][3], 한편으로는 어떠한 요인들이 간편결
제서비스 사용을 억제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들[4][5]
이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의 수용 요인과 수용저항 요
인에 대한 이해는 해당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서비스의 수용 요인 연구는 기술수용모형[6]을 기반
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서비스 사용용이성과 서
비스가 주는 유용성 요인이 공통적으로 서비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7][8]. 서비스의 수용저
항 요인 연구[9][10]는 주로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주는 
심리적, 경제적 위험 요인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편결제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수
용저항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간편결제서비스 시
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
며, 이를 위해 기술수용모형의 주요 요인을 포함시켜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술수용모형에 기반을 둔 
기존의 간편결제서비스 수용 요인 연구와는 다르게, 주
된 수용 요인인 사용용이성과 유용성, 그리고 주된 수
용저항 요인인 지각된 위험을 연구변수로 선정하여 수
용 요인과 수용저항 요인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

하고자 한다. 이는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자가 시장 활성
화를 위해 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전략 방향 설정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수용저항
새로운 정보기술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연구 외에도, 새로운 정보기술을 수용하지 않는 영
향요인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5][9-11]. 
새로운 정보기술의 사용을 회피 또는 거절하거나 새로
운 정보기술에 대한 무관심한 상태를 정보기술에 대한 
수용저항이라고 부른다[12]. 

정보기술에 대한 수용저항은 조직에서 새로운 정보
기술을 도입할 때 이를 사용하여야 하는 조직 구성원 
차원의 수용저항과 개인 용도의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
한 개인 차원의 수용저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바일 
컴퓨팅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 차원의 수용저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기술에 대한 개인 차원의 수용저항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수용저항을 사용지연과 사용거절의 두 가지 
유형으로[4] 또는 무관심, 지연, 거절의 세 가지 유형[9]
으로 세분화해서 수용저항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
는 연구들이 있다. 수용저항 유형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수
용저항 유형에 상관없이 영향 요인들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이들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용저항을 무관심, 회피, 거절이 포함된 
단일 개념으로 다루고 분석하고자 한다.

지각된 위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느끼
는 심각성과 불확실성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객
관적으로 존재하는 위험보다는 개인이 선택을 해야 하
는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위험을 의미한다[13]. 
즉,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인지이기에, 지각된 위험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각된 위험은 
새로운 정보기술의 수용저항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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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도 포함되고 있다[4][5][8][10]. 지각된 위험의 
유형으로는 재무적 위험, 기능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심
리적 위험, 사회적 위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14], 
정보기술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5].

사용갈등은 특정 기술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
해 심리적인 불편함이나 부담감을 느끼고 갈등하게 되
는 정도를 의미한다[15]. 사용갈등이 나타나면 사용자
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주로 사
용을 회피 또는 미루고, 심한 경우 사용을 거절하게 된
다. 즉, 사용갈등은 수용저항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로 
다룰 수 있으며, 박현선 외[4]는 간편결제서비스에서 사
용갈등이 수용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 기술수용모형
기술수용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6]은 사용자들의 정보기술 수용 행태를 설명하
는 전통적인 모형이다. 기술수용모형은 사용자들이 정
보기술을 사용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각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사용용이성
(perceived ease of use)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정보기술 사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태도는 
기술을 사용하려는 의도를 결정하고 실제 사용에 영향
을 미친다는 모형이다. 여기서, 지각된 유용성이란 특정 
정보기술을 사용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
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지각된 사용용이성이란 특정 
정보기술의 사용 방법이 자신에게 쉽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정보기술을 사용하기 쉽다고 인지할수록 
또한 유용하다고 인지할수록 정보기술의 이용에 긍정
적인 태도가 형성되면서 이용의도가 높아지고 실제 사
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보기술이 등장하여 도입되는 경우 사용자
가 이러한 기술을 수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설
명하기 위해 기술수용모형은 수정 및 확장되면서 유용
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술수용모형의 확장을 통해 스마
트폰의 채택의도에 사용용이성, 유용성, 그리고 유희성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7],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사용용이성과 유용성을 포함하여 
혁신성, 편재성, 보안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2]. 이상의 연구들은 사용용이성과 유용성이 정보기술
의 수용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III.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간편결제서비스의 수용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보고 이들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박현선 외[4]가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지
각된 위험과 사용갈등 요인을 그리고 기술수용모형[6]
에서 기술수용을 위한 대표적인 영향 요인인 사용용이
성과 유용성 요인을 고려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간편결제서비스 사용에 대한 회피 및 거절 등의 수용
저항은 사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 서비스 
사용에 대해 갈등을 하는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
이다. 사용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대상인 간편결제서비스를 고
려하면 결제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할 것 같
다는 인식이 대표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편, 사용용이성과 유용성은 정보기술의 수용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사용갈등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제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용자의 걱정을 나타내는 
지각된 위험, 그리고 정보기술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용용이성과 유용성이, 사용자의 갈등을 매개하
여 간편결제서비스 수용저항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분
석하고자 하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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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각된 위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느끼는 심각성과 불확실성이 결합하
여 나타나는 것으로 개인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위험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4][5][8][10]에 의하면, 지각된 위험은 새로운 정보기
술의 수용저항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본 연구
에서는 결제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위험은 주
로 결제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
고자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간편결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기술수용모형을 비롯한 선행연구들[2][3][6][7]
은 사용용이성과 유용성이 정보기술의 수용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사용용이성
과 유용성이 높으면 간편결제서비스 사용갈등을 감소
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간편결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간
편결제서비스 사용갈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간편결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은 간편결
제서비스 사용갈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사용갈등이 나타나면 사용을 회피 또는 미루고 심한 
경우 사용을 거절하는 등 사용자들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15]. 특히 결제서비스의 경우는 
사용갈등이 수용저항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더욱 큰 분
야라고 보인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논의를 근
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간편결제서비스에 대한 사용갈등은 간편결제서
비스 수용저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실증분석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설문
대상은 20대 이상의 성인 중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로 정하였다. 불성실한 응
답을 제외한 235명의 설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
성과 여성의 비율 차이가 별로 크지 않고 간편결제서비
스 등 정보기술에 관심이 많은 20대~30대가 많이 포함
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수집한 표본은 분석하기에 무난
하다고 판단된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분류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03 43.8

여성 132 56.2

나이

20대 88 37.4

30대 72 30.6

40대 52 22.1

50대 이상 23 9.8

직업

학생 61 26.0

직장인 96 40.9

주부 및 기타 78 33.2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횟수
(월평균)

1회~2회 42 17.9

3회~5회 148 63.0

6회 이상 45 19.1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하였고, 측정모
형 및 연구모형의 분석을 위해 SPSS/AMOS 18을 사용
하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설계한 모형에는 지각된 위험, 사용용이

성, 유용성, 사용갈등, 수용저항 등 5개의 연구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
다.

지각된 위험은 ‘간편결제서비스를 사용할 때 결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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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개인정보에 대해 걱정하는 정도’로, 사용용이성은 
‘간편결제서비스 사용방법이 어렵지 않거나 많은 노력
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 유용성은 ‘간편결제
서비스는 유익하다고 믿는 정도’, 사용갈등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고민의 정도’, 수
용저항은 ‘간편결제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정도’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은 5개의 연구변수에 대한 측정항목은 [표 2]
와 같으며, 선행연구[2-5]를 기초로 수정하였다. 설문
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개념을 3개 이
상의 설문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설문에 대한 응답
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2. 변수의 측정항목

변수 측정항목

위험
R1 결제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R2 나도 모르게 결제정보가 사용될까 걱정된다.
R3 해커가 결제정보를 훔쳐갈까 걱정된다.

사용
용이성

E1 서비스를 이해하기 쉽다.
E2 서비스 사용방법이 간단하다.
E3 서비스 사용방법을 배우는 것이 쉽다.

유용성
U1 결제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U2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결제를 할 수 있다.
U3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갈등
C1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고민된다.
C2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불안감이 든다.
C3 서비스 사용이 망설여진다.

수용저항
RE1 서비스 사용을 중단할 것이다.
RE2 시간이 더 지난 후에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다.
RE3 다른 서비스를 찾아보겠다.

주: 측정항목은 선행연구 [2-5]를 기초로 수정한 것임

3. 측정모형 분석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였는가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성(validity)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계산하였고, 확인적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의 Cronbach's alpha 값
들을 살펴보면 모두 0.8 이상이고 또한, 개념신뢰도 값
도 모두 0.9 이상임을 알 수 있다[표 3]. Cronbach's 
alpha 값과 개념신뢰도 값은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은 전체적으로 신뢰성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 신뢰성 및 집중타당성

변수 측정
항목

표준화
요인

적재량
표준
오차

개념
신뢰도

평균분산
추출

크론바흐
a

위험
R1 0.904 0.239

0.937 0.832 0.949R2 0.949 0.139
R3 0.935 0.145

사용
용이성

E1 0.832 0.294
0.906 0.764 0.892E2 0.912 0.142

E3 0.831 0.249

유용성
U1 0.824 0.114

0.948 0.859 0.865U2 0.836 0.089
U3 0.832 0.134

사용갈등
C1 0.692 0.263

0.919 0.792 0.812C2 0.821 0.118
C3 0.844 0.107

수용저항
RE1 0.818 0.086

0.942 0.844 0.807RE2 0.726 0.121
RE3 0.748 0.116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115.927, d.f=80, RMR=0.017, 
GFI=0.940, AGFI=0.910, CFI=0.984, RMSEA=0.044
으로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양
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에 의하면 표준화 요인적
재량은 기준치 0.5보다 높고 모두 유의하여 측정항목들
이 관련된 이론변수들을 적절히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평균분산추출값(AVE)은 기준치 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항목들은 집중타당
성을 가지고 있어 각 변수에 대하여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 4. 상관계수와 평균분산추출을 통한 판별타당성

변수 위험 사용
용이성 유용성 사용갈등 수용저항

위험 (0.912)
사용

용이성 0.222 (0.874)

유용성 -0.145 -0.078 (0.926)
사용갈등 0.360 0.068 -0.649 (0.889)
수용저항 0.327 0.147 -0.299 0.632 (0.918)

주: 대각선의 (  )는 평균분산추출(AVE) 값의 제곱근 값임

한편 변수(개념) 간 상관계수가 평균분산추출(AVE)
의 제곱근보다 작은가를 검증함으로써 판별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표 4]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판별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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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구조모형 분석
[표 5]는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모든 적합도 지수가 바람직한 수준을 충족시
키고 있으므로 본 연구모형은 분석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구조모형의 적합성 검증

적합도 지수 바람직한 수준 측정 수치
Chi-square/df 3.0 이하 123.994/83=1.494

RMR 0.1 이하 0.023

GFI 0.9 이상 0.938

AGFI 0.9 이상 0.910

CFI 0.9 이상 0.981

RMSEA 0.1 이하 0.046

구조모형의 적합성 검증 다음으로 경로의 유의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그림 2][표 6]과 같이 가설 
H1, H3, H4는 채택되었으나 가설 H2는 채택되지 못
하였다.

표 6. 가설 검정 결과

가설
경로 경로

계수 CR p 채택
여부From To

H1 위험

사용갈등

0.292 4.577 *** 채택

H2 사용용이성 -0.029 -0.480 0.631 기각

H3 유용성 -0.591 -7.528 *** 채택

H4 사용갈등 수용저항 0.621 7.387 *** 채택

주: *: p<0.05, **: p<0.01, ***: p<0.001

우선, 간편결제서비스 사용갈등에 대한 영향요인을 
보면, 예상한 대로 지각된 위험은 사용갈등에 정(+)의 
영향을 그리고 유용성은 사용갈등에 부(-)의 영향을 유
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용용이성은 
간편결제서비스 사용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지 못하였다. 아마도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정보기술이 등장하고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사용자들은 다양한 정보
기술의 비슷한 사용방법에 상당히 친숙하게 되어 전자

결제서비스의 사용 방법의 편의성은 사용갈등에 결정
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간편결제서비스 수용저항에 사용갈등이 주
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예상대로 정(+)의 유의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결제서비스의 사용에 대
한 갈등이 크면 클수록 실제로 간편결제서비스의 사용
을 회피 또는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림 2.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모형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간편결제서비스 
사용갈등 요인은 지각된 위험과 유용성의 영향을 받아 
간편결제서비스 수용저항에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를 
유의하게 보여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간편결
제서비스 사용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지각된 위험
과 유용성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면, 유용성이 사용갈
등에 주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즉, 간편결제서
비스를 유용하게 인식하더라도 지각된 위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커서 간편결제서비스 사용에 부정적 영
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간편결제서비스 사용
자들은 지각한 위험보다 간편결제서비스의 유용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위험은 존재하더라도 결제서비스가 유용하다고 판단하
면 사용자들의 서비스 사용갈등이 줄어들어 수용저항
도 감소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간편결제서비스의 수용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지각된 위험, 사용용이성, 유용성의 요인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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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이들이 간편결제서비스 사용갈등을 매개하여 
수용저항에 미치는 관계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간편결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유용성이 사용갈등을 경유하여 수용저항에 유
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간편결제서비스에 대한 사용용
이성은 사용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사용갈등에 정(+)의 영향을 주는 지각된 위험의 영향력 
보다 사용갈등에 부(-)의 영향을 주는 유용성의 영향력
이 더 크게 나타나 간편결제서비스 사용자들은 위험보
다는 유용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간편결제서비스
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따른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시
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들이 느끼는 
결제 관련 정보에 대한 불안감은 간편결제서비스 사용
의 회피 또는 거절의 주요 영향 요인이므로, 최소한의 
결제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이러한 정보가 안전하게 보
호될 수 있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사용자
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둘째, 간편결
제서비스의 사용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인 지각된 위험
의 영향력보다 고민을 감소시키는 유용성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은 간편결제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주는 유
익(편리함, 할인 등)을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충분
히 간편결제서비스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나
타낸다. 그러므로 다양한 간편결제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결제 정보의 보호
는 물론이고 다른 사업자와 차별화될 수 있는 유용성을 
사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가가 주요성공요인이 될 것
이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을 편의상 대도시에
서 집중적으로 추출하여 표본추출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간편결제서비스의 수용저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사용자의 
습관, 전환비용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나 모두 고려
하지 못했고, 다양한 금융 및 IT기업들이 운영하는 특
정한 간편결제서비스마다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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