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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비자들은 제품/서비스를 선택할 때에 전통적으로 기능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할 것이라 생각되는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핀테크 서비스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같이 상품에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기존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즉, 

이러한 위험 요소를 인지한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사용 빈도를 

높게 예측하더라도 해당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나 사용 의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저빈도 사용 

집단의 경우 위험 요소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비슷한 태도가 나타나지만, 

고빈도 사용 집단의 경우 위험 요소를 인지할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나 사용 의향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효과의 원인은 소비자들이 사용 빈도가 증가할수록 위험 발생의 

기회가 증가한다고 믿기 때문이라 예측하고 이에 관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지만, 해당 모델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 빈도와 간편결제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변수로서 낙관주의 성향을 선택하여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낙관주의 성향은 서비스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과 해당 서비스 괌심도에 대해 조절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 사용 빈도, 상대적 사용 빈도, 핀테크, 간편결제, 소비자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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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에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는 제품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이며 그것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한다 (Tanner and Carlson 2009). 소비자들은 

제품/서비스의 기능적, 사회적, 감정적 가치와 같은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여 그것의 효익(Utility)을 판단하는데, 제품을 오랫동안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효익을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기능적 

가치를 크게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Tanner and Carlson 200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많이 이용할 것이라 

예측하는 것이 항상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예컨데,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에 

그 과정에서 사회적 피해나 경제적 손실을 겪을 수도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서비스를 자주 사용할수록 

피해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높을 것이라 예상할 경우 소비자들은 오히려 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핀테크(Fin-tech) 서비스 이용 상황을 설정하였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을 융합한 서비스를 

뜻하는 말로, 인터넷과 통신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금융과 간편결제, 

송금 서비스 등이 대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이다 (Chosun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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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이러한 핀테크 서비스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금융 업무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만족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모바일 플랫폼의 보안 취약성과 이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 

때문에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며, 기존 사용자들도 

더욱 활발하게 이용하기를 주저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소비자들이 핀테크 서비스에 대해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무단 

도용이나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한 위험을 인지할 때, 해당 서비스의 

사용 빈도 예측과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 변화를 보이는 지 연구하고 

나아가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핵심 구성 개념인 사용 빈도 예측을 정의함에 

있어서 Hamilton et al. (2010)의 영향을 받아 절대적 사용 빈도가 

아닌 상대적 사용 빈도 (Relative Usage Frequency) 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그들의 절대적인 사용 

빈도수보다 그들이 다른 소비자들에 비해 얼마나 많이 혹은 적게 

사용했는지가 특정 제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 때, 

소비자들이 보고하거나 예측하는 사용 빈도는 응답 척도의 유형이나 

광고에 이용된 단어 등 작은 단서에 따라서도 유동적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높은 사용 빈도를 암시하는 광고 문구를 보았을 

때 그것을 통해 다른 소비자들의 사용 빈도가 높을 것이라 예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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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본인의 사용 빈도가 낮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고정된 소비자의 사용 빈도가 아니라 상황과 단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사용 빈도의 개념을 이용함으로써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위해 그들의 사용 빈도 예측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함의점 또한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해당 서비스의 

유용성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다양한 곳에서 자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로 홍보하고 보안 안정성을 보이기 위해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상대적 사용 빈도의 맥락에서 받아들인다면 이들은 

자신의 상대적 사용 빈도를 더 적게 예상하여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와 

사용 의향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 사용 빈도 예측의 개념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것은 핀테크 서비스 기업에게 서비스를 광고할 때 

어떤 단어들을 선택해야 하는 지에 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갖는다. 첫째, 기존의 

의사결정 관련 문헌에서는 소비자들이 제품/서비스의 사용 빈도를 높게 

예측할수록 효익을 더 크게 평가하여 대상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같이 선택에 

따른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기존 문헌을 확장할 수 있다. 둘째, Hamilton et al. 

(2010) 의 연구에서는 주로 소비재에 대한 상대적 사용 빈도와 해당 



4 

 

제품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서비스의 상황을 

이용함으로써 상대적 사용 빈도라는 개념을 서비스 상품에도 적용하여 

그 개념의 유용성을 검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실무적 시사점 또한 

가지는데, 핀테크 서비스 기업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광고나 

마케팅 과정에서 서비스의 어떤 면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그림1. 연구 모델 개념도> 

 

2.1 상대적 사용 빈도의 예측 

Tversky & Kahneman (1981) 이 정리한 의사결정에서의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는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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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같은 대안이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인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 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빈도 수를 예상할 

때에도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 (e.g., 

Menon, Raghubir, and Schwarz 1995; Schwarz et al. 1985; Tanner 

and Carlson 2009). Hamilton et al. (2010) 은 같은 절대적 사용 

빈도를 가진 소비자들이라도 설문에서 빈도를 나타내는 척도나 광고의 

문구 등 작은 단서에 의해서 자신의 상대적 사용 빈도를 다르게 

예측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빈도 척도 (Frequency Scale)의 예를 들면,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빈도들로만 이루어진 응답 척도 (High Frequency 

Scale) 에서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사용 빈도가 적다고 느끼고, 

평균보다 낮은 빈도로만 이루어진 응답 척도 (Low Frequency Scale) 

를 이용하여 설문에 답할 때 소비자들은 자신의 사용 빈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유추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상대적 사용 빈도를 유추하는 

이유는 이들이 빈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볼 때 그 빈도가 일반 사람들의 

행동의 평균치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Schwarz et al. 1985). 이는 

소비자들이 물건의 값이 다른 소비자들의 수요에 기반한 시장의 원리에 

의해 형성된다고 믿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Burson 2007; Prelec, 

Wernerfelt, and Zettelmeyer 1997). Schwarz and Scheuring (1922) 

의 연구를 보면, 높은 빈도의 척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육체적 통증을 

보고한 환자들은 실제로 통증을 더 많이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빈도의 척도를 이용해 답한 환자들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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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Hamilton et al. (2010) 은 저빈도 단서 

(Low Frequency Cue) 를 본 소비자들이 고빈도 단서 (High 

Frequency Cue) 를 본 소비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사용 빈도를 

높게 판단하고 관련된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관심과 사용 의향을 

보인다는 것을 밝혀 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핀테크 서비스 상황에서도 

다른 조건이 없다면 고빈도 단서를 본 경우보다 저빈도 단서를 본 

경우에 자신의 상대적 사용 빈도를 더 높게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2 핀테크 서비스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IT기술에 기반한 금융서비스 혹은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현상을 말한다 (금융위원회, 

‚IT․금융융합 지원방안‛, 2015.1.). 일반적으로 핀테크는 이용이 

간편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지급결제 서비스,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금융 데이터 분석 서비스,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출 및 창업자금 지원 등 투자관련 금융 서비스, 진화된 

IT기술을 활용한 혁신 금융업무 및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제공 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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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중, 국내에 널리 보급되고 잘 알려진 서비스는 

간편지급결제인데, 간편결제란 신용카드 정보를 모바일에 한 번 입력해 

놓으면 결제 시에 카드 번호나 추가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일찍이 

시장을 형성한 미국의 페이팔’과 중국의 ‘알리페이’는 전세계 모바일 

결제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정부가 

핀테크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 규제를 

완화하면서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필두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014.09.22).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중 간편지급결제의 사례를 이용할 

것인데, 이는 실험 참가자들이 다른 핀테크 서비스보다 간편결제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6월 DMC미디어가 9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조사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은 

98%에 이르며, 최근 6개월 간 이용 경험은 72%에 육박했는데, 이들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계기는 이용의 편리성(46%)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간편결제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안 취약성과 그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을 우려하여 

해당 서비스 사용을 거부하기도 한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 (78.3%)와 안전 

장치에 대한 불신 (7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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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경계는 기존 문헌에도 잘 나타나 있다. Kinev and Hart(2003)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때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가 전자상거래 

의도를 억제한다고 밝혔으며, 이국용(2005)은 인지된 위험이 모바일결제 

시스템 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또, Nicolaou 

(2006)는 인지된 위험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거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예측을 하여 거래 지속 의도가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으며, Li and Huang 

(2009)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 및 

정보유출과 관련된 보안성에 관한 인지된 위험이 높을수록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특별히, 

오은과 김태성 (2015)은 시스템위험과 프라이버시염려에 관한 인지된 

위험은 핀테크 서비스인 간편결제 사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소비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감소하고 사용 의향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선택은 위험 회피(risk aversion)라는 

의사결정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위험 회피란 경제 주체들이 

선택을 할 때에 높은 기대값을 가지지만 손실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대안 보다는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다소 적더라도 확실한 확률로 그 몫을 

받는 대안을 선호하는 현상이다 (Wikipedia). 즉, 간편결제의 경우 

편리함과 각종 할인 혜택이라는 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사회. 경제적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기에 소비자들은 기존의 

결제 수단을 고수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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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왜 간편결제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 예측할 수록 해당 서비스의 위험성이 더 높다고 생각할까? 

수학적 확률로 따진다면, 서비스 1회 이용 당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위험이 발생할 확률은 동일하고 이 단위 확률은 이용 빈도가 늘어난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위험이 발생할 기회(chances)가 증가한다고 인지적 

믿음을 갖게 되어 사용을 기피할 수 있다. 또, 온라인이나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은 사용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정보가 다양한 곳에 기록되어 있을 수록 그 위험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 생각할 것이다. 즉,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해 인지하게 되면 사용 빈도가 증가할 수록 위험 발생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 때문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나 사용 의향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소비자가 핀테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인지할 때, 

간편결제 서비스의 사용 빈도를 높게 예측할수록 해당 서비스에 

대한 태도(관심도와 사용 의향)가 부정적일 것이다.  

가설 2. 가설1의 효과는 사용 빈도가 높을 수록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믿음이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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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서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핀테크 서비스 

중 간편결제 서비스 상황을 이용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실험 자극물로 이용함으로써 핀테크 

서비스 자체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서 발생하는 실험 결과를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실험에서 소비자들은 가상의 신규 간편결제 서비스인 

바이페이 (BUYPAY) 의 광고물을 접했으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태도에 

관해 응답하였다. 

 

   3.1 실험 목적 

 

본 실험에서는 상기 가설 1과 가설 2를 동시에 검증하였다. 즉,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인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자신의 상대적 사용 빈도를 높게 예측할수록 해당 

서비스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했다. 또, 동시에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의한 소비자들의 태도 차이가 가설2에 

나타난 소비자의 믿음에 기인하는지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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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실험 방법 및 실험 절차 

 

실험 대상 및 실험 설계  본 실험은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20~30대 남녀 120명을 대상을 주로 하여 실시되었다 

(여= 50명, 20대 69명, 30대 42명, 40~50대 9명). 모든 실험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평균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실험에 

참여하는 보상으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 12명에게 4,000원 

상당의 커피이용권을 지급하였다. 실험 디자인은 2 (상대적 사용 빈도: 

높은 사용 빈도 예측 (low frequency scale 제시) vs. 낮은 사용 빈도 

예측 (high frequency scale 제시)) X (개인 정보 유출 위험 상황 인지: 

위험 상황을 상기 vs. 상기시키지 않음) 피험자간 디자인 (between-

subjects design) 으로서 참여자들은 퀄트릭스 설문 프로그램을 통해 네 

가지 실험 조건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실험 절차  실험 참가자들이 사전에 연구 가설을 예측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문에서 실험을 

소개할 때에는 간편지급결제 이용에 관한 설문이라고 안내하였다. 실험이 

시작되면 모든 참가자들은 가장 먼저 동일하게 가상의 신규 간편결제 

서비스인 바이페이 (BUYPAY) 에 관한 광고인 <부록1>을 보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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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할당된 사용 빈도 조건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사용할 

것이라 예측하는지 각 집단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였다.  

 소비자들이 바이페이의 사용 빈도를 예측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간편결제 서비스가 있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답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순수하게 새로운 간편결제 서비스의 사용 빈도 예측을 측정하기 위해 

질문의 말미에 사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수단이 바이페이 뿐이라고 

가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척도의 경우, Hamilton et al.(2010)의 

실험에서처럼 높은 사용 빈도 예측을 유도해야 하는 고빈도 집단에게는 

낮은 빈도로 이루어진 “저빈도 척도(low frequency scale)를 보여주고 

낮은 사용 빈도 예측을 유도해야 하는 저빈도 집단에게는 높은 빈도로 

구성된 “고빈도 척도(high frequency scale)”을 보여주었다(척도는 

Hamilton et al.(2010)에서 사용된 보기를 활용하여 구성되었으며 

<부록1>에 제시되어 있다). 척도를 이용하여 답한 후에는 척도에 따른 

조작이 제대로 작용하였는지 점검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이전에 제시된 

간편결제 서비스인 바이페이를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용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하였다. 조작 점검 질문은 해당 서비스를 매우 

자주 사용할 것이다, 타인과 비교하여 해당 서비스를 매우 자주 이용할 

것이다, 아주 많은 장소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 예상한다, 

본인의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해당 서비스를 자주 이용할 것이다 라는 

네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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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로 응답하였다(“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 

 다음으로 모든 참여자들은 핀테크 간편결제에 관련된 간략한 

뉴스기사를 읽도록 지시 받았다(<그림1>, <그림2>에 제시). 이 때, 

개인정보 유출 위험 인지 집단에게는 모바일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험이 높다는 내용의 기사를 

제시하였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 비인지 집단에게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앞으로 핀테크 서비스 이용이 더 

편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제시하였다.  

 

 

<그림2. 개인정보 유출 위험 인지 집단에 제시한 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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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개인정보 유출 위험 비인지 집단에 제시한 뉴스 기사> 

 기사를 읽고 난 후, 소비자들은 새로운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사용 의향, 나아가 간편결제와 핀테크라는 서비스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 등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바이페이에 대한 태도에 대해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바이페이에 대한 관심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바이페이 간편결제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해당 서비스는 나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측정하였다 (“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 사용 의향의 경우, 

제시된 바이페이 서비스를 한 번 이용해볼 생각이 있다, 바이페이를 

이용하게 된다면 해당 서비스를 매우 자주 이용할 것이다, 앱 설치가 

쉽고 간단하다면 해당 서비스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볼 의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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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서비스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은 나는 

대체적으로 모든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있다, 제시된 바이페이 

이외에도 향후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운 간편결제 서비스가 있으면 

사용해 볼 의향이 있다, 나는 간편결제를 포함한 핀테크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라는 세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모든 

실험참가자들은 동일하게 사용 빈도의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는지(예상 매개변인)에 관해 동의하는 정도를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기회 또한 증가한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자주 이용할수록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 제시된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해 조건 별로 

유용성을 다르게 느껴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이페이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응답하게 하였다. 문항은 바이페이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더 빠르게 결제할 수 있다, 더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이다, 바이페이 사용 방법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기존 결제 방식보다 어려울 것이다(역코딩 문항), 바이페이의 

사용법은 다른 간편결제 사용법보다 불편할 것이다(역코딩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실험참가자는 개인의 성향적 낙관주의(dispositional 

optimism)을 측정하는 문항에 답하였는데, 이는 사용 빈도와 간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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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낙관주의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Scheier and Carver 

(1985)가 개발한 미래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로서의 낙관주의(Life 

Orientation Test)를 수정한 Life Orientation Test-Revised(Scheier, 

Carver, Bridge 1994)를 이용하였다. 이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를 

조사하기 위한 항목 각 3개씩과 가짜 문항(filler items) 4개를 포함하여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참가자들이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각 

문항의 설명에 동의하는 정도를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에게 성별과 연령대, 직업 등 기본 정보를 

적게 했고, 그들이 실험 목적을 간파하여 결과에 편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라 예상하는지 적게 하고 

설문을 마쳤다.  

 

3.3 실험 결과 

 

 3.3.1 사용 빈도 조건 조작 검증(Manipulation-check)  

 실험참가자들이 저빈도 척도(Low Frequency Scale)를 사용한 

“고빈도 조건”에서 실제로 상대적 사용 빈도를 높게 평가하고, 고빈도 

척도(High Frequency Scale)를 사용한 “저빈도 조건”에서 상대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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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를 낮게 평가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 변인은 사용 빈도 조건이었고 종속 변인은 네 가지 문항의 

평균으로 구성된(cronbach α =0.96) 상대적 사용 빈도 지표(index)로 

두고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측했던 대로 고빈도 집단(M고빈도=5.9, 

SD=1.2)은 저빈도 집단(M저빈도=4.01, SD=1.56)보다 더 높은 사용 

빈도를 예측했다. Welch-Aspin 검정 결과(Levene의 등분산 가정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47로 두 집단의 분산이 다르기 때문에 Welch-

Aspin 검정값 사용), t통계값은 -6.74이고 유의확률은 .00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사용 빈도 집단에 따라 상대적 사용 빈도 예측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때, 저빈도 집단의 절대적 사용 빈도(M=5.2; 3일에 최소 1회 

이상 ~ 하루에 1회 미만에 해당)는 사실상 고빈도 집단의 절대적 사용 

빈도 예상치(M=1.5; 한 달에 최소 1회 이상에 해당)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척도에 의한 조작 때문에 상대적 사용 빈도를 낮게 평가했다는 

것을 보면, 소비자들이 예측하는 사용 빈도는 가변적인 특성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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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사용 빈도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 인지 여부가 간편결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가설1 검증) 

 

 사용 빈도의 주효과(main effect) 검증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인지했을 때 (vs. 인지하지 않았을 때), 고빈도 사용 집단이 

저빈도 사용 집단보다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용 빈도 조건의 새로운 간편결제에 대한 태도(이하 “간편결제 

태도”)에 대한 주 효과(main effect)를 검정하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 변인을 사용 빈도로 두고 종속 변인은 해당 문항들의 

측정치를 평균한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 지표 (α=.86), 바이페이에 대한 

관심 지표 (α=.93), 바이페이 사용 의향 지표 (α=.91)로 두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M고빈도=4.59, 

SD고빈도=1.45/ M저빈도=3.85, SD저빈도=1.28)과 바이페이 서비스에 대한 

관심(M고빈도=4.33, SD고빈도=1.47/ M저빈도=3.76, SD저빈도=1.2), 바이페이 

서비스 사용 의향(M고빈도=4.58, SD고빈도=1.52/ M저빈도=3.93, 

SD저빈도=1.42) 이라는 태도의 세 가지 요소에서 고빈도 집단이 저빈도 

집단보다 더 긍정적인 간편결제 태도를 보였다. 또, 각 종속 변인에 대한 

유의확률은 (t카테고리 = -2.71, p카테고리 = .008/ t제품관심 = -2.13, p제품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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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6/ t사용의향 = -2.21, p사용의향 = .029)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므로, 사용 빈도 조건은 간편결제 태도에 대한 주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사용 빈도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 인지 여부 간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 사용 빈도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 인지 조건(이하 “위험 인지 

조건”)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간편결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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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사용 빈도와 위험 인지 여부에 따른 

서비스 카테고리 관심도에 대한 기술통계> 

 

 

<표 1-2. ANOVA(종속 변수: 서비스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도)> 

종속 변수: 서비스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도 

기술통계 분석 결과 



21 

 

 먼저, 카테고리 관심도에 대한 사용 빈도의 효과를 살펴보면 

저빈도 집단(M저빈도 =3.85, SD저빈도 = 1.28)의 사용자들은 고빈도(M고빈도 

=4.59, SD고빈도 = 1.45) 집단보다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F (1, 

101) = 6.53, p = .012). 또, 사용 빈도 변수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위험 비인지 조건(M비인지 =4.67, SD비인지 = 1.26)의 소비자들이 위험 

인지 조건(M인지 =3.93, SD인지 = 1.49)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F (1, 101) = 5.65, p = .019). 한편, 사용 빈도와 위험 인지 

여부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결과를 보면(F (1, 101) = .38, p = .537) 

유의수준 .05에서 카테고리 관심도에 대한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바이페이 서비스 관심도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 2. ANOVA(종속 변수: 해당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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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페이 관심도에 대한 사용 빈도의 효과를 살펴보면 저빈도 

집단(M저빈도 =3.76, SD저빈도 = 1.21)의 사용자들은 고빈도(M고빈도 =4.33, 

SD고빈도 = 1.47) 집단보다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F (1, 101) = 

4.35, p = .040). 또, 사용 빈도 변수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위험 

비인지 조건(M비인지 =4.54, SD비인지 = 1.29)의 소비자들이 위험 인지 

조건(M인지 =3.7, SD인지 = 1.37)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F (1, 

101) = 7.35, p = .008). 한편, 사용 빈도와 위험 인지 여부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결과를 보면(F (1, 101) = 3.02, p = .085) 

유의수준 .05에서 카테고리 관심도에 대한 두 변인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확률이 .085라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위험 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고빈도 사용 집단이 저빈도 사용 집단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저빈도 집단에서는 위험 인지 여부 간의 

태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M비인지 =3.91, SD비인지 = 1.14/ M인지 =3.65, 

SD인지 = 1.26), 고빈도 집단의 경우 위험 비인지와 인지 조건의 간의 

태도(M비인지 =4.9, SD비인지 = 1.25/ M인지 =3.74, SD인지 = 1.47)가 크게 

차이 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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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ANOVA(종속 변수: 해당 서비스에 대한 사용 의향)> 

 

 마지막으로, 바이페이 사용 의향에 대한 사용 빈도의 효과를 

살펴보면 저빈도 집단(M저빈도 =3.93, SD저빈도 = 1.42)의 사용자들은 

고빈도(M고빈도 =4.58, SD고빈도 = 1.52) 집단보다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F (1, 101) = 5.21, p = .024). 또, 사용 빈도 변수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위험 비인지 조건(M비인지 =4.76, SD비인지 = 1.32)의 

소비자들이 위험 인지 조건(M인지 =3.91, SD인지 = 1.55)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F (1, 101) = 5.84, p = .017). 한편, 사용 빈도와 위험 

인지 여부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결과를 보면(F (1, 101) = 6.01, p 

= .016) 유의수준 .05에서 카테고리 관심도에 대한 두 변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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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험 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고빈도 사용 집단이 저빈도 사용 집단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저빈도 집단에서는 위험 인지 여부 간의 

태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M비인지 =3.93, SD비인지 = 1.33/ M인지 =3.94, 

SD인지 = 1.51), 고빈도 집단의 경우 위험 비인지와 인지 조건의 간의 

태도(M비인지 =5.25, SD비인지 = 1.07/ M인지 =3.89, SD인지 = 1.61)가 크게 

차이 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 ANOVA 분석 결과 (종속 변수: 해당 서비스 사용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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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빈도 증가가 위험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믿음의  

        조절된 매개 효과 (가설2 검증) 

  

 

<그림5. 조절된 매개 효과(mediated moderation)의 개념적 모형> 

 

 가설1에 대한 결과 중 바이페이 사용 의향에 대한 사용 빈도와 

위험 인지 여부 간의 상호 작용을 매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 빈도와 바이페이 사용 의향,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인지한 

위험의 정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 인지 여부라는 변수들에 대해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Hayes 2012; 5000 

Bootstrapped samples; PROCESS SPSS MACRO; Model 8). 즉,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인지한 조건에서 고빈도 사용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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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자신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답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간편결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때, 위에 

제시된 모델에서와 같이 독립 변수는 사용 빈도, 종속 변수는 바이페이 

사용 의향, 매개 변수는 실질적으로 인지된 위험의 정도였으며 조절 

변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 인지 여부로 놓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바이페이 사용 의향에 대한 사용 빈도과 위험 인지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직접적 효과 경로: B=-1.367, p=.017, 95%, 

신뢰구간(-2.479, -0.254) 0을 포함하지 않음] 로 나타났다. 위험 요소 

인지 여부에 따른 사용 빈도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위험 

요소를 비인지한 경우는 [B=1.31, p=.002, 95%, 신뢰구간(0.479, 

2.141) 0을 포함하지 않음]로 나타났고 위험을 인지한 경우는 [B=-

0.057, p=.880, 95%, 신뢰구간(-0.807,  0.694) 0을 포함] 으로 

나타나 앞서 밝혀졌 듯 위험 인지 여부가 사용 의향 간에 조절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매개변수인 소비자가 인지한 위험의 정도를 종속 

변수로 두고 사용 빈도와 위험 인지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를 갖는지 

검증했을 때는 [간접적 효과 경로: B=-0.052, p=.919, 95%, 

신뢰구간(-1.052, 0.950) 0을 포함]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용 빈도와 

바이페이 사용 의향 간의 간접적 관계에서 위험 인지 여부 조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위험 요소 비인지 상황에서는 [B=0.011, 95%, 

신뢰구간(-0.085, 0.246) 0을 포함], 위험 요소 인지 상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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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009, 95%, 신뢰구간(-0.065, 0.204) 0을 포함]로 나타남으로써 

예상했던 조절된 매개효과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3.4 기타 변수: 낙관주의 성향의 조절 효과 검증 

LOT-R 척도 중 낙관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세 문항 간의 

신뢰도가 높아(α=.79) 세 문항의 응답치를 평균하여 하나의 지표로 

통합하였다. 이 후, PROCESS SPSS MACRO Model1을 통해 간편결제 

태도를 종속변수로 놓고 사용 빈도와 낙관주의 성향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Hayes 2012; 5000 Bootstrapped samples; PROCESS 

SPSS MACRO; Model 8).  

먼저, 서비스 카테고리 관심을 종속 변수로 했을 때에 사용 

빈도와 낙관주의 성향 간에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1, 

101) = 4.78, p = .031). 조절 변수의 조건에 따른 효과를 살펴 보면, 

평균치에서는 [B=0.821, 95%, 신뢰구간(0.332, 1.311)], 평균치-

1표준오차 값에서는 [B=0.280, 95%, 신뢰구간(-0.422, 0.983)], 

평균치+1표준오차 값에서는 [B=1.363, 95%, 신뢰구간(0.678, 

2.047)]로 사용 빈도와 카테고리 관심도의 관계를 낙관주의 성향이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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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낙관주의 성향의 조절 효과 

(종속 변수: 카테고리 관심도)> 

 

 다음으로, 바이페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종속 변수로 두었을 

때에도 사용 빈도와 낙관주의 성향 간에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1, 101) = 5.29, p = .024). 조절 변수의 조건에 따른 

효과를 살펴 보면, 평균치에서는 [B=0.637, 95%, 신뢰구간(0.138, 

1.135)], 평균치-1표준오차 값에서는 [B=0.057, 95%, 신뢰구간(-

0.658, 0.772)], 평균치+1표준오차 값에서는 [B=1.217, 95%, 

신뢰구간(0.520, 1.914)]로 사용 빈도와 해당 서비스 관심도의 관계를 

낙관주의 성향이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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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낙관주의 성향의 조절 효과 

(종속 변수: 해당 서비스 관심도)> 

 

 마지막으로, 바이페이 서비스 사용 의향에 대한 관심을 종속 

변수로 두었을 때에는 사용 빈도와 낙관주의 성향 간에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101)=2.467, p=.119). 조절 

변수의 조건에 따른 효과를 살펴 보면, 평균치에서는 [B=0.728, 95%, 

신뢰구간(0.191, 1.265)], 평균치-1표준오차 값에서는 [B=0.302, 95%, 

신뢰구간(-0.468, 1.072)], 평균치+1표준오차 값에서는 [B=1.154, 

95%, 신뢰구간(0.404, 1.905)]로 다른 종속변수들과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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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결과 요약 

 본 실험의 결과는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1을 일부 지지하였다. 즉, 

본 실험에서 측정한 세 가지 간편결제 태도(서비스 카테고리 관심도, 

바이페이 서비스 관심도, 바이페이 서비스 사용 의향)에 대해 사용 

빈도와 위험 인지 여부 모두 주효과를 가졌다. 하지만, 사용 빈도와 위험 

인지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는 바이페이 사용 의향을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뿐이었으며, 바이페이 관심도에 대해서는 

상호작용이 거의 유의미하게(marginally significant)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두 가지 간편결제 태도에 대해서는 가설1에서 예상한대로 

저빈도 집단에서는 위험 인지 여부 간의 태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고빈도 집단의 경우 위험 비인지 조건에서는 사용 의향이 높지만 위험을 

인지한 경우 사용 의향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실험은 이러한 효과의 원인을 밝히고자 사용 빈도를 독립 

변수로 두고 간편결제 태도는 종속 변수, 사용 빈도 증가에 따라 위험이 

증가한다는 믿음을 매개 변수, 위험 인지 여부를 조절 변수로 두고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나, 해당 모델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본 실험에서 가설2는 지지되지 못했다.  

한편, 위험 인지 여부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 빈도와 간편결제 태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절 변수를 찾고자 낙관주의 성향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낙관주의 성향은 세 가지 종속 

변수 중 서비스 카테고리 관심도와 해당 서비스 관심도에 대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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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의 효과에서만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주의 성향 

점수가 낮은 경우 저빈도와 고빈도 집단의 태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았지만 낙관주의 성향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고빈도 집단이 저빈도 

집단보다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행동실험을 통해 사용 빈도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인지라는 변수가 소비자의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소비자들은 이전 문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사용 빈도를 높게(vs. 적게) 예측할수록 그리고 위험 

요소를 인지하지 않았을(vs. 위험 요소를 인지) 때에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 또, 간편결제 태도 중 해당 서비스에 대한 

사용 의향에 있어서는 저빈도 집단의 경우 위험 요소의 인지 여부에 

따라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반면, 고빈도 집단의 경우 위험을 

인지하지 않았을 때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위험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용 의향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저빈도 집단의 사용 의향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등 사용 빈도와 위험 인지 여부라는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사용 빈도의 증가가 위험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믿음에 의해 매개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본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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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서 밝혀진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태도에 사용 빈도의 주효과, 사용 빈도와 위험 

인지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을 통해 본 연구는 기존의 사용 빈도에 

관한 문헌을 확장했다는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즉, 기존 문헌에서는 

소비자들이 사용 빈도를 높게 예측할수록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효용을 

높게 생각하여 그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여겨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재화 혹은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엔 사용 빈도가 높더라도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밝혀냈다. 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위험(risk)가 존재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자극물로 

이용함으로써 사용 빈도가 소비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 소비재 

제품뿐 아니라 서비스 상품의 맥락에서도 검증했다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 의의를 가질 뿐 아니라 실무적 시사점 

또한 제시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을 꺼리는 상황에서 간편결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핀테크 서비스 기업들이 이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해당 서비스가 많은 곳에서 자주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위험 요소가 

인지된 경우에는 높은 사용 빈도를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태도를 끌어내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크게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겐 사용 빈도 

외적인 부분을 어필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끌어내야 할 것이고, 높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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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를 광고하고자 한다면 먼저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소비자들의 예측 사용 빈도를 측정할 때 간단한 

척도(scale) 조작을 통해 소비자들의 상대적 사용 빈도가 간단한 조작을 

통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 또한 의미가 있다. 이는 기업의 

마케터들이 상황에 따라 간단한 단어나 문장 등에 변화를 주어 

소비자들의 상대적 사용 빈도에 대한 믿음을 바꿀 수 있고 이는 

소비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무적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학문적, 실무적 의의를 갖지만 동시에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 또한 존재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태도로 지정한 세 가지 요소 중 해당 

서비스에 대한 사용 의향을 제외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점이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실험 

참여자의 수를 늘리거나 해당 변수를 측정하는 문항을 더 명확히 

수정하여 재 실험을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사용 빈도와 위험 인지 여부의 상호 작용 관계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빈도 사용 

집단이 저빈도 집단과 달리 위험 인지(vs. 비인지) 상황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효과에서 사용 빈도 증가를 위험의 증가와 동일시하는 

믿음이 매개할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해당 변수의 매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역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측정 문항을 더욱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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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거나 의사결정 문헌 연구를 통해 새로운 변수를 찾아내 다시 

실험을 진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밝혀진 위험 인지 여부의 조절 

효과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야 학문적 의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무적으로도 구체적인 전략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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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바이페이(BUYPAY) 광고 자극물> 

 

* 실제 서비스 중에 있는 PAYCO 간편결제 서비스의 광고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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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실험에 사용된 고빈도 척도와 저빈도 척도 

 

질문. 위 광고에 소개된 '바이페이 (BUYPAY)' 간편결제를 사용해 

본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기존에 사용하던 간편결제가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간편결제가 바이페이(BUYPAY)라고 가정 ) 

 

- 높은 사용 빈도 집단 (저빈도 척도) 

□  일주일에 최소한 1회 이상 

□  한 달에 최소 1회 이상 ~ 일주일에 1회 미만 

□  두 달에 최소 1회 이상 ~ 한 달에 1회 미만 

□  세 달에 최소 1회 이상 ~ 두 달에 1회 미만 

□  6개월에 최소 1회 이상 ~ 세 달에 1회 미만 

□  1년에 최소 1회 이상 ~ 6개월에 1회 미만 

 

- 낮은 사용 빈도 집단 (고빈도 척도) 

□  하루에 최소 15회 이상 

□  하루에 최소 10회 이상 ~ 15회 미만 

□  하루에 최소 5회 이상 ~ 10회 미만 

□  하루에 최소 1회 이상 ~ 5회 미만 

□  3일에 최소 1회 이상 ~ 하루에 1회 미만 

□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 3일에 1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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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삶의 방향 척도-낙관주의 성향 문항 

(Scheier and Carver 1994의 문항 번안) 

 

[LOT-R의 한국어 번안 문항들]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는 대개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나는 쉽게 긴장을 풀 수 있다.            

내게는 뭔가 일이 잘못될 만한 것이 있으면 꼭 잘못된다.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이다.            

나는 내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낸다.            

나에게는 바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내 뜻대로 일이 되리라고는 거의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나는 쉽게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보통 내게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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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itle: The Influence of Consumers' perceived usage 

frequency on attitude toward a fin-tech service when 

they perceive risk of the service 

 

 

When considering the choice of a new product or service, consumers 

are more likely to purchase what are supposed to be used more 

frequently because they regard utilitarian value as very important. 

However, if consumers think using the product or service can cause 

risk to themselves, high usage frequency can rather result in 

negative attitude. For example, when consumers use a fin-tech 

service which is exposed to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high 

usage frequency does not always lead to high perceived value. In 

this research, high(vs. low) usage frequency group basically showed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service and even the category to which 

the service belong and high intention to use. However, those who 

concern about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of fin-tech service 

among high usage frequency group showed highly negative attitude 

relative to the group not exposed to the concern. In contrast, 

perception of the risk did not make any difference among low usage 

frequency group. Researcher expected that this is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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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s consider increasing usage frequency as increasing the 

chance the risk happens. However, it turned out to be that the belief 

does not have mediation effect to the moderation effect of 

perception of risk. 

 

Keyword: Usage Frequency, Relative Usage Frequency, Fintech,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Consumer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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