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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절감은 오랫동안 논의 되어 온 사

회적 문제다. 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 카드 결제수수료 절감은 위

한 “제로페이”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제로페이”는 QR코드 간편

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존 이미 존재하는 모바일 간편 결제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미 다양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방식으로 모바일 간편 결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존의 오프라인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

스는 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애플리케이션에 연동하여 결제

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카드 결제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다. 하지

만 QR코드 간편 결제는 계좌를 연동하여 계좌 간 이체 방식이므

로 카드 결제 수수료가 없다.

모바일 간편 결제에 사용의도에 관련 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QR코드 간편 결제만의 특성이 있고, QR코드 간편 결제의

특성을 반영한 관련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QR

코드 간편 결제 특성을 반영한 윤리적 소비성향, 손실 민감도 요

인들이 QR코드 간편 결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

고, 기존 모바일 간편 결제 사용의도 관련 연구에서 많이 연구된

신뢰성, 사회적 영향, 유용성 요인들에 대한 실증 분석을 진행했

다. 또한 연령과 평소에 주로 사용하는 결제 수단을 조절변수로

집단별 차이의 존재여부를 함께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신뢰성, 사회적 영향, 유용성, 윤리적 소비성향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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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QR코드 간편 결제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손실

민감도는 QR코드 간편 결제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했다. 주요 결제수단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에서 현금, 체크카드를

선불 집단으로, 신용카드를 후불 집단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선

불, 후불 집단사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QR코드 간편 결제 서비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략의 토대로 활용 될 수 있다.

주요어 : QR코드 간편 결제, 신뢰성, 사회적 영향, 유용성, 윤리적

소비성향, 손실 민감도, 사용의도

학 번 : 2014-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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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사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행태가 점차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이용실태조

사에 따르면 2017년 스마트폰 보유율이 94.1%에 달하며 50대 이하에

서는 보유율이 100%에 근접한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사

용의 폐지로 인해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이 꾸준한 성장을 보였다. 기존

에 은행이나 통신사 위주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최

근 제3자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 업체가 IT회사, 유통 회사,

금융 회사 등 다양한 업계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 국내 모바일 간편 결

제 제공업체가 20여 곳에 달하며, [표1-1]에 따르면 2017년 간편 결제1)

이용건수는 전년대비 147.4% 증가하고, 금액은 전년대비 158.4% 증가했

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내 26.1%의 사용자들이 모바일지급 서

비스를 이용했고, 이용도가 높은 서비스로는 온라인 구매 대금지급

86.6%, 오프라인 결제 34.7%로 조사되었다. 오프라인 결제 모바일 지급

수단으로 모바일카드 46.6%로 가장 많고, 휴대폰 소액결제 32%, 직불전

1) 간편 결제는 지급카드의 중요 정보를 모바일기기에 미리 저장해두고 거래 시 에

는 비밀번호 입력, 지문 인증, 단말기 접촉 등으로 간편하게 지급할 수 있는 서비

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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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6 2017 증가율(%)

이용건수 858.8 2124.3 147.4

(ICT2) ) 315.7 570 80.6

(유통·제조I3) ) 543.1 1554.2 186.2

이용금액 26 67.2 158.4

(ICT) 10.4 19.2 84.1

(유통·제조) 15.6 48 208.2

[표 1-1] 간편 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 현황

(천 건, 십억 원)

자지급수단 16.8%, 전자지갑 14.5%, 선불전자지급수단 1.9% 순으로 나타

났다.

(자료: 한국은행)

카드 결제수수료 인하 문제는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문제로

오랫동안 논의 되어왔다. 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 간편 결제 수수료 절

감 대안으로 “제로페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제

로페이”는 “서울페이”라고도 불리며 QR코드를 활용한 오프라인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다. 별도의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은 존재하지 않고

기존 서비스 중인 모바일 간편 결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방법 또한 간단하다. 스마트폰으로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QR코드를

2)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기반 전자금융업자(출처: 한국

은행).

3) 스마일페이, 삼성페이 등과 같은 유통·제조 기반 전자금융업자(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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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하여 결제금액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

과, POS기가 설치되어 있는 매장에서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결제용

QR코드를 제시하고 리더기로 인식하고 결제하는 방식이 있다. POS기가

설치되어 있는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OS기가 설치

되어 있지 않은 노점과 같은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제로페이”

는 카드와 달리 계좌 간 이체 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로페

이”를 통해서 결제를 하면 기존 0.8-2.3%의 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0.5%이하로 낮출 수 있다. 연매출 8억 원 이하 업체의 결제 수수료를 면

제하고, 연매출이 8억 원을 초과하고 12억 미만은 0.3%, 12억을 초과한

업체의 결제 수수료는 0.5%가 적용된다. 이로서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

료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결제 수수료

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기존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는 제공업체에 따라 사용방식에 확연

한 차이가 있고, 각각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

공하지 못했다.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이 2018년7월25일에 체결됨에 따라 참여 대

상인 금융사와 결제사는 기관이 구축한 공동 QR허브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좌 간 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주도로 간편 결제 표준안이

마련될 것이며 모바일 간편 결제 업체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기대 할 수

있다.

윤리적 소비는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공유가치 창출에

이어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윤리적인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는 결정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

(Clarke, 2006). 인권, 사회정의, 환경, 동물 복지와 같은 특정 이슈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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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게 되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

을 구매, 공정무역 제품 구매 등 형태로 나타난다.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절감을 위한 “제로페이” 서비스 사용은 지역사회를 돕는 윤리적

인 소비선택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제 2 절 연구 목적

기존의 오프라인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는 주로 체크카드나 신용카

드를 애플리케이션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했다. 애플리케이션

을 통해 기존에 등록한 카드로 카드결제를 하는 것이므로 판매자의 카드

결제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다. “제로페이”는 기존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와 사용방법의 차이뿐만 아니라 계좌 간 이체로 결제가 이루어지

기 때문에 판매자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다. 이는 “제로페이”서비

스를 출시한 계기이기도 하다. 판매자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중요하

다. 모바일 간편 결제에 사용 의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제로페이”만의 특성이 있어 기존 연구로 사용자의 사용의도를 설명하기

에 부족하다.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서 참여하고 싶어 하는 윤리적 소비성향이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제로페이”를 사용하면서 포기해야 할 혜택들도 있는데

사용자들은 과연 손실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연구하기 위해 본 연

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모바일 간편 결제 특성에 맞는 존 연구에 많이 언급된 요인들(신뢰성,

사회적 영향, 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와 QR코드 간편 결제의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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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윤리적 소비성향, 손실 민감도가 QR코드 간편 결제 사용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QR코드 간편 결제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

하고, 인구통계학 특성을 조절 변수로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려고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특성, QR코드

오프라인 간편 결제의 특성, 사용의도 연구에 사용되는 이론에 대한 문

헌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서술한다.

제 1 절 제3자 모바일 간편 결제의 개념

(Karnouskos, 2004)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지불을 하거나, 지불을 활성화 혹은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Heijden, 2002)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스마트폰 및 태블릿과 같

은 모바일 장치로 수행되는 결제라고 정의했다. 모바일 간편 결제는 제

공업체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간편 결제와 통신

사가 제공하는 간편 결제, 그리고 은행도 통신업체도 아닌 제3자가 제공

하는 간편 결제가 있다. 따라서 제3자 모바일 간편 결제는 은행도 통신

사도 아닌 제3자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라고 정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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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QR코드 오프라인 간편 결제의 특성

삼성페이는 오프라인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에서 85.5%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오프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다.

QR코드 오프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와 삼성페이에 여러 차이점이 있다.

우선 결제 방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삼성페이는 Magnetic Secure

Transmission (MST)기술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진다. MST는 전통적인

지불 카드의 전자기 띠를 모방한 전자기 신호를 방출하는 기술이다. 휴

대폰 단말기에 지불카드의 정보를 저장하고, 휴대폰 단말기를 카드리더

기 가까이에 이동하면 MST기술로 카드정보가 리더기로 전달되어 결제

가 이루어진다.

QR코드 오프라인 간편 결제는 휴대폰 단말기로 매장에 비치된 QR코

드를 스캔한 다음 결제 금액을 입력하게 된다.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확

인한 뒤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삼성페이와

QR코드 오프라인 간편 결제 과정은 모두 몇 초 사이에 결제를 완료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하고 편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지원 단말기에 차이다. 삼성페이는 NFC, MST 지원

단말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QR코드 오프라인 간편 결제는 모든

스마트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정부에서 QR코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추진하는 원인이자 가

장 큰 차별 점은 바로 결제수수료다. 삼성페이는 기존 실물카드를 등록

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 카드정보를 전자기파로 변환시키고 결제를

하는 방식이므로 결과적으로 실물카드로 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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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카드 결제수수료 역시 기존 실물카드와 동일하다. 하지만 QR코드

오프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는 계좌에서 계좌로 지불대금을 송금하는 방

식이므로 결제수수료가 없다.

제 3 절 사용의도 관련 이론

사용의도에 관련 된 연구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이론

들이 존재한다. (Fishbein & Ajzen, 1975) 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사

용자의 행동을 묘사하는 합리적 행위 이론(TRA)를 제안했다. 개인의

태도와 사회적 규범이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 의도가 실

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으로, 합리적 행위 이론은 매우 일반적

이며 거의 모든 인간 행동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합리적 행위 이론에

따르면 행위 의식이 개인의 행동 의도를 결정하며, 개인이 행동 수행여

부를 결정할 때 행동의 수행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여길수록 그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합리적 행위 이론은 개인은 자

신의 행위 의식의 제어 하에 행동의 수행을 결정한다면 해당 행동은 합

리적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한다. 현실에 적용하기에 가설이 너무 이상

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Davis, 1989)의 기술수용모형(TAM)은 합리적 행위 이론을 바탕으로

제안된 모형이다. 기술수용모형은 사용자의 기술 채택 행동을 설명하는

최초의 모형이며, 가장 설득력이 있는 연구 모형 중 하나다. 기술수용모

형은 다양한 정보기술 환경에서 기술 수용 행동을 설명하는 유용한 모형

으로 인식되어 정보 시스템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형이다. 기술수

용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 근거는 사용자의 정보기술 채택은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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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보기술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인지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 두 변수의 공동작용으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채택하면 자신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것

으로 인식하는 정도로, 인지된 용이성은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 된다.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지된 용이성은 사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인지된 유용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 기술수용모형은 합리적 행위이론의 부족

점을 보완하여 현실 환경에서 개인이 어떤 현상의 채택과 수용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설득력이 있는 모형이다.

[그림 2-1] 기술수용모형

정보기술 수용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여러 학술 연구

(Davis, 1989; Munoz-Leiva et al,. 2017; Natarajan et al., 2017)가 존재

하는데, 연구에서 제안된 여러 모형 중에서 기술수용모형은 정보 시스템

연구자들 중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 인기에 대한

주된 이유는 실증연구가 풍부한 것과 모형의 간결함에 있다(Agarw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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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sad, 1999). 합리적 행위 이론은 인간의 행위 전체를 설명하는 모형이

라고하면 기술수용모형은 정보기술 사용에 특화된 모형이다(Mathieson

et al., 2001).

정보시스템 연구자들은 기술수용모형을 다양하게 응용했으며, 많은 기

업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의 수용여부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것임에

동의 했다 (Chin & Todd, 1995; Doll, Hendrickson, & Deng, 1998). 그

러나 기술수용모형의 기본 구조는 사용자의 수용의도를 변화시킬 수 있

는 기술 및 사용 요인의 구체적인 영향을 완벽히 반영하지 못한다(Moon

& Kim, 2001). (Davis ,1989)이 지적했듯이 미래의 기술 수용연구는 다

른 변수가 어떻게 유용성, 사용 용이성이 사용자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 용이성 및 유용성은 QR코드 간

편 결제의 사용에 대한 행동 의도를 완벽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QR코드 간편 결제의 사용의도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야

한다. 이전의 연구들은 지각된 유희성(perceived playfulness) (Moon &

Kim, 2001), 사용자 몰입 (Agarwal & Karahanna, 2000), 제품 관여

(product involvement), 인지된 즐거움(Perceived enjoyment) (Koufaris,

2002) 등 요인으로 기술수용모형을 확장했다. (Gefen et al., 2003)은 온

라인 쇼핑에 대한 사용의도 관련 연구에서 기술수용모형에 신뢰성 요인

을 추가했다. (Wang et al. 2003)은 온라인 뱅킹 사용의도에 있어 사용

자의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인지된 신용

(perceived credibility), 인지된 신뢰성을 기술수용모형에 도입했다. 본

연구도 모바일 금융에 관련된 연구로 연구모형에 신뢰성 요인을 추가하

여 기술수용모형을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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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신뢰성

신뢰는 교환의 상대방이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

할 것이라는 가정을 기초하여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

으로 정의 된다(Gefen et al., 2003; Hwang & Kim, 2007).

판매자의 신뢰는 전통적인 소매 환경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지

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작용을 한다(Anderson & Weitz,

1989). 신뢰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관계 변수다(Gulati &

Gargiulo, 1999). (Bensaou, 1997)의 분석에서 일본 자동차 회사의 관계

는 시장이나 계층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뢰에 의해 지배된다고 언급했다.

(Bensaou, & Venkatraman, 1995)는 신뢰는 불확실성을 조사하는데 반드

시 다뤄야 하는 요소라고 했으며, 많은 연구자들은 신뢰가 특히 전자상

거래 환경에서 불확실성 특징 때문에 매매 관계를 지배하는 중요한 메커

니즘이라고 생각한다(Ratnasingam, 2005; Riegelsberger et al., 2005). 온

라인 쇼핑을 예로, 온라인에서 일부 정보들은 왜곡될 수 있는데

(Riegelsberger et al., 2005), 이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신뢰에 대한 확신

을 할 수 없게 하므로 온라인 구매를 꺼려하게 한다.

신뢰는 과거의 행동에 대한 개인적의 판단의 결과로, 미래 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 또한 행동에 따른 반복되는 긍정적인 결과는, 그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점차 많은 신뢰를 쌓는 것으로 이어진다(Lewicki & Bunker,

1995; Mayer & Schoorman, 1995 ).

모바일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서비스 사용자와 제공자 사이의 신뢰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연구에서 이미 모바일 금융환경에서의 사용

자 행동의도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성의 영향을 확인 했다(Lu et al.,

2011; Kim et al., 2009, Zhou, 2013; Tan et al., 2014; Oliveira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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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예를 들면, (Kim et al., 2009) 의 모바일 뱅킹 사용의도 관련된

연구에서 고객이 신뢰에 대한 인식이 서비스 사용의도를 촉진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5 절 사회적 영향

사회적 요인은 사용자 행동에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

다. 몇몇 이론에서 사회적 영향은 사용자 행동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예를 들어, 합리적 행위 이론에서 사람의 행동 의

도는 주관적 규범과 태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고(Fishbein & Ajzen,

1975), 혁신 확산 연구에서 또한 사용자의 채택 결정이 개인의 의사 결

정 스타일과 정보기술의 특성을 넘어 사회 시스템의 영향을 받음을 시사

했다.

사회적 규범은 크게 두 가지 영향으로 나뉜다.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

로부터 얻은 정보를 현실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이는 정보영향

(Informational influence)과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합할 때 발생하는 규

범적 영향(Normative influence)이 있다(Deutsch & Gerard, 1955). 이 두

가지 유형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내부화, 식별 및 준수의 세 가지 프로세

스를 통해 작동한다. 정보 영향은 내재 프로세스로, 사용자가 준거집단보

다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보를 인식할 때 발생한다(Kelman,

2017). 규범적 영향은 식별 및 준수의 한 형태다. 식별은 사용자가 그룹

과 관련하여 자신을 정의하는데 관심이 있으므로 다른 사용자가 보유한

의견을 채택할 때 발생한다. 규정 준수는 사용자가 보상을 받거나 거절

과 적대감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기대한 바를 준수 할 때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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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외 준거집단이론과 집단 영향 과정 관련 이론이 있는데, 준거집단

이론은 개인이 의견 선도자(opinion leaders)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집단

으로부터 지침을 찾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개인은 그룹이나 다른 개

인의 정보, 규범적 관행 및 가치 표현을 참조함으로써 행동에 대한 가치

와 표준을 개발할 수 있데 된다(Bearden & Etzel, 1982; Park & Lessig,

1977). 집단 영향 과정은 집단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제안한다.

개인은 집단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룹의 행동 규범을 채택하려고

시도한다(Goodwin, 1987).

사회적 영향은 사용자의 기술 수용 행위를 설명하는데 오랫동안 고려

되어 온 요소 중 하나다(Karahanna et al., 1999). 이미 사회적 영향과

사용의도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많은 실증연구가 존재하고(Agarwal, &

Sambamurthy, 2003; Venkatesh et al., 2003; Hsu & Lu, 2004), 모바일

기술 기반 서비스 수용 관련 연구 모형에서 사회적 영향을 반영한 실증

연구도 찾아 볼 수 있다(Hong & Tam, 2006; Gu, et al., 2009).

제 6 절 윤리적 소비 성향

윤리적 소비는 윤리적 및 도덕적 차원이 포함된 소비행위다(Starr,

2009). (Cowe & Williams, 2000)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환경적

또는 윤리적인 이슈에 영향을 받고 구매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윤리적

소비자로 정의한다. (홍연금, 2010)은 윤리적 소비자에 대한 사례연구에

서 윤리적 소비성향을 소비자의 개인적인 도덕 신념에 의해 사회적 책임

을 실천하는 행동이라고 했고, (허은정 & 이아름, 2011)은 윤리적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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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을 건강, 사회, 자연 환경을 고려하는, 도덕적인 믿음에 근거하여 내

리는 개인의 의식적인 소비선택이라고 했다. (홍은실 & 신효연, 2011)는

윤리적 소비를 자신과 타인, 사회와 자연환경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한

개인의 소비 행위라고 정의했다. 윤리적인 소비자는 인간 복지, 동물 복

지 및 환경 복지 중 적어도 하나의 영역에 대해 고려를 한다(Low and

Davenport, 2007). (Smith et al., 2013)은 윤리적 소비는 자신이 선택한

윤리적 차원에서 소비자 자신에 의해 정의 된다고 했다. QR코드 간편

결제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 절감을 위해 출시된 서비스인 것

만큼, 지역사회를 고려하여 QR코드 간편 결제를 선택하는 것을 윤리적

소비성향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 특성 및 의사결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소비자의 윤리적 상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를 분석한 연구(허

은정 & 이아름, 2011; Cowe & Williams, 2000), 소비자 합리적 의사결

정을 모델링한 연구(Shaw, Shiu & Clarke, 2000)등 있다. (Ozcaglar et

al., 2006)는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성향이 공정거래 제품 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규명했으며, (김윤정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소비자

의 개인특성인 윤리적 소비성향은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신뢰를

통해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또한 유럽 소비자의 46%는 윤

리적인 제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하고(MORI, 2000),

프랑스 소비자들은 아동들이 제작하지 않은 의류제품에 대해 10%-25%

의 가격을 더 지불하고 싶다고 했다(CRC-Consommation, 1998). (De

Pelsmacker, Driesen, & Rayp, 2005)의 공정무역 커피에 대한 지불 의향

에 관한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공정무역 커피에 대해 평균 10% 정도의

가격을 더 지불 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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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손실 민감도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수용하려면 사용자는 수용 결정과 관련한 불확

실성과 위험을 감수해야함과 동시에 기술 수용에 관련된 실제 모바일 장

비 비용, 액세스 비용 및 거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Wu & Wang,

2005). 비 금전적 비용은 지각된 위험을 기반으로 측정되는 반면, 금전적

비용은 인지된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가된다(Yang et al., 2012) 통계에

따르면 60.5% 사용자가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때 비용관련 우려

가 있다고 한다(Lu et al., 2011). 몇몇 사용자와의 인터뷰에서 인지된 금

전적 비용(Perceived financial cost)에 대한 우려가 모바일 뱅킹 사용 의

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Luarn & Lin, 2005). 연구에 따르면 지각

된 비용(Perceived fee)은 사용자의 모바일 서비스 저항의 주요 요소다

(Shin, 2009).

(Yang et al., 2012)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수용의도에 관한 실증연구

에서 지각된 비용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수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

친다고 규명했다. (Luarn & Lin, 2005)의 모바일 뱅킹 사용의도 관련 연

구에서 인지된 금전적 비용을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는 함으로 인해 비용

을 부담할 것으로 믿는 범위로 정의했고, 인지된 금전적 비용은 사용자

의 사용의도에 부(-)의 영향이 있음을 규명했다.

한국은 카드 사용률이 아주 높은 나라인 것만큼 카드사에서 고객에게

캐시백, 할인, 포인트 적립 등 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제공한다.

QR코드 간편 결제 서비스로 기존 결제 수단을 대체한다면 기존의 결제

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포기하는 것과 마

찬가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R코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사용함으

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금전적 비용으로 보고, 손실 민감도로 정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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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설계

제 1 절 연구모형의 설정

(Gefen, 2003; Park & Yang, 2006; Kim et al., 2009)의 연구에서 신뢰

성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사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Lu et al., 2011)의 연구에서 사회적 영향과 유용성이 사용의도에 직접

적인 향을 미친다고 했다. QR코드 간편 결제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윤리적 소비성향 역시 사용 의도에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신용

카드 보급률이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며,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결제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편이다. QR코드 간편 결제로 기존 카드 결제를 대체

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또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기술수용모형을 확장하여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계

했다. 선행연구에서 많이 언급된 신뢰성, 사회적 영향과 유용성에 대한

실증 분석과, QR코드 간편 결제의 특성을 반영한 요인 윤리적 소비성향

과 손실 민감도가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나이, 주요 결제수단을 조절효과로 집단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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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윤리적

소비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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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

손실 민감도

사용의도

H1

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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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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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주요 결제수단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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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 설정

1) QR코드 간편 결제의 신뢰성에 대한 가설 설정

신뢰성은 신뢰 당사자의 기대에 따라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믿음이다(Lu et al., 2011).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수

행되는 거래는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보다 불확실하고 잠재적 위험이 크

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구축이 불가피하다. 신뢰

를 확보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Gefen,

2003; Park & Yang, 2006).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1: QR코드 간편 결제에 대한 신뢰성이 높을수록 QR코드 간편 결제 사

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QR코드 간편 결제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가설 설정

(Davis et al., 1989)의 기술수용모형에서 사회적 영향 요인을 모형에

넣지 않았지만, 수많은 실증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요인이 개인의 정보기

술 사용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Lucas &

Spitler, 2000;S Taylor & Todd, 1995, Agarwal, & Sambamurthy, 2003;

Venkatesh et al., 2003; Hamari & Koivisto, 2015; Oliveira & Campos,

2016). 또한 합리적 행동 이론에 기초한 실증 연구들에서도 사회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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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의 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다(Cheung et

al.,2000; Karahanna, & Straub, 1999; Liao et al. 1999; Liker & Sindi,

1997). 특히 일부 QR코드 간편 결제 서비스는 모바일 메신저 기반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사용에 있어서 더욱 쉽게 타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 때문에 QR코드 간편 결제 관련 연구에서 사회적 영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2: 사회적 영향의 인지가 높을수록 QR코드 간편 결제 사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QR코드 간편 결제의 유용성에 대한 가설 설정

정보기술 사용의도에 대한 유용성의 효과에 대한 광범위한 실증 연구

가 존재한다(Davis et al., 1989; Venkatesh & Davis, 2000; Agarwal &

Prasad, 1999; Hu et al., 1999; Venkatesh & Morris, 2000). 또한 사람들

이 모바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시스템이 아주 유용하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Wang et al., 2006). QR코드 간편 결제 서비스도

모바일 시스템이고 유용성이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3: QR코드 간편 결제의 유용성이 높을수록 QR코드 간편 결제 사용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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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R코드 간편 결제의 윤리적 소비성향에 대한 가설 설정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성향이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허은정

& 이아름, 2011; Ozcaglar et al., 2006)는 선행연구와 소비자들은 윤리적

인 제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MORI, 2000;

CRC-Consommation, 1998; Pelsmacker et al., 2005)는 선행연구들이 있

다. 이와 같이 QR코드 간편 결제의 가장 큰 특성인 윤리적인 소비 성향

이 QR코드 간편 결제 사용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4: 사용자의 윤리적 소비성향이 높을수록 QR코드 간편 결제 사용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QR코드 간편 결제의 손실 민감도에 대한 가설 설정

한국은 카드 사용률이 아주 높은 나라인 것만큼 카드사에서 고객에게

캐시백, 할인, 포인트 적립 등 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제공한다.

QR코드 간편 결제 서비스로 기존 결제 수단을 대체한다면 기존의 결제

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포기하는 것과 마

찬가지다. 인지된 금전적 비용에 대한 우려가 모바일 뱅킹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Luarn & Lin, 2005), 지각된 비용은 사용자의 모바일 서

비스 저항의 주요 요소다(Shin, 2009). 모바일 결제 서비스 수용의도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지각된 비용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수용의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친다(Yang et al., 2012)는 연구와 인지된 금전적 비용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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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척도

신뢰성

QR코드 간편 결제 서

비스 제공 기업이 고

객에 대한 정직,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반적인 평가 정도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나의 개

인정보를 잘 보호해 줄 것이라

고 믿는 정도

QR코드 간편 결제의 결제 기

능의 안전여부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신뢰

하는 정도

[표 3-1] 신뢰성의 조작적 정의

용자의 모바일 뱅킹 사용의도에 부(-)의 영향이 있다(Luarn & Lin,

2005)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QR코드 간편 결제 서비

스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 QR코드 간편 결제 사용의도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5: 사용자의 손실 민감도가 높을수록 QR코드 간편 결제 사용의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3 절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항목

1) 신뢰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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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척도

유용성

QR코드 간편 결제 서

비스를 사용하는 행동

이 쉽고 편하고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정도

QR코드 간편 결제 조작 방법

의 용이한 정도

QR코드 간편 결제 서비스가

나의 결제 효율을 향상 시키는

정도

QR코드 간편 결제 방식의 간

편함의 정도

[표 3-3] 유용성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척도

사회적 영향

사용자가 귀속되어 있

는 그룹이나 단체가

사용자의 QR코드 간

편 결제 서비스 사용

에 영향을 미치는 정

도

내가 주변 지인들이 QR코드

간편 결제 서비스 사용 여부에

대해 의식하는 정도

내가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

람이 QR코드 간편 결제 서비

스 사용 여부에 대해 의식하는

정도

주변 지인들이 QR코드 간편

결제 서비스 추천에 대해 인식

하는 정도

[표 3-2] 사회적 영향의 조작적 정의

2) 사회적 영향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항목

3) 유용성 영향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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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척도

윤리적

소비성향

QR코드 간편 결제 서

비스를 사용함으로 함

으로써 지역사회에 기

여하고 있다고 믿는

정도

QR코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

은 정도

QR코드 간편 결제 서비스 사

용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여

부를 인식하는 정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나의

결재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

는 정도

[표 3-4] 윤리적 소비성향의 조작적 정의

4) 윤리적 소비성향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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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척도

사용의도

사용자가 QR코드 간

편 결제 서비스를 사

용하고 싶은 정도

QR코드 간편 결제 서비스의

사용의도

QR코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타인에게 추천 할 의도

QR코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도

[표 3-6] 사용의도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척도

손실 민감도

기존의 결제수단을 대

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정적인 불이익에 민

감한 정도

기존 결제수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을 중요시 하

는 정도

결제과정에서 얻은 수 있는 금

전적 혜택이 QR코드 간편 결

제 서비스 사용에 영향을 미치

는 정도

결제수단 대체 과정에서 발생

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 민감한

정도

[표 3-5] 손실 민감도의 조작적 정의

5) 손실 민감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항목

6) 사용의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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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모형분석 및 가설 검증

제 1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1) 조사대상의 선정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QR코드 간편 결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

석하기 위해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다. QR코드 간편 결제서비스

가 보편화 되지 않은 만큼 QR코드 간편 결제를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전

연령대의 모든 잠재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

사는 전문 설문조사하는 업체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2018년 11월5일부터

약 일주일간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로 총 343개의 응답 결과를

받았으며, 응답 결과 중 무성의 응답 1개를 제외한 342개의 유효 응답으

로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2) 분석 방법

요인분석은 연구의 최종 목적에 따라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혹은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할 수 있다(Schervish, 1987). 탐색적 요인분석은

데이터 기반인 반면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 또는 실증연구를 기반으로

한다(Suhr, 2006). 확인적 요인분석은 변수가 가설을 세우지 않은 요인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측정 척도 개발 초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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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내용 분석방법 분석도구

기초분석

표본특성분석 빈도분석 SPSS25.0

내적일관성 분석 Cronbach's α 분석 SPSS25.0

타당성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 SPSS25.0

확인적 요인 분석 AMOS25.0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SPSS25.0

모형분석 가설 검증 경로분석 AMOS25.0

[표 4-1] 분석방법

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 보다 더 적절하다(Kelloway,

1995; Hurley et al., 1997). 탐색적 요인분석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척도

또는 새로운 측정항목을 개발하는 첫 단계(Yong & Pearce, 2013)이며,

새로운 척도를 개발할 때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고, 그다음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Cabrera-Nguyen, 2010; Rl, 2006).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측정하는 변수 중 윤리적 소비성향과 손실 민

감도에 대한 측정 척도가 잘 개발되지 않았고, 해당 요인들과 사용의도

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이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모델 신뢰성과 유효

성 측면에서 잘 테스트되지 않은 구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기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분석도

구로는 SPSS25.0과 AMOS25.0을 사용했다. SPSS25.0로 조사대상자의

표본특성분석과 내적일관성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진

행했고, AMOS25.0 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가설 검증을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했다. 연구에 사용된 분석 방법은 아래 [표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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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여성 각각 49.4%, 50.6%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 분포는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각각 25.1%, 24.9%, 25.1%, 24.9%로 균등하게 분포 되었다. 응답자의 직

업별 분포는 관리/사무직이 49.7%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 13.2%, 전업주

부 12%, 기타 9.4%, 기술/생산직 8.8%, 학생 7%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별 분포는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자가 58.8%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학 재학 또는 졸업자 14%,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자 13.5%, 고등학교

졸업 12.9%, 중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0.9% 순으로 나타났다. 평소에

사용하는 주요 결재수단으로는 현금 3.8%, 신용카드 53.2%, 체크카드

32.5%, 삼성페이 9.4%, 기타 1.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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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69 49.4

여성 173 50.6

연령

20세 – 29세 86 25.1

30세 – 39세 85 24.9

40세 – 49세 86 25.1

50세 이상 85 24.9

직업

학생 24 7.0

관리/사무직 170 49.7

전문직 45 13.2

기술/생산직 30 8.8

전업주부 41 12.0

기타 32 9.4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또는 이하 3 0.9

고등학교 졸업 44 12.9

전문대학 재학 또는 졸업 48 14.0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201 58.8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46 13.5

주요결제

수단

현금 13 3.8

신용카드 182 53.2

체크카드 111 32.5

삼성페이 32 9.4

기타 4 1.2

[표 4-2] 조사대상자의 표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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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측정모형 검증

1) 탐색적 요인분석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표4-3]를 보면 KMO(Kaiser-Meyer-Olkin) 값이 0.915으로 측

정되었다. (Kaiser, 1974)의 KMO측도 기준에 따르면 KMO값은 최소 0.7

이상이어야 하고, 0.9이상이면 뛰어난 수준으로 판단되고, Bartlett의 구

형성 검정의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은 p<0.001로 유의미하게 나왔으므

로 데이터는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각 성분의 공통성 추출

값 모두 기준치 0.4 이상으로 나타났고,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만을 추

출한 결과 고윳값이 1보다 큰 요인 6개를 추출했으며, 누적 분산은 기준

치 60%보다 큰 75.284%로 측정되었다. [표4-3]의 성분행렬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각 성분들은 ±0.4 이상의 값으로 잘 묶여지고 있다. 따라서

측정 변수들의 타당성이 확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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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변수

성분 공통

성1 2 3 4 5 6

유용성

U_1 .039 .730 -.117 -.011 .169 .039 .555

U_2 .032 .576 .258 .077 -.044 -.044 .655

U_3 .015 .882 -.083 -.021 .045 .045 .737

U_4 -.069 .711 .062 .142 .025 .025 .670

U_5 .005 .796 -.011 .067 -.109 -.109 .614

사용

의도

IU_1 -.010 .088 -.005 .821 .024 -.009 .763

IU_2 .023 -.031 .014 .888 .031 .011 .823

IU_3 .021 .009 .089 .805 -.001 .004 .796

IU_4 .020 .044 -.078 .973 .009 -.038 .892

신뢰성

T_1 .785 .000 .076 .008 .020 -.024 .682

T_2 .867 .074 -.063 .002 .019 -.003 .764

T_3 .921 .014 .045 -.113 -.001 .007 .791

T_4 .634 -.098 -.025 .233 -.022 .029 .549

사회적

영향

SI_1 .095 -.026 .641 .166 -.024 -.018 .644

SI_2 -.015 -.001 .922 -.015 .010 -.045 .777

SI_3 .008 -.055 .696 -.073 .057 .047 .444

SI_4 -.002 -.009 .824 -.026 -.024 .025 .653

손실

민감도

L_1 -.054 -.006 .031 -.003 .891 .019 .786

L_2 .011 -.024 .028 .062 .890 .068 .845

L_3 .024 -.024 -029 .090 .566 -.033 .633

L_4 .042 .086 0.08 .080 .563 -.087 .560

윤리적

소비

성향

EC_1 .001 .051 .098 .208 -.064 .492 .542

EC_2 .020 -.073 -.058 .035 -.066 .933 .824

EC_3 -.017 .051 .052 -.122 .068 .782 .586

누적 분산 75.284%

KMO .915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6000.574

df 276

Sig. .000

[표 4-3] 탐색적 요인분석의 타당성 검증 결과

Extraction Method: Maximum Likelihood.

Rotation Method: Pro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 30 -

변수 측정변수의 수 Cronbach’s α

신뢰성 4 0.893

사회적 영향 4 0.861

유용성 5 0.885

윤리적 소비성향 3 0.816

손실 민감도 4 0.841

사용 의도 4 0.945

[표 4-4] 신뢰도 분석 결과

2)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을 위해 여러 개 측정 문항사이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검증해야 한다. Cronbach's α 계수로 내적일관성을 측정

한 결과는 [표4-4]와 같다. Cronbach’s α계수는 0부터1의 값을 가지고,

수치가 높을수록 더 좋다. 통상적으로 0.8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0.7 이상

이면 수용가능 하다고 여겨지며, 0.6이하면 내적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여겨진다(이학식, 2014). [표4-4]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본 연구의 각 측

정변수들의 Cronbach’s α 계수는 신뢰성 0.893, 사회적 영향 0.861, 유용

성 0.885, 윤리적 소비성향 0.816, 손실 민감도 0.841, 사용 의도 0.945로

측정 되었고, 모두 0.7 이상으로 분석 활용에 적합한 신뢰도를 확보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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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사회적

영향
유용성

윤리적

소비성향

손실

민감도

신뢰성 1.000

사회적

영향
.498 1.000

유용성 .614 .528 1.000

윤리적

소비성향
.342 .527 .337 1.000

손실

민감도
.685 .642 .611 .365 1.000

[표 4-5] 상관관계 분석결과

3) 상관관계 분석

(Tabachnick & Fidell 2007)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상관계수가 0.3

이상인 요인들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했다. (Hinkle et al.,

2003)는 상관관계 계수의 절대치가 0.9 – 1.00 사이를 매운 높은 상관관

계, 0.7 – 0.9 사이를 높은 상관관계, 0.5 – 0.7 사이를 보통 상관관계,

0.3 – 0.5 사이를 낮은 상관관계, 0.00 – 0.3 사이를 무시할 수 있는 상

관으로 나눴다. [표 4-5]와 같이 상관계수가 모두 0.3 이상을 보였으므로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하다. 또한 상관계수가 모두 0.3 – 0.7 사이의

수치를 보임으로 낮거나 보통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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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적 요인분석의 타당성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의 타당성 검증에는 주로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이 사용된다. 집중타당성은

하나의 구인에 대한 구성문항들이 상관관계를 갖는 정도에 관한 것으로

표준화 요인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의 크기와 평균분산추출

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로 확인이 가능하다. 측정변수

들의 표준화 요인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은 .5 이상이어야

하고 .7이상이면 바람직하며, 요인을 측정하는 변수들의 요인부하량

(Factor loading)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p<0.5), 그 측정변수들

간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임지훈, 2014). 평균분산추출지수는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제곱한 값들의 평균이며, .5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임지훈, 2014). [표4-5]와 같이 p값은 전부 유의미

하게 나타났고, 표준화 요인부하량 모두 .5이상이며, 평균분산추출지수도

모두 .5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 변수들 간에는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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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변수 요인부하량
표준화

요인부하량
p값 AVE

신뢰성

T_1 1.000 .829

.685
T_2 .971 .869 ***

T_3 .979 .876 ***

T_4 .811 .728 ***

사회적

영향

SI_1 1.000 .816

.618
SI_2 1.105 .874 ***

SI_3 .819 .643 ***

SI_4 .958 .794 ***

유용성

U_1 1.000 .596

.591

U_2 1.586 .803 ***

U_3 .1386 .768 ***

U_4 1548 .850 ***

U_5 1.514 .802 ***

윤리적

소비성향

EC_1 1.000 .744

.604EC_2 1.203 .833 ***

EC_3 1.011 .752 ***

손실

민감도

L_1 1.000 .852

.557
L_2 1.191 .957 ***

L_3 .067 .542 ***

L_4 .617 .541 ***

사용의도

IU_1 1.000 .875

.815
IU_2 1.036 .910 ***

IU_3 1.090 .890 ***

IU_4 1.162 .936 ***

[표 4–6] 확인적 요인분석의 집중타당성 검증 결과

유의수준: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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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사회적

영향
유용성

윤리적

소비성향

손실

민감도

사용

의도

신뢰성 .827

사회적

영향
.651 .786

유용성 .571 .584 .769

윤리적

소비성향
.414 .578 .398 .777

손실

민감도
.287 .372 .528 .162 .746

사용

의도
.659 .719 .745 .591 .375 .903

[표 4-7] 확인적 요인분석의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

판별타당성은 요인이 실제로 다른 요인과 얼마나 다른가를 측정하는

것이다(임지훈, 2014). 두 요인 각각의 평균분산추출지수가 각 요인의 상

관계수의 제곱 보다 크면 두 요인 사이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4-6]과 같이 각 요인 사이에 구한 평균분산추출지수가 각

요인의 상관계수 보다 크다. 상관계수가 1보자 작으므로 평균분산추출지

수가 각 요인의 상관계수 제곱 보다 크다. 따라서 판별타당성이 확보 되

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인 간 상관계수 모두 .8보다 작으므로 다중공

선성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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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형 적합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 지수에는 절대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ices), 중분 적합도 지수(Incremental fit indices), 간결 적합도 지

수(Parsimony fit indices)가 있다. 일반적으로 절대 적합도 지수와 중분

적합도 지수 각각 한 개 이상씩 보고하는 것이 권장된다(이학식, 2014).

절대 적합도 지수는 측정모형이 입력한 자료를 얼마나 잘 반영하지를 나

타내고, 중분 적합도 지수는 측정모형이 모든 측정변수들이 서로 상관관

계가 없음을 가정하는 null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높은지를 평가하는 지

수다.(이학식, 2014).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는 최적모

형 기준치는 χ²/d.f값 1부터3 사이, CFI 0.95 이상, RMSEA 0.06이하,

PClose 0.05 이상 등이 있다. 모형 적합도 분석결과 χ²=515.356, χ

²/d.f=2.193, CFI=0.952, RMSEA=0.059,의 값을 보이며 최적모형 기준치

를 충족한다. PClose값은 0.016로 수용 가능한 정도로 나타났다 모형 적

합도 지수에 권장하는 절대 적합도 지수 RMSEA과 중분 적합도 지수

CFI, 각각 한 개 이상이 포함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모형은 적합한 연구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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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지수 최적모형 기준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² - 515.356

d.f - 235

χ²/d.f 1부터 3사이 2.193

GIF 0.9 이상 .874

CFI 0.95 이상 0.952

NFI 0.9 이상 0.916

TLI 0.9 이상 0.944

RMSEA 0.06 이하 0.059

PClose 0.05 이상 0.016

[표 4-8] 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가설
경로

계수
S.E C.R P 결과

H1: 사용의도 <- 신뢰성 .170 .051 .3368 *** 채택

H2: 사용의도 <- 사회적 영향 .225 .059 3.812 *** 채택

H3: 사용의도 <- 유용성 .688 .104 6.596 *** 채택

H4: 사용의도 <- 윤리적 소비성향 .246 .057 4.316 *** 채택

H5: 사용의도 <- 손실 민감도 -0.15 .047 -3.26 .745 기각

[표 4-9] 가설 검증 결과

제 4 절 가설 검증

유의수준: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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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윤리적

소비성향

사회적 영향

유용성

손실 민감도

사용의도

.170***

-0.15

.668***

.225***

.246***

[그림 4-10] 구조방정식 경로분석 결과

H1: QR코드 간편 결제에 대한 신뢰성이 높을수록 QR코드 간편 결제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경로계수=.170, C.R.=2.549, p<0.001로 정

(+)의 방향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p<0.05). 따라 가설이 채택 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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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사회적 영향의 인지가 높을수록 QR코드 간편 결제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경로계수=.225, C.R.=3.812, p<0.001로 정

(+)의 방향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p<0.05). 따라 가설이 채택 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H3: QR코드 간편 결제의 유용성이 높을수록 QR코드 간편 결제 사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경로계수=.688, C.R.=6.596, p<0.001로 정

(+)의 방향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p<0.05). 따라서 가설이 채택 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H4: 사용자의 윤리적 소비성향이 높을수록 QR코드 간편 결제 사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경로계수=.246, C.R.=4.316, p<0.001로 정

(+)의 방향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p<0.05). 따라서 가설이 채택 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H5: 사용자의 손실 민감도가 높을수록 QR코드 간편 결제 사용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경로계수=-0.15, C.R.=-3.26, p=.745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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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p<0.05). 따라서 가설이 기각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5 절 조절효과

QR코드 간편 결제 사용의도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분할 표본 접근법(Ha et al., 2007)을 사용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했다.

1)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를 두 그룹으로 나눠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대미만, 20대, 30대, 40대로 조사되었다. 청

년그룹과 중장년그룹의 인식과 행동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어,

(Serenko et al. 2006)의 연구에서 진행된 바와 같이 40세를 커트로 그룹

을 나눴다. 20대, 30대를 묶어 40세미만인 그룹과 40세, 50세 이상을 묶

은 40세 이상은 그룹의 조절효과를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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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경로계수

40세 - 40세 +

H1: 사용의도 <- 신뢰성 .228** 093

DF =5

CMIN=

1.154

P=.949

H2: 사용의도 <- 사회적 영향 .210* .203**

H3: 사용의도 <- 유용성 .885*** .647***

H4: 사용의도 <- 윤리적 소비성향 .251*** .280***

H5: 사용의도 <- 손실 민감도 -.010 -.006

집단별 차이유무 차이 있음

[표 4-9] 연령에 따른 집단별 차이 검증 결과

유의수준: * P < 0.1, ** P < 0.05, *** P < 0.01

[표4-9]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DF =5, CMIN=1.154, P=.949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경로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

은 그룹에서 신뢰성이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은 반면, 연령이 낮은 집단

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QR코드

간편 결제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는 것을 설명한다. 사회적 영향이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연령대가 높은 집단의 사회적 영향이 사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대가 낮은 집단보다 크다. 두 집단 모두 유용성

과 윤리적 소비성향에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연령

에 상관없이 QR코드 간편 결제가 유용하다고 느끼고, QR코드 간편 결

제 사용에 있어 윤리적인 소비성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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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경로계수

선불 후불

H1: 사용의도 <- 신뢰성 .291 .230***

DF =5

CMIN=

12.953

P=.024

H2: 사용의도 <- 사회적 영향 .105 .214*

H3: 사용의도 <- 유용성 .595*** .394**

H4: 사용의도 <- 윤리적 소비성향 .087 .437***

H5: 사용의도 <- 손실 민감도 .010 -.028

집단별 차이유무 차이 없음

[표 4-10] 주요 결제수단에 따른 집단별 차이 검증 결과

2) 주요 결제수단에 따른 조절효과

조사대상자의 주요 결재수단은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 기

타 로 다양하게 조사 되었으나, 선불(현금, 체크카드)과 후불(신용카드)

기준으로 묶어서 조절효과를 보았다. 삼성페이와 기타(LG페이, 카카오페

이)는 선불 형식의 체크카드와 후불 형식의 신용카드 모두 지원되기 때

문에 정확한 선 후불 구분이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했다.

유의수준: * P < 0.1, ** P < 0.05, *** P < 0.01

[표4-10]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DF =5, CMIN=112.953, P=..024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후불카드를 사용하는 집단

의 경로계수를 확인해보면 신뢰성과 윤리적 소비성향은 유의수준 0.01에

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고, 유용성은 유의수준 0.05에서, 사회적 영향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후불 결제수단이 QR코드 간편

결제 사용의도에 저항 작용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어, 후불카드 사용자들

도 충분히 QR코드 간편 결제로 전환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42 -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 요약

본 연구에서는 QR코드 오프라인 간편 결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했다. 기존 모바일 간편 결제 관련 연구에서 많이 언

급된 신뢰성, 사회적 영향, 유용성 등 요인들에 대한 실증 분석과, QR코

드 오프라인 간편 결제의 특성을 반영한 윤리적 소비성향과 손실 민감도

가 사용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령과

평소에 주로 사용하는 결제 수단을 조절변수로 집단별 차이의 존재여부

를 함께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신뢰성, 사회적 영향, 유용성, 윤리적 소비성향은 사용자의

QR코드 간편 결제 사용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손실민

감도는 QR코드 간편 결제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연

령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에서 40세 이하와 40세 이상으로 두 집단을 나

눠서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두 집단 사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으

며, 연령이 높은 집단의 신뢰성이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연령이 낮은 집단의 신뢰성이 사용의도에 유의수준 0.05에서 유

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주요 결제수단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에서 현금,

체크카드를 선불 집단으로, 신용카드를 후불 집단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

과, 선불, 후불 집단사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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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사점

첫째, 윤리적 소비성향과 손실 민감도 요인들이 모바일 간편 결제 사

용의도 관련 기존 연구들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모바일 간편 결제 사용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한

것으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신뢰성, 사회적 영향, 유용성 기존 모바일 간편 결제

관련 연구들과 같이 QR코드 오프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에 강력한 영향

을 미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QR코드 오프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사회적 영향, 유용성 요인들이 서비스 사용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윤리적 소비성향은 QR코드 오프라인 간편 결제의 중요한 특성

이므로 QR코드 오프라인 간편 결제 사용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윤리적 소비 성향은 QR코드 오프라인 간편

결제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려는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공정거래 프로모션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시켜 라벨링하

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고(Goodman, 2004) 소비자와 생산자의 연결성

이 높아지면 공정거래 참여도 높아지며(Ozcaglar‐Toulouse et al.,

2006),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원인을 제시하면 기업은 보다

광범위한 잠재적 소비자를 유치할 수 있다(Christopher Marquis &

Andrew Park, 2014)는 선행연구들과 같이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QR코드 오프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 확장에 있어서 서비스의 윤

리성을 충분히 강조하는 마케팅을 진행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윤리

적인 소비성향이 강할수록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만족과 구매의도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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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이 더 커지므로(강문실, 김윤숙, 2014), 그 효과가 QR코드 오프라

인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

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다는 이미지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손실민감도에 대한 가설검증을 통해 사용자들은 QR코드 간편

결제를 사용하므로 발생되는 금전적 손실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는 결론

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조사대상의 주요 결재수단을 살펴보면 현금

3.8%, 신용카드 53.2%, 체크카드 32.5%, 삼성페이 9.4%, 기타(카카오페

이, LG페이) 1.2%로 조사되었다. 현금 사용자와 기타 사용자는 기존 결

재수단을 사용하면서 따라오는 금전적인 혜택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손실에 민감하지 않았을 것이다. 체크카드 사용자의 경우 사용실적

에 따라 매 월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혜택이 주어진다. 체크카드의 혜택

은 카페, 영화관, 마트 할인 등 카드별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

문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업종을 이용할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

다. QR코드 간편 결제 이용 시 특화된 혜택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일정한 실적을 충족해야 혜택을 주는

카드가 있고, 신용카드의 카드 혜택 역시 특화된 혜택이 많으며, 특화된

혜택이외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자 역시

QR코드 간편 결제 사용에 대한 손실에 민감하지 않은 것 같다. 손실 민

감도가 사용자의 QR코드 간편 결제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기존 결제수단에서 더욱 쉽게 QR코드 간편 결제

로 전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최근 카드 수수료 인하, 개

편에 대해 꾸준하게 논의 중이다.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수수료 체계

가 개편되면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고, 연회비가 인상될 것이

며, 카드 회원의 혜택의 감소분이 매년 2천억 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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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카드 혜택이 점차 줄어들면 사용자들이 QR코드 간편 결제로 전

환하는데 더더욱 부담이 없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제로페이” 서비스 계획을 발표할 당시 신용카드와 같

은 후불 결제 수단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과연 선불 결제수단인 QR코드

간편 결제로 넘어 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

제수단 별 조절효과 분석에서 후불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충

분히 QR코드 간편 결제로 전환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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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ird-Party Mobile Payment

Intention to Use

- Focus on off-line QR code convenience

payment

LANG YUE

Technology Management, Economics and

Policy Progra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duc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card payment fee is a

social issue that has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ZeroPay" service to reduce card payment

fees for small business owners. "ZeroPay" is an off-line convenient

QR code payment method, and services are provided through existing

mobile payment companies. There are already a variety of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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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ient payment service providers. The existing offline mobile

convenient payment service is provided by a method of paying a

credit card or a check card in conjunction with an application.

Therefore, the card payment fee is the same as before. However, QR

code easy payment is provided by a bank account transfer method, so

there is no card payment fee.

  There have been many kinds of research related to the intention to

use mobile convenient payment, but there is a characteristic of QR

code convenient payment only and there is no related research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QR code convenient paymen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the ethical consumption propensity

and loss sensitivity factors reflecting the QR code convenient

payment characteristics affect the intention to use QR code

convenient payment, and also did an empirical analysis of reliability,

social influence, usefulness. In addition, age and major payment

method were used as moderator variables to analyze the existence of

group differences.

  The results showed that reliability, social influence, usefulness, and

ethical consumpt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users' intention to

use QR code convenient payment, and loss sensitivity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QR code convenient payment intention to us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djustment effect by the main payment

method, cash, check card, and credit card were analyzed as a prepaid

group and postpaid group, respectively. As a resul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paid and postpaid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the strategy for the

direction of the QR code convenient pay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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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QR코드 간편 결제란 모바일 간편 결제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와 바코드를 스캔하여 매장결제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스캔 후.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나타난 결제정보를 확인하고, 확인버튼만

클릭하면 바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간편 결제 애플리케이션에 계좌를

미리 연동하고 연동된 계좌로부터 결제 대금이 차감됩니다. 언제 어디서

든 휴대폰 단말기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존 카드 결제와

달리 판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오프라인 QR코드 간편 결제의 대표적 사례로는 카카오페이가 있습니

다.

부록: 설문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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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신뢰성 관련 질문

1. 나는 간편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나의 개인 정보를 잘 보호

해주리라 믿는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2. 간편 결제의 지불 기능은 안전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3. 간편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를 신뢰할 수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4. 간편 결제 서비스는 기존 결제수단 (카드, 현금) 보다 안전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Part2. 사회적 영향 관련 질문

5. 주변 지인들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면 나도 사용 할

의사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6. 나한테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사용

하고 있으면 나도 사용 할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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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편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얼리어답터 (Early Adopter)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8. 간편 결제 서비스에 대한 지인들의 추천은 나의 결제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Part3. 유용성 관련 질문

9. 나는 간편 결제 사용 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10. 간편 결제 서비스는 나의 소비생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11. 간편 결제 서비스의 사용방법은 아주 쉽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12. 간편 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 단말기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

에 기존 결제수단 (현금, 카드) 보다 유용하게 쓰인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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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간편 결제 지불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Part4. 윤리적 성향 관련 질문

14. 나는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15. 간편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

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16.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은 나의 결제수단 선택에 영향

을 미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Part5. 손실 민감도 관련 질문

17. 나는 결제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혜택을 (할인, 포인트

적립, 캐시백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18. 기존 결재수단 (현금, 카드) 이 주는 혜택 (할인, 포인트 적립, 캐

시백 등) 은 나의 간편 결제 서비스 사용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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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나에게 주어지는 금전적인 혜택 (할인, 포인트 적립, 캐시백 등)

이 없어도 나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20. 나는 간편 결제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결제수단 (현금, 카드) 이

주는 혜택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Part6. 사용 의도 관련 질문

21. 나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사용해보고 싶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22. 간편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23.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추천할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24. 나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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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7. 개인 인적사항 관련 질문

25.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6. 귀하의 나이는?

① 20세 미만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세~59세

⑥ 60세 이상

27. 귀하의 종사하는 분야는?

① 학생 ② 관리/사무직 ③ 전문직 ④ 기술/생산직 ⑤ 전업주부

⑥ 기타

28.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중졸이하 ② 고졸 이하 ③ 전문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④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⑤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⑥ 기타

29. 귀하가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재수단은?

① 현금 ② 신용카드 ③ 체크카드 ④ 삼성페이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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