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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의 대중화 및 보급률 증가에 따라 기존 인터넷 기반 시스템들이 모바
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시장 확대 및 활성화에 힘입어 소비자
들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양
한 기능을 갖춘 모바일 결제시스템(Mobile Payment System: MPS)의 도입을 위해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특성이 사용자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모바일 결제시스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특성
(보안성, 호환성, 효율성, 경제성, 신뢰성)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며, 나아가 이러한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특성과 사용자 만족도간의 관련성이 모바일 결
제시스템 사용자의 개인적 성향(개인의 혁신성 정도, 사회적 영향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
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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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기존 인터넷 기반

시스템들이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

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최근 많은 관

심을 받고 있는 시스템으로써 모바일 결

제시스템(Mobile Payment System: MPS)

은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모바일 단말기

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결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 모바일

결제시스템은 무선 및 기타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 혹은 이

용에 대한 대가를 결제하는 도구로서, 모

바일 신용카드나 모바일 지갑과 같은 모

바일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Dahlberg et al. 2003).

최근까지 모바일 결제시스템과 관련

하여 매우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진

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결제시

스템이 갖추어야 하는 특성을 통합적으

로 정의하는 동시에 이러한 특성이 모

바일 결제시스템 사용자들의 만족도



(Customer Satisfaction)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는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이러한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특성과 사

용자 만족도와의 관련성이 사용자들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를 규명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결제시

스템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

인 한국과 중국의 모바일 결제시스템 사

용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특성(보안성, 호환성, 효율성, 경제성, 신

뢰성)과 사용자 만족도간의 관련성을 실

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특성과 사용자 만

족도간의 관련성이 모바일 결제시스템

사용자의 개인적 성향(개인의 혁신성 정

도, 사회적 영향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

라지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한 분석결과는 향후 한국과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활성화방안을 모색

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실무자들에게 다

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문헌연구

1. MPS의 정의

모바일 결제시스템(Mobile Payment

System)이란 온/오프라인에서 재화나 서

비스를 구매할 때 현금이나 플라스틱 카

드가 아닌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결제

를 진행하는 방식으로서(Choi & Kang,

2016), 모바일 결제시스템에 사용되는 방

식은 모바일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모

바일 교통카드, 모바일 뱅킹, 전자지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Mallat, 2004;

Yang et al. 2012). 이와 관련하여, Butz

et al.(2001)은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소비

자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상에서 물건이

나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할 때 모바일

기기 즉, 개인의 핸드폰과 PDA 그리고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기 등을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개인

의 신상 및 카드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여

추후 휴대폰 등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결제환경에서 별도의 신상 및 카드정보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아이디와

비밀번호 혹은 지문인식이나 안면인식

등의 간단한 인증방식을 통해 상품구매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한다.

2. MPS의 특성

모바일 결제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기

술을 채택하고 수용하려는 행동에는 해

당 시스템 기술이나 시스템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기존 금융서비스 이용도

구와는 다르게 모바일 결제시스템은 인

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특성이 다소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다.

Eun & Kim(2018)은 모바일 결제시스

템 특성의 주요 요인으로 편리성, 반응성,

편재성, 호환성, 경제성을 제시하였으며,

Li & Lee(2018)은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주요 특성으로 효율성, 안정성, 경제성을

제시하였다. Cho(2018)는 Parasuraman et

al.(1988)의 SERVQUAL을 수정하여 모바

일 결제시스템 특성을 경제성, 보안성, 신

뢰성, 편의성, 결제의 안정성 등으로 정의

하고, 이러한 특성이 고객만족도와 신뢰

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Kim

& Yang(2017)은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특

성을 편의성, 반응성, 보안성, 경제성, 저

항성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특히 편

의성과 보안성이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

구에서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대표적 특성을

보안성(Security), 호환성(Interchangeability),

효율성 (Efficiency), 경제성(Economy), 신뢰

성(Reliability)으로 정의하여 이용한다.

3. 사용자 만족도

사용자 만족도(Customer Satisfaction)

란 사용자의 제품이나 서비스 경험에 대

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비롯된 감정적 상

태 혹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자의 목

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식적 판단 및

평가를 의미한다(Tse & Wilton, 1988).

이와 관련하여, Kim(2012)은 사용자가 거

래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용자의 서비스

체험에 따른 만족 여부를 측정하여 사용

자의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Westbrook & Reilly(1983)는 소비

자의 서비스 구매 경험과 특정 제품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고객의 만족도로 정

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만족도는 단지 인

지적 형상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주관

적으로 느끼고 만족하는 좋은 감정 및

불만족으로 인한 나쁜 감정 등이 포함된

다고 정의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만

족도를 ‘전통적으로 사용자가 제품에 대

해 갖는 묵시적, 명시적 또는 의무적 요

구나 기대가 충족되는 정도’로 정의하여

이용한다.

4. 개인적 성향

Davis(1989)가 제시한 기술수용모형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사회 심리학의 이론인 합리적 행동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을 토

대로 사용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함에

있어서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후

TAM 관련 연구들은 다양한 관점과 연구

대상에 따라 일부 변형되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Agrawal & Karahanna(2000)은 TAM

모형을 기초로 정보기술 사용자의 행위

의도에 있어서 인지적 몰입(Cognitive

Absorption: CA), 개인의 혁신성(Personal

Innovativeness), 즐거움(Playfulness) 변수

를 추가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몰입관점에



서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Venkatesh et al.(2003)은 사용자

의 기술수용을 통합된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8개의 관련

이론을 기반으로 UTAUT(Unified Thero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모형을 제시하였다. UTAUT모형은 사용

자의 행위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성과기

대, 노력기대)와 새로운 기술의 사용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사회적 영향), 통제변수

(성별, 나이)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결제시스템 사용

자들의 개인적 성향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기술의 채택과 관련성을 지니는 기

술수용모델(TAM), 합리적행동이론(TRA),

UTAUT 등에서 언급된 “사회적 영향”과

“개인의 혁신성”을 이용한다(Rogers &

Shoemaker, 1971; Rogers, 2003;

Venkatesh & Brown, 2001; Venkatesh et

al., 2003; Lee, 2007). 본 연구에서 정의하

고 있는 개인의 혁신성은 ‘모바일 결제시

스템 사용자들의 새로운 기술의 출시에 대

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쉽게 적응하며 새

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성향’

으로 정의하여 이용한다. 또한, 사회적 영

향은 ‘사용자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해당

제품 및 서비스 사용현황 및 추천 등에 영

향을 받는 정도’로 정의하여 이용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및 변수

본 연구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특성

을 크게 보안성, 호환성, 효율성, 경제성,

신뢰성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들 특성 요

인이 사용자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특성

과 사용자 만족도간의 관련성이 개인적

성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

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의

모바일 결제시스템 사용자들로부터 회수

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가설

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H1: MPS의 특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MPS의 보안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MPS의 효율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MPS의 신뢰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MPS의 호환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MPS의 경제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MPS의 특성과 사용자 만족도간의 관련성

은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H2.1: MPS의 보안성과 사용자만족도간의 관

련성은개인적성향에따라달라질것이다.

H2.2: MPS의 효율성과 사용자만족도간의 관

련성은개인적성향에따라달라질것이다.

H2.3: MPS의 신뢰성과 사용자만족도간의 관

련성은개인적성향에따라달라질것이다.

H2.4: MPS의 호환성과 사용자만족도간의 관

련성은개인적성향에따라달라질것이다.

H2.5: MPS의 경제성과 사용자만족도간의 관

련성은개인적성향에따라달라질것이다.

위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결

과를 토대로 모바일결제시스템의 특성,

사용자 만족도, 그리고 개인적 성향을 측

정하기 위한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표

1> 참조). 특히,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 성향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개인

의 혁신성(고/저)과 사회적 영향(고/저)

요인을 조합하여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모바일결제시스템 사용자들의 개인적 성

향을 크게 4가지 유형, 즉 낮은 개인의

혁신성&낮은 사회적 영향(І유형), 높은

개인의 혁신성&낮은 사회적 영향(Ⅱ유

형), 높은 개인의 혁신성&높은 사회적

영향(Ⅲ유형), 낮은 개인의 혁신성&높은

사회적 영향(Ⅳ유형)으로 구분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응답자의

일반특성(명목 및 비율척도), 모바일 결

제시스템의 특성(7점 등간척도), 사용자

만족도(7점 등간척도), 개인적 성향 구분

을 위한 사회적 영향 및 개인의 혁신성

(7점 등간척도)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를 작성 및 배포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

양한 통계분석과 연구가설 검증을 진행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2022년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

되었으며, 총 490부를 배포하여 424부를

회수하였다. 이와 같이 회수된 설문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최

종 400부(중국=200부, 한국=200부)를 본

연구의 통계분석과 연구가설 검증에 이

용하였다.

<표 1> 연구변수

연구변수 세부 측정항목 참고문헌

MPS
특성

보안성
- 모바일 결제시스템은 개인
의 신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외 4개 측정항목

Kim (2018),
Xin (2011);
Shao (2013),
Kim et
al.(2012),
Lorenz et
al.(2016);
Park (2017),
Quan (2018),
Shrier et al.
(2016);
Zhang
(2015);
Kim et al.
(2016), Shao
(2016);

효율성
- 모바일 결제시스템은 필요
할 때 즉시 이용 외 4개 측정
항목

신뢰성
- 모바일 결제시스템은 결제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 외 4개
측정항목

호환성
- 모바일 결제시스템은 다른
결제시스템(도구)과 호환이 가
능 외 4개 측정항목

경제성
- 모바일 결제시스템(이용)은
거래수수료를 절약 외 4개 측
정항목

개인
적
성향

개인의
혁신성

-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먼저 새로운 기술을 경험 외
5개 측정항목 Kim

(2014),Venkat
esh et al.
(2012)사회적

영향

- 나는 새로운 기술을 수용시
다른 사람들의 행태를 많이
모니터링 외 5개 측정항목

사용자 만족도
- 모바일 결제시스템은 나의
결제서비스 욕구를 충분히 달
성 외 5개 측정항목

Ribbink, et
al. (2004)



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량

본 연구의 설문지 응답자 중에서 여성은

279명(69.8%) 차지하고 있었으며, 20대 이하

(214명, 53.7%)와 30대(153명, 38.1%)가 비교

적 많이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설문지 응답자들의 모바일 결제시스템

이용특성을 살펴볼 때, 이용빈도의 경우

1달에 2회 이상(226명, 56.5%)이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

바일 결제시스템 이용현황에 관한 기초

통계량을 살펴보면, 중국인 응답자의 경

우 위챗페이 사용자 수가 110명(55.0%)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인 응

답자의 경우 삼성페이 사용자 수가 108

명(5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문지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특성을 제대

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

이겐 값 1.0과 요인적재량 0.6을 기준으

로 Varimax방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연구변수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측정하였다(Hair

et al., 1998).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모바일 결제시스

템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에 대

한 요인분석 결과는 총 분산의 설명력

72.23%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참조>. 또한, 개인적 성향을 구분

하기 위한 요인으로서 사회적 영향 및 개

인의 혁신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총

분산의 설명력 79.55%로 파악되었으며

(<표 3 참조>), 사용자 만족도에 대한 요

인분석 결과는 총 분산의 설명력 67.28%

로 파악되었다<표 4 참조>. 이와 함께,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측

정도구의 Cronbach's α는 0.8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MPS 특성의타당성및신뢰성분석결과

구분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Cronbach’s α

rel1 .86 .17 .06 .05 .14

0.90
rel3 .85 .19 .08 .09 .11

rel4 .82 .25 .10 .01 .16

rel2 .82 .17 .09 .10 .14

int2 .21 .83 .12 .10 .14

0.85
int1 .21 .80 .03 .03 .14

int4 .21 .75 .05 .02 .21

int3 .16 .75 .05 .05 .27

eff4 .07 .03 .85 .06 -.01

0.86
eff1 .05 .04 .84 .13 .02

eff3 .09 .07 .84 .14 .03

eff2 .08 .04 .80 .11 .04

sec3 .06 .01 .13 .88 -.01

0.86
sec2 .06 .03 .12 .84 .07

sec1 .03 .03 .13 .83 .03

sec4 .07 .10 .16 .75 .06

eco2 .18 .23 .08 .06 .87

0.87eco1 .17 .21 .02 .07 .83

eco3 .14 .23 .03 .03 .82

Eigen value 3.09 3.01 2.90 2.85 2.58

분산의 % 15.45 15.06 14.51 14.26 12.94

누적률(%) 15.45 30.51 45.02 59.29 72.23

<표3>개인적성향구분을위한 개인의혁신성및사회적영향의타당성및신뢰성분석결과

구분 Factor1 Factor2 Cronbach’s α

soc1 .89 .12

0.95

soc2 .91 .06

soc3 .92 .12

soc4 .91 .08

soc5 .88 .12

ind1 .11 .89

0.92

ind2 .11 .89

ind3 .09 .87

ind4 .11 .87

ind5 .06 .86

Eigen value 3.12 3.87

분산의 % 38.46 41.09

누적률(%) 41.09 79.55



<표4>사용자만족도의타당성및신뢰성분석결과

구분 Factor1 Cronbach’s α

sat1 .82

0.87

sat2 .82

sat3 .81

sat4 .80

sat5 .79

Eigen value 3.85

분산의 % 67.28

누적률(%) 67.28

3.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특성과 사

용자 만족도간의 관련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특성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분석결과, 회

귀모형은 F값 50.887(p≤.01)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유의수준을 나타내고 있었

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

는 비교적 높은 65%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특성 중에서 경제

성을 제외한 모든 세부 요인들(보안성,

효율성, 신뢰성, 호환성)이 사용자 만족

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p≤

0.01)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5>MPS특성과사용자만족도다중회귀분석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수준
베타(β)

표준

오차
베타(β)

사용자
만족도

(상수) 1.086 0.215 23.746*** 0.000

보안성 0.690 0.029 0.747 5.057*** 0.000

효율성 0.078 0.026 0.096 3.025*** 0.003

신뢰성 0.033 0.017 0.062 1.742** 0.043

호환성 0.040 0.018 0.072 2.278** 0.023

경제성 -0.010 0.018 -0.016 -0.537 0.591

R²＝.657, Adjusted R²= .653, F= 50.887, Sig. F= .000, Durbin Watson= 1.985

㈜ *P≤0.10, **P≤0.05, ***P≤0.01

4. 개인적 성향에 따른 모바일 결제시스템

의특성과사용자만족도간의관련성분석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사

용자들의 개인적 성향 더미변수로 지정함

으로써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특성과 사용

자 만족도간의 관련성이 개인적 성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표 6> 참조). 이에 따라, 개인적

성향을 구분하기 위한 세부 요인인 개인

의 혁신성(평균값 5.35점)과 사회적 영향

(평균값 5.49점)을 중심으로 전체 응답자

들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그림 2> 참조), 이를 토대로 더미회귀

분석(dummy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그림 2 > 개인적 성향의 분류

<표6>더미회귀분석을위한개인적성향의더미변수설정

개인적성향 D1 D2 D3
І유형 0 0 0
Ⅱ유형 1 0 0
Ⅲ유형 0 1 0
Ⅳ유형 0 0 1

분석결과 <표 7>~<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



‘H2: MPS의 특성과 사용자 만족도간의

관련성은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

이다’가 채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세부 특성(보안

성, 호환성, 효율성, 경제성, 신뢰성)과 사

용자 만족도간의 관련성이 개인적 성향(І

유형, Ⅱ유형, Ⅲ유형, Ⅳ유형)에 따라 달

라지는가를 세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 H2.1~H2.5 모

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채택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는 아래의 <표 12>와 같다.

<표 7>개인적성향에따른MPS의보안성과사용자만족도간의관련성분석

MPS의

특성
베타(β) 표준오차 베타(β) t

유의

수준

보안성*D1 -0.24 0.08 -0.11 -3.11 *** 0.00

보안성*D2 -0.19 0.08 -0.08 -2.52 *** 0.01

보안성*D3 -0.04 0.07 -0.02 -0.56 0.58

㈜ *P≤0.10, **P≤0.05, ***P≤0.01, 종속변수: 사용자만족도

<표8>개인적성향에따른MPS의효율성과사용자만족도간의관련성분석

MPS의

특성
베타(β) 표준오차 베타(β) t

유의

수준

효율성*D1 -0.44 0.12 -0.19 -3.65 *** 0.00

효율성*D2 -0.22 0.12 -0.10 -1.89 * 0.06

효율성*D3 -0.14 0.11 -0.07 -1.26 0.21

㈜ *P≤0.10, **P≤0.05, ***P≤0.01, 종속변수: 사용자만족도

<표9>개인적성향에따른MPS의신뢰성과사용자만족도간의관련성분석

MPS의

특성
베타(β) 표준오차 베타(β) t

유의

수준

신뢰성*D1 -0.56 0.12 -0.24 -4.53*** 0.00

신뢰성*D2 -0.37 0.12 -0.16 -3.05***
0.00

***

신뢰성*D3 -0.13 0.11 -0.06 -1.12 0.27

㈜ *P≤0.10, **P≤0.05, ***P≤0.01, 종속변수: 사용자만족도

<표10>개인적성향에따른MPS의호환성과사용자만족도간의관련성분석

MPS의

특성
베타(β) 표준오차 베타(β) t

유의

수준

호환성*D1 -0.54 0.12 -0.24 -4.40*** 0.00

호환성*D2 -0.34 0.12 -0.15 -2.74*** 0.01

호환성*D3 -0.14 0.11 -0.07 -1.22 0.22

㈜ *P≤0.10, **P≤0.05, ***P≤0.01, 종속변수: 사용자만족도

<표11>개인적성향에따른MPS의경제성과사용자만족도간의관련성분석

MPS의

특성
베타(β) 표준오차 베타(β) t

유의

수준

경제성*D1 -0.44 0.13 -0.19 -3.32*** 0.00

경제성*D2 -0.24 0.13 -0.11 -1.80* 0.07

경제성*D3 0.15 0.11 0.08 1.37 0.17

㈜ *P≤0.10, **P≤0.05, ***P≤0.01, 종속변수: 사용자만족도

<표 12> 연구가설 검증결과

연구가설 결과

H1: MPS의특성은MPS 사용자만족도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부분채택

H1.1: MPS의보안성은MPS 사용자만족도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채택

H1.2: MPS의효율성은MPS 사용자만족도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채택

H1.3: MPS의신뢰성은MPS 사용자만족도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채택

H1.4: MPS의호환성은MPS 사용자만족도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채택

H1.5: MPS의경제성은MPS 사용자만족도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기각

H2: MPS의특성과MPS사용자만족도간의관련성은개인적성향에따라달라질것이다. 채택

H2.1: MPS의보안성과MPS사용자만족도간의관련성은개인적성향에따라달라질것이다. 채택

H2.2: MPS의효율성과MPS사용자만족도간의관련성은개인적성향에따라달라질것이다 채택

H2.3: MPS의신뢰성과MPS사용자만족도간의관련성은개인적성향에따라달라질것이다. 채택

H2.4: MPS의호환성과MPS사용자만족도간의관련성은개인적성향에따라달라질것이다. 채택

H2.5: MPS의경제성과MPS사용자만족도간의관련성은개인적성향에따라달라질것이다. 채택

Ⅴ. 결론

본 연구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특성

이 사용자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와 함

께,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특성과 사용자

만족도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사용자들의

개인적 성향(개인의 혁신성, 사회적 영

향)이 조절효과를 지니고 있는가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

국의 모바일 결제시스템 사용자들을 대

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결제시스템 세부 특징은

보안성이 사용자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특성과 사용자 만족도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개인적 성향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모바일 결제시스템 사용자

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모바

일 결제시스템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는

동시에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특성과 사

용자 만족도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개인

적 성향(개인의 혁신성, 사회적 영향) 변

수가 유의한 조절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모바일 결제시스템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 및 기업의 관리자들의

입장에서 향후 한국과 중국의 모바일 결

제시스템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부문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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