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7. 7)

174

전환혜택 및 전환비용에 따른 모바일 결제서비스 전환의도 연구
문재영O, 이새봄*, 이준영*, 김석훈*

O동서대학교 경영학부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주)노루기반시스템즈

*배재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e-mail: jaymoon@gdsu.dongseo.ac.krO, spring@khu.ac.kr*, zzamuncle@hanmail.net*, vambition@daum.net*

An Empirical Study of Switching Intention Toward Mobile 

Payment Service by Switching Benefit and Switching Cost
Seokhun Kim*, Sae-Bom Lee*, Joon-Young Lee*, Jae-Young MoonO

*Dept. of electronic commerce, Paichai University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Norookiban Systems
O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seo University

●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기존 결제서비스에서 모바일 결제서비스로의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요인 이론

(Two-factor theory)을 기반으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과 전환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기대된 전환혜택과 기

대된 전환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전환혜택과 전환비용을 매개로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

인하고자 한다.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가설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Smart PLS 3.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세 개의 가설이 기각되었으며, 총 4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본 연구는 모바일 결제서비스에 대한 수용의도를 연구한 기존연구들과는 다르게 기존 서비스에서 새로운 정보기술

이나 서비스로의 전환의도에 관해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키워드: 모바일결제서비스(Mobile Payment Service), 전환의도(Switching Intention), 전환혜택(Switching Benefit), 

전환비용(Switching Cost)

I. Introduction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로 인해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

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생성되기 시작하였

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역시 스마트폰이라는 IT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은행계좌와 연결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결제서비스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서비스를 뜻한다(Dahlberg et al. 2006).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개인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등록한 후 저장해 두었다가 온라인 결제 및 오프라인 

결제시 비밀번호와 바이오인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간편 서비스를 

뜻한다. 삼성페이, 페이코(Payco),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국내

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잠재적 이익과 벌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결제 서비스에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의 전환은 여전히 초기단계

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서 

모바일 결제서비스로의 전환의도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Research Review

1. Related works

1.1 Two Factor Theory

2요인 이론(Two Factor Theory)은 허즈버그의 동기요인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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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서 적용한 이론으로 최근 정보시스템 연구에서도 등장하고 

있다(Liu et al. 2011). 2요인 이론은 이용자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2가지 관점에서 나누어 보고 있다. 첫 번째는 허용요인

(Enablers)으로 동기요인 혹은 만족요인이라고 불린다. 두 번째는 

방해용인(Inhibitors)으로 동기 억제 위생요인으로 불린다. 허용요인

은 이용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을 

뜻하고, 방해요인은 이용자의 활용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Park 

and Ryoo, 2013).

본 연구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로의 전환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방해요인과 허용요인의 이중역할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라는 기존 결제시스템에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로의 전환으로 얻는 심리적인 이득과 손실을 각각 기대된 

전환혜택과 전환비용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전환혜택은 고객의 충성도를 형성하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전환비용은 이용자가 서비스 공급자를 변경하도록 

할 경우 발생하는 시간적, 금전적, 심리적 비용을 의미한다(Jones 

et al., 2002). 

따라서 본 연구는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허용요인들이 전환혜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방해요인들은 전환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1.2 전환의도

전환의도(Switching intention)는 이용자가 기존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의미하며(Jones et al., 2002), 고객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변수이다. 기대된 전환혜택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전환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Kim and Kankanhalli, 2009), 전환

비용은 인지된 전환 장벽으로서 전환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III. Research Model

Fig. 1. Research Model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2요인이론을 바탕으로 기존 결제서비스에서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로의 전환의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

다.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과 전환을 억제하는 요인의 두 가지 

관점에 따라 전환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모바일 결제서비스에 대한 수용의도에서 그치지 

않고 기존 결제서비스에서 새로운 서비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REFERENCES

[1] Dahlberg, T., Mallat, N., Ondrus, J., and Zmijewska, A.  

“Mobile payment market and research–past, present and 

future”. Presentations at Helsinki Mobility Roundtable, 

Helsinki, Finland. 2006.

[2] Jones, M. A., Mothersbaugh, D. L., and Beatty, S. E.,  

“Why customers stay: measuring the underlying 

dimensions of services switching costs and managing 

their differential strategic outcom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55, No. 6, pp. 441-450. 2002.

[3] Kim, H. W., and Kankanhalli, A. “Investigating user 

resistance to information systems implementation: A 

status quo bias perspective”. Mis Quarterly, pp. 567-582. 

2009.

[4] Liu, C. T., Guo, Y. M., and Lee, C. H. “The effects of 

relationship quality and switching barriers on customer 

loyal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Vol, 31, No. 1, pp.71-79. 2011

[5] Park, S. C., and Ryoo, S. Y.,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end-users’ switching toward cloud computing: A two 

factor theory perspectiv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9, No. 1, pp. 160-170.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