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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의 확산 가능성 
평가 요인에 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petency Assessment for Smart Phone Based Simple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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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Jung Bong Gyou Lee

요    약

본 연구는 선행 연구 분석과 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스마트폰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의 사용자 확산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범용성, 보안성, 사용 편의성, 사용자 경제성, 가맹  경제성으로 도출하 다. 한 문가 설문을 AHP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각 요인

별 요도는 보안성, 범용성, 사용 편의성, 사용자 경제성, 가맹  경제성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안 련 법규 수 의무로 인해 
보안성은 모델 간 평가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상 으로 편차가 큰 범용성이 실질 으로 간편결제 서비스의 확산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규명하 다. 한 요인별 가 치를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 모델인 MST, NFC, APP 카드에 용한 결과, MST의 확산 가능성이 

가장 높음을 확인하 다. 

 

☞ 주제어: 간편 결제, AHP, 삼성페이, MST, NFC, App 카드, 양면 시장

ABSTRACT

We categorize the model of simple payment into Magnetic Secure Transmission, Near Filed Communication, and App Card based 

on the Focus Group Interview. We also define the key drivers for the diffusion of simple payment service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with the experts. Through Analytic Hierarchy Process our finding suggests that the degree of acceptance at the stores is the most 

critical factor which decides the diffusion of simple payment service model. Security is also the important driver but due to the fact 

that service providers should follow the information security rule and supervisory guidance, it actually did not make a big difference 

in terms of assessing competence of each model. 

☞ keyword : Simple Payment, AHP, Samsung Pay, MST, NFC, App Card, Two Sides Markets

1. 서   론

융, 통신, 유통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수십 종 이상

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건수는 2016년 일 평균 85.9만 건에서 2018년 392만 

건으로 크게 증가하 다(한국은행). 이러한 시장 추세에 

따라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에 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

는데, 부분 결제 서비스의 사용자 입장에서 이용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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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만족도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 결제 

시장이 표 인 양면 시장(Two-Sided Markets)에 해당하

기 때문에 사용자의 경험과 태도 뿐 아니라 가맹 (사용

처) 입장에서의 수용 의사와 기술  호환 가능성 등도 

요하다. 즉 해당 결제 수단의 사용자가 많을수록 가맹 이 

늘어나고,  가맹 이 늘어날수록 서비스 사용자가 늘어

나는 교차 네트워크 외부 효과(Cross Network Externality)가 

양면 시장의 요한 특성이기 때문에[1], 사용자와 사용

처 양측을 조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분석이 요하다. 

한 새롭게 등장한 최신 서비스에 한 사용자 만족도 분

석은 기 시장 기반이 취약하거나 해당 서비스의 사용

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확산 가능

성을 과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쟁력   확

산 가능성에 한 분석에 있어서, 사용자  심의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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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되는 한계 을 보완하기 해 양면 시장 이론에 

근거하여 체 시장 구조, 즉 사용자와 사용처 양측을 모

두 고려한 서비스의 확산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해 양면 시장의 특성과 서비스 별 장단 , 기술  확장 

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이해하고 있는 문가의 의견을 

반 하여, 스마트폰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의 확산 가능성

을 측정하는 평가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와 업계 동향 

2.1. 지 결제 서비스의 성공 요인

지 결제 서비스의 경쟁력  성공 요인에 한 연구

는 1990년  인터넷 결제 서비스 심의 연구에서, 2000

년  반 휴 폰을 통한 모바일 결제 연구 심으로 발

하 다[2]. 국내에는 지난 정부의 간편결제 활성화 정책

을 계기로 스마트폰 기반 결제 서비스와 련한 연구가 최

근 증가하고 있는데, 기술 수용 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이나, 후기 수용 모형(Post Acceptance 

Model)에 근거하여 모바일 신용카드의 사용자 만족  지

속 사용 의도를 연구하거나[3, 4], 통합 기술 수용 모형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기

반의 모바일 신용카드 사용자 수용에 한 연구[5] 등, 지

결제 서비스에 특화된 사용자 확산 모형이 아닌, 일반

인 기술 수용  신 확산 이론을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에 용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 부분의 연

구가 지 결제 분야의 문가가 아닌 결제 서비스의 사

용자를 상으로 분석을 진행하 다[3, 6, 7, 8].

그런데 지 결제 서비스의 경쟁력과 확산 가능성에 

한 연구에 있어서, 문가를 배제한 사용자 심의 분석

은 실제 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

이 일부 있다.  실제 간편결제 서비스의 확산 요인을 도출

하고 시 에 출시된 모델을 평가한 한 연구[9]에서는 오

라인 가맹 의 범용성과 온라인 가맹 의 범용성을 동

일한 가 치로 평가하 다. 그러나 결제 액 기 으로 

오 라인 가맹 은 체의 약 90%인 반면, 온라인 가맹

은 약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자를 동일한 가 치로 평

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 Near Field Communication 

(이하 "NFC") 방식을 채택한 페이코가 “가장 범용성이 넓

고, 가장 경쟁력 있는 서비스”라는 이 연구의 결론은 

“NFC는 (결제 인 라 부족으로)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

을 것”이라는 연구[10]와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NFC가 Magnetic Secure Transmission(이하 "MST") 

방식에 비해 사용 규모가 열세인 최근 통계[11]와도 맞지 않다.

본 연구는 이처럼 사용자 심의 연구가 가질 수 있는 

한계 을 보완하고자 사용자와 사용처 측면을 모두 고려

한 간편결제 서비스의 확산 요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를 해 먼  지 결제 서비스의 성공 요인을 구체 으

로 시하고 연구한 국내외 논문 약 40편을 선별하여 주

요 요인을 분류하 다. 각 연구에서 제기된 사용자 확산 

요인들을 연구자가 기본 으로 간추린 뒤 문 인  견해

를 반 하기 해 국내 지 결제 산업의 문가들을 상

으로 표  집단 면  조사(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하 다. 이후 Analytic Hierarchy Process(이

하 "AHP") 분석 기법을 통해 최종 으로 스마트폰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의 사용자 확산 요인 별 요도를 도출

하고, 주요 결제 서비스 모델에 평가를 용하고자 한다. 

2.2. AHP 

다기  의사결정 방법론의 하나인 AHP는 의사 결정 

구조를 계층 으로 분화하고, 구성 요소 간에  비교

를 통해 요도를 단함으로써 복잡한 의사 결정 문제

에서 상  우선 순 를 정하는 분석 기법이며, 정성

인 정보를 정량화하여 수치로 표 할 수 있다는 것이 장

이다. 특히 AHP는 신제품이나, 특정 상의 성격을 규

정하는 주요 요인과 그 요도가 보편 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다수의 소비자가 아닌 소수의 문가

를 상으로 의사 결정에 작용하는 요소  가 치를 분

석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12, 13].  2018년 국내 가계 

명목 최종 소비 지출액은 연간 807조원이며, 간편 결제 

서비스 거래액은 약 46조원으로, 거래 규모로 볼 때 간편

결제 서비스는 체 지 결제 시장에서 5.7%에 불과한 

작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즉 이용 규모 측면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는 결제 수단  아직 서비스 확산의 기에 

해당되며, 본 연구가 양면 시장의 특성상 사용자와 사용

처 양면을 모두 악하고 있는 문가의 견해가 요하

다는 에서, 앞서 언 한 AHP가 합한 경우와 일치한

다고 단했고, 이에 따라 연구의 주요 분석을 FGI와 

AHP로 진행하고자 한다.

3. 간편결제 서비스의 확산 요인 도출

스마트폰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의 사용자 확산 요인을 

도출하기 해 지 결제 산업 분야의 문가 27명을 선

정하 다. 이  임의로 선택된 7명은 FGI에, 나머지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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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AHP 분석을 한 설문 조사 응답에 할당하 다. FGI

에서는 시 에 출시된 간편결제 서비스 모델을 유형화하

고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지 결제 서비스의 확

산 요인  요하다고 단되는 변수를 선별하고 범주

화하 다. 논의할 주제와 질문은 사 에 FGI 상자(표 1)

에게 이메일로 공유한 뒤 한자리에 모여 그룹 인터뷰를 시

행하 다. FGI 질문은 반 구조화(Semi-Structured)된 형태의 

도입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으로 구성하 다(표 2).

FGI 과정에서, 국내외 서비스되고 있는 스마트폰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모든 MS(Magnetic Stripe) 

단말기에서 사용 가능한 ①MST 방식, NFC 단말기에서 사

(표 1) FGI 참여 문가

(Table 1) FGI Members

참여자 직 지 결제 분야 경력

A
ㅇㅇ카드 

본부장/상무
주요 신용카드사 28년 근무

B
ㅇㅇㅇ컨설  

이사 

은행, 카드, 캐피탈 등 국내 

융권 컨설  17년 

D ㅇㅇ경제 기자
지  결제, 여신 융, 

디지털 융 분야 취재 8년

E
ㅇㅇ 융지주 

차장

주요 신용카드사 12년, 

융지주사 4년 근무

F
ㅇㅇㅇ시스템 

장

VAN사 근무 7년, PG사 근무 

8년

G
ㅇㅇ연구소 

연구 원

지 결제  디지털 융, 핀테크 

련 연구 13년

H ㅇㅇ은행 장
주요 은행에서 융결제, 

신용카드 업무 20년

(표 2) FGI 질문

(Table 2) FGI Questions

구분 탐색 역 질문

도입

휴 폰 기반의 

지 결제 

서비스 한 

인식

ㅇ 과거 휴 폰 기반의 결제 서비

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으며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주요

스마트폰 

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의 

사용자

확산 요인 정의

ㅇ 재 시 의 스마트폰 기반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사용자 에서, 

기술 에서 유형화한다면?

ㅇ 스마트폰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가 

시장에서 확산하기 한 요인은 무

엇인가, 각  요도는 어떠한가?

마무리

지 결제 시장 

황과

향후 망

ㅇ 각 결제 기술 별 이슈는 무엇이며, 

향후 지  결제 시장의 도는 어

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림 1) 간편결제 서비스의 확산 요인 분류 (1차)

(Figure 1) Classification of Key Drivers for the 

Simple Payement (1st round)

용 가능한 ②NFC 방식, 바코드  QR(Quick Response) 코

드  리더기에서 사용 가능한 ③APP카드 방식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데 문가 원 동일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지 결제 서비스의 확산 요인에 한 11개 주요 

연구[2, 6, 7, 8, 9, 11, 14, 15, 16, 17, 18]에서 제시된 후보 

변수를 기 으로 문가와 함께 각 요인을 범주화하는 

작업을 실시하 다. FGI를 통해 용어의 개념  특성에 

한 논의와 유형화 작업 결과, 11개 논문에서 제시된 37

개 요인을 총 9개 - 사용자 비용, 가맹  비용, 편의성, 경

제성, 범용성, 보안성, 신뢰성, 확정성, 지식/정보 - 로 정

리하 다(그림 1). 

논의 과정에서 "결제 처리 속도"를 별도의 요인으로 

분류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간편결제시 카드사에 

결제 승인을 요청한 순간부터는 서비스 모델에 계 없

이 거의 동일한 승인 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용

자가 결제하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승인 요청까지 걸리

는 시간이 요한데, 이는 결국 결제 서비스 사용의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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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 달라진다. 즉 사용 방법이 단순하고 편리할수

록 결제 소요 시간이 짧게 걸리고, 복잡할수록 오래 걸리

기 때문에 결제 처리 속도를 "편의성"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AHP 분석에서는 각 요인 간의 엄격한 상호 배타성이 

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1차 분류 결과 도출된 요

인들에 해 추가 인 배타성 여부를 확인하기 해 2차 

분류를 실시하 다. 먼  "사용자 비용"과 "가맹  비용"

이 "경제성"과 일부 의미가 첩되고, "보안성"과 "신뢰성

", 그리고 "범용성"과 "확장성"이 상호 완 히 배타 인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워 추가 인 논의를 통해 이들을 

통합하거나 재 분류하기로 하 다. 

 

(그림 2) 간편결제 서비스의 확산 요인 분류 (2차)

(Figure 2) Classification of Key Drivers for the 

Simple Payement (2nd round)

1~2차에 걸친 FGI를 통해 문가들이 최종 으로 지

목한 스마트폰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의 사용자 확산 요

인은 ①사용자 경제성, ②가맹  경제성, ③사용 편의성, 

④범용성, ⑤보안성으로 정리되었다. 논의 과정에서 최종 

요인을 4개 - 경제성, 편의성, 범용성, 보안성 - 로 야 한

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경제성은 사용자 측면의 경

제성과 사용처 측면의 경제성이 명확히 달라 분리해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다. 

“고객들이야 수수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포인

트도 립해주니까 이익이 되지만,  가맹  업주들은 고

객들이 쓸 때 마다 수수료 부담을 해야 하니까 문제가 다

르죠.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러 장에 가면 업주들이 제

일 궁 해 하는 것이 가맹  비용으로 설치해야 되는지, 

수수료는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등입니다. 사용자가 생

각하는 경제성과 가맹 에서 보는 경제성이 근본 으로 

다른 것입니다.” 

즉 사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요인이 반 로 가맹 에는 

손실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동일한 서비스 모델도 경

제  혜택과 비용이 귀속되는 주체가 구냐에 따라 양

자가 서로 다른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분

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도출되었다. 

4. 요도 산출과 모델 별 평가

AHP를 통해 스마트폰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의 사용자 

확산 요인 별 요도, 즉 가 치를 산출하고, 이것을 실제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에 용하여 모델 별 경쟁력을 평

가하 다. 이때 FGI에 참여했던 문가 집단에게 재조사

할 경우, FGI 상에서 논의되고 도출된 내용이 설문 결과

에 향을  소지가 있어, 이들을 제외한 별도의 문가 

집단(20명)에게 면담을 실시하 다. 이들은 모두 국내 지

결제 련 업계에서 최소 10년 이상 종사한 문가이

며, 조사 취지와 내용, 용어에 해 간단한 설명을 한 뒤 

설문  응답 결과를 취합하 다. 

먼  FGI에서 최종 도출된 간편결제 서비스의 확산 요

인 5가지를 제시하고, 각 요인 간의 요도를 9  척도의 

 비교, 즉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1은 상호 동일) 에서 선택하도록 하 다. 설문 결과, 

AHP 상의 신뢰 지수(Consistency Ratio)가 0.2 이상으로 나

온 3명을 제외한 총 17명을 최종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설문 조사에 한 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기하 평균 

기 으로 확산 요인의 요도는 보안성(0.38), 범용성

(0.30), 사용 편의성(0.13), 사용자 경제성(0.11), 가맹  경

제성(0.09) 순서로 나타났다. 이때 Max Eigenvalue는 5.15

이며, Consistency Index와 Consistency Ratio는 각각 0.04, 

0.03이다. AHP에서는 기하 평균과 산술 평균 두 가지 방

식을 모두 산출하나, 통상 으로 극단 값의 향을 덜 받

는 기하 평균을 요시한다.

(표 3) 요인 별 요도에 한 AHP 분석 결과 

(Table 3) AHP Results for Key Drivers

구분 보안성 범용성
사용 

편의성

사용자 

경제성

가맹  

경제성

기하평균 0.38 0.30 0.13 0.11 0.09

산술평균 0.34 0.32 0.13 0.12 0.09

두 번째 질문에서는  5가지 확산 요인을 기 으로 

FGI에서 도출된 3가지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 모델,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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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결제 서비스 모델 별 평가 

(Table 4) Evaluation for Simple Payment Models

구분 체 보안성 범용성
사용 

편의성

사용자 

경제성

가맹  

경제성

MST 0.53 0.35 0.76 0.60 0.37 0.65

NFC 0.29 0.44 0.15 0.23 0.33 0.16

APP 0.18 0.22 0.09 0.17 0.30 0.19

MST, NFC, APP카드 방식에 한 평가를 요청했다. 3가

지 서비스에 한  비교이며 평가 항목이 5개로서 분

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NFC는 요도가 제일 높은 보

안성에서 가장 좋은 평가(0.44)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모든 항목에서 MST 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체 으로 0.29의 수(기하평균 기 )를 기록했다. 보안

성은 모델 간 평가 결과의 편차가 상 으로 크지 않은

데, 이는 결제 서비스의 공 자가 보안성에 한 감독 당

국의 가이드라인과 법규를 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우수한 평가(0.53)를 받은 

MST 방식은 기존의 모든 신용카드 MS 단말기에서 결제

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용성(0.76)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NFC 방식은 별도의 NFC 용 단말기가 필요하

며, APP카드 방식 역시 별도의 바코드 는 QR코드 리더

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범용성에서 상 으로 낮은 평가

를 받았다. 특히  NFC 방식의 가맹  경제성(0.16)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실제 NFC 용 결제 단말기가 APP카

드의 바코드/QR코드 리더기 단가 보다 비싸다는 실이 

반 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가맹  입장에서 별도의 

단말기 구매가  필요하지 않은 MST는 가맹  경제

성(0.6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결   론

본 논문은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의 시장 내 확산 가

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평가 체계 구 을 하여, 선행 연

구 분석과 문가 인터뷰에 기반하여 서비스 확산 요인

을 도출하고 각 요인 별 요도를 AHP를 통해 산출하

다. 먼  업계 문가 상의 FGI를 통해 주요 논문에서 

제시된 변수 37개 , 스마트폰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의 

사용자 확산 요인으로 범용성, 보안성, 사용 편의성, 사용

자 경제성, 가맹  경제성을 도출하 으며, 재 시장에

서 실제 서비스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크게 MST 

방식, NFC 방식, APP카드 방식으로 유형화하 다. 아울

러 별도의 문가 집단에 한 설문 조사와 AHP 분석을 

통해 확산 요인의 요도를 보안성,  범용성, 사용 편의

성, 사용자 경제성, 가맹  경제성 순으로 도출하 으며, 

3가지 주요 결제 모델에 해서는 MST, NFC, APP카드 

방식 순으로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특히 보안성은 그 요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모

델 간의 수 편차가 비교  크지 않았다. 반면 범용성에 

한 평가 결과는 모델 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 범용성이 

지 결제 서비스의 확산 가능성을 실질 으로 좌우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사용자 확산 요인 규명

과 요도 평가에 있어서 국내 문가를 상으로 연구

하 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규제 환경이나 시장 상황, 문

화  요인 이 다른 외국의 지 결제 시장에 용하기에

는 일부 한계 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신의 확산과 기술 수용 이론에서 제시하는 변수에 기반

하여 결제 서비스의 성공 요인을 도출한 기존 연구와 달

리, 양면 시장의 특성  간편결제 서비스의 성격에 특화

된 확산 요인을 규명하고 고유의 평가 모형을 제시했다

는 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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