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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new financial services related to FinTech has gained attention more and more. Online P2P
financial services transactions such as FinTech require careful examination of the constituents of
information systems as an investment is made based on the information presented on the online
platform without direct face-to-face cont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success factors
of online P2P Lending service among FinTech. To serve the purpose, we build IS (information system)
success model, and then use Kano model and fuzzy analytic hierarchy process (Fuzzy-AHP) to find
out factors for the success of online P2P Lending service. In particular, this study uses Kano model
to classify information system satisfaction factors and to calculate the satisfaction coefficient. The
Kano model, however, has a drawback of evaluating single criterion. Therefore, we use multi-criteria
decision-making technique such as Fuzzy-AHP to deriv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factors. The
analysis results show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he analysis technique. In the Kano model, most
of the information system factors are a one-dimensional quality attribute. The satisfaction coefficient
is highest for personalized service, followed by the responsiveness of service, ease of using a system,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usefulness of information' reliability. The service reliability is the highest
in dissatisfaction coefficient, followed by system security, service responsiveness, system stability, and
personalized service. The results of the Fuzzy-AHP analysis shows that the usefulness of information
quality, the personalization of service quality, and the security of system quality are the significant
factors and the stability of system quality was a secondar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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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온라인 신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가지고 왔
으며(Ji et al. 2010), 신용을 핵심으로 여기는 금융부문

최근 핀테크(FinTech)의 한 분야인 온라인 P2P 금

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다(Liu et al. 2015). 국내 핀

융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테크 관련 조사에 따르면 2017년 9월까지 온라인 P2P

는 2005년 영국의 Zopa에서 시작하였고 ‘10년 3억 달

금융 서비스 부도율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점과 지속

러에서 ‘13년 34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30% 이상의

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온라인 거래의 사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졌다(Milne and Parboteeah

회적 성숙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Greiner and Wang

2016). 국내 조사기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 세계 온

2009). 다시 말해,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는 소셜 네

라인 P2P 금융 서비스 거래 규모는 88억 달러에 육박

트워크 서비스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ICT(In-

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와

전망하였다. 실제로 2017년 9월을 기준으로 국내 온라

온라인 사회적 자본(Online Social Capital)의 교차점

인 P2P 금융 서비스의 누적 대출액은 1조 8,416억 원

이라는 특수한 거래 관계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양

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7년 말에는 2조 1,000억 원

금·이영찬 2016).

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국내 온라인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의 특성

P2P 금융 서비스 투자자의 대부분이 약 8.7% 세전 수

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이용자 관점에서 온라인

익률(세후 수익률 약 6.3%)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

P2P 금융 서비스의 정보시스템 요인을 다음과 같은 내

사되었다.

용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온라인 P2P 금

한편, 온라인 P2P 금융 거래 시장은 신흥 시장임에

융 서비스의 정보시스템 요인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한

도 불구하고 학술적이고 실무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다. 전통적으로 새로운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학술

있다(김학건·박광우 2013; 서병호 2015; 양금·이영찬

적이고 실무적인 영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Baskerville

2016; Ma et al. 2017; Yang et al. 2017; Zhang et al.

and Wood-Harper 1996). 특히 정보시스템 성공모델

2017).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의 연구동향을 살펴보

은 정보시스템의 총체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정보시

면 초기에는 나이, 성별, 인종과 같은 온라인 P2P 금융

스템 사용과 만족이라는 경험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

서비스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Pope and Syndor

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시스템 사용과 활용이라는 측

2011)과 신용정보, 재정상태, 제공된 정보의 형태(Lin

면을 설명할 수 있다(이석기·조현 2011; 이정민·이재남

et al. 2013; Dorfleitner et al. 2016) 등이 온라인 P2P

2011).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금융 서비스의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연구가 이뤄졌

서비스이자 차용인과 투자자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으며, 최근에는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관한 연구(Zhang

사용 경험에 기반을 두어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

et al. 2017)와 가격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가 이뤄졌

폼 서비스인 만큼 정보시스템에 관한 이해가 반드시 선

으며(Ma et al. 2017), 투자 행위를 유발하는 정보시스

행되어야 한다. 둘째, 의사결정 기법을 활용하여 정보시

템 요인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양금·이영찬 2016).

스템 만족과 사용을 탐색하고자 한다. 의사결정 기법은

금융 거래의 핵심은 무담보를 전제한 투자자의 투자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요인을 추출하여 합리적인

결심이 핵심으로 정의된다(신동호·채명신 2012). 친목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다. 많은 실증연구에서 검증된

도모를 핵심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은

바와 같이 다양한 정보시스템 요인들이 만족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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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 수 있으며, 이용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래 비용은 소액 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다. 3) 다차원 소

(Cristobal et al. 2007).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양금과 이

액 대출(Multiple Microloan)은 고액 펀드 프로젝트의

영찬(2016)은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에서 정보시스템

공동출자에서 발생하는 대출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

요인이 만족과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핵심적인

4) 온라인 인증과 소셜 네트워크 검색을 통해 차용인

요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에 대한 더 많은 신용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Chen and

의사결정과 관련된 연구에서 Kano 모형과 고객만족계

Han 2012). 이와 같은 특성을 종합해 보면 온라인 P2P

수 산출 기법은 고객의 만족요인을 계량적으로 표현할

금융 서비스는 ICT 기술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 확산과

방법으로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에서 우선적으로 집

함께 형성된 온라인 신뢰에 기반을 둔 핀테크 서비스라

중해야 할 서비스 항목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Kano

고 할 수 있다.

모형은 만족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한계점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는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 중

을 가지고 있다. Fuzzy-AHP와 같은 다기준의사결정기

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대출

법은 요인들 간의 최적값을 도출하는 기법으로, 여러

계약을 체결하는 비즈니스로 기부 및 후원형, 대출형,

가지 대안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경우 수학적 방법을

지분투자형(증권형)으로 분류된다(김영규 2016). 첫째,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Kano 모형의 한계점을

기부 및 후원형은 소액 투자자들이 사업자에게 무상으

보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ano 모형과 Fuzzy-

로 후원금과 기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금전적 보상이 없

AHP 기법을 이용하여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의 성

다.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킥스타터가 있으며, 국내에는

공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와디즈, 굿펀딩 등이 있다. 둘째, 대출형은 사업자에게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자금을 대부·대출 투자를 통해
이자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해외에는 렌딩
클럽이 있으며, 국내에는 8퍼센트, 팝펀딩 등이 있다. 마

2. 선행 연구

지막으로 지분투자형은 사업자가 증권을 발행하고 소
액투자자가 이를 매수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

2.1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한다.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기존의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의 절차는 차용인과

저금리 현상, 투자처의 부재, 소셜 펀딩,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고 찾는 방법이 사용되었

활성화 등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성공적인 비즈니스

다. 차용인은 대출금 사용 용도와 금액을 등록하고 투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Milne and Parboteeah 2016;

자자는 입력된 정보와 차용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투자

Zhang et al. 2017).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는 대출

결정을 내렸다(신동호·채명신 2012). 최근의 거래 절차

형 크라우드 펀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다

는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는 점에서 소셜 렌딩(Social Lending) 또는 소셜 대출

일반적으로 <그림 1>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차용인은

(Social Loan)이라고도 정의되며, 다음과 같은 혁신성

개인 정보(나이, 직업, 결혼 여부, 성별 등) 및 대출 정보

을 포함하고 있다(서병호 2015). 1) 차용인과 투자자가

(대출용도, 신용 등급, 특수기록 등) 등을 온라인 P2P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적은 거래 비용으로 정보를 게

플랫폼에 제공하고 온라인 P2P 플랫폼의 신용기준에

시 및 탐색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2) 낮은 거

따라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차용인의 개인정보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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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프로세스

하고 온라인 P2P 플랫폼에 공개되며, 투자자는 공개된

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 품질, 그

차용인의 세부정보를 확인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리고 SERVQUAL의 개념이 추가된 서비스 품질을 포

이러한 형태의 정보 제공 절차는 투자자가 차용인에 대

함하고 있다(Delone and McLean 1997; 2003; 조휘

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므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형 2012). 두 번째 단계는 영향 관계 및 태도를 나타내

수 있다.

는 단계로 사용 또는 사용자 만족을 측정하여 시스템

추가로, 기존의 차용인은 주로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

수용자와 정보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단계

려운 저신용자인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 신설된 온라

이다. 한편, Fang et al.(2011)은 2단계에서 만족을 대

인 P2P 금융 서비스에서는 고신용자도 상당수 존재하

신하여 신뢰의 영향력을 주장하였는데, 온라인 환경에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의 온라인 P2P 금융 서

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

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내에서 개인과 개인의 소액 거

기 때문에 웹사이트 이용자의 만족과 재구매를 이끌어

래로 제한됐지만, 최근에는 그 형태가 사업체, 채권, 비

내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의 신뢰성 증진 방안이 마련되

상장 주식, 건물 등의 금융자산을 담보한 온라인 P2P

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단계는 조직관점에서 정보

금융 서비스로 발전하여 더욱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고

제품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단계로 앞서 설명된 정보시

있다(Wei and Lin 2016; Ma et al. 2017).

스템의 단계들이 체계적이고 순환적으로 이뤄지는 경
우 개인이나 조직의 실질적인 성과에 직간접적인 영향

2.2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성공요인

이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정보시스템 성공모델과 만족

정보시스템 발전과 더불어 성공적인 정보시스템 개

의 관련성은 다양한 연구에서 언급되었다. Zhang and

발을 위한 학술적 연구는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De-

Dran(2000)은 Herzberg의 동기 및 위생이론 관점에

lone and McLean 1997; 2003; Keramati and Salehi

서 웹 사이트를 평가한 결과 웹 사이트의 위생요인에

2013; 이정민·이재남 2011). 정보시스템 성공모델은 정

는 내비게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성, 공정성, 정보 내

보시스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참고된 연구 중 하나로

용과 같은 정보시스템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제시

성공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 품질, 시

하였고, 이석기와 조현(2011)은 만족 집단과 불만족 집

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사용의도 및 사용, 사용자 만

단의 정보시스템 사용에는 위생요인이 포함될 수 있으

족, 순 효익의 6개 영역의 유기적인 관계가 요구된다고

며, 사용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정의하고 있다(Delone and McLean, 2003). 정보시스

였다. 이와 같은 연구 맥락에서 살펴보았을 때 온라인

템 성공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시스템 자체에서 요구되

P2P 금융 서비스는 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

는 특징을 나타내는 시스템 품질과 의미있고 정확한 정

질의 정보시스템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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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품질

은 저장 공간의 크기, 시스템의 처리 속도, 편리한 기능

협의의 정보 품질은 정확한 정보 제공의 목적이 있으

등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과 사용자 입장에서 접근성,

며, 광의의 정보 품질은 정보의 완전성, 기록의 적절성,

편리성, 유연성 등의 기능적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된다

보고의 시의성이 포함된다(하성호·주성현 2010). 온라

(서우종 등 2007). 특히 온라인 비즈니스는 모든 프로

인 P2P 금융 서비스에서 표현될 수 있는 정보는 누적

세스가 온라인 환경에서 이뤄지는 만큼 경쟁력 있는

대출액, 누적 상환액, 평균 금리, 부도율 등으로 이와 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비즈니스 성과에 직접적으로

은 정보가 상세하고 정확하게 나타나야 정보 품질이 높

영향을 미치게 된다(Molla and Licker 2001). 온라인

아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풍부할수록 신뢰성

P2P 금융 서비스 플랫폼은 실제 금융거래가 이뤄지기

을 높일 수 있으며, 투자자의 투자 행동을 유발할 수 있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이 중요하며, 거래에 최적화된 시

다(Lee and Lee 2011; 김학건·박광우 2013). 더 나아가

스템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투

문자, 이메일, 소셜 미디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자자가 투자상품을 요청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확인할

활용하여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안정

수 있어야 하고 PC나 모바일 기기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적인 정보 품질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접속기기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동일한 정보를 확인

구체적으로 온라인 뱅크, 모바일 거래 등을 포함한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스템 사용에 있어 절차가 간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정보 품질은 정보의 적절성, 충분

결해야 하며, 대출가능여부, 금액, 수령일 등을 편리하

성, 정확성, 적시성이 충분한 상태를 의미한다(양금·이

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품질은

영찬 2016; 이재광 등 2017). 하성호와 주성현(2010)은

편리성, 이용가능성, 신뢰성, 적응성, 반응시간의 개념

온라인 뱅킹 서비스의 계좌이체와 같은 거래 상황에서

으로 정의되며(Delone and McLean 1993; 2003), 연

만족을 이끄는 정보 품질 요인을 정보의 정확성과 이해

구의 특성과 범위에 따라 효율성, 이용가능성, 안정성,

성이라고 주장하였고, 신상훈 등(2012)은 온라인 증권

보안성, 상호작용 등의 요인이 고려되기도 한다(서우종

거래 시스템의 채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금전적 거래관

등 2010).

계에서는 정보의 정확성, 적절성, 포괄성, 적시성이 중요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의 필수적인 시스템 품질

한 정보 품질의 개념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학건과 박광

은 안정성(신뢰성), 용이성, 보안성이다. 안정성이란 오

우(2013)는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플랫폼에 제시된

류나 다운없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작동하는 정도를 의

대출 정보, 이자율, 취업 유무 등의 강성 정보가 충분히

미한다(Lee and Kozar 2006; Keramati and Salehi

제공될수록 성공적인 거래를 이끌 수 있음을 제시하였

2013). 온라인 P2P 금융 플랫폼은 차용인과 투자자의

다. 즉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의 정보 품질은 차용인

투자계약, 거래내역, 개인정보 등의 중요한 정보들의 교

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거래되었던 모든 거

환이 이뤄지는 공간이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유지

래 정보가 무결하게 공시되고 유지되는 부분까지 포함

되어야 한다. 용이성이란 시스템 검색이나 사용법에 일

된다고 볼 수 있다.

관성이 있고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DeLone and McLean 2003). 온라인

시스템 품질

P2P 금융 서비스의 대출상품마다 상품 접속 방법과 투

전통적으로 시스템 품질은 온라인 비즈니스 성공에

자 방법이 다르거나 투자 상품을 검색하는 방법이 어렵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인으로 지적된다. 시스템 품질

다면 많은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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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P2P 금융 서비스에서 용이성이란 플랫폼에 접속

인 환경에서 상품을 적절하게 표현함으로 정의된다. 온

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정보검색, 내비게이

라인 P2P 금융 서비스 플랫폼은 전통적으로 신뢰 있

션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는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약속된 금융활동을 이행하여

보안성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사적, 기밀정보를 보호

높은 상호신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

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되며(서우종 등 2010), 온라인

인 P2P 금융 서비스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요청한 금융

P2P 금융 서비스 거래 시 생길 수 있는 피싱, 해킹 등의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행된다면 온

발생과 피해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온라

라인 P2P 금융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증진될 수 있

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는 정보 보안에 대한 이슈가

다. 반응성은 고객 요청의 대응과 관련된 내용으로 고

다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

객이 문제 상황에 직면해 있거나 의문이 발생하였을 때

이 강조된다(하성호·주성현 2010).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빠르고 신속하게 응
대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만족도가 높아질

서비스 품질

수 있다(박현숙·이명진 2011). 마지막으로 개인화란 고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 전체과정에서 고객에 의해 인

객의 선호도, 니즈 등에 맞춤화된 정보나 서비스를 제

식되고 판단되는 주관적인 평가로 정보시스템의 만

공해주는 정도로 온라인 P2P 금융 거래 과정에서 플랫

족도는 고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Watson et al.

폼과 이용자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정황에 맞게 이루어

1998; Parasuraman et al. 2005). 온라인 P2P 금융 서

지는가와 관계된다(양금·이영찬 2016). 투자자의 투자

비스 프로세스는 오랜 시간 동안 신뢰기반 거래를 주

결심에 앞서 목표 투자 금액, 투자 이익, 투자 기한 등의

도했던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의 거

정보를 개인적으로 받게 된다면 투자자는 받은 정보를

래 중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 품질이 중

통해 투자 목적에 맞는 투자를 결심할 수 있게 된다. 즉

요하다(양금·이영찬 2016). Pitt et al.(1995; 1997)은 정

투자자의 개인 특성에 맞는 투자 정보 제공은 긍정적인

보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마케팅 분야

투자 결심을 이끌 수 있다.

에서 활용되는 SERVQUAL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신
뢰성, 반응성, 유형성, 확신성, 공감성이라는 정보시스
템의 서비스 품질의 개념적 차원을 제시하였고 양금과

3. 분석기법

이영찬(2016)은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의 품질은 전
통적인 온라인 서비스 품질 뿐만 아니라 개인화의 개

3.1. Kano 모형

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Kano 모형은 Herzberg의 2요인이론으로부터 많은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에서 중요한 서비스 품질은 신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상품 품질과 고객 만족 방식을 설

뢰성, 반응성, 유형성, 개인화로 정의될 수 있다. 신뢰성

명할 수 있으며, 상품개발에 대한 고객 만족 정도를 측

은 고객이 지각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능

정할 수 있다. Kano 모형은 <그림 2>와 같이 ‘사용자

력(Ability), 정직(Integrity), 호의(Benevolence)를 말

만족/사용자 불만족’이라는 주관적인 측면과 ‘요구조건

하며, 반응성은 온라인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고

충족/불충족’라는 객관적인 측면이 대응되는 이원적

객에게 즉시 응답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

측정방법이 활용되며, 만족/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김광희 등 2010). 유형성이란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

품질요소는 매력적 품질요소(Attractive), 당연적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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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의 정보시스템 요인 및 조작적 정의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성공 요인

참고
하성호·
주성현
(2010)
Lee and
Kozar
(2006)
Lee and
Kozar
(2006)
Keramati
and Salehi
(2013)

하성호·
주성현
(2010)

정보
품질
(C1)

시스템
품질
(C2)

서비스
품질
(C3)

정확성
(C4)
완전성
(C5)
이해성
(C6)
유용성
(C7)
안정성
(C8)
용이성
(C9)
보안성
(C10)
신뢰성
(C11)
반응성
(C12)
유형성
(C13)
개인화
(C14)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에서 누적 대출액, 누적 상환액, 평균 금리, 부도율 등의 정보가
허위, 오류, 과장없이 정확하게 공개된 정도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에서 누적 대출액, 누적 상환액, 평균 금리, 부도율 등에 대한
정보가 빠짐없이 완전하게 제공된 정도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에서 누적 대출액, 누적 상환액, 평균 금리, 부도율 등에 대한
정보가 이해하기 쉽게 명시된 정도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에서 누적 대출액, 누적 상환액, 평균 금리, 부도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용한 기능이 제공된 정도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에서 고객 관리, 거래 관리 등의 정보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정도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접속 및 이용 과정에서 정보검색, 내비게이션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에서 거래시 해킹, 피싱 등에 대한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수행이 일관하다는 믿음의 정도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및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즉시적으로 제공하는 정도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에서 거래 상품을 적절하고 유형적으로 표현하는 정도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의 선호도, 요구 등에 맞춤화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도

요소(Must-be), 일원적 품질요소(One-dimensional),
무관심적 품질요소(Indifference), 역품질요소(Reverse)로 제시된다.
Kano 모형의 요소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품질특성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과(Functional) 부정적인
측면(Dys-functional)의 설문을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에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다
면 어떻습니까?’ 라는 긍정적인 질문에서 응답자가 ‘2’
라고 대답하고, ‘만약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에서 정
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라는 질
문에 5라고 응답하는 경우, Kano 모형의 의사결정 테
이블에 따라 ‘M: 당연적 품질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 Kano 모형의 이원적 품질요소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집계된 결과를 통해 가장 빈도
가 높은 순으로 품질요소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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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객의 요구사항에 질문 및 응답 해석 방법
긍정
질문

만약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에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어떻습니까? (Functional)

부정
질문

만약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에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Dys-functional)

1. 그 상태로 좋다(I like it that way)
2. 당연히 그걸 기대한다(I expect it that way)
3. 상관없다(I am neutral)
4. 그런대로 살 수 있다(I can live with that way)
5. 싫어한다(I dislike it)

<표 3> Kano 모형 의사결정 테이블
부정적 질문(Dys-functional)
고객 요구 사항

1. 마음에 든다(Like)
긍정적 2. 당연하다(Must)
질문
3. 아무런 느낌이 없다(Don’t care)
(Functional) 4. 하는 수 없다 (Can live with it)
5. 마음에 안든다(Dislike)

1. 마음에
든다(Like)

2. 당연하다
(Must)

3. 아무런
느낌이 없다
(Donʼt care)

4. 하는 수
없다 (Can
live with it)

5. 마음에
안든다
(Dislike)

Q

A

A

A

O

R

I

I

I

M

R

I

I

I

M

R

I

I

I

M

R

R

R

I

Q

Q : Questionable, A : Attractive(매력요인), O : One-dimensional(기대요인), M : Must-be(필수충족요인), I : Indifferent(무관심요인),
R : Reverse(역작용요인)

Kano 모형은 설문항목이 모호하고 이원평가표에

가 높아지는 음의 값을 갖게 된다. 이처럼 고객만족계

서 품질의 속성을 구분한다는 점과 품질특성을 결정

수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과 불충족의 결과에

하는 데 최빈값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따른, 만족과 불만족의 영향에 관한 최댓값을 제공함으

Timko(1993)가 제시한 고객만족계수(CS-Coefficient)

로써 같은 품질특성을 갖는 품질요소 사이에 영향력의

는 품질요소별 빈도수를 이용하여 만족(Better) 계수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와 불만족(Worse)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고객 만

Zhang and Dran(2000)은 Herzberg의 동기 및 위

족을 증가시키거나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는 품질 속성

생이론 관점에서 웹 사이트를 평가한 결과 웹 사이트의

을 찾아낼 수 있다. 이를 구하는 수식은 <표 4>와 같다.

위생요인에는 기술적 측면, 내비게이터, 프라이버시 및

만족 계수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을 때 만족의

보안성, 공정성, 정보내용과 같은 변수들이 포함된다고

정도가 높아지는 양의 값을 갖게 되며, 불만족계수는

하였고 이석기와 조현(2011)은 정보시스템의 만족 집단

고객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불만족 정도

과 불만족 집단의 정보시스템 사용에 대해 분석한 결

<표 4> 고객만족계수(CS-Coefficient)
구분

만족계수

불만족계수

개념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접하였을 때 고객의 만족
정도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가를 파악한 계수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접하였을 때 고객의 불만
정도가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가를 파악한 계수

(A+O)/(A+O+M+I)

(O+M)/(A+O+M+I)(-1)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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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력적 품질로 응답한 수, O: 일원적 품질로 응답한 수, M: 당연적 품질로 응답한 수, I: 무관심 품질로 응답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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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위생요인에 시스템 품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사용자

각 평가요소 계층에 대해서 얻어진 쌍대비교치에 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해서

와 같은 수식으로 각 행렬의 요소 값을

본 연구에서는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선행 연

계산하고 Eq.1과 같은 쌍대행렬을 생성한다.

구를 통해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의 정보시스템 차원
Eq.1

을 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로 구분하여 각
차원의 세부적인 요인을 도출하였다.

3.2. Fuzzy-AHP 기법
AHP는 Saaty(1980)에 의해 개발된 다기준의사결정
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
용하다. AHP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다수의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상호의존성과 피드백을 허용

AHP에서 사용되는 고유벡터법을 이용한 가 중
치 도출과정을 살펴보면 행렬

의 상대적 중요 도를 나타내는 가 중치인 열벡터
를 곱하게 되면 Eq.2의 관계
를 가진다.

할 수 있고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을 모두 수
행하여 비선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AHP 분석
방법은 다양한 요소 간의 쌍대비교를 통해 가장 중요
한 요인의 가중치를 찾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쌍대비
교란 두 요소 i와 j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
한 비교로 작은 값 i를 기준으로 큰 값 j는 i의 몇 배가
되는지 추정할 수 있다. AHP의 구체적인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요인들을 도출하
고 각 요인을 쌍대비교 한다. 예를 들어, 정보 품질 차원
이 정확성, 완전성, 이해성, 유용성의 4개 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면 <표 5>를 기준으로 하여 정확성과 완전
성, 정확성과 이해성, 정확성과 유용성, 완전성과 이해
성, 완전성과 유용성, 완전성과 이해성을 각각 쌍대비교
한다.

에 평가항목 간

Eq.2

이처럼 AHP 기법은 집단의사결정에 의한 평가가 가
능하고 정보의 불완전성, 모호성, 평가자의 불완전성을
평가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안
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경우 기존 대안의 순위역전이 발
생할 수 있고 비교 대상의 수가 증가하면 의사결정자가
판단해야 할 평가 횟수가 급증하게 되며, 일관성 비율
에 대한 타당성이 명확히 검증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
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퍼지(Fuzzy) 이
론이 많이 활용된다.
퍼지이론은 완전 정보의 부족에 따른 모호성, 부정확
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집합이론을 확장한 개
념이다(Zadeh, 1965). 퍼지이론은 평가자의 의사결정

<표 5> 쌍대비교 추정치에 대한 변수 정의
정의

2018. 6

1

요인 i와 요인 j의 중요성이 같다

3

요인 i가 요인 j보다 약간 중요하다

5

요인 i가 요인 j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7

요인 i가 요인 j보다 상당히 중요하다

9

요인 i가 요인 j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역수

역의 중요성에 대응하는 중요성의 역수

2, 4, 6, 8

요인 i와 요인 j의 중요성에 사이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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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질적인 부정확성, 모호성을 효과

non Entropy)의 개념을 활용하여 Fuzzy-AHP를 산정

적으로 다루는 방법으로 다양한 다기준의사결정 분야

방법을 단계별로 활용하였다. Fuzzy-AHP 기법의 적용

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Yu et al. 2011; Chou and

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복잡한 의사결

Cheng 2012). 일반적으로 삼각 퍼지수(Triangular

정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목표, 평가요소, 대안 등을

Fuzzy Number)는 계산의 효율성과 자료 획득의 용

설정하고 이들을 계층적으로 구조화한다. 2~3단계는

이성으로 인하여 널리 사용된다. 예를 들어, 삼각 퍼지

각각 평가요소 간의 상대적 가중치와 마지막 계층의 각

수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대안 간의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

에 대해서 소속함수

는 다음과 Eq.3 와 같

다. <그림 3>을 다르게 표현하면
된다.

와

≤

≤

와

으로써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이다.

는 평가 자료의 하한과 상한을 의미하며,

는 퍼지수의 평균값이 된다. 즉 퍼지수 G = ( ,
)는

한다. 4단계는 상대적 가중치를 이용하여 가중평균 함

으로 정의

사이에 존재하고

정도의 퍼지량(Fuzzy

Quantity)으로 설명한다. 또한, 소속함수 값은
까지는 점차 증가되고

,

에서

Eq.4

에서
퍼지 쌍대비교 행렬

까지는 감소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표 6>은 AHP의 쌍대비교에서 활용되

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면,

인 모든

는 언어표현 척도와 각각에 해당하는 삼각 퍼지수의 예

이고 ,

,

,

의 관계가 성립한다

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hang(1996)이 정보 엔트로피(Shan-

(1) 번째 요소의 퍼지 결합치(Fuzzy Synthetic Ex-

<그림 3> 퍼지수의 소속함수

<표 6> 쌍대비교와 삼각 퍼지수

118

언어척도

척도

삼각 퍼지수

동등하게 중요하다 (VL)

1

(1, 1, 1)

약간 중요하다 (L)

2

(1, 2, 3)

상당히 중요하다 (FL)

3

(2, 3, 4)

매우 중요하다 (FH)

4

(3, 4, 5)

절대적으로 중요하다(H)

5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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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t)을

라 하면,

,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라고 가

정하면, 각 요소들의 가중치 벡터는 다음과 같다. 이를
Eq.5

(2) 삼각 퍼지수
하여

,

에대

정규화하면, 다음과 같은 각 요소들의 정규화 된 가중
치 벡터

를 구할 수 있다.

일 확률의 정도(Degree of Possibility)

Eq.8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두 삼각 퍼지수의 교차점의
최대값(Highest Intersection Point)으로 는

Eq.9

과

의 교차점의 좌표 값을 의미한다.

4. 연구 설계
Eq.6

4.1. 연구 진행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의 정보 품질, 시
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중 핵심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자 <그림 4>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삼각 퍼지수

이 다른 개의 퍼지수

<1단계>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와 정보시스템

보다 클 확률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성공모델
1단계에서 Delone and McLean(2003)의 정보시스

(4) 특정 요소

에 대하여

템 성공모델에서 제시된 정보시스템 품질을 중심으로
Eq.7

핵심적인 요인을 탐색하였다. 정보 품질은 정확성, 완전

<그림 4>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중요 요인 분석 연구진행절차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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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해성, 유용성의 4개 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시스템

<4단계> AHP를 활용한 정보시스템 성공모델 분석

품질은 안정성(신뢰성), 용이성, 보안성의 3개 요인으로

4단계에서 <1 단계>에서 제시된 온라인 정보시스템

구성되었으며, 서비스 품질은 신뢰성, 반응성(즉시성),

성공모델을 통해 <그림 5>와 같은 온라인 P2P 금융 서

유형성, 개인화의 4개로 구분하여 총 11개의 핵심요인

비스 분석모델을 도출하였다. 정보 품질 차원에는 정

을 선정하였다.

확성, 완전성, 이해성, 유용성의 4개 요인을 구성하였고
시스템 품질 차원은 안정성(신뢰성), 용이성, 보안성의 3

<2단계> Kano 모형을 활용한 정보시스템 성공모델 분석

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서비스 품질은 신뢰성,

2단계에서 Kano 모형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 품질

반응성(즉시성), 유형성, 개인화의 4개로 구성하였다.

요인을 분류하였다. <표 2>와 같이 모든 설문지의 모든
항목을 긍정 질문과 부정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설문결

<5단계> 상대적 가중치 도출

과는 <표 3>과 같이 Kano 모형의 의사결정 테이블을

5단계에서 AHP를 활용한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하였

활용하여 정보시스템 품질요인을 구분하였다.

다. 상대적 가중치는 추출된 11개의 요인을 쌍대비교를
통해 도출된다. 척도 도출방법은 <표 5>와 같은 방법이
사용되고 설문의 예시는 <표 7>과 같다.

<3단계> Timko의 고객만족계수를 활용한 만족요인 평가
3단계에서 Timko의 고객만족계수를 활용하여 각 품
질요소를 평가하였다. 고객만족계수에서 만족과 불만

<6단계> 절대적 가중치 도출

족의 영향 정도를 산출하기 위해 Kano 품질요소를 활

퍼지이론은 평가대상에 대해서 ‘예’ 또는 ‘아니오’ 만

용하였으며, 산출식은 <표 4>와 같다.

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애매한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수학적 접근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Kir and Folger

<그림 5>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AHP 분석모델

<표 7>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요인 쌍대비교
* 귀하는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정보 품질에서 다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
정확성
120

절대중요 매우중요
5

4

중요

약간중요

비슷함

약간중요

중요

3

2

1

2

3

매우중요 절대중요
4

5

기준
완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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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일반적으로 AHP를 통해 산출된 상대적 가중치

보다 30%정도 높았으며, 연령은 20-29세 30%, 30-39

를 기준으로 삼각 퍼지수로 변환하고 곱셉 퍼지 언어를

세 46%, 40-49세 19%, 50세 이상 5% 비율로 30-39

사용하여 절대적 가중치를 도출한다.

세가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
은 고졸 이하 12%, 대학(교)졸 81%, 대학원 이상 7%
로 대부분 대학(교) 졸업의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었
으며, 직급은 학생 11%, 직장인 73%, 주부 3%, 사업자

5. 연구 분석

6%, 기타 7%의 비율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100-199만

5.1. 표본설계

원 17%, 200-299만원 28%, 300-399만원 24%, 400-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온라인 P2P 금융

499만원 19%, 500만원 이상 12%로 나타났으며, 투자

서비스에 관심이 있거나 실제 투자자 또는 대출 경험

금액은 100만원 미만 26%, 100-500만원 미만 26%,

이 있는 이용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온라인 P2P

500-1,000만원 미만 7%, 1,000-1,500만원 미만 10%,

금융 서비스와 같은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오

2,000만원 이상 28%의 분포를 보였다.

프라인 조사가 어렵다. 따라서 국내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의 소셜 미디어 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5.2. Kano 모형 분석

서 대상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메시지, 이메일 등

Kano 모형 분석결과 <표 9>와 같이 당연적 품질 1

을 통해 설문조사 하였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

개 항목, 일원적 품질 10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월까지 1,304개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121부를 획

P2P 금융 서비스의 품질요소 중에서 당연적 품질로

득하였다. 남성 65%, 여성 35%의 비율로 남성이 여성

나타난 것은 정보 품질의 정확성이었다. 일원적인 품질

<표 8>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항목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내용

표본수

비율(%)

남

79

65%

여

42

35%

20-29세

36

30%

30-39세

56

46%

40-49세

23

표본수

비율(%)

100-199만원

20

17%

200-299만원

34

28%

300-399만원

29

24%

19%

400-499만원

23

19%

500만원 이상

15

12%

100만원 미만

31

26%

100-500만원 미만

32

26%

500-1,000만원 미만

9

7%

1,000-1,500만원 미만

3

2%

1,500-2,000만원 미만

12

10%

2,000만원 이상

34

28%

6

5%

고졸이하

14

12%

대학(교)

98

81%

대학원 이상

9

7%

학생

13

11%

직장인

88

73%

주부

4

3%

사업자

7

6%

9

7%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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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의 정보 품질인 완전성, 이

<표 9>에 도출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화된

해성, 유용성과 시스템 품질의 안정성, 용이성, 보안성,

서비스(0.798)’ 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서비

그리고 서비스 품질의 신뢰성, 반응성, 유형성, 개인화

스의 반응성(0.782)’, ‘시스템의 용이성(0.767)’, ‘정보

요인이 포함되었다. 온라인 P2P 대출 서비스 만족과 관

의 이해성(0.759)’, ‘정보의 유용성(0.722)’ 순으로 나타

련하여 대부분 일원적 품질이 도출되었다라는 결과는

났다. 고객만족계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만족계수

온라인 P2P 대출 서비스의 정보시스템 요인은 이용과

가 가장 높은 ‘개인화된 서비스’ 항목이 고객에게 제공

만족에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했을 경우는 다른 10개 항목보다 고객이 더 많이 만족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이용자는 높은 수준의 플랫폼

한다는 것이며, 만족계수가 가장 낮은 ‘정보의 정확성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객의 요구가 충족

(0.522)’ 이 고객에게 제공했을 경우에는 다른 10개 항

되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의 폭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목보다 덜 만족한다는 것이다. 불만족계수를 살펴보

의미한다.

면 ‘서비스의 신뢰성(-0.84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Kano 모형 분석은 설문 문항별로 응답의 최빈값으

다음으로 ‘시스템의 보안성(-0.619)’, ‘서비스의 반응성

로 품질 특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품질 특성 내에

(-0.818)’, ‘시스템의 안정성(-0.793)’, ‘개인화된 서비스

서의 상대적인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다(신아름·이상복

(-0.716)’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족계수가 가장 높게 나

2007). Timko(1993)가 제시한 고객만족계수(CS-Co-

타난 ‘정보의 이해성(-0.589)’ 항목의 서비스가 불충분

efficient)는 <표 4>에서 제시된 품질요소별 빈도수를

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다른 10개 항목보다 고객 불만

이용하여 만족과 불만족을 분석할 수 있다. 만족계수

을 가장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서비스 품질 요소로 예

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을 때 만족의 정도가

측할 수 있으며, 불만족계수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낸

높아지게 되는 것처럼 양의 값을 갖게 되며, 불만족계

‘정보의 이해성’ 항목은 고객에게 이해하기 쉬운 정보

수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는 불만족

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다른 10개 항목보다 고객 불만이

정도가 커지는 음의 값을 갖게 된다.

크게 야기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불만족계수가

<표 9> Kano 모형과 고객만족 계수 분석결과
매력적 일원적 당연적 무관심 역평가 회의적

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122

품질
특성

만족
계수

순위

불만족
계수

순위

정확성

25

34

36

18

6

2

당연적

0.522

11

-0.619

10

완전성

14

54

30

15

1

7

일원적

0.602

10

-0.743

5

이해성

35

50

16

11

1

8

일원적

0.759

4

-0.589

11

유용성

22

61

24

8

1

5

일원적

0.722

5

-0.739

6

안정성

12

61

31

12

4

1

일원적

0.629

8

-0.793

4

용이성

27

65

13

15

1

0

일원적

0.767

3

-0.650

9

보안성

13

61

37

6

0

4

일원적

0.632

7

-0.838

2

신뢰성

8

61

35

10

0

7

일원적

0.605

9

-0.842

1

반응성

6

80

10

14

7

4

일원적

0.782

2

-0.818

3

유형성

14

62

22

16

3

4

일원적

0.667

6

-0.737

7

개인화

23

64

14

8

4

8

일원적

0.798

1

-0.7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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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항목들은 고객의 큰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

정보 품질(C1), 시스템 품질(C2), 서비스 품질(C3)에 대

서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불만을 감소시키기 위해

한 가중치의 계산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서는 불만이 높게 나타난 품질요소를 먼저 확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아내어야 한다.

같은 행에 속하는 삼각 퍼지수의 하한, 중앙, 상한
값을 더하여 각각의 행(2.963, 3.261, 3.694), (2.518,
2.498, 2.947), (2.864, 3.182, 3.521)을 계산하였다. 앞

5.3. Fuzzy-AHP 분석

의 삼각 퍼지수를 각각 더하여 전체 행렬의 합(8.345,

본 연구에서는 앞서 시행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얻

8.941, 10.162)을 계산하고, Eq.(5)에 대입하여 퍼지 결

어진 응답자들의 평가 기준에 대한 쌍대비교 결과를

합치(

,

,

)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삼각 퍼지수로 환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FuzzyAHP 평가 기준 및 세부항목에 대한 가중치 적용을 위
해 삼각 퍼지수를 활용하여 <표 10>과 같이 쌍대비교
행렬을 각각 구축하였다.
설문자의 쌍대비교 행렬에 대하여 Eq.(1)∼(2)를 적
용하여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의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Eq.(3)∼(9)는 <표 10>의 설문결과에 대하여 평가항목

퍼지 결합치 ( ,

,

)는 Eq.(6)를 활용하여 퍼지수

의 확률 정도를 계산하여 <표 12>와 같이 도출하였다.

<표 10> 정보시스템 성공모델 삼각 퍼지수
Criteria

정보 품질(C1)

시스템 품질(C2)

서비스 품질(C3)

정보 품질(C1)

(1, 1, 1)

(1, 1, 1)
(1, 2, 3)

(1, 1/2, 1/3)
(1/2, 1/3, 1/4)
…

시스템 품질(C2)

(1, 1, 1)
(1, 1/2, 1/3)

(1, 1, 1)

(1/3, 1/4, 1/5)
(1, 1/2, 1/3)

서비스 품질(C3)

(1, 2, 3)
(2, 3, 4)

(3, 4, 5)
(1, 2, 3)

(1, 1, 1)

<표 11> 정보시스템 성공모델 삼각 퍼지수

2018. 6

Criteria

정보 품질(C1)

시스템 품질(C2)

서비스 품질(C3)

정보 품질(C1)

(1, 1, 1)

1.103
1.314
1.587

0.860
0.947
1.107

시스템 품질(C2)

0.630
0.761
0.906

(1, 1, 1)

0.888
0.737
1.041

서비스 품질(C3)

0.904
1.056
1.163

0.961
1.126
1.357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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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평가 기준 간

결과
값

값

값

1

0.419

0.936

1

0.482

1

이어서, Eq.(7)의 결과에 대하여 퍼지 결합치 별로 최

서비스 품질(0.297), 시스템 품질(0.163)의 순으로 나타

솟값을 추출하여 가중치가 되는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났으며, 세부적으로 정보 품질은 유용성(0.302), 이해

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성 (0.256), 완전성(0.231), 정확성(0.211)의 순을 보였
다. 시스템 품질의 세부요인으로는 보안성(0.424), 용이
성(0.300), 안정성(0.276)의 순을 보였으며, 서비스 품
질의 세부요인으로는 개인화(0.302), 유형성(0.256), 반
응성(0.231), 신뢰성(0.211)의 순이 나타났다. 전체 가중
치를 고려한 경우 정보 품질의 유용성(0.163), 이해성

도출된 상대적 중요도 결과를 바탕으로 Eq.(8)과 같
이 가중치를 나타내었으며, Eq.(10)를 통해 정규화된 가
중치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0.138), 완전성(0.125)이 상위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시
스템 품질의 안정성(0.045)이 하위 요인으로 나타났다.
Fuzzy-AHP 분석은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정보 품질(0.425), 서비스 품질(0.397), 시스템 품질
(0.178) 순이 나타났으며, 정보 품질의 유용성(0.342),
이해성(0.297), 완전성(0.199), 정확성(0.162)의 순을 보
였다. 시스템 품질은 보안성(0.769), 용이성(0.231), 안

AHP와 Fuzzy-AHP 분석 방법으로 온라인 P2P 금

정성(0.000)의 순을 보였으며, 서비스 품질은 개인화

융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표 13>

(0.345), 유형성(0.316), 반응성(0.219), 신뢰성(0.120)의

과 같이 AHP 분석에서 품질요인은 정보 품질(0.540),

순이 나타났다. 전체 가중치를 고려한 경우 정보 품질

<표 13> AHP 및 Fuzzy-AHP 분석 결과
가중치

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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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
완전성
이해성
유용성
안정성
용이성
보안성
신뢰성
반응성
유형성
개인화

0.540

0.163

0.297

0.211
0.231
0.256
0.302
0.276
0.300
0.424
0.211
0.231
0.256
0.302

우선
순위

전체
가중치

우선
순위

10
8
6
2
5
4
1
10
8
6
2

0.114
0.125
0.138
0.163
0.045
0.049
0.069
0.063
0.069
0.076
0.090

4
3
2
1
11
10
7
9
8
6
5

Fuzzy-가중치

0.425

0.178

0.397

0.162
0.199
0.297
0.342
0.000
0.231
0.769
0.120
0.219
0.316
0.345

우선
순위

전체
가중치

우선
순위

9
8
5
3
11
6
1
10
7
4
2

0.069
0.084
0.126
0.145
0.000
0.041
0.137
0.048
0.087
0.126
0.137

8
7
4
1
11
10
3
9
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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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퍼지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
카노 모형과
AHP를
이용한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성공요인
도출

의 유용성(0.145), 서비스 품질의 개인화(0.137), 시스템

6. 결 론

품질의 보안성(0.137)이 상위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시
스템 품질의 안정성(0.000)이 하위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선택의 기준이

AHP와 Fuzzy-AHP 분석이 다른 결과가 나타난

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요인을 Kano 모형, 고객만족계

것은 AHP가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는 방법이라면

수, Fuzzy-AHP 등의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을 통해 파

Fuzzy-AHP는 퍼지 수를 활용한 절대적 중요도를 분

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Kano 모형, 고객만족계수,

석하는 구조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온라인

Fuzzy-AHP 결과값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Kano

P2P 금융 서비스의 정보 품질과 세부요인인 유용성이

모형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요인들은 일

AHP과 Fuzzy-AHP 분석에서 공통으로 가장 중요한

원적 품질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적 품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온라인 P2P 금

질은 종래의 인식과 같은 품질로, 충족이 되면 만족하

융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유용할수록 금융 서비

고 충족되지 못하면 불만을 일으키게 되는 품질요소이

스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 즉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의 대부분의 정보시스

시스템 품질과 세부요인인 안정성과 용이성도 공통으

템 요인들은 충족시키기 않으면 불만족 현상이 일어날

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과 금융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성호와 주성현(2010)은 정보기

서비스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술의 잠재적 사용자가 정보기술을 수용하기 전의 상황

는 이미 충분한 시스템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에서 간접 경험을 통한 기대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다시

른 요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날 수

말해, P2P 금융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은 이전에 경험

있다.

했던 온라인 뱅크, 온라인 커머스, 온라인 서비스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되어야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의
선호도, 요구 등에 맞춤화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해줄

<표 14> 연구결과 종합
Kano

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2018. 6

정확성
완전성
이해성
유용성
안정성
용이성
보안성
신뢰성
반응성
유형성
개인화

고객만족계수

AHP

품질
특성

만족계수

순위

불만족
계수

순위

당연적
일원적
일원적
일원적
일원적
일원적
일원적
일원적
일원적
일원적
일원적

0.522
0.602
0.759
0.722
0.629
0.767
0.632
0.605
0.782
0.667
0.798

11
10
4
5
8
3
7
9
2
6
1

-0.619
-0.743
-0.589
-0.739
-0.793
-0.650
-0.838
-0.842
-0.818
-0.737
-0.716

10
5
11
6
4
9
2
1
3
7
8

Fuzzy-AHP

전체
전체
우선 순위
우선 순위
가중치
가중치
0.114
0.125
0.138
0.163
0.045
0.049
0.069
0.063
0.069
0.076
0.090

4
3
2
1
11
10
7
9
8
6
5

0.069
0.084
0.126
0.145
0.000
0.041
0.137
0.048
0.087
0.126
0.137

8
7
4
1
11
10
3
9
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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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으며, 불만족을 줄이기 위해서는 온라인 P2P

로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은 관계 지향

금융 서비스 프로세스가 믿음직스럽게 일관적인 서비

적 정보기술이 온라인 관계의 신뢰성을 증진했다는 것

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AHP와 Fuzzy-AHP의 결과

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술 측면에서 살펴보았

는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성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을 때 개인 투자자의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이용을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두가

이끄는 것은 개인의 관계적인 측면보다는 누적 대출액,

지 분석결과 모두 정보 품질의 유용성이 가장 높은 순

누적 상환액, 평균 금리, 부도율 등 유용한 정보가 온라

위를 나타났다는 점을 비춰 보았을 때 온라인 P2P 금

인 P2P 금융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것에서 시작

융 서비스의 핵심적인 정보시스템 요인은 정보 품질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P2P 금융 서비

유용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커머스와

스 구축 및 개발에 앞서 어떠한 요인들이 온라인 P2P

같은 가상 공간의 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간에 명시되

금융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

는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요하다(Yum et al. 2012). 둘째, 핀테크의 분야의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와 관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의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였다.

련하여 투자자와 차용인이 온라인 플랫폼 선택하는 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의 요인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정보시스템 성공모델

들은 정보시스템 성공모델에 기반을 두고 연구가 진행

을 통해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Kano 모형, 고객만족계

되었다. 기존의 연구는 나이, 성별, 인종과 같은 온라인

수, AHP, Fuzzy-AHP 분석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P2P 금융 서비스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Pope

나타났다. Kano 모형 분석의 경우 대부분 일원적 품질

and Syndor 2011)이나 신용정보, 재정상태, 제공된 정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고객만족계수의 경우 서비스 품

보의 형태(Dorfleitner et al. 2016) 등에 관한 연구가

질과 시스템 품질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AHP와

이뤄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의 이해가 부족했다. 본

Fuzzy-AHP 분석의 경우 정보 품질이 다른 요인들보

연구는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성

다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

공모델에 기반을 두고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의 중

만족계수의 불만족계수의 상위 요인과 AHP와 Fuzzy-

요 요인인 3가지 정보시스템 품질 요인과 11개의 요인

AHP 분석결과의 상위 요인의 경우 동일한 요인들이 일

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온라인 P2P 금융

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는 현

서비스의 기술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재 상용화 되어 있는 플랫폼 이상의 품질이 나타나야

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Kano 모형, 고객만족계수,

하며, 만족 요인들보다는 불만족 요인들을 사전에 발굴

AHP, Fuzzy-AHP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P2P

하고 보완 및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금융 서비스의 중요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앞

본 연구는 기존의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연구와

서 밝혀진 바와 같이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의 핵심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다음

적인 3가지 정보시스템 품질과 11개의 구성 요인의 우

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정보 기술 차원

선 순위는 품질과 요인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데 중

에서 핵심적인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의 중요 요인을

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밝혔다. Liu et al.(2015)은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핵심은 관계이며, 온라인에서의 개인 간의 관계도 오프

하는 연구 변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라인의 관계가 동일시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찬가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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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P2P 금융

구를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각 요인의 선후행 관계

서비스를 이용자 측면에서 재정리하였다. 온라인 P2P

가 명확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따라서 온라인 P2P 금

금융 서비스 개발에 앞서 필수적이고 유용한 정보 기

융 서비스의 실제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라

술 요인들을 밝혀냈으며, 혁신적인 온라인 P2P 금융 서

인 P2P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특성, 인지적

비스 및 핀테크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이고 정서적인 요인,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측면 등에서

P2P 금융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용자들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형별 온라인

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P2P 금융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았다. 온라인 P2P 금융

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

서비스는 이용자의 유형에 따라 투자자와 차용인으로

로 이용자의 요구를 살펴본다면 더 나은 서비스 개발

나뉠 수 있고, 투자형, 증권형, 기부형 등의 목적에 따

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온라인 P2P 금융

라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이 충분히 고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요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려된다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서 제시된 요인들은 정보시스템 성공 요인들은 온라인

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고려된다면 핀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필수인 역할을 하는 요인들로

테크와 같은 혁신 기술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가 될 수

정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기획에 도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용 결정의 요인을 종합
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Kano 모형, 고객만
족계수, AHP, Fuzzy-AHP 분석을 통해 입체적인 관점
에서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분석을 시도하였고 정보
시스템 품질 요인과 하위 요인 간 유기적인 관계를 파
악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앞서 기업이 필요한 요인과 부족한 요인
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첫째,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이용자들만을 대상
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실제 서비
스 운영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아 이용자 편향적인 내
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P2P 금융 서비
스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금융
서비스 산업계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 이용과 관
련된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명확한 인과구조
를 증명하지 않았다. 정보시스템 성공과 관련된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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