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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Z세대의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 사용자 경험 연구이다. 과거 금융은 사용자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산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Z세대들은 모바일 결제를 편안하게 느낀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국내
핀테크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와 토스로 국한하고 연구하여 향후 국내 핀테크 서비스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총 8명의 Z세대 피실험자들에게 FGI(표적집단면접법)을 하였고, 부가적으로 설문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
과 Z세대들은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기업 브랜드나 이미지, 캐릭터, 이벤트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신뢰성과 가치성 분야를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앞으
로의 소비 주도를 이끌 Z세대들의 니즈를 반영한 핀테크 서비스의 발전을 기대한다.  

주제어 : Z세대, 사용자 경험, 카카오페이, 토스,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
 
Abstract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user experience of mobile Fintech service of the Z generation, 
and the past Finance was one of the industries that users felt difficult. However, the Z generation, who 
grew up in the digital environment, feels comfortable with mobile payment. This study is limited to 
Kakaopay and Toss, which are representative domestic Fintech services, and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domestic Fintech services in the future. A total of 8 subjects were interviewed by the target 
group interview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simultaneously. As a result of the study, Z generation 
was greatly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corporate brand, image, character, and event in 
addition to economic aspect. Also, it is considered most in the field of reliability and value, so a 
strategy is needed to secure it. In the future, we expect the development of Fintech service reflecting 
the needs of Z generation that will lead consump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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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문제제기
금융은 사용자로 하여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산업 중 

하나로 여겨졌다. 하지만 디지털화된 금융 서비스들이 등
장하기 시작하면서 Z세대들에게 금융은 간편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산업이 되었다[1].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디
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온 이들은 모바일 결제를 편
안하게 느낀다[2]. 본 연구는 앞으로의 모바일 핀테크
(Fintech) 트렌드를 주도할 Z세대의 사용자 경험을 충족
시키기 위한 연구이다.

최근 핀테크 관련 투자는 지난 5년간 지속해서 증가하
고 있다[3]. 금융감독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
으로 핀테크 열풍이 불고 있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술이 발전하여 핀테
크 혁신이 확산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핀테크 산업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4].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업계는 Z세대들을 주목하고 있다[5]. Z세대들
은 다른 세대보다 월별 10% 이상 핀테크 서비스에 접속
한다[6]. 이들은 유년기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생활하여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으로 불리며 다른 세대들
과는 확연한 차이점을 보인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익
숙한 Z세대들이 온라인에 접속하는 중요 플랫폼은 모바
일 기기가 되었고 다른 세대보다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
며 성장기에 금융위기를 겪어 경제적으로 능동적인 재정
을 관리하는 특징이 있다[7]. 이처럼 기존 세대들과는 큰 
차이를 드러내는 Z세대들의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에 영
향을 받는 요소를 반영한 전략이 필수적이다. 

1.2 연구범위 및 목적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에서 Z세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

는 서비스는 간편송금과 P2P(Person to person)서비스
이다. 일정 한도 내에서 공인인증 없이 간단한 인증으로 이
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Z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8].

현재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
션의 1, 2위를 다투며 국내 핀테크 대표 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 두 서비스 모두 ‘간편한 결제’를 
키워드(key word)로 내세우며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만 다른 전략을 내세우며 사용자들을 유치하고 있다[9].

이에 본 논고에서는 대표적인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와 토스로 국한하여 연구하고 Z세대의 사용
자 경험을 측정 조사하여 향후 핀테크 서비스의 지향해

야 할 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Z세대
Z세대는 통상적으로 1995년부터 2010년 중반에 태

어난 세대를 뜻하며 Y세대의 뒤를 잇는 집단으로 ‘20세
기에 태어난 마지막 세대’를 뜻한다. Z세대들은 엄청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탄생한 디지털 문화와 함께 성장
기를 겪으며, 기존의 다른 세대들과는 다른 성향을 보인
다. 글보다는 영상이 익숙하고 TV나 웹보다는 모바일에
서 정보를 습득하는 이들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능숙
하고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정보를 공유
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

Z세대들이 출생한 1990년 중반부터 후반 세대는 국
내에 외환위기와 IMF 구제 금융을 겪어 유년기 동안 긴
축재정과 경제 정체를 경험하며 자랐기 때문에 경제에 대
해서 민감하고 능동적인 특징이 있다. 앞으로는 세계인구
의 32%를 차지하는 Z세대가 잠재적인 경제의 소비계층
으로 부상하며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10].

2.2 핀테크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

어로 통상적으로 금융과 IT기술에 기반을 둔 신기술 형
태로서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결제와 송금, 자산관리와 크
라우드펀딩(crowdfunding) 등 금융소비자들에게 혁신
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1990년대부터 대대적인 정보통신 분야의 투자가 이
루어지면서 대부분의 산업이 모바일화를 촉진하였다. 이
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기반이 되어 소비자들의 주요 
소비 형태를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시켰다. 핀테크는 빅데
이터를 활용한 소비자의 구매행태, 이용 시간, 위치 등의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정 한 금융 정보 분석이 가능하다. 
현재는 모든 금융서비스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11].

2.3 카카오페이
2014년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로 빠른 성장을 보이는 카카오페이는 2017년 3분기 하루 
평균 간편결제 이용 건수 243만 건으로 이용액은 762억 
원에 달하여 전 분기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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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Content

Usable

I was able to sign up for mobile Fintech services without much difficulty.

The mobile Fintech service's guide is well provided, so even first-time users can use it without difficulty.

I think using mobile Fintech service is easy and accurate to send money urgently.

Useful

I need it because it is faster and more convenient than other mobile Fintech service.

The mobile Fintech service I'm using is necessary to get new financial information that I didn't know

The mobile Fintech app I use now in my financial life is absolutely necessary.

Desirable

Mobile Fintech service items and information are easily organized.

I like the visual design of mobile Fintech applications.

Each mobile Fintech's character, color, and identity are attractive.

Convenient

Mobile Fintech services are available anytime, anywhere. 

Each mobile Fintech service makes it easy to exchange my money.

Not only I (the subjects) but also foreigners, children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use the service without discrimination.

Credible

The mobile Fintech service you use today is reliable and secure.

I believe my money is being kept well in mobile Fintech service.

It will also use the mobile Fintech when there is a need to transfer large amounts of money

Valuable

The services (Financial products, etc.) of each mobile Fintech will increase my assets.

The maternity Fintech service I use is economical.

The benefits of the mobile Fintech service I use are good.

Meaningful

 I think people who use the mobile Fintech service I'm using are special.

I am using a mobile Fintech services a special reason.

I will recommend my mobile Fintech to an acquaintance who is looking for a new mobile Fintech.

Table 1. Usability Assessment Question

국내 모바일 메신저의 독보적인 1위를 기반으로 강력
한 브랜드 파워와 대중화된 캐릭터를 내세우며 사용자들
을 유치하고 있다. 카카오톡에서 카카오머니로 접속하여 
충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2017년 알리페이 투
자 유치를 통하여 국내 3만 4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결제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소액 투자 서비스와 
함께 ‘생활 플랫폼화’라는 전략을 도입하여 인증 서비스, 
청구 서비스, 체크카드 등을 연계해 차별화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12].

2.4 토스
2017년 1,200만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

고 월 송금액 1조, 누적 송금액 10조를 기록한 비바리퍼
블리카의 토스는 공인인증 없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
으며 계좌번호를 모르거나 타인이 토스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도 송금할 수 있다. 

타 은행의 계좌를 한 번에 조화하고 관리하는 통합 계
좌 서비스와 더불어 계좌 개설, 간편 투자 및 대출, 보험
까지 모든 종류의 금융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하는 토스
는 각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하고 
제공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 또한, 정답을 맞히면 소

액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행운 퀴즈’와 주변 사람들에게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양한 이벤트들
로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다[13].

3. 연구 방법

3.1 실험 설계 및 사용성 평가 재구성
본 연구의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에 관한 니즈 파악과 

영향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
을 실시하고 사용성 평가의 척도로 피터 모빌(Peter 
Morville)의 허니콤 모형(Honeycomb model)을 기반으
로 스티븐 엔더슨(Stephen P. Anderson)의 감성 인터페
이스 모형(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 model)의 
유형을 추가하여 UX(user experience) 요소에 대한 질문
지를 재구성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기존 허니콤 모형의 유
형인 사용성, 유용성, 접근성, 매력성, 검색성, 가치성, 신
뢰성 중 모바일의 특성상 접근성이 용이하여 Z세대의 감
성적인 측면 측정을 위한 의미성으로 대체하여 작성하였
다[14,15]. 질문은 다음 Table 1과 같다.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질문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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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대상 선정 및 연구 방법
제이콥 닐슨(Jacob Nielson)의 연구에 따르면, 사용

자 조사의 인터뷰에 있어 5~6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85% 이상 유의미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16]. 이에 따라 평소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에 관심이 많
고 카카오페이와 토스를 하루에 한 번 이상 이용하며 Z세
대로 일컫는 20대 초반 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설
문과 FGI는 2019년 10월 27일 약 2시간 동안 진행하였
다. 다음 Table 2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Z세대인 
20대 초반 남녀 비율 5:5로 구성한 피실험자 명단이다.

본 연구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 중 자주 사용하는 2가
지 서비스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서비스의 주 피실험자 
4명씩 각각 나누어 FGI를 실시한 후 부가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NO Age Job sex Mobile Fintech 
services used primarily

P1 22 University student Women Kakaopay

P2 22 University student Women Kakaopay

P3 21 University student Man Kakaopay

P4 21 University student Man Kakaopay

P5 22 University student Women Toss

P6 21 University student Women Toss

P7 21 University student Man Toss

P8 21 University student Man Toss

Table 2. Subject Profile

4. 실험 결과

4.1 사용성 평가 통합 분석 결과
다음 Table 3은 각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의 UX 사용

성 측정 결과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기술한 내용이다. 
피터 모빌을 활용한 피실험자들의 사용성 평가 모델 측
정 결과를 구한 표를 보면, 두 서비스 모두 돈을 비대면
으로 간편하게 송금하거나, 지형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
고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에 해당하는 항목이 가장 높게 
평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큰 어려움이나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성과 각 서비스가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인지를 측정하는 유용성 측면에서는 높은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자신의 돈이 모바일 상에서 잘 보호되고 있다
고 생각하거나, 큰돈을 송금하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의 신뢰성과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성
에서는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Mobile Fintech Service Kakaopay Toss

 Element Average(SD) Average(SD)

Meaningful 29.2 (10.0) 35.8 (12.4)

Valuable 28.3 (8.3) 35.8 (7.9)

Credible 30.8 (10.0) 35.0 (11.7)

Convenient 40.8 (11.6) 45.0 (6.7)

Desirable 40.0 (7.4) 33.3 (6.5)

Useful 37.5 (10.6) 39.2 (7.9)

Usable 42.5 (6.2) 42.5 (6.2)

Table 3. Usability Assessment Results

4.1.1 사용성 비교 분석 결과
각 서비스 비교 분석을 위해 항목들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반영하여 방사형 차트로 나타냈다.

Fig. 1. Radial chart Using Honeycomb Model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토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고 두 서비스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
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드러나는 부분은 의미성과 가
치성, 매력성이였다. 카카오페이는 상대적으로 모바일에
서의 디자인이나 시각적 효과들이 보기 좋게 구성되어 
있었다고 답하였고, 카카오페이의 기반으로 사용되는 캐
릭터가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에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스는 
브랜드 캐릭터가 존재하지 않고 카카오페이에 비해 금융
상품 자체가 다소 미흡했지만, 사용자 개개인의 맞춤에 
직관성 있게 다가가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서비스라
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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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FGI(표적집단면접법) 분석 결과 
사용성 평가 분석에 대한 정성적인 이유와 각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에서의 선호 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FGI를 
실시한 결과, 두 서비스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4.2.1 카카오페이 선호 의견 
카카오페이를 선호하는 피실험자들은 대부분 카카오

라는 기업의 이미지나 캐릭터, 많은 사람이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카카오톡은 모든 사람이 사용하잖아요. 거의 모든 사
람이 사용하는 만큼 큰 기업이고, 큰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니까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 서비스의 배경에 있
는 기업의 이미지가 저는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큰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주
변에도 있고 카카오페이는 금융증식을 위한 서비스를 많
이 시행하는 것 같아요.

저나 제 주변에는 단순히 캐릭터가 귀여워서 이용한다
는 사례도 있어요. 금융정보는 복잡한데 카카오톡 캐릭터
는 친근해서 저한테 더 끌리는 것 같아요.

4.2.2 토스 선호 의견 
토스를 선호하는 피실험자들은 토스의 직관성과 간편

함 그리고 다른 계좌와의 연동에 많은 장점을 느끼고 있
었으며, 다양한 이벤트성 전략들이 흥미 롭다고 답하였다. 

적은 돈을 편하게 보내는 것에는 토스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데 편하게 
끌어와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토스는 이벤트를 많이 해서 재미있어요. 퀴즈나 송금
지원금 같은 이벤트들이 큰돈을 벌 진 못하지만 재미있
는 활동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주 이용하게 
되고 친구들한테 보내는 게 하나의 인사법이 된 거 같아요.

토스의 이미지가 너무 깔끔해서 좋아요. 오히려 그런 
면이 저한텐 더 신뢰감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토스를 사
용하면 왠지 잘나가는 기업인이 된 느낌이에요.

4.2.3 통합 분석
카카오페이와 토스 두 서비스에서 피실험자들이 가장 

많이 고려한 부분은 신뢰성의 보안 부분이었다.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본인인증 절차가 점점 간편해지고 
간소화되면서 너무 쉽게 돈이 빠져나가고 들어온다는 사
실에 불안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

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자신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많은 불편함을 겪을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이미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의 편리성에 습관이 되어 앞
으로도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실험자들
은 각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를 상황에 따라 나누어 사용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실험
자들이 언급한 상황에 따른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 이용
행태를 Table 4로 정리하였다.

Pintech 
Service Situation

kakao pay

When I eat a meal with my friends, and then I go to 
Dutch pay.

after meeting with friends

When you apply for an event

Toss

When I was dealing second-hand with someone I've 
never seen before,

When you say hello to a friend you haven't been in 
touch with.

When you pay the restaurant owner for a meal in a 
restaurant

Table 4. Usage Behavior Depending on the Situation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Z세대의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 사용자 
경험 연구를 위해 카카오페이와 토스를 중심으로 FGI를 
실시하고 2차적으로 7가지 사용성 요소를 설문지 조사 
하였다.

연구 결과, 토스가 카카오페이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
은 점수를 받았지만, Z세대들은 두 서비스 모두 상황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금전적인 혜택 이외에
도 기업 브랜드나 이미지, 캐릭터, 이벤트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Z세대가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신뢰성
과 가치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유
대감과 편리성이 주요한 사용 동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향후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의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들에게 신뢰성을 주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모바일에서의 인터페이스 개선과 마케팅이 필요하
다. 하지만, 무분별한 마케팅은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신
뢰감을 떨어트릴 수 있다.

둘째, Z세대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서비스라는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세 한 금융상품 전략과 SNS를 통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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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필요하다.
셋째, 각 서비스 기업 브랜드에 맞는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금융정보나 금액의 변동을 신속

하게 적용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 범위를 모든 Z세대를 다 조사한 것이 

아니고 모든 핀테크 서비스를 연구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서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러나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를 대
표하는 두 기업의 연구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앞으로 잠
재적인 소비주도를 이끌 Z세대들을 공급자가 아닌 사용
자 위주의 연구를 진행한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본 연
구를 통하여 향후 소비 주도를 이끌 Z세대들의 니즈
(Needs)를 반영한 핀테크 서비스의 발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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