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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표적인 핀테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인 토스와 카카오뱅크를 사용자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의 주요 요인에 따른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실험집단을 모집하여 1차로 조회 및 이체 서비스에 관한 task를 진행한 후 2차로 스티븐 앤더슨(Stephen P. 
Anderson)의 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 모형을 재구성하여, 2030세대의 성향 특징 중심 키워드로 작성한 질
문을 통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사용자들은 사용성에 따라 만족도를 보였으며, 금융 거래 성향과 금전
관리 방식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사용 경험이 나뉘었다. 따라서 개선 방안으로는 사용자의 금융 거래 성향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과 일상생활에서의 금전 관리를 돕기 위한 서비스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사용자 중심의 핀테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핀테크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경험, 토스, 카카오뱅크, 2030세대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presentative fintech application service, 
Toss, and Kakaobank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and suggest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main 
factors of user experience. The experimental group who have used both mobile application was 
recruited to do a task about deposit and withdrawal service. After the task,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by reorganizing the "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 model" by Stephen P. Anderson. 
Interview questionnaire is based on propensity and feature of generation 2030.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user showed satisfaction with usability and showed different application usage 
experience depend on financial transaction propensity and money management. Therefore, the 
application needs features that could grasp the propensity and also service to manage money in 
everyday life. Based on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develop be user-based fintech application service 
in related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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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재의 금융 서비스는 사용자가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30세대의 성향과 특징을 반영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핀테크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다. 

첨단 IT 기술이 금융 산업에 적용되면서, 핀테크
(Fintech) 시장도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간편 송금 및 
결제 서비스로 시작되었던 핀테크 서비스는 인터넷 전문
은행의 출범과 더불어 모바일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플랫
폼으로 확산하고 있다[1]. 이러한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은 
1∼2가지 핵심 기능 서비스로 이용자를 확보한 플랫폼
이,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며 성장한다는 이른바 원 슈
퍼 앱(One Super App) 현상을 나타내면서, 고객 중심
의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나아가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중에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20∼30대를 대상으로 사
용자 경험을 분석한다. 따라서 국내 핀테크 대표 서비스인 
토스(Toss)와 카카오뱅크(Kakao Bank)를 통해 현재 사용
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만족도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고,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핀테크의 정의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

성어로, 금융 서비스의 사용성을 개선하고 자동화하기 위
한 새로운 기술을 말한다[3].

핀테크는 처음에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 기관의 백엔드 
시스템(Back-end-system)에 적용되었으나, 점차 소비
자 중심의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될 수 있
도록 성장하였다[4]. 현재 핀테크를 활용한 서비스의 종
류로는 크게 모바일 결제 및 송금, 자산 관리, 투자, 데이
터 분석, 보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5].

2.2 정부의 핀테크 지원 정책과 규제 현황
현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금융 산업구

조 선진화와 금융혁신 인프라 조성 등을 제시했다. 2018

년 12월에는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으로 거론된 인터넷 
전문은행을 최대 2개까지 추가로 신규 인가한다는 방침
을 발표하였다[6].

정부는 기존 케이뱅크(Kbank)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새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왔으나, 국
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2018년부터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토스뱅크(Toss Bank)의 경우 
자본 조달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난 5월 예비 인가 탈락
의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다[7]. 현재 토스는 컨소시엄을 
재정비하여 2019년 10월 예비 인가를 재신청하였다[8].

2.3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의 이용 현황
금융 서비스가 간소화되고 모바일 이용률이 높아지면

서, 금융 산업 또한 변화하고 있다.
경제 전문 뉴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그룹 블룸버그

(Bloomberg)가 UN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
년 밀레니얼 세대(1980∼1995년생)는 전 세계 31.5%, Z
세대(1995∼2010년생)는 32%를 차지하며 차세대 주 소
비계층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9]. 삼정회계법인은 ‘신소
비 세대와 의식주 라이프 트렌드 변화’ 보고서에서, 주 소
비 세력이 밀레니얼·Z세대로 이동하면서 기업들은 소비
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추어 비즈니스에 대응할 필
요가 있다고 밝혔다[10]. 모바일 데이터 및 분석 플랫폼 앱 
애니(App Annie)는 2018년 전 세계 금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가 2016년 대비 75%(34억 회)가 증가하며 카
테고리 중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11].

금융 애플리케이션 사용은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핀
테크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음 Fig. 1은 애
플리케이션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
이 2019년 7월 발표한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준 
금융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 현황이다. 7월 한 달간 사
용자가 가장 많았던 애플리케이션은 토스였으며, 2위는 
카카오뱅크로 확인되었다[12].

Fig. 1. Financial Application User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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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Questions

Functional
Main screen composition is intuitive.

Application does work as expected.

Table 2. In-depth interview questionnaire topics

2.4 토스 애플리케이션의 특징
2015년 간편 송금 서비스로 처음 출시되었으며, 

2019년 10월 월간 활성 사용자 수 1,000만 명을 넘어섰
다. 은행의 자동 출금 서비스(Cash management 
service)를 활용하여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하였으며, 본인 인증, 휴대폰 인
증 및 계좌 인증 방식을 이용하여 보안 수준을 유지한다. 
현재는 간편 송금 서비스뿐만 아니라, 계좌·카드·보험 등
의 조회 서비스와 뱅킹·투자 서비스까지 40종 이상의 금
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13]. 주 고객층은 20대(45%), 
30대(21%) 순으로 20∼30대 고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2.5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의 특징
2017년 7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

으며, 한 달 만에 가입자 수 300만 명을 기록했다[15]. 
2018년부터 ‘26주 적금 서비스’와 ‘내 신용정보 서비스’, 
‘모임 통장 서비스’를 차례로 출시하며, 사용자들에게 기
존 은행과 차별화된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7월 누적 계좌 수가 1,000만 개를 넘어섰으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 해외송금 서비스 등
을 잇달아 선보이며 사용자 유인에 나서고 있다. 주 고객
은 2019년 6월 말 기준 20대(46.4%), 30대(42.8%)로 
20대와 30대 사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6].

3. 연구 방법

3.1 실험 대상
본 연구의 실험 대상은 핀테크 애플리케이션 사용률이 

높은 2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이콥 닐
슨(Jacob Nielson)의 사용성 테스트 이론에 따르면, 6명
을 테스트했을 때 15명에게서 찾아낼 수 있는 문제점 대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17]. 이에 적정선인 
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토스와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20∼30대 
남자 4명, 여자 5명의 사용자를 2019년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일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
층 인터뷰 대상자의 인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Gender Age Job

P1 Female 33 Bank clerk

P2 Male 30 Graduate

P3 Female 30 Postgraduate

P4 Male 29 Graduate

P5 Male 27 Office worker

P6 Female 26 Postgraduate

P7 Female 24 Postgraduate

P8 Male 23 Student

P9 Female 20 Student

Table 1. In-depth interview profile

 
3.2 감성 인터페이스 모형의 재구성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경험을 
탐구하기 위해 스티븐 앤더슨(Stephen P. Anderson)의 
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 원칙을 재구성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이 원칙은 총 6가지로 하위 단계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는 태스크 관점의 요소로 구성되
고, 상위 단계(편리성, 유희성, 의미성)는 사용자 경험 관
점의 요소로 구성되었다[18]. 상위 단계는 20∼30대의 
성향과 특성을 중심으로 사용자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제프 프롬(Jeff Fromm), 앤지 리드(Angie Read)의 저
서와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의 저서를 참고하여 각각 취
향성, 공유성, 가치성으로 재구성하였다[19,20].

3.3 실험 방법
본 연구는 피실험자에게 태스크를 준 후 섀도잉

(Shadowing)을 통해 관찰하였으며, 추가로 심층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두 가지 애플리케이션에서 공통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조회 및 이체 서비스에 관하여 2가지 태스크
를 설계하였고, 그 밖의 사용 경험에 관하여 심층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질문지는 재구성된 감성 인터페이
스 모형 기준으로 원칙별 4가지 질문을 구성하여 총 24
문항의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실험은 선정된 9명의 피실
험자마다 태스크 진행 후 30분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각 질문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5 point Likert 
Scale)를 활용하여 사용자들의 경험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질문항목은 아래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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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updated features in application.

Text and layouts are appropriate.

Reliable

It has never been an error in use. 

Design elements are trustworthy.

Financial services are trustworthy.

Security system is reliable.

Usable

Able to use anytime and anywhere.

It is easy to use.

It is easy to use financial services.

Easy to perform necessary screen.

Preference

Able to check consumption taste. 

Use application related to interests. 

Able to customize application design.

Financial product recommendation is appropriate. 

Sharable

It is easy to use with other people.

It is easy to use with non-user.

It is convenient to share information.

It is convenient to use in social group.

Valuable

It is efficient in financial management.

Money value is same as cash. 

Brand value affects money value.

Use for an important transaction. 

3.4 사전 태스크 내용
각 피실험자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다음 

Table 3의 태스크를 수행하였다.

No Task

1 Check deposit or withdrawal history
(1 within 3 months)

2 Transfer ₩1,000

Table 3. Pre-Interview task content

4. 연구 결과

4.1 심층 인터뷰 결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도출한 최종 분석 결과를 다

음 Fig. 2의 방사형 차트와 Table 4, 5로 정리하였다. 두 
애플리케이션 모두 사용성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하위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왔지만, 상위 단계에서는 카카오뱅크가 토스보다 전체
적으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Fig. 2. Radial chart comparing user experience

Element Average (Standard deviation)

Functional 36.388 (8.014)

Reliable 32.222 (6.897)

Usable 44.444 (5.559)

Preference 23.055 (9.501)

Sharable 32.5 (9.437)

Valuable 32.222 (7.949)

Table 4. Toss user experience analysis

Element Average (Standard deviation)

Functional 36.388 (7.614)

Reliable 31.944 (7.982)

Usable 43.333 (3.952)

Preference 31.388 (10.163)

Sharable 43.333 (4.841)

Valuable 37.777 (8.518)

Table 5. Kakao Bank user experience analysis

기능성(Functional) 측면에서, 두 애플리케이션 모두 
주요 기능인 조회 및 이체와 그 밖의 기능에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두 애플리케이션 기능의 차이점은 크게 느끼
지 못하였으며, 사용하면서 부족하다고 느낀 기능도 없었다
고 하였다. 또한, 토스는 카카오뱅크보다 텍스트와 레이아웃
은 적절하나 홈 화면의 직관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답하였다.

신뢰성(Reliable) 측면에서, 두 애플리케이션 모두 현
재의 보안 인증 수준과 간편 송금 서비스 절차를 신뢰하
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보안 인증 방식은 사용자마다 선
택하는 방식이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휴대폰 분실 
시에도 현재 보안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간편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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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사용자가 다수였지만, 20대 초
반 사용자들의 경우, 오히려 간편한 절차로 인해 돈이라
고 생각이 들지 않았거나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
변하였다. 또한, 토스의 경우 일부 사용자들이 송금 오류 
논란을 인지하고 있으나, 신뢰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사용성(Usable) 측면에서, 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
는 주된 이유는 간편하고 편리한 사용성 때문으로 응답
하였다. 피실험자 대다수가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사용 
경험을 듣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으며, 설치 후 사용
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하였다. 또한, 사용성이 높
은 애플리케이션은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두 애플리케이션이 유사한 기능이 많으므로 동시에 번갈
아 가며 사용하는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애플리케
이션 서비스 사용 범위의 경우, 토스는 간편 송금 및 신
용조회로 사용 범위가 집중되었으며, 카카오뱅크는 입출
금계좌, 모임통장, 세이프박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향성(Preference) 측면에서, 두 애플리케이션 모두 
6가지 원칙 중 가장 낮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심층 인터
뷰 질문은 평소 관심사 및 소비 성향과 더불어, 해당 소
비 내역을 확인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피실험자 
대부분 관심사에서 즉흥적 소비 성향을 보였으며, 소비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실험자도 적었다. 또한, 애
플리케이션 디자인 요소를 사용자 취향에 맞게 변경하고
자 하는 니즈가 적었으며, 취향보다는 기능이 우선이라고 
답하였다. 대부분의 피실험자가 토스의 ‘소비 리포트’ 서
비스나 카카오뱅크의 ‘계좌 색상 및 이름 변경’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유성(Sharable) 측면에서, 두 애플리케이션 모두 상
위 단계 중 가장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으며, 애플리케이
션 간 평균차가 가장 높았다. 두 애플리케이션에서의 공
유 경험은 피실험자의 금융 거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다. 간편 송금 시, 상대방과 계좌번호 공유를 생략하
여도 불안하지 않은 실험자들은 토스의 ‘연락처로 송금’, 
카카오뱅크의 ‘카카오톡 친구에게 보내기’ 등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좌번호가 
반드시 공유되어야 하는 거래 성향인 경우, 해당 기능을 
알고 있지만, 불안하므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
다. 또한, 이러한 정보 공유 성향은 SNS 사용 범위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토스의 경우 토스 사용
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공유성이 높지 않다
고 답하였지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과의 연동성이 장

점이기 때문에, 공유성이 높고 만족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가치성(Valuable) 측면에서, 두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한 최대 거래 금액은 100만 원 이내로 비슷하였지만, 추
후 중요한 거래 발생 시에도 두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사
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애플리케이션 사용 간 
금전 관리 역할 측면에서 토스는 해당 역할을 느끼지 못
하였으며, 카카오뱅크는 입출금계좌와 모임통장을 사용
하는 실험자만 금전 관리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토스는 핀테크 애플리케이션 서비
스에 대한 전문성과 핀테크 시장 선점 브랜드인 점, 컬러
에서 오는 신뢰감을 긍정적 요인으로 답하였다. 그러나 
제공 회사인 비바리퍼블리카(Viva Republica)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송금 오류 논란, 빈번한 SNS 광고 및 혜
택 제공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다. 카카오뱅크
는 제공 회사인 카카오(Kakao)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카
카오톡으로 인한 서비스의 친숙함, 카카오프렌즈 체크카
드 디자인을 긍정적 요인으로 답하였다. 그러나 서비스 
최초 이용 시 필수 단계인 계좌 개설에 부담을 느꼈던 피
실험자가 많았으며,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핀테크 애플리
케이션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4.2 사전 태스크 결과
Task 1의 결과는 토스가 입출금내역을 조회하는 시간

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카카오뱅
크의 경우 홈 화면에서 ‘카드이용내역’ 혹은 ‘입출금’이라
는 텍스트를 확인한 후 수월하게 입출금내역 페이지로 
이동하였지만, 토스의 경우 홈 화면보다는 하단 탭 바를 
통해 페이지로 이동하여, 페이지 이동 및 탐색 과정에 상
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Task 
2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송금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소
요되었는데, 토스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잠금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카카오뱅크의 경우 얼굴 인식 
혹은 패턴 잠금 방식을 필수로 사용해야 하여 보안 절차
로 인한 불편함을 겪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토스와 카카오뱅크를 모두 사용해본 경험이 있
는 20∼30대 사용자들의 세대 성향과 특징을 중심으로 사용
자 경험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 사용자 경험의 주요 
요인을 파악하여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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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용자의 금융 거래 성향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자 본인이 
계좌 입금을 선호하는지, 연락처 및 메신저를 통한 가상 
머니 입금을 선호하는지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
에서 사용자들은 간편 송금 서비스 이용 시 계좌번호 공
유 방식을 선호하는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용자로 나
뉘었으며, 상대방이 송금 시에도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으
로 입금하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거래 및 소비 시에도 금전 관리 역
할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실험자들은 현재 서비
스에서 제공하는 금융 상품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금전 
관리에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또한, 관심사
에서 즉흥적 소비 행태를 보였으며, 소비 내역을 직접 확
인하는 때도 적었다. 이를 위해 간편 송금 및 결제 완료 
시, 이번 달의 누적 금액이나 사용 적정 금액을 알려주는 
등 일상생활의 금전 관리를 위한 알림 서비스 방안 모색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 성향과 특징에 따라 사용
자 경험을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20∼30
대의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진행하지 못한 점과 비교 
대상인 두 애플리케이션의 평소 사용량이 같다고 전제하
기 어려웠던 점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 앞으로 본 연구를 
시작으로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의 금융 성향과 
금전 관리 특성을 고려하는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한 후
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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