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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 금융상품과 ICT 의 결합은 그

동안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 세계에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은 다양한

규제와 시스템의 복잡성 때문에 은행상품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것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다. 다행히 이러한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어 가면서

2016 년은 모바일 송금, 금융상품 추천 플랫폼 등 비 금융업체 주도의

금융시장 온라인화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존 오프라인 채널이 아닌 온라인 채널을 통해 금융상품을

구매하거나 가입하는 고객의 만족요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향 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요에 앞서 연구하고, 현상을 주도할 기업에서도

소비자의 만족요인을 미리 파악한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해당

연구는 두 개의 연구로 구성이 되어있다. 첫 번째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금융상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온라인 편의성을 추가하여 각

요인이 금융상품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SERVPERF 모델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두 번째 연구는 신용대출, 정기예금,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정기적금, 그리고 P2P 투자 상품 별 만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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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력을 SERVPERF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과 텍스트간의 공동 출현단어에 대해 파이선을

통해 메트릭스를 형성하고, 사회연결망 분석으로 네트워크 중심성을

분석하여 단어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는 국내 최초 온라인

금융상품 비교 추천 플랫폼인 “Finda”의 리뷰/평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주요어: 금융상품 만족도, 온라인 금융상품, 비교 추천 플랫폼, SERVPERF, 

네트워크 중심성

학번: 2015-2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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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 금융 기업의 신뢰가 약화됨과 동시에

각종 모바일 기기, 특히 2007년 아이폰의 등장과 보급으로 ICT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고,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 ICT기술

과 금융의 융합으로 금융서비스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되었다. 지급 결

제의 경우 페이팔, 알리바바, 애플, 삼성등과 같은 ICT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지급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러한 시장은 매년 고성장을 기록

하고 있다. 특히 영국 미국 등 ICT와 금융서비스의 융화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해외의 경우, 스타트업 등 소규모 전문화된 업체의 주도로 금융시장의

혁신을 일으키면서 Transferwise, Fidor 등 각 국가별 선도 사업자의 해외진

출, 그리고 글로벌 경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과도한 법률적 규제와 복잡한 계좌 개설, 금융거래 절차, 보안책임, 오

프라인 중심 규율, 그리고 전자금융업 개설을 위한 까다로운 등록요건 등

다양한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스타트업 주도의 적극적인 금융산업 혁신

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수 년간 대형 ICT 기업과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산업과 ICT와의 융합이 소극적이고 더디게 진행되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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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최근 들어 온라인 은행의 예비인가와 외국환 거래법 개정, 비대면 계좌

개설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면서, 금융 서비스를 중심

으로 한 다양한 스타트업이 생기게 되었다. 이를 통한 전문적인 서비스 역

시 활발하게 출시 되었는데, 기존 오프라인을 통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금

융 상품들을 온라인에서 가입하거나, 금융기관 주도로 형성된 영업체계를

기반으로 소개되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으로 모아 데이터를 비교 분석

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정보기반 서비스 등이 있다.

그 동안 금융상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하

지만 특히 국내에서는 실정 상 한정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 또는 지점 방문 등 오프라인에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가입하는 소

비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 출시된 모든 금융상품

을 비교/분석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갖추어 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상품

을 선택하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평점 데이터뿐 아

니라, 소비자 개인이 작성한 리뷰데이터와 함께 새로이 연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금융상품 비교 추천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에 접

근한 소비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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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기존 문헌연

구를 기반으로 요인들을 설정하고,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제시하면서 리뷰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교하여 추가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시, 금융상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

인가?

상품 별로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은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연구를 토대로 각 요인이 금융상품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신용대출,

정기예금,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정기적금, 그리고 P2P 투자 상품 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력을 회귀분석과 사회 연결망 분석의

네트워크 중심성을 통해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는 국내 최초 온라인

금융상품 비교 추천 플랫폼인 “Finda”의 리뷰/평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제 2 장 문헌연구

2. 1. 소비자 만족도

소비자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1972년 Plaff의 주도로 조사된 미국 농무부

소비자 만족지수를 시작으로 1970 년대에 들어 적극적인 연구 분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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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했다.

개념적으로 만족은 사용자의 기대치와 사용 후 제품 성능에 대한 상대적인

인식, 제품 또는 서비스의 다양한 속성에 대한 만족도의 합(Churchill &

Suprenant, 1982)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소비자 만족도는 최근 20년 간 가장

중요한 마케팅 성과 척도로 평가되었다. 매출, 시장 점유율 등이 과거 성과

를 예측하는 척도라면, 소비자 만족도 측정은 사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

이다(Byrne, 1993). 이와 더불어 만족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

에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심리적인 측면과 물리적인 측면, 그리고

실증적인 측면과 규범적인 측면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가 확장되었다.

2. 2. 소비자 만족 개념

Olshavsky & Miller (1972)와 Olson & Dover (1976)는 연구를 통해 고객은

제한된 표준 및 특성을 통하여 제품을 판단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증명을

위해 이들은 제품 성능을 조작하고, 제품을 사용하기 전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사용 후 제품의 성능을 판단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설명하였다. 해당 연구를 기반으로 Oliver (1980)는

기대 불일치 이론(Expectancy Disconfirmation Theory)을 제시하였다. 해당

이론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의 고객의 기대치와 사용 후 제품

성능에 대한 상대적인 인식으로 만족도를 구분하는 시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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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제품에 대한 고객의 기대는 해당 제품의 예상 성능이라고

설명이 가능하다. 제품 성능에 대한 인지는 제품에 대한 기대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Byrne,

1993). 결국 불일치 패러다임은 제품의 각 특성에 대한 기대치와 소비 후

인지된 특성 별 제품성능에 등급을 부과하고 이를 비교하여 불일치 정도에

따라 만족도를 판단한다 (Churchill & Suprenant 1982). 따라서 제품의

특성은 불일치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2. 3. 제품의 특성에 따른 만족도

Swan & Combs (1976)의 연구는 제품성능의 주요 속성들을 파악하고

이들이 소비자의 만족도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제품을

물리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인이 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면서 "핵심 속성"을 언급하였다. 제품에는

다양한 속성이 존재하지만 결국 제품 간 선호를 결정짓는 이유는 "핵심

속성"의 차이를 통해 이루어 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품의

물리적인 차원과 심리적인 차원에서 모두 기대 이상의 만족을 얻어야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감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제품 복잡성과 만족도의 관계에서 Anderson (1973)은 제품이 복잡할 수록

소비자 스스로 판단하기 모호하고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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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의지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소비자가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제품의 성능이나 서비스의 질을 판단한다면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소비자의 만족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논문에서는 복잡한 제품은 소비자가 제품을 인지하는데 보다

많은 비용이 들고 소비자의 인식과 제공된 정보의 부조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 후 제품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나타낼 위험이 있다고

연구되었다(Heitmann, Lehrmann & hermann, 2007).

2. 4. 만족도의 중요성

1960 년에서 1980 년대까지 어떠한 제품 속성이 소비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Myers & Alpert, 1968; Swan &

Combs, 1976; Churchill & Suprenant, 1982;). 이 후 이러한 소비자 만족도가

어떠한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는데 이러한 만족은 재구매, 브랜드 충성도, 구전,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tieno, Harrow, & lea-Greenwood, 2005).

1990 년대에는 소비자의 만족도와 재구매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Hennig‐Thurau & Klee, 1997; Rust 1993; Crosby, 1987). 연구들은

소비자와 오랜 기간 접점을 갖게 될 수록 더 많은 소비를 하고 긍정적인

구전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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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데 다섯 배 이상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객 만족을 통한 고객 유지, 그리고

이어지는 재구매율을 높이는 것이 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Rust & Zahorik, 1993). 하지만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고객 중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고객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를 찾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는다(Reichheld, 1996). 따라서 이러한

고객을 빠르게 파악하여 이들의 불만족을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 만족도는 또한, 고객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고객충성도란 고객이 한 가지 제품이나 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반복구매 행동을 보이는 수준이며 이러한 고객 충성도는 1960 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된 개념이다(Cunningham, 1961; Tucker, 1964). 연구

초기에는 유형 제품의 충성도 연구에 집중 되었다면 Zeithaml(1981)에 의해

무형제품과 서비스로 확장되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충성도는

제품이나 서비스 재구매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Anderson & Sullivan,

1993). 고객이 제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고객 충성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Johns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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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SERVQUAL

Parasuraman, Zeithamal & Berry (1985)는 기존 연구(Olson & Dover 1976;

Oliver 1980)를 토대로 서비스 품질의 개념을 정의한 후, 서비스 품질에 대

한 소비자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SERVQUAL모델

을 제시하였다. 이 항목들을 신뢰성, 반응성, 서비스 능력, 접근성, 예절, 커

뮤니케이션, 신용, 안전성, 예절, 유형성으로 구분되었고, 1988년 이들은 이

를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으로 다시 축소하여 구분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SERVQUAL 모델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기 이전에 소비

자의 기대값을 우선 측정 한 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의 경험을 수

치화하고 이를 측정하여 측정된 기대값와 경험과의 차이 값을 비교하여 서

비스 품질을 평가하였다.

2. 6. SERVPERF

하지만 이 후 SERVQUAL 의 모형에 대해 연구자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Teas(1993)는 기대에 대한 정의와 이를

측정하는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SERVQUAL 모형에서

측정하는 기대는 평가를 위해 규칙성을 나타내는 기대이고 이는,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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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기 전 사용자의 예측된 기대 값과 이용 후 서비스의 사실적 경험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경험과의 비교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임호순(2005)은 SERVQUAL 모델에 대해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와 지각된 서비스 수준을 모두 측정하기 때문에 응답자에게 정보

과잉(Information Overloading) 또는 부담감을 안겨주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양한 문제 때문에 Cronin & Taylor (1992)는 SERVQUAL 에서 사용된 22 개

문항의 5 개 차원을 기초하여 단순 성과만을 측정하는 SERVPERF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기대한 서비스 수준과 지각된 서비스 수준을 모두 측정하는

것 보다 성과항목만으로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우수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SERVPERF 모델과 SERVQUAL 모델을

비교하여 성과에 대한 지각만으로 서비스품질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 후 Lee H., Lee Y., Yoo D.

(2000)는 SERVQUAL 과 SERVPERF 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SERVPERF

모델이 다양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더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2. 7. 온라인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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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개인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쉽게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사용자의 의견, 즉 온라인 리뷰는 특히 사용자의 선호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높은 가치가 증명되었다(Forman et al.

2008; Gao et al., 2015). 이러한 온라인 리뷰를 통해 제품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요인을 보다 미시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며, 기업은

이에 대응하여 보다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Gu et al., 2012).

2. 8. 금융상품

금융 상품과 서비스, 마케팅은 다른 서비스들과 구별할 수 있는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Enrlich & Fanelli 2004; Ennew & Waite 2007).

금융상품은 서비스의 무형성과 이질성을 갖고 있으며(Shostack, 1977)

실체가 없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는 해당 상품의 속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Miller & Foust 2003).

또한 금융 상품 중 보험 이나 대출 등 많은 상품들은 소비자의 재산, 건강,

신용등급 등 개인의 상황에 맞춤화 되어 구성(Ennew & Waite, 2007)되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대한 만족도 역시 개인의 특성과 제품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 금융상품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모두 반영되고 결합되는 구조의 복잡성이 매우 높은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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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다(Guseman, 1981). 이러한 특수성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정보를 찾고 찾아낸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경험적

특성, 신뢰 등에 크게 좌우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Zeithaml1981). 적금,

예금 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은 상품의 유형과 소비자에 따라 특성이

모두 다르다(박종옥&손상희 2012). 금융상품은 또한 낮은 진입장벽과

차별화가 어렵고 제품화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경쟁상품이 많다(천성용 2010). 또한 복잡성이 높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필요로 하는

정보의 양이 일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많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도구로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Rana et al. 2014). 은행의 주요 업무는 예금과 대출관련

서비스이며 이외 외환, 신탁, 송금 및 추심서비스는 부수 업무이다(임용택

& 최동오, 2007).

금융상품 만족도

금융상품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속성 또는 요인들도 꾸준히 연구되었다(표 1. 참조). 그 동안

금융상품 만족도를 연구하는데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연구 되었다는 것은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소비자가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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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표 1. 금융상품 만족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

기존 연구 요인/속성

Jamal & Naser (2003)
핵심속성(신뢰, 속도, 정확성, 보안),

관계적 속성

Johnston (1997)
관계적 속성(응대율, 친절도, 확답,

커뮤니케이션)

Jones (2004)
전문성, 신뢰성, 친절도, 편의성, 수익성

(금리), 불만해소능력, 물리환경만족도

Levesque & McDougall

(1996)
고객 불만 처리, 대출 경험

Molina et al. (2007)
우대금리, 직원과의 친밀도, 업무처리

능력 (혜택)

Manrai & Manrai (2007) 수익성, 편의성, 문제해결능력

Winstanley (1997) 전문성, 친절도, 편의성, 불만해소능력

천성용(2010)

상품수익성, 관계혜택, 이용편의성,

상품다양성, 회사안정성, 지점만족,

사회공헌

제 3 장 연구 가설

금리

금융상품을 찾는 고객의 대부분은 크게 대출 또는 신탁이 목적이며, 어떠한

형태든지 재산을 신탁하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 높은 수익률을 통한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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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를 추구하고, 반대의 경우 낮은 금리를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돈을

대출받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금리 또는 수익률은 금융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 (Bloemer, et al. 1998)이며 다양한 기존연구에서도 상품 수익성(금리)이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만족의 기본적이고 주요한 선행요인임이

밝혀졌다(Jamal & Naser; Moutinho2000; Jones 2004; Manrai & Manrai

2007).

<가설 1> 금리만족도는 금융상품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온라인편의성

많은 연구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편의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찾는 사람들은 편의성에 대한

중요도가 오프라인으로 상품을 찾는 사람들 보다 높다고 하였다(Jarvenpaa

& Todd, 1997; Harrington & Reed, 1996; Romani, 1999; Rowley, 1996).

금융시장에 대한 기존 연구는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은 금융기관의

이용편리성, 업무처리편리성, 접근용이성, 편의시설 등으로 측정하였고

이러한 편의성이 증가 할수록 고객만족도가 높아짐을 보였다(Jamal & Naser,

2002). 결국 기존 연구들이 오프라인 편의성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측정하였다면 해당 연구는 온라인 편의성으로 변경하여 측정을 시도하였다.



14

<가설 2> 온라인 편의성은 금융상품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CS전문성

금융상품은 복잡성과 변동성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에 필요로 하는 정보의 양이 일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많다

(Zeithaml1981). 또한 거래방식상의 특수성으로 인한 대리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Howcroft et al., 2003; Zeithaml, 1981). 결국 직원의

전문적인 업무처리 능력이 금융서비스 만족의 핵심 요인으로

밝혀졌으며(Molinaet al. 2007) 같은 의미지만 반대로 Jamal & Naser

(2002)는 고객의 전문성, 상품에 대한 높은 이해 등 고객이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많을 수록 만족도는 낮다는 결과를 보였다.

<가설 3> CS전문성은 금융상품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친절도

기존연구에서 친절도 역시 금융서비스의 고객만족에 큰 영향이 있음이

밝혀졌는데, 임용택&최동오(2007)는 업무처리태도와 응대 친절성이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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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연구하였고, Jamal and Naser(2002)는

직원의 친절도 등 ‘관계적 속성’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되었다. 또한 권민택(2008)은 은행서비스를 과정품질, 결과품질,

환경품질로 구분하여 과정 품질의 하위항목으로 신속성, 신뢰성, 친절성을

포함하였다.

<가설 4> 친절도는 금융상품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4 장 데이터 및 분석

4.1.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금융상품 비교 추천 플랫폼인 핀다의 데이터 중 은행의 주요

상품인 신용대출, 자유적금, 전세대출, 정기예금,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최근

금융업에 등장한 P2P투자에 가입한 고객의 별 점 만족도(1 매우 불만족, 5

매우 만족) 데이터와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별 점 만족도는 1. 금리, 2.

편의성, 3. CS 전문성, 4. 친절도 그리고 총 만족도를 수집하였으며, 이러한 4

가지 요인을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의 총 만족도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모

형을 설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기존 연구를 토대로 확인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요인 별 고객 만족도가 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S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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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이용,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 하였다. 또한 별 점과 함께 작성된

리뷰 데이터를 웹 서비스인 Textfixer (http://www.textfixer.com/)를 이용, 단

어 빈도수 측정을 하였으며, 이 중 7회 이상 언급 된 키워드 275개를 중심

으로 상품과 관련된 감정, 개인,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단어를 추렴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파이선(Python) 기반 프로그램으로 공동

출현한 단어에 대하여 메트릭스를 구성하였다. 메트릭스 구조의 데이터는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단어들이 네트워크 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 중 상품과 많은 연결성을 가진 단어가 핵심 키워드라는

논리를 중심으로 각 상품의 네트워크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도출하였

다. 도출 된 키워드 중 네트워크 중심 값이 0.3 이상인 키워드들이 강한 네

트워크 중심성을 갖고 있는 키워드라고 판단하여 네트워크 중심 값이 0.3

미만인 키워드는 제외하였다. 이 후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확인한 요

인 별 총 만족도와의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텍스트로 구성한 네트워크에서

유의미한 중심 값을 갖는 단어와 비교하였다.

4.2 Study 1 분석

분석 결과, 유의수준 p<0.05 이내에서 금리, 온라인 편의성, CS 전문성,

친절도 모두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결정계수는 0.586 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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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을 통해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금리>친절도>CS 전문성>온라인 편의성 순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가설 검증 결과

표 2. Study 1 가설 검증 결과

금융상품 만족도

B SE

금리 .317*** .022

온라인 편의성 .171*** .019

CS 전문성 .194*** .028

친절도 .238*** .029

Cons .347*** .089

R2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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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ed R2 .584

N 1007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확인을 통해 해당 모델에 대한 Robustness

Check 결과 CS 전문성과 친절도간 연관성이 0.719 로 높게

측정되었지만 Stepwise regression 을 통해 친절도 요인을 제거한 결과

영향력의 순위가 바뀔 정도의 효과상승이 있지 않았기에 채택하였다

그림 2. Robustness Check 결과

연구를 통해 나타난 금리, 온라인 편의성, CS 전문성, 친절도의 요인이

금융상품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결과는 기존 다양한 형태의 연구와

다르지 않았지만, 요인 별 영향력의 강도는 연구 별로 상이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 설문이 측정된 기관이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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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 판매량에 따라 총 만족도에 미치는 연관성의 강도가 달라졌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예측을 통해 Study 2 를 진행하게 되었다.

4. 3. Study 2 분석

신용대출

회귀분석 결과 신용대출 상품 만족도에는 유의 수준 p<0.05 이내에서 금리,

온라인편의성, CS전문성, 친절도 4가지 요인 모두 신용대출의 총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친절도, 금리, CS전문성, 온라인 편의성 순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3. 가설 검증 결과

사회 연결망 분석 결과 신용대출의 리뷰 키워드 중 금리(2.7), 상담(0.6),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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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0.5), 직원(0.4), 방문(0.3) 등 금리, 온라인 편의성, CS전문성, 친절도4가지

요인에 해당하는 키워드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네트워크 중심 값 검증 결과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 발견된 4가지 요인과 연관된 키워드의 네트워크 중



21

심 값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는 회귀분석으로 도출된"신용대출 상

품의 총 만족도는 4가지 요인과 모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결과

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자유적금

회귀분석 결과 신용대출 상품 만족도에는 유의 수준 p<0.05 이내에서 금리,

온라인편의성, 친절도 3가지 요인은 자유적금의 총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S 전문성은 자유적금의

총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갖는 요인들 중에서는 친절도, 금리, 온라인 편의성 순으로 총 만

족도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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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결망 분석 결과자유적금의 리뷰 키워드 중 금리(2.7), 우대(1.3), 친절

(0.3), 인터넷(0.3), 모바일(0.3) 등 금리, 온라인 편의성, 친절도 3가지 요인에

해당하는 키워드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담 등 CS전문성과 관련된 키워드의 네트워크 중심성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림 6. 네트워크 중심 값 검증 결과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도출된 금리, 온라인 편의성, 친절도 3가지 요인과

연관된 키워드는 높은 네트워크 중심 값을 갖지만, CS전문성과 관련된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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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네트워크 중심 값은 높지 않다는 결과는 회귀분석으로 도출된 "신용대

출 상품의 총 만족도는 금리, 온라인 편의성, 친절도 3가지 요인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CS전문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

지 않는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세대출

회귀분석 결과 전세대출 상품 만족도에는 유의 수준 p<0.05 이내에서 금리,

온라인편의성, CS전문성, 친절도 4가지 요인 모두 신용대출의 총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금리, CS전문성, 친절도, 온라인 편의성 순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7. 가설 검증 결과



24

사회 연결망 분석 결과 전세대출의 리뷰 키워드 중 금리(1.7), 친절(1), 상담

(0.7), 직원(0.6), 서류(0.6)방문(0.3) 등 금리, 온라인 편의성, CS전문성, 친절도

4가지 요인에 해당하는 키워드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8. 네트워크 중심 값 검증 결과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 발견된 4가지 요인과 연관된 키워드의 네트워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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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값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는 회귀분석으로 도출된 "전세대출 상

품의 총 만족도는 4가지 요인과 모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결과

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정기예금

회귀분석 결과 정기예금 상품 만족도에는 유의 수준 p<0.05 이내에서 금리,

친절도 2가지 요인은 정기예금의 총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S 전문성과 온라인편의성은 정기예금

의 총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요인들 중에서는 금리, 친절도 순으로 총 만족도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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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결망 분석 결과 정기예금의 리뷰 키워드 중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요인인 금리, 온라인 편의성, CS전문성, 친절도와 관련 있는 키워드는 금리

(0.5)가 유일했으며 네트워크 중심성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네트워크 중심 값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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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결망 분석에서 발견된 금리와 연관된 키워드의 네트워크 중심 값 만

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는 회귀분석으로 도출된 "정기예금 상품의 총 만

족도는 금리만이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회귀분석 결과 주택담보대출 상품 만족도에는 유의 수준 p<0.05 이내에서

금리, CS전문성, 친절도 3가지 요인이 주택담보대출의 총 만족도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라인 편의성은 주

택담보대출의 총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요인들 중에서는 CS전문성, 친절도, 금리 순으로

총 만족도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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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결망 분석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리뷰 키워드 중 금리(0.5), 거래(0.8),

담보(0.7), 친절(0.5), 직원(0.5), 상담(0.4) 서류(0.4) 등 금리, CS전문성, 친절도

요인에 해당하는 키워드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편의성과 관련된 키워드의 네트워크

중심성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림 12. 네트워크 중심 값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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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도출된 금리, CS 전문성, 친절도 3가지 요인과 연

관된 키워드는 높은 네트워크 중심 값을 갖지만, 온라인 편의성과 관련된

키워드의 네트워크 중심 값은 높지 않다는 결과는 회귀분석으로 도출된 "주

택담보대출 상품의 총 만족도는 금리, CS전문성, 친절도 3가지 요인과 유의

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온라인 편의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P2P투자

회귀분석 결과 P2P투자 상품 만족도에는 유의 수준 p<0.05 이내에서 금리,

CS전문성 2가지 요인은 P2P투자의 총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라인편의성과 친절도는 P2P투자의

총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갖는 두 요인들 중에서는 CS전문성, 친절도 순으로 총 만족도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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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결망 분석 결과 P2P투자의 리뷰 키워드 중 투자(1.8), 펀드(0.3), 금리

(0.3) CS전문성과 금리 요인에 해당하는 키워드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유의미

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편의성과 친절도 관련 키워드

의 유의미한 네트워크 중심성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림 14. 네트워크 중심 값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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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도출된 CS 전문성과 금리 요인과 연관된 키워드

는 높은 네트워크 중심 값을 갖지만, 온라인 편의성이나 친절도와 관련된

키워드의 네트워크 중심 값은 높지 않다는 결과는 회귀분석으로 도출된

"P2P투자 상품의 총 만족도는 CS전문성, 금리 순으로 총 만족도와 강한 양

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온라인 편의성, 친절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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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항상 총 만족도와 가장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던 금리 등

수익률의 요인이 CS전문성보다 약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가 양측에서

모두 발견된 것이 이례적이다.

표3. Study 2 가설 검증 결과

신용대출 자유적금 전세대출

B SE B SE B SE

금리 .308*** .050 .294*** .030 .347*** .056

온라인 편의성 .171** .147 .217*** .027 .111* .044

CS 전문성 .194** .064 .067 .044 .264*** .063

친절도 .238*** .068 .337*** .047 .224** .069

Cons -.016 .206 .537*** .136 .183 .210

R2 .590 .682 .612

Adjusted R2 .053 .677 .603

N 217 298 178

표4. Study 2 가설 검증 결과

정기예금 주택담보대출 P2P 투자

B SE B SE B SE

금리 .267* .112 .284*** .055 .243* .112

온라인 편의성 .117 .100 .023 .049 .036 .103

CS 전문성 .199 .143 .330*** .065 .281* .121

친절도 .038 .180 .328*** .064 .069 .126

Cons 1.27* .703 -.007 .211 1.83*** .407

R2 .298 .580 .440

Adjusted R2 .201 .577 .404

N 34 21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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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지금까지 금융상품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금융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설계 등 1차 데이터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또한 SERVQUAL

모형을금융서비스 환경에 적용하여 연구되었다. 또한 선행연구는 연구 별로

금융상품 고객만족도의 선행요인 영향력 순서에 큰 차이가 있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금융기관 레벨에서 만족도가 측정되었으며, 또한

단일 금융기관을 상대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Study 1에서는 기존 연구와 같이 "금융상품 총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라고 가정하고 해당데이터의 총 상품 요인을 합한 후 총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금리, 온라인 편의성, CS전문성, 친절도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기존연구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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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Study 1 가설 검증 결과

Study 2 에서는 상품별로 다른 상관관계와 연관성의 강도를 갖고 있음이 증

명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가 대부분 선행요인과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연구별로 연관성의 강도가 다르게 예측되었던

이유를 밝힐 수 있는 단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금융상품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영향력 분석표

상품종류 금리 온라인편의성 CS 전문성 친절도 사회 연결망 분석

신용대출 2 4 3 1 O

자유적금 2 3 X 1 O

전세대출 1 4 2 3 O

정기예금 1 X X X O

주택담보대출 3 X 1 2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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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 2 X 1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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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Financial Product Satisfaction

Users of online financial products comparison recommendation 
platform

Hwang, Chang He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mbination of financial products and ICTs has emerged in forms to meet various 

demand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However Korea, known as IT powerhouse, is not yet familiar with online financial 

products because of numerous regulations and system complexity. Fortunately, as these 

regulations are gradually eased, 2016 could be seen as a transition period in which 

start-ups and non-financial companies began to introduce online financial services, 

such as mobile remittances and financial product recommendation platforms. At this 

point, research on the satisfaction factors of customers purchasing or subscribing 

financial products through online channels rather than existing offline channels has 

been conducted prior to the explosive increase in demand, Is timely in that it grasps in 

advance.

The study consists of two studies. First, based on the existing research, we have done a 

regression analysis using SERVPERF model to reveal factors affecting financial 

product satisfaction by adding online convenience. The second study us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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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PERF model to analyze the factors and its influence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six major financial products: credit loan, fixed deposit, lease, mortgage, installment 

savings, and P2P investment. In the second study,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words by analyzing the network centrality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forming metrics through Python. The study used the review and rating data of "Finda", 

the first online financial product comparison and recommendation system platform in 

Korea

Keywords: Financial product satisfaction, Online financial products, Recommender 

system, SERVPERF, Network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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