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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작은 돈이 만들어 내는 큰 가치”, “새로운 시대에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지닌 크라우드펀딩은 현시대 새로운 거래방식 및 투자방식

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펀딩 개설자는 일반 대

중으로부터 간편하고 안전하게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고, 펀딩 후원자

는 시장에 없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고, 가격할인

과 같은 별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기타 투자방식보다 높은 수익률

을 기대할 수도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는 사회적 재원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의 고위험성을 고려하여 크라우드펀

딩 시장의 활성화는 반드시 소비자에 대한 보호규제가 전제로 되어야 한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관련 법규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전반적인 시장현황 및 규

제에 대해 알아보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대한 소

비자의 전반적인 참여현황 및 참여의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보상형 크

라우드펀딩 및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였다.

첫째,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규모는 나

날이 커지고 있으나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특화된

법적 규제는 없고 전자상거래법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증권형 크

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을 통하여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규제의 핵심

은 크라우드펀딩 업계 및 발행 공시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더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투자자보호 장치에 대한 규제의 강화이다.

둘째, 소비자들의 크라우드펀딩 참여현황에 대해 알아본 결과, 설문 대

상자 758명 중 55.8%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

험이 있었고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참여가 가장 보편적이었다. 또

한 소비자들의 크라우드펀딩 참여에 대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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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두드러졌다.

셋째,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의 유무에 따라 소비자의 일반적 특

성 및 개인적 성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았으며 혁신성향, 투

자성향, 내외부 동기적 친 사회성향이 높았다.

넷째,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참여의도는 남녀 간 차이를 보이었

고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참여의도는

월평균 소비지출에 따라 차이를 보이었고 월평균 소비지출이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지출이 높을수록 참여의도는 높았다.

마지막으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소비자의 혁신성향, 투자성향, 내부 동기적 친 시회성향, 그리고 보상

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신뢰로 나타났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비자의 혁신성향, 투자성향, 그

리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신뢰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함에 있어 선구자적 소비자, 투자자, 친 사

회인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크라우드펀딩 개설자는 혁신적이고 창의

적인 펀딩 프로젝트의 제공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펀딩 플랫폼은 소

비자가 끊임없이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투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자에게 지속적인 참여의 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다음, 증권형 크라

우드펀딩 참여자는 해당 시장에서 투자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해당 시장의 소비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펀딩 자체의 이익률에 관

심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성공률을 높

이는 것과 펀딩 성공 후의 안정적인 경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펀

딩 플랫폼에서는 펀딩 개설자에 대한 사전심사능력을 제고시켜 능력이

있는 기업이 시장에 남아 경쟁을 주도하는 구도를 형성하여야 한다. 또

한 마지막으로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보상형 및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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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출발하여 해당 시장에서 플랫폼이 펀딩

개설자와 후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

할을 발휘해야 함을 시사한다.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정보를 전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런 정보전달능력은 규제기관의 감독이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크라우드펀딩 개설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측정하

여 개설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또한 유형별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세분화 과정을 거쳐 연

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주식에 대

한 펀딩과 채권에 대한 펀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요어 : 크라우드펀딩,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

학 번 : 2017-2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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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역사적인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투자자는 새로운 수익창출이

가능한 금융상품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생산력과 기술력의 발전으로

소비자는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더욱 새롭고 참

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

런 배경과 인터넷의 보급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익명의

다수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의미한다(천창민, 2013; 문성

태·김기남, 2015; 이채린 외, 2015). 크라우드펀딩은 투자목적 및 투자방

식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을 대가로 하는 수익형 크라우드펀딩과 비금전

적인 보상을 대가로 하는 비수익형 크라우드펀딩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지고, 수익형과 비수익형 크라우드펀딩은 또 증권형과 대출형, 보상형과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분류된다(곽현·이호근, 2014).

크라우드펀딩은 펀딩 개설자와 펀딩 후원자 입장에게 모두 장점이 있

다. 크라우드펀딩 개설자의 입장에서 크라우드펀딩은 기존의 정부 보조

금이나 은행대출 등에 의지하던 복잡한 자금조달방식에서 벗어나 간편하

고 안전하게 일반 대중으로부터 창업 혹은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함으로 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에 대한 시장반응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사

전탐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크라우드펀딩 후원자의 입장에서 크

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것은 아직 시장에 선보이지 않은 혁신적인 제품

이나 서비스를 먼저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장점, 가격할

인이나 추가적인 서비스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 그리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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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방식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신종석 외,

2018; 이지현 외, 2019).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것은 이익과 더불어 위험이 동반된다. 성공

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는 후원자에게 이익을 제공하지만 실패한 크라

우드펀딩 프로젝트는 후원자가 손실을 보게 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인 후원이고 새로 창업

한 회사 또는 신생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해주는 투자행위이다. 그

러나 한국 신생기업이 창업 후 1년이 지난 뒤에도 생존할 확률은 62.5%

에 불과하다(신현탁, 2017). 그러므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것은 위

험이 동반되는 행위이다.

크라우드펀딩이 펀딩 개설자와 후원자에게 가져다주는 장점을 고려했

을 때, 크라우드펀딩은 “다양한 사람들의 크고 작은 꿈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빛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한국

예탁결제원, 2017). 이런 맥락에서 보면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활성화는

사회적 재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 정도는

소비자들의 후원규모에 의해 결정되므로 소비자들의 크라우드펀딩 참여

의도에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을 진행할 수 있

다.

크라우드펀딩이 가져다주는 이익과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된 취지

가 경제부양 및 창업지원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을 때, 크라우드펀딩 활

성화를 위한 노력은 의미가 있으나 이는 소비자 및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참여를 격려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소비자학 관점에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 규제가 전

제로 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크라우드펀딩 참여에 대한 소비

자 보호규제는 해당 거래 및 투자의 수익성과 위험성에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개별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이는 크라우드펀딩 개설자가 제공한 정보를 심사하고 전달하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의미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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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

하여 소비자의 참여의도 측면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측면에 초점을 두

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증권형 크라우

드펀딩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대가로 하는 수익형 크라

우드펀딩과 금전적인 보상을 대가로 하지 않는 비수익형 크라우드펀딩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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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관련법규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보상형 크

라우드펀딩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전반적인 시장현황 및 규제에 대해

알아보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

적인 참여현황 및 참여의도에 대해 살펴본 후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및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

성하고자 한다.

첫째,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전반적인 시장현

황과 시장규제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새로운 자금모집

수단으로서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확인 한 후 현행 규제

의 보완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한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현황

및 참여의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은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시장참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대한 구체적은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여 향후 소비자 보

호를 전제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

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에서 차이를 두었다.

첫째, 기존의 크라우드펀딩 관련 연구는 펀딩의 성공 요인이나 실패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펀딩 개설자의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개설

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펀

딩 후원자에 초점을 두어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해 알아봄으로 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두고자 한다.

둘째,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요인이나 참여의도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

부분은 네 가지 유형의 크라우드펀딩 중 한 가지 유형에 초점을 두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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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진행하였고 이는 크라우드펀딩 유형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기가 어

려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금전적인 보상을 대가로 하는 보상형 크라

우드펀딩과 금전적인 보상을 대가로 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의도를 동시에 탐색함으로 하여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별

비교가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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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이해

1.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및 유형

1)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군중을 뜻하는 단어 ‘크라우드(crowd)’

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단어 ‘펀딩(funding)’의 합성어로 창의적인 아이디

어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개인이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업

체를 통하여 모바일이나 온라인 등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익명의 다수로

부터 소액의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의미한다(천창민, 2013; 문성태·김

기남, 2015; 이채린·이정훈·신동영. 2015). 즉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적인 자금모집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단순한 기부를 목적으

로, 미래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는 경제

적인 보상이나 의결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Belleflamme & Schwienbacher, 2012; 곽현·이호근, 2014).

1997년 영국의 락그룹 매릴리언(Marillion)의 순회공연을 돕기 위해 팬

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6만 달러를 모금한 활동이 최초의 크라우드펀딩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천창민, 2013, 곽현·이호근, 2014). 그 후 2008년을

전후로 인디고고, 킥스타터 등 전문적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탄생하

였고 이는 해당 시장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이끌었으며, IT기술의 발전으

로 인한 인터넷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보편화는 크라우드펀

딩 참여자 간의 능동적인 교류의 가능성을 제공하면서 크라우드펀딩 시

장이 확대되고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천창민, 2013). 크라우드펀딩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SNS)가 프로젝트의 공유 및 확산 등 측면에서 아주 중요

한 역할을 발휘하게 되면서 소셜펀딩(Social Funding)이라는 용어로 불

리기도 한다(권보람·김주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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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의 참여주체는 크게 크라우드펀딩 개설자(발행인), 크라우

드펀딩 후원자(투자자), 그리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인(플랫폼)이 있다. 크

라우드펀딩 개설자는 자금의 수요자이고 크라우드펀딩 후원자는 자금의

제공자이며 크라우드펀딩 중개인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제공자로 개

설자와 후원자 사이의 자금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2-1>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작성한 크라우드펀딩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과정

및 참여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자금을 수요로 하는 크라우드펀

딩 개설자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인의 플랫폼을 통하여 자신의 펀딩 소개

서를 기재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크라우드펀딩 후원자는 해당 플랫폼에

접속하여 개설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확인 및 분석을 거쳐 자신이 후

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한 후 크라우드펀딩 중개인에게 위탁결제

를 하면 추후 펀딩 성공 시 해당 자금이 중개인으로부터 자금 수요자에

게 전달된다. 다음, 크라우드펀딩의 마지막 단계로 크라우드펀딩 개설자

는 모집된 자금으로 영위한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 혹

은 기업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배당 또는 이자 등을 펀딩 후원자에게 제

공하게 된다.

펀딩 개설자의 입장에서 크라우드펀딩은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을 의미

하고, 펀딩 후원자의 입장에서 크라우드펀딩은 새로운 거래방식 또는 새

로운 자산증식 수단을 의미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펀딩 개설자에 대한 후원자의 인정과 지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소비자가 단지 최종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제품의 생산과정이나 기업의 성장과정에 참여하여 소

비자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Li & Wang, 2016; 이한

석·노민정·김송미, 2015). 즉 크라우드펀딩은 소비자의 역할을 소비형태

의 고객으로부터 투자형태의 고객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소

비자가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여 기업의 이익에 기여하는 수동적인 형태

의 역할이 아닌 제품의 출시 전 투자를 통해 제품 개발을 가능케 하는

투자자 역할을 발휘함과 동시에 금전난을 겪고 있는 생산자들에게 기회

를 주는 능동적인 개척자 역할을 발휘하게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이한석 외, 2013; 이한석 외, 2015). 이는 크라우드

펀딩이 “시대에 순응하는 것이 아닌, 시대 변화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만

들어 낸 새로운 투자 방식”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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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크라우드펀딩의 과정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장 거래방식 및 투자방식에서 크라우드펀딩 중

개인의 역할은 단순한 중개업자의 범위를 넘어, 허위거래나 개설자의 부

정 또는 사기를 방지하고 후원자의 권익을 확보하는 등 후원자를 보호하

는 의무도 동시에 지니게 된다(동학림·백강, 2016).

2)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크라우드펀딩은 다양한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다양한 유형에 대하

여 <표 2-1>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자금 모집 방식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은 ‘All or Nothing’과 ‘Keep It All’의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김

주희·남대일, 2018). ‘All or Nothing’ 방식은 모집금액의 일정 비율에 도

달한 경우에만 펀딩이 성공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크라우드펀딩 개설자가

후원받은 자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 'Keep It All' 방식은 목표

달성비율에 상관없이 펀딩 예정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펀딩이 성공된 것

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달성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이 펀딩 개설자가 후원

된 자금을 전달받을 수 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은 투자목적 및 투자방식에 따라 수익형과 비수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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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고, 수익형과 비수익형은 또 증권형과 대출형,

보상형과 기부형 등 네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곽현·이호근, 2014). 수익

형 크라우드펀딩은 펀딩 후원자가 금전적인 대가를 기대하면서 펀딩에

참여하는 방식이고, 비수익형 크라우드펀딩은 펀딩 후원자가 금전적인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상태로 펀딩에 참여하는 것이다. 투자방식에 의해

분류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펀딩 개설자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

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펀딩 후원자는 해당 기업의 배당

금, 원금 및 이자와 같은 금전적인 보상을 얻게 되는 것이고; 대출형 크

라우드펀딩은 펀딩 개설자가 대출체결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펀딩

후원자는 원금 및 이자와 같은 금전적인 보상을 얻게 되는 형태인데 이

는 P2P대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김영도·정현석, 2018). 보상형 크라우

드펀딩은 펀딩 후원자가 자신이 지원한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상으로 얻게 되는 형태이고 마지막으로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은 자금후원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는 형태이다. 증권형 및 대

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수익 추구의 의도가 강하고, 보상형이나 기부형 크

라우드펀딩은 수익추구보다는 어느 정도의 선행의 목적이 동반된다는 차

이점이 있다(김동우, 2015).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작은 돈이 만들어내는 큰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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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분류

기준
유형 설명

자금

모집

방식

‘All or Nothing’

설정한 기간 내에 목표금액의 일정 비율에

도달한 경우에만 펀딩이 성공된 것으로 간

주되는 형태.

‘Keep It All’

목표달성금액에 상관없이 펀딩 예정기간이

종료 될 경우 펀딩이 성공된 것으로 간주되

는 형태.

투자

목적

및

투자

방식

수

익

형

①증권형
후원자가 금전적인 대가로 배당, 채권의 원

금 및 이자를 받게 되는 형태.

②대출형

대출체결을 하는 것으로 후원한 금액에 대

한 금전적인 대가로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받게 되는 형태.

비

수

익

형

③보상형
금전적인 대가 없이 지원한 프로젝트가 산

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얻게 되는 형태.

④기부형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가 제공

되지 않는 기부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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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라우드펀딩 시장현황 및 규제현황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2018)에 의하면 2017년 전 세계적으로 크라

우드펀딩을 통하여 총 114억 파운드(약 18조 원)의 후원금이 모집되었고

이는 2016년 대비 381% 상승한 수치라고 한다. 또한 2017년 글로벌 크

라우드펀딩 시장의 규모는 북미와 유럽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아시아

시장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의 크라우드펀딩은 머니옥션과 팝펀딩이 2007년에 처음으로 대출

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천창민, 2013). 그 후

대출형, 보상형, 그리고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

고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권보람·김주성, 2013). 2016년 1월 25일 신생·벤

처기업 등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계기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합법화 되면서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본격적인 형태를 이루기 시작하였다(자본시장연구원, 2018).

1)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시장현황 및 규제현황

한국의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2011년 문화예술위원회와 텀블벅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 산업분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그 후 정치인펀드

및 영화 ‘26년’ 등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하여 조금씩 알려지다가 2013년

국정과제에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도입이 발표되면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윤민섭, 2014).

‘텀블벅’은 한국의 대표적인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의 개설과 후원을 중개한다. ‘텀블벅’의 공개자료

에 의하면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텀블벅’을 통하여 자금모집에 성공한

프로젝트의 수는 9000건에 달하였고, 누적 후원자 수는 60만 명에 이르

렀다. <그림 2-2>는 2011년에서 2018년 사이에 ‘텀블벅’에서 성공을 이

룬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누적 후원금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텀블벅’은 창업 시점인 2011년의 누적 후원금 1억 원을 시작으로 2018년

에는 550억 원을 달성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텀블

벅’에서 가장 선호를 받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은 1만 원~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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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텀블벅’ 누적 후원금

자료: ‘텀블벅’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작성

8천 원 대라고 하는데 이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이 지향하고 있는 ‘작은

돈으로 만들어 내는 큰 가치’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텀블

벅’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충분한 잠재력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아직 이에 특화된 법적

규제가 없고 현행 법률 및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에 대하여 “우편ㆍ전기

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

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판매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펀딩 개설자와 펀딩 후원자 사이의 청약 체결을 통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

되므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만 전자상거래법을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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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전자상거래법을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적용함에 있어서의 제한점

구분 전자상거래법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계약구조

소비자가 청약하는 즉시 통

신판매업자가 승낙하는 계

약구조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모집기간의

경과 및 목표금액의 달성 등과

같은 제약조건이 만족되어야 거

래가 성사됨으로 후원자의 청약

이 있다 하더라도 개설자가 즉시

승낙할 수 없는 거래구조

계약관계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

의 1대1 계약체결

1인의 펀딩 개설자와 다수의 펀

딩 후원자가 동시에 계약체결

청약

철회권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에 대

한 권리를 인정

계약체결 후 펀딩 후원자 중 1인

이라도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목표금액 달성에 영향을 주어 펀

딩취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다른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

제품정보의

제공

거래를 함에 있어 목적물

즉 재화 등에 대하여 공정

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제

공대상정보가 정확하게 제

공되어야 함

펀딩 개설자는 모집된 금액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됨으로 모집과

정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예측정

보일 뿐 최종 거래되는 제품의

정확한 정보가 아님

출처: 윤민섭(2014), 非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표 2-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계약구조,

계약관계, 청약 철회권, 제품정보의 제공 등 면에서 제한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제한점으로 하여 현재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개설자 및 중개

인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자인 동시에 해당 법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윤민섭, 2014). 즉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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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도 및 성공 건수

<그림 2-4 > 성공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조달금액

출처: 크라우드넷

2)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현황 및 규제현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포털인 크라우드넷의 공개정보에 의하면 2016년

에서 2019년 사이에 한국의 창업·벤처기업은 총 1153개의 증권형 크라우

드펀딩 프로젝트를 시도하였고 그중 총 681건이 성공으로 이어졌으며 총

조달금액은 약 1122억 원에 달하였다. <그림 2-3>을 통하여 크라우드펀

딩 성공률이 2016년의 45.8%에서 시작하여 2019년에는 61.9%로 오르면

서 창업·벤처기업들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도건수 및 성공률이 전반

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2-4>에서는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의 크라우드펀딩 성공 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시

장 전체의 조달금액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최

근 들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추

세를 보이고 있어 해당 시장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에 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업종은 제조업이 전체 성공 건수의 32%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IT·영상산업이 29%, 도소매업이 14%. 예술·여

가 산업이 7%, 기타산업이 17%를 차지하였다. 기업이 사업을 시작한 기

간 즉 업력에 따른 성공 건수의 분포는 1~3년 사이의 업력을 가진 기업

이 전체 성공건수의 35%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

음으로는 1년 이하가 24%, 3~5년이 20%, 5~7년이 10%, 7년 초과가 11%

를 보이면서 펀딩에 성공한 기업 중 업력이 낮은 기업의 분포가 눈에 띄

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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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투자자 유형에 따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연간 투자한도

구분 연간 동일 기업 투자한도 연간 총 투자한도

일반투자자 500만 원 1,000만 원

적격투자자 1,000만 원 2,000만 원

전문투자자 제한없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개인의 소득 및 투자전문성에 따라 일

반투자자,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로 구분되고 투자자 유형에 따라 증권

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연간 투자한도는 <표 2-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제한을 받게 된다. 적격투자자는 일정한 소득요건을 구비한 투자자

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연 간 1억

원 이상인 자, 자기자본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포함되고, 전문

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포함되는 자, 전문성·위험감수능력

을 갖춘 자등이 포함되며, 적격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기타 모든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로 분류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6).

크라우드넷의 공개정보에 의하면 2019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

한 투자자중 남성의 비율이 72.9%로 여성의 27.1%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고, 30대의 비율이 전체 투자자의 4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40대가 25.6%, 20대가 21.2%를 차지하였다. 또한 <표 2-4>

의 결과를 통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2016

년에서 2019년 사이에 전체 투자자 중 일반투자자의 비중이 4년 연속

90%를 웃돌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 유형 별

총 투자금액이 전체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는 전문투자

자가 49.6%로 가장 높았으나 2017년부터 일반투자자의 총 투자금액이

전체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2%로 늘어 가장 높은 분포를 보

이기 시작하였고 이런 추세는 2019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1인당 평

균투자금액은 일반투자자가 가장 낮았고 전문투자자가 가장 높았다. 즉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는 참여인원이 가장 많으나 1

인당 평균 투자금액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 투자자는 참여

인원은 가장 적으나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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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2016년~2019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현황>

유형 구분 2016 2017 2018 2019

일반

투자자

총투자금액 (억원)
76.5

(43.8%)

143.2

(51.2%)

178.5

(58.9%)

240.1

(65.9%)

인원 (명)
5592

(92.9%)

15511

(94.2%)

15765

(93.8%)

15906

(90.3%)

1인당 평균 (만원) 137　 92　 113　 151　

적격

투자자

총투자금액 (억원)
11.4

(6.5%)

19.7

(7.1%)

18.3

(6.0%)

31.7

(8.7%)

인원 (명)
182

(3.0%)

521

(3.2%)

640

(3.8%)

1377

(7.8%)

1인당 평균 (만원) 627　 379　 286　 230　

전문

투자자

총투자금액 (억원)
86.6

(49.6%)

116.7

(41.7%)

106.3

(35.1%)

92.8

(25.4%)

인원 (명)
245

(4.1%)

440

(2.7%)

408

(2.4%)

329

(1.9%)

1인당 평균 (만원) 3,534 　 2,653 　 2,605　 2,819 　

전체

총투자금액 (억원) 174.5 　 279.6 　 303.0 　 364.5　

인원 (명) 6019　 16472　 16813　 17612　

1인당평균 (만원) 290 　 170 　 180 　 207 　

출처: 크라우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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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증권형 크

라우드펀딩)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제도 시행의 준비를 위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월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제도가 시행되었다

(자본시장법 9조 27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을 중개하는 플랫폼을 지칭하는 용어로 현재 한국에는 와디즈, 크라우디,

오마이컴퍼니, IBK투자증권, 오픈트레이드, 유진투자증권, 펀딩포유, 코

리아에셋투자증권, 이안로드,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우리종합금융, 아

시아크라우드펀딩, 네오스프링, 한국크라우드투자 등 15개 기관이 있다

(크라우드넷). 자본시장법을 통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의

핵심은 해당 업계에 대한 규제의 완화, 발행 공시 규제의 완화,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투자자보호 장치의 강화이다(자본시장연구원, 2018).

해당 제도는 사실상 발행한도와 투자한도에 대한 규제를 대표로 하는 투

자자보호를 위한 장치이다.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으로서 크라우드펀딩이 안착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및 추진을 위하

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는 2018년 6월에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

딩 제도에 대한 개선을 진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2-5>에

서 해석한 바와 같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

고 해당 시장의 성장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해당 규제는 증

권형 크라우드펀딩 이용범위의 확대, 크라우드펀딩 중개인에 대한 규제

의 완화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강화 등 세 개의 방향으로 추진되

었다. 전반적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및 중개인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고 있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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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한 개선

추진방향 주요 개선과제

크라우드펀딩

이용범위의

확대

-크라우드펀딩 발행의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

기업으로 확대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를 연간 7억 원 이하에서 연간

15~20억 원 이하로 확대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이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

자문을 하는 것을 허용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에 대한 「금융산업의 구조개

선에 관한 법률」등과 같은 기타 금융관련 법률의 규제

를 배제

-발행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고자 중개비용을 중개증

권으로 대납하는 것을 허용

투자자보호의

강화

-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에 대한 이해여부를

테스트하고, 이에 통과한 투자자만이 청약이 가능하도

록 규제

-최소청약기간(예: 10영업일) 도입

-펀딩 개설자자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정정 공시해

야 하고, 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해야

함; 증권 발행조건 달성 시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함

-모집가액 산정방법 및 개설자와 중개업자와의 이해관

계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

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8),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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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 영향요인

본 절에서는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비자의 개인적인 성향,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신뢰 등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비자의 개인적인 성향

1) 혁신성향

개인의 혁신성향이란 개인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주는 자극의

영향을 받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런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성향을 말하는데 이는 새로운 것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의지,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 그리고 사용해보고 체험해보자 하는

의도로 설명이 된다(우수한·권순동, 2019; Goldsmith & Hofacker, 1991;

Midgley & Dowling, 1978). 또한, Von Hippel(1986)의 연구에 의하면 개

인의 혁신성향은 선구자적 소비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성

향을 지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 (1) 특별하고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고, (2) 자신이 선호하는 것에

대한 신념이 있으며, (3)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과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고, 마지막으로 (4)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

스에 대한 갈망이 있다. 즉 개인의 혁신성향은 소비자가 새로운 것에 관

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채택하고자 하는 경향을 말한다.

개인의 혁신성향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채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영향력은 다

양한 연구들을 통하여 이미 검증되었다(손승혜·최윤정·황하성, 2011). 스

마트폰이 시장에 나타난 초기 단계에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채택함에 있어서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개인의 혁신성향이

지적되었고 손승혜·최윤정·황하성(2011)의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여 개인의 혁신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새

로운 기술을 채택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검증하였다. 또한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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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개발, 제조 및 유통·물류 등 생산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

되어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고객맞춤형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스마트팩

토리 분야에서도 개인의 혁신성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수한·권순동(2019)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혁신성향이 스마트팩토

리에서 제조된 고객맞춤형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새로운 경험을 지향하는 사람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적용

한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다는 것을 밝혔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의 채택의도와 구

매의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혁신성향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Midgley & Dowling(1993)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다른 변수들보다 개

인의 혁신성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채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이 새로운 거래방식 및 자산증식 수단임을 고려했을 때,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개인적인 혁신성향은 크라우드펀딩 참

여의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Li & Wang(2016)은 과학기

술 제품 분야의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의도를 연구

함에 있어서 개인적 혁신성향이 강한 소비자는 독특한 제품에 대한 수

요, 자신이 선호하는 제품에 대한 인지, 제품의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선호 등 다양한 선구자적 소비자의 특징을 지

님으로 하여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더 높은 참여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

명하였다. 또한 가정·이철규(2018) 및 Xu & Chen(2015)의 연구에서도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개인적 성향 중 하

나인 혁신성향이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개인의 혁신성향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

한 참여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크라우드펀딩은 새로운 거래방식

및 자산증식 수단으로 이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의도는 개인의 혁신성향

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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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성향

개인의 투자성향은 개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

는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심리적 변수로 보유하고자 하는 자산의 형태

나 미래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김은정·이호, 2013). 투자에 위험

이 존재하는 이유는 투자가 현재의 선택을 통하여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

을 바라는 행위이기 때문이고 이는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다림의 과정이므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

다(김지영, 2010).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투자성향의 직

접적인 영향을 받아 선택의 차이를 초래하게 된다. 개인이 지니고 있는

투자성향은 각기 다를 것이고 이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위하여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 역시 다름을 의미하며, 개인의 의사결정의 결과가 상

이할 것임을 의미한다.

개인의 투자성향의 주요 측면은 소비자가 미래의 변화 및 위험에 대한

인식에 있고 위험에 대한 감수는 주어진 대안의 상대적인 가치 및 그 대

안이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홍

수아, 2013).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제품 구매

및 소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의미를 지닌 소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하는 목적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효용을 얻기 위함인데, 투자의 의미를

지닌 소비는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효용을 넘어 추가적인

손익이 동반되는 것이다(Li & Wang, 2016). 현재 시점에서 투자한 보상

형 크라우드펀딩이 미래에 성공적으로 펀딩이 이루어져 생산단계로 넘어

가고 최종 배송으로 이어진다면 소비자는 기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

신적인 제품이 가져다주는 추가적인 효용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 펀

딩을 통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

로 이를 획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

재 시점에서 투자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이 성공적인 펀딩으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펀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생산기간이나 배송기간 등으로 인

한 불확실성이나 긴 기다림과 비례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등

으로 인한 위험 등과 같은 불확실성 또한 존재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투

자성향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 및 그 대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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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여부 등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인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새로운 투자방식이라 하지만 그 본질은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이다. 개인의 투자성향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이미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밝

혀졌고,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는 그 불확실성 및 예측가능

성이 더욱 어려움으로 하여 다른 소비재의 구매 의사결정에 비해 더 복

잡하고 중요하다(김은정·이호, 2013). 또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스타

트업이나 창업 초기의 회사에 대한 투자이므로 기존의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보다 더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투자성향은 증

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소비자는 소비형태의 고객으로부터

투자형태의 고객으로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는 더 이상 단순히 제품에

대한 소비를 통하여 기업의 이익에 기여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출시 및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투자자 역할을 발휘함

과 동시에 금전난을 겪고 있는 생산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능동적인

개척자 역할을 발휘한다(이한석 외, 2013; 이한석 외, 2015). 이런 소비자

의 역할의 확대는 크라우드펀딩이 “시대에 순응하는 것이 아닌, 시대 변

화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새로운 투자 방식”이라는 측면을 설

명하고 있고 이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의도는 개인의 투

자성향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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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 사회성향

사회교환이론에 근거한 개인의 친 사회성향은 ‘타인 및 사회에 이로운

행위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교환이론에 의하면 사람들

의 다양한 사회적인 행동들은 개인이 판단한 유용한 것들에 대한 교환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유형 또는 무형의 ‘이익’과 ‘비용’에 대한 비교

를 통하여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이익’이 ‘비용’보다 높다고 판단

되면 개인은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고, ‘비용’이 ‘이익’보다 높다고 판단되

면 개인은 행동을 멈추게 된다(이지현·박상아·서동백, 2019). 그리로 사

회교환이론에 근거한 친 사회성향은 개인이 선행을 베풂에 있어 기대하

는 ‘이익’에 판단에 따라 내부 동기적인 친 사회성향과 외부 동기적인 친

사회성향으로 구분된다. 내부 동기적인 친 사회성향은 선행을 베푸는 대

가로 자기 내면의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하는 것이고 외부 동기적인

친 사회성향은 선행을 베푸는 대가로 외부 타인으로부터 오는 인정이나

물질적인 대가의 획득을 추구하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의 가장 기본적

인 원리는 크라우드펀딩 후원자가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금

전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대가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가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획득, 금전적인 보상의 획득이 될 수

도 있고, 또는 단지 자신이 후원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사업을 도

움으로 하여 얻게 되는 내면의 심리적 만족감의 충족이 될 수도 있다.

크라우드펀딩 후원자와 개설자 간의 이러한 ‘교환적인’ 상호작용행위는

사회교환이론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고 사회교환이론에 근거한

개인의 친 사회성향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Li & Wang, 2016).

기존의 크라우드펀딩 관련 연구는 크라우드펀딩 후원자의 펀딩 참여의

도의 영향요인을 제품이나 서비스의 획득이나 금전적인 보상의 획득 등

과 같은 외부적인 이익의 획득 측면과, 도움이 필요한 프로젝트나 사업

자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 하여 얻게 되는 단순한 즐거움이나 뿌듯함 등

과 같은 내면적의 이익의 획득 측면 등 2가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곽현·이호근, 2014). 크라우드펀딩 후원자들의 참여의도의 목적에

대하여 Lambert et al.(2010)는 외재적 이익인 제품의 획득이나 투자이익

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설명하였지만, Allison et al.(2015)는 펀딩 후원으

로 인해 얻게 되는 금전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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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데서 얻게 되는 성취감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

리고 Gerber et al.(2012)과 Hemer(2011)의 연구에서도 사람들이 크라우

드펀딩에 참여하는 목적은 특정 보상을 얻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펀딩에

참여함으로 하여 다른 사람을 도왔다는 데서 느끼는 뿌듯함이나, 어떠한

사업 프로젝트의 커뮤니티에 참여했다는 데서 느껴지는 소속감, 그리고

후원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하여 얻게 되는

만족감 등과 같은 무형의 요인 역시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크라우드펀딩 후원자의 크라우드펀딩 참

여의도는 결국 외부적 이익의 획득과 내부적 이익의 획득 두 가지로 나

누어 설명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참여의 외부적 요인으로는 펀딩에

참여함으로 하여 얻게 되는 물질적인 요소이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사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제품을 대가로 받을 수 있

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사람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이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자금 수요자를

도와줄 수 있다는데서 얻게 되는 단순한 즐거움, 특정 사업의 성장과정

을 지켜보는 뿌듯함, 그리고 동일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과의 동질감 형

성 및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소비자들의 친 사회

성향을 외부적인 친 사회성향과 내부적인 친 사회성향으로 나누어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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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신뢰

신뢰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전문성이나 신용성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의미한다(Kelleret et al, 1992).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신뢰는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Mayer, Roger, James & David, 1995). 신뢰는 모든 사업에 있

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전자상 거래 환경에서

는 신뢰가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지현,박상아, 서동백,

2019). 크라우드펀딩 개설자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나 영세한 조직이

대부분임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불확실성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보완책으로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불확

실성이 낮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펀딩에 참여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크라우드펀딩 후원자의 플랫폼에 대한 신뢰는 플랫폼의 기능 및 의무

에서도 비롯되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인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펀딩

개설자와 펀딩 후원자로 이루어진 인터넷 플랫폼을 조성하여 사업 아이

디어와 자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수한 프로젝트를 유치하

고 다양한 후원자를 모으는 한편, 허위거래나 개설자의 부정 또는 사기

를 방지하고 후원자의 권익을 확보하는 등 후원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지

닌다(동학림·백강, 2016). 그러므로 크라우드펀딩 중개인에 대한 소비자

의 신뢰는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될

것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에서 중개인 즉 플랫폼은 거래기업 그 이

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중개인에 대한 신

뢰는 거래에 대한 참여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Shen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P2P 대출 모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중개 플랫폼의 특성으로 서비스의 질, 보안 및 안전보호, 정보의 품

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소비자의 신뢰

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최종적으로 투자의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참여의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연구에서도 이러한 인터넷 기반 거래의 특징을 잘 보여주

고 있다. 신종석·송경수·권영선(2018)의 연구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참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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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및 재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제기하였다. 연구에서는 또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호의성, 전문성과 진실성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호의

성이란 신뢰대상이 자신의 이해득실보다 신뢰 주체를 위한 선의의 행동

을 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정도이며, 진실성은 신뢰 주체가 생각하는 원

칙들을 신뢰 대상이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은 자신의 업무 영역 내에서 고객과의 교환이나 거래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술, 역량,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결과적

으로 플랫폼에 대한 신뢰 중 호의성 및 전문성이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

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크라우

드펀딩 플랫폼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 및 크라우드펀딩을

유치함에 있어서의 전문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크라우드펀딩에 참여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Mollick(2014)의 연구에서는 2009년 킥스타

터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부터 2012년 7월까지 실시한 48,500개의 프로젝

트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분석 결과, 참여자들이 프로젝트 및 플

랫폼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높을 경우 참여의도가 높아지고 펀딩 성공률

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이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자체 사이트 내에는 해

당 크라우드펀딩 거래방식에 대한 정보와 위험성 등을 제시함으로 하여

소비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고 플랫폼 자체의 제한적인 책

임에 대해 사전 공시를 하고 있다. 이런 정보에 대한 명확한 제시는 크

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①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중개자로 자금을 모집하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투자손

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품 제공을 보상해주지 못하며 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제품은 결제 후 바로 배송되는 것이 아니다. 제

작자는 펀딩 모금이 완료된 후 제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결제 후 약속한

배송날짜가 되어야 만 배송이 진행되고 구체적인 일정은 제작자와 펀딩

참여자가 상의해야 한다. ③ 펀딩이 성공하여도 제작자의 사정으로 하여

발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지만 플랫폼은 이에 책임을 지지 못

한다. ④ 제품을 받은 후 교환, 환불, A/S 등은 플랫폼이 아닌 제작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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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여 해결해야 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에 대한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중개자로 자금을 모집하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투자손실의 위험을 보전하

거나 보상해주지 못하며 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비상

장기업 투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크다. ③ 비상장기업의 주식 환금

성은 낮을 수 있다. ④ 비상장기업의 주식 배당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

⑤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 대해 내용을 정리하면, 소비자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여부

를 결정할 때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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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참여현

황 및 참여의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에 대하여 탐색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

제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참여현

황 및 참여의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1.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

엇인가?

2-2.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

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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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성향

• 혁신성향

• 투자성향

• 친 사회성향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신뢰

금융상품 투자경험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

• 주식 투자경험

• 펀드 투자경험

소비자의 일반적 특징

• 성별

• 연령

• 학력

• 소득

• 소비

<그림 3-1> 연구모형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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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기기에 접근성이 상대적으

로 높은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소비자들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거래방식 및 투자방식이고, 주로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SNS) 등 매체를 통하여 홍보가 되고 공유가 되고 있기 때

문에 연구대상자는 마땅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기기에 익숙한 사람

이어야 한다. 20대 미만의 소비자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높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외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의 특수함 때문이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펀딩으로 기존의 인터넷 쇼핑과 유사한 점이

있어 20대 미만의 소비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자주적인 선택이 이

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 등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게 되는데 20대 미만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개입이 요구됨으로 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설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스크린 문

항을 설계하여 크라우드펀딩,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증권형 크라

우드펀딩의 개념에 대해 이미 알고 있어 설문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한 대상자들을 선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 대행업체 (주)마이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하여 진행하었다. 본 연구에 적합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8년 4월 23

일에서 4월 26일까지 사총 4일에 거쳐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

에 참여한 설문 대상자는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남성 25명, 여성 30명으

로 이루어졌고, 예비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의 적합성 여부에 대

한 판단을 하였고, 최종 수정을 거쳐 본 조사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본

조사는 2018년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되었고 총 769부의 설문

지를 회수하였는데 그중 불성실한 응답 11부를 제외하여 최종 758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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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1) 설문문항의 구성

한국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참여현황 및 참여의

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스크린 문항으로 충분히 적합한 설문

대상자를 확보한 전제하에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크라우드펀딩

참여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진행하였고, 참여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새로운 거래방식 및 투자방식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지 않은 원인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다음 선행연구를 통해 확보한 크라우드펀딩 참여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반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소비자의 일반적인 특성, 개인적 성

향, 그리고 투자경험에 대해서는 공통문항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크라

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와 크리우드펀딩 참여의도에 대해서는 보

상형 크라우드펀딩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두 개의 주체로 나누어 개별

적으로 질문을 이어나갔다.

소비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재무적 특성으로

나누어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소비지출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소비자의 개인적 성향에 대해서는 혁신성향, 투자성향, 친 사회성향으로

분류하여 질문을 진행하였으며 투자경험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경험, 펀

드 투자경험 그리고 해당 투자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및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신뢰 및 참

여의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함에 있어는 질문의 양과 유사성을 고려하여

보상형과 증권형에 관련된 질문이 설문대상자들마다 다른 순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응답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표 3-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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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설문 문항의 구성

구분 변수명 선행연구 문항

개인적 성향

혁신성향 Franke & Shah(2003) 5

투자성향 홍수아(2013) 3

친 사회

성향

내부적

김영남·고재홍(2011);

차문경·이유재(2014);

장윤정 외(2015)

5

외부적 Wu et al.(2012) 4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신뢰도
Harrison et al.(2002)

신종석 외(2018)
11

참여의도
Lu et al.(2010)

서철승 외(2018)
4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신뢰도
Harrison et al.(2002)

신종석 외(2018)
11

참여의도
Lu et al.(2010)

서철승 외(2018)
4

크라우드펀딩

경험

유

알게 된 경로,

참여 유형 및 횟수,

누적 금액,

만족도

- 4

무
알게 된 경로,

알면서 참여하지

않은 원인

- 2

투자경험

주식 투자 경험여부 및

만족도,

펀드 투자 경험여부 및

만족도

- 4

재무적 특성 소득, 소비지출 - 2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직업 - 4

총 문항 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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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소비자의 개인적 성향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및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소비

자의 개인적 성향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소비자의 혁신성향, 투자성향, 친

사회성향으로 구분될 수 있고 친 사회성향은 또한 내부 동기적 친 사회

성향과 외부 동기적 친 사회성향으로 분류하였다. 소비자의 개인적 성향

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 3-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4개의 요인으

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 소비자의 개인적 성향 측정도구 요인분석 결과

문항
개인적 성향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친 사회성향(내부)1 .830 .137 .158 -.107

친 사회성향(내부)5 .820 .082 .092 -.135

친 사회성향(내부)4 .786 .171 .161 -.086

친 사회성향(내부)2 .773 .170 .192 -.076

친 사회성향(내부)3 .763 .110 .222 -.028
혁신성향1 .113 .847 .107 -.063
혁신성향2 .123 .836 .148 .019
혁신성향3 .128 .777 .183 .005
혁신성향4 .079 .758 .309 .055
혁신성향5 .200 .745 .005 .054

친 사회성향(외부)2 .255 .189 .849 -.020

친 사회성향(외부)1 .278 .146 .827 -.083

친 사회성향(외부)4 .018 .177 .818 -.057

친 사회성향(외부)3 .388 .173 .725 -.020
투자성향2 -.064 -.016 -.072 .857

투자성향1 -.122 .063 -.034 .838

투자성향3 -.122 .011 -.024 .827

고유값 3.575 3.366 2.914 2.184

분산% 21.027 19.799 17.142 12.848

누적% 21.027 40.826 57.967 70.815

KMO=.883, Barlett  =6947.954 (p<.001)

주성분 분석법, Varimax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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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혁신성향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혁신성향에 대해 측정을 함에 있어 Franke

& Shah(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개인의 혁신성향을 측정하는 설문문항

을 이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3-3>은 본 연구에

서 소비자의 개인적 혁신성향을 측정하고자 사용된 설문의 구체적인 내

용이다.

<표 3-3> 소비자의 개인적 혁신성향 측정 문항

번호 문항내용

1 나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새로운 제품을 이용하는 편이다.

2
나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새로운 제품을 받아드리고 이용함으로

하여 혜택을 받는 편이다.

3 나는 새로운 제품의 테스트 과정에 참여하는 편이다.

4 나는 유행을 선도하는 편이다

5 나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추구하는 편이다.

Cronbach's alpha=0.875

②투자성향

본 연구에서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대해 측정을 함에 있어 홍수아

(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는 금융소비자가 투자의 일반적인

투자행위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선시하는 가치들에 대한 설문을 포함

하여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3-4>는 본 연구에서 소비자의 개인적 투자성향을 측정하는데 사용

된 설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표 3-4> 소비자의 개인적 투자성향 측정 문항

번호 문항내용

1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을 고려한다.

2 주식투자보다는 은행저축을 주로 한다.

3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원칙은 ‘원금보존’ 이다.

Cronbach's alpha=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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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소비자의 개인적 친 사회성향 측정 문항

구분 번호 문항내용

내부

1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나 스스로가 전보다 따뜻한 사람

이 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2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나 스스로가 전보다 유용한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3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나 스스로가 전보다 이타적인 사

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4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즐거움을 느낀다.

5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선행을 베풀었다는 기분과 보람

을 느낀다.

Cronbach's alpha=0.886

외부

1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더 많은 찬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것이라

고 생각한다.

4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감사의 보상을 받기를 기대한다.

Cronbach's alpha=0.881

③ 친 사회성향

사회교환이론에 의하면 소비자의 친 사회성향은 내부 동기적 친 사회

성향과 외부 동기적 친 사회 성향으로 나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김

영남, 고재홍(2011)과 장윤정 외(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내부 동기적

친 사회성향에 대한 측정문항을 설계하였고, Wu et al.(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외부 동기적 친 사회성향에 대한 측정문항을 설계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종 설문에 사용된 개인의 친 사회성향 측

정문항은 <표 3-5>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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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측정문항

번호 문항 내용

1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나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이

익을 최대로 보장해주고자 한다.

2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내가 필요로 한다면 최선을

다하여 나를 도와줄 것이다.

3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자신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나의 참여 만족과 행복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4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와의 거래는 믿을만하다.

5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정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약관이나 약속을 잘 준수할

것이다.

7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다.

8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9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자금 수요자와 투자자를 이

어주는 중개자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한다.

10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크라우드펀딩 분야 서비스

를 제공함에 있어 역량이 충분하고 능숙하다.

11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크라우드펀딩 분야에 있어

전문가이다.

Cronbach's alpha=0.933

(2)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신뢰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거쳐 본 연구에서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및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참

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소

비자의 신뢰가 채택되었다. Lu et al.(2010) 및 서철승 외(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을 설계하였고 이를 각각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및 증권형 크라

우드펀딩의 실정에 맞게 수정을 진행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

다. <표 3-6>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측

정하는 문항의 내용이고 <표 3-7>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

한 소비자 신뢰를 측정하는 문항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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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측정문항

번호 문항 내용

1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나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이

익을 최대로 보장해주고자 한다.

2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내가 필요로 한다면 최선을

다하여 나를 도와줄 것이다.

3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자신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나의 참여 만족과 행복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4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와의 거래는 믿을만하다.

5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정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약관이나 약속을 잘 준수할

것이다.

7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다.

8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9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자금 수요자와 투자자를 이

어주는 중개자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한다.

10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크라우드펀딩 분야 서비스

를 제공함에 있어 역량이 충분하고 능숙하다.

11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크라우드펀딩 분야에 있어

전문가이다.

Cronbach's alpha=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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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소비자 참여의도 측정문항

번호 설문 내용

1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에 투자하고 싶

은 의향이 있다.

2
제품이나 서비스 제작을 위한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도울 의향이 있다.

3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4
가까운 시일 내에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기 위해 실제로

노력할 것이다.

Cronbach's alpha=0.871

<표 3-9>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소비자 참여의도 측정문항

번호 설문 내용

1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여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에 투자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

2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를 도울 의향이 있다.

3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4
가까운 시일 내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기 위해 실제로

노력할 것이다.

Cronbach's alpha=0.889

(3) 참여의도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및 증권형 크라우드펀

딩에 대한 참여의도를 측정함에 있어 Lu et al.(2010)과 서철승 외(2018)

의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펀딩에 투

자할 의향, 펀딩을 도울 의향, 펀딩을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 그리고 펀

딩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의향 등 4가지 측면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3-8>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표

3-9>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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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참여현

황 및 참여의도 대하여 알아보고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증권형 크라우

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이러한

요인들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 보여주는 영

향의 차이에 대하여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22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문제를 해결하

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의 경우 빈도분석을 주요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크라

우드펀딩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참여현황에 대해 알아보았

다. 또한, 소비자들이 전반적인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대한 참여의도를 알

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비롯한 독립표분 t검정, 일원분산분석 등도

동시에 진행하여 단일 시장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집단 간의 대조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두 번째 연구문제의 경우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밝히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소비자의 개인적인 성

향,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신뢰, 투자경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재무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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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3-10>은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

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758명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할당표집을 진

행하였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분포, 그리고 20대, 30대, 40대 연령의

분포가 비교적 고르다. 기타 인구통계학적 특징으로 전체 758명의 조사

대상자들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을 한 사람이 520명으로

전체의 68.6%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전문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을 한 사람이 96명으로 전체의 12.7%를 차지

하면서 그 뒤를 이었고, 대학원 재학이라고 답한 사람이 93명으로 전체

의 12.3%를 차지하면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고졸 이하라고 대

답한 사람이 49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면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

이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직업의 경우 사무직이 378명으로 전체의

49.9%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다음으로는 전문

직이 105명으로 전체의 13.9%를 차지하면서 그 뒤를 이었으며, 학생이

76명으로 전체의 10%를, 전업주부가 53명으로 전체의 7%를 차지하였다.

기타 설문대상자들의 경우 자영업, 경영/관리직, 판매/서비스직, 무직, 노

동/생산직 및 기타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각각 4.7%, 3.8%, 3.7%, 3.3%,

2.5%, 1.2%를 차지하였다.

설문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재무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월 평균 소득의

경우 2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이 252명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

하면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라고 대답

한 사람이 236명으로 전체의 31.1%를 차지하면서 높은 분포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400만 원 이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62명으로 전체의

21.4%를 차지하였으며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로 대답한 사람이

108명으로 전체의 14.2%를 차지하면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월 평균 소비 지출액의 경우 월 소비액이 200만 원 이상이라고 대

답한 사람이 201명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였고 다음으로는 월 소비액이 50만 원~100만 원, 100만 원~150만 원,

150만 원~200만 원, 50만 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전체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21.8%, 18.3%, 17.3%, 16.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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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특성 구분 n=758

성별
남성 372(49.1)

여성 386(50.9)

연령

20대 252(33.2)

30대 254(33.5)

40대 252(33.2)

최종학력

고졸 이하 49(6.5)

전문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96(12.7)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520(68.6)

대학원 재학 93(12.3)

직업

학생 76(10.0)

전업주부 53(7.0)

자영업 36(4.7)

전문직 105(13.9)

경영/관리직 29(3.8)

사무직 378(49.9)

판매/서비스직 28(3.7)

노동/생산직 19(2.5)

무직 25(3.3)

기타 9(1.2)

월 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52(33.2)

200만 원~300만 원 236(31.1)

300만 원~400만 원 108(14.2)

400만 원 이상 162(21.4)

월 평균 소비

지출액

50만 원 미만 122(16.1)

50만 원~100만 원 165(21.8)

100만 원~150만 원 139(18.3)

150만 원~200만 원 131(17.3)

200만 원 이상 2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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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크라우드펀딩 참여현황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크라우드펀딩 참여현황 및 참여의도

본 절에서는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하여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대

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참여현황 및 참여의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알아

보고자 한다.

1. 소비자의 크라우드펀딩 참여현황

1) 소비자의 크라우드펀딩 참여에 대한 일반적 현황

소비자의 전반적인 크라우드펀딩 참여현황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그림

4-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체 설문 대상자 758명 중 크라우드펀딩

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423명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하였고

참여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는 335명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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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유형별 크라우드펀딩 참여현황

단위: 명(%)

유형 n=758

보상형 331 (43.7)

증권형 148 (19.5)

기부형 118 (15.6)

대출형 50 (6.6%)

※중복응답으로 인하여 합이 100%가 아님

또한, 유형별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현황에 대하여 알아

보기 위하여 크라우드펀딩을 보상형, 증권형, 기부형, 대출형으로 구분하

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구체적인 결과는 <표 4-1>과 같다. 전체 설문 대

상자 758명 중,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331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었고, 증권

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48명으로 전체의

19.5%를 차지하였고,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소비자는 118명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하였으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

는 소비자는 50명으로 전체의 6.6% 차지하면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

었다.

크라우드펀딩이 새로운 거래방식 및 투자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소

비자들이 최초로 크라우드펀딩을 접하고 알게 된 경로에 대한 의문을 가

지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표 4-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소비자들이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알게 된 경로에 대하여

다양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중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같은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답한 소비자들이 전체

758명 중 388명(51.2%)로 압도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

음으로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소비자가 153명

(20.2%), 지인 및 동료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97명(12.8%), 방송 및 라

디오 등 매체를 통해 전해들은 소비자가 83명(10.9%), 그리고 인쇄물 및

기타 방식을 통해 알게 된 소비자들은 각각 7명(0.9%), 5명(0.7%)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같은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을 통하

여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답한 소비자들이 가장 많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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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지 않은 원인

단위: 명(%)

구분 n=335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제공자)를 믿을 수 없어서 43 (12.8)

크라우드펀딩 자금 모집자와 그가 제공한 정보를 믿을

수 없어서
107 (31.9)

크라우드펀딩의 펀딩(후원이나 투자) 방법이 어려워서 24 (7.2)

마땅히 펀딩(후원이나 투자)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없어

서
145 (43.3)

기타 16 (4.8)

<표 4-2>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알게 된 경로

단위: 명(%)

특성 구분 n=758

크라우드펀딩을

알게 된 경로

인터넷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388 (51.2)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153 (20.2)

지인 및 동료 97 (12.8)

방송, 라디오 등 매체 83 (10.9)

학교, 모임 등 교육프로그램 25 (3.3)

인쇄물 (도서, 매거진, 홍보물 등) 7 (0.9)

기타 5 (0.7)

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플랫폼이 크라우드펀딩에 미치는 영향력

이 크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하여 알게 된 소비자도 전체의 20.2%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홍보효과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3>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 335명 중 ‘마땅히 펀딩

(후원이나 투자)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없어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답한

소비자가 145명(4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크라우드펀딩 자

금 모집자와 그가 제공한 정보를 믿을 수 없어서’라고 답한 소비자가

107명(31.9%)로 그 뒤를 이었으며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믿지 못해서’,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의 펀딩 방법 어려워서’ 등을 이유로 대답한 소비자

가 각각 43명(12.8%), 24명(7.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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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크라우드펀딩 참여자의 참여결과

단위: 명(%)

특성 구분 n=423

참여 횟수

1회 108 (25.5)

2회 110 (26.0)

3회 73 (17.3)

4회-6회 77 (18.2)

7회-9회 21 (5.0)

10회 및 이상 34 (8.0)

건 당 평균

투자 금액

5만원 미만 141 (33.3)

5만원-15만원 103 (24.3)

15만원-35만원 48 (11.3)

35만원-55만원 31 (7.3)

55만원 이상 100 (23.6)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 (1.2)

만족하지 않는다 29 (6.9)

보통이다 151 (35.7)

만족한다 214 (50.6)

매우 만족한다 24 (5.7)

2) 크라우드펀딩 참여자의 참여결과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참여결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설문대상자 423

명을 대상으로 참여 횟수, 건 당 평균 투자액수, 만족도 등에 대한 분석

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4-4>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참여 횟수의 경우, 소비자의 크라우드펀딩 참여횟수는 1회(108명,

26.0%)와 2회(110명, 25.5%)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4

회~6회(77명, 18.2%), 3회(73명, 17.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

로 소비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빈번하게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건 당 평균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 중 건 당 평균 투자금액이 5만원 미만인 소비자가 141명

(33.3%)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5만원에서 15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소비자가 103명(24.3%)으로 두 집단이 전체의 절대 다

수의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건 당 평균 투자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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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보상형 및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자의 참여결과

구분
펀딩 참여 유형

t
보상형 (n=174) 증권형 (n=46)

참여횟수 2.4 (2.1) 2.6 (2.7) -0.6

건당 투자금액 33.9 (94.0) 166.6 (223.0) -3.9***

만족도 3.5 (0.8) 3.3 (0.8) 1.6

*p<.05. **p<.01, ***p<.001

15만원~35만원이라고 답한 사람이 48명(11.3%), 35만원~55만원이라고 답

한 사람이 31명(7.3%)으로 낮은 분포를 이어가다 55만 원 이상이라고 답

한 사람이 100명(23.6%)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건 당 투자금액의 양극

화는 비 수익형 크라우드펀딩 및 수익형 크라우드펀딩의 건 당 평균 투

자금액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비 수익형 크라우드펀딩은

소규모 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수익형 크라우드펀딩은

비 수익형 크라우드펀딩보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후원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크라우드펀딩 펀딩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체 423명 중 ‘만

족한다’고 답한 소비자가 214명(50.6%)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고 답

한 소비자가 151명(35.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전혀 만족하

지 않는다’나 ‘만족하지 않는다’와 같이 확실한 부정적인 의사를 전달한

소비자는 34명으로 전체의 8.0%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했던 소비자들이 전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에 대하여

명확한 부정적인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및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자에 따른

펀딩 참여 횟수, 건당 평균투자금액, 그리고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았

다. 이런 차이를 규명하고자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만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174명, 그리고 증

권형 크라우드펀딩에만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6명을 추출하여 분석

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표 4-5>와 같다.

참여한 크라우드펀딩 유형에 따른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자들의 평

균 참여횟수는 2.4회로 나타났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자들의 평균

참여횟수는 2.6회로 상대적으로 낮은 횟수를 보이고 있었으나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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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여한 펀딩 유형에 따른 건당 투자금액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자가 평균 33.9만 원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자가 평균 163.8만

원을 투자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보이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

적으로도 유의미 하였다. 즉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건 당 투자금

액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건 당 투자금액보다 높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이 소규모 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보다 상대

적으로 큰 규모의 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추가적

인 증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참여한 펀딩 참여유형에 따른 만족도는 보상형 크라우드펀

딩 참여자가 평균 3.5,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자가 평균 3.3이라는 만

족도를 보이면서 소정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

여자들이 해당 크라우드펀딩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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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소비자의 일반적 특성과 크라우드펀딩 참여

소비자

일반적 특성
구분

크라우드펀딩

참여경험 유무 χ
유 무

성별
남성 212 (50.1) 160 (49.9)

0.4
여성 211 (47.8) 175 (52.2)

연령

20대 156 (36.9) 96 (28.7)

12.9**30대 149 (35.2) 105 (31.3)

40대 118 (27.9) 134 (4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1 (5.0) 28 (8.4)

9.1**
전문대학교 48 (11.3) 48 (14.3)

대학교 292 (69.0) 228 (68.1)

대학원 재학 62 (14.7) 31 (9.3)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5 (31.9) 117 (34.9)

2.4
200만원~300만원 141 (33.3) 95 (28.4)

300만원~400만원 57 (13.5) 51 (15.2)

400만원 이상 90 (21.3) 72 (21.5)

월 평균

소비 지출액

50만원 미만 60 (14.2) 62 (18.5)

3.8

50만원~100만원 95 (22.5) 70 (20.9)

100만원~150만원 81 (19.1) 58 (17.3)

150만원~200만원 78 (18.4) 53 (15.8)

200만원 이상 109 (25.8) 92 (27.5)

전체 423 335 -

*p<.05. **p<.01, ***p<.001

3) 소비자의 특성과 크라우드펀딩 참여

크라우드펀딩 참여여부에 따른 소비자의 일반적 특성과 개인적 성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전체 758명의 설문 대상자를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

험이 있는 소비자 423명과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

335명으로 분류하여 두 집단 소비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개인적 성향에 대

하여 살펴보았다.

(1) 소비자의 일반적 특성과 크라우드펀딩 참여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집단과 크라우드펀딩에 참

여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소비자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재무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4-6>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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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집단과 경험이 없는

소비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도출해보면, 크라우드펀딩 참여경험

이 있는 소비자 집단의 남성 비율이 50.1%로 여성 비율 47.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크라우드펀딩 참여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20대 및 30대 소비자의 비

율이 각각 36.9%와 28.7%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집단에

서의 20대 및 30대 소비자의 비율인 28.7%와 31.3%보다 높게 나타난 반

면, 40대의 경우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27.9%로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의 40.0%보다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크라우드펀딩

참여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연령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종학력의 경우,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집단의 최

종학력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 집단보다 상대적으

로 더 높게 나타났고 이는 크라우드펀딩 참여경험 유무에 따라 소비자의

학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말해준다.

다음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집단과 경험이 없는

소비자 집단의 재무적 특성의 경우, 크라우드펀딩 참여경험 유무에 따라

소비자의 월 평균 소득과 소비지출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의 소비

자는 그러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 집단에 대비하여 연령이 전반적으로 낮

고 학력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2) 소비자의 개인적 성향과 크라우드펀딩 참여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집단과 크라우드펀딩에 참

여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 집단의 개인적 성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소비자

의 혁신성향, 투자성향, 친 사회 성향(내부 동기적, 외부 동기적)을 중심

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4-7>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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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소비자의 개인적 성향과 크라우드펀딩 참여

성향
크라우드펀딩 참여경험 유무

t
유 무

혁신성향 3.4 (0.7) 3.1 (0.7) 6.4***

투자성향 2.4 (0.7) 2.3 (0.8) 2.2*

친 사회성향
내부 3.6 (0.7) 3.5 (0.6) 2.0**

외부 3.2 (0.8) 3.0 (0.7) 3.0**

전체 423 335 -

*p<.05. **p<.01, ***p<.001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집단과 경험이 없는 소비

자 집단의 개인적 성향을 도출해보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

는 집단의 소비자는 그러한 경험이 없는 집단의 소비자 대비 더 높은 혁

신성향, 투자성향, 내부 동기적 친 사회성향, 외부 동기적 사회성향을 보

이고 있었다. 즉 혁신성향, 투자성향, 친 사회성향이 강한 소비자일수록

크라우드펀딩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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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의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 현황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소비자들의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및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의도를 살펴본 결과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3.13이라는 평균치를 보여주었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에 대해서는 3.06이라는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다.

1) 소비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참여의도

소비자의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참여의도 및 증권형 크라우드펀

딩에 대한 참여의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소비자의 일

반적 특성에 따라 참여의도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표 4-8>을 통하

여 확인이 가능하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참여의도는 남성이 3.19, 여성이 3.07이라

는 수치를 보여주면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참여의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성별을 제외한 기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재무적 특성에 따라서

는 소비자들의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참여의도에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참여의도는 소비자들의 월 평균 소비지출

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

한 분석을 통하여 대체적으로 월 평균 소비지출이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비자 집단에서는 월 평균 소비지출이 높을수록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참여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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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소비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참여의도 차이

평균(표준편차), n=758

구분 세부 내용
보상형

참여의도
t/F

증권형

참여의도
t/F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

남 3.19 (0.75)

2.20*

3.11 (0.79)

2.00

여 3.07 (0.77) 3.00 (0.79)

연령

20대 3.16 (0.76)

1.70

3.08 (0.80)

0.3930대 3.06 (0.80) 3.02 (0.83)

40대 3.16(0.71) 3.08 (0.74)

학력

고졸 이하 3.01 (0.77)

0.95

2.99 (0.79)

0.25
전문대학교 3.05 (0.87) 3.02 (0.88)

대학교 3.15 (0.72) 3.07 (0.76)

대학원 3.14 (0.82) 3.07 (0.83)

재무

적

특성

월

소득

200만 미만 3.10 (0.72)

1.50

2.97 (0.76)

1.78
200만~300만 3.07 (0.78) 3.08 (0.80)

300만~400만 3.19 (0.81) 3.13 (0.79)

400만 이상 3.21 (0.75) 3.11 (0.80)

월

소비

지출

50만 미만 3.07 (0.70)

1.85

2.95 (0.80)
ab

2.95*

50만~100만 3.01 (0.81) 2.93 (0.75)
a

100만~150만 3.19 (0.71) 3.13 (0.75)
bc

150만~200만 3.18 (0.84) 3.18 (0.84)
c

200만 이상 3.18 (0.72) 3.10 (0.78)
abc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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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참여경험과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

참여경험 n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
t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참여경험

유 331 3.25 (0.78)
3.89***

무 427 3.03 (0.73)

*p<.05. **p<.01, ***p<.001

2) 크라우드펀딩 참여경험에 따른 참여의도의 차이

크라우드펀딩 참여경험에 따른 참여의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 유무에 따라 두 개의 소비자 집단으로 나누

어 집단 별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 유무에 따라 두 개의 소비자 집단으로 나누

어 집단 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의 차이도 확인하였다.

우선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참여경험에 따른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참여

의도의 차이는 <표 4-9>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설문 대상자

758명 중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331명으

로 나타났고, 참여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는 42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러

한 경험차이에 의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의 차이를 확인할 결

과,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경험이 없는

소비자보다 높은 참여의도를 보여주었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

다.

다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경험 유무에 따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의 차이는 <표 4-10>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설문 대

상자 758명 중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48

명으로 나타났고, 참여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는 61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험차이에 의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경험이 없는

소비자보다 더 높은 참여의도를 보여주었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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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경험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

참여경험 n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
t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경험

유 148 3.34 (0.72)
4.89***

무 610 2.99 (0.79)

*p<.05. **p<.01, ***p<.001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참여의도 및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참여의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크라우드펀딩 참여경험에

따라 참여의도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참여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경

험이 없는 소비자보다 보다 더 높은 참여의도를 보였다.



- 55 -

제 2 절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절에서는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규명하고

자 한다.

1.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비자들의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해 규명하고자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참여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중회귀모형은 적합하였고, 독립

변수는 종속변수에 대하여 총 45.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표 4-11>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밝히고자 실시한 중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소비자의 혁신성향, 투자성향, 내부 동기적 친 사회성향, 그리고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나타났다. 소비자의 개인적 혁신성향이 높을수

록, 투자성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내부 동기적 친 사회성향이 강할수록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참여의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보상형 크라우

드펀딩에 대한 참여의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함에 있어 펀딩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펀딩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참여의도는 높아진

다는 것을 설명한다. 소비자의 개인적 성향 중 외부 동기적 친 사회성향,

투자경험, 인구통계학적 특성, 그리고 재무적 특성은 소비자의 보상형 크

라우드펀딩에 대한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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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 영향요인

n=758

변수 변수내용 B 표준오차

소비자의 개인적

성향

혁신성향 .102** .034

투자성향 .100*** .030

사회성향
내부 .088* .038

외부 .027 .032

신뢰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신뢰
.685*** .036

투자경험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참여경험
.047 .043

주식참여경험 .023 .050

펀드참여경험 .065 .048

재무적 특성
ln월 소득 -.008 .026

ln월 소비 -.004 .032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040 .043

연령 -.002 .003

학력(대학교)

고졸 이하 -.108 .085

전문대 -.059 .063

대학원 -.007 .065

(상수) .051 .199

수정된   .454

F 42.98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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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비자들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해 규명하고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참여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중회귀모형은 적합하였고, 독립변

수는 종속변수에 대하여 총 44.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표 4-12>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밝히고자 실시한 중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소비자의 혁신성향, 투자성향 그리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

한 신뢰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나타났다. 소비자의 개인적 혁신성향이 높을수록, 투자성향이 높을수록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참여의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증권형 크라우

드펀딩에 대한 참여의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의 개인적 성향 중

친 사회성향,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경험, 인구통계학적 특성, 그

리고 재무적 특성은 소비자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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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 영향요인

n=758

변수 변수내용 B 표준오차

소비자의 개인적

성향

혁신성향 .137*** .035

투자성향 .086** .031

사회성향
내부 -.020 .041

외부 .006 .034

신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신뢰
.723*** .039

투자경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경험
.089 .058

주식참여경험 -.002 .053

펀드참여경험 .088 .050

재무적 특성
ln월 소득 -.037 .028

ln월 소비 .045 .033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023 .045

연령 -.003 .003

학력(대학교)

고졸 이하 -.074 .090

전문대 -.021 .066

대학원 .079 .068

(상수) .173 .207

수정된   .446

F 41.54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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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연구의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관련법규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보상형 크

라우드펀딩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전반적인 시장현황 및 규제에 대해

탐색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전

반적인 참여현황 및 참여의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보상형 크라우드펀

딩 및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현황 및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우선

대표적인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텀블벅’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시장규모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다음 보상형 크라

우드펀딩 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황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알아보았

다. 또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크라우

드넷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해당 시장에 대한 규제 및 소비자보

호 기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소비자 758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진행하여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크라우드펀딩 참여현황 및 참여

의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의 보상형 크라우

드펀딩 및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누적 후원금은 부단히 상승하고 있

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의 규모 역시 날이 갈수록 커지

고 있으며 펀딩 성공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시장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특화된 법

적 규제가 없고 현행 법률 및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거래의 특성상 통신판매에 해당됨으로「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해당 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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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구조, 계약관계, 청약 철회권, 제품정보의 제공방식 등 면에서 모순

되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법

적규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규제의 핵심은 크라우드펀딩 업계 및

발행 공시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더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투자자보호

장치에 대한 규제의 강화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에서는 발행인 및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둘째, 소비자들의 크라우드펀딩 참여현황 및 참여의도에 대해 알아보

고자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전체 설문대상자 758명 중 크라

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55.8%에 달하였고 그중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참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참여가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는 인스타그

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과 같은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을

통하여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교육 프로그램

이나 도서 등 교육적 수단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크라

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크라우드펀딩 참

여에 대하여 명확한 부정적인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으나 참여횟

수나 건 당 평균 투자 금액은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건 당 편균 투자금액은 증권형 크라우드펀

딩에 대한 투자금액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증권의 발행

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목

적으로 하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펀딩 사이의 거래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 크라우드펀딩 참여유무에 따른 소비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 결

과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집단의 평균 연령이 상대

적으로 낮았고, 평균 학력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에 참

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집단의 혁신성향, 투자성향, 내부 동기적 친 사

회성향, 그리고 외부 동기적 친 사회 성향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크라우드펀딩이 새로운 거래방식이자 새로운 투자방식임을 고려하

였을 때 혁신성향이 높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것을 더 쉽고 빠르게 채택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거래 및 투자에 잠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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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동반되기 때문에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집단

에서 투자성향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내부 동

기적 친 사회성향은 소비자가 내면의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선행

을 베풀고자 하는 성향이고 외부 동기적 친 사회성향은 외부 타인으로부

터 받는 인정이나 물질적인 대가의 획득을 추구하기 위해 선행을 베풀고

자 하는 소비자의 성향이다.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참여 목적에는 창의적

인 아이디어를 지녔으나 자금이 부족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응원과 지지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집단에서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내

부 동기적 친 사회성향과 외부 동기적 친 사회성향이 더 높게 나타난 것

으로 판단된다.

넷째,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의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설문대상자 758명 중 남성이 보상형 크라

우드펀딩에 대한 참여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월 평균 소비지출이 200

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소비지출이 높을수록 증권형 크라드펀

딩에 대한 참여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그런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 보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더 높은 참여의도를 보여주었고,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역시 그런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 보

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더 높은 참여의도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및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해당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보상형 및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모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해당 크

라우드펀딩에 대한 참여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 성향 중 보

상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비자의 혁신

성향, 투자성향, 그리고 내부적인 친 사회 성향으로 밝혀졌고, 증권형 크

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비자의 혁신성향과

투자성향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의 혁신성향과 투자성향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및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새로운 거래방식이

나 투자방식이라는 측면과 펀딩 자체에 위험이 동반된다는 측면에서 설

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내부 동기적 친 사회성향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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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도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순수 투자의

느낌이 강하여 펀딩 개설자를 돕고자 하는 선행의 마음이 참여의도로 이

어질 가능성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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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의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요인은 소비자의 혁신성향, 투자성향, 내부 동

기적 친 사회성향으로 밝혀졌다. 혁신성향으로 인한 보상형 크라우드펀

딩에 대한 참여의도는 소비자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여 혁신적

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선구자적 소비자의 역할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투자성향으로 인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에 대한 참여의도는 소비자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것은 해

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정 및 투자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내부 동기적 친 사회성향으로 인한 보상형 크라우

드펀딩에 대한 참여는 소비자가 해당 프로젝트 개설자를 돕고자 하는 선

행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소비자가 친 사회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즉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선구자적 소비자, 투

자자, 친 사회인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역할은 크라우드펀딩 개설자

및 크라우드펀딩 중개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선 크라우드펀딩 개

설자는 선구자적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펀딩

프로젝트의 개발과 제공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중개

인의 소비자의 투자자 및 친 사회인 역할의 이행을 도모하고자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 투자과정에 참여하고 이런 참여로

인한 뿌듯함이나 즐거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의 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둘째, 소비자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요인은 소비자의 혁신성향과 투자성향 두 가지

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자는 결국 투자자의

역할만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라우드펀딩 개설자 및 중개인에

게 시사하는 바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펀딩 프로젝트 자체의 이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과 펀딩 성공 후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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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펀딩 플랫폼에서

는 펀딩 개설자에 대한 사전심사능력을 제고시켜 능력이 있는 기업이 시

장에 남아 경쟁을 주도하는 구도를 형성하여야 한다.

셋째, 소비자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신뢰는 보상형 및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해당 결과가 시

사하는 바로는 소비자가 크라우드펀딩 참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플

랫폼에 대한 신뢰가 아주 중요하므로 결론적으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두어 어떻게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하여 소비자

의 신뢰를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탐색이 중요한 연구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이 동반되는 행동이

고 이런 위험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객관

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부족할 경우 가중된다. 그러므로 크라우드펀

딩 플랫폼은 펀딩 개설자와 후원자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를 높이기 위하여 고품질의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는 규제기관의 감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의 참여의도를 연구함에 있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

의 참여주체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인과 크라우드펀딩 후원자와 더불어 크

라우드펀딩 개설자가 있고 개설자는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설계자 및 펀딩 금액의 최종 이용자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크라우드펀

딩 개설자에 대한 신뢰 역시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

본 조사 연구대상자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크라우드펀딩 개설자에 대한 불신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라

우드펀딩 개설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펀딩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모

든 정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측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조사방법인 설문지로는 측정이 불가능할 것

으로 판단하여 참여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 소비자들의 크라우드펀딩 개설자에 대한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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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수 있는 방벙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면 보다 더 의미 있는 결

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의도를 연구

함에 있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크라우드펀딩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를 선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크라우드펀

딩이 새로운 거래방식이자 투자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한 표본채집방법으

로 합당하다고는 판단되나 전체 소비자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를 연구함에 있어

세부적인 주식펀딩과 채권펀딩에 대해서는 분류를 하지 않았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주식에 대한 펀딩과 채권에 대한 펀딩으로 나누어지는데

펀딩 보상의 방식이 모두 금전적인 대가의 제공이라 할지라도 주식과 채

권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해당 시장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네 가지 유형 중 보상형 크라우

드펀딩 및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시장현황 연구 및 소비자들의 참

여의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출형 크라우드펀

딩 및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큰 범위를 아우르는 크

라우드펀딩 시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비교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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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문내용

1

귀하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①을 답한 경우 PART 0-1 문항2 로 이동하여 설문 계속 진행.
 ②를 답한 경우 설문 대상에서 제외. 

2

귀하는 보상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보상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이란, 자금이 필요한 제작자가 크라우
드펀딩을 통하여 자금을 모집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작한 후, 펀딩
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제품을 배송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
다. 

*①을 답한 경우 PART 0-1 문항3 으로 이동하여 설문 계속 진행.
 ②를 답한 경우 설문 대상에서 제외. 

3

귀하는 증권형(지분형,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증권형(지분형,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란,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자금을 모집한 후, 이에 투자한 투자
자가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①을 답한 경우 PART A-0 으로 이동하여 설문 계속 진행.
 ②를 답한 경우 설문 대상에서 제외. 

Part 0. Screening Quesion

Part 0-1. 다음의 질문에 대해 귀하가 해당하는 것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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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①을 답한 경우 Part A-1 로 이동하여 설문 계속 진행.

②를 답한 경우 Part A-2 & Part A-3 으로 이동하여 설문 계속 진행.

Part A-1로 이동한 대상자는 Part A-2 & Part A-3 응답하지 않고 바

로 Part B로 이동.

PART A. 크라우드펀딩

Part A-0. 다음의 질문에 대해 귀하가 해당하는 것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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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문내용

1

귀하는 어떠한 계기로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까?

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② 인터넷(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③ 학교, 모임 등 교육프로그램

④ 지인 및 동료

⑤ 방송, 라디오 등 매체

⑥ 인쇄물(도서, 매거진, 홍보물 등)

⑦ 기타(__________)

2

귀하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어떤 곳에 투자를 하였습니까? 각각 몇

회 투자하였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제품이나 서비스 (__________ 회)

② 주식이나 채권 (__________ 회)

③ 현금 대출 (__________ 회)

④ 보상 없는 기부 (__________회)

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__) (__________ 회)

3
귀하가 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한 누적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 __________만 원

4

귀하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은 만족스러웠습니까?

①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만족하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Part A-1. 다음의 질문에 대해 귀하가 해당하는 것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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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사전 정보 1]

※ 크라우드펀딩이란?

☆ 군중으로부터 돈을 모은다는 뜻으로,

☆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있지만 돈이 부족한 창업가나 예술가(자금

수요자)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여 돈을 모으고,

☆ 자금 투자자는 투자의 대가로 해당 제품, 서비스, 주식, 채권 등

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 제한된 시간 안에 목표금액이 달성되어야만 투자가 이루어지고,

☆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 참여자의 투자액수는 비교적 작습니다.

Part A-2. 다음은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문 사전 정보 1]을 읽어보시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응답을

계속하여 주십시오.

귀하는 위의 Part A-2 에 제시된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설문 사전 정보 1]

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②를 선택한 응답자는 다시 돌아가, [설문 사전 정보 1]을 읽고 내용을 충

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설문을 계속하여 주십시오.

*①을 선택한 응답자는 설문을 계속 진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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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문내용

1

귀하가 기존에 생각했던 크라우드펀딩과 위의 Part A-2 에서 설명하
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은 동일한 개념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①을 답한 경우 PART A-3 문항2 로 이동하여 설문 계속 진행.
 ②를 답한 경우 설문 대상자에서 제외.  

2

귀하는 어떠한 계기로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까?
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② 인터넷(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서 제시한 
광고)
③ 학교, 모임 등 교육프로그램
④ 지인 및 동료
⑤ 방송 등 매체 
⑥ 인쇄물(도서, 매거진, 홍보물 등)
⑦ 기타(_________)

3

귀하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제공자)를 믿을 수 없어서
② 크라우드펀딩 자금 모집자와 그가 제공한 정보를 믿을 수 없어서
③ 크라우드펀딩의 펀딩(후원이나 투자) 방법이 어려워서
④ 마땅히 펀딩(후원이나 투자)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없어서
⑤ 기타(_________)

Part A-3. 다음의 질문에 대해 귀하가 해당하는 것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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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문내용

1

귀하는 보상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①을 답한 경우 Part B-1 문항2 로 이동하여 설문 진행. 
 ②을 답한 경우 Part B-2 로 이동하여 설문 진행. 

2

귀하는 보상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이 진행되는 방식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잠재적인 위험 정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
까?
① 예
② 아니요

*①을 답한 경우 Part B-3 로 이동.
 ②을 답한 경우 Part B-2 로 이동하여 설문 진행. 

Part B. 보상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Part B-1. 다음은 보상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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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사전 정보 2 ]

※ 보상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이란?

보상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은 후원자가 펀딩에 참여한 대가로 프로젝

트가 산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얻게 되는 형태입니다.

※ 보상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역할

1.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보상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하여

펀딩에 참여합니다.

2. 보상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자금 수요자가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전검증을 진행하고, 검증에 통과한 제품과 서비

스의 펀딩정보를 플랫폼에 공개하여 투자자의 참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표적인 보상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는 와디즈, 텀블벅,

오마이컴퍼니, 해피빈, 크라우디 등이 있습니다.

※ 보상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잠재적

인 위험 정보

1.보상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중개자로 자금을 모집하는 당사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품 제공을 보상해주

지 못하며 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제품은 결제 후 바로 배송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작자는 펀딩 모금이 완

료된 후 제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결제 후 약속한 배송날짜가 되어야 만 배

송이 진행됩니다.

3.펀딩이 성공하여도 제작자의 사정으로 하여 발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4.제품을 받은 후 교환, 환불, A/S 등은 플랫폼이 아닌 제작자와 연락하

여 해결해야 합니다.

Part B-2. 다음은 보상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문 사전 정보 2]를 읽어보시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응답을

계속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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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Part B-2 에 제시된 보상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설문

사전 정보 2]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②를 선택한 응답자는 다시 돌아가, [설문 사전 정보 2]를 읽고 내용을 충

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설문을 계속하여 주십시오.

*①을 선택한 응답자는 Part B-3 로 이동하여 설문을 계속 진행하여 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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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문문항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동의

하지

않는

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나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이익을 최대로

보장해주고자 한다.

2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내가 필요로 한다면 최선을 다하여 나

를 도와줄 것이다.

3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자신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나의 참여

만족과 행복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4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와

의 거래는 믿을만하다.

5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정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약관이나 약속을 잘 준수할 것이다.

7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다.

8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중개서비스를 제

공한다.

9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자금 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중개

자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한다.

10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크라우드펀딩 분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역량이 충분하고 능숙하다.

11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크라우드펀딩 분야에 있어 전문가이다.

Part B-3. 다음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귀하의 생각

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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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문문항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동의

하지

않는

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여 제품이

나 서비스에 투자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

2

제품이나 서비스 제작을 위한 보상형 크

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도울 의향이 있

다.

3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다른 사람에게 추

천할 의향이 있다.

4
가까운 시일 내에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기 위해 실제로 노력할 것이다.

No. 설문문항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동의

하지

않는

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것은 불

확실성과 위험이 존재한다.

2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것은 돈

을 사용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3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여 충분한

금전적 가치를 얻지 못할까봐 걱정된다.

4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여 보상으

로 받게 되는 제품의 품질이 기대와 다를

까봐 걱정된다.

Part B-4. 다음 질문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

시오.

Part B-5. 다음 질문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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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문내용

1

귀하는 증권형(지분형,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

까?

① 예

② 아니요

*①을 답한 경우 파트 Part C-1 문항2 로 이동하여 설문 진행.

②을 답한 경우 파트 Part C-2 로 이동하여 설문 진행.

2

귀하는 증권형(지분형,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진행방식과 잠재적인 위

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①을 답한 경우 Part C-3 로 이동.

②을 답한 경우 Part C-2 로 이동하여 설문 진행.

Part C. 증권형(지분형,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Part C-1. 다음은 증권형(지분형,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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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사전 정보 3 ]

※ 증권형(지분형,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란?

증권형(지분형,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후원자가 펀딩에 참여한 대가로 주식

이나 채권을 얻게 되는 형태입니다.

※ 증권형(지분형,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역할

1.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증권형(지분형,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

하여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증권형(지분형,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제안내용 등과 같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사전검증을

진행하고, 검증에 통과한 기업의 투자설명서를 비롯한 펀딩정보를 플랫폼에

공개하여 투자자의 참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표적인 증권형(지분형,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는 와디즈, 오

픈트레이드, 오마이컴퍼니, 크라우디 등이 있습니다.

※ 증권형(지분형,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잠재적인 위험 정보

1.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중개자로 자금을 모집하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투

자손실의 위험을 보전하거나 보상해주지 못하며 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비상장기업 투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큽니다.

3. 비상장기업의 주식 환금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4. 비상장기업의 주식 배당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5.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Part C-2. 다음은 증권형(지분형,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문 사전 정보 3]을 읽어보시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응답을

계속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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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위 Part C-2에 제시된 증권형(지분형,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설문 사전 정보 3]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②를 선택한 응답자는 다시 돌아가, [설문 사전 정보 3]을 읽고 내용을 충

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설문을 계속하여 주십시오.

①을 선택한 응답자는 Part C-3 으로 이동하여 설문을 계속 진행하여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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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문문항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동의

하지

않는

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나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이익을 최대로

보장해주고자 한다.

2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내가 필요로 한다면 최선을 다하여 나를

도와줄 것이다.

3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자신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나의 참여 만

족과 행복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4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와의

거래는 믿을만하다.

5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정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약관이나 약속을 잘 준수할 것이다.

7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다.

8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중개서비스를 제공

한다.

9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자금 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중개자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한다.

10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크라우드펀딩 분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

어 역량이 충분하고 능숙하다.

11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는

크라우드펀딩 분야에 있어 전문가이다.

Part C-3. 다음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귀하의 생각

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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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문문항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동의

하지

않는

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여 스타트

업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싶

은 의향이 있다.

2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도울 의향이

있다.

3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다른 사람에게 추

천할 의향이 있다.

4
가까운 시일 내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기 위해 실제로 노력할 것이다.

No. 설문문항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동의

하지

않는

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것은 불

확실성과 위험이 존재한다.

2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것은 돈

을 사용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3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여 충분한

금전적 가치를 얻지 못할까봐 걱정된다.

4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여 얻게 되

는 주식의 수익이 기대와 다를까봐 걱정

된다.

Part C-4. 다음 질문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

시오.

Part C-5. 다음 질문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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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문문항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동의

하지

않는

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나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새로운 제품을

이용하는 편이다.

2

나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새로운 제품을

받아드리고 이용함으로 하여 혜택을 받는

편이다.

3
나는 새로운 제품의 테스트 과정에 참여

하는 편이다.

4 나는 유행을 선도하는 편이다

5
나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추구하는 편

이다.

No. 설문문항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동의

하지

않는

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 수익성 보다는 안

정성을 고려한다.

2 주식투자보다는 은행저축을 주로 한다.

3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원칙은 ‘원

금보존’ 이다.

4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일시적

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5
조금은 위험하더라도 수익률이 높으면 기

꺼이 투자를 한다.

Part D. 개인적 성향

Part D-1. 다음 질문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

시오.

Part D-2. 다음 질문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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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문문항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동의

하지

않는

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나 스스로가 전

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낀

다.

2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나 스스로가 전

보다 유용한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3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나 스스로가 전

보다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

낀다.

4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즐거움을 느낀

다.

5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선행을 베풀었

다는 기분과 보람을 느낀다.

6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더 많은 찬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7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8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다른 사람들에

게 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9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감사의 보상을

받기를 기대한다.

Part D-3. 다음 질문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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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문내용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남 ②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고졸 이하 ②전문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③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학생 ②전업주부 ③자영업 ④전문직 ⑤경영/관리직 ⑥사무직

⑦판매/서비스직 ⑧노동/생산직 ⑨무직 ⑩기타 (구체적으로_____)

5
세금을 제외한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월 평균 _____만원

6
귀하의 월 평균 소비 지출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

월 평균 _____만원

7

귀하는 주식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①을 선택한 응답자만 E-1, 8번 문항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②를 선택한 응답자는 E-1, 9번 문항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8

귀하는 주식투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①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만족하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9

귀하는 펀드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①을 선택한 응답자만 E-1, 10번 문항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②를 선택한 응답자는 설문종료.

10

귀하는 펀드투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①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만족하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Part E. 일반적 특성

Part E-1. 다음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설문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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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sumers’

participation intention in

rewards-based and

investment-based crowdfunding

Hong Liu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rowdfunding is a new way of trading and investing. It provides

the funding creators with an easy and secure way to obtain funding

from the general public, while the funding sponsors could get

innovative products or services which do not exist in the market,

extra benefits such as price discounts, or higher returns than other

financial products. Crowdfunding could lead to a virtuous cycle of

social resources. However, considering the high risk of crowdfunding,

the crowdfunding market must be based on proper regulations for

protecting consumers.

Therefore, this study first explored the overall market and

regulation of rewards-based crowdfunding and investment-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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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dfunding. Then according to the survey, it examined the

consumers' participation in the crowdfunding market and participation

intention to the rewards-based and investment-based crowdfunding

market.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articipation intention of rewards-based and investment-based

crowdfunding. Finally, this study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although the market size of rewards-based crowdfunding and

investment-based crowdfunding is growing day by day, the

rewards-based crowdfunding does not have specific legal regulations

for it, while the investment-based crowdfunding is regulated through

the Capital Markets Act.

Second, according to the survey, there are 55.8% of the 758

respondents had participated in crowdfunding, and the rewards-based

crowdfunding is most popular. At the same time, Social Network

Service(SNS) plays an essential role in crowdfunding.

Third, the consumer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crowdfunding are

younger and more educated than those who had not. Meanwhile, they

also show a higher innovation tendency, investment tendency, and

social man tendency.

Forth, men show higher intention to participate in rewards-based

crowdfunding than women. Consumers with more average monthly

spending show higher intention to participate in investment-based

crowdfunding, but it is limited to consumers with average monthly

spending less than 200 million won.

Finally, the factors that influence consumer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rewards-based crowdfunding are consumers' innovation tendency,

investment tendency, inherent social man tendency, and trust in

rewards-based crowdfunding platforms. Meanwhile, the factors that

influence consumer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investment-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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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dfunding are consumers' innovation tendency, investment

tendency, and trust in investment-based crowdfunding platforms.

According to the conclusions abov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the crowdfunding market. First of all,

consumers participating in rewards-based crowdfunding play the role

of lead consumers, investors, and social men. So, as a way to

revitalize the rewards-based crowdfunding market, funding creators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providing innovative and creative

projects, and funding platforms should provide the funding supporters

a better way to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and investment process

of the funding project. Then, consumers participating in

investment-based crowdfunding play the role of investors. In order to

increase consumer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investment-based

crowdfunding marke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profit

rate of the funding project. It could be realized by increasing the

success rate of the investment-based crowdfunding and ensuring

stable management after funding. So, the funding platforms should

improve the ability to pre-screen the funding creators and make sure

that only competent creators remain in the market. In the end, since

trust in crowdfunding platforms influence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rewards-based and investment-based crowdfunding, the

platforms should solve th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 between

the funding creators and supporters.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supervise the platforms' performanc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study the effect of consumers' trust

in crowdfunding creators. Besides, investment-based crowdfunding

could be divided into different types, so it is necessary to conduct

more detaile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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