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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금을 모으는 방법 중 하나인 크라우드펀딩이 주목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업체를 통해 불특정 일반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1]

[2][3].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소액 투자자와 

중개업자가 크라우드펀딩에 보다 자유로운 투자와 자금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였다.

이법의 시행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금개설과 투자가 이루어져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크라우드펀딩을 위해서는 펀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을 것이며, 펀딩 주체의 내부 입장에서는 성과, 경영진의 관심, 의사소통 등이 성공 요소[4]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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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July, 2015,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passed 'Act on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s,' and therefore, it was expected 
that the crowd funding would be activated owing to a variety of fundraisings and investments. Hence, for the success of the cro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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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UTAUT) and their perceived risks on the crowd funding participants' intentions as well as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attitudes; the core variables of UTAUT were performance expectancy, perceived risk, facilitating conditions, 
social influence, and the lik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such facilitating conditions as performance expectancy and social influence 
would affect crowd funding participants' intention positively, but that effort expectancy and perceived risk woul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ir intention.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tes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attitudes, it was found that performance 
expectancy and social influence would hav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n participants'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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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크라우드 펀딩의 참여 동기나 기대 수준 등 마케팅 

관점이나 소비자행동의 관점에서 아직 규명된 것이 많지 않으므로 

학술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연구되고 있는 많은 이론 중 통합기술수용이론(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 UTAUT)은 정보기술의 

사용자 수용행위를 설명하는데 매우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기술수용모델로서 특히, 신기술과 신제품의 출현이 빠른 정보 

시스템(Information System) 분야에서 기술수용이론(Technology 

Acceptance Model : TAM)보다 적합한 기술수용모형으로 

채택되고 있고, 정보기술 및 모바일 금융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 조건, 인지된 위험성 등이 

기술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5].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대 수익, 인지된 위험, 촉진조건, 사회적 

영향과 같은 통합기술수용 모델 핵심 변수들과 인지된 위험이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였으며, 

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통합기술수용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를 설계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설계한 

연구 설계 결과들을 도출하여 이들을 분석하고 마지막 5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향후 연구방향을 기술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통합기술수용 이론

통합기술수용이론은 신기술 수용 및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ncy), 노력기대

(effort expectancy),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 그리고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을 제시하였는데 사용의도나 

행위에 대해 기술수용이론보다 더 높은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이에 따라 새로운 정보기술의 사용자 수용 연구에 

통합기술수용이론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기술수용이론의 대표적인 

핵심 변수로서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성과 기대 (Performance 

Expectancy)이다. 성과기대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이 자신의 

직무성과에 이익을 얻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는 정도로 

정의한다[7]. 둘째, 노력 기대(Effort Expectancy)이다. 노력기대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관련하여 인지된 용이성의 정도라고 

설명된다. 즉, 기존 IT관련 이론에서 인지된 사용 용이성, 복잡성 

등의 구성차원이 노력기대와 일치한다. 셋째, 사회적 영향 (Social 

Influence)이다. 사회적 영향은 사용자가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도라고 규정한다. 넷째, 촉진조건 (Facilitating Conditions)이다. 

촉진조건은 시스템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이며 시스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적이고 기술적인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믿는 정도라고 정의한다. 

2.2 인지된 위험성

인지된 위험성과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로 Featherman et al.은 

전자지불에 대해 위험을 성능 미달, 개인정보유출, 재무적 손실의 

위험으로 구분하고 위험을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위험이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인지된 위험이 

중요한 억제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이 후에는 인지된 위험을 온라인 

서비스 이용으로 원하는 결과를 추구하는데 부수되는 손실에 대한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사용자들은 성능, 시간, 정보유출, 심리적·

재무적 위험의 영향을 받으며 이런 위험은 기술수용모델의 

사용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8]. 침입탐지시스템[9]은 

인지된 위험성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2.3 태도 및 참여의도

태도는 세 가지 하위 요소, 즉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하위 요소들은 각각 지식, 정보, 가치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거나 변화되고, 또 변화된 태도의 결과는 다시 

행동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기술수용이론의 4대 핵심변수인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인지된 위험 등의 

요인이 크라우드 펀딩 참여의도에 미치기까지 태도가 매개변수의 

역할을 한다고 보며, 단일차원의 태도보다는 다차원적인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참여자 관점에서의 태도를 확인하기에 유리할 

것이라 판단되어 다차원적인 태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1. 통합기술수용이론 모형
Fig. 1.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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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참여 의도는 실현 가능성, 가치, 사용자 정보 만족, 

사용자 관여, 사용자 만족 등과 같은 요인보다 더 강력하게 시스템 

사용 여부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7]. Kim et al. (2010)은 

모바일 지불 시스템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개인의 

혁신성, 모바일의 이동성, 편리성, 접속성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10] 

이태민과 전종근(2004)은 모바일 상거래 수용 의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모바일의 특성 중 편재성과 이동성을 결합시킨 유비쿼터스 

접속성, 위치확인과 개인 식별을 결합시킨 상황기반 제공성을 

개념화했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기술 수용 모델에 적용한 결과 

지각된 유용성, 유비쿼터스 접속성, 상황기반제공성이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11].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에 기반 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합기술수용 

모델의 핵심변수 4가지(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와 인지된 위험 그리고 태도와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기대 수익, 인지된 위험, 촉진조건, 사회적 

영향력과 같은 통합기술수용 모델 핵심 변수들과 인지된 

위험이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및 태도의 

매개효과검증을 위해 통합기술수용모델, 주가지수와 주식예측에 

관한 선행연구[12], 환경위험도 평가 개념 모델[13] 등을 참조하여 

그림 2와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2. 연구 모형
Fig. 2.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설정

통합기술수용이론(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 UTAUT)은 정보기술의 사용자 수용행위를 

설명하는데 매우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기술수용모델로서 특히, 

신기술과 신제품의 출현이 빠른 정보 시스템(Information System) 

분야에서 기술수용이론(Technology Acceptance Model : TAM)

보다 적합한 기술수용모형으로 채택되고 있고, 정보기술 및 모바일 

금융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 

조건, 인지된 위험성 등이 기술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크라우드펀딩 성과 기대는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크라우드펀딩 노력 기대는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크라우드펀딩 사회적 영향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크라우드펀딩 촉진 조건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크라우드펀딩 인지된 위험성은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술수용모델에 따르면 태도는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선행연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14]. 또 유용성, 용이성 인식 

변인과 함께 태도가 이용의도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태도는 

크라우드펀딩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H6: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태도는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특별한 행동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을 높여주는 행동의도와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15].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노인에 대한 태도연구에서도 태도는 

중요요인이다[16]. 태도는 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중시되고 있다

[17].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에서도 개인의 태도가 참여의도에 주는 

변수들의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7: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인지된 

위험성이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태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선행이론을 참고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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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설문조사는 예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가능성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9월 12

일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 약 25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463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응답 23부를 제외한 440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태도 및 참여의도 

구성요소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중항목식 측정방법(Likert scale)

을 이용했으며, 각 문항은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수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

(Cronbach alpha) 값을 통해 신뢰성을 확인하였으며,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태도, 참여의도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위해 공분산구조모형(covariance structural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이라고 하기도 한다.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0과 AMO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4. 분석결과

4.1 응답자 특성 및 크라우딩펀딩 참여 실태

전반적인 응답자의 특성 중 성별에서는 남성이 327명 74.3%로 

여성 25.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40대가 33.2%, 30대

(21.6%), 50대(20.9%), 20대(19.5%)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학사가 가장 많은 49.3%를 차지하였으며 대학원이 31.1%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학사 이상이 80.3%의 비중을 보였다. 거주지는 

서울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관리직인 경우가 

35.9%로 높게 나타났으며 월수입은 300-499만원인 경우가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크라우드펀딩 참여 실태를 분석한 결과, 크라우드 펀딩 

참여여부에서는 참여해 본 경우가 25.9%로 나타나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크라우드 펀딩 참여

(미참여자는 예정)금액은 200만원 이하가 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로는 

사업아이템(54.8%), 수익률(23.9%) 순으로 나타났다. 

크라우드 펀딩 투자회수기간은 1-2년이 가장 많은 35.9%를 

차지하였고 7-12개월 미만이 그 다음으로 많은 27.7%를 차지하였다. 

4.2 측정변수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측정변수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²=938.085, df=297, p=.000, TLI= 

0.913, CFI= 0.927, GFI=0.861, RMSEA=0.07로 나타나 충족되었다. 

일반적으로 RMSEA는 0.08 이하, NFI, CFI, GFI, TLI 등은 0.9

이상이면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18]. 신뢰도 분석결과 변수의 

Cronbach's Alpha값은 모두 0.7이상으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4.3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모델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구조방정식 모형의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Table 1. Manipulative Definition of the Variables

Cat. Details Preceding studies

Performance 
expectancy

Expectancy of a better 
investment services 

by participating in the 
crowd funding

Venkatesh et al.(2013), 
Park Il-soon et 

al.(2012), 
Chung Hyun-min 

(2015)

Effort 
expectancy

Expectancy of an easy 
crowd funding

Venkatesh et al.(2013), 
Park Il-soon et 

al.(2012), 
Chung Hyun-min 

(2015)

Social 
influence

Level of the perception 
of neighbors' belief in 

the crowd funding

Venkatesh et al.(2013), 
Park Il-soon et 

al.(2012), 
Chung Hyun-min 

(2015)

Facilitating 
Conditions

Belief in an 
environment of 

supporting participants 
in the crowd funding

Venkatesh et al.(2013), 
Park Il-soon et 

al.(2012), 
Chung Hyun-min 

(2015)

Perceived 
risks

Concern about the 
possible leak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with regard 
to the crowd funding 

services (hacking, 
deposit risk, etc.)

Ram(1987), Yu Pil-
hwa et al.(1994), 

Lee Kyung-guen et 
al.(2009)

Attitude
Positive attitudes such 
as good feeling of the 

crowd funding

Venkatesh et al.(2013), 
Park Il-soon et 

al.(2012), 
Chung Hyun-min 

(2015)

Intention of 
participation

Will to use the crowd 
funding service and 

recommend it to his or 
her neighbors

Venkatesh et al.(2013), 
Park Il-soon et 

al.(2012), 
Chung Hyun-m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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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를 검정하였다. 본 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552.817, 

자유도=172, 유의수준=0.000, GFI=.892, CFI=.945, NFI=.923, 

RMSEA=.071의 수치로 나타났다. GFI가 .892로 권고수준인 0.9

에 근접하고 있으며, CFI가 0.9 이상인 0.945이고 NFI가 0.923이다. 

RMSEA는 0.071인데 권고기준은 0.08이하이므로 수용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모델의 적합도
Table 2. Fitness of the Model 

X2 p DF GFI RMSEA NFI CFI

552.817 0.000 172 0.892 0.071 0.923 0.945

본 논문은 크라우드펀딩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연구가설을 

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작을 때(p<a=0.05) 또는 t 통계량이 

임계치보다 1.96보다 클 경우 채택하는 기준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성과기대는 표준화된 경로계수 0.265, 

임계치 3.194, 유의확률 0.01로 성과기대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α=0.05). 사회적 영향은 표준화된 경로계수 

0.420, 임계치 5.719, 유의확률 0.000으로 사회적 영향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α=0.05). 촉진조건은 표준화된 

경로계수 0.200, 임계치 2.796, 유의확률 0.005으로 촉진조건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α=0.05). 태도는 

표준화된 경로계수 1.177, 임계치 21.185, 유의확률 0.000으로 

태도가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α=0.05). 

그러나 노력기대는 표준화된 경로계수 0.114, 임계치 1.541, 

유의확률 0.123으로 노력기대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α=0.05). 또한 인지된 위험성은 표준화된 경로계수 

0.008, 임계치 .378, 유의확률 0.705로 인지된 위험성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α=0.05). 

분석결과, 투자 수익률 등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고 촉진조건 및 

사회적 영향이 높아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가설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과기대는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1, 사회적 

영향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3, 촉진조건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4, 태도는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림 3.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Fig. 3. Results of Analyz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표 3. 분석결과
Table 3. Results of Analyzing the Estimates

Variable Path Variable Estimate S.E. C.R. P

performance 
expectancy

→ attitude .274 .083 3.301 ***

effort 
expectancy

→ attitude .114 .074 1.541 .123

 social 
influence

→ attitude .420 .073 5.719 ***

facilitating 
condition

→ attitude .200 .072 2.796 .005

perceived risk → attitude .008 .020 .378 .705

attitude →
intention of 
participation

1.177 .056 21.185 ***

* p<0.05, ** p<0.01, *** p<0.001

표 4. 매개효과 분석 결과
Table 4.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s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erformance 
expectancy

→ attitude .262* .262*

→
intention of 
participation

.060 .265* 0.325*

attitude →
intention of 
participation

1.012** 1.012**

effort 
expectancy

→ attitude .163 .163

→
intention of 
participation

-.046 .165 0.119

social 
influence

→ attitude .455** .455**

→
intention of 
participation

.011 .460** 0.471**

facilitating 
condition

→ attitude .089 .089

→
intention of 
participation

.258** .090 0.348**

perceived 
risk

→ attitude .011 .011

→
intention of 
participation

-.014 .011 -0.003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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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6이 채택되었다.

매개효과분석은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bootstrapping방법을 이용하였다. 

효과분해를 통한 매개효과 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과기대가 참여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60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간접효과는 .26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성과기대와 태도와의 직접효과와 관련하여 태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태도가 성과기대가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태도에 의하여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7-1은 채택하였다. 

즉, 성과기대가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태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가설 H7-1과 사회적영향이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태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가설 H7-3

은 채택되었고 노력기대가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태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가설 H7-2와 촉진조건과 인지된 

위험성이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태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가설 H7-4, H7-5는 기각되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의 결과는 학술적으로 소비자의 역할이 단순한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에서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참여 방법이 

생겨났으며 소비자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선행요인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즉,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이타적인 형태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은 그들이 생각한 성과기대, 촉진조건, 

사회적 영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회적 영향이 높을수록, 촉진조건이 우수할수록 성과기대가 

높을수록 소비자들의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는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인지된 위험이 높을수록 

태도 및 참여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소액 즉 200만원 이하로 투자하는 경우가 60%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소액투자에 참여하고 있어서 위험에 대한 지각이 낮다고 

해석된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영향 요인을 확인한 점은 향후 학술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적 성격이 강하면서도 자선적 의미 

또한 포함하기도 하므로 이와 같은 참여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향후 연구 확장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다보니 기부/후원형, 

지분투자형, 대출형의 세부적인 크라우드 펀딩 유형별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크라우드 펀딩 유형별로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후원/보상형, 대출형,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차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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