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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Due to advance in Internet technology, most tourists tend to search travel information in the Online

Travel Communities(OTC). Given this new paradigm in terms of finding travel information, most of relevant

studies in this area are still dealt with explaining tourists' behaviors regardless of the types of

communications. Therefore, to overcome some limitations in previous studies, we attempt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both formal and informal communications and tourists' behavioral changes in the OTC

context. Specifically, we developed a research model by employing the PPM(push-pull-mooring) framework

and tested it to understand why and how tourists' behaviors might be changed. Survey data collected from

323 online tourists were used to test the model the model using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implications of our empirical findings for both research and practice are discussed.

Keywords： Online Travel Community, Smart Tourism, Push-Pull-Mooring, Communication Types,

Behavioral change

Ⅰ. 서론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여행상품은 사전에 예측이 

어렵다는 특성으로 인해, 구매에 따른 위험성이 상대

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Tan and Chen, 2012).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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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상품 구매에 따른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최근

의 관광객들은 여행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탐색하여 해당 여행상품에 대한 구입을 결정하고 있

다(정희진 등, 2011; 황영현 · 김성진, 2006; Kim et

al., 2007). 특히, 이들은 관광지식을 찾는데 있어, 온

라인 여행 커뮤니티(Online Travel Community: OTC)

를 원천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Kim et al.,

2007; Wang and Fesenmaier, 2006). 즉, 관광에 있어

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습득이 일상화된 스마트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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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tourism) 환경에서 사용자들은 여행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공간으로 OTC를 활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Ku, 2012). OTC는 이용자들이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

누며 관계를 형성하고 관광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가

능케 했다(Lee et al., 2012). 특히 OTC가 관광지식 

활용의 공간으로 고려되면서, 관련 연구에서는 OTC

참여혜택(Chung and Buhalis, 2008; Wang and

Fesenmaier, 2004), 정보공유 및 탐색(Lee et al.,

2012; Tan and Chen, 2012), 온라인 리뷰(Lee et al.,

2011), 구전효과(Arsal et al., 2008) 등의 다양한 OTC

이용자 행동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OTC 이용자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용자들이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OTC에서 관광지식 관련 

커뮤니케이션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Dittrich and Giuffrida, 2011). 첫 번째 형태는 비공식 

커뮤니케이션(informal communication)으로, 주로

OTC에서 댓글이나 쪽지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게시글의 댓글이나 게시자와의 직접적인 쪽지

(인스턴트 메시지) 등을 통해서 관광지식을 확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형태는 공식 커뮤니케이션

(formal communication)의 경우로, 이 경우 주로 게시

판 양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에 의해서 이루어진

다. 예를 들어, 관광객들은 OTC를 통해 관광지식을 

공식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표현하고, 이렇게 공식화된 

정보들은 또 다른 이용자들에게 관광정보를 탐색하는

데 유용한 정보의 원천으로 활용된다.

잠재 관광객들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커뮤니케이

션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관광지식을  확보

하고 있으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OTC 내에

서 자신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Qu

and Lee (2011)는 관광객의 행동 변화는 OTC 내 정

보의 가치를 고려하여, 관광객 스스로가 행동을 수정

하는 것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는 OTC에서 잠재 관

광객들이 공식 커뮤니케이션과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에 방법으로, 관광정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

에 궁극적으로 이들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맥락에서, 일부 OTC 연구에서는 이용자 행동

을 수동적 사용자와 적극적 사용자로 구분하기도 한

다(Kozinets, 1999; Langerak et al., 2003; Wang and

Fesenmaier, 2004; Qu and Lee, 2011). 수동적 사용자

는 OTC 내에서 참여와 관찰만을 행하는 소극적 사용

자를 의미하며, 적극적 사용자는 OTC 내에서 타인과 

활발히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의 정보를 게시하는 능

동적 사용자를 의미한다. 구성원의 자발적 행동으로 

OTC의 성공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소극적 사

용자는 다른 사용자에 무임승차(free riding)를 하는 

등 OTC 발전에 장애물로 간주될 수도 있다(Wang

and Fesenmaier, 2004; Qu and Lee, 2011).

종합해 보면, OTC 내에서 관광객들은 수동적 혹은 

적극적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관광정보

를 공식적 또는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통해서 

획득할 수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사용자의 행동 변화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OTC 내 행동 변화

가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

는지,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어떠한 요

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

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객들의 OTC 행동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OTC 행동 변화의 결정요

인으로,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던 OTC 커뮤니케

이션 유형을 공식과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고려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시된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어떠한 OTC로의 전환결정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광지식 활용 방

식에 OTC로의 행동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준거이론

으로서, Push-Pull-Mooring(이하 PPM)을 제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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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Bansal et al., 2005; Hsieh et al., 2012 등).

PPM의 기본 가정은 전환이나 행동 변화에 있어 다음

의 세 가지 결정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본래 서

비스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로 이

동을 하게 하는 요인인 Push 요인, 새로운 서비스의 

매력적 요소로 인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요인인 Pull

요인, 그리고 이용자의 개인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요인인 Mooring 요인이 그것이다. PPM의 기본 가정

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OTC 관련 관광지식 이

용의 맥락에서 관련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를 PPM의 

구성요인에 적용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

구에서는 Push 요인을 OTC 사용의 상대적 복잡성으

로, Pull 요인을 보상으로, Mooring 요인을 사생활 노

출 염려로 고려하였으며, 해당 요인들은 OTC 내 커

뮤니케이션 형태들을 매개하여, OTC 이용자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PPM를 토대로 도출된 요인들인 지각된 복잡

성(Push), 보상(Pull), 사생활 노출 염려

(Mooring)가 OTC 내 관광지식 확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둘째, OTC 내 관광지식의 공식 커뮤니케이션과 비

공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용자의 지각이 

이용자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상기 제시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연

구모형을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가 OTC의 사

용자의 행동 변화에 무엇이 중요한 지를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Push-Pull-Mooring 모형

Push-Pull-Mooring(PPM)은 인간의 이주를 설명하

는 패러다임으로 소비자의 전환행동을 설명해왔다.

즉, PPM은 한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 전환하는 소

비자의 이동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이다(Bansal

et al., 2005). 이 PPM은 Push-Pull 패러다임에서 파생

되었고 이 패러다임은 인간의 이주를 Push 요인과 

Pull 요인으로 설명한다(Hsieh et al., 2012; Lewis,

1982). Push 요인은 원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

하게 만드는 요인이며 Pull 요인은 새로운 장소로 이

끌게 하는 새로운 장소와 관련된 요인이다(Bansal et

al., 2005; Lewis, 1982). 그러나 이러한 Push-Pull 패

러다임은 설득력 있는 모형이지만 소비자의 전환행동

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Bansal

et al., 2005; Hsieh et al., 2012). 이에 Lee(1966),

Logino(1992) 등의 연구자들은 사회적, 개인적 상황을 

‘개입 장애요인(intervening obstacles)’, ‘Mooring’이라

는 요인으로 고려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Moon(1995)

은 이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Push-Pull 모형에 

Mooring을 적용하였다(Bansal et al., 2005).

PPM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Push 요인은 원래 거주지로부터 사람들을 이동하

게 만드는 요소로 본래의 장소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

이다(Bansal et al., 2005; Moon, 1995). 즉 기존의 서

비스에서 새로운 서비스로 이동하게 만드는 기존 서

비스의 부정적 요소로, 기존 연구에서는 기존 서비스

의 품질 등과 관련된 요소로 파악했으며 이 부정적 

요소는 전환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예,

Bansal et al., 2005; Hou et al., 2011; Hsieh et al.,

2012; Zengyan et al., 2009). 반대로, 전환행동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고려하여 Push 요인을 기존 방

법의 편리성으로 살펴보기도 했다. 반면 Pull 요인은 

새로운 서비스로 사람들을 이끌게 하는 긍정적인 요

소로 새로운 서비스의 매력적인 요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Bansal et al., 2005; Dorigo and Tobler, 1983;

Moon, 1995).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는 Pull 요인

을 대안의 매력성이나 즐거움, 상대적 유용성 등으로 

보았다(예, Bansal et al., 2005; Hou et al., 2011;

Hsieh et al., 2012; Zengyan et al., 2009). 마지막으로 

Mooring은 전환행동에서 상황과 관련된 요소로 기존 

연구에서는 Mooring 요인을 전환 비용, 사회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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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대한 태도, 지난 행동, 다양성 추구 경향 등으

로 살펴보았다(예, Bansal et al., 2005; Hou et al.,

2011; Hsieh et al., 2012; Zengyan et al., 2009). 이처

럼 PPM은 사용자의 전환 행동을 규명하는데 있어,

유용하고 적절한 관점을 제공한다(Hou et al., 2011).

한편, PPM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SNS),

MMORPG(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등의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다양하게 적용된 바 

있다. Zengyan et al.(2009)은 SNS에 대한 연구에서 

Push 요인으로 불만족(기술 품질 불만족, 정보품질 불

만족, 커뮤니티 지지 불만족, 회원 정책 불만족), Pull

요인으로 매력성(대안 매력성, 동료 영향), Mooring 요

인으로 전환비용(설치 비용, 유지 비용)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불만족과 매력성이 전환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전환비용은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PM를 

MMORPG 환경에서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Hou et

al.(2011)의 연구는 Pull 요인(대안의 매력성)과 Mooring

요인(낮은 전환비용, 약한 사회적 관계, 고 다양성 욕

구, 성공적인 이전 전환 경험)은 전환의도에 각각 긍정

적,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Push 요인(저 쾌락, 저 만

족, 불충분한 참여자에 대한 인식)은 전환의도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sieh et al.(2012)

은 블로그에서 페이스북으로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 

PPM를 활용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Push 요인

(약한 연결, 글쓰기에 대한 염려), Pull 요인(즐거움, 상

대적 유용성, 상대적 편리성), Mooring 요인(전환비용,

지난 경험)들이 각각 전환의도를 매개로 실제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고려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OTC 내 관광객의 행동 변화를 설명

하기 위해, PPM의 개념적 틀에서 관련된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Bansal et al., 2005). 우선,

OTC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수동적 사용에

서 적극적 사용으로 전환하려는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Push 요인은 본래의 장소에 대

한 부정적인 요소이며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복잡성

을 OTC에서 기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

소로 고려하였다. 이 상대적 복잡성은 정보시스템 채

택 및 사용에 있어서 부정적 요소로 고려되며(Chun

et al., 2012; Parra-López et al., 2011; Yoo and

Gretzel, 2008), OTC에서 정보를 올리려는 등의 적극

적 사용은 관찰에 비해서 과정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방법이 더 쉽기 때문에) OTC를 적극적으로 사

용하지 않으므로 OTC의 상대적 복잡성을 Push 요인

으로 고려하였다. 반대로 Pull 요인은 새로운  서비스

로 사람들을 유도하는 매력적인 요소이며 OTC를 이

용할 때, 유명성과 같은 보상을 받는 것은 OTC를 적

극적으로 사용하게 된다(Donath, 1999; Park and

Chung,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ull 요인으로 

보상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Mooring 요소는 전

환행동에서 상황과 관련된 요소이므로 OTC에서 행동 

변화와 관련된 요소로 생각할 수 있다. 기존 여러 연

구에서는 OTC에서 사용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생활 노출을 고려하며(예, Parra-López et

al., 2011; Lee et al., 2011), 이 사생활 노출에 대한 

염려가 적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OTC에 참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생활 노출 염려와 같은 상황은 다

른 OTC로의 전환행동을 야기하는 요소로 고려되기 

때문에 Mooring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2. OTC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지식관리 관점에서 OTC 내에서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여행정보는 크게 암묵지(Tacit knowledge)와 형

식지(Explicit knowledge)로 구분할 수 있다(Polanyi,

1967). 과거 Polanyi(1967)의 연구에 의하면, 암묵지는 

조직 내에서 그룹이나 개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획득할 수 있는 지식으로 체계화되기 어려워 소유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지식인 반면에, 형식지는 서류,

파일 등의 형태로 쉽게 체계화할 수 있는 지식으로 

구분한 바 있다(Cooper, 2006). 특히, 지식의 전달 방

식을 고려할 때, 암묵지는 급한 체계(eme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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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TC 내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의 예(댓글과 쪽지)

[그림 2] OTC 내 공식 커뮤니케이션의 예(게시판의 글)

mechanisms)를 통해서 전달되는 반면에 형식지는 숙

고의 과정(Deliberate mechanisms)을 통해서 이루어지

기도 한다(Reychav and Weisberg, 2009). 또한 참여

의 정도에 따라 암묵지는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이루

어지며 형식지는 체계화되어 공식적이며 시스템적인 

언어로 전달된다는 특징이 있다(Dhanaraj et al.,

2004). 결국, 지식의 전달방식이나 참여정도에 의해서 

지식을 암묵지나 형식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 방식은 OTC에서 이용자들 간의 커뮤니

케이션 유형에 의해서도 설명 가능하다. 커뮤니케이션

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OTC내 목표를 달성하고자 

행해지는 모든 의사소통으로 정의될 수 있다(박재성 

등, 2009). 조직과 관련된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은 

프로젝트 성과, 혁신능력 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정천수 · 안현철, 2012; 전동철 · 홍아정, 2012),

특히 Kim and Benbasat(2012)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

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OTC에서는 공식 혹은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식의 탐색이나 창출이 이루

어짐을 제시한 바 있다.

공식 혹은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대해 

Dittrich and Giuffrida (2011)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 

바 있다. 공식 커뮤니케이션은 구조화된(structured)

커뮤니케이션으로 규칙에 제약을 받지만, 비공식 커뮤

니케이션은 비구조화된(unstructrued) 커뮤니케이션으

로 인스턴트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조직의 규칙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이 그것이다.

선행연구의 주장을 토대로 본 연구의 맥락을 설명

한다면, OTC에서 관광지식은 일정한 규칙으로 구조

화된 게시판의 글인 형식지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규칙 없이 자유롭게 댓글이나 쪽지와 같은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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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모형

턴트 메시지의 암묵지의 형태로도 획득 가능하다. 결

국, OTC에서 댓글이나 쪽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암묵지의 관광지식과 관련한 의사소통의 과정을 비공

식 커뮤니케이션으로, 관광지식의 형식지인 게시판 양

식에 따라 체계적인 기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을 

공식 커뮤니케이션으로 고려할 수 있다. 즉, 잠재 관

광객들은 공식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자신이나 타인

의 여행 경험을 OTC에 게시할 수 있으며, 비공식 커

뮤니케이션 형태로서 게시들의 댓글이나 게시자와의 

직접적인 메시지 교환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관

광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OTC에서 이용자들은 관광상품에 관한 의견

을 공유하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한다(Ku,

2012). 이러한 의견공유와 의사결정은 OTC에서의 관

광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1]과 [그림 2]는 OTC내 커뮤니케이

션 유형으로 [그림 1]은 댓글이나 쪽지 등을 통해 정

보교환이 이루어지는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으로 볼 수 

있으며, [그림 2]는 게시판 양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식 커뮤니케이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OTC에서 관광지식은 게시판, 온

라인 채팅방, 댓글, 쪽지(인스턴트 메시지) 등의 커뮤

니케이션을 통해서 교환되고 탐색된다. 인스턴트 메시

지와 게시판의 댓글로 일대일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

문에 OTC는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제공한다.

또한 게시판의 관광지식은 댓글이나 쪽지 등을 통한 

지식보다 더 체계화되어 이루어지는 반면에 급한 관

광지식은 댓글과 쪽지 등을 통해 이루어져 상대적으

로 비공식적인 채널에서 이루어진다.

최근까지 선행연구에서는 OTC 내 이용자들간의 커

뮤니케이션 유형을 구분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그

러나 OTC에서 이용자들의 지식공유 및 전달 방식이 

공식 또는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연구모형에 고려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용자의 지각(perception)이 자

신들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OTC에서 관광지식을 탐색할 때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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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OTC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에 대한 지각을 통해 

행동 변화를 설명하는 연구모형을 고려하여 [그림 3]

과 같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PM의 기본 틀

을 바탕으로, 상대적 복잡성, 보상, 사생활 노출염려를 

영향변수로 고려하였으며, 이러한 각 요인들이 OTC

커뮤니케이션 형태인 공식과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여,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연구모형

을 설정하였다.

2. 연구가설

Push 요인은 원래 거주지로부터 사람들이 이동하게 

하는 원 거주지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말한다

(Bansal et al., 2005; Moon, 1995). Push 요인은 기존 

OTC 행동에서 새로운 행동으로 전환하게 하는 부정

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 OTC 행동에서 느

껴지는 부정적인 요소는 OTC 내 적극적 행동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OTC 이용의 추진 요인을 OTC 이용의 복잡성으

로 고려하였다. OTC를 이용한 정보탐색은 편리하고 

유용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사용상의 복잡함

을 느낄 수 있다(Parra-López et al., 2011). 이 상대

적 복잡성은 정보시스템 채택 의도와 공유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Chun et al., 2012;

Parra-López et al., 2011; Yoo and Gretzel, 2008).

따라서 OTC 이용이 복잡하다고 느끼면 OTC를 통해 

공유되는 OTC 커뮤니케이션의 지각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즉, OTC 이용이 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고 느낄수록, 커뮤니케이션(공식, 비공식)에 

대한 인식이 더 적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1a: OTC에서 상대적 복잡성은 지각된 OTC 비공

식 커뮤니케이션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H1b: OTC에서 상대적 복잡성은 지각된 OTC 공식 

커뮤니케이션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Pull 요인은 새로운 서비스로 사람들을 이끌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로서 새로운 서비스의 매력적인 요소라

고 정의할 수 있다(Bansal et al., 2005; Dorigo and

Tobler, 1983; Moon, 1995). 본 연구에서는 OTC에서

의 보상을  Pull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OTC를 이용하

면 자신의 정체성이 표현되며, 이를 통해서 명성

(fame)을 얻게 된다(Donath, 1999). 이러한 유명성은 

대표적인 OTC 이용의 매력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는 OTC 이용에 따른 사용자의 보상으로 간주된다

(Park and Chung, 2011).

조직행동 관련 연구에서는 보상을 다양한 업무 관

련 행동을 수행을 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요소로 고려

되어 있고 지식 공유에 있어서는 외부적 동기로 고려

되고 있다(Hau et al., 2013). 또한 OTC에 관한 연구

에서도 이용의 유인요소로 지위 확보 등의 보상을 꼽

았다(Huang et al., 2010; Wang and Fesenmaier,

2004). 즉 OTC 상황에 적용해 볼 때, OTC 이용에서 

지위 확보와 같은 보상에 대한 지각은 OTC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요인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OTC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떠한 형태를 갖

추고 있는지 더 인지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OTC에서 보상은 비공식 커뮤니케이션과 공식 커뮤니

케이션의 지각에 정(+)의 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로 설정할 수 있다.

H2a: OTC에서 보상은 지각된 OTC 비공식 커뮤니

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2b: OTC에서 보상은 지각된 OTC 공식 커뮤니케

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Mooring 요인의 대표적인 변수들로 선행연구에서

는 전환 비용, 사회적 영향, 전환에 대한 태도, 과거 

행동, 다양성 추구 경향 등을 제시한 바 있다(예,

Bansal et al., 2005; Hou et al., 2011; Hsieh et al.,



정 남 호․한 희 정․박 상 철․구 철 모

52 지식경영연구 제15권 제1호

2012; Zengyan et al., 2009). 이들 변수들은 선행연구

에서 고려하고 있는 연구 맥락에 맞게 고려된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볼 때, Mooring 요인은 

사생활 노출 염려로 볼 수 있다. OTC를 사용할 때 

자신의 정보가 노출될 염려는 OTC에 게시되는 지식

에 대한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

히 OTC 관련연구에서는 사생활 노출 염려를 OTC 성

공의 장애요소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 변화에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Huang et al.,

2010; Parra-López et al., 2011).

즉, OTC에서 관광지식 공유와 같은 적극적 사용에 

사생활 노출 염려가 주요한 장벽이며, 적극적 사용 측

면에서 볼 때, 이것은 비용적 측면으로 사용자의 역할

과 규범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Huang et al., 2010; Parra-López et al., 2011). 이러

한 측면에서 OTC에서 사생활 노출 염려는 OTC 활동

에 부정적 요소를 주는 요소로 이는 OTC 커뮤니케이

션 형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3a: OTC에서 사생활 노출 염려는 지각된 OTC 비

공식 커뮤니케이션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H3b: OTC에서 사생활 노출 염려는 지각된 OTC 공

식 커뮤니케이션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연구를 보면 암묵지를 기반으로 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과 형식지를 기반으로 한 공식 커뮤니케

이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예, Dhanaraj et al.,

2004; Hau et al., 2013; Reychav and Weisberg,

2009). 예를들면, 이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Reychav and Weisberg(2009)은 체계

화되지 않은 지식이 구조화된 지식보다 더 급한 체계

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탐색이 가능하고 이는 경쟁적 힘을 제공하므로 

체계화된 지식의 공유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Dhanaraj et al.(2004)은 비 체계화된 지식은 체

계화된 지식의 과정을 이끌고 Hau et al.(2013)는 조

직에 있어서 비구조화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지

는 암묵지는 공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지는 형

식지보다 더 적은 노력이 들기 때문에 지식 공유의도

에 있어서 암묵지는 형식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OTC에서 비구조화된 커뮤

니케이션을 사용자들이 더 많이 인지한다면 이는 

OTC에서 쉽게 정리되어 있는 구조화된 커뮤니케이

션은 더 쉽게 인지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미 

OTC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댓글이나 쪽지 또

는 게시글의 형태로 된 관광정보를 탐색 또는 공유하

고 있다. 이때 게시글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나 더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기 위해서 게시자에게 댓글이

나 쪽지를 통해 문의하고 이런 문의가 빈번하면 게시

자는 더 공식적인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따라

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수록 공식 커뮤니

케이션이 더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OTC의 행동 변화는 OTC 이용의 가치를 생

각하여 잠재 관광객의 행동을 수정하는 정도로 정의

된다(Qu and Lee, 2011). 암묵지는 활발한 참여를 통

해서 이루어지며 형식지는 체계화되어 공식적이며 시

스템적인 언어로 전달된다(Dhanaraj et al., 2004). 그

리고 이런 암묵지는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표현

되고, 형식지는 공식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전달된

다. 따라서 OTC에서 제공되는 관광지식의 커뮤니케

이션 형태를 이용자들이 더 인지할수록 OTC가 활발

히 사용됨을 느끼므로 개인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즉 OTC 이용자들은 공식, 비공식 커뮤니

케이션의 인식을 토대로 OTC 이용의 가치를 생각하

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지각된 비공식 커뮤니케이

션, 지각된 공식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행동 변화 간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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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비율(%) 구 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37 42.4

응답자 월소득

100만원 미만 53 16.4

여 186 57.6 100만원 이상
∼199만원 미만 51 15.8

응답자 연령

19세 ~ 29세 110 34.1
200만원 이상
∼299만원 미만 76 23.5

30세 ~ 39세 98 30.3 300만원 이상
∼399만원 미만 57 17.6

40세 ~ 49세 60 18.6
400만원 이상
∼499만원 미만 36 11.1

50세 ~ 59세 55 17.0 500만원 이상 50 15.5

응답자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6 29.7

OTC 이용 기기

데스크탑 PC /

노트북
214 66.3

전문대학 졸업 41 12.7 스마트폰 97 30.0

대학교 졸업 155 48.0 태블릿 PC 12 3.7

대학원 졸업 이상 31 9.6

관광지식 탐색을 
위한

OTC 접속 횟수
(1주간)

1회 이하 39 12.1

응답자 직업

학생 60 18.6 2회 111 34.4

사무/관리직 111 34.4 3회 73 22.6

판매/서비스직 10 3.1 4회 19 5.9

기술/기능직 29 9.0 5회 이상 81 25.1

전문직 21 6.5

관광지식 탐색을 
위한

OTC 접속 시간
(1회)

30 분 미만 41 12.7

자영업 22 6.8
30 분 ~ 1시간 미만 177 54.8

공무원 3 0.9
1시간 ~ 2시간 미만 80 24.8

주부 57 17.6
2시간 이상 25 7.7기타 10 3.1

합 계 323 100 합 계 323 100

[표 1] 응답자 특성

H4: OTC에서 지각된 OTC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은 

지각된 OTC 공식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

향을 미친다.

H5: OTC에서 지각된 OTC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은 

이용자의 행동 변화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5: OTC에서 지각된 OTC 공식 커뮤니케이션은 이

용자의 행동 변화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3.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변수들의 측정항목들은 선행연구들에

서 이미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된 항목들로 구성하

였으며,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다.

OTC의 관광지식 탐색의 동기를 구성하는 지각된 보

상(3문항), 사생활 노출 염려(3문항), 지각된 복잡성(3

문항)은 각각 Huang et al.(2010), Parra-López et

al.(2011), Casaló et al.(2010)의 연구에서 제시된 문

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지

각된 복잡성은 역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지각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과 공식 커뮤니케이션은 Choi

and Lee(2003)의 연구에서 제시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동 변화는 Qu and Lee(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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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증분석

1. 자료수집 및 응답자 특성

본 연구에서는 OTC 내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지각에 따른 행동 변화를 PPM 모형으로 살펴보고자 

현재 블로그와 같은 OTC를 이용하여 관광지식을 탐

색하는 사람들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설정하였다. 또

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문항들은 리커트 7점 형

식의 다항목 척도로 측정하였다(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7점은 매우 그렇다). 이를 위해서 현재 관광지

식 탐색을 위해 OTC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1인당 10~15분 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온라인 조

사업체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였고 설문을 마친 응답

자에게는 소액(2,000원)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설문 과정을 통해서 총 323부의 설문을 대상으로 분

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표 1]에서 본 연구 설문에 

응답한 총 323명의 특성을 볼 수 있으며 실증분석을 

위해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였다. [표 1]

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 남자가 137명 (42.4%), 여

자가 186명 (57.6%)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연령 역시 19세 ~ 29

세가 110명 (34.1%), 30세 ~ 39세가 98명 (30.3%)의 

순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

답자의 학력을 보면 대학교 졸업이 155명 (48.0%)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96명 (29.7%)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직업 역시 다양하게 분포되

어 있는데 사무/관리직이 11명 (34.4%)로 가장 많았

으며 응답자의 월소득도 100만원 미만부터 500만원 

이상에 거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OTC를 이용

하는 기기로는 데스크탑 PC나 노트북 사용자가 214

명 (66.3%)로 스마트폰 (97명, 30.0%), 태블릿 PC (12

명, 3.7%) 사용자 보다 더 많게 나타났다. 지난 1주간 

OTC를 통한 관광지식 탐색은 2회 정도가 11명 

(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1회 접속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미만이 177명 (54.8%)로 가장 많았다.

2. 측정모형

연구모형 및 가설 검증에 앞서, 척도들의 집중 타당

성과 판별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측정모형을 검증하

였다(Anderson and Gerbing, 1992). 분석 결과는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변수 중 지각된 비공식 커뮤니케

이션, 지각된 공식 커뮤니케이션, 행동 변화에서 각각 

2문항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

성을 저해시키기 때문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는 χ2
= 110.685,

자유도(d.f) = 75, χ²/d.f = 1.476, p = .005, GFI =

0.955, AGFI = 0.927, NFI = 0.965, CFI =0.988,

RMSEA = 0.038로 나타나 구조모형을 분석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MOS를 이용한 구조

방정식에서 요인적재량과 표준오차의 검토로 집중타

당성을 평가하는데 요인적재량이 0.6이상이면서 유의

적(t>2.00)이라면 집중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Bagozzi and Yi, 1988). 그러나 Hair et al.(2010)에 

따르면 표본 수에 따라 요인적재량의 기준값이 다르

며 표본 수가 250이상일 때 요인적재량이 0.35이상이

면 유의한 요인적재량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Hair et al.(2010)의 기준값을 모두 상회하므로 

집중타당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단위들의 

복합신뢰도(CCR), 평균분산추출(AVE)는 Bagozzi and

Yi(1988)가 제시한 기준(CCR 0.6 이상, AVE 0.5 이

상)에 부합되고 있어, 구조모형 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변수의 판별타당성은 측정오차에 기인

한 분산에 대비한 속성의 분산정도를 나타내는 추출

된 AVE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각 변수의 AVE

의 제곱근 값을 계산하여 [표 3]에 추가적으로 정리하

였고 이 구성개념의 AVE값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

개념의 상관계수 보다 크기 때문에 Fornell and

Larcker(1981)의 기준에 의하여 판별타당성도 확보되

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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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설문문항
표준요인
적재량

CCRa) AVEb) α

상대적
복잡성

관광지식 탐색을 위해서 OTC를 처음 사용할 때, OTC 사용은 간단하다†. 0.846

0.919 0.791 0.916OTC를 이용한 모든 관광지식 탐색은 쉽다†
. 0.954

관광지식 탐색을 위해서 OTC를 사용할 때, OTC 내에서 탐색이 쉽다†
. 0.865

사생활 노출 
염려

관광지식 탐색을 위해서 OTC를 사용할 때, 개인 정보 노출 위험이 매우 높
다.

0.417

0.781 0.563 0.750관광지식 탐색을 위해서 OTC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싫어서,
의견이나 댓글을 남기지 않는다.

0.893

관광지식 탐색을 위해 OTC 사용시에 내 의견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좋
아하지 않는다.

0.848

보상

나는 관광지식을 탐색할 때, 유명해지기 위해서 OTC를 사용한다. 0.935

0.953 0.871 0.952
나는 관광지식을 탐색할 때,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OTC를 사용한다. 0.955

나는 관광지식을 탐색할 때, 자기존중감을 높이거나 존경을 받기 위해서 
OTC를 사용한다.

0.909

지각된
OTC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내가 아는 관광지식은 OTC 내의 관광 전문가를 통해 획득된 것이다.* -

0.784 0.647 0.778
OTC에서 전문가의 관광지식을 직접적으로 얻기 쉽다.* -

OTC에서 관광지식 탐색을 위해서 사적인 대화와 만남이 이루어진다. 0.876

OTC에서 관광지식 탐색은 주고 받는 메시지(댓글, 쪽지)로 얻어진다. 0.726

지각된
OTC 공식

커뮤니케이션

OTC에서 제공되는 관광지식은 잘 체계화되어 있다. 0.907

0.864 0.762 0.859
OTC에서 제공되는 관광지식은 일정한 규칙으로 기록되어서 이용하기 쉽다. 0.837

나는 내 관광지식을 반드시 OTC를 이용하여 기록해둔다.
*

-

OTC에서 제공되는 관광지식은 체계적인 기록을 통해 탐색된다.
*

-

행동 변화

OTC에서 나의 존재감에 따라 관광지식을 탐색하는 방법이 변한다. 0.822

0.817 0.691 0.817

OTC는 관광지식을 탐색하는 행위에 영향을 끼친다.* -

OTC에서 나의 존재감에 따라 관광지식 탐색을 위해 어떤 OTC를 사용할지 
변한다.

0.840

OTC는 어떻게 관광지식을 탐색 할지에 영향을 준다.* -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
=110.685, d.f=75(χ2

/d.f = 1.476), p=0.05, GFI=0.955, AGFI=0.927, NFI=0.965, CFI=0.988, RMSEA= 0.038
a CCR : 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b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 Reversed item
* 모형의 개선을 위해 확인요인분석 과정에서 제외됨.

3. 구조모형

측정모형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모형 분석을 

하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구조모형을 검증

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연구단위들 간의 전체적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는 χ² = 133.041, d.f

= 78, χ²/d.f = 1.706, p = 0.000, GFI = 0.946,

AGFI = 0.917, NFI = 0.957, CFI = 0.982, RMSEA

= 0.047을 갖는 [그림 4]와 같은 최적모형이 도출되

었다.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는 GFI(>.90), AGFI(>.80),

CFI(>.90), NFI(>.90)일 때 최적모형의 모델 적합도는 

이 기준을 충족한다(Gefen et al., 2003). 본 연구에 

이용된 지각된 보상, 사생활 노출 염려, 복잠성,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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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²=133.041, d.f=70 (χ²/df=1.706), p=0.000, GFI=0.946, AGFI=0.917, NFI=0.957, CFI=0.982, RMSEA=0.047

[그림 4] 구조모형분석 결과

[표 3] 측정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측정개념 평균
표준
편차

상관관계

(1) (2) (3) (4) (5) (6)

(1) 복잡성 4.91 1.04 0.890 　 　 　 　 　

(2) 보상 2.76 1.46 0.105 0.933 　 　 　 　

(3) 사생활 노출 염려 4.46 1.16 0.034 0.014 0.751 　 　 　

(4)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3.70 1.35 0.081 0.469** 0.088 0.805 　 　

(5) 공식 커뮤니케이션 4.40 1.08 0.360** 0.319** -0.023 0.422** 0.873 　

(6) 행동 변화 4.23 1.14 0.203** 0.434** -0.016 0.400** 0.318** 0.831

**
p<0.01, 대각의 굵게 표시된 부분은 AVE의 제곱근 값임.

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지각된 공식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행동 변화 등 연구 변수들 간의 관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4]

와 같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1a ~ H3b은 OTC에서 복잡성, 지각된 

보상, 사생활 노출 염려와 OTC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비공식 커뮤니케이션, 공식 커뮤니케이션)의 사

용자의 지각과의 관계에서, 지각된 보상은 지각된 

OTC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지, 사생활 노출 염려와 복잡성은 지각된 

OTC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에 각각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지각된 보상(경로계수 = 0.578, t-값 = 8.687)은 지각

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쳤으나 복잡성(경로계수 = -0.040, t-값 = -0.722), 사

생활 노출 염려(경로계수 = 0.047, t-값 = 0.830)는 

지각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

다. 그리고 복잡성(경로계수 = -0.363, t-값 = -6.456),

사생활 노출 염려(경로계수 = -0.115, t-값 = -2.103)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서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관광객의 행동 변화

2014. 3. 57

가설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t-값 가설검증

H1a 복잡성 → 지각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0.040 -0.722 기각

H1b 복잡성 → 지각된 공식 커뮤니케이션 -0.363 -6.456 채택

H2a 지각된 보상 → 지각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0.578 8.687 채택

H2b 지각된 보상 → 지각된 공식 커뮤니케이션 0.091 1.322 기각

H3a 사생활 노출 염려 → 지각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0.047 0.830 기각

H3b 사생활 노출 염려 → 지각된 공식 커뮤니케이션 -0.115 -2.103 채택

H4 지각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 지각된 공식 커뮤니케이션 0.402 5.039 채택

H5 지각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 행동 변화 0.447 5.716 채택

H6 지각된 공식 커뮤니케이션 → 행동 변화 0.172 2.418 채택

R2

지각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지각된 공식 커뮤니케이션:

행동 변화:

0.344 (34.4%)

0.385 (38.5%)

0.304 (30.4%)

[표 4] 구조모형 검증결과

는 지각된 형식지에 대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

쳤지만 지각된 보상(경로계수 = 0.091, t-값 = 1.322)

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H1b H2a, H3b는 가설이 채택되었고 H1a, H2b, H3b

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또한, 지각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지각된 공식 커

뮤니케이션 그리고 행동 변화의 관계를 살펴본 H4(경

로계수 = 0.402, t-값 = 5.039), H5(경로계수 = 0.447,

t-값 = 5.716), H6(경로계수 = 0.172, t-값 = 2.418)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4. 연구결과 해석

본 연구는 OTC를 통한 관광지식 탐색 활동에서 

PPM 관점의 동기들이 OTC에서 관광지식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대한 지각을 매개로 사용자들의 

행동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관광지

식을 탐색하는 사람들은 OTC의 사용이 복잡하고

(Push) 사생활 노출(Mooring)에 대한 염려가 있을수록 

OTC에서의 공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에 음(-)의 

영향을 미쳤고 OTC로 인한 보상(Pull)을 느낄수록 비

공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

쳤다. 그리고 이들 동기는 OTC의 비공식, 공식 커뮤

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복잡성과 사생활 노

출 염려는 OTC에서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인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지각된 보상 또한 

OTC에서의 공식 커뮤니케이션 인식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OTC에서 사용의 복잡성이나 사생활 노출에 대

한 염려가 높을수록 OTC에서 게시되는 관광지식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부

정적으로 느꼈고 지각된 보상을 더 느낄수록 OTC에 

게시되는 관광지식이 댓글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더 

이루어진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동기는 

OTC의 관광지식의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사용자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OTC에서 

유통되는 관광지식이 공식적인 의사소통으로 이루어

진다는 인식에 지각된 보상의 영향이 없었고, 여행 지

식이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인 댓글이나 쪽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인식에 복잡성과 사생활 노출 염려의 

영향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보상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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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난 공식 커뮤니케이션보다 댓글이나 쪽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댓글이나 쪽지를 통한 비공식 커뮤

니케이션은 게시판보다 규정된 양식이 상대적으로 적

기 때문에 복잡성은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

각에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비공식 커뮤니케

이션은 게시판의 공식적 커뮤니케이션보다 상대적으

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에 

대한 염려는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에 아

무런 영향이 없었을 것이며 이는 OTC 사용자들이 잠

재적인 사생활 노출에 대한 염려를 상황에 따라 스스

로 관리한다는 연구들(예, Boyd and Ellison, 2008;

Jagatic et al., 2007)과 흐름을 같이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의 인식이 강할수록 공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 강해지며 지각된 공식 커

뮤니케이션의 행동 변화에 대한 영향력보다 지각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의 행동 변화에 대한 영향력인 

더 큰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OTC에서 게시된 관광

지식에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지각의 역할이 더 중

요함을 시사한다.

V.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OTC 내의 행동 변화를 사람들의 전

환행동을 설명하는 PPM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복잡성(Push 요인), 지각된 보상(Pull 요

인), 사생활 노출 염려(Mooring 요인)가 OTC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비공식적,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을 통한 OTC 내 행동 변화에 대한 영향을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총 323명의 응답자들로부터 자료

를 수집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안한 9개

의 가설 중 6개의 가설이 유의수준 0.01에서 채택되

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보상은 비공식 커뮤니케

이션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행동 변화에 영향을 주었

으며, 복잡성과 사생활 노출 염려는 공식 커뮤니케이

션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보상은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에 대

한 인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공식 커뮤니케이션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PPM을 활용하여 관광 분야에서 커뮤니케이

션 형태에 대한 지각을 통해 OTC내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PPM를 적용한 연구들

은 주로 한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의 전환의도나 

행동에 관한 연구가 많았던 반면 (예, Bansal et al.,

2005; Hou et al., 2011; Hsieh et al., 2012; Zengyan

et al., 2009), 특정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의 행동 변

화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하고자 

기존의 OTC 이용과 관련된 변수들을 PPM의 개념적 

틀에 적용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둘째, PPM 관점에서 사용자 동기는 전환의도에 

대한 직접적 영향 및 전환의도를 통해 전환행동에 대

한 영향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진 반면, 본 연구는 

PPM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지각에 따른 

행동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

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OTC에

서 관광지식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은 비공식, 공식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이용자의 인

식은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OTC 내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공식 그리고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하고 연구

모형에 반영하여 행동 변화의 선행변수로 고려하였다

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OTC 이용의 측면에서 

논의가 된 반면, 본 연구는 OTC 이용에 있어 다양한 

방식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변수로 고려함으

로써, 기존 OTC 이용자 행동을 보다 심도 있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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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학술적 시사점 이외에

도 스마트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보상은 지각된 비

공식 커뮤니케이션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

해서 공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OTC 관리자는 댓글이

나 쪽지의 수를 반영하여 구성원의 등급을 나타나도

록 해야 할 것이며 쪽지와 같은 회원 대 회원의 비공

식적 의사교환을 촉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복잡성과 사생활 노출 

염려는 공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

향을 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OTC 관리자는 관

광지식을 게시하는 데 있어서 규칙을 단순히 해야 하

며 사생활을 덜 노출하도록 등급에 따라서 게시판을 

제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이 지각된 

공식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비공식 커

뮤니케이션이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지각된 형식

의 행동 변화에 대한 영향보다 강하다는 점이다. 이는 

댓글이나 쪽지로 인한 빈번한 의사교환은 관광지식이 

형식화 되어 있다는 인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의미

하는 OTC 관리자는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의사

교환을 장려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를 바탕

으로 OTC에서 행해지는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공식

화된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촉진해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앞서 제시한 연구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

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PPM에 대한 기존 연구

는 Mooring 요인이 Push 요인과 종속 변수, Pull 요

인과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데 본 

연구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 있다. 따라서 향후에

는 이를 고려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는 OTC 활발한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행동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으로 종속변수를 행동 변화로 고려하였

지만 행동 변화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부정적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측정하지 않은 점에 한계점

을 가진다. 따라서 향후에는 행동 변화의 방향성까지 

제시하여 측정한다면 OTC 이용자의 행동을 더 상세

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행동 변화를 수동적 사용과 

적극적 사용의 구분 없이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일반

적인 행동 변화는 수동적 사용자와 적극적 사용자에

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이를 기존 

연구에서는 살펴보았다(예, Qu and Lee, 2011). 따라

서 향후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극적 사용자 집단에서

와 수용적 사용자와의 집단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독립적인 환경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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