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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years,  a  smartphone  has  been  playing  a  role  of  searching,  booking,  and  decision-

makings  in the  tourism  industry  through  tourists’  user  experiences  and  engagemen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ourists’  behavior  toward  smartphone  usage  regarding  Chinese  visitors  

who  were  ranked  in  Korea inbound  tourism.  This  research  model  formulated  two  types  of  

usage  which  identified  explorlative  use and  exploitive  use  and  the  antecedent  relationships  of  

user  empowerment  including  user  competence, user  impact,  usage  meaning,  user  trust.  We  

analyzed  SmartPLS2.0  for  the  hypotheses  and  found  that first, user competence has a positive 

influence both of exploitative use and explorative use, second, user impact  has  a  positive  influence  

on  exploitative  use,  but  has  not  influenced  on  explorative  use,  third, usage meaning has not 

influence on exploitive use, but has a postitive influence on explorative use, and finally  user  trust  

has  influence  on  both  of  exploitive  and  explorative  use.  Based  on  the  results  we found,  

we  suggested  Chinese  tourists’  smartphone  usages’  behaviors  an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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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사

용이 확산되면서 스마트폰은 현대인들의 일상에 빠 

져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손

안의 PC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검색,  e-mail  송수신 및 SNS을  통한 커뮤니케이

션  활동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에 따라

(Koo et  al.,  2015) 스마트폰  사용  인구는  매년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

자는 2013년 18억 명,  2014년 기준 26억 명을 기록하

였으 며,  202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70%인 약 61억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ricsson, 2015). 기존 휴대전화 기능에 GPS,  WIFI 

의 첨단기술들을 융합하여 정보검색이나 정보공유 

등 과 같이 기존에 컴퓨터에서 사용했던 기능 등을 

스마 트폰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스마트

폰 사 용자들은 이동성과 휴대성을 기반으로  한  휴

대폰의 주요한 특성에서 PC 컴퓨터의 기술적인 특

징을 결합 한 스마트폰을 통하여 쇼핑, 교육, 금융 등

과 관련한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이용하여 정보 탐색이나  공유 등을 

비롯하여 업무처리,  게임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관 

광분야에서도 관광정보 탐색 및 관광 상품의 구매 등 

관광객의 경험을 증대시키는 매체로서 이용되고 있다 

(Wanget al., 2012). 특히 경험재(experience goods)

이자 비분리성(Inseparability)의 특징을  가진 관광 

상품은 직접 관광객들이 경험을 한 후에 평가가 가능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관광 전,  관광 중,  관광 후

의 모든 단계에서  관광  상품에  대한 정보 검색과 

관광 상품 구매를 스마트폰을 최적의 수단으로 이용 

한다(김조영  외,  2013). 스마트폰은 관광경험에 필

요한 사전 지식 탐색과, 관광 중에 필요한 정보나 지

식을 탐색하는 수단 중하나로서 개인의 의사결정이

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 IS)기기로 자리 잡게 되었다(조휘형, 2012). 

이처럼 스마트폰은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식 정보 검색 및 전달 등 여

러 방면으로 적용가능하고, 사용자들의 역량과 특성

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스마트폰은 활용 가능하다

(Koo et  al.,  201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스마

트폰 사용자의 활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보시

스템와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구철모 

외,  2011; Goo et al.  2015; He and  Wong, 2004;  

Hsieh  and Wang, 2007;  Koo  et  al., 2015; Luo  

and  Linb, 2013)  스마트폰 활용행태를 기존에 가지

고 있는 스마 트폰 기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충분

한 활용 (Exploitation use)과 새롭고 혁신적인 스마

트폰의 기 능을 사용하는 탐색적 활용(Exploration 

use)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최근 선행연구는 조직 

내 임직원들 의 정보시스템 활용 행태나 스마트폰 사

용자의 활용 행태만을  중심으로 연구함에 따라(구철

모 외,  2011; Koo et al, 2015), 특정상황이나 맥락에 

맞추어 진행 된 선행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행태를  관광 분야

의 맥락에 적용시켜 관광경험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

용하는 사용자들의 활용 행태를 충분한 활용과 탐색

적 활용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2014년 한국에 방문하는 관광객들 중 중국

인 이 2013년 대비 42%증가한 약620만 명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을 넘어 한국에 방문한 

외래 관 광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방한 해

외관광객 중 1위로 급부상하고 있다(한국문화산업

교류재단, 2014). 또한,  최근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

로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스

마트폰 사용자 가 2014년 5억 명에 달하며 세계 1위 

규모를 차지하 였으며, 전체  휴대폰 사용자 중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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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  보급률은 55.3%로 중국의 전체 인구를 고려

할 때 향후 스마트 폰의 사용인구가 더 증가될 것으

로 예상된다(한국정보 화진흥원, 2015). 이러한 방한 

중국관광객의 수요증가와  더불어  중국인들의 스마

트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한국관광정보를  습득하는 사례가  증가했음에도 불

구하고(산업연구원, 2014), 관광경험에  있어  중국인

들의 스마트폰활용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매우 미비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중국인들이 관광

경험을 위해 사용하는 스마트폰 활용행태를 알아보

고자 한다. 또한  관광경험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

하는 중국인  사용자들의  활용  행태에  미치는 요인

으로  Kimand  Gupta(2014)가  제시한 사용자  임

파워먼트의  요인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Thomas 

and velt- house(1990)의 심리적 임파원먼트 이론 

(Psychological empowerment theory)을 기반으

로 사용자  임파워먼트를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시스

템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내적  동기

부여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러

한 사용 자  임파워먼트는  조직 내 임직원들의  정보

시스템  활 용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 선

행연구의 연 구결과에 따라(Kim and Gupta,  2014;  

Ng and Kim, 2009)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사용자 임파워먼트의 요인인 스마트폰 사

용자 역량, 사용 의 미, 사용 영향이 스마트폰의 충분

한 활용과 탐색적 활 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사용자 임파워먼트 이 외

에 스마트폰 기능에 대한 신 뢰 또한 활용행태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스마 트폰을 활용함에 있어

서 새로운 기능을 탐색할 때 그 기능에 대한  위험지

각과 불확실성  때문에  사용  장벽이  생길 수  있다

(Brown  et  al.,  2004). 정보기술이나  시스템  활용

에  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정보시스템 에  대한  신

뢰를  형성하는 것은 정보시스템  활용의도 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최재원 외, 2014; Kim et al., 2011; 

Thatcher et  al., 2011).  특히 정보시스 템이  사용자

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믿음은 정

보시스템에 관한 신뢰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Mayer et  al., 1995;  

Thatcher et al., 2011) 본 연구는 스마트폰 기능에  대

한 신뢰가 활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한

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정리하자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관광경험을 위한 중국인의  스마트폰 활용  행

태를  충분한  활용과  탐색적  활용으로 나누어 분석

해 보고자 한다.  둘째,  관관경험을 위해 스마트폰 을  

활용하는 사용자 역량과 사용 영향, 사용 의미와 스마

트폰 기능에 대한 신뢰가 스마트폰의 충분한 활용과 

탐색적 활용 각각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충분한 활용과 탐색적 활용  

정보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사용자들의 정보시스템 

활용행태가 조직이나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

라짐에 따라 선행연구들은 활용행태를 March(1991) 

의 연구를 기반으로 탐색적 활용과 충분한 활용으

로 구분하였다(Goo  et  al., 2015;  He  and  Wong, 

2004; Hsieh  and  Wang,  2007;  Luo  and  Ling,  

2013).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정보시스템의 충분한 

활용은 이 미 현존하는 기술과 기능, 역량을 기반으로 

확대 및 개선하여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탐색적 활용은 새로운 기술과 기능을 적용하여 다각

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

은 정보시스템의 활용은 Cooper and Zmud(1990)

이 제시한 정보시스템 구축 6단계내에서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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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초기(Initiation), 선택(adoption), 

적응(Adaptation), 수용(Acceptance), 관례화

(Routinization), 주입 (Infusion)의 6개의  단계별로  

정보시스템의  활용  행태는 다르게 나타난다.  6단

계 중 5단계인 관례화 (Routinization) 단계와 마지

막 6단계인 주입 (Infusion)단계는  후기  수용(Post  

adoption) 단계로 (Hsieh and  Wang, 2007), 관례

화는 시스템을 일상 적이고 표준화되고  제도화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추가적인 학습 없이 기존의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충분한 활용으로 설명될 수 있

다. 반면 주입 단계는 정보시스템의 일은 개인이 업

무를 스스로선택하고 주도할 수 있는 자율성의정도

를 나타낸다. Thomas and Velthouse(1990)은 심리

적 임파워먼트가 개인의 행위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으며, 그 외 선행연구에서도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개인이 자발적으로 또는 주도적 으로 업무를 수행하

<표 1> 충분한 활용 및 탐색적 활용의 선행연구 

연구자 연 구 내 용

구철모 외(2011)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습관과 만족이 스마트폰의 충분한 활용 및 탐색적 활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Goo et al.(2015)
병원에서의 전자의료기록시스템의 탐색적 및 충분한 활용과 사용자들이 인지하는 
혜택과의 영향관계 분석

Hsieh  and  
Wang(2007)

임직원들의 정보시스템 확장사용(Extended  Use)에 관한 탐색적 연구

Kim  and  
Gupta(2014)

조직 임직원들의 사용자 임파워먼트가 정보시스템의 확장 사용과 통합 사용
(Integrative Use)에 미치는 영향 분석

Kim et al.(2012)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주입(ISInfusion)의 동기부여에 미치는 요인으로 사용자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제시

Koo et al.(2015) 스마트폰 사용자 역량의 관점에서의 스마트폰의 탐색적 및 충분한 활용 연구

Luo  and  
Ling(2013)

탐색적 활용,  충분한 활용,  양면적 활용(Ambidexterous  use)이 조직 내에서의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

Ng and Kim(2009)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  사용 의미,  사용 영향,  사용 결정력이 확장 사용,  통합 사용,  
창발적사용 각각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는 선제적 행위(Proactive behav- ior)에 영향을 미친다

고 제시하였다(Kirkman and Rosen, 1999; Seibert  et  

al.,  2011;  Spreitzer,  1995; Spreitzer et al., 1997).  즉,  

내재적 동기가 부여된 조직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업

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조직과 업무에 대한 좋은 성

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주어진 업무의 외적인 일도 주도

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제적 행위는 조직이나 과업에 있어서 스스로 업 무

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업무에 대한 변화를 수용 하는 

개인의 태도이자 행동을 뜻한다(Kirkman and Rosen, 

1999). Kim and Gupta(2014)는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선제적 행위의 영향요인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일상적이

고 표준화된 절차로 정보시스템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시스템을  깊고  다양 하게 활용하는 정보시

스템의 활용에도 심리적 임파워 먼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그 들은 조직 구성원들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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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조직 내에서 정보시스템

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관점에 적용하여  사용자  임

파워먼트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조직에서의 

개인의 업무에 정보기술  또는  정보 시스템을  활용

하기  위한  사용자의  동기가  부여된  상 태라고  개

념적 정의를 내렸다.  또한  그들은 Spreitzer(1995)

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이론의  4가지 차원을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맥락과 연결 시켜, 사

용자  역량(User Competence), 사용 영향 (Usage  

Impact), 사용 의미(Usage  meaning), 사용자 자기  

결정력(User  determination)이라는  4가지를  제 안

하였다. 사용자 역량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지식과 기

술,  자신감을 기반으로 업무에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용자의 믿음 또는 확신의 정도를 

뜻하며  사용 영향은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용자 

본인이 업무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그리고 사용 의미는 정보시스템 활용에 대해 

사용자의 신념이나 가치 기준을 반영하여 사용자들

이 느끼는 중요성의 정도이며,  사용자 자기 결정력은 

사 용자  스스로가 정보시스템의  활용 및 비활용  여

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는 조직 

내에 서 업무를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사

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용자 임파워먼트를 대표적

인 정보 시스템 기기인 스마트폰과 관광분야의 상황

적 맥락에 적용하여  관광  경험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용자의 임파워먼트 측면에서 분석해 보

고자 한다.

    

2.3 기능에 대한 신뢰 

신뢰는 개인이 특정 대상에 우호적인 믿음을  가

지고  그 대상에 대해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상태를 

뜻한다(Venkatesh  et  al.,  2003). 신뢰와 관련하

여 정보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수용의 맥락에서는 정

보 기술 사용 의도나 태도, 신뢰를 형성하는 요인 분

석 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최재원 외,  2014; 

Kim et al., 2011;  Mayer et al., 1995;  McKnight 

et al., 2002;  Thatcher et al.,  2011).정보기술이나 

시스템에  대하여  사용자들은  완벽한  통제권을 가

질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IT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한다(Marakas et al., 2000). Thatcher 

et al.(2011)는 정보시스템의 후기 수용단계인 관례

화와 주입단계에서의 탐색적  활용에 미치는 요인으

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시하였다. 기능에 대한 신뢰

는 특정 정보시스템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

나 특징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 신뢰성의 정도를 

뜻 하며, 다시 말하면 정보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역

량과  능력에  대한 신뢰로 표현할 수 있다(Mayer et 

al., 1995; Thatcher et al., 2011). 기능에 대한 신뢰는 

IT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며 나아가서는 사용자들의 사용 의도나 행동

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Hong and Cho, 2011;  

Mayer et al., 1995;  Song,  2007). 스마트폰 활용의 

경우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깊이 연관되어 다 양하고 

새로운 기능을 활용하는 내재화 단계까지 도 달한 후

기수용단계에 속하기 때문에(Ahuja and Thatcher,  

2005),  기능에  대한 신뢰는  스마트폰  활 용에  주

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스마트폰의 기능에 대한  신뢰가  관광경험에  있

어서의  스마트폰  활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설계 및 가설의 설정  

3.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관광경험에서의 스마트 사용자 임파 워

먼트가 스마트폰 활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구철모 · 유문정 · 전유희 · 이지민 · 정남호

160 지식경영연구 제17권 제1호

고자 한다. 사용자 임파워먼트나 심리적 임파워먼트

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를 2차 요인으

로 분석하였으나(Doll and Deng, 2010; Kim and 

Gupta, 2014; Spreitzer, 1996; Zhang  and  Bartol,  

2010), 본 연구는 관광경험과 스마트폰 사용이라는 

개인적이 고 관광이라는 특정한 상황적 맥락에서 사

용자 임파워먼트의 영향력을 분석한 최초 연구이

자,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정

립하고자 사용자 임파워먼트 각각의 차원들이 활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Kim and  

Gupta(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관광경험을 위해 스

마트폰을 활용하는 사용자의 맥락에서 사용자 임파

워먼트의 4가지 차원을 다음과 같이 개념화하였다. 

사용자 역량은 관광경 험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에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믿

음 정도이며 사용 영향은 스마트폰 활용을 통해 사용

자가 개인의 관광경험 의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의 정도로 정의를 내렸다. 그리고 사용 의미는 관광경

험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이 개인에게 인지되는 중요성

이나 가치 정도로 정의하고, 사용자 자기 결정력은 관

광경험에 있어 스마트폰 사용여부를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는 정도로 개념화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조직 내 구성원들의 입장이 아닌 개별적인 상황인 관

광경험에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사용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사용자 자기 결정력의 경

우 영향요인에서 제외하였다.    

 또 다른 영향요인으로 스마트폰 기능에 대한 신뢰 가 

활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 보

기술이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 정도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행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정보시스템이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능 

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정보시 

스템 후기 수용단계에서의 탐색적 활용에 영향을 미 

친다(Thatcher et al., 2011). 특히 스마트폰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며 현대인의 삶에 내 

재화되어 활용되는 정보시스템 기기이다(Ahuja and 

Thatcher,  2005;  Soikkeli et al., 2011). 즉,  스마트

폰은 정보시스템 구축단계에서 후기 수용단계에  해

당되며 스마트폰이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의 속성 대

한 신뢰 에 따라 사용자들의 활용행태는 다르게 나

타날 수 있 다(Koo et al., 2015). 이에 따라 본 연구

는 기능에 대 한 신뢰를 관광경험에서 사용자가 원하

는 것을 해결 해  줄  수  있는 기능적 특성을  스마트

폰이  보유하고 있다는 믿음 정도로 정의내리고 활용 

행태와의 영향 관계를  추가적인  요인으로 검토하였

다.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자 역량,  사용 영향, 사

용 의미와 정보 스마트폰 기능에 대한 신뢰의 4개 요

인에 따른 스마트폰의 충분한 활용 및 탐색적 활용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수립하였

다([그림 1] 참조). 

  

3.2 연구가설의 설정    

 사용자  임파워먼트에서의 사용자 역량은 각 개인 

이 특정상황에서 성과를 더 발전시키고 개인의 업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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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한

다. 정보기술과 사용자들의 개인 역량과의 선행연

구에 의하면 개인의 역량과 특성은 정보기술의 사

용에 영향을 끼치며(Hong et al., 2002), 활용방식

도 개인 들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Marcolin et 

al., 1992). 스마트폰 사용자들 또한 스마트폰 기술

이나  기능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등을 가지고  

있으면 정보 시스템의 잠재력을 예측할 수 있기 때

문에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Gorsline,  

1996),  또한 새롭고 혁신적인 기능을 시도해 봄으

로써 스마트폰을  폭넓게  활용하거나 응용하여  활

용할 수 있다 (Locke et al., 1984). 즉, 관광객들이 

관광경험에 있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자신의 역량

에 대한 인식 정도는 관광경험에 있어서 스마트폰

을 활용하는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1a :  관광경험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 용자 역

량은 스마트폰의 충분한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1b :  관광경험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용자 역

량은 스마트폰의 탐색적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관광객들이 스마트폰 사용이 관광경험에 미치는 결

과와 영향력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을 때, 스마트 폰

을 사용하는 관광객들은 더 적극적으로 기존 기능 

을  활용 하거나 (Vroom, 1964), 관광의 만족도를 향

상시킬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기능을를 추가하

여  활용도를 높인다(Bandura, 1986). 이러한 사용 

영향은 특정 정보시스템을 활용함에 따라  파생되는 

업무의 효율성을 뜻하는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개념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이금실․
이형룡, 2011), 지각된 유용성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지각된 유용성이 스마트폰의 사용 태도에 행

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실․이형룡,  2011;  Kim et al., 2008). 예를 들면  관

광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숙박이나 교통예약이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보다 쉬운 것을 인식하게 되면 관광객

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더 효율적으로 활 용할 수 있

다.  즉,  관광객들이 스마트폰 사용이 관 광경험의 질

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력이 있다고 인식할 경우  스

마트폰의 사용은 더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a  :  관광경험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 영향은 스마트폰

의  충분한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b  :  관광경험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 영향은 스마트폰

의  탐색적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인지하는 정보시스템의 활 

용가치가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면, 정보시스템을 더 

중요하고 생각하게 되며, 본인과의 관련성을 높게 인

식하게 된다(Baroudi et al., 1986; Jackson et al.,  

1997). 즉,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관광활 동

과 관련하여 개인이 원하는 욕구와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경우, 이를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관광객들

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스마트폰의 기존 

기능을  몰입하여 더 많이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능

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Hunton and price,  

1997).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통해 얻은 관광정보의 

양이나 질이 관광객들에게 중요하게 인식 될수록,  향

후 관광객들의  스마트폰  활용은 더 강화 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관광객들이 관광경험에 있어서  스마

트폰이 자신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정보시스템

이라고 지각하면 할수록 효율적으로 스마트폰을  사

용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활용의  폭 또한  넓어



구철모 · 유문정 · 전유희 · 이지민 · 정남호

162 지식경영연구 제17권 제1호

질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사용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H3a  :  관광경험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 의미는 스 마트폰

의 충분한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b  :  관광경험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 의미는 스 마트

폰의  탐색적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시스템  활용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의  지각 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용을 중 단

하게 할 수 있다(Brown et al., 2004). 즉, 정보 시

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형성된 사용자들의 신 

뢰  부재는 그 정보시스템이 가진 기능이 부족한  것 

으로 사용자들로 하여금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새 

로운 기능을  찾거나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

는 것에 장벽을 형성할 수 있다. 실제 E-commerce 

분 야에서  신뢰는  소비자들의 웹사이트 사용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된 가운데, Gefen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웹사이트의  기술적인  이용

이  쉬울수록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그들은 기술 수용의 맥락에서 신뢰

는 기술사용 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고 이는 

사용의도로 까지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

다.  Wixom and  Todd(2005) 연구에서도 역시  특

정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정도에  따라  시스

템의  사용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검증  

하였다. 즉, 정보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는 정보기

술의 이용 의도나 행태에 영향을 미치며, 그 기능에 

대한 신뢰 도가 높을 경우, 정보기술이나 시스템에 대

해  더 강한 사용동기를 지닐 수 있다 (김병수,  2012; 

이건창 외,  2008). 이에 따라 Thatcher et al.(2011)

은 IT기능에 대한 신뢰는사용자들이 IT에  대한 유용

성과 용이성을 인지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 

아가서는  사용자들이 특정 정보시스템의 기술을 수

용한 이후 이를 탐색하는 행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IT기능에 대한 신뢰를 강조 

하였다.  예를 들어 은행 거래를 위한 시스템이나 기

술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은행거래에 필요한 기능이 

부재한 것으로 사용자들이 인식하게 되면 향후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고  탐색하고자  하는 의도는 줄어들

게 된다. 따라서 관광객들의 관광경 험에 필요한 기능

들이 스마트폰이 보유하고 있다는 믿음과 신뢰는 스

마트폰의 활용행태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 하였다.

H4a  :  스마트폰 기능에 대한 신뢰는 스마트폰 충 분한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b  :  스마트폰 기능에 대한 신뢰는 스마트폰 탐 색적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데이터 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관광경험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2014년 2월 10일부터 14일까 

지 5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00부의 설

문지가 수거되었으나, 그 중 무응답 및 불성실응답이 

있는 설문 17부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183명의 표본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96명

(52.5%), 여성이 87명(47.5%)으로 나타나 남성이 조

금 더 높은 비율 을 보였으며,  응답자의 연령은 30대 

65명(35.5%), 20대  60명(32.8%), 40대 47명(25.7%),  

50대 이상이 11명(6.0%)으로  20~30대  중심으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응답자의 

학력수준은 절반 이상인 122명(66.7%)이  대졸이상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 37

명(20.2%)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분포에서는 공무원

이 72명 (39.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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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마트폰의 사용기간에 관한 응답에서는 1년 이

상~2년 미만이 64명(35%), 2년 이상~3년 미만이 

56명 (30.6%)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1년 이상~3

년 미만의  사용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

로  관광경험 을  위해  스마트폰에서  주로  이용하

는  기능에  관한 질문에서 중국 최대의 검색 엔진

인 Baidu나 Google 등을 이용하는 스마트폰 사용

자가 78명 (42.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고, 전문 관 광정보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59명(32.2%), 중국 트위터와 페이스북인 WEIBO, 

RENERN(중국의  페이스북)  등의  SNS를 이용하

는 사용자가  28명 (17.0%)의 비중을 차지 하였다.  

또한 전문  관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용자

가  15명 (8.2%)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의  각 변수별 항목들은 리커트 7점 척도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1점: 강한  부정,  7점:  강 한  

동의),  각  설문항목들은  기존  선행연구들을  기반 

으로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재조정하여 개발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 역량(Marcolin et  al., 2000; 

Munro et al., 1997; Spreitzer,  1995)  4문항,  사

용 영향(Ng and Kim  2009;  Spreitzer, 1995) 4문

항, 사용 의미(May et al., 2004; Spreitzer,  1995) 4

문항, 기능의 신뢰(Thatcher  et  al.,  2011) 4문항, 충

분한 활용(Hsieh  and  Wang,  2007;  Jones et al., 

2002;  Ng and Kim, 2009) 4문항, 그리고 탐색적 활

용(Agarwal  and  Karahanna,  2000; Ahuja  and 

Thatcher,  2005; Saeed and Abdinnour, 2008)을 

측정하기 위해 4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변수의 설문항목과 조작적 정의를 각각 <표3>

과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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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항목

<표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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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및 결과

5.1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하여 Smart PLS 2.0의 부

트스트래핑(Bootstrapping) 500회 기법을 사용하

였으며,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변

수들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신뢰성을 평가하

였다. 먼저 집중타당성의 검증을 위하여 측정항목들

의 요인적재량 값을 측정하였으며, <표 5>와 같이 

그 결과 값이 모두 0.6을 상회하며 기준값 0.5 이상

을 충족하였다(Bagozzi and Yi, 1988). 다음으로 크

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C.⍺)값과, 복합 신

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산출하여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표 5>와 같이 각 잠재변수의 

값이 크론바흐알파값 0.7기준(Hair et al., 2011), 복합

신뢰도 0.7기준(Chin, 1988), AVE값 0.5기준 (Fornell 

and Lacker, 1981)을 모두 충족하여,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각 잠재변수의 판별타당성 을 <표 6>과 같이 

검증하였으며,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이 0.7이상

이고, 그 값이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값을상회하

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 또한 검증이 되었다.

<표 5> 집중타당성 및 신뢰성분석

<표 6> 판별타당성 분석

* 대각의 굵게 음영 표시된 부분은 AVE의 제곱근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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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가설의 검증

  측정모형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이 확보됨에 따

라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을 통한 변수들 간의 영

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사용자 역량은 충분한 활용(β=0.138, t=2.151)과

탐색적 활용(β=0.169, t=2.033)요인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며 가설 H1a와 H1b는 채택되었다. 사용 영

향 은 충 분한활용과의관계에서는 ( β = 0 . 2 3 7 ,

t=2.295)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가설 H2a는 지지되

었으나, 탐색적 활용과의 관계 (β=-0,043, t=0.419)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에 따라

가설 H2b는 기각 되었다. 그리고 사용 의미는 충분

한 활용에 (β=0.029, t=0.268) 유의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고, 탐색적 활용에는 (β=0.360, t=3.535)

유의한 정(+)의결과를 보이며 가설 H3a는 기각된

반면, 가설 H3b는 채택 되었다. 마지막으로 기능에 대

한 신뢰는 충분한 활용(β=0.433, t=4.154)과 탐색적 

활용에(β=0.331, t=3.505) 정(+)의 영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며 가설 H4a와 가설 H4b 모두 채택되었다. 

6. 결 론

6.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사용자 임파워먼트 이론의 바탕으로 중국

인 현지 잠재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경험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역량, 사용 영향,사용 

의미, 스마트폰 기능에 대한 신뢰가 스마트폰의 충분

한 활용과 탐색적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

였다. 이러한 영향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다음

과 같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관광경험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 

역량과 스마트폰 기능에 대한 신뢰는 스마트폰의충

분한 활용과 탐색적 활용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미치

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관광경험에 있어서 스마

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

을수록, 관광경험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

자들은 스마트폰의 기존 기능들을 최대한으로 활용

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시험하고 

새로운 기능을 탐구하며 더 잘 활용한다는 것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또한 관광경험에 필요한 스마트폰의 기

능들을 통해 사용자들의 관광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을수록,스마트폰

을 관광경험에 다각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관광경험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 영향은 충분한 

활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나, 탐색적활용은 기

각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이 관광경

험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지각할 경우, 스마트폰의 

기존 기능을 충분하게 활용하여 관광경험과 관련하여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만, 새로운 기능을 탐색

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는 의지는 없다는 것을 보

여준다. 따라서 관광경험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에 자

신이 알고 있고, 사용해 본 기능을 중심으로 더 심도 

있고 충분하게 활용하지만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그림 2] 구조모형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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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기능을 찾고 시도해보면서 관광을 하지는 않는다

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탐색적 활용

은 긍정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확실

성이 존재하는데(March, 1991) 사용 영향이 기각된 

결과가 나온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설명가능하다. 즉, 

스마트폰의사용이 자신의 관광경험에 미치는 영향력

을 더 많이인지하는 사용자일수록 새로운 기능과 기

술의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인식이 더 크게 작용되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인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결과

는 조직 내에서의 정보시스템 사용 영향이 창발적 사

용(Emergent use)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도출된 

Ng and Kim(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관광경험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 의미는 

탐색적 활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충분한 활용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도

출되었다. 이는 사용 영향이 스마트폰 활용행태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의미 있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관광경험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사

용하는 행위가 관광결과에 영향력이 있다고 지각할 

경우, 새로운 기능을 탐색하기 위해 본인의 시간과 노

력을 투자하기 보다는 관광경험에서 얻고자 하는 것

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기능이나 기술을 최대한 활

용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관광객이 관광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사

용하는 것이 사용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

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에 알고 있는 기능

을 충분히 활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기능과 방식을 탐

색하고 시도하여 관광경험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스마트폰 사용 영향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충분

한 활용의 경우 일관되고 단기적 성과에는 긍정적이지

만 더 좋은 새로운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Hannan and Freeman,1984). 이러한 관점에서 사용 

의미의 연구결과 또한 스마트폰의 기존 기능에서 느낄 

수 있는 가치보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능에 대한 탐

색적 활용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더 긍정적이

고 좋은 가치와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 강력한 사용 

동기로 작용 되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로 유추할 수 있

다.

6.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시사점으로 첫 번째는 국내 외래관광객

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을 대상으로 관광경험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파워먼트 개념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활용행

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사용자 임파워먼트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특

정 조직 내에서 개인의 업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활

용하는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되었지

만 본 연구에서는 조직이 아닌 개인 한명이 독립적으

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임파워먼트를 분석

하였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관광경험의 맥락에서 스마트폰 사용자 활용 행태에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한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지닌다. 

또한 관광 경험에서의 스마트폰 활용 행태를 충분한 

활용과 탐색적 활용으로 나누어 각 요인별로 차이점

을 분석하였는데, 이 또한 조직에서의 구성원들이 공

통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활용 행태를 중심으

로 연구한 기존 연구들과도 차별화 된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사용자 임파워먼트 외에 기능

에 대한 신뢰가 활용행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점에

서 또 다른 이론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

폰은 일상생활에 깊숙이 내재화되어 활용되고 있음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단계에서 후기 수용단계에 속하는

데(구철모 외, 2011; Koo et al., 2015), 이에 따라 본 

연구는 Thatcher et al.(2011)의 연구에서 정보시스템

의 후기 수용단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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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신뢰를 또 다른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기존 선

행연구는 IT에 대한 신뢰와 정보시스템의 활용 의도

나 사용자들의 인지된 유용성, 용이성을 중심으로 진

행되었으나, 관광경험의 맥락에서 스마트폰 기능에 대

한 신뢰가 스마트폰을 다각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

는 충분한 활용과 탐색적 활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

구결과로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은 현재 관광산업 발전 패러다임을 바꿔 놓

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기기가 되었는데(Wang et 

al., 2012), 관광경험에서 스마트폰에서 주로 이용하

는 기능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인은 

BAIDU, Google와 같은 검색엔진을 주로 활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

로 할 때, 검색 엔진을 통한 관광정보 제공이나 한국

관광 홍보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제대로 된 관광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관광지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웹페이지 등을 활

용하여 더 효율적인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리고 최근에는 중국인 방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스마트폰의 활용이 더 활발

해 지고 확대되는 추세이다(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5). 따라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여러 가지 관광 상품 구매나 관

광 상품 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스마트폰 내에

서 더 다양하고 긴밀하게 연계시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쇼핑, 관광지 정보제공, 항공권 및 호텔 숙박 예약, 관

광 상품 구매 등과 같은 관광 전사전 지식과 관광 중 

정보, 관광 후 관광객들의 지식 공유 등을 어플리케이

션 또는 웹페이지에서 이용하는 방법을 중국인들에게 

홍보하여 이를 관광에 활용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관광경험에 있어 스마트폰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

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관광경험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관광 행태에 대해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스

마트폰 활용행태의 변화와 차이에 대해 검증하지 못했

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관광객의 관광 

전, 관광 중, 그리고 관광 후에 관광경험과 관련한 스

마트폰의 활용행태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초

점을 두고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현

지 중국인을 대상으로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

가의 방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경험에 있어서의 

스마트폰 활용 행태를 분석하여 국가별 활용행태 비

교 등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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