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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사용 의도와 관련되는 선행 요인들과의 관계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상호작용 내 양방향통신 및 동시성 등 2개의 요인이 몰입에의 영향, 그리고 그 몰입이 사용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태도 요인이 계속적인 사용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모형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연구 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부분최소자승 기반 구조방정식(PLS-SEM) 방법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확인적 요인분석 및 가설검정을 통해 제시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결과를 통하여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사용자들의 재사용을 위해서는 몰입도와 상호작
용이 영향을 미치고, 향후에 스마트관광 시스템 개발을 함에 있어 사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
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에 스마트관광의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관광객들의 스마트폰에 의한 정보 취득과 관련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 스마트관광, 스마트폰, 상호작용, 몰입, 태도, 계속 사용 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ourist 's intention to use 
smartphone and the preceding factors through the questionnaire. For achieving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surveyed the tourists who use smartphone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interactivity such as two-way 
communication and synchronicity as hypotheses on the influence of flow, and the effect of attitude factors on 
continuous intention to use was analyzed by research model. In this study, a partial least squares based 
structural equation (PLS-SEM) method was applied to verify the hypothesis of the proposed research model. 
Finally,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research model was confirm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hypothesis testing.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teractivity and flow are influential for the 
reuse of users in utilizing information by using smartphone, and it affects the attitude of users in developing 
smart tourism system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information by smartphone of tourists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smart touris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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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점차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는 전 세계 인구들의

대중적인 통신의 큰 수단이 되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콘텐츠 이용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

고있다[1]. 이러한추세하에관광산업내에서 관광객들

은여행을하는과정중에서여러정보들을토대로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2].

특히 정보를수집하는데일반적으로사용되는관광지

에서의스마트폰(smartphone) 기기(device)의 역할은더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즉, 관광과

스마트폰은 이제 관광업계에서는 하나의 흐름으로 작용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Wang,

Xiang, & Fesenmaier(2016)은 스마트폰이 여행 중 스마

트 폰의 채택, 사용 및 영향을 설명하는 프레임 워크를

통해 관광객의 행동을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2].

즉,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달은 많은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를 가져다주고 있고, 관광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분

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생겨나고 있다. 다양한 스

마트기기의 활용을 통해 여행지를 선택하고, 여행지의

정보를수집하고, 여행과관련된예약및결재등여행자

의의사결정에영향을주는이용체계의변화가이루어지

고 있는 것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여행객들이스마트폰을활용하여

정보 탐색에 있어 관련 요인들, 그 수용태도, 그리고 계

속적인사용의도 (재사용의도)에 관한관계를분석함으

로써, 향후 스마트폰활용관광아이템개발을위한기

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사용의도와관련되는선행요인들과의관계

를설문조사를통해실증적으로분석하는데목표를두고

있다. 이를통해서분석된결과를통해관련시사점을도

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관광에서의 스마트폰 활용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하여 여러 분야에서 스

마트폰의 활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4,5,6,7,8,9]. 특히, 기본적으로 관광에서의 스마트폰은

기본적인 개념에는 유투어리즘(u-tourism)과 디지털 투

어리즘(digital tourism)이 있는데, 유투어리즘은 유비쿼

터스기술이관광에적용되어관광객에게유용한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고[10], 디지털 투어리즘은 관

광객의경험전·중·후활동에대한디지털지원을의미한

다[11]. 이에 반해 스마트폰 기반의 스마트관광(Smar

tourism)은 유투어리즘(u-tourism)과 디지털투어리즘

(digital tourism)의 의미를포괄한개념으로서, 정보통신

기술을기반으로한위치기반서비스와집단커뮤니케이

션을 통해 관광객에게 실시간, 맞춤형 관광정보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12]. 여기서 Choi, Yoo, &

Choi (2014) 연구에 의하면, 스마트관광이란 이동(관광)

하는관광객에게상시접목되어있는스마트기기디바이

스를 통해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 또는 정보가 제공됨을

의미하며, 이는 Standards, Multi Function, Accessibility,

Reliability, Time Saver의 각 첫머리 글자를 사용하여,

그 의미는표준에기반한상호호환성(Standards), 융·복

합을통한다양성(Multi Function), 시·공간제약없이빠

른 접근성(Accessibility), 시장, 고객으로부터의 신뢰성

(Reliability), 관광객편리성(Time Saver)을 조합한의미

로 사용하고 있다[12].

예를 들어, 다음 [Fig. 1]과 같이 비콘 기술 기반의 제

주지역의 스마트폰 기반의 앱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13]. 이러한 비콘 기발의 다양한 개발기술들이 관광 서

비스에 활용이 되면서 O2O 서비스, 내비게이션 등 여러

스마트폰 기반의 앱들이 계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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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행 연구
관광에서의 스마트폰 활용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아직까지는활발한연구가진행되고있지는않

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연

구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광정보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관련개발에대한연구가주를이루고있으며, 스

마트폰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 스마트폰

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연구 등이 일부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Lee (2011)의 연구에서는일반적인분야에

서기술수용모형을기반으로한스마트폰의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인지된 유희성으로 나타났다[14]. Yoon,

Yoo, & Jang (2013)의 연구에서는스마트폰기반으로제

공되는 관광정보 특성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그

리고 관광정보 특성이 행동의도와 만족도, 신뢰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15]. Jung (2015)의

연구는 스마트관광 발전현황 및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

해스마트관광의문제점을도출하고이에부응하는정책

적 대안을 분야별로 제시하였다[16]. 위와 같이 몇 가지

연구에서나타났듯이, 스마트폰이관광객의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

또한, Delon & McLean (2003)의 연구에서와 같이 일

반적인 소비자 행동의 맥락에서 경영 정보 시스템

(MIS), 통신 및 마케팅 분야의 연구자들은 주로 기술채

택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폰 사용을 연구하고 있다 [17].

즉, 이러한 연구들은 스마트 폰의 우월성이 기술적 측면

에서보일필요가있으며, 이러한기술적구성이MIS, 통

신네트워크및마케팅기능분야에어떻게자리잡을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조직 상황에서 기술

채택에대한많은연구가있지만개인측면에관련된연

구는거의없다[2]. 특히, 스마트폰사용에만국한된경

우 개인 수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존 연구를 고려할 때 스

마트폰이실제로소비자행동에어떻게영향을미칠수

있는지에대한경험적연구가무엇보다도필요한상황이

다[2].

3. 연구모형 및 가설
본연구모형은앞선선행연구에서나온조직적인요

인들이외에관광객을대상으로스마트폰서비스라는개

인적 상황에 맞춰, Okazaki & Mendez (2013)의 연구에

서 적용된 스마트폰의 개인적 사용과 관련된 선행 변수

와 결과 변수들을 포함한다[18]. 여기서는 양방향통신

(2-way communication) 및 동시성(Synchronicity) 개념

을 포함하는 상호작용(Interactivity), 몰입(Flow), 사용

태도(Attitude), 그리고 사용의도(Usage intention) 등의

요인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 모형에서는 이러한

관계들을포함하는요인들을근거로제시되었다. 따라서

[Fig. 2]와같이앞서제시된요인들간의 관계를보여주

는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Fig. 2] Research Model

연구모형 내 측정 요인 중 상호작용 (Interactivity)은

스마트폰의 고유한 속성인 유비쿼티 (Ubiquity) 개념과

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19]. 하지만, 실증적으로는 분석

이된적이없다[18]. 본 연구 모형에서는이러한상호작

용은 ‘제한된자극분야에대한주의집중 (a centering of

attention on a limited stimulus field)으로정의를내리고

자 한다[13]. 이는 컴퓨터 환경의 속도에 의존하게 된다

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속도는 인터넷 연결

의유형및사용자의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포함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21].

이러한상호작용은크게양방향통신(2-way communication)

및 동시성(Synchronicity) 등 2개의 요인들로 구성이 된

다[18]. 여기서 양방향통신의 측정 항목(items)은 “‘스마

트폰에서 제공하는 관광정보 웹사이트는 방문자의 의견

을 듣고 싶어 했다.’,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관광정보

웹사이트는 방문자와 그 웹사이트 사이의 쌍방(양방향)

통신(대화)을 용이하게해주었다.’, ‘스마트폰에서제공하

는 관광정보 웹사이트는 방문자들이 응답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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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제공해주었다.’, ‘이 관광정보 웹사이트는 방문자의

피드백을 수집하기에 효과적이었다.’“ 등 총 4개의 질문

으로 구성이 되었다. 또한 동시성은 “‘이 관광정보 웹사

이트는 정보 수집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나는

지체 없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있었다.’, ‘연결된

이 관광정보 웹사이트를 클릭했을 때, 나는 즉각적인 정

보를얻었다고느꼈다.’“ 등의 3개의측정항목들이적용

되었다.

그리고몰입(Flow) 요인은시간인식 (time perception)

에서의왜곡으로연결이될수있다[20]. 즉, 소비자내지

사용자가 시간의 흐름을 인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인영향과기분에의동시대적인주관적인지로연

결이 된다는 것이다[20]. 이 요인의 척도는 이전 연구들

[22,23,24]을 근거로활용되었다. 여기서몰입요인은 “‘나

는 스마트폰 서비스에 접속할 때는, 완전히 몰두하게 된

다.’, ‘나는 내스마트폰에서검색을 할때는 종종 완전히

몰입하게 된다.’, ‘나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스마트폰

서비스를 이용한다.’‘“ 등의 3개의 측정 항목으로 분석이

되었다.

특히 여기서 상호작용 요인은 몰입 요인을 매개로 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논리를바탕으로하여다음의가설(H1~H3)을 설정하

였다.

가설 1 (H 1_1 & H 1_2): 관광객의스마트폰사용에

있어서상호작용 (양방향통신및동시성)이몰

입에 (+)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H 2): 몰입은 태도에 (+)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H 3): 태도는재사용의도에 (+) 영향을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

해서경로(path)의검증에초점을두고표본의크기에영

향을 덜 받는 부분최소자승 기반 구조방정식

(PLS-SEM: Partial Least Squares-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적용하였다[25].

4. 실증 분석 결과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6년 10월 중순에 제주국제

공항에서제주관광을체험한관광객들중스마트폰을사

용하는관광객들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통계분석에사

용한설문은충실도가높은설문만을대상으로분석하였

으며응답충실도가낮고불성실하게응답한자료는통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25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

시하였다.

설문에 응한 분석표본의 구성 특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성별에따라서는남자 44.1%, 여자 55.9%으로나타

나, 다소 여성 응답자가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40대 및

50대가거의 50%에달해서스마트폰사용자의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별 구성은 대학교(재

학)졸업이 60.2%로 가장 많았고, 직업별 구성은 사무관

리직/기술직 및 전문직 순으로 나타났다 (See <Table

1>).

Variable Category Frequency Ratio(%)

Gender
Male 113 44.1
Female 143 55.9

Age

10-19 12 4.7
20-29 45 17.6
30-39 62 24.2
40-49 74 28.9
50-59 52 20.3
60 and over 11 4.8

Educatio
Level

High School and below 78 30.5
Undergraduate 154 60.2
Postgraduate 24 9.4

Total 256 1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4.2 확인적 요인 분석
본연구에서는 PLS-SEM 분석을적용하기위해서선

행적으로제시된연구모형내잠재변수들(Latent variables)

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각 요인들의 타

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게 되는데, 본 방법을 활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적은 표본 수를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25]. 통상적으로 가능한 최소의 표본 수는 그 잠재변수

에서 20배를갖고그기준으로 삼는데[26], 본 연구는연

구모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5개(외생 2개, 매개 2개,

종속 1개) 요인이고, 본 연구에서 적용된 표본 수인 256

개이므로 통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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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모형에 삽입되는 각 잠재변수에 대한 신

뢰성(Reliability)을 평가하는 과정 중 하나는 내적 일관

성 (Internal consistency) 측정치인 CR(복합 신뢰성:

Composite Reliability) 수치로서평가할수있다. 대체적

으로는그기준은 0.7 이상을선호하지만, 연구의상황등

을고려하여 조정도할 수있다[27]. 따라서확인적 요인

분석은 다른 주요인들보다 더 높은 측정치를 보여주는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s)를 보여준다[28] (See

<Table 2>).

　 commu synchro flo atti usa
commu 1 0.853 0.684 0.526 0.486 0.542
commu 2 0.874 0.701 0.499 0.444 0.490
commu 3 0.883 0.677 0.458 0.353 0.412
commu 4 0.860 0.730 0.483 0.368 0.454
synchro 1 0.809 0.888 0.526 0.477 0.571
synchro 2 0.689 0.921 0.519 0.524 0.640
synchro 2 0.675 0.892 0.520 0.523 0.628
flo 1 0.525 0.547 0.909 0.634 0.643
flo 2 0.535 0.547 0.937 0.617 0.565
flo 3 0.441 0.433 0.802 0.429 0.329
atti 1 0.450 0.542 0.633 0.951 0.746
atti 2 0.450 0.532 0.588 0.955 0.701
atti 3 0.473 0.542 0.620 0.960 0.723
usa 1 0.592 0.722 0.529 0.601 0.862
usa 2 0.493 0.599 0.543 0.717 0.949
usa 3 0.446 0.570 0.563 0.750 0.933

Note: commu refers to communication; synchro refers to synchronicity;
flo refers to flow; atti refers to attitude; usa refers to usage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또한 각 요인들의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제곱근의측정치는모형내 6개의잠재

요인들(latent variables)의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

를체크하는것이다. 이러한분석의결과들은그 AVE가

다른 속성들(constructs)의 교차상관성(cross-correlations)

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각속성은그측정모형내에서다른속성들보다

더 특성치를 보여주므로 일종의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를 나타내는 것이다[28,29] (See <Table 3>).

4.3 PLS-SEM 분석에 의한 가설 검증
본연구에서는앞서제시된바와같이각제시된연구

모형의경로와전체적인모형이수집한데이터와의적합

성여부를측정하기위해서부분최소자승법(PLS: Partial

Least Squares)과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이 합쳐진 방법인 PLS-SEM를 적용하였다. 이러

한방법론은크게경로에서는 PLS에서, 연구모형과데이

터와의 적합성 여부는 SEM에서 측정한다[30].

여기서는 Smartpls 2.0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분

석을실시했으며[24], 각경로의계수값인 t 값을측정하

기 위해서 부트스트랩 재표본법(bootstrap re-sampling

method)을 통해 추정하였다. 다음 표 5는 그 경로 값과

R2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 내 각 요인들은 각 경로

간의 관계에서정(+)의값과유의한통계수준을 보여주

고있다. 또한연구모형의적합도를보여주는 R2 값은높

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see <Table 4>).

Paths Coefficient R2

commu -> flo (H1_1) 0.290†
0.37

synchro -> flo (H1_2) 0.346*

flo -> atti (H2) 0.643** 0.41

atti -> usa (H3) 0.758** 0.57

Note 1: †p<0.1, *p<0.05, **p<0.01
Note 2: commu refers to communication; synchro refers to
synchronicity; flo refers to flow; atti refers to attitude; usa refers
to usage

<Table 4> Results of PLS-SEM  

　Constructs Cronbach α Communality CR 1 2 3 4 5

1. commu 0.891 0.753 0.924 0.868 　 　 　

2. synchro 0.883 0.811 0.927 0.805 0.901 　 　 　

3. flo 0.861 0.783 0.915 0.568 0.579 0.885 　 　

<Table 3> Analysis table on latent variabl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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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설 검증 결과에 의하면 상호작용 중 양방향통신

요인이몰입에 10%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영향을미

치고, 동시성은 5% 유의수준에서 또한 통계적으로 의미

가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 2개의상호성요인은및높

은 설명력(R2=0.37)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동

시성 요인이 양방향통신 요인보다 다소 높은 영향력을

보임을알수있다. 이러한상호성요인들이몰입에영향

을미치고, 그몰입요인은 1%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

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태도

또한계속사용의도에 1%유의수준과더불어높은설명

력(R2=0.57)을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가설로 설정된 상호작용내 양방향통

신및동시성등 2개의요인이몰입에의영향, 그리고그

몰입이 사용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태도 요인이 계속적인 사용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연구모형으로분석하였다. 이러한연구모형

을 근거로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를 갖고 확인적 요인분

석 및 가설검정을 통해 제시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보

여주었다. 구체적으로는스마트폰에의한관광정보수집

에있어웹사이트의양방향통신및동시성등의요인들

을 설정하고 몰입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검색 등의 이용

시 몰입여부 등 3개의 요인을 정의하여, 이러한 상호작

용, 동시성과 몰입의 요소들이 사용 태도에 미치는 가설

을 설정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20대 및 30대에 한정되어 이루어

지고있지만, 본 연구에사용된총데이터중 40대 및 50

대 응답자들(50%)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은스마트폰사용자의연령대가높아지고있다는점에

서본연구의분석결과가일반화가능성을지니고있다

고 볼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관광객들

이스마트폰을활용하여정보를활용함에있어사용자들

의재사용을위해서는몰입도와상호작용이영향을미치

고, 향후에 스마트관광 시스템 개발을 함에 있어 사용자

의태도에영향을줄수있는요인들에대한연구와관련

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의보급이빠르게확산되면서지금은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스마트폰이 사용 되고 있고 스마

트폰 이용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더 많을

것이나, 몰입과 상호작용 요소만 적용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또한 향후에는 이러한 요인 간 관계

에서조절적인요인들을추가하여추가적인시사점을도

출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모형 내

측정 요인 중 상호작용은 스마트폰의 고유한 속성인 유

비쿼티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관광 분야에

서는 실증적으로는 분석이 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학문

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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