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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여 박물관 방문객의 스마트관광 콘텐츠 사용의도를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객을 편의표본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였으며, 가설검정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국립중앙박물관 실감영상관
의 정보품질은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박물관의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람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하기 편리한 디지털 어플리케
이션을 개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스마트관광, 기술수용모델, 정보품질,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사용의도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museum visitors’ intention to use of smart 
tourism contents by applying the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he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a convenience sampling of individuals who visite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it conduct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o test hypotheses of the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information quality of immersive digital gallery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d a significant regression weight on both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had a significant regression weight on perceived usefulness. Moreover, both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had a significant regression weight on intention to use. 
The finding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smart tourism contents with easily accessible and 
usable digital applications for promoting smart tourism in the museum.
Key Words : Smart Touris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nformation Quality,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Usefulness, Intention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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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통적 관광서비스 영역에 디지털 정보기기와 인터넷 

인프라 발전으로 디지털 산업과 관광산업이 연결되는 스
마트관광이 발전되고 있다[1]. 스마트관광의 발전으로 관
광객은 관광상품 및 콘텐츠를 관광목적지에 직접 방문하
여 인적 서비스를 향유하는 형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
간과 장소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관광활동에 참
여할 수 있게 되었다.

관광목적지에서 관광가이드, 문화해설사, 도슨트(docent) 
등에 의한 관광정보 제공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관광정
보 제공 및 콘텐츠 이용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2,3]. 특
히 문화예술 관광목적지인 박물관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
한 유·무형 콘텐츠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다수 도입하고 
있다[4].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도 2012년 한국관광공
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스마트 투어 가이드 어플리케이션 
도입을 시작으로 스마트관광 콘텐츠 수요증가에 맞추어 
현재 디지털 실감 영상관과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스마
트관광 콘텐츠를 관람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해외 박물관들에서도 스마트관광 수요 확산에 따라 디
지털 콘텐츠를 접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박물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기반의 관람 콘텐츠들을 제
공하여 박물관 방문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5,6]. 
박물관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안내 시스템과 
같은 신기술이 방문객에게 제공됨에 따라 이와 같은 신
기술을 잘 수용하는 방문객이 있지만, 반면 신기술을 수
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의도가 낮은 방문객 또한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기존 서비스에 신기술이 접목되어 이용
객에게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른 신기술에 대한 수용력과 
사용의도를 평가하기 위해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이하 TAM)을 적용하고 있다[7-9]. 
TAM은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을 기반으로 발전된 이론으로 Davis(1989)가 제시한 정
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사용자의 기술수용력을 평가하는 
유용한 모델이다[10]. 

그러나 정보기술 수용의 다양한 환경과 특성 반영에 
대한 TAM의 한계점이 제기되면서, 외생변인들을 추가한 
확장된 TAM(Extended TAM, 이하 ETAM)이 적용되고 
있다[11,12]. 스마트관광 관련 연구들에서 ETAM을 적용
하여 관광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
한 관광객들의 기술수용력에 따른 사용의도의 영향관계
를 규명하고 있다[13,14].

문화예술관광 목적지로서 박물관의 역할과 수요가 증
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물관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
라 다양한 스마트관광과의 접목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
지만, 이에 대한 방문객의 기술수용력에 대한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 이에 박물관의 스마트관광 콘텐츠에 대한 
방문객의 기술수용력과 사용의도의 영향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예술 관광목적지인 
박물관이 변화하는 기술환경과 관람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스마트관광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시사점
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스마트관광 콘텐츠를 운용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이 지각하고 있는 기술수용
력과 사용의도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관의 정보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둘
째, 이러한 평가를 통해 ETAM을 적용하여 관람객의 기
술수용력에 따른 사용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이
와 같은 영향관계 분석으로 박물관의 스마트관광 서비스
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스마트관광

최근 관광시장은 융합 비즈니스를 통한 복합 산업 시
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광환경 및 수요의 변
화에 맞추어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스마트관광이
다[15,16]. 스마트관광에서 스마트의 의미는 상호호환성
(Standards), 융복합의 다양성(Multi Function), 시공제
약이 없는 접근성(Accessibility), 관광객의 신뢰성
(Reliability), 관광객을 위한 편의성(Time Saver)을 뜻
하고 있다[17].

우리나라에도 2000년 이후 정보통신기술과 관광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스마트관광이 빠르게 도
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에서 스마트관광에 대
한 개념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정병옥(2015)은 
스마트관광을 디지털 관광과 유비쿼터스 관광을 포괄한 
개념으로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실시간 및 양방향 정보교
류를 통한 관광 만족도를 극대화 시키는 지능형 맞춤 관
광이라고 정의하였다[18]. 구철모 등(2015)은 스마트 폰
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며 제공되는 SNS나 모바
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관광객의 상황에 맞는 실시
간 정보를 이용하는 관광형태라고 정의하였다[19]. 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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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2015)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여행 전과 후,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여
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사용하여 제공받고, 온
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SNS에 
그 흔적을 남기는 여행을 스마트관광이라고 하였다[20]. 

스마트관광은 2009년 스마트폰의 국내 등장 이후 새
롭게 생겨난 관광의 패러다임으로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21], 전상현 등(2016)의 연구에서 스마트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데이터 확대와 정보통신기술의 활
성화,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17]. 신용재·서
우종(2017)은 스마트관광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스마트관광 관련 산업은 공급시장 효과가 크고, 
제조업에서 생산유발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2]. 송영선(2018)은 스마트관광을 위한 개방 공간정보
의 현황분석을 위하여 문화관광 정보들을 검토하였고 검
증되지 않은 데이터의 검증 필요성과 정보의 일관성 확
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23].

2.2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TAM은 Davis(1989)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관련 시

스템에 대한 개인의 기술수용력에 따른 태도와 행동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모델이다[10]. 그가 제시한 TAM에서 
개인의 신기술에 대한 수용력을 평가하는 구성요인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인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과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업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 지각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을 변수로 설정하여 신기술의 
수용에 따라 태도와 사용의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모델이다[24].

하지만 TAM은 이 두 가지의 변수만 지나치게 강조하
여 기술수용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과 변수들을 찾
는 것을 제한하였다는 한계점을 드러냈다[25]. 이러한 한
계점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해 Venkatesh & 
Davis(2000)는 기존의 TAM에 다른 외부변인을 추가하
여 ETAM을 제시하였다[26]. 최근 기술수용과 관련된 연
구 경향은 TAM을 확장하여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
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질, 상호작용성, 접속성 등과 
같은 기술적 특성이나 자기 효능감, 지각된 가치, 몰입 등
과 같은 이용자의 특성 변인을 외부변수로 추가하여 다
양하게 진행되고 있다[27,28]. 

Delone & McLean(2003)이 정보시스템의 성공모델

을 제시하면서[29], 외부변인으로써 정보품질 요인을 중
요한 선행변수로 추가 채택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30-32]. 김용일 등(2015)은 정보품질이 지각된 유용성
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고[33], 이민석 등
(2020)의 연구는 대학생들의 레저시설 앱 사용의도를 분
석한 연구에서 정보품질을 선행변수로 하여 인지된 유용
성과 용이성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보품질은 인
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4]. 박성중 등(2015)의 모바일 여행콘텐츠 정
보품질과 인지된 유용성과 이용편리성 간의 영향관계 연
구에서 변수들 간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35].

2.3 사용의도
사용의도에 대한 개념은 심리학의 태도 이론에서 비롯

되어 현재 대부분 소비자 행동이론과 함께 논의되고 있
으며[36], 최근에는 정보기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7].

Davis 등(1989)은 사용의도란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
기 위한 전단계로 사용자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태도
와 지각된 유용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설명
하였다[38]. 사용의도는 고객이 정보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37]. 관광학 연구에서는 
사용의도의 구성요소는 호의적 구전의도, 목적지를 다시 
방문하려는 재방문의도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
하려는 의지인 추천의도로 나눌 수 있다[39,40].

사용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respo 등
(2009)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이 인터넷 쇼핑몰 상
품에 대한 구매의도, 신뢰,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41]. 이영란(2017)의 O2O 플랫폼 
특성요인과 사용의도의 영향관계 연구에서는 사용의도를 
O2O를 수용하기 위한 결정요인으로 정의하며, 유용성과 
용이성은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
하였다[42]. 문설아·변광인(2020)의 기술수용요인과 사
용의도 간의 영향관계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
된 용이성은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지각된 
위험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따라서 혁신기술이나 서비스에 관한 주요 연구에서 
정보품질이나 서비스 품질은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을 
통해 사용의도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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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박물관 관람객이 지각하고 있는 스마트관광 
콘텐츠 기술수용력과 사용의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연구표본은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중, 스마트관광 콘텐
츠인 실감 영상관을 이용한 성인남녀 중 온라인 전시관
을 동시에 이용한 경험이 있는 관람객으로, 표본추출은 
편의표본추출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
한 자료수집은 표본집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이 기재된 안내문에 직접 온라인 설문조사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설문조사 참여자가 
직접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1월 16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걸쳐 수집하였다. 설문조사에 있어 코로나19 확
산에 따른 방역지침에 따라 설문조사원을 파견할 수 있
는 일자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설문조사 기간
이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총 1,500부의 온라인 
설문조사의 안내지를 배포하여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
하도록 하여 1,139부가 수집되었으나, 일방향으로 응답
하거나, 실증분석의 오류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이상치
(outlier)를 제거한 후, 총 916부를 최종 실증분석에 사
용하였다.

3.2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ETAM 관련 연구에서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

용자의 기술수용력과 관련된 행동과 태도를 규명하기 위
해 정보시스템의 정보품질을 원인변수로 설정하여 각 요
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있다[33-35,45].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관의 정보품질을 중심으로 ETAM을 적용하
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Fig. 1. Conceptual Model

가설 1. 온라인 전시관의 정보품질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온라인 전시관의 정보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온라인 전시관의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
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온라인 전시관의 지각된 용이성은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온라인 전시관의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구성개념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각 구성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

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각 구성개념의 측
정변수들은 Table 1과 같다.

Dimension Measured Variable

Information 
Quality(IQ)

Trust in information sources(IQ1)
Diversity of Information (IQ2)

Trust in information expertise(IQ2)
Qualitative excellence of Information(IQ3)

Sufficient information acquisition(IQ5)

Perceived Ease 
of Use(PE)

Easy to find information(PE1)
Simple and easy(PE2)

Comfortable to view(PE3)

Perceived 
Usefulness(PU)

Save time by using(PU1)
Very useful to obtaining info.(PU2)

Convenient to use(PU3)

Intention to 
Use
(IU)

Will use the application again(IU1)
Will use diverse function of the app.(IU2)

Positively telll the application to others(IU3)
Recommend the application to others(IU4)

Table 1. Dimensions and Measured Variables

정보품질은 온라인 전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다양성,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한 만족감으로 정의하였
다. 지각된 용이성은 온라인 전시관을 이용함에 있어 많
은 신체적 및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지각하
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지각된 유용성은 
온라인 전시관을 이용함으로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획
득할 수 있고 이 과정에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함을 느끼
는 감정의 상태로 정의하였다. 구성개념들의 각 측정항목
은 리커트 5점 척도(Likert 5-point scale)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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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5.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성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
시하고, 측정변수의 정규분포 확립을 위해 기술통계분석
으로 표준화 점수(z-score)를 추출하였으며, 크론바하 
알파 검정(Cronbach’s alpha test)과 탐색적 요인분석
으로 변수의 정화(purification)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AMOS 25.0을 사용하여 구성개념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구조모형분
석으로 가설을 검정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표본집단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 
분포는 여성 482명(52.6%)과 남성 434명(47.4%)이었으
며, 결혼 여부는 기혼 697명(76.1%)과 미혼 219명
(23.9%)으로 집계되었다. 연령 분포는 30대가 373명
(40.7%)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0대 291명
(31.8%), 50대 174명(19.0%), 20대 60명(6.6%) 및 60
대 이상 18명(2.0%)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은 대학
교 재학 또는 졸업이 378명(41.3%)으로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344명(37.6%), 고졸 이하 
180명(19.7%) 및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14명(1.5%)으
로 집계되었다. 

또한, 현 거주지 분포는 서울특별시가 340명(37.1%)
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66명(29.0%), 충청권 159명(17.4%), 호남 및 영남권 
112명(12.2%) 및 기타 39명(4.3%)으로 나타났다. 월 평
균 개인소득은 300만 원 이상∼400만 원 이하가 268명
(29.3%)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0만 원 이하 
250명(27.3%),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248명
(27.1%),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122명(13.3%) 
및 500만 원 이상 28명(3.1%)으로 집계되었다.

4.2 측정항목의 정화
본 연구의 측정변수를 정화(purification)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크론바하 알파 
검정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Dimension
(α) Item communality Factor

1 2 3 4

IQ
(0.897)

IQ2 0.764 0.789
IQ5 0.709 0.787
IQ1 0.738 0.784
IQ4 0.677 0.779
IQ3 0.733 0.776

PE
(0.898)

PE2 0.854 0.812
PE1 0.837 0.811
PE3 0.779 0.771

PU
(0.932)

PU2 0.876 0.824
PU1 0.871 0.808
PU3 0.816 0.812

IU
(0.920)

IU2 0.883 0.833
IU3 0.819 0.808
IU1 0.833 0.772
IU4 0.711 0.701

Eigen Value
(% of Variance)

Factor 1=3.612(24.083%)
Factor 2=3.139(20.924%)
Factor 3=2.579(17.195%)
Factor 4=2.568(17.123%)

KMO measure of sampling adequacy=0.906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χ2=11458.215, df(p)=105(0.000)

Total variance explained by 4 factors: 79.325%

Table 2.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연구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79.325%의 총 변량을 나
타냈으며, KMO값은 0.90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유의확률은 0.000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분산정도를 제시하는 아이겐
(Eigen)값은 모든 요인에서 1 이상으로 나타났다. 개별 
항목이 전체 요인에 대해 분산설명력을 나타내는 공통성
은 0.677∼0.883으로 제시되었고, 요인 적재치는 0.701
∼0.833으로 모든 항목의 공통성 및 요인 적재치가 기준
이상을 상회하여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측정
항목들에 대한 신뢰도 검정 결과, 모든 요인들의 신뢰도 
계수가 0.8 이상으로 집계되어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4.3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성개념의 모델 적합성을 파악하

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첫째, 모델 적합도 지수는 CMIN/DF=2.987(기준
치>3.0), GFI=0.977(기준치≥0.9), NFI=0.986(기준치≥
0.9), TLI=0.982(기준치≥0.9), CFI=0.990(기준치≥0.9), 
RMSEA=0.047(기준치≤0.05)로서 모두 기준치 내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의 모델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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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Items Standardized 
Loading

Variance of the 
Error AVE C.R.

IQ

IQ1 0.811 0.244

0.721 0.928
IQ2 0.826 0.224
IQ3 0.792 0.284
IQ4 0.789 0.233
IQ5 0.794 0.260

PE
PE1 0.883 0.155

0.810 0.927PE2 0.905 0.117
PE3 0.797 0.251

PU
PU1 0.920 0.118

0.862 0.949PU2 0.915 0.121
PU3 0.882 0.154

IU
IU1 0.922 0.112

0.808 0.943IU2 0.925 0.101
IU3 0.860 0.179
IU4 0.767 0.331

CMIN/DF=2.987, GFI=0.977, NFI=0.986, TLI=0.982,
CFI=0.990, RMSEA=0.047

Table 3.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표준화 계수의 추정치는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했으며, 각 측정항목의 표준 적재치는 0.767∼
0.925(기준치>0.5)로 기준치를 상회하여 개념타당성이 
확보되었다. 각 요인의 분산추출지수(AVE)는 0.721∼
0.862(기준치>0.5)로 집계되어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
다. 그리고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는 
0.927∼0.949(기준치>0.7)로서 내적 일관성 또는 수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Fornell & Larker(1981)가 제시한 분산추출지
수(AVE) 값이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인 결정계수(r2)
보다 크면 두 요인 간에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제
시하였는데[46], Table 와 같이 각 요인의 분산추출지수
가 결정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판
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Dimension IQ PE PU UI
IQ 0.721
PE 0.524**

(0.275) 0.810

PU 0.602**
(0.362)

0.695**
(0.438) 0.862

IU 0.615**
(0.378)

0.720**
(0.518)

0.669**
(0.448) 0.808

**p<0.01, Bold represents AVE, Parenthesis coefficient of 
determination(r2).

Table 4. Correlation and Discriminant Validity Test

4.4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검정을 위해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의 가설검정에 
대한 분석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MIN/DF=2.638(기준
치>3.0), GFI=0.974(기준치≥0.9), NFI=0.985(기준치≥
0.9), TLI=0.976(기준치≥0.9), CFI=0.991(기준치≥
0.9), RMSEA=0.042(기준치≤0.05)로서 모두 기준치에
서 제시한 범위를 충족하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분석에 의한 본 연구의 가설검정 결과들을 보
면, 가설1 온라인 전시관의 정보품질이 지각된 용이성에 
미치는 표준화 계수는 0.513, 표준오차 0.035, 
C.R.(Critical Ratio)=14.972<t=|±1.96|으로 나타나 
가설1은 채택되었다. 가설2 온라인 전시관의 정보품질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표준화 계수는 0.321, 표준오차 
0.032, C.R.=10.897<t=|±1.96|으로서 가설2는 채택되
었다. 가설3 온라인 전시관의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
용성에 미치는 표준화 계수는 0.503, 표준오차는 0.032
이었으며, C.R.=10.897<t=|±1.96|으로 집계되어 가설3
은 채택되었다. 가설4. 온라인 전시관의 지각된 용이성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표준화 계수는 0.937, 표준오차는 
0.076, C.R.=13.132<t=|±1.96|으로서 가설4는 채택되
었다. 가설5 온라인 전시관의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의도
에 미치는 표준화 계수는 0.210, 표준오차는 0.034, 
C.R.=6.038<t=|±1.96|으로서 가설5는 채택되었다.

H Path Estimate S.E. C.R. p
1 IQ → PE 0.513 0.035 14.972 0.000
2 IQ → PU 0.321 0.032 10.897 0.000
3 PE → PU 0.503 0.034 16.227 0.000
4 PE → UI 0.937 0.076 13.132 0.000
5 PU → UI 0.210 0.034 6.083 0.000

CMIN/DF=2.638, GFI=0.974, NFI=0.985, TLI=0.976,
CFI=0.991, RMSEA=0.042

Table 5. Structural Equation Model Results

5. 결론
본 연구는 ETAM을 적용하여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이 지각하고 있는 스마트관광 콘텐츠에 대한 사용의도에 
미치는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 규명을 통해 박물관의 스
마트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
에서 제시한 가설검정 결과에 따른 이론 및 실무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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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보품질을 중심으로 ETAM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에서 규명한 정보품질,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및 사용의도 인과관계와 같이 본 연구의 가설검
정 결과에서도 동일한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정보품질이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의 원인변수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정
보품질이 박물관의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
발에 있어 어플리케이션의 정보품질이 중요한 선행요인
으로 관람객이 사용하기 용이하고 유용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용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국립박물관 온라인 전시관에 대한 방문객의 지
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에서 Davis 등[10]이 규명한 지각된 용이성이 지
각된 유용성의 선행변수라는 것을 동일하게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규명을 통
해 국립박물관 온라인 전시관이 성공적으로 대중화를 도
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용에 대한 용이성을 지각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게 설계하여 그 유용성을 높게 인
식할 수 있는 사용환경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립박물관의 온라인 전시관의 정보품질이 관람
객의 지각된 유용성보다 지각된 용이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박물관 관람객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정
보제공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일관성 있게 설계되어야함을 시사
한다. 따라서 박물관 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은 인터페이
스의 통일성 있는 구현을 통해 관람객이 용이성을 지각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각된 용이성 및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의도 간
의 영향관계 분석을 통해 국립박물관 실감 영상관에 대
한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보다 사용의도에 매우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립중
앙박물관 실감 영상관 관람객과 같은 관광객이 스마트관
광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있어 유용한 관광정보의 취득
보다 자신의 관광정보 탐색활동에서 보다 더 용이성을 
지각할 때 지속적인 사용의도와 추천의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박물관과 같이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디
지털기술 기반의 관광정보 콘텐츠 개발에 있어 사용의 
용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그 대중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 실감 영상관의 정
보품질에 따라 기술수용력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
와 같은 실증결과를 종합할 때, 문화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47] 유럽 지역 박물
관들의 실감 영상콘텐츠를 통한 스마트 박물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을 참고하여[48] 직접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박물관의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국내 박물
관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스마트관광 콘텐츠에 대
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탐색하기 위해 
ETAM을 적용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들이 있으며, 한계점들
을 통해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스마트관
광에 대한 관광객의 기술수용력과 사용의도를 규명함에 
있어 표본집단 중 30∼40대가 72.5%를 차지하고 있어 
표본집단이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연령분포를 고려하여 특정 연
령대가 표본집단에 집중화되지 않는 할당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의 원인변수로 정보품질을 단일 요인으로 적용하여 사용
하였는데, 정보품질을 다차원 요인으로 수행한 연구가 있
다는 점에서 정보품질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데 한계점
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정보품질을 다차원 요
인으로 구성하여 기술수용력과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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