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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여행 리뷰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여행객의 기능적, 쾌락적 인식, 지각된 유용성 및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의사결정 시에 온라인 구전과 같은 소셜 미디어 채널로부터 생산된 
콘텐츠에 주로 의존한다. 온라인 구전은 구매 결정 전에 아이템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고 구매위험을 줄여주
며 구매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요인으로는 기능적 인식과 쾌락적 인식을, 결과변수로는 소비자의 행동의도
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들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문헌연구를 통한 가설설정과 더불어 여행 리뷰 웹사이
트를 한번 이상 이용해본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255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AMOS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온라인 구전의 정보품질은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 즐거움은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셋째, 호기심 이행성은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항을 주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밝히고 미래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기능적 인식∣쾌락적 인식∣지각된 유용성∣행동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relationships among utilitarian perceptions, hedonic 
perceptions, perceived usefulness and behavioral intention. Recently, consumers rely heavily on 
user-generated contents of social media channels to support their purchase decisions, such as 
electronic word-of-mouth. Electronic word-of-mouth helps consumers to evaluate items before making 
purchase, to reduce purchase risks and to support their purchase decisions.

This study was based on both the analysis derived from a hypothesis and literature reviews and data 
collected from 255 travelers who had used travel review website at least once.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ed as follows. First, Utilitarian perceptions(information qualit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erceived usefulness of a travel review website. Second, Enjoymen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erceived usefulness of a travel review website. Third, 

Curiosity fulfilmen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erceived usefulness of a travel review website. 
Finally, Perceived usefulness of a travel review websit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behavioral inten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presented including some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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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근래 온라인 구전(electronic word-of-mouth)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가 증
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셜 미디어에 투자하
는 마케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1]. 온라인 
구전은 소비자가 구매하거나, 구매위험감소와, 구매의
사결정에서 아이템 평가에 도움을 준다[2]. 소비자들은 
자신의 구매의사결정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품
평가 및 여행 후기 등 온라인 구전의 제안과 정보를 이
용한다. 또한 리뷰 웹사이트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
폼을 통하여 그들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기도 한다[3]. 
긍정적인 온라인 구전은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
상을 주고 기업성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
서 온라인 구전은 현재 가장 영향력이 강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전의 연구들은 대부분 온라인 구전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에 대한 것들이었다[4-6]. 온라인 구전이 소비
자의 태도와 구매의도에 직,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6], 온라인 구전이 구매의도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
[7], 그리고 온라인 구전의 신용의 결정요인과[8] 온라
인 구전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9]. 

최근 정보시스템의 지각된 유용성이 정보시스템 사
용을 유도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밝혀졌다[10]. 행동
의도는 구매에 대한 의지를 뜻하는 것으로 구매의도와 
구매행동 간에는 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온라인 여
행서비스 분야에서 정보시스템의 지각된 유용성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에도 불
구하고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이 온라인 
구전과 관계된 행동이나 구매결정 등과 같은 소비자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
물다.  

여행자들은 타인들이 작성한 추천 글 등을 읽기 위해 
여행 리뷰 웹사이트를 방문한다. 여행 리뷰 웹사이트에
서 좋은 글을 읽고, 아름다운 사진을 볼 때 즐거움과 기
쁨을 만끽한다. 또한 온라인 구전에 의문이나 피드백이 
요구될 때 다른 여행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여행 리
뷰 웹사이트를 이용한다. 이러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인식과 쾌락적 인식이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

각된 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행 리뷰 웹사이
트의 지각된 유용성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를 살펴보
고자 한다.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의 선
행변수로는 기능적 인식(정보 품질)과 쾌락적 인식(호
기심 이행성, 즐거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이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어
떤 영향을 주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각된 유용성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에

서 지각된 유용성이란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면 직무성
과가 향상될 것이라는 개인적인 믿음의 정도를 의미하
며 이것은 외부의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11]. 즉 새로
운 시스템을 수용하는 것이 수용하지 않는 것에 비해 
작업자의 업무성과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
러한 의미에서 관광객이 여행을 할 경우, 여행 리뷰 웹
사이트를 이용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이용하지 않는 
것에 비해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지각된 유용성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이다[12]. 
즉 지각된 유용성은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주고, 태도
는 다시 개인의 구매에 대한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또
한 이러한 행동의도는 실제 구매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다. 따라서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은 여
행 리뷰 웹사이트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고 결국 구매의도가 나타나게 되고 구매하게 된
다.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요인들로는 시스템 특성, 심
리적 요인, 그리고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이 있다
[13]. Zhang 등의 연구[14]에 따르면 시스템 특성이 
인스턴트 메신저 시스템의 지각된 유용성의 결정변수
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과 IT인프
라구조 서비스는 e-러닝 시스템의 지각된 유용성의 결
정변수로 검증되었다[15]. 또한 개인의 성격, 혁신성과 
사용자의 경험과 같은 다양한 개인적 상황적 요인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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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유용성의 선행변수로 설명되고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

의 선행변수로 선행연구의 시스템 특성에 속하는 것으
로 기능적 인식의 정보품질[8]을, 심리적, 개인적 성격 
요인에 속하는 쾌락적 인식으로 즐거움과 호기심[16]을 
살펴보고자 한다.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의 지각된 유용성은 고객의 구
매의사결정과 여행커뮤니티 내의 긍정적 온라인 구전
의 발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17]. Li와 Liu[12]는 
온라인 여행 서비스의 지각된 유용성은 온라인 여행 서
비스를 계속사용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온라인 
여행 서비스를 추천하고자 하는데도 영향을 준다고 하
였다. 또한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은 온라인 구전이 
고객의 재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역할
도 한다[18].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소비자 특성과 온라인
쇼핑경험이 온라인 구전의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주
고 소비자의 온라인 구전을 유도한다고 하였다[19]. 
Mendes 등[20]은 온라인 구전의 지각된 유용성은 여
행계획을 세우는데 의미 있는 동인이라고 하였다.    

       
2. 기능적, 쾌락적 인식과 지각된 유용성

개인들은 정보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 기능적 인식과 
쾌락적 인식을 지니고 있다[21]. 즉 개인은 고 품질의 
온라인 구전을 찾는 것과 같은 기능적 목적뿐만 아니라 
쾌락적 목적을 추구한다. 따라서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의 선행변수로 기능적 요인과 쾌락적 요
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은 온라인 구전 사용을 유도하고 행동을 발생시
키며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어 이용자 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기능적 인식이란 소비와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 정보 획득과 공유 및 해결 방안을 습득하려는 것
으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다양한 정
보를 얻거나, 공유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22]. 

쾌락적 인식은 소비자의 감각적인 즐거움을 충족시
키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즐거움, 재미, 기분전환 효과 
등 쾌락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로 감성적인 만족에 본
원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23][24]. 따라서 쾌락적 인식

은 사용자들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통해 스스로 소셜 미
디어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소셜 미디어가 쾌락
적이면 이것을 중심으로 긍정적 상호작용 가치를 경험
하고 상호작용에 보다 몰입하게 될 것이다[25].

본 연구에서 기능적 인식은 온라인 구전의 정보품질
에 의해 측정하였다. 정보품질은 특정 콘텐츠에서 얻은 
정보의 품질을 말한다. 소비자는 여행 리뷰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찾을 때 온라인 구전 정보에 집중할 것
이다. Delone과 Mclean[26]은 정보품질은 시스템 사
용자 만족과 시스템 사용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고 하였다. 따라서 정보 품질은 리뷰 웹사이트와 온라
인 커뮤니티의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27][28].

본 연구에서 쾌락적 인식은 여행 리뷰 웹사이트에 관
한 호기심 이행성과 즐거움에 대한 지각으로 측정하였
다. 호기심 이행성은 경험을 찾는 개인의 인지적 탐구
를 말한다[16]. 호기심은 여행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9]. 여행웹사이트는 그림, 글과 동영상과 같은 다양하
고 엄청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여행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을 이행하게 만들 수 
있다. 지각된 호기심 이행성은 인터넷과 모바일 멀티미
디어 트레이닝 시스템과 같은 정보시스템의 지각된 유
용성에 긍정적 관계를 보인다[16]. 

즐거움은 과업수행 시에 기쁨을 제공하는 정도이다
[30]. 즐거움은 정보기술과 시스템의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온라인 쇼핑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능적 인식과 쾌락적 
인식은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1과 가설2를 
설정하였다.

가설1. 온라인 구전의 정보품질은 여행 리뷰 웹사이
트의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쾌락적 인식은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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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즐거움은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 

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호기심 이행성은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
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3. 지각한 유용성과 행동의도
행동의도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에 대한 

확신과 성능 간의 차이를 평가할 때 나타나는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행동적 경향을 말한다[32]. 즉 소비자가 어
떤 대상에 관한 태도를 형성한 후에 생긴 신념을 미래
에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것이다[32]. 즉 소비자가 지닌 
구매하려는 의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 행동을 이
해하고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심리적 결과변수이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은 후 서비스에 대해 갖는 실제
적인 감정으로 가족, 친적이나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것
과 같은 행동의 가능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
의 행동은 행동의도가 적절히 평가되었을 때 행동의도
로부터 예측되어 진다.  

Ruth[33]의 연구에서 지각된 유용성은 수용태도와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손증군
[34]의 소설커머스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연구에서 
지각된 유용성은 각각 수용의도와 추천의도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지각된 유
용성은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에서는 외부변인과 행동의
도 간에 직,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5]. 

이러한 선행연구결과에 의해 지각한 유용성은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되므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은 행동
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능적 인식, 쾌락적 인식, 지각된 유용성 

그리고 행동의도에 대한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
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서는 기능적 인식(정보품질)
과 지각된 유용성의 관계, 쾌락적 인식(즐거움, 호기심 
이행성)과 지각된 유용성의 관계, 그리고 지각된 유용
성과 행동의도 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연구모형을 제안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 설계
본 연구의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된 조사 대상의 

표본은 여행 리뷰 웹사이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학
생들과 직장인을 중심으로 총 300명을 설문하였으며, 
총 280부가 회수되었고, 이중 여행 리뷰 웹사이트 사용 
경험이 없거나 불성실한 설문 25부를 폐기하여 유효 
표본 255부의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8년 11월 10일부터 2018년 11월 22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의 분석방법으
로는 통계패키지 SPSS와 AMOS를 이용하였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3.1 기능적 인식 
기능적 인식은 온라인 구전의 정보품질로 측정하였

다. 정보품질은 여행 리뷰 웹사이트가 생산한 정보의 
수준을 말하며 웹사이트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다[36].

본 연구는 Wang & Li가[13] 제시한 구성요소를 토
대로 4개 문항을 5점 척도로 하여 1점은 ‘전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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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2 쾌락적 인식
쾌락적 인식은 즐거움과 호기심 이행성으로 측정하

였다. 즐거움은 과업수행 시에 기쁨을 제공하는 정도이
다[30]. 호기심 이행성은 경험을 찾는 개인의 인지적 탐
구를 말한다[16]. Wang & Li가[13] 사용한 항목에서 
각각 3문항으로 구성하여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
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3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용성이란 특정 시스템을 사용할 때 작업 능

률과 목적 달성이 유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11]. Wang & Li의 연구[13]에서 개발하고 사용한 4
문항을 1점은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
렇다’로 측정하였다.

3.4 행동의도
소비자가 어떤 대상에 관한 태도를 형성한 후에 생긴 

신념을 미래에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것이다[32]. Lee의 
연구[37]에서 사용한 4문항을 1점은 1점은 ‘전혀 그렇
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Ⅳ. 연구결과

1. 표본의 특성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분포는 남성이 105명

(41.2%), 여성이 150명(58.8%)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77명(69.4%), 30대가 56명(22.0%), 40대 이상이 22
명(8.6%)으로 나타나 20대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고졸이 41명(16.1%), 전
문대졸이 73명(28.6%), 대졸이 123명(48.2%), 대학원
졸 이상이 18명(7.1%)로 나타나, 대졸이 구성 비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여행스타일은 개별여행
이 182명(71.4%), 단체패키지 여행이 69명(27.1%), 기
타가 4명(1.5%)로 나타나 개별여행이 가장 많이 선호하
는 스타일로 나타났다. 올해 여행횟수는 1회가 22명

(8.6%), 2회가 93명(36.5%), 3회가 56명(22.0%), 4회 
이상이 84명으로 32.9%로 나타나 2회가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2.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Chronbach’s α 계수에 의한 측정과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변수 간 구성개념은 
Chronbach’s α 값으로 내적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평
가결과, 정보품질은 .895, 즐거움은 .773, 호기심 이행
성은 .780, 지각된 유용성은 .812, 행동의도는 .864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에서 0.7이상의 수치를 보여 비교
적 신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8]. 또한 단일차원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3.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검증결과 도출된 전반적인 
적합도는 [표 1]의 내용과 같다. 

𝒙2= 177.491, d.f= 117, RMSEA= .045, GFI= .931, NFI= .935, IFI= .977, 
CFI= .977

요인
명 측정항목 표준요인

적재값 t 값 AVE C.R

정
보 
품
질

여행계획에 올바른 정보제공 .883 -

.0992 0.995
나의 여행에 완벽한 정보제공 .907 20.221

여행계획에 적절함 .750 14.598

여행 관련 의사결정에 최신정보 .773 15.316

즐
거
움  

여행 리뷰 웹사이트 사용 즐거움 .492 -

0.672 0.853매우 즐겁게 사용함 .881 7.953

여행전문가와의 상호작용 흥미 .890 7.955

호기
심

이행
성

여행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함 .874 -

0.655 0.846새로운 여행에 대한 호기심 만듦 .840 12.633

새로운 여행경험에 흥분됨 .548 8.753

지각
된

유용
성

여행상품지식에 유용하게 이용 .766 -

.0642 0.877
빠른 정보 얻는데 이용함 .758 11.009

효율적 정보 얻는데 도움이 됨 .609 9.086

효율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됨 .733 10.707

행
동
의
도

여행 리뷰 웹사이트 사용을 추천 .708 -

0.686 0.897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말함 .747 14.415

미래에 다시 사용 하려고 노력 .680 8.841

미래에 다시 사용 할 계획 .868 11.588

표 1. 변수에 대한 타당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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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분산
추출값(average varience exacted)이 모든 변수에서 
0.5이상으로 추출되었으며,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0.70이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추출되었다[39]. 따라서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되었으며, 적합도 지수는 𝒙2= 177.491, d.f= 117로 
나타났으며, RMSEA= .045, GFI= .931, NFI= .935, 
IFI= .977, CFI= .977로 전반적인 적합도가 양호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판별타당도를 살펴보면, 두 구성개념 간 평
균분산추출값과 상관계수 제곱 값을 비교하여 평균분
산추출값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면 판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표 2]에서 제시된 대각
선 요소들은 각각의 개념에 대한 AVE값을 표기하고, 
비대각선 요소들은 해당 개념들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구성개념 간
의 상관계수에 대한 제곱 값들이 해당 개념의 AVE값을 
넘지 않아 판별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40].

구분 (1) (2) (3) (4) (5)
정보품질(1) 0.992a

즐거움(2) .516**

(.266) 0.672a

호기심 이행성(3) .428**

(.183)
.349**

(.122) 0.655a

지각된 유용성(4) .389**

(.151)
.447**

(.200)
.317**

(.100) 0.642a

행동의도(5) .691**

(.477)
.500**

(.250)
.484**

(.234)
.366**

(.134) 0.686a

표 2. 변수들의 신뢰도

a AVE“ Average Varience Extrated, (   ): 상관계수 제곱값, **p<0.01

3.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적 분석방법으

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적합
도 지수 중 χ2 =171.679, df = 114, GFI = .934, 
AGFI = .902, NFI = .937, RMSEA = .045로 나타나 
일반적인 평가 기준으로 보는 지표들과 비교해 볼 때 
기본적인 적합도 지수를 대부분 만족 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3.1 기능적 인식과 지각된 유용성 간의 검증
가설 H1의 경우, 기능적 인식의 요인으로 살펴본 정

보품질과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 간의 경
로계수가 .211(t=2.578)로 나타나 정보품질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가설 H1은 채택되었다.

3.2 쾌락적 인식과 지각된 유용성 간의 검증
가설 H2-1의 경우, 즐거움과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 간의 경로계수가 .291(t=3.426)로 나타
나 즐거움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2-1은 채택되었
다. 가설 H2-2의 경우, 호기심 이행성과  여행 리뷰 웹
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 간의 경로계수가 
.182(t=2.453)로 나타나 호기심 이행성이 지각된 유용
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2-2는 채택되었다.

3.3 지각된 유용성과 행동의도 간의 검증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과 행동의도 간

의 관계에 대한 가설 H3을 검증하였다. 
지각된 유용성과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서 경로계수

가 .267(t= 3.621)로 나타나 지각된 유용성은 행동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3은 
채택되었다. 

*표준화된 경로계수,  *p< .05, **p< .01, ***p< .001

그림 2.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이상과 같은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표 3]과 같이 정
리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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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검증결과

H1 정보품질 → 지각된 유용성 채택

H2 쾌락적 인식 → 지각된 유용성 채택

H2-1 즐거움 → 지각된 유용성 채택

H2-2 호기심 이행성 → 지각된 유용성 채택

H3 지각된 유용성 → 행동의도 채택

표 3. 제안모형의 추정결과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여행 리뷰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선행변수와 결과변수를 살펴
보았다. 즉 기능적 인식(정보품질)과 쾌락적 인식(즐거
움, 호기심 이행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지각된 유용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총 4개의 가설을 설정하였고 통계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검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적 인식으로 살펴본 온라인 구전의 정보품
질은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 품질은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진 것이다. 여행 리뷰 웹사이트로
부터의 온라인 구전을 적절히, 정확히, 적시에 얻는 것
이 웹사이트 유용성 지각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Wei와 
Ram[41]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여행자가 여행에 관한 의사결정시에 여행 리뷰 
웹사이트로부터 좋은 품질의 온라인 구전을 얻을 수 있
다면 여행 리뷰 웹사이트가 유용하다고 느낄 것이다.

둘째, 쾌락적 인식으로 살펴본 즐거움과 호기심 이행
성은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즐거움과 호기심 이행성
도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에 중요한 변수
임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Wang과 Li[13]의 연
구결과와 일치한다. 

여행정보를 찾기 위해 여행 리뷰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여행자는 여행 스토리나 아름다운 여행지 사진 등 
다른 사람들이 올린 콘텐츠를 보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여행 리뷰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그들이 지각한 

즐거움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또한 여행과 관
련한 의사결정은 항상 감정적이고 불확실하다. 여행 목
적지와 숙박업소 등은 정보의 갭이 있어 호기심을 만들
어 낸다. 즉 정보의 갭은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정보를 찾게 여행자를 자극하게 된다. 여행자들이 여행 
리뷰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을 때 호기심이 충족되고 
여행리뷰 웹사이트가 유용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셋째,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은 행동의
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행 리
뷰 웹사이트 이용하는 여행객의 지각된 유용성이 높을
수록 행동의도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동의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각된 유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손증군의 연구결과[35]와도 일맥상통하
는 결과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온라인 구전의 선행변
수와 결과변수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행 리뷰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기능적, 쾌락적 측면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소비자의 웹사이트에 대한 지각된 유용
성을 촉발할 것인지에 대한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행 
리뷰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지각된 유용성
과 행동의도와의 인과관계 분석은 추후 행동의도를 관
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둘째, 관광산업에 있어서 웹사이트 디자이너나 소셜
미디어 담당자들은 품질이 높고 의미 있는 온라인 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행객들이 의사결정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확한 최신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정보와 함께 자
주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쾌락적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보다 
재미있고 매력적인 여행 스토리나 사진과 동영상을 포
스트 함으로써 즐거움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
고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소개를 통해 그들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여행 리뷰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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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수도
권 지역의 여행 리뷰 웹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정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대표성을 지니
기 위하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적 배경
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방법편의에 의한 
오류와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격, 경험 등
과 같은 개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여행 리뷰 웹사이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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