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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지각된 가치가 적용된 관광 행동의도 정보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웹앱 기반의 관광 추천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제안 시스템은 

SNS 관광정보와 관광객의 지각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반영되는 실증적 분석 정보를 하이브리드 웹앱 기반의 관광 추천시스템에 적용하였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관광 추천을 위한 지각된 가치가 적용된 관광 행동의도는 첫째, SNS 관광 정보가 지각적 가치에 미치는 요인, 둘째, 

행동 의도에 지각적 가치에 미치는 요인, 셋째, 행동 의도가 SNS 관광 정보에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은 본 논문에

서 제시한 하이브리드 웹앱 기반의 관광 추천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관광 정보를 추천 제공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 방식에 따라 정보를 분석 수집하는데 설문지를 통해 변수를 선정하였고, 연령대를 20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러한 정보를 근간으로 하이브리드 웹앱 기반의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시한다. 본 제안 시스템은 SNS에서 수집할 수 있는 관광 정

보와 관광객이 평소에 지각하고 있던 가치와 사람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의도를 수집 분석하여 관광 추천시스템에 적용하였다. 이는 기존

에 활용되던 초고속 유무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분야의 관광플랫폼에 SNS중심 관광 정보, 지각된 가치 및 행동의도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하고 매핑하여, 실증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로써 기존에 있던 관광지 추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This paper proposes a hybrid web app-based tourism recommendation system using tourism behavior information applied with perceived 

value. The proposed system applied SNS tourism information and empirical analysis information reflecting the perceived value of 

tourists in their behavior to the hybrid web app-based tourism recommendation system. The degree of tourism behavior applied with 

perceptual value for tourism recommendation presented in this paper was first, the factors of SNS tourism information on perceptual 

value, second, the factors on perceptual value of action intention, and third, the factors of action intent on SNS tourism information. The 

three factors are aimed at presenting crucial information in recommending tour information to users in the hybrid web app-based tourism 

recommendation system presented in this paper. In this paper, variables were se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in analyzing and collecting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proposed method, and the age group was targeted at those in their 20s. It presents a system to apply this 

information based on a hybrid web app. The proposed system was applied to the tourism recommendation system by collecting tourist 

information that can be collected from SNS and analyzing the value of tourists being late and their intentions that appear in human 

behavior. This provides empirical information by analyzing and mapping the associations of SNS-based tourism information, perceived 

values and behavior to tourism platforms in various fields operated around the previously used high-speed wired and wireless networks. 

This will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recommendations for tourist att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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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T 기술은 현대인에게 하나의 도구가 아닌 필수요소로 자리 잡았다. IT가 발전하면서 누구나 어디서든 정보를 읽거나 공유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인터넷상에서 공감대나 사회교류를 형성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와 무선 인터넷기술 발전

에 따라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수가 매우 증가하고 있어 SNS을 통한 관광 정보에도 반영되고 있다[1].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전 세계 SNS 이용자는 2018년 기준으로 27억 7천만 명을 넘겼으며, 2021년에는 30억 

명 가까이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2]. 

지각된 가치는 관광객의 행동의도를 확실히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가치란 상품의 유용성에 기반을 둔 

소비자의 전체적인 평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한 가격에 대한 희생대비 얻을 수 있는 품질이나 효용 간에 교환 관계로 나타낼 수 있

다. 지각된 가치는 소비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느끼는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볼 때 SNS 관광 정보에 지각된 가치가 적용되지 않을 때의 한계점은 첫째, SNS를 활용하여 관광객들이 관광 정보를 

습득하는 데 시간적 비용이 든다. 둘째, 기업의 자체적인 웹/앱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관광 정보를 수집해야 하거나 책자, 혹은 직

접 경험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로 인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만의 현실적이고 실시간 최신 정보들을 습득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관광객들의 편익을 따지는 평가가 없다면 경영 전략을 세울 때 마케팅 방향을 계획하는 데 한계가 

있다. 관광객들의 평가는 곧 행동의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케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은 지각된 가치가 적용된 관광 행동의도 정보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웹앱 기반의 관광 추천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제안 

시스템은 SNS 관광 정보와 관광객의 지각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반영되는 실증적 분석 정보를 하이브리드 웹앱 기반의 관광 추

천시스템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SNS 관광 정보의 특성과 지각된 가치의 특성이 행동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실증분

석을 하고자 기존의 SNS 관광 정보, 지각된 가치, 행동의도에 대한 개념 등을 정리하고 연구가설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제안 방식에 따라 정보를 분석 수집하는데 설문지를 통해 변수를 선정하였고, 연령대를 20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

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구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을 하며, 각 변수의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 및 타당성 분석 또한 진행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근간으로 하이브리드 웹앱 기반의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

템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3장에서는 제안 시스템을 기술하고, 4장에서는 적용사례를 기술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SNS 관광 정보

여행자들이 관광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관광지에 대한 정보탐색이다. 여행자들은 관광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하여 관광 행동을 결정하고 계획하게 된다. 따라서 관광 정보는 여행자가 관광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으로 수

반되는 관광 욕구 및 관광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매체의 구실을 한다. SNS 관광 정보는 다양한 온라인상에서 웹/앱 사이트

를 통해 제공되는 것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관광 목적지에 대한 정보와 관광지 내의 활동에 대한 상세정보로서 사

용자들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도움을 주는 관광과 관련된 자료로 정의할 수 있다. 표원정의 연구[3]에 따르면 SNS 관광정보란, 

최종 관광 목적지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SNS를 통해 공유 및 확산하는 UCC라고 정의하였다. 한수정의 연구[4]에 따르면 

SNS 관광 정보는 온라인에서 SNS를 통해 관광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관광 정보를 손쉽게 얻고 이를 공

유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오성수의 연구[5]로는 SNS 관광 정보는 관광객이 관광 활동 및 관광지선택을 위해 트위터나 블로그, 



이지은 · 유경미 · 문석재 / 지각된 가치가 적용된 관광 행동 의도 정보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웹앱 기반의 관광 추천시스템에 관한 연구 ∙ 51

페이스북, UCC 등 SNS를 통해 공유하는 관광지에서의 경험이나 지식 등 각종 정보라 정의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NS 관

광 정보를 과거의 일반적인 내용 전달보다 사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

오, 블로그 등의 온라인을 통해 관광지 및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2.2 지각된 가치

지각된 가치는 여행객의 행동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가치란 상품의 유용성에 기반을 둔 소비자의 

전체적인 평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한 가격에 대한 희생대비 얻을 수 있는 품질이나 효용 간에 교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지각된 가치는 소비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느끼는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지각된 

가치의 정의 또한 연구자들의 연구 목적과 시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격, 

고객에게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각된 품질과 고객이 지급한 가격과의 상쇄 효과 그리고 고객이 내고 얻는 것, 

또는 혜택이라고 Zeithaml (1998)에서는 정의했다[6]. 이 정의는 가장 보편적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인용되고 있다. 그의 가치에 대

한 정의는 다시 말하자면 고객이 내고 얻은 것, 혜택의 인식을 토대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효용에 대한 고객의 전반적인 평가라고 

말할 수 있다. 소비자의 경험적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이 포함된 지각된 가치는 마케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관광객의 만족

과 재방문 의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광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7]. 종합해보면, 지각된 가치는 무엇을 주고(서

비스 획득과 이용에서 비용 또는 희생), 무엇을 받았는지(서비스로 제공된 이점)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의 순수한 가치에 대한 소

비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로 정의될 수 있다.

2.3 행동 의도

행동 의도는 신념과 태도가 행동화될 주관적 가능성이며 이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 사이의 중간 변수로써 인식되는 것이며, 개

인의 주관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8].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감정도는 소비 행동 전, 후에 갖게 되는 내적반응 

및 경험 등을 바탕으로 미래 행동을 계획하고 수정하려는 주관적인 개인의 의지 또는 신념이기도 하다[9]. 이 행동의도는 소비자

들이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상화한 후 특정한 미래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으로서(Boulding et al., 1993) 

우호적인 행동의도는 긍정적인 구전, 다른 사람에게 추천, 애호도 증진, 다른 사람과 동반하여 재이용, 프리미엄 가격에서도 지급 

의사 등으로 나타난다[10]. 서비스 분야의 경우는 행동의도를 재이용 의도, 재방문 의도 등으로 불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의 행동 

의도는 소비자들이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 후 미래에 특정한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을 나타내는 행

동을 관광 추천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한다.

2.4 하이브리드 웹앱

하이브리드 웹앱[11]이란 웹 기반으로 네이티브 앱처럼 보여주는 기술로 브라우저의 웹앱 형태의 디바이스에 담아 필요할 때 

해당 디바이스의 API기능을 호출하면서 동작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즉, 웹의 장점과 앱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이다. 인스타그램, 

우버, 옐프, 트위터, 구글 메일 등은 하이브리드 웹앱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들이다. 20억 가입자를 자랑하는 전 세계 서비스

인 페이스북 역시 한때는 하이브리드 웹앱으로 개발되었다가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때 생기는 문제들로 인해 네이티브 웹

앱으로 변경된 사례도 있다. 하이브리드 웹앱의 장점은 유지 보수에 효율적이다. 네이티브 웹앱으로 개발하려면 안드로이드 웹

앱 java, 아이폰 웹앱은 Objective-C 또는 swift언어를 기반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하이브리드 웹앱

은 웹 기반(html, css, js)으로 제작되며, 패키지로로 안드로이드, ios네이티브 웹앱 형식으로 만들어 주어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인건비, 개발 비용의 문제와 개발 시간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웹앱으로 다소 빠르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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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출시 이후에도 유지 보수에 대한 시간과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도 실시간으로 많은 

SNS상의 관광 정보를 제공할 때 효과적인 하이브리드 웹앱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3. 제안 시스템

3.1 관광 추천시스템 개요

본 논문에서는 SNS에서 수집할 수 있는 관광 정보와 여행객이 평소에 지각하고 있던 가치와 사람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의도를 

수집 및 분석된 정보를 적용한 서비스형 관광 추천시스템으로 Fig.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존에 활용되던 초고속 유무선 네트워크

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분야의 관광플랫폼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SNS 관광 정보, 지각된 가치 및 행동의도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하고 매핑하여, 실증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로써 기존에 있던 관광지 추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Fig. 1. 관광 추천 플랫폼 개요

3.2 관광 추천시스템 전체 흐름도

Fig. 2에서는 SNS상에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지각된 가치 및 행동 의도가 반영된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하이브리드 형 웹

앱 기반으로 관광 추천을 제공 받는 시스템 전체 흐름도이다. 

⦁SNS 관광 정보: 지각된 가치 정보, 행동의도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검증하고 관광키워드에 연관되는 점을 매핑하여 관광 추

천 연관DB에 저장한다.

⦁관광 추천 DB: DB는 Data Base를 일컫는 말로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되어 관리

되는 데이터의 집합을 말한다. 자료를 구조화하여 저장함으로써 자료 검색과 갱신의 효율을 높인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인

터페이스상에서 제공하는 지각된 가치 및 행동 의도 정보와 SNS 관광 정보 측에서 제공하는 연관정보를 매칭하여 관광키워

드에 연관검색을 추출하여 필요할 때 추천시스템에 지원한다.

⦁관광 추천시스템: 사용자가 웹앱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특정 관광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 추천시스템은 요청 관광키워

드에 매칭되는 지각된 가치 및 행동의도 정보와 매칭되는 정보를 요청한다. 이후, 관광 추천 DB에서 검색된 정보를 이용하

여 사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추천 관광정보 리스트 결과를 보여주고, 그 결과를 다시 관광 추천연관DB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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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앱 사용자: 관광 정보가 필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기계 또는 시스템을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성을 말한다. 

Fig. 2. 관광추천시스템 전체 흐름도

3.3 제안 시스템 아키텍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관광 추천을 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이를 위해 지각된 가

치, 행동의도, 그리고 SNS관광정보가 연계하여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였다. Fig. 3은 제안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나타낸 것으로 

User Interface Layer, System Layer, Data Sources Layer로 구성된다. 계층별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User Interface Layer: 이 계층은 사용자가 하이브리드 웹앱 형태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관광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영역이다.

- System Layer: 이 계층은 관광 추천정보를 UI 층에 제공할 수 있도록 Percoptual Value Agent, Behavior Agent, SNS Tourist 

Information Agent로 구성하였다. Percoptual Value Agent는 지각된 가치 정보를, Bebavior Agent는 행동의도 정보를, SNS 

Tourist Inforamtion Agent는 SNS상의 관광 정보를 각각 수집한다. 이후, 사용자가 UI 관점에서 검색을 요청하면, Tourist 

Recommdation Provider에 PVA, BA, SSNTIA에서 각각 수집된 정보를 분석/검증하여 최종적으로 관광 추천정보를 제공하

는 영역이다. 그리고 3.4에서는 이런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도, SNS 관광정보의 분석/검증을 위한 방법을 기술하였다.

 Data Sources Layer: 이 계층은 PVO DataBase (지각된 가치 정보), BO DataBase (행동의도정보), SNS DataBase (SNS 정보)

등을 수집하여 분석 검증되기 전에 원천 데이터를 저장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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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제안 시스템 구성요소

3.4 연구 모형

본 연구는 SNS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테마파크 관광객 대상으로 SNS관광 정보와 지각된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Fig. 4와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4. 연구 모형

본 논문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한 연구의 가설(Hypothesis)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Hypothesis 1. SNS 관광정보는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ypothesis 2. 지각된 가치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ypothesis 3. SNS 관광정보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5 설문의 구성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측정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설문 조사를 진

행하였으며, 설문지 구성 및 척도는 다음의 Table 1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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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테마파크 이용객을 대상으로 테마파크를 방문할 때 SNS 관광정보와 지각된 가치가 미치는 영향 관계를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 조사는 테마파크를 이용해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응답자가 설문 항목에 직접 기입하는 자기평가 기입방식을 이용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9년 6월 

4일에서 6월 14일까지 203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중에 불성실한 답변이나 일부 항목에서 응답을 하지 않은 22명을 제외한 총 

181명의 설문응답자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Table 1. 설문지 구성

구분        문항 척도

SNS 관광정보 최근 이용여부 1 명목척도

SNS 관광정도 이용형태 3 명목척도

SNS 관광정보 활용도 및 참여도 4 명목척도

SNS 관광정보의 적시성 2 리커트 5점척도

SNS 관광정보의 상호작용성 2 리커트 5점척도

SNS 관광정보의 신뢰성 3 리커트 5점척도

SNS 관광정보의 확산성 2 리커트 5점척도

지각된 가치의 효용적 가치 5 리커트 5점척도

지각적 가치의 쾌락적 가치 3 리커트 5점척도

행동의도 4 리커트 5점척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7 명목척도

총 36

3.6 가설 1의 검증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Hypothesis) 가설(Hypothesis) 내용

 H1 SNS 관광정보는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적시성은 효용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상호작용성은 효용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신뢰성은 효용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확산성은 효용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적시성은 쾌락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6 상호작용성은 쾌락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7 신뢰성은 쾌락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8 확산성은 쾌락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Table 2에서 보듯이, =.186 으로서 SNS 관광정보(적시성, 상호작용성, 신뢰성, 확산성)의 효용적 가치에 대한 설명력은 18.6%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0.084, p<.001).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중 신뢰성( =.199, 

p<.01)과 확산성( =.209, p<.01)이 효용적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영향력은 확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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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NS 관광정보 중 신뢰성과 확산성이 효용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Table 2.  SNS 관광 정보가 효용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β 

(상수) 1.672 .338 4.954 .000***

적시성 .035 .078 .034 .455 .649

상호작용성 .130 .072 .145 1.817 .071

신뢰성 .210 .079 .199 2.640 .009**

확산성 .152 .056 .209 2.702 .008**

R2=.186, Adj =.168, F=10.084(p=.000***)

*p<.05 **p<.01***p<.001

Table 3에서 보듯이, R2=.224 으로서 SNS 관광정보(적시성, 상호작용성, 신뢰성, 확산성)의 쾌락적 가치에 대한 설명력은 

22.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2.671, p<.001).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중 상호작용성

( =.168, p<.05)과 신뢰성( =.223, p<.01), 확산성( =.239, p<.01)이 쾌락적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상대적 영향력은 확산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NS 관광정보 중 상호작용성과 신뢰성, 확산성이 쾌락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Table 3. SNS 관광 정보가 쾌락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β 

(상수) 1.774 .359 　 4.948 .000***

적시성 -.017 .082 -.015 -.201 .841

상호작용성 .164 .076 .168 2.153 .033*

신뢰성 .255 .084 .223 3.024 .003**

확산성 .189 .060 .239 3.166 .002**

R2=.224, Adj =.206, F=12.671(p=.000***)

*p<.05 **p<.01***p<.001

3.7 가설 2의 검증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Hypothesis) 가설(Hypothesis) 내용

 H2 지각된 가치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효용적 가치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쾌락적 가치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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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에서 보듯이, R2=.551 으로서 지각된 가치(효용적 가치, 쾌락적 가치)의 행동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55.1%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09.132, p<.001).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효용적 가치( =.335, p<.001), 쾌

락적 가치( =.477, p<.001)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영향력은 쾌락적 가치가 효용

적 가치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2는 채택되었다.

Table 4. 지각된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β 

(상수) .598 .205 　 2.911 .004**

효용적 가치 .355 .071 .335 5.023 .000***

쾌락적 가치 .464 .065 .477 7.140 .000***

R2=.551, Adj =.546, F=109.132(p=.000***)

*p<.05 **p<.01***p<.001

3.8 가설 3의 검증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Hypothesis) 가설(Hypothesis) 내용

 H3 SNS 관광정보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적시성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상호작용성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신뢰성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4 확산성은 효용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Table 5에서 보듯이, R2=.285 으로서 SNS 관광정보(적시성, 상호작용성, 신뢰성, 확산성)의 행동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28.5%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7.546, p<.001).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중 상호작용성( =.159, 

Table 5. SNS 관광정보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β 

(상수) 1.482 .335 　 4.422 .000***

적시성 .005 .077 .005 .069 .945

상호 작용성 .151 .071 .159 2.124 .035*

신뢰성 .191 .079 .172 2.427 .016*

확산성 .273 .056 .353 4.881 .000***

R2=.285, Adj =.269, F=17.546(p=.000***)

*p<.05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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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과 신뢰성( =.172, p<.05), 확산성( =.353, p<.001)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영향력은 확산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NS 관광정보 중 상호작용성과 신뢰성, 확산성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3은 부분 채택되었다.

4. 적용 사례

Fig. 4은 하이브리드 웹앱 인터페이스 설계 예시이다. 이 인터페이스 설계는 사용자가 검색한 키워드 등을 저장해야 하기 때문

에 로그인을 해야 하고 로그인을 하면 다음 인터페이스가 나온다. 그리고 로그인 후에 나오는 인터페이스로 먼저, 자신이 정보를 

얻고 싶은 SNS를 선택한다. SNS를 선택하면 자신이 선택한 SNS에서만 정보가 검색 된다.

              

Fig. 4. 하이브리드 웹앱 인터페이스 설계 예시(1)

Fig. 5는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선택하는 인터페이스이다. 다양한 문장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를수록 검색의 폭이 좁혀진다. 그

리고, 자신이 원하는 SNS에서 검색된 정보를 보여주며, 그 축제 프로그램과 연관된 이벤트 등을 소개해준다.

                

Fig. 5. 하이브리드 웹앱 인터페이스 설계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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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자신이 골랐던 선택지들을 저장할 수 있는 화면이다. 저장을 하게 되면 다음에 검색할 때, 번거롭지 않고 한 번에 찾을 

수 있다. 또한, 검색결과로 나온 이벤트 축제를 참여하고 난 뒤 간단히 후기를 남길 수 있는 화면이다. 후기를 남기게 되면 관광객

의 참여의도나 재방문, 추천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 더 신뢰성있는 검색이 이루어진다.

             

Fig. 6. 하이브리드 웹앱 인터페이스 설계 예시(3)

5. 결  론

본 논문은 지각된 가치가 적용된 관광 행동의도 정보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웹앱 기반의 관광추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리

고, SNS 관광정보의 특성과 지각된 가치의 특성이 행동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고자 기존의 SNS 관광

정보, 지각된 가치, 행동의도에 대한 개념 등을 정리하고 연구가설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제안 방식에 따라 

정보를 분석 수집하는데 설문지를 통해 변수를 선정하였고, 연령대를 20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구 통

계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을 하며, 각 변수의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 및 타당

성 분석 또한 진행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근간으로 하이브리드 웹앱 기반의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각

된 가치, 행동의도, SNS관광정보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SNS 관광정보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산성과 신뢰성이 효용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상대적 영향

력으로는 확산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쾌락적 가치에는 상호작용성과 신뢰성, 확장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중 확산성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보아 관광객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정보를 수집하였을 때 자신이 느끼는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지각된 가치는 행동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은 쾌락적 가치가 효용적 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테마파크가 즐

거움을 제공할 때 행동의도가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SNS관광정보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관광정보 중 상호의존성과 신뢰성, 확산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 영향력은 확

산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관광객들은 자신이 널리 퍼뜨리고 싶은 내용을 수집할 때 행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웹앱 기반의 관광추천시스템을 적용하여 가설 검증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를 

표현하는 웹앱 인터페이스 설계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본인에게 적합한 관광리스트를 추천하게 되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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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항후 연구로는 테마파크를 홍보할 때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공유하고 싶거나 자신의 게시글로 퍼오고 싶은 내용을 SNS에 게

재해야 할 것이고, 관광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일상에서 탈출한 듯한 느낌을 받을 만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흥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깊이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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