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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체험 앱 품질이 지각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 사용의도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문조사는 최근 6개월 내 농촌체험 앱(농촌체
험 앱과 경북농촌체험 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분석은 311부의 유
효 표본으로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정보품질과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시스템 품질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보시스템 품질과 사용자 만족 간의
관계에서 시스템 품질과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정보 품
질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자 만족과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으며, 사용자 만족은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인 농촌체험
앱과 경북농촌체험 앱을 비교한 결과, 지각된 유용성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스템 품질,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 사용자 만족, 사용의도는 경북농촌체험 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정보 품질은 농촌체험 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농촌관광 정보시스템의 성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농촌관광 정보시스템 품질 지각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 사용의도 관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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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s structural influences among the quality of the information systems of
rural tourism with perceived usefulness, user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use. Moreover,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Korean tourists who had used the application of rural tourism(Rural Experience
Application and Gyeongbuk Rural Experience Application) within the last six months based on 311 valid
responses. As a result, information quality and interface design quality have a relevant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by contrast, system quality has a nonsignificant effect. Relationships with information system
quality and user satisfaction, system quality and interface design quality have a relevant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Conversely, information quality has a nonsignificant effect. Perceived usefulnes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user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use. Use satisfaction has a relev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In the conclusion of comparing rural experience application and the Gyeongbuk rural experience
application, all variables except perceived usefulnes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System quality, interface
design quality, user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use saw an increase in Gyeongbuk rural experience
application, while information quality experienced a rise in rural experience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success for the information system of rural tourism, and suggestions were made,
which based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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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농촌의 풍경 및 생활 방식은 세계화와 도시화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농촌 지역에
서는 이러한 변화가 농촌관광으로 나타난다(Fang,

2020). 농촌관광은 농촌의 현대화 과정에
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농촌 인프라를 활용한 활동을 의미하며, 농촌 지역의 빈곤 문제에 이
바지할 수 있는 주요 접근법으로 인식되었다(Roberts, Hall & Morga, 2017). 최근, 정보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발달에 따른 기술과 관광의 융복
합은 관광자의 접근성을 증대시켜 관광활동을 촉진하였으며(이진희 김남조, 2020), 동시에
서비스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 필요한 인력 대체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관광자는 농촌관광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는 플랫폼으로 SNS 블로그 활용 39.0%, 여행정보
사이트 38.4%, 웹페이지 30.5%를 언급할 만큼 정보통신매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농림축산
식품부, 2015). 이는 농촌관광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농촌 지역에서는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 지
역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현대화는 뒤처
져 있다(Engeset & Heggem, 2015).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 IS)에 투자하고 있으며(Legris, Ingham & Collerette, 2003),
대표적인 정보시스템으로 모바일 농촌체험 앱을 들 수 있다. 농촌체험 앱은 최근 모바일 앱
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다수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Bhandari, Neben, Chang
& Chua, 2017), 농촌 지역의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나 지자
체는 이를 통하여 관광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관광자 수는
2017년 1,050만 명에서 2019년 1,307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20). 이러

·

한 결과는 농촌 지역에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과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 지원이 필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관광분야에서 농촌관광에 관한 시스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국외문헌을 살
펴보면, 농촌관광기술 시스템, 농촌관광자 행동, 정책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ß

ó

á

ó

(Forbord, Schermer & Grie mair, 2012; Camp n-Cerro, Hern ndez-Mogoll n & Alves,
2017; Gao & Ju, 2017). 반면, 국내에서는 관광자 행동, 인력 양성, 품질 인증 등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졌다(강명보 손호기 조숙영, 2019; 류인평 손진동 김선희, 2019; 손재영 이영길 류
시영, 2019). 앞서 언급하였듯 현대는 정보통신매체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간과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 정책에
대한 중앙기관의 관심이 부족하다. 따라서 농촌관광과 관련한 정책 입안자들은 농촌관광 발
전을 위하여 농촌체험 앱의 품질과 현대화에 집중하여야 한다(Roberts et al., 2017).

·

·

·

·

·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체험 앱의 정보시스템 품질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수십억 명 이상의 안드로이드 기기로 사용하는 모
바일 앱 플랫폼에서 ‘농촌체험’을 검색했을 경우, 1순위에 ‘경북농촌체험마을’, 2순위에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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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마을’이 상위권 범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드로이드와 같은 기술 사용 환경
에서 사용자의 향후 행동을 잘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은 기술수용모형이 잘 알려져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형을 확장하여 농촌체험 앱의 정보시스템 품질인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이 지각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 사용의도에 미치는 구조
적인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농촌체험마을 앱 사용자와 경북농촌체험마을 앱
사용자들 간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가 농촌관광자 행동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농촌관광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촌관광 시스템의 정보 품질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보시스템 품질
정보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품질의 요소들로
구성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여기서 품질은 전문화와 안정성 등 정보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
는 요소로 정의되며,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다(Petter,

DeLone & McLean, 2013). 많은 연구
자는 공통적인 정보시스템 품질로 정보 품질과 시스템 품질을 언급한다(Montazemi &
Qahri-Saremi, 2015; Hariguna, Lai, Hung & Chen, 2017; Song, Migliaccio, Wang & Lu,
2017). 이에 더해 최근에는 정보시스템의 심미적인 품질까지 고려하여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이 새롭게 제안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돼 오고 있다(Hoehle & Venkatesh, 2015;
Bhandari, et al., 2017; Lien, Cao & Zhou, 2017).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시스템 품질은 시스템에서 출력하는 품질을 의미하
며, 안정성, 시스템 편의성 등이 포함된다(Xu,

Benbasat & Cenfetelli, 2013). 정보 품질은 정
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품질을 의미하며, 정보에 대한 신뢰성, 정확성 등이 대
표적이다(Petter el al., 2013). 이 두 가지 품질 변수는 정보시스템의 성공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평가 척도로 알려졌다. 이 변수들에 비해 비교적 최근부터 언급되고 있는 인터
페이스 디자인 품질은 정보시스템의 디자인 형태를 의미하며, 창의성, 특수 효과 등이 포함
되어 있다(Xu et al., 2013).
이에 이들 변수 간 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규명되고 있다. 정보시스템 품질에서 대표적
인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은 사용자의 만족과 지각된 유용성을 높일 수 있다(Seddon &
Kiew, 1996; Montazemi & Qahri-Saremi, 2015). 즉, 이는 높은 품질의 안정성을 가진 시스
템을 이용하거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습득한 사용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에 대하여 유용하
다고 느끼게 되며, 여기서 느끼게 되는 유용성은 사용자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용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때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통해 즐거움
을 느낄 수 있으므로 모바일 앱은 사용자의 품질인식과 관련하여 디자인을 염두에 두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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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어야 한다(Bhandari

et al., 2017). 여기서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은 시스템 자체에 심
미적이고 시각적인 품질을 의미한다(Lavie & Tractinsky, 2004; Lien et al., 2017). 최근에 이
르러 정보시스템 사용자들은 정보의 품질이나 시스템 품질을 넘어서 디자인 측면을 고려하
고 있으며, 디자인은 사용자의 만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품
질은 다양한 품질이 포함되며, 많은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에 적합하게 연구되
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시스템 품질의 중요성으로 인해 품질 변수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Hoehle

& Venkatesh, 2015; Montazemi & Qahri-Saremi, 2015; Hariguna et al., 2017;
Lien et al., 2017). Hoehle & Venkatesh(2015)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모바일의 지각된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모바일 설계에
있어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Montazemi & Qahri-Saremi(2015)은

모바일 뱅킹 환경에서 정보 품질과 시스템 품질은 모바일 뱅킹 사용자의 유용성을 높인다
는 결과를 도출하면서 정보 품질과 시스템 품질의 향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와 유사하

Hariguna et al.(2017)은 사용자가 정부 서비스의 정보시스템 품질에 대하여 유용하다고
느낄 때 만족하며, 이러한 만족이 사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면서 향상
된 정보시스템 품질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Lien et al.(2017)은 인터페
게

이스 디자인 품질이 포함된 환경품질이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면서 인터페이스 디
자인 품질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정리하자면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시스템의 품질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정보시스템
품질에서는 정보 품질과 시스템 품질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디자인 측면을 고려한 인터페
이스 디자인 품질이 제안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디자인 측면을 고려하여 만족하거나 유용하
다고 느낄 수 있는 만큼 이 변수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 품질을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로 구
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확장된 기술수용모형
모든 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사용자의 수용이다(Scherer,

Siddiq & Tondeur, 2019). 기술사용에서 사용자의 수용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이론은
기술수용모형으로 알려졌다.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사용자
가 기술을 이용한 후 나타나는 심리적 상호 작용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로 알려
졌으며, 사용자가 정보기술을 수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다(Davis,

1989). 기술수용모형은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y of use), 사용 태도(attitudes towards usage), 사용의도(intention to
use)의 변수로 구성된다. 이 모형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은 이 모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수이다. 이 중 지각된 유용성은 시스템이 작업에 얼마나 유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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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며(Wixom

& Todd, 2005), 지각된 용이성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느끼는 정도로 시스템 사용의 쉬움 정도를 의미한다(Nikou &
Economides, 2017). 사용태도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난 후 느끼는 시스템에 대한 개인의 심
리 상태를 의미하며(Legris et al., 2003), 사용의도는 시스템을 지속해서 사용하거나 추천할
의향을 나타낸다(Davis, 1989).
이러한 변수로 구성된 기술수용모형은 최근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면서 확장되고 있다. 물
론, 기술수용모형은 시스템의 성공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모형이지만, 최근 시스템의 변화
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많은 연구자는 새로운 변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Nikou

& Economides, 2017; Scherer et al., 2019). 특히, 시스템의 경우 다양한 요인

에 의해 지속적인 사용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추가 변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Wang, Xiang & Fesenmaier, 2014). 이러한 배경에서 제안된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강조되었던 두 변수 중 지각된 유용성이 특히 자주 언급된다.
지각된 유용성은 시스템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기술에 대한 사용의도를 정확하게 예
측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Scherer et al., 2019).
기술수용모형을 적용한 연구들은 변수 간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결과를 제시한다. 결과는
대체로 시스템에 대하여 유용함을 느낀 사용자는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이 태도
는 시스템의 지속적인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Scherer et al., 2019). 이때 태도는 만
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아 그 범위 내에서 대체되어도 기술수용모형의 사용에서 의미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만족으로 대체되어 연구되기도 한다. 이렇게 만족으로 대체된 확장된 기
술수용모형에서도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자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Kim

·

& Chang, 2007; Islam, 2020; 이진희 김남조, 2019). 반면, 지각된 용이성

은 현대의 대부분 사용자가 시스템에 익숙하므로 만족이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언급되고 있다(Liang,

Xue & Byrd, 2003; Kim & Chang, 2007; Shyu & Huang, 2011).

이렇듯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을 적용한 연구들에서는 시스템 사용에 대한 일치된 결론을 내
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분야에서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에 대하여 연구되어왔다(Wixom

& Todd,
2005; Peng, OuYang & Liu, 2019; Scherer et al., 2019; 김태욱, 2020). Wixom &
Todd(2005)는 정보 품질과 시스템 품질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보에 대한 사
용자의 만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시스템 사용에서 지각된 유용성의 중요성
을 재확인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Peng et al.(2019)는 자전거 공유와 관련한 연구에서 지각
Scherer et

된 유용성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혀냈다.

al.(2019)은 디지털 측면의 교육에서 지각된 유용성의 경우 지각된 용이성보다 사용의도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지각된 유용성을 사용의도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하면서 지각된 용이성보다 지각된 유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조하였다.
종합하자면, 기술수용모형은 시스템이나 기술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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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지만, 모형이 제안된 시기를 고려한다면 최근 나타나는 시스템의 변화를 설명하기에
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환경에서
의 사용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에 적합한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형을 기반으로 모바일 관점에서 사용자의 기술수용에
대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지각된 용이성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현대인들
은 기술에 이미 충분히 적응한 상황이므로 만족이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
으며, 시스템 품질 변수에 이미 시스템의 용이성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변수를 제
외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농촌관광

‘관광’을 매개로 한 지역 활성화 전략 관점에서 새로운 동력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책 사업으로 농촌관광을 들 수 있다. 농촌관광은 농장 소유자를 비롯
하여 농장 활동과 관련된 광범위한 관광 활동을 의미한다(Arroyo, Barbieri & Rich, 2013).
유사하게 정찬성(2019)은 농촌의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경험
에 대한 일환으로 농촌관광에 대한 체험을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농촌체험 활동은 그 범
위가 매우 다양한데, 일부 연구자는 농촌 거주자를 고용하며, 기존 농촌 인프라와 유산 자
원을 관광 숙박 시설 및 관광 명소로 재활용 및 재조정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Lane & Kastenholz, 2015). 이를 통하여 농촌관광은 고령화와 농가소득 감소로 위기에 봉
착한 우리나라 농촌 발전의 대안뿐 아니라(강동호, 2018), 경제수입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
촌 개발이나 농촌의 빈곤을 없앨 수 있는 접근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즉, 농촌관광이란

·

·

농촌의 자연적 사회문화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교류형태로 추진
되는 여가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 기관이나 연구자들은 농촌관광이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를 지연하고 농촌 개
발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Fleischer

& Felsenstein, 2000). 농촌관광은 관광 수요를
농촌 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으며, 정보기술과 관련하여서도 높은 잠재력이 있다(Gao &
Wu, 2017). 특히, 관광 정보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은 관광자의 만족도 및 방문율을 높여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적인 소프트웨어적 상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하여 반복 방문 및 추천을 통해 목적지와 국가

ón-Cerro et al., 2017). 농촌 지역이 잠재

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Camp

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앱의 지속적인 사용을 유도하려면 이러한 요소에 대한 더 많
은 연구가 필요하다(Gao

& Wu, 2017).

살펴보았듯,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은 대부분 지역, 농촌, 시장, 문화유산 등 특정 관광산업 유형의 활성화 방안으로 요긴하
게 쓰이며, 마케팅 전략 도구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을 방문하는 관광자를
대상으로 농촌 지역 및 관광 정보 모바일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해당 모바일 앱 이용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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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을 분석한다면, 관광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

·

·

속가능한 농촌관광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강영은 박미정 김은자,

2013). 관광용 앱을 다루

는 선행연구들도 마케팅 전략 수립에 목적을 두고 유용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지
만 모바일 관광정보 시장 확대에 따른 농촌관광 모바일 관광전략 개발 연구는 미흡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체험 앱의 정보시스템 품질과 사용의도 간 관계 규명과 더불어 농
촌체험 앱 간 비교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설정

ICT 발달과 더불어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인터넷 접속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최현현 윤세목, 2019). 이에 본 연구는 농촌관광
최근

·

의 정보 활성화를 위하여 모바일 농촌체험 앱의 정보시스템 품질이 사용자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농촌체험 앱의 어떠한 정보시스템 품질
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농촌체험 앱의 어떠한 정보시스템 품질이 사용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농촌체험 앱의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은 사용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가?’를 연구문제로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정보시스템 품질인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인터페이스 품질이 지각
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Montazemi

& Qahri-Saremi,

2015; Hariguna et al., 2017). 이 품질은 사용자 만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Seddon & Kiew, 1996; Wixom & Todd, 2005; Petter el al., 2013; Lien et al., 2017).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Shyu & Huang, 2011; Hariguna et
al., 2017; Scherer et al., 2019), 사용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Wixom & Todd, 2005; Shyu & Huang, 2011). 마지막으로 사용자 만족은 사용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Hariguna et al., 2017; Scherer et al., 2019).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정보시스템 품질은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보 품질
과 시스템 품질을 포함하였으며, 비교적 최근부터 연구가 진행된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을
포함하여 총 3개의 정보시스템 품질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Davis(1989)의 기술
수용모형은 기술과 관련한 환경에서 사용자의 향후 행동을 잘 예측할 수 있는 모형으로 알
려져 있으므로, 이에 근간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사용자들은 모바일 기술의 보편화로
인해 기술사용에 익숙해졌으며, 지각된 용이성은 사용자 만족과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Liang

et al., 2003; Kim & Chang, 2007; Shyu & Huang,
2011)를 기초로 해당 변수를 제외하였다. 반면, 지각된 유용성은 지각된 용이성보다 만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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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의도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연구자는 이 변수에 대한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Liang,

Xue & Byrd, 2003; Kim & Chang, 2007; Shyu & Huang, 2011). 이
에 본 연구는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 지각된 유용성, 사용자 만
족, 사용의도를 포함한 모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1. 농촌체험 앱 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1-1. 시스템 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1-2. 정보 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1-3.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2. 농촌체험 앱 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2-1. 시스템 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2-2. 정보 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2-3.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3.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4.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5. 사용자 만족은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설문 조사법을 적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3월 27일~4월 19
일까지 비확률표본추출 방법의 하나인 판단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최근 6개월 내 농촌체험
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
어에 있는 농촌체험마을 앱과 경북농촌체험마을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에 앱을 게시하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거주하는 수십억 명 이상의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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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Google

play, 2020),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기준으로 하였다.
구글플레이에서 이 두 앱은 전국의 농촌관광지와 경북의 농촌관광지를 비교할 수 있는데,
경북농촌체험마을 앱의 경우 별점 5.0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므로 상대적으로 별점이 낮은
농촌체험마을 앱이 어떠한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기에 비교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설문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후 감사의 의미로 응답자에게 소정
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는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익명
의 응답자들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최근 6개월 내 농촌체험 앱을 이용한 적이 있다.’의 문
항에 ‘없다.’를 선택한 경우 설문이 종료되도록 설계하였다. 응답받은

337부 설문지 중 무응
답 및 불성실한 응답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26부를 제외하고 311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AMOS 24.0과 SPSS 24.0을 이용하여 분석
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적 통계분
석,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연구가
설검정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이 실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앱 간 차이 검정을 위
하여 독립표본 t-test가 실시되었다.
3. 측정항목의 구성

28개의 측정항목을 도출하였다. 사
용의도는 3개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외 모든 변수는 5개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시스템 품질은 ‘농촌체험 앱 시스템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각하는 품질’로 조작적 정의를 내
렸으며, 정보 품질은 ‘농촌체험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각하는 품질’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은 ‘농촌체험 앱의 디자인에 대하여 사용자
가 지각하는 품질’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으며, 지각된 유용성은 ‘농촌체험 앱에 대하여 소비
자가 유용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사용자 만족은 ‘농촌체험 앱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긍정적 반응’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으며, 사용의도는 ‘농촌체험 앱을 반복
적으로 사용할 의사’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표 1 참조>).
측정항목은 내용에 대한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쳤다. 관련 분야 종
사자와 연구자를 포함한 5인의 전문가가 주제와 변수의 특성, 측정항목에 대하여 검토를 진
행하였다. 검토 결과, 주요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장이나 단
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거쳤다. 수정된 항목에 대해 38명의 응답자에게 사전조사
(pre-test)를 진행한 결과, 표현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
로 측정항목을 구성하였으며, 모든 측정항목은 Likert 5점 척도가 적용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농촌체험 앱의 정보시스템 품질이 지각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447

<표 1> 설문지 구성
측정변수

시스템
품질

정보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인터
페이스
디자인
품질

지각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

사용의도

항 목
농촌체험
농촌체험
농촌체험
농촌체험
농촌체험
농촌체험
농촌체험
농촌체험
농촌체험
농촌체험

앱은
앱은
앱은
앱은
앱은
앱의
앱의
앱의
앱의
앱의

사용하기 쉬웠다.
오작동하지 않았다.
안정적이었다.
개인정보를 많이 요구하지 않았다.
빠르게 작동했다.
정보는 정확했다.
후기 정보는 믿을만했다.
정보는 내 욕구를 충족시켰다.
정보는 구체적이었다.
정보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농촌체험
농촌체험
농촌체험
농촌체험
농촌체험

앱은
앱은
앱은
앱은
앱은

미적으로 표현력이 뛰어났다.
세련되게 디자인되었다.
창의적이게 디자인되었다.
색상 배치가 잘 되어있었다.
특수효과를 적절히 사용했다.

나는 농촌체험 앱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
다.
나는 농촌체험 앱이 정보 탐색효과를 높였다고 생각한
다.
나는 농촌체험 앱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한
다.
나는 농촌체험 앱이 전반적으로 유용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농촌체험 앱 이용이 편리했다고 생각한다.
농촌체험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만족스러웠다.
농촌체험 앱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은 만족스러웠
다.
농촌체험 앱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품질은 만족스러웠
다.
농촌체험 앱의 효율성은 만족스러웠다.
농촌체험 앱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나는 농촌관광 정보 탐색 시 농촌체험 앱을 먼저
고려할 것이다.
나는 농촌체험 앱을 다시 이용할 것이다.
나는 농촌체험 앱을 지속해서 이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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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44.7%(139명), 여성 55.3%(172명)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는 기혼이
56.6%(17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 40.2%(125명), 기타 3.2%(10명)의 순으로 나타
났다. 연령은 30대가 36.7%(11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 30.9%(96명), 19.3%(6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재학/졸업이 59.8%(18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
년제 재학/졸업 28.0%(87명), 대학원 재학/졸업 6.4%(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앱 이용
기간은 1년 미만이 58.5%(18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년~1년 6개월 미만 21.9%(68명),
1년 6개월~2년 미만 13.2%(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개월간 앱 이용 빈도는 1회 이하
가 58.8%(183명), 2회~3회 36.0%(112명), 4회~5회 3.2%(10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
조).
성별은 남성

<표 2> 표본의 특성
(단위: 명, %)
구

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여성

139
172

44.7
55.3

연령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6
96
114
60
23
12

1.9
30.9
36.7
19.3
7.4
3.9

학력

고졸 이하
2년제 재학/졸업
4년제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18
87
186
20

5.8
28.0
59.8
6.4

구

분

빈도

백분율

결혼
여부

기혼
미혼
기타

176
125
10

56.6
40.2
3.2

이용
기간

1년 미만
1년~1년 6개월 미만
1년 6개월~2년 미만
2년~2년 6개월 미만
2년 6개월 이상

182
68
41
14
6

58.5
21.9
13.2
4.5
1.9

1회 이하
2회~3회
4회~5회
6회~7회
8회 이상

183
112
10
5
1

58.8
36.0
3.2
1.6
.3

6개월 간
이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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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측정도구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표준화 추정계수 및 SMC
값이 낮은 항목을 제거하는 작업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농촌체험 앱은 개인정보를 많이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농촌체험 앱이 정보 탐색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농촌체험 앱은 특수효과를 적절히 사용했다.’, ‘농촌체험 앱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의
4개 항목이 부적합하게 적재되어 있어 제거되었다.
기준치에 미달하는 항목 제거 후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MIN/DF=1.346(기준3),
TLI=.977(기준.9), CFI=.981(기준.9), RMSEA=.033(기준.08)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수는
기준치에 적합하게 나타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관측변수에 대한 SMC는 기준
치인 0.4 이상으로 나타나 잠재변수가 관측변수들의 변량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성 검정을 위하여 Cronbaha’s Alpha(α) 계수 확인 결과 모든 요인은 기준치인 0.7 이상
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개념신뢰도는 0.7 이상이어야
집중타당도 기준이 충족되는데, 본 모형은 기준치를 충족하여 집중타당도를 확보하였다(<표
3> 참조).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항목

정보
시스템
품질

세부 측정항목

β

C.R.

CR

α

시스템
품질

농촌체험
농촌체험
농촌체험
농촌체험

앱은
앱은
앱은
앱은

빠르게 작동했다.
사용하기 쉬웠다.
안정적이었다.
오작동하지 않았다.

.842
.832 17.072
.894 .893
.820 16.737
.801 16.215

정보
품질

농촌체험
농촌체험
농촌체험
농촌체험
농촌체험

앱의
앱의
앱의
앱의
앱의

정보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정보는 구체적이었다.
정보는 정확했다.
정보는 내 욕구를 충족시켰다.
후기 정보는 믿을만했다.

.755
.848
.847
.835
.812

15.403
15.381 .911 .909
15.155
14.691

인터
페이스
디자인
품질

농촌체험
농촌체험
농촌체험
농촌체험

.753
.865
.834
.795
나는 농촌체험 앱 이용이 편리했다고 생각한다.
.797
나는 농촌체험 앱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 .809
각한다.
나는 농촌체험 앱이 전반적으로 유용했다고 생각 .782
한다.
나는 농촌체험 앱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을 .753
수 있었다.
농촌체험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만족스러웠다.
.688

15.240
.886 .885
14.724
14.005
14.584

지각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

앱은
앱은
앱은
앱은

미적으로 표현력이 뛰어났다.
세련되게 디자인되었다.
색상 배치가 잘 되어있었다.
창의적이게 디자인되었다.

14.092 .866 .865
13.524
-

.802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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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세부 측정항목

β

농촌체험 앱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품질은 만
족스러웠다.
농촌체험 앱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은 만족스러웠
다.
농촌체험 앱의 효율성은 만족스러웠다.
나는 농촌체험 앱을 지속해서 이용할 것이다.
나는 농촌체험 앱을 다시 이용할 것이다.
나는 농촌관광 정보 탐색 시 농촌체험 앱을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다.

사용의도

C.R.

α

CR

.727 10.608
.722 10.552
.699 10.297
.897
.881 20.797
.909 .908
.851 19.785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판별타당성과 법칙타당성을 검정하였다. 각 요인
의 평균분산 추출지수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5 이상으로 나타나 각 구성
개념의 신뢰성과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판별타당성을 검정하고자 하였다. 판
별타당성을 검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상관계수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잠재변수의

AVE값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클 때 판별타
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른 검정 결과, AVE값은 모든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의 제곱보다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표 4> 참조).
<표 4> 상관관계 분석
구 분

시스템 품질

시스템 품질

.679

정보 품질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
지각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
사용의도
주

.139**
(.019)
.382***
(.146)
.097
(.009)
.446***
(.199)
.247***
(.061)

정보 품질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

지각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

사용의도

.673

.090
(.008)
.317***
(.100)
.135**
(.018)
.139**
(.019)

.661

.208**
(.043)
.508***
(.258)
.347***
(.120)

.617

.361***
(.130)
.258***
(.067)

1) 가운데 굵은 수치는 연구개념들의 AVE값을 나타냄
2) 대각선 하단에 있는 수치는 변수 간 상관계수와 상관계수의 제곱 값임
3) ***p<.001, **p<.05

.503

.349***
(.122)

.768

3. 가설 검정
본 연구는 가설 검정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이 실시되었다. 모형 적합도는

CMIN/DF=1.377(기준3), TLI=.975(기준.9), CFI=.979(기준.9), RMSEA=.035(기준.0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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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대부분의 수치는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모형이 구성개념 간 관계
검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설 검정 결과, 총 9개의 가설 중 7개 가설이 지지되었다. 정보 품질(β=.303***), 인터페
이스 디자인 품질(β=.190**)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와 가설 1-3은 지지된 반면, 시스템 품질(β=-.017)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지지되지 않았다. 특히, 정보 품질은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보다 지각된 유용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농촌체험 앱 사용자
들이 디자인보다는 목적지에 대한 정보 얻을 수 있을 때 앱의 유용함을 느낀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농촌체험 앱 품질과 사용자 만족 간 관계에서 시스템 품질(β=.296***),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β=.355***)은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과

2-3은 지지된 반면, 정보 품질(β=-.017)은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는 지지되지 않았다.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의 경우 시스템 품질보
다 사용자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용자들이 시각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자 만족(β=.263***)과 사용의도(β=.142**)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과 가설 4는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만
족은 사용의도(β=.328***)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 또한 지지되었다.
가설

<표 5> 경로분석 결과
가 설
가설

1

가설

2

1-1
1-2
1-3
2-1
2-2
2-3

3
가설 4
가설 5
가설

***p<.001, **p<.05

경 로

β

C.R.

채택여부

시스템 품질
지각된 유용성
정보 품질
지각된 유용성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
지각된 유용성

-.017
.303***
.190**
.296***
-.017
.355***
.263***
.142**
.328***

-.246
4.760
2.776
4.512
-.286
5.146
4.000
2.134
4.572

X
O
O
O
X
O
O
O
O

→
→
→
시스템 품질 → 사용자 만족
정보 품질 → 사용자 만족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 → 사용자 만족
지각된 유용성 → 사용자 만족
지각된 유용성 → 사용의도
사용자 만족 → 사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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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검정 결과

4. 농촌체험 앱 사용자 비교 분석
최근 모바일 앱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다수 사용자가 모바일 앱을 사용하고 있으며

(Bhandari et al., 2017), 모바일 앱과 같은 기술사용은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집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Cassel & Pettersson, 2015). 마찬가지로 농촌체험 앱은
농촌체험 분야의 기술발전과 관련하여 등장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은 집단에 따라 차이
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체험 앱에 따라 정보시스템 품질과 사용자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가?’라는 추가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농촌체험마을 앱과 경북농촌체험마을 앱을 비
교하였으며, 그 결과, 두 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품질(p=.009***),
정보 품질(p=.000***),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p=.000***), 사용자 만족(p=.000***), 사용의도

(p=.000***)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지각된 유용성(p=.474)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시스템 품질,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 사용자 만족, 사용의도는 경북농촌체험
앱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정보 품질은 농촌체험 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두 앱은 사용자
의 사용의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시스템 품질에서 가장 작은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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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농촌체험 앱 차이 비교
구 분

평 균
농촌체험
경북농촌
(n=179)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
지각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
사용의도
***

p<.001, **p<.01

3.7388
4.0089
3.6774
4.1844
4.1355
4.6182

(n=132)

3.9280
3.6212
4.0341
4.2235
4.3731
4.8939

표준편차
농촌체험
경북농촌
(n=179)

.64358
.52780
.61777
.46532
.38330
.47943

(n=132)

.60966
.62089
.53035
.48867
.43739
.26152

t

p

-2.620
5.795
-5.464
-.717
-4.987
-6.494

.009***
.000***
.000***
.474***
.000***
.000***

Ⅴ. 결론 및 시사점
농촌체험에서 정보 매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농촌관광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광분야에서 농촌체험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체험 앱 품질이 지각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 사용의도에 미
치는 구조적인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 앱 간 차이를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시스템 품질과 지각된 유용성 간 관계에서 정보 품질과 인터페이스 디자
인 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Montazemi & Qahri-Saremi, 2015; Hariguna et al., 2017). 반면, 시스템 품질은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아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Hariguna et al., 2017). 정보시스템
품질과 사용자 만족 간 관계에서 시스템 품질과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Wixom

& Todd, 2005; Petter

el al., 2013; Lien et al., 2017). 정보 품질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Wixom & Todd, 2005; Song et al., 2017). 지각된 유용
성은 사용자 만족과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용자 만족 또한 사용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Wixom & Todd, 2005; Shyu &
Huang, 2011; Hariguna et al., 2017; Scherer et al., 2019). 두 앱을 비교한 결과, 지각된 유
용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시사점은 관광학 분야의 농촌관광 관련 연구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농촌에서도 디지털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광정보를 제공하
고 있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
제공 매체로 농촌체험 앱을 비교하였으며, 이 결과는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지각된 유용성의 경우 특히, 기술수용모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변수인데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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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해당 변수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보시스템 품질이 지각된 유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변수의 관계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자들은 새로운 시각
으로 바라볼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이러한 부분을 종합했을 때 본 연구는 농촌관광 정보시
스템 분야에 학술적 기여를 하였다고 사료된다.
이론적 시사점과 더불어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앱을 비교한 결과, 정보
품질은 농촌체험 앱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시스템 품질,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 사용자
만족, 사용의도는 경북농촌체험 앱이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농촌체험 앱 관리자는 앱의 시
스템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앱을 간결하게 설계하여 빠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튕김 현상과 같은 부분을 개선하여 오작동을 최소화해야 하며, 앱의 정보 또한
사용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사용자는 농촌관광지에 대한 정보
를 얻고자 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농촌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설
명뿐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나 기념품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가격 정보나 브레이
크 타임 등을 상세히 제공하여야 하며, 앱의 후기 정보에 대한 부분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사용자는 앱 정보에서 후기 정보까지 고려하므로 기존에 진행되던 프로그램이 현재
없어졌으나, 사용자가 이에 대한 후기를 남겼다면 후기를 비공개로 변경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의 경우 색
상과 메뉴의 배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 검색창의 경우 언제든 쉽게 이용할 수 있
도록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거나, 아이콘을 이용하는 등 창의적인 디자인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과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지역, 자원 등을
포함한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특정 관광산업 유형의 활성화 방안으로 요긴하게
쓰이면서 마케팅 전략 도구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시사점에서
본 연구는 관광산업계의 마케팅전략 수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촌체험 정보시스템의 성
공을 위한 자료로써 큰 공헌을 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대
상이나 기간이 한정되어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일반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둘째,
지각된 유용성이나 만족 외에 추가적인 외부 변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
서는 더 다양한 집단이나 대상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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