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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 남겨진 호텔이용후기에 해 질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호텔이용자들이 지각한 고

객가치의 차원에 해 살펴보았다. 한국 공사의 우수 호텔 랜드인 베니키아 호텔가운데 의도  표집

방법에 의해 행정구역을 기 으로 하여 온라인 후기가 남겨진 10개소를 선정,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베니키아 호텔이용자들이 지각한 주된 고객가치로는 기능  가치, 정서  가치, 가격 비 가치, 인식  가

치, 조건  가치가 있음을 확인했고 사회  가치인식은  발 되지 않았다. 기능  가치는 호텔이 응당 

갖추어야할 기본 인 기능에 한 평가 고 정서  가치는 주로 이에 맞물려 생성되었다. 가격 비 가치는 

고객이 지불한 비용 비 체 인 경험의 질에 따른 가치인식이었다. 기존의 호텔고객가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식당 음식품질의 요성, 호텔 주변 환경의 매력성도 호텔이용자의 경험에 여하는 주요 요소임

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질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실제 고객들의 호텔이용경험에 한 그 내면을 살필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호텔이용후기∣고객가치∣인적 서비스∣객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online hotel reviews of Benikea hotel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outstanding customer value were functional value, emotional value, 

price/value for money and epistemic value, conditional value are next. Social value was not 

found. Functional value was provoked by the functions of hotel room, room amenities, room view, 

room cleaness, restaurant service, and hotel staff friendliness as human services. Emotional value 

was the emotional response to the qualities of hotel's functions. Price/value for money was a 

perceived value of hotel user by the comparison of what to invest with what to receive. From 

the results, it can be proposed that hotel should maintain the basic qualities of core functions of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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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온라인상에 남겨진 여행 소비자들의 생생한 경험담

인 후기는, 그 후기를 하는 인터넷 공간의 독자에게 

의사결정의 요한 향요인이 된다. 실제 여행상품 구

매에 있어 후기가 있는 인터넷 사이트 방문자의 8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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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읽은 후기의 내용으로부터 향을 받았다고 할 

만큼, 막강한 력을 지니고 있다[1]. 그런 만큼 인터

넷에 남겨진 후기는 소비자에 의해 생성되어 소비자에

게로 달되는 온라인 구 (e-WOM: electronic word 

of mouth)의 표  유형이다. 

이러한 온라인 여행후기는 련 산업 마 터에게는 

큰 도 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후기에는 소비자가 지

불한 돈과 시간 , 정신 , 육체  노고의 가인 상품

과 서비스에 한 소비자의 가치 단이 솔직하고 허심

탄회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자신이 경험한 

바에 해 호의 인 고객가치를 확보하고 이를 후기로 

남길 경우, 이 소비자는 의도 이든 비의도 이든 자발

인 바이럴 마 터(viral marketer)로서 역할하게 된

다[2]. 한 소비자의 경험이 부정 인 경우, 후기에는 

기업에 한 불만과 비 이 토로될 수 있는 만큼, 후기

에 언 된 고객의 이야기를 창조 으로 활용할 경우, 

후기는 품질향상과 마 의 긴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3].   

온라인 후기는 한 번의 발화로 사라져 버리는 구어  

비평과 달리, 반 구  지속성을 지닌 문장으로 작성되

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강력한 침투력

을 지니고 있다. 이는 e-WOM의 주된 특성으로서, 특

히 여행지에서 경험한 호텔에 한 후기는 ‘집을 떠난 

집’으로서의 숙소라는 민감성으로 인해 잠재 여행소비

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큰 향을 미친다. 한 후기에

서 다 지는 내용은 곧 호텔의 평 과 이미지에도 향

을 미치는 만큼, 후기에 담겨진 고객가치에 한 명확

한 이해는 치열한 경쟁이 상존하는 호텔업계에서 품질

유지, 랜드 리, 지속  고객확보  신규 고객창출을 

해 매우 요한 과제로 두된다. 그런 만큼 후기에 

담겨진 실 소비자들의 경험담은 소비자와 호텔간에 있

었던 상호작용의 본질을 악할 수 있는 소 한 연구

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WOM으로서의 온라인 이용후

기에 해 어떠한 내용의 고객가치가 담겨져 있는가에 

한 내용 분석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 여

행경험 일반에 한 온라인 후기 연구조차도 아직 미진

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실이며, 지 까지 드물

게 등장한 여행 련 e-WOM 연구들도 부분 

e-WOM의 의미와 요성에 한 개념  차원의 연구

[3], 인터넷 공간에서 후기가 타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4][5], 인터넷상에 후기를 

남기는 동기에 한 연구[6]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러한 연구 트 드는 후기의 요성에 한 인식의 공감

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de Bruyn과 

Lilien의 지 로, 정작 요한, 소비자에게서 소비자

로 달되는 후기에 담긴, 소비자들이 생생하게 경험하

고 그 경험을 통해 지각한 고객가치의 진면목이 무엇인

지, 그리고 소비자가 소비경험의 어떠한 차원에 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한 맥락  정보에 한 이해는 

매우 한정 인 시야를 노정하고 있다[7].  

이에 탐색  차원에서 진행된 본 연구는 호텔소비자

가 온라인상에 남긴 이용후기의 콘텐트를 분석, 소비자

들이 호텔과 상호작용하면서 실제 경험을 통해 지각한 

고객가치의 차원과 내용에 해 이해하고자 한다. 고객

가치는 소비자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바의, 소비결과

에 한 인식으로서 소비  단계에서는 소비결정에의 

측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고객가치는 소비 후, 그 

소비 상에 한 평가의 거로서 작용하기에, 후기에 

담겨진 고객가치에 한 이해는 곧 재 개선이 필요한 

문제의 발견, 정  부분에 한 지속  품질유지 등 

호텔경 리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공사가 역 으로 추진 인 

우수 가 호텔 랜드, 베니키아 호텔을 분석 상으

로 삼는다[8]. 국내 주요 호텔 약사이트인 호텔인조이

닷컴(www.hotelnjoy.com)과 호텔조인닷컴

(www.hoteljoin.com)에 남겨진 베니키아 호텔의 후기

를 분석함으로써, 베니키아 호텔 운 의 주소를 악

하고, 향후 호텔 시설  서비스의 품질 리와 마

에 기여할 이론  배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보다 진보

된 후기연구의 기반이 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e-WOM으로서의 온라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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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은 여행소비자의 행동에 큰 변화를 불러

왔다. 여행  비단계에서부터 여행과정을 거쳐 여행

을 마치고 집이나 일터로 돌아오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공간은 여행소비자와 함께 한다. 여행  련 

정보의 탐색은 물론 숙소  교통편의 약까지도 이제 

많은 경우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행 에도 스

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는 

등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검색은 지속된다. 여행 후엔 

여행지에서 경험한 일들을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등에 

올리며 타인과 공유하거나, 여행 에 경험한 다양한 서

비스와 그 제공업체에 한 평가를 후기의 형식으로 남

기기도 한다[9]. Stringram과 Gerdes는 호텔소비자가 

남긴 후기의 분석을 통해, 객실청결도, 화장실 비품, 침

구류 순으로 호텔평가에 있어 민감한 요소로 작용했으

며 이들과 련된 단어들이 이용후기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밝 냈다[10]. 한 국 베이징의 호

텔이용후기를 분석한 Li, Ye 그리고 Law는 소비자 평

가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호텔의 속성으로 객실, 

교통편의성, 지로의 근성,  가치의 네가지

속성을 악해낸 바 있다[11].  

서비스를 심으로 한 여행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

리 구매와 소비가 거의 동시 으로 발생하는 무형성을 

특징으로 하기에, 여행을 비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최

소화하기 해 보다 구체 이며 실질 인 정보를 얻고

자 한다[12]. 그야말로 먹을거리, 볼거리, 놀거리에서 여

행기간동안 몸을 맡길 수 있는 호텔과 같은 숙소에 

해 최 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범 하게 자료

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때, 사람들은 지인이나 주변사람

들로부터 얻는 한정된 정보를 넘어서 인터넷 검색을 통

해 보다 폭넓은 경험자층의 보다 다양하고 구체화된 의

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Klein이 강조한 바와 같이 소

비자들은 일반 상품의 구매보다 여행상품과 같은 경험

재의 구매시 실 소비자의 견해에 더욱 의존하기 때문이

다[13]. Gretzel과 Yoo는 여행 련 기업이 제시하는 정

보에 비해 실제 여행소비자들이 작성한 여행경험담으

로서의 여행후기가 훨씬 더 흥미롭고, 최신의 정보를 

반 하며 보다 신뢰할 만하다고 강조했다[14]. 다시 말

해 여행소비자들은 여행 련기업측이 제공하는 마  

차원의 홍보성 정보보다 실제 여행자들이 남긴 소비자 

차원의 생생한 경험담에 더 크게 공감하는 것이다. 이

게 온라인에 남겨진 후기는 여행에 한 정보를 찾는 

타 여행 비자에게 새로운 정보의 원천으로서 활용되

며, 이에 따라 후기 작성자는 본의든 아니든 일종의 오

피니언 리더로서 역할하게 된다.  

여행후기의 한 형태인 호텔이용후기는 인터넷 상의 

호텔 약사이트, 여행사 홈페이지, 온라인 여행 동호회, 

는 개인 블로그에 남겨져 온라인 구 (e-WOM)의 

힘을 발휘한다. 통 으로 구 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사용에 따라 소비자의 내면에 야기된 일종의 심

리  긴장과 연 되어 있다. 그 경험이 정 이든 부

정 이든 소비자는 내면의 긴장감을 해소키 해 자신

의 사용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구 행동에 나서는 것

이다. 다시 말해, 구매와 련한 다양한 심리  상황들, 

이를테면 만족, 불만족, 기쁨, 슬픔, 분노, 배신감 등을 

타인과 공유하려는 심리에서 구 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후기작성에는 부분 특정한 룰

과 양식이 부과되지 않기에, 사람들은 자유롭게 구매와 

련된 그들의 심리를 마음껏 피력할 수 있다. 온라인 

후기의 력이 막강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구

나가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속만 하면, 후

기를 작성할 수 있고 한 타인이 작성한 후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개방성으로 인해 온라인 후기는 통 인 면

면 커뮤니 이션이었던 구 (word-of-mouth)의 틀을 

뛰어넘어 장소, 거리, 시간에 구애없이 불특정다수의 사

람들에게 향을 주는 온라인 구 , 즉 e-WOM(electronic 

word of mouth) 혹은 word-of-mouse가 되어 있는 것

이다[3]. 따라서 구나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후기 작성자들은 정보의 발신자로서 구 의 

진원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실제 소비자로부터 다른 소비자로 해지는 

정보의 흐름은 바이럴 마 (viral marketing)의 한 면

모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그 정보흐름에 있어 정

인 내용이 주를 이룰 때, 기업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남

긴 후기를 통해 자동 으로 마  활동이 행되는 비

용 감과 효용극 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바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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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에는 이메일, 블로그, 련 카페 등이 활용되지

만, 실제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에 해 실제로 경험한 

바의 가치를 피력하는 후기는 기업측에서 제공된 정보

에 비해 더 큰 소구력으로 소비자에게 다다간다. 소비

경험에 한 솔직하고 실 인 정보를 남기는 소비자

와 이러한 정보를 극 으로 찾고자 하는 소비자의 동

력에 의해 이용후기는 바이럴 다이내믹스(viral 

dynamics)의 핵심에 놓여있는 것이다. Ho와 Dempsey

는 바이럴 마 과 련한 소비자의 동기연구를 통해, 

소비자 집단에서 특출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동

기, 타 소비자를 한 이타  동기, 정보제공을 통한 개

인  성장 동기 등에 의해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온

라인을 통해 타인과 공유한다고 밝 냈다[6]. de Bruyn

과 Lilien의 이메일을 기반으로 한 바이럴 마  모델

연구에서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간의 인간  결속도

가 강하고 개인  선호가 유사하며 비슷한 인구통계  

특성을 공유할 때, 온라인상에서의 메시지 수신의도가 

높아짐을 밝 낸 바 있다[7].   

2. 지각된 고객가치     
고객가치는 소비자가 바람직하다고 염원하는 바의, 

소비의 결과에 한 지각이다. 이 지각으로서의 고객가

치는 소비이  상황에서는 소비결과에 해 측 으

로 작동하여 구매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며, 소비의 

과정이나 소비 완료후에는 소비 상과 소비행 에 

한 평가의 기 으로서 작용한다[15]. 

고객가치는 소비자가 속해있는 문화에 따라, 소비자 

개인의 가치 에 따라, 그리고 시 에 따른 다변 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만큼 고객가치에 한 개념

은 [표 1]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통 으로 Zeithaml과 같은 연구자는 경제  거래의 

에서 고객가치를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

매에 투자할 혹은 투자한 비용 비 결과로서 측되거

나 얻어진 효용의 함수라고 보았다[16]. 

그러나 고객가치에 한 이러한 투입 비 산출의 비

교평가라는 인식  은 차츰 인간의 심리 이며 감

정 인 면까지도 고려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이러

한 배경에는 1980년  반 Holbrook이 제시한 소비의 

실용  가치와 쾌락  가치라는 이분법  근  후자

의 요성에 한 심의 두에서 비롯된 것이다[17].  

이어 Grönroos는 소비자의 고객가치는 경제  득실에 

심을 둔 인식  차원과 심리  안 등 정서  차원

으로 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18]. Holbrook은 자신

의 이분법  견해를 더욱 정 화하여 고객가치를 내 , 

외  가치로 양분하고 그 세부가치로 재미가치, 미 가

치, 정의가치, 신념가치를 내 가치로, 이어 효율성가

치, 품질우수성가치, 지 가치, 평 가치를 외 가치로 

살펴보았다[19]. de Ruyter, Wetzels, Lemmink 그리고 

Mattson의 경우, 고객가치를 정서  차원, 기능  차원, 

논리  차원의 세가지 차원으로 이해했다[20].     

Sheth, Newman 그리고 Gross는 고객가치에 해 보

다 폭넓은 이론  거 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소비자의 선택행동에 향을 미치는 고객가치를 다음

의 다섯가지 차원으로 설명한 바 있다[21]. 먼  기능  

가치가 그 하나로, 이는 소비자가 의사결정시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닌 유용성 혹은 내구성과 같은 효용에 한 

가치 단을 의미한다. 정서  가치는 제품이나 서비스

의 소비로부터 얻게되는 기쁨, 행복, 편안함, 안락함, 긴

장완화와 같은 정서  효용을 의미하고, 사회  가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닌 상징성에 바탕을 두고, 이의 

구매나 소유로부터 얻게 되는 사회  이미지에 한 가

치 단을 말한다. 인식  가치는 일종의 호기심과 새로

운 심을 반 한 가치로서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얻

게 되는 정보 획득, 신기성 체험의 욕구충족을 의미한

다. 조건  가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련한 

특수한 상황  요인에 의한 가치 단을 의미한다. 를 

들어 결혼식 련 서비스 구매나 여름휴가용품 구매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  가치가 그것이다[10]. Sheth 등

은  이러한 가치들은 구매상황과 련하여 다섯가지 차

원 체가 연결되어 작동되거나 그  일부만이 작동되

어 소비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Sweeney와 Soutar는 Sheth 등의 가치연구를 바탕으

로 고객가치의 새로운 차원을 주창했는데, 정서  가치, 

사회  가치, 품질/성과 가치, 가격 비 가치의 네가지

가 그것이다[22]. 정서   사회  가치는 Sheth 등이 

연구한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유사한 개념이다. 품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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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치는 Sheth 등이 주장한 정서  가치에서 기능  

가치와 연동하여 통합 으로 다 진 가치이다. 가격

비 가치는 Sheth 등이 간과한 부분으로 투자의 경제성

을 고려한 실질  차원의 가치개념이다. 이는 소비자들

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에 투자하는 , 시간 , 

정신 , 육체  비용에 해 일종의 보상으로 온당하게 

돌아올 결과에 해 측 으로 단하는 가치를 의미

한다.  

경   경제분야의 상기와 같은 고객가치에 한 논

의를 바탕으로 호스피탤러티 분야에서도 고객가치에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는 바 Petrick이 제시한 

다섯가지 고객가치 차원이 표 이다. 그에 따르면 고

객가치는 품질가치, 정서  가치,  가격가치, 행

동  가격가치, 그리고 평 가치로 별된다고 했다

[23]. 

표 1. 고객가치 연구의 다양성 

연구자 고객가치 차원 

Zeithaml 
(1988) 비용대비효용 가치 

Holbrook 
(1982 ) 실용적 가치, 쾌락적 가치 

Gr　nroos
(1997 ) 인식적 가치, 정서적 가치 

Holbrook 
(1987)

재미 가치, 미적 가치, 정의 가치, 신념 가치, 효율
성가치, 품질우수성 가치, 
지위 가치, 평판 가치

de Ruyter 외
 (1997) 정서적 가치, 기능적 가치, 논리적 가치 

Sheth 외
(1991) 

기능적 가치, 정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인식적 가치, 조건적 가치 

Sweeney & 
Soutar
(2001) 

정서적 가치, 사회적 가치, 품질/성과 가치,
 가격대비 가치 

Lee 등은 한국의 DMZ 방문자 연구에서 기능  가치, 

정서  가치, 반  가치의 세가지 고객가치차원으로 

방문자의 만족에 해 연구했고[24], Benkenstein, 

Yavas 그리고 Forberger는 서비스 에 한 평가에 

있어서 인식  가치와 정서  가치가 작동하나 후자의 

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25]. Sanchez, Callarisa, 

Rodriguez 그리고 Miliner는 여행사 이용소비자의 고객

가치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지니는 가치체계를 기능  

가치, 정서  가치 그리고 사회  가치의 세차원으로 

밝 냈는데, 여기서 기능  가치는 다시 여행사 시설물 

가치, 여행사 직원의 문성 가치, 여행사 상품의 품질 

가치, 여행사 상품의 가격 가치로 세분화됨을 강조했다

[26].   

따라서 고객가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소구하는가를 살필 수 있는 가장 섬세하고 세분

화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결과 심의 고객

만족 평가와는 다르게 진정 소비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

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다각  차원의 ‘바람

직한 상태’를 보다 미경 이며 포  에서 찾아

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고객가치의 발견과 창

출은 곧 재 특정 기업의 소비자들이 그 기업의 상품

이나 서비스로부터  어떠한 가치를 의미있게 획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근간이 되며, 한 기업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달할 것인가?’에 한 

안을 제시해주는 첩경이 된다[2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고객가치 연구들이 주로 

활용하는 Sheth 등의 다섯가지 고객가치 차원과 

Sweeney와 Soutar가 제시한 고객가치  가격 비 가

치를 통합 으로 용한다. 이를 통해 한국 공사가 

지정한 우수 가 호텔 랜드인 베니키아 호텔이용

자들의 후기를 분석, 베니키아 호텔이용자들이 실제로 

경험을 통해 지각한 재 고객가치의 실체가 무엇인지

를 악하고, 이를 통해 품질향상과 유지  경 리

에 필요한 기  자료로 기여하고자 한다.  

Ⅲ. 연구과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 상인 베니키아 호텔은 한국 공

사가 문화체육 부의 지원을 받아 런칭한 우수 비즈

니스 호텔 랜드인 베니키아 인증을 받은 호텔이다. 

베니키아(Benikea)의 의미는 ‘Best Night In Korea’의 

앞 자 몇 개를 조합해 ‘한국에서의 최상의 밤’을 보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호텔임을 나타낸다.   

베니키아 호텔은 기존하는 호텔들의 지원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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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베니키아 랜드 인증을 

받아 베니키아란 이름을 걸고 업을 하게 된다. 2013

년 재 한국 공사가 발행한 베니키아 호텔 로슈

어에는 총 63개의 호텔이 베니키아 호텔로 선정되어 있

다[28]. 이들은 국내외 여행자들을 상으로 합리  가

격에 수  서비스가 보장되는 호텔로서 자리매김하

려 매진하고 있다. 

2. 연구과정    
본 연구는 질  내용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도  

표본추출법에 따라 행정구역을 기 으로 한국의 표 

도시(도)라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6 역시(인

천, , 구, 주, 부산, 울산)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베니키아 랜드의 호텔을 분석 상으로 삼

았다. 이를 해 한국 공사 발행 2013년  베니키아 

호텔 로슈어에 등재된 63개 호텔가운데서 서울특별

시(8개소), 인천 역시(4개소), 역시(1개소), 주

역시(3개소), 부산 역시(3개소), 구 역시(1개소), 

제주특별자치도(4개소)에 소재하는 호텔, 총 24개소를 

찾아내고 이들에 한 후기의 존재여부에 한 검토에 

들어갔다[28].      

국내에서 운 되는 여러 호텔 약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호텔이용자들의 후기가 활발하게 남겨지는 두 사

이트(www.hoteljoin.com과 www.hotelnjoy.com)를 찾

아내고 이들에 속하여, 상기 24개 호텔에 한 이용

후기를 베니키아 랜드 창설 이후인 2010년 1월에서 

2013년 8월 재까지 남겨진 후기를 상으로 일일이 

검색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수차례에 걸친 검색작업의 

결과, 후기가  남아있지 않는 호텔을 제외한 서울 

3개소(베니키아 리미어 메리골드 호텔, 베니키아 호

텔 아카시아, 호텔 노스텔자), 인천 2개소(베니키아 

리미어 송도 릿지 호텔, 베니키아 리미어 인천로얄 

호텔),  1개소(베니키아 호텔 림), 주 1개소(호

텔 라도), 제주 1개소(오션그랜드 호텔 제주), 부산 2

개소(베니키아 송정 호텔, 베니키아 호텔 리베라 해운

)의 총 10개 호텔에 총 209개의 후기가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몇몇 호텔에 남겨진 소수 후기는 

베니키아 랜드 출범 이 인 2009년 이 에 남겨진 후

기여서, 이들은 분석 상에서 제외되었다. 각 도시(도)

의 해당 호텔별 후기의 수는 [표 2]와 같다.  

베니키아 호텔 이용후기는 베니키아 호텔 문 약 

사이트인 www.benikea.co.kr에도 호텔별로 여러 건의 

후기가 남겨져 있었다. 하지만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철 한 리뷰에 의해 그 부분이 베니키아 호텔 서포터

즈에 의해 작성된 일종의 홍보성 후기 혹은 이벤트 상

품 제공시 상품수령을 목 으로 작성된 후기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명되었기에, 연구의 목 인 순

수한 소비자가 남긴 후기분석에 어 나므로 본 연구에

서는 제외했다. 

이후 연구는 Creswell이 권장한 질  내용연구방법

의 차에 맞춰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29]. 

표 2. 분석대상 호텔과 후기

지역 호텔명 웹사이트
분석
후기수

서울
베니키아 프리미어 

메리골드
hotelnjoy 3
hoteljoin 3

베니키아 호텔 아카시아 hoteljoin 3
호텔 노스텔자 hoteljoin 2

인천 
베니키아 프리미어 송도 

브릿지 
hotelnjoy 53
hoteljoin 40

베니키아 프리미어 
인천로얄 hoteljoin 2

대전  대림 hotelnjoy 13
hoteljoin 1

광주 호텔 프라도 hotelnjoy 5

부산 
베니키아 송정 hotelnjoy 21

hoteljoin 0
베니키아 호텔 
리베라 해운대 hoteljoin 13

제주 오션그랜드 hotelnjoy 32
hoteljoin 19

첫째, 자료의 확보이다. Creswell은 질  내용연구의 

기 인 과정으로 자료의 확보에 해 언 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www.hoteljoin.com과 

www.hotelnjoy.com에서 베니키아 호텔 2013년  로

슈어에 등재된 서울특별시, 6 역시(인천, , 구, 

주, 부산, 울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베

니키아 호텔 들을 검색하여 각 호텔별로 후기의 존재여

부를 확인하고, 존재할 경우, 두 웹사이트의 후기들을 

각 호텔별로 분류하여 린트함으로써 기 자료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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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했다.  

둘째, 독서와 기술의 과정이다. Creswell은 확보한 자

료에 한 명확한 이해와 범주화를 해 자료에 한 

철 한 독서와 자료 분류를 한 기술의 과정을 시했

다. 본 연구에서는 확보한 후기를 심도있게 탐독하는 

작업을 3회 반복하고 연구목 에 맞게 이 자료들을 분

류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셋째, 자료의 범주화 과정이다. 이는 질  내용연구의 

심  과제로, Creswell은 독서를 마친 체 자료에서 

공통된 속성을 지닌 요소들을 추려내 이를 속성별로 묶

는 범주화의 작업을 강조했다. 이때 연구자는 범주를 

새로이 만들어 내거나 기존의 연구에서 가져올 수 있는

데, 본 연구는 Li등의 연구와 Stringram과 Gerdes의 연

구를 바탕으로, 직원 친 성, 객실 청결도, 객실 인테리

어/비품품질, 객실 망, 욕실 청결도, 욕실 비품품질, 

식당 음식품질, 부 시설 품질, 근성, 주변환경 매력

성, 만족/불만족의 총 10가지의 범주를 얻어냈다 

[10][11]. 이어 후기 콘텐트의 주요 어휘를, 그 속성에 

따라 해당되는 상기 각 범주별로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

했다. 한 문장에 2개 이상의 속성이 등장할 시엔 핵심 

어휘 단 로 분해하여, 해당 범주로 배치하는 압축과정

을 거쳤다. 한 각 범주별로 그 범주에 하여 표

인 표 이라 할 문장을 1-2개 선정, 문장단 별 정리도 

함께 진행했다. 이로써 각 범주별로 소비자의 경험과 

그 맥락  가치를 한 에 알 수 있게 하는 자료가 완성

되었다. 를 들어,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망이 무 

아름답습니다”라는 문장은 ‘객실 망’ 범주에, “객실도 

무 깔끔하고 인천 교가 보이는 망방을 이용하

는데 밤에 망이 무 좋았습니다”라는 문장은 ‘객실 

깔끔’과 ‘좋은 망’으로 분해하여 각각 ‘객실 청결도’와 

‘객실 망’ 범주에 재배치하는 매우 고된 작업이 진행

되었다. 이 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수간의 인과

계보다는 상과 그 이면에 내재하는 속성에 한 이

해를 우선시하는 질  내용연구에서 빈도가 시되는 

만큼, 각 범주별로 후기에서 언 된 범주별 총 빈도수

를 명기함으로써 호텔이용자들의 소  ‘가장 신경쓰는

(most concerned)’한 범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범주

에 한 호텔이용자의 고객가치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

는지를 악할 수 있는 자료로 변환할 수 있었다. 

넷째, 자료의 해석과 제시과정이다. Creswell은 범주

화가 완료된 자료에서 그 내재된 의미를 발견하는 단계

를 자료의 해석과 제시과정이라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의 작업으로 범주화된 자료를 3회 이상 숙독하고, 각 

범주별로 정리된 단어와 문장의 의미와 내용을 해석, 

그 내재된 가치의 차원을 찾아내어 Sheth 등이 제시한 

다섯가지 고객가치와 Sweeney와 Soutar가 제시한 고

객가치  가격 비 가치에 매칭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상기의 인, 객실 망 범주에 속한 “바다가 바라다 보

이는 망이 무 아름답습니다” 라는 문장은 후기 작

성자가 ‘ 무 아름답습니다’라고 표명한 정서  경험에 

한 언 이므로 Sheth 등의 정서  가치로 매칭하는 

것이다.   

Ⅳ. 분석결과 

1. 호텔이용자의 기능적 가치 인식 
분석 상이 된 베니키아 호텔 10개소의 이용후기에 

표명된 고객가치, 즉 호텔이용자가 실제 호텔에 투숙한 

경험을 통해 직  느끼고 깨우친 호텔에 한 실제 고

객가치는 기능  가치, 정서  가치 그리고 가격 비 

가치의 세가지 가치차원이 그 핵을 이루고 있고 반면 

사회  가치, 인식  가치, 조건  가치는 매우 미미하

게 표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 , 호텔에 한 

기능  가치(functional value) 인식은 호텔이 호텔로서 

응당 지녀야 할 기본 인 기능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를테면 편안하고 안락한 숙소로서의 기능, 맛있

는 식사가 가능한 식당으로서의 기능, 재충   

활동이 가능한 휴식처로서의 기능 등 호텔의 근본 이

며 필수 인 기능성에 한 고객의 지각이 호텔에 한 

가치인식에 있어서 핵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호텔이용후기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기

능  가치인식은 다름 아닌 객실에 한 것이다. 호텔

이용자가 여행 의 집과 진배없는 호텔의 기능 가운데

서 객실에 신경 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호텔의 핵

심기능이 ‘집을 떠난 집’으로서의 쾌 한 숙소이기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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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이용자들은 객실로부터 청결한 잠자리를 기 하기 

마련이다. 분석 상이 된 10개의 베니키아 호텔의 체 

후기  객실과 련된 기능  가치에 한 언 이 거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총 225회). 구체 으로 객

실 청결도(92회), 객실 인테리어/비품품질(31회), 욕실 

청결도(7회), 욕실 비품품질(17회), 객실 망(78회)에 

해 거론되고 있었다. 특히 객실 청결성과 욕실 청결

성에 한 기능  가치 단이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볼 수 있다. 인상 인 것은 호텔이용

자들은 객실, 욕실  침구의 청결도가 좋을 경우, 거의 

부분 ‘깔끔하다’, ‘깨끗하다’는 식으로 간결하게 가치

를 표명하는 반면, 불결한 부분을 발견했을 시는 매우 

비 인 안목에서 구체 으로 그 정황까지 묘사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문 1, 2, 3). 이는 

청결과 생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

이므로, 호텔의 청결도에 해 부정 인 경험을 한 경

우, 이로 인한 내  분노, 실망감, 좌 감은 클 수 밖에 

없으므로, 후기작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호텔의 실

을 알리고 불만을 표출해 안을 받고자 하는 심리  

기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문 1: “문제는 객실청소에서도 그래요. 이정도 분

기의 호텔에서 객실청소를 이 게 허술하게 

해주실 수가, 5일을 머물 는데, 바닥청소는 

 안해시는건지 5일동안 내 머리카락에 

휩쓸려 산듯” 

문 2: “침   바닥에 껌종이와 머리카락이 보이

더군요. 마루바닥인데 내내 슬리퍼신고 다녔

네요”

문 3: “시설은 스 트룸인데 오래된 모텔 분 기에

요. 월풀도 물때끼어 구요. 방 곳곳에는 

먼지가 많이 쌓여 있구요”

그런데, 일부 베니키아 호텔의 경우, 베니키아 호텔로 

지정이 에 일반 사설 호텔로 업을 한 경우가 있

는데 이런 호텔의 경우, 그 인테리어나 비품구비에 있

어서 베니키아라는 랜드에 걸맞는 내용을 갖출 것을 

구하는 호텔이용자의 언 이 있었다( 문 4, 5). 

문 4: “15년 넘은 호텔이라 그런지 방은 그냥 요즘  

모텔과 별 다른 것 없고, 가장 충격 인 것이 

호텔 지하에 나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울리는  

진동이 4층방까지도 들립니다”

문 5: “명칭만 호텔인 숙소네요...호텔이 아니라 모

텔보다 못한 수 입니다”

호텔 객실이 지닌 기능  가치를 논함에 있어 뻬놓을 

수 없는 것이 객실로부터 내다볼 수 있는 외부경 에 

한 망이다. 특히 바닷가에 인 한 호텔들의 경우, 

그 입지  특수성 덕에 부분의 객실에서 바다를 조망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객실의 기능  매력에 해 ‘  멀

리 다리가 보여 좋다’, ‘바다가 내다보여 무 좋다’라는 

식의 정 인 가치평가가 총 78회에 걸쳐 등장한다. 

베니키아 리미어 송도 릿지 호텔의 경우, 호텔 이

름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부분의 객실에서 바다와 

인천 교를 조망할 수 있는 바, 이에 해 호텔이용자

들은 매우 호의 인 가치인식을 보인 것이다. 이를 통

해 호텔의 입지에 의한 망이라는 기능  가치는 호텔

의 매력을 한층 높여주고 이용자들의 호의  호텔경험

을 이끄는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은 

호텔 마 에 탄력을  수 있으므로 호텔 홍보에 있

어서 략  포인트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망과 련

한 기능  가치는 차후에 설명할 정서  가치와도 

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정서  가치 면에서 보다 구체

으로 다 질 것이다.   

호텔의 인  서비스 기능에 한 고객의 가치인식은 

객실·욕실 청결도 문제와 더불어 호텔의 각 부문별 직

원의 친 성과 련해서도 민감하게 작동한다. 론트 

직원, 식당 직원, 룸메이드, 부 시설 리직원을 포함

하는 인  서비스 요원들의 기능  가치에 한 평가는 

총 115회에 걸쳐 등장하며 정 인 가치평가는 80회, 

부정 인 평가는 35회 언 되었다. 여기서도 정 인 

가치평가일 경우, 그 체 인 표 은 ‘직원이 친 해

요’와 같이 단순하게 이루어지나, 기 이상의 친  혹은 

기 치 않았던 뜻밖의 친 을 경험했을 경우, 단순히 

‘친 해요’ 같은 표 을 뛰어넘어 다소 구체 인 수 의 

묘사가 덧붙여지는 특징을 보인다( 문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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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 “체크인할 때 미리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바

다 망으로 드렸다고 얘기해주시는 친 함

도 좋았고요” 

문 7:　“객실에 제 소지품을 두고 나왔었는데, 런트 

직원분이 바로 연락주셔서 다행히도...”

문 8: “다행히 친 한 직원이 일일이 이방 방 침

를 검한 후 방을 옮겨 주었습니다”

한 기 이하의 혹은 상식이하의 인  서비스를 

한 경우에는 보다 더 세세하게 그 인  서비스의 부정

 기능성에 해 갈 한다( 문 9, 10).  

문 9: “늦은 녁에는 직원이 한명밖에 없어 헤어

드라이어기가 고장이 났는데 당장 교체가 불

가하여 머리가 젖어있는 채로 20분을 기다

림” 

문 10: “ 인종을 더니 안에서 어떤 아주머니

가 구세요 합니다...그제서야 문을 열고 청

소하는 아주머니가 머리를 감다말고 나옵니

다. 뭡니까? 했더니 아니 그냥 조  씼었습

니다. 합니다...”

상기 두가지 이스 모두 인  서비스와의 을 통

해 생성된 기쁨 는 분노라는 소비자의 내  긴장감을 

해소하기 해 작성된 후기이다. 고객의 경험이 부정

일 경우, 상기 문처럼 보다 구체 인 묘사를 통해 불

특정 다수의 후기 독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심리  보상

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호텔직원의 친 성에 한 가치 단은 동일 호텔내

에서도 극과 극인 경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만큼 

인  서비스의 품질 리와 표 화의 어려움을 반증하

는 것이다. 따라서 베니키아 호텔이 한국 공사로부

터 마 과 품질 리의 지원을 받으며 한국을 표하

는 호텔 랜드로 자리매김하고자 함에 있어서, 무엇보

다도 호텔 직원들의 서비스 품질유지라는 기본 인 사

항을 지켜나가는 것이 ‘Best Night in Korea'라는 랜

드에 걸맞을 지 를 릴 수 있을 것이다[30].   

호텔이 지닌 여러 기능  요한 하나는 호텔이 제

공하는 음식의 품질이다. 이는 호텔의 기능  가치에 

큰 향을 주는 요인으로, 후기에는 조식과 석식에 

한 가치 단이 70회 등장한다. 이  정  평가는 51

회, 부정  평가는 18회, 간  평가 1회로 베니키아 

호텔 식당의 기능  가치에 해서는 체 으로 양호

한 인식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서도 정 인 경우보다 

부정 일 때, 그 부정 인 내용에 해 보다 세세한 지

이 이루어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 문11, 12). 

문 11:　“음식 리필이 조  늦은 감이 있었고 단체 

손님들이 있으셔서 그런거라 생각하고 

녁 식사를 했습니다”

문 12:　“다만 조식때 양식을 먹었는데 여 히 빵과 

음료만 나와서 스 나 과일정도는 나왔으

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여기서 요한 것은 무형 인 인  서비스 기능이 객

실이나 식당과 같은 호텔의 유형  특성을 뛰어넘는 

요성을 지녔다는 이다. 호텔의 유형  기능이 그 본

연의 기능을 제 로 발휘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호

텔직원에 의한 세심하고 철 한 서비스가 뒷받침되어

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호텔의 핵심기능은 

사람에 의한 인  서비스가 없이는 활성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역시 호텔에서의 인  서비스 품질 리의 

요성을 엿보게 하는 부분이다.   

표 3. 기능적 가치 인식의 차원

가치차원  범주 언 횟수 

기능적 가치 인식

객실 청결도 92
객실 인테리어/비품 품질 31

객실 전망 78
욕실 청결도 7

욕실 비품 품질 17
직원 친절성 115
식당 음식품질 70
부대시설 품질 26
주변환경 매력성 54

한 주차장, 수 장, 사우나 등의 부 시설의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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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언 이 총 26회 등장하는데, 주차장이 넓어 사

용하기 편했던 경우 정 인 평가가 있었고 수 장과 

사우나의 경우, 존재유무나 시설수 에 따라 간략하게 

호감, 비호감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증 에 따라 주차시설에 한 언 이 체  12회

나 언 됨은 특기할 사항이다. 

주변 환경 매력성에 한 후기의 내용(총 54회 언 )

도 호텔의 기능  가치에 한 인식과 연 되어 있다. 

특히 호텔 주변에 다양한 음식 과 마트가 있다던가 혹

은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경우, 정 인 가치인

식이 발 됨을 알 수 있었다. 

2. 호텔이용자의 정서적 가치 인식 
기능  가치와 더불어 호텔이용후기에 드러난 베니

키아 호텔이용자의 주된 고객가치의 하나는 다름아닌 

정서  가치(emotional value)이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정서  반응은 지속되기에 호텔에서의 투숙이 이루

어지는 순간부터 투숙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정서  

자극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이 이용후기에 

극 으로 표명되어 있었다. 

호텔이용자의 정서  가치인식은 크게 두가지 차원

에서 발생한다. 그 하나는 호텔이 응당 지녀야 하는 기

본 인 기능  가치와 연동되어 반응하는 심정 , 감정

, 감성  상태이다. 정서  가치는 독립 으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호텔의 여러 기능  차원과의 상호작

용 그리고 그에 한 반응으로서 매되는 것이기 때문

이다. 다른 하나는 호텔투숙 경험 반에 한 만족스

럽거나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정서  가치 인식이다.  

  먼  호텔의 기능  가치와 연동된 정서  가치는 크

게 인  서비스에 의한 것과 물리  환경에 의한 것으

로 분되어 나타났다. 먼  인  서비스로부터 유발된 

정서  가치는 다름아닌 호텔 론트 라인의 서비스 제

공자, 특히 벨맨이나 리셉션 직원과의 에서 주로 

발생한다. 호텔이용자들의 체크인 과정은 이들과 호텔

직원과의 일종의 첫 조우일 경우가 부분이다. 이때 

호텔이용자들의 정서는 호텔 론트 직원의 탁월한 친

성과 응 성으로부터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문 13, 14). 뿐만 아니라 체크아웃 과정 역시 호

텔이용자의 정서  가치 단에 향을 다( 문 15).

문 13: “체크인부터 무 친 한 직원들의 응 에 

기분이 무 좋았어요” 

문 14: “체크인 할 때 짐이 좀 있었는데 벨맨이 아

주 친 하게 객실까지 갖다 주었던게 인상

깊었구요”

문 15:　“늦은 체크아웃에도 인사를 잊지 않아 감동

을 받았어요”

이뿐 아니라 호텔이용자의 정서  가치는 룸메이드

에 의한 객실의 청결수 ( 문 16), 호텔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의 응답성( 문 17), 식당에서의 객요원

의 태도( 문 18) 등 서비스의 매 에서 정  혹은 

부정  방향성을 띠며 나타났다. 

문 16: “그냥 이용하긴 했지만 세탁이 제 로 안되

었나 싶어서 조  찝찝하더라구요” 

문 17: “와이 가 여직원에게 물어보니, 연락을 못

한 것에 해서 사과나 죄송함의 표 은 

 없이...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문 18: “ 스토랑에 들어오는데 입구에서 상냥하게 

맞이해 주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호텔의 물리  환경과 연동된 정서  가치는 객실에

서의 망이 주는 심미성( 문 19, 20), 객실 비품으로

서의 침구가 주는 이미지( 문 21) 등에 한 언 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객실 망과 련된 정서  가치 

표 은 단지 ‘좋은 망’식의 언 이 아닌 좋은 망으

로 인해 ‘느껴지는 정서  반응’으로서 표 을 담아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서  가치 표 은 25

회 등장한다.   

문 19: “평온하게 바다를 내다볼 수 있는 느낌이 좋

았고” 

문 20: “방에서 느낄 수 있는 멀리까지 보이는 멋진  

야경....일렬로 쭈욱 서있는 가로등과..알록달

록한 불빛..우~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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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1: “아늑한 침구며 객실에서 온도를 조 할 수 

있는 것도 좋았어요”

호텔이용후기에 등장하는 정서  가치 표 의 압권

은 호텔경험에 한 총체  가치 단으로서 만족이냐 

불만족이냐를 토로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 호텔이

용자들은 체 으로 만족한 경험을 보 는데, 후기에

서의 만족 련 정서  가치는 직 으로 ‘만족’이라는 

어휘를 앞세워 만족을 표 하기 보다는, 간 으로 ‘행

복한 경험이었다’, ‘잘 다녀왔습니다’, ‘ 무 괜찮았습니

다’, ‘다시 오고 싶어요’, ‘가격 비 좋습니다’와 같은 형

식으로 표 하는 경우가 오히려 우세했음은 특기할 만

한 발견이다.  

표 4. 정서적 가치 인식의 차원 

가치차원  범주  언 횟수 

정서적 가치 인식

직원 친절성 25 
객실 전망 25
객실 청결도 5

객실 인테리어/비품 품질 20
만족/불만족 108

3. 호텔이용자의 가격대비 가치 인식 
기능  가치, 정서  가치와 더불어 빈번하게 언 되

는 호텔이용자의 고객가치는 Sweeney와  Soutar가 주

창한 가격 비 가치이다. 호텔이용자들은 가격 비 양

질의 경험을 얻었을 시, 호텔에 해 ‘가격 비 좋다’, 

‘가격 비 괜찮았구요’라는 가격 비 가치에 한 결론

 언 을 남겼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가격 비 가치

인식은 총 37회 등장했는데 모두 다 정 인 방향으

로, 만족스런 호텔이용경험임을 간 으로 보여 다

( 문 22, 23). 

문 22: “ 렴한 가격으로 좋은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문 23: “가격 비 괜찮았구요”  

4. 호텔이용자의 사회적, 조건적, 인식적 가치 인식 
베니키아 호텔의 후기분석 결과, 먼  베니키아 호텔

이용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통해 자신의 사

회  이미지의 확인이라는 사회  가치에 해선 인식

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니키아 호텔

이 가 가격을 표방한 호텔인 만큼, 소비자가 자신

의 사회  이미지의 투 이나 확인을 경험할 만큼 호텔

의 사회 , 경제  입지가 높지 않은 까닭일 것이다. 

조건  가치에 해서는 베니키아 리미어 송도 

릿지 호텔에 남겨진 후기에서, ‘인천공항에서의 신혼여

행 출국을 한 선택으로서는 좋았다’는 조건  가치에 

한 인식이 한차례 등장한 것과 더불어 ‘조용히 쉬고 

싶을 때 좋은 호텔’이라는 식으로 호텔의 가치를 조건

으로 인정하는 조건  가치인식이 몇차례 등장한 바 

있다. 

인식  가치는 주로 호텔이용자들이 생소한 방문지

에서 호텔에 머무르는 동안, 호텔 주변의 배후 도시를 

산책하거나 가볍게 방문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곳에 

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가치 단을 언 한 후기의 내

용이 드물지만 일부 있었다. 

Ⅴ. 결론과 시사점 

호텔은 매우 다차원 인 공간이다. 단순히 다양한 목

의 여행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닌 식사

와 휴식과 , 크리에이션이 함께 하는 복합성을 

지닌 공간이다. 여기에 호텔 종사자에 의한 서비스의 

달과 이용자에 의한 서비스의 소비라는 미묘한 요소

가 엮여있음으로써 호텔은 더욱 복잡한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특성에 맞춰 본 연구는 한국 공사가 런칭

한 우수 가 호텔 랜드인 베니키아 호텔의 이용경

험자들이 호텔 약사이트에 남긴 후기의 콘텐츠 분석

을 통해 그들이 실제 경험을 통해 지각한 베니키아 호

텔의 가치차원을 악하고자 했다. 

그 결과, 베니키아 호텔은 호텔 본연의 기능과 본질

에 충실할 때 호텔이용 고객으로부터 정 인 가치평

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을 알 수 있었다. 호텔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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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집을 신하는 편안하고 쾌 한 공간이어야 하기

에 잠자리와 휴식처로서의 안락함이 보장될 때 호텔이

용자들로부터 정 인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호텔이 안락한 잠자리이자 휴식처가 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인  서비스의 기능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호텔의 객실과 부 시설 등이 아

무리 우수하더라도, 이러한 물리  환경의 기능성을 살

려주고 돋보이게 하고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하여 고객

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 즉 호텔 직원

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호텔이용자들은 론트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 식당 종업원들의 친 , 룸메이드

에 의한 청결한 잠자리의 비 등 기능  가치에 민감

하게 반응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품질 수 에 따라 

정 이거나 부정 인 경험을 겪게 되고 그 결과를 이용

후기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다. 

여기서 특히 인상 인 것은 호텔이용자들은 부정  

경험을 했을 때, 이에 해 보다 구체 으로 정황묘사

를 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이다. 이러한 불만

족한 내용은 베니키아 호텔의 품질을 리하고 지정  

취소의 권한을 지니고 있는 한국 공사가 베니키아 

랜드 리를 해 필수 으로 악하고 있어야할 정

보라 할 수 있다. 공사측에서 향후 베니키아 호텔을 평

가하고 그 랜드 유지에 한 갱신, 결정의 과정을 거

칠 때, 반드시 각 호텔에 남겨진 실제 소비자들의 이용

후기, 그 에서도 불만이 토로된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호텔이용자들의 정서  가치는 인  서비스를 포함

하는, 호텔의 기능  가치가 제 로 작동되느냐의 여부

에 따라 연동되어 정 이거나 부정  방향으로 결정

됨을 알 수 있었다. 호텔 이용자들이 후기에서 밝힌 부

정  감정 표 들, 이를테면 ‘불쾌했어요’, ‘황당했어요’, 

‘찝찝했어요’와 같은 내용들은 모두가 호텔의 서비스 제

공자와의 직, 간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기에 그러하

다. 론트 직원이나 식당 종업원이 친 하고 상냥할 

때, 룸 메이드에 의해 깔끔한 객실이 비되어 있을 때, 

‘기분이 좋았다’와 같은 정 인 정서  가치가 발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서  가치와 연동된 기능  가치의 하나로 두되

었던 것이 호텔 객실에서의 망이다. 분석의 상이 

된 호텔  바닷가에 인 한 호텔들의 경우, 호텔의 이

용후기에서 객실에서 조망한 바닷가 망에 해 매우 

호의 이며 낭만 인 내용의 정서  가치평가가 있었

음은 인상 이다. 이러한 망이 지닌 강 은 호텔의 

홍보 등 마 에 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 기존의 유사 연구와 차별화된 발견 으로 본 연

구는 호텔내 식당 음식의 품질 한 호텔이용자들의 민

감도가 상당함을 밝 냈다. 주로 호텔 객실이 이용자들

에게 민감한 요소로 보았던 기존 연구에 비해서 후기의 

내용을 질  에서 내용분석한 결과, 호텔 내 식당

의 음식품질이 호텔이용자의 투숙경험의 질을 올리거

나 낮출 수 있는 요소의 하나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베니키아 호텔의 경 리에 있어서 크게 참조하여야 

할 사항이다. 사실 호텔 식당의 음식품질은 간과되기 

쉬운 사항인 만큼, 본 연구의 결과, 베니키아 호텔이용

자의 고객가치를 정 인 방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편이 식당음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베니키아 호텔

은 호텔이란 집떠난 집으로서 맛있고 양가높은 식사

가 가능한 장소이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호텔의 기능  가치 요인  앞선 연구에

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주변 환경의 매력성 한 소소한 

듯 하지만, 호텔이용자의 정  경험을 유도할 수 있

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베니키아 

호텔이 산책로, 맛집, 공원 등을 배후에 두고 있을 때, 

이를 마 에 창조 으로 활용할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다.  

한 본 연구는 호텔의 인테리어나 비품의 구비에 있

어 한국 공사가 지정한 호텔이라는 명분  명성에 

걸맞는 수 이 되어야 함을 보여 다. 몇몇 호텔의 후

기에서 이용자들은 호텔이 아닌 모텔의 이미지와 분

기를 느 다고 토로했는데, 이는 한국 공사와 해당 

호텔측이 심을 갖고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서 호텔산업은 사람산업임을 다

시  확인할 수 있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 로 

호텔종사자가 기본에 충실한, 제 로 기능하는 서비스

를 제공할 때, 사람들은 즐겁고 기분좋게 호텔을 이용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온라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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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후기로 남겨지고 인구에 회자될 때, 호텔의 홍보는 

소비자에 의해 자연발생 으로 바이럴 마 (viral 

marketing)되는 것임을 베니키아 호텔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객가치를 매개변수로서 활용한 기존의 연구들이 

결과변수에만 집착하여 고객가치의 실제 면면이 무엇

인가를 놓치고 있었던데 반해 본 연구는 실제 호텔이용

자가 호텔의 어떠한 면에 어떻게 가치를 느끼고 반응하

는지에 한 정보의 획득이라는 의미가 본 연구에 담겨

있다. 앞으로 본 연구와 같은 탐색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이 목된 세련되고 정련된 

련 연구가 나오기를 기 한다.  

탐색  차원에서 진행된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 남겨

진 베니키아 호텔 이용후기의 숫자상의 한계로 인해 

국에 산재한 베니키아 호텔을 포 으로 다루지 못하

고 단지 10개 호텔만을 상으로 한 한계 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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