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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사용자가 숙박 애 리 이션을 사용하는 이유와 재사용하는 데 향을 끼치는 요인을 조사할 것이며

더하여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하는데 목 이 있다. 여가활동을 즐기는 세 가 많아지고,

모바일 시장이 넓어지면서 O2O 서비스가 다양해졌다. 특히 여가활동에 가장 요한 서비스는 숙박 서비스이다. 연구를

해 20~30 남녀 103명을 상으로 숙박 애 리 이션 사용에 련하여 설문조사를 하 고 조사 결과 사용자가 애 리

이션을 재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벤트를 통한 할인 서비스 다. 더하여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가 애 리 이션을

이용할 때 불편한 디자인 요소들을 모아 새롭게 디자인하여 제안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숙박 애 리 이션을 사용

하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선하여 앞으로의 숙박 시장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으로도 넓게 확장할 수 있기를

기 한다.

주 어 : O2O, 숙박 서비스, 숙박 애 리 이션, 여기어때, 야놀자, 모바일 서비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asons for users to use accommodation applications and 

thefacts that affect reuse, and to suggest a design that can be used more conveniently for users. O2O services have 

diversified as more generations are enjoying leisure activities and the mobile market is expanding. Especially, the 

most important service in leisure activities is accommodation service. For the study, we surveyed about using 

accommodation application for 103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30s. Surveys shows that the main reason for 

users to reuse application is discounted services through events. Therefore, we will suggest anew design by collecting 

the inconveniences of users when using applications. We hope that the accommodation market can be expand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overseas markets by improving the services users, who use accommodation application, want 

though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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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배경 및 목  

최근 시 가 변하면서 집보다 밖에서 여가를 즐기는

세 들이 많아졌다. 욜로족, 로 족, 딩크족 등 다양한

신조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재의 삶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다[1]. 이런

은이들은 맛 집찾기, 여행가기 등 활발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상은 다양한 서비스 분야

를 발 시켰다. 특히, 사회 시선으로인해 에 띄지 않

았던 숙박 서비스는 시 가 변함으로 사회 인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2015년을 기 으로 Airbnb, 야놀자, 여기

어때 등 다양한 숙박 애 리 이션 기업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2017년에는 규모의 마 쟁을 통해 흑

자를 내며성장하기 시작하 다[2]. 하지만 자 업자들이

많은 숙박 업종의 업이익률이 갈수록 조해지고 있으

며 소규모 숙박 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로 인해 숙박 애 리 이션에 해 비 인 시 으로

보는 이가 많아지고 있으며 숙박 애 리 이션 시장

체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그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3].

한, 숙박 애 리 이션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재사용

횟수를 높이는 요인을 찾으며 숙박 시장의 범 를

넓 야 한다.

본 연구는 사용자가 숙박 애 리 이션을 사용하는

이유와 재사용하는 데 향을 끼치는 요인을 연구하며

더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디

자인하여 제안하는 데 목 이 있다.

1.2 연  범  및 방법

본 연구는 숙박 애 리 이션 사용에 련하여 사용

자가 재사용하게 되는 이유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애

리 이션을 이용할 때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디자인을 제안하는데 주된 목 을 두

고 있다. 연구를 한 조사 결과 숙박애 리 이션을 사

용하는 사용자는 20, 30 인 것으로 보인다[4]. 숙박서비

스의 범 가 넓어지고 있으므로 연령 한 폭넓

게 가족 단 를 포함하며 50 까지도 나타났지만, 이용

객의 부분은 은 커 이나 은 학생들이었다. 따라

서 평소 여행을좋아하는 20~30 이용자를 심으로 연

구의 범 를 한정하 다. 한, 숙박뿐만 아니라 실 서

비스 즉 모텔 업체가 숙박 서비스의 표 상품이기 때문

에 자취하지 않고 문제로 부담을 잘 느끼는 학생

을 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숙박 서비스를 재사용하는데 끼치는 향

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따라서 재 숙박

애 리 이션을 자주 사용하는 주 고객의 사용 이유를

악하기 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더하여 숙박

서비스의 장단 을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

을 제시하여 고객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제안한다. 최종 결과물은 사용자 인터뷰 설문조사

를 통한 분석과 새로운 애 리 이션 디자인이다. 애

리 이션은 기존에 존재하는 야놀자, 여기어때 애 리

이션을 바탕으로 개선하여 제작하 다.

2. 론  배경

2.1 바  시  현재 

경제 로벌화와 시장의 트 드 변화로 숙박 서

비스 앱은 여가를 즐기는 인에게 필수 앱으로 자리

잡고 있다[5].

모바일 시장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모

바일 서비스의 생존 경쟁을확인할 수 있다. 제일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은 게임 분야이지만 그다음으로

는 O2O 서비스 분야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O2O란

online to offline의 약자이며 단어 그 로 온라인이 오

라인으로 옮겨온다는 뜻이다. 정보 유통 비용이 렴한

온라인과 실제 소비자가 일어나는 오 라인의 장 을

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보자는 데서 나왔다[5].

이는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을 때 오 라인 상 은 고

객을 유치하기 해 단지나 지하철 고 등 비싼 고

비용을 지출하 었지만, 인터넷이 활발해지며 모바일 서

비스가 다양해진 요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등 SNS 마

을 이용하여 비교 렴한 가격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6]. 옷을 구입하는 부분은 아직 온라인보

단 오 라인이 더 우세인 부분이 있지만, 혼자만의 시간

을 요시 생각하는 요즘 사람들은 오 라인 매장을 직

찾아가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며 이용하곤

한다. 이러한 상은 국내 자상거래 44조 원의 기록을

내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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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2O Service

O2O 시장에서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숙박, 배달,

부동산 서비스이다[8]. 굳이 방을 찾기 해 이곳 곳 둘

러보지 않고 애 리 이션을 통해 미리 볼 수있으며, 끼

니를 해 단지를 찾아가며 화할 필요 없이 애 리

이션으로 간단하게 다양한 먹거리를 화 주문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내가 원하는 방을 애 리 이

션으로 먼 약하여 방문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공통 인 요소는 바로 ‘편리함’이다.

2.2 숙박 애플리케  

과거 숙박 업체에 한 이미지는 보수 인 시 으로

‘부끄럽다’,‘말하기 꺼려진다’라는 이미지 지만, 숙박업

체인 여기어때의 고의 ‘아 씨도 갔었잖아요’라는 문구

는 놓고 이야기하기 꺼려지는 숙박 서비스를 양지로

끌어올려 놓았다[9]. 다양한 숙박 앱들이 2015년 기 으

로 사업 모델을 용하기 시작했고 2017년 작년 여기어

때는 2016년에 비해 600억에 가까운이익을 내었고, 야놀

자는 1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며 성장하고 있다.

2014년 숙박 앱 시장의 규모는 2억 6천만 원 선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록 인 성장세이다. 보다 나은 서비스

를 제공하기 해 VR 객실 정보를 도입하여 애 리 이

션에서 객실사진을보다 자세하고입체감있게 볼수 있

게 사용자가 VR 버튼을 부르면 360도로 객실 정경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0]. 더하여 숙박

ICT를 집결한 HOTEL 여기어때 1호 을 잠실에 개 하

며 시장을 넓히고있다. 야놀자는 해외시장 즉 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해 동남아시아 국가를 상으로 사

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용한 숙박업소 운명

리 랫폼인 ‘스마트 런트’를 올해 공 할 정이

다[11].

2.3 숙박 스에 한 고객 호도

20~30 여성이 숙박 O2O 주 소비층이다. 호텔 타임

집계 결과 호텔 타임 커머스에서 숙박 약을 가장 많이

하는 사용자는 30 여성(23.8%) 이었다[12]. 한, 약

이용자는 20 여성(30.1%)으로 첫 손에 꼽혔다. 이는 객

실에 해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숙박 애 리 이션

서비스 등장으로 남성보다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하는

여성 사용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13]. Fig. 2는 2017

년 5월 기 으로 숙박 앱 시장 동향을 조사한 그래 이

다. ‘여기어때’가 30 여성, 40 남성등 보다 다양한사

용자층을 유입시키며 숙박 련 서비스에서 독보 인 것

을 알 수 있다.

Fig. 2. Accomodation application service

Fig. 3. The chart of Accomodation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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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결과

본연구는 설문조사와 심층 면 인터뷰 등두 종류의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3.1  답  반

본 연구의 분석을 하기 해 설문 응답자를 20~30

남녀 103명을 상으로 잡아보았다. 103명 여성은 55

명(53.3%) 남성은 48명(46.7%)이었고, 20 는 66명

(64%), 30 는 37명(36%)이었다. 응답자의 직업에 한

질문에 학생 51명(49.5%), 직장인 38명(36%), 무직 14

명(13.5%)이었다.

숙박 애 리 이션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질문자는 98명(95.2%)이었으며, 없다는 5

명(4.8%)이었다. 사용한 경험이 없는 질문자들은 사용방

법이 귀찮아서, 이용할 경우가 없었다는 이유 다. 사용

한 경험이 있는질문자 98명 사용하고 있는 숙박앱의

개수를 묻는 질문에 5개 3명(3.1%), 4개 4명(4.1%), 3개

10명(10.2%), 2개 52명(53%), 1개(29%) 이었다.

사용 빈도에 련하여 1주일 동안 숙박 앱 사용 횟수

에 한 질문에는 98명 5회 이상 0명(0%), 4회 2명

(2.1%), 3회 18명(18.4%), 2회 21명(21.4%), 1회 57명

(58.1%)로 1주일에 1회 사용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숙박 애 리 이션을 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98명 검색 20명(20.4%), TV 고(32.7%), 지인

추천 25명(25.5%), 인터넷 검색 21명(21.4%)으로 고를

통해 하게 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숙박 애 리 이션을 통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

스에 해 묻는 응답자는 98명 모텔 약 72명(73.5%),

펜션 0명(0%), 여행 8명(8.2%), 그 외 3명(3%), 호텔 15명

(15.3%)으로 모텔을 약하기 해 이용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숙박 애 리 이션을 사용하는 이유에 해 묻는 질

문에 응답자 98명 다양한 정보 29명(29.6%), 렴한

가격(42.9%), 간단한 약 과정 6명(6.1%), 가까운 숙박

검색 20명(20.4%), 개인 정보 안 거래 과정 1명(1%)으

로 직 약보다 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용

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숙박 시가장 고려하는 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98

명 치 20명(20.4%), 청결함 51명(52%), 편리함 3명

(3.1%), 리티 21명(21.4%), 이벤트 3명(3.1%)으로 청결

한 숙소를 원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애 리 이션 선호도 부분에서 주로 어떤 숙박 애

리 이션을 사용하냐는 질문은 질문 항목에서 여러

개의 숙박 앱을 사용하는 응답자가 있었기에 복 선택

이 가능하게 하 다. 그리하여 응답자 98명 야놀자 62

명(32.1%), 여기어때 81명(42%), 데일리 호텔 18명

(9.3%), Airbnb 12명(6.2%), 그 외 20명(10.4%)으로 여기

어때를 사용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용자가 가장 많았던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심으로

세분화 인 질문을 추가하 다. 여기어때를 이용한다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에 한 응답자

81명 모텔 실 45명(55.6%), 모텔 숙박 21명(25.9%),

호텔 약 10명(12.3%), 여행 4명(4.9%), 그외 1명(1.3%)

으로 모텔 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여기어때 애 리 이션 사용 시 개선되었으면 바라는

부분에 하여 묻는 서술식 질문에는 여행뿐만 아니라

여행과 련된 활동 인 서비스도 있었으면 좋겠다, 검

색 시 세분된 필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무 과한 고성

이벤트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야놀자 애 리 이션에 련하여 야놀자를 사용하는

응답자 62명 야놀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를 묻는 질문에 모텔 실 38명(61.3%), 모텔 숙박 12명

(19.4%), 호텔 약 7명(11.3%), 여행 3명(4.8%), 그 외 2

명(3.2%)로 야놀자 응답자 역시 모텔 실을 해 이용

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야놀자 애 리 이션 사용 시 개선되었으면 바라는

부분에 하여 묻는 서술식 질문에는 모텔 약 시 사진

이 가장 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돋보 으면 좋

겠다, 이벤트가 많았으면 좋겠다, 지도에서 원하는 모텔

을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3.2 심층 터뷰  

더욱자세한정보를 수집하기 하여남과 여, 20과 30

를 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 다. 첫 번째 심층

인터뷰 응답자는 30세 건축업계에서 일하고있는 남성이

다. 그는부모님과 함께 살고있고, 가끔여자친구와숙박

업체 실 서비스나 반년에 한 번 여행을 즐기곤 한다.

그가 사용하는 숙박 애 리 이션은 여기어때 다. 그가

숙박할 때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은 깔끔함이며, 애

리 이션을 통해 다양한 숙박 업체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 하 다. 여기어때를 사용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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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보다 할인 이벤트가 더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답하 다. 단 에 하여 물었을 땐 애 리 이션을 사

용할때 보다세분화 으로필터 할수 있는 기능이 있었

으면 좋겠다고 하 다. 특히 재 치를 지도상에서 보

았을 때 일일이 숙박 업체를 러 야 하는 이 불편하

다는 응답을 해주었다.

두 번째 심층 인터뷰 응답자는 23세 학생 여성이다.

그녀는 학가 근처에서 혼자 사는 여성이며 취미가 여

행이다. 방학혹은 주말에 해외나 국내여행을 자주 하는

편이다. 숙박 약 시 가장 요하게생각하는 부분은 가

격이었다. 학생인 만큼 부담스러운 가격은 피하고 싶어

애 리 이션을 통해 검색한다. 그녀는 야놀자를 이용하

는데 그 이유는 지인의 추천해줘서 으며단 에 해서

는 활동성에 련하여 여행 숙소뿐만 아니라 그 지역 근

처의 람 요소나 즐길 요소 한 제휴하여 제공되었으

면 좋겠다는 응답을 해주었다.

3.4 연  분  결과    

숙박 애 리 이션을 통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는모텔 실이었다. 여행, 펜션, 리조트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모텔을 이용하는 이용자특히 숙박

보다 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숙박 애 리 이션을 이용하는 이유는 직 숙

박 업체에서 약하는 것보다 애 리 이션을통해 보다

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숙박 업체를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숙박 애 리 이션을 이

용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청결함과 룸의 리티를

가장 요시하게 여겼다. 이러한 설문 결과로 보아 이용

자는 자신이 원하는 리티와 청결한 모텔을 찾기 해

애 리 이션을 통하여 비교하며 원하는 룸을선택할 수

있기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숙박 애 리 이션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설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 두 가지의 애 리 이션을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앞

으로 사용자가 재이용하기 해 개선되었으면하는 질문

에 맞춤 서비스를 한 다양한 검색 필터, 과도한 이벤트

노출 제외, 복잡하지 않은 약 과정, 사진 심의 모텔

정보 제공 등 이용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취합하여 Fig. 4, Fig. 5와 같이 애 리

이션 디자인을 개선하여 제안한다.

Fig. 4. Redesign Accommodation application 

Fig. 5. Redesign Accommodation application 

4. 결론

본 연구는 사용자가 숙박 애 리 이션을 사용하는

이유와 재사용하는 데 향을 끼치는 요인을 조사할 것

이며 더하여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

자인을 제안한다. 모바일 시장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카

테고리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 O2O 시장이 가

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숙박 서비스는 O2O의

표 인 서비스이며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숙박 시장을 비 으로 보는 시선과 성장에 제약되는

문제들이 많다. 이를 개선하기 해 소비자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유를 분석하고 문제 이 있다면 개선하

여 숙박 시장을 입지를 지키며 넓 나가야 한다.

이를 해 숙박 애 리 이션에 해 설문조사 결과 숙

박 앱을 사용하는 이용객은 여성이 많았으며 주로 20

의 학생과 직장인이 이용하고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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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2개의 숙박 애 리 이션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았

으며 모텔을 이용하기 해 사용하 다.

애 리 이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모텔 약 특

히 실 하기 해앱을 이용하며그 이유는 직 방문하

여 이용하는 것보다 애 리 이션을 통해 약하면 제공

되는 이벤트를 통해 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

문이었다. 한, 애 리 이션을 이용한다면원하는 타입

의 룸을 쉽게 검색하고 비교해가며 이용할 수 있고 숙박

시 청결함이나 서비스 등 이용자가 숙박 시 불안하게 생

각하는 문제 들을 해소해주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애 리 이션은 야놀자와 여기어

때 으며 타 애 리 이션에 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많은 숙박업체의 개수, 다양한 이벤트, 쉬운 이용

방법이었다. 하지만 애 리 이션을 이용할 때 아직 불

편한 은 많았으며 그러한 이유에는 세분되지 못한 검

색 필터, 사진의 빈약, 빈번한 이벤트 노출 등이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자가 숙박 애 리 이션을 이용

할 때 가장 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렴한 가격이었다. 하지만 사용자가 개선되길

바라는 에서 과도한 이벤트 노출이없었으면 좋겠다고

하 다. 이벤트를 통해 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지

만, 페이지마다 같은 이벤트 배 가 노출되는 것을 이

고, 소비자가 숙박 애 리 이션을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요일, 토요일에 알람으로 제공한다면 소비자가 보다

정 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더하여 지도에서 숙박 업

체 치와 가격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가격과 평

순으로 고를 수 있도록 스크롤 필터를 넣어 일일이 러

비교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사

용자가 개선되길 원하는 검색, 이벤트, 간편한 이용방법

더욱 쉽게 개선한다면 재보다 더 나은 개선 효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숙박 애 리 이션의 사용자

는 증가할 것이며, 애 리 이션 한 국내뿐만 아

니라 해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향후 이용 서비스를

좀 더 효과 으로 개선하기 하여, 많은 서비스를 개발

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서비스가 사용자들이 더 사용하

기 쉽고, 에 띄기 쉬우며, 사용자와 숙박 업체 사이에

더욱편하게공유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지에 하여 좀

더 을 두어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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