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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에서는 Airbnb 고객들의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고객들이 경험 뒤

형성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재구매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고려하였다. Airbnb 특성 요인으로는 진정한 경

험, 숙소 시설, 가격 공정성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재구매 의사 결정에서 주관적 규범과 트렌드 추구 경향의 역할에 대해

서도 살펴보았다. 제안한 연구 모형은 306명의 Airbnb 사용 경험이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구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구조 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Airbnb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모두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Airbnb의 특성 요인들이 재구매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으로 주관적 규범과 트렌드 추구 경향은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Airbnb의 지

속적 성장을 위한 고객 경험 관리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공유 경제, 고객 감정, 진정한 경험, 가격 공정성, Airb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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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유 경제란 유휴 자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소비자

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

을 의미한다(김지예, 한인구 2020; Zervas et al. 2014).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SNS 같은 실시간 소통 서비

스들이 활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 경제 해당 서

비스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Kim and Kim 2020). 대

표적인 공유 경제 플랫폼으로 Uber, Wework, Airbnb를 

꼽을 수 있으며, 의류, 아기용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공유 경제 기 서비스들은 유휴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친환경 소비로 인식되고 있으며, 합

리적 가격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이경민 등 

2018). 공유 경제 기반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4년 150

억 달러에서 2025년 3,350억 달러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Rinne 2017). 2019년 서울 시민을 대상으

로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공유 서비스를 이

용한 비율이 60%정도이며, 아이옷, 장남감 등의 물품

에서 공유 서비스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1). 

공유 숙박 플랫폼 Airbnb는 전 세계 190여개국 10만

개 이상 도시에서 600만 개 이상의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

그램도 제공하여 숙박 분야에서 고객 경험을 제고하

고 있다2). 하지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도시 폐쇄 조치가 시행되면서, 호텔, 크루즈, 

레스토랑과 같은 환대 산업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여행수요 감소로 Airbnb의 매출 및 성장성도 줄

1) 서울시민 60%가 공유정책 서비스 이용 경험…자전거 ‘따릉이’ 가장 

많이 이용.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76K

NIA1

2) 에어비앤비(Airbnb), 숙소 공유 넘어 한류 체험까지… ‘K팝·K뷰티’ 

트립에 가다. 출처: http://www.jobnjoy.com/portal/job/hotnews

_view.jsp?nidx=357889&depth1=1&depth2=1&depth3=5

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Airbnb는 호텔이

나 리조트와 다르게 번화가에 위치하기 보다는 도심 

외곽이나 사람이 붐비지 않는 장소에 위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19 이후 이런 한적한 장

소들의 숙박 수요는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3). 그

래서 Airbnb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즐거운 

고객 경험 선사를 통해 고객들과의 장기적 관계를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들과 Airbnb가 장기적 관

계가 형성되면, 출장이나 여행을 가야할 때 다양한 옵

션 가운데 Airbnb를 선택할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그

래서 Airbnb 입장에서는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를 맺

기 위해 고객들의 재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이해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Airbnb 고객들의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살펴보

고자 한다. 

Airbnb 경험을 통해 느끼게 된 긍정적 감정과 부정

적 감정을 재구매 의도 형성의 핵심 선행 요인으로 고

려하였다.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경험을 통해 형

성된 감정은 상황이 바뀌더라도 비교적 변하지 않고 

강력해서 고객 기억에 정서적 흔적이나 마크를 남기

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Cohen and Areni 1991). 그래서 

기억 속에 저장된 감정은 향후 재구매 의사를 결정할 

때 주요 단서로 활용되게 된다.  감정적 차원을 측정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Russell and 

Mehrabian(1974)이 제안한 3가지 감정 상태의 

Pleasure-Arousal-Dominance(PAD) 이론을 주로 활용한

다. 이를 기반으로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으로 이

루어진 양극단 차원 감정이 제안되었다(Bagozzi and 

Moore 1994). Van Dolen et al.(2001) 연구에서는 놀라

움이나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감정은 고객 만족이나 

행동 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실망이

3) https://www.cnbc.com/2020/05/06/can-airbnb-survive-the-c

oronavirus-pandemi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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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짜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고객 만족이나 행동 의

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도 Airbnb 경험에서 형성된 감정을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구분하여, 각 감정들이 재구

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선택 속성은 고객

들의 의사 결정에 주요 단서로 활용된다(최성국, 양성

병 2020). Airbnb의 주요 특성 요인으로 진정한 경험, 

숙소 시설, 가격 공정성을 고려하였다. 진정한 경험은 

Airbnb를 통해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자아 발견 등으

로 공감성 높은 경험을 함으로써 느끼게 된다. 특히 

Airbnb는 번화가보다는 거주지역에도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

역 주민과도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숙박 형태

에 비해 고객들은 진정한 경험을 느낄 확률이 증가하

게 된다. 숙소 시설 측면에서도 조리 시설 및 세탁 시

설 등 다양한 편의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Chattopadhyay and Mitra(2019)연구에서는 Airbnb에서 

제공되는 시설은 다양하며, 제공되는 시설이 다른 숙

박 형태와 차별화되는 주요 요인임을 밝혀내었다. 

Guttentag et al.(2018) 연구에서도 Airbnb 제공되는 숙

박 편의 시설은 집과 같이 편안하고 상대적으로 클 확

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은 고객 만족이나 재구

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마

지막으로 Airbnb의 가격적인 측면도 고객들의 감정 

형성에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격 공정성은 고객들마다 가지고 있는 준거 가격에 

비해 Airbnb가 제시하는 가격이 타당한지 여부를 의

미한다. Kim and Kim(2020) 연구에서는 고객들이 인

지하는 가격 공정성이 고객 충성도 형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침을 보였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Airbnb의 주요 특성 요인인 진정한 경험, 숙소 시설, 

가격 공정성이 고객의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연구

에서는 고객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서

비스에 대한 신념들 뿐만 아니라 주관적 규범도 핵심

적 요인을 담당한다고 제언하였다(Ajzen 1991). 자신

이 소속된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특정 행동을 하는 것

이 올바르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는 그룹에 소속된 사

람들이 그 행동을 하도록 사회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Kim 2010; So et al. 2018). 이러한 중요한 지인들의 의

견이나 사회적 압박을 주관적 규범이라고 한다(Ajzen, 

1991). 경영 정보와 서비스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연

구들에서도 주관적 규범이 고객들의 구매나 재구매 

의도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

(Amaro et al. 2018; Kim 2010). Kim(2010) 연구에서도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에서 주관적 규범이 지속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또한 

Amaro et al.(2018) 연구의 경우에서도, 밀레니엄 세대

들이 Airbnb를 사용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주관적 규범을 주목하였다. 경영 정보 분야에

서는 고객들의 트렌드 추구 경향이 혁신적인 IT 플랫

폼 사용 여부를 결정할 때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함

에 주목하였다(Poon and Huang 2007; So et al. 2018). 

특히, Airbnb는 다른 숙박 형태와 다르게 공간을 공유

하고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제

시하고 있기에 트렌드 추구 경향은 구객들의 Airbnb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

여주었다(So et al. 2018). Poon and Huang(2007)연구에

서도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이 Airbnb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을 

보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Airbnb 환경에서 주관

적 규범과 트렌드 추구 경향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rbnb 고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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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

보았다. 고객들이 Airbnb 경험을 한 뒤 형성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Airbnb 

특성 요인으로 진정한 경험, 숙소 시설, 가격 공정성

을 고려하였다. 이 특성들은 호텔이나 리조트 등의 기

존 숙소 형태와 차별화되는 요인으로, 감정을 통해 고

객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

지막으로 주관적 규범과 트렌드 추구 경향이 고객 재

구매 의사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분석 결과를 통해 Airbnb 매니저와 숙소를 제공하는 

주인들이 고객들이 지속적방문을 결정하는데 무엇 요

인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고려된 요인들의 척도 개발과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4장에서는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 측정 모형과 구조 모형을 분석하였다. 마

지막 장에서는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연구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과 연구 모형

2.1. 이론적 배경

Airbnb는 공유 경제 서비스 플랫폼의 대표적인 형

태이며,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게비아가 창업하여 190

여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신의 숙소 

공유와 아침 식사를 제공하면서 고객들에게 새로운 

숙박 경험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Airbnb는 

호텔과 리조트와 같은 전통적인 숙소와 다르게 지역 

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숙박 시설에 다양한 편

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집 주인과 실시간 

채팅 기능을 제공하여, 집에 대한 상태 및 문의 사항

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고객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사회적 상호 작용과 진

정한 경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환대 산업의 혁신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Zervas et al. (2014) 연구에서

는 Airbnb가 새로운 숙박 형태로 인식되면서 기존 호

텔이나 리조트는 위기에 봉착하였다고 제언하였다. 

Airbnb가 꾸준하게 이윤이 증가할 때, 근처에 위치한 

호텔이나 리조트의 이윤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객들이 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 

Airbnb와 기존 형태의 호텔이나 리조트를 비교하여 

숙박을 결정함을 의미한다. Barron et al. (2020) 연구에

서는 Airbnb 숙박 가격에 비례하여 근처에 위치한 집 

값도 상승함을 미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하였다. 

CNBC 뉴스에서는 코로나 19 판데믹으로 호텔 등의 

환대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지만, Airbnb가 오히려 안

전한 숙박 수단으로 인지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고

객들은 유명 유행지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호텔보다

는 여유로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역의 Airbnb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4). 

So et al. (2018) 연구에서는 복합 연구 방법론

(mixed-methods approach)을 바탕으로 Airbnb 구매 의

사 결정을 살펴보았다. Airbnb의 촉진 요인으로는 가

격의 합리성, 진정한 경험, 상호 작용 등을 고려하였

으며, 방해 요인으로는 인지된 위험과 약한 신뢰를 고

려하였다. Kim (2019) 연구에서는 Airbnb 충성도를 제

고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으며, Airbnb의 특성과 신뢰

를 주요 선행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Airbnb의 특성으

로는 경제적 요인, 유희적 요인, 상징적 요인으로 구

분하여 각 요인들이 Airbnb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4) https://www.cnbc.com/2020/08/24/airbnb-ipo-could-be-the

-steal-of-the-century-jim-cramer-say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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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Wang and Jeong(2018) 연구에서는 기술 

수용 모형과 혁신 확산 이론을 접목하여 Airbnb가 제

공하는 유용성과 신뢰가 Airbnb 이용 의사 결정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혁신적 성향을 가진 

고객일수록 Airbnb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인지함을 밝혔다. Li et al.(2019) 연구에서는 

Airbnb 고객 경험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숙소 시설, 맞

춤 서비스, 진정한 경험, 사회적 소통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4가지 요인들은 고객들의 이용 의도에 긍정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요약하면, Airbnb

를 다룬 기존 연구에서 Airbnb의 주요 특성 요인으로 

진정한 경험, 합리적 가격, 숙박 시설 등을 고려하였

으며, 이러한 특성 요인들이 고객들의 재구매나 충성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2.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

본 연구 모형에서는 Airbnb 고객들의 재구매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Airbnb 특성 요인들이 고객들의 감정을 통해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Airbnb 특성 

요인으로 진정한 경험, 숙소 시설, 가격 공정성을 고

려하였다. 또한 재구매 의도 형성에 주관적 규범과 트

렌드 추구 경향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림 1>에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2.2.1.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고객들은 자신이 축적한 정보와 감정을 바탕으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재구매를 결정하게 된다. 감정 

관련 연구들에서는 고객들이 느끼는 감정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선호와 구매 의사 결정 형성에 핵심적 

요인을 담당함을 보였다(Westbrook 1980). Jone et 

al.(2007) 연구에서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재

구매 의도와 부정적 WOM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Kim and Kim(2018)연구에서는 커피 전문

점에서 고객들이 느끼고 있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고객 충성도와 가격 프리미엄 형성에 핵심적

인 역할을 담당함을 보였다. 긍정적 감정이 고객 충성

도와 가격 프리미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부

정적 감정은 고객 충성도에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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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에서는 긍정적 감정의 영향이 부정적 감정

의 영향보다 더 컸다. Airbnb 환경에서도 숙박 경험은 

고객들의 기억에 흔적을 남기고 향후 재방문 의사 결

정에서 이 경험은 주요 단서로 활용될 것이다. 즉 

Airbnb에 대한 긍정적 경험은 재구매 의도 형성에 긍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 감정은 재구매 의

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 긍정적 감정은 재구매 의도에 양(+)으로 영향을 미친다. 

H2. 부정적 감정은 재구매 의도에 음(-)으로 영향을 미친다. 

2.2.2. 진정한 경험

진정한 경험은 고객이 특정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의 주관적이고 전체적인 경험의 진정성을 의미한다

(Guttentag, 2013).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호 

작용, 자아 발견 등을 통해 자신만의 소비 경험을 느

끼게 된다. 진정한 경험은 철학적이고 심리학적 개념

으로 고객들의 환경, 사람들과의 소통 등으로 사람마

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요인이다(Grayson and 

Martinec 2004; Kolar and Zabkar 2010) 호텔이나 

Airbnb 같은 숙소에서 진정한 경험은 고객들의 재구

매 의사 결정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다(Liang et al. 2017; Guttentag 2013). 이는 고객들이 숙

박 시설에 머무르는 동안 주민과의 소통 지역 문화 경

험을 통해 진정한 경험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Liang et al. 2017). Guttentag(2013) 연구에서는 Airbnb 

고객들의 주요 숙박 요인으로 지역 생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공유 경제 환

경에서는 고객들은 진정한 경험을 느끼게 하기 위해

서 실시간 채팅창 운영이나 피드백 제공을 통해 참여

자와 고객과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Airbnb는 고객들에게 재미있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

기 위해서 지역 체험이나 온라인 체험을 제공하고 있

다(Lalicic and Weismayer 2017). 본 연구에서도 Airbnb

에 대한 진정한 경험은 긍정적 감정을 증가시키고, 부

정적 감정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H3a. 진정한 경험은 긍정적 감정에 양(+)으로 영향을 미친다. 

H3b. 진정한 경험은 부정적 감정에 음(-)으로 영향을 미친다. 

2.2.3. 숙소 시설

숙소 시설은 숙소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편의 시설, 

집과 같은 편안함, 큰 공간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의

미하다(Guttentag et al. 2018) Airbnb는 에어컨, 소화기, 

TV 등과 같은 기본적 편의 시설 뿐만 아니라 주방, 조

리 기구 등의 조리 시설, 정원 공간이나 발코니 같은 

외부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제공하고 있다. Wang and 

Jeong (2018) 연구에서도 숙소에서 제공하는 편의 시

설은 고객 만족을 통해 고객 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침을 보였다.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고객들은 

빨래 및 조리 시설이 있는지 중요하게 고려하기도 한

다. 호텔은 빨리 및 조리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

기간 체류하거나 어린이들과 함께 여행할 경우에는 

더욱 이러한 편의 시설은 숙소를 정할 때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된다. Guttentag et al.(2018) 연구에서는 

숙박 시설 선택 결정에서 숙소 시설은 주요한 단서로 

활용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Yu et al.(2020) 연구에

서는 Airbnb의 편의 시설과 호텔의 편의 시설을 비교

하여, Airbnb의 편의 시설이 타 숙박 시설과 차별화되

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Chattopadhyay and 

Mitra(2019)연구에서는 숙박 시설 종류가 숙소 가격에 

영향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숙박 시설은 숙소

를 차별화하고 가격 변동성을 야기하는 요인임을 밝

혀내었다. 본 연구에서도 Airbnb에서 제공하는 숙소 

시설은 긍정적 감정을 촉진하는 반면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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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a. 숙소 시설은 긍정적 감정에 양(+)으로 영향을 미친다. 

H4b. 숙소 시설은 부정적 감정에 음(-)으로 영향을 미친다. 

2.2.4. 가격 공정성

가격 공정성은 준거 가격을 바탕으로 제시한 가격이 

고객들의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존재하는지를 의

미한다(Campbell 1999). 준거 가격은 고객들이 제시한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평가할 때 비교 기준으로 활용되

는 가격을 의미한다(Kardes 2002). 만약 고객들은 준거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이 제시되었을 때, 가격이 합리

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된다(Kahneman et al. 

1986). 동화와 대조 이론에 따르면 고객들마다 가격에 

대한 수용 가능 영역이 존재하고 제시된 가격이 해당 

범위 내에 위치하면 동화하여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가격 수용 범위 밖에 가격이 

위치하면 제시된 가격은 수용 영역에 대조되어 불공정

하다고 판단되고, 결국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게 된다(Ryu and Lee 2017). Zeithaml(1987) 연구

에서는 가격은 품질을 추론할 수 있는 외재적 시그널

로 인식되기도 한다. 즉 제공되는 가격이 높을수록 고

객들은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느끼게 

된다. 호텔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가격 공정성은 고객

들의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Chark(2019) 연구에서는 공유 경제에서

도 가격 공정성이 고객들의 이용 의사 결정에 핵심적

인 단서로 활용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Airbnb에 

대한 가격 공정성은 긍정적 감정을 향상시키고, 부정

적 감정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H5a. 가격 공정성은 긍정적 감정에 양(+)으로 영향을 미친다. 

H5b. 가격 공정성은 부정적 감정에 음(-)으로 영향을 미친다. 

2.2.5. 주관적 규범

계획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따르

면, 주관적 규범 행동 의도를 설명하는데 주요 요인으

로 고려하였다(Ajzen 1991). 이 이론에서는 중요한 지

인들에 대한 관심이 IT 사용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주장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중

요한 지인들인 특정 행동을 하는데 어떤 의향을 가지

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이다(Ajzen 1991). 그래서 주관

적 규범은 사회적 압력을 반영하며, 고객이 속한 집단

에서 특정 행동 기준을 제공하기도 한다. 소속된 집단

에서 행동 기준이 마련되면, 해당 기준에 동조하기 위

해서 행동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서비스 및 

경영 정보 분야에서 주관적 규범이 수용 의도나 재구

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Kim and 

Min(2015)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고

객들의 재구매 의도 형성에 주관적 규범이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였다. Airbnb 환경에서도 고

객들이 속한 집단에서 Airbnb 서비스 이용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될수록, Airbnb에 대한 태도 및 재구

매 의도는 증가할 것이다. So et al. (2018) 연구에서는 

고객들이 Airbnb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재구매 의도를 형성하는데 주관적 규범이 유의한 영

향을 미침을 보였다. Mao and Lyu(2017) 연구에서는 

Airbnb 재구매 의도 형성에 주관적 규범이 주요 단서

로 활용됨을 보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Airbnb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H6. 주관적 규범은 재구매 의도에 양(+)으로 영향을 미친다. 

2.2.6. 트렌드 추구 경향

혁신 확산 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에 따르

면, 사람들은 혁신 경향에 따라 새로운 IT 서비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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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수용할 확률이 달라짐을 제언하였다(Rogers 

2003). 혁신적인 IT 서비스 사용을 선호하는 그룹을 

초기 수용자(early adopter)라고 하며, 이 그룹은 새로

운 IT 서비스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빠르게 IT 서

비스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혁신 IT 서비스에 대

한 성공 여부는 초기 수용자들이 얼마나 서비스에 대

해 수용하고 대중 시장으로 확산되는지에 달려 있다. 

이런 맥락에서 트렌드 추구 경향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추구 경향을 의미한다(So to al. 2018). 

Airbnb 와 같은 공유 경제 서비스 플랫폼은 기존의 호

텔이나 리조트와 같은 전통적인 산업과는 다른 특성

을 지닌다. 그래서 고객의 트렌드 추구 경향에 따라 

Airbnb에 대한 재구매 의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

상된다. 고객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 추구 경향이 

있다면, Airbnb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기꺼이 해

당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So et al.(2018) 연

구에서는 트렌드 추구 경향이 Airbnb에 대한 구매 의

도를 결정하는데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그래서 본 연

구에서는 고객들이 트렌드 추구 경향이 높을수록 재

구매 의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H7. 트렌드 추구 경향은 재구매 의도에 양(+)으로 영향을 미
친다. 

3. 연구 방법

3.1. 척도 개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은 내용 타당성을 확

보하고자, 서비스 경영, 경영정보, 마케팅 분야의 기존 

연구들에서 도출되었으며, Airbnb에 맞게 수정되었다. 

Airbnb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재구매 의도의 세 측정 항목

은 Han et al.(2010) 연구에서 도출하였다. 긍정적 감정

과 부정적 감정의 측정 항목은 Jones et al.(2007) 연구

를 참고하였다. 진정한 경험의 네 개의 측정 항목은 

Lalicic and Weismayer(2017)에서 도출하였다. 숙소 시

설은 Guttentag et al.(2018)연구에서 도출하였으며, 

Ryu and Lee(2017)에서 가격 공정성에 대한 측정 항목

을 가져왔다. 주관적 규범과 트렌드 추구 경향은 So 

et al.(2018)에서 도출하였다. 서비스 경영과 경영 정보 

3명의 연구자들이 설문 문항을 감수하였으며, 연구자

들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설문 문항의 형식, 표현

을 소폭 수정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은 1점(매우 아니

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의 범위를 갖는 7점 리커드 

척도(Likert-type scale)로 측정되었다. 설문항목들의 신

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사

전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요인들의 

요인 적재량과 크론바 알파(Cronbach’s alpha) 값은 기

준 값인 0.70보다 더 컸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각 요

인들의 설문 문항과 출처는 <부록>에 정리하였다.

3.2. 표본의 특성

대표적인 공유 숙박 플랫폼인 Airbnb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2018년 11월에 설문을 수행하였

다. 다양한 연령의 패널을 가지고 있는 설문 조사 업

체에 의뢰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은 Airbnb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306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최종 표본의 나이는 19세부터 66세까지 존재하였으

며, 평균 나이는 33.21세, 표준편차는 8.364세였다. 

Airbnb 평균 숙박 가격은 10.08만원, 표준편차는 7.726

만원이었다. 최종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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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제안한 연구 모형과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AMOS 20을 활용하였다. 

4.1. 측정 모형(Measurement Model)

측정 모형에서는 연구 모형에서 고려한 요인들의 

신뢰성, 집중 타당성,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표 

2>에 측정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제시하였다. 적

합도 지수에서 /d.f.는 3보다 작고, CFI(confirmatory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는 

0.90보다 큰 값을 갖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08보다 작은 값을 갖으면 수용가

능한 적합도 지수라고 판단한다(Hu and Bentler 1999). 

=638.146(p=0.000), d.f.=296, /d.f.=2.156, CFI=0.957, 

NFI=0.923, TLI=0.949, RMSEA=0.0620를 보였다. 고

려한 적합도 지수는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첫째, 

신뢰성 검증은 Fornell and Larcker(1981)연구에서 제안

한 합성 신뢰성(composite reliability: CR)과 평균 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활용하였다. 

합성 신뢰성은 0.70 이상의 값을 갖고, 평균 분산 추출

은 0.50 이상의 값을 가질 때, 고려된 요인들의 신뢰성

은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 <표 3>에 제시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고려된 요인들의 합성 신뢰성과 평균 분

산 추출은 모두 기준 값보다 더 큰 값을 가졌다. 둘째, 

집중 타당성은 고려된 요인들의 요인 적재량이 0.70 

이상일 때 만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가장 낮은 요

인 적재량은 TRE1이고 0.741로, 모두 0.70보다 큰 값

을 가졌기 때문에, 집중 타당성도 만족되었다. 마지막

으로 판별 타당성은 각 요인들의 평균 분산 추출의 제

곱근 값이 다른 요인과의 상관관계 값보다 크면 된다. 

항목 구분 응답자(n=306)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43 46.7

여성 163 53.3

나이 30세미만 119 38.9

30~39세 123 40.2

40~49세 48 15.7

50세 이상 16 5.2

평균 가계 월수입 100만원 미만 7 2.3

100 ~200만원 미만 20 6.5

200 ~300만원 미만 65 21.2

300 ~500만원 미만 92 30.1

500 ~700만원 미만 65 21.2

700 만원이상 57 18.6

<표 1> 표본의 인구 통계 데이터

df /df CFI NFI TLI RMSEA

<3 >0.90 >0.90 >0.90 <0.080

측정모형 638.146 296 2.156 0.957 0.923 0.949 0.062

구조모형 754.961 304 2.483 0.943 0.909 0.934 0.070

<표 2> 모형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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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 제시하였듯이, 고려한 모든 요인들의 평균 

분산 추출의 제곱근 값은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 관계 

값보다 컸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고려된 적합성 지

수, 신뢰성, 집중 타당성, 판별 타당성은 모두 만족되

었다. 

<표 3> 기술 통계량

<표 4> 판별 타당성 분석

1 2 3 4 5 6 7 8

1. 재구매의도 0.899

2. 긍정적 감정 0.737 0.863

3. 부정적 감정 -0.330 -0.128 0.908

4. 진정한 경험 0.619 0.63 -0.218 0.822

5. 숙소 시설 0.638 0.642 -0.334 0.582 0.840

6. 가격 공정성 0.587 0.547 -0.175 0.449 0.524 0.924

7. 주관적 규범 0.525 0.654 0.055 0.455 0.455 0.379 0.935

8. 트렌드 추구 경향 0.565 0.681 -0.084 0.511 0.519 0.385 0.719 0.878

(대각 행렬은 AVE의 제곱근 값임)

변수 항목 평균 표준편차 요인 적재량 CR AVE

재구매의도 REP1 4.76 1.181 0.927

0.893 0.808REP2 4.90 1.193 0.924

REP3 4.50 1.271 0.844

긍정적 감정 POEM1 4.49 1.066 0.847

0.871 0.744POEM2 4.13 1.202 0.831

POEM3 4.44 1.127 0.907

부정적 감정 NEEM1 3.51 1.252 0.825

0.893 0.824NEEM2 3.03 1.352 0.964

NEEM3 3.09 1.348 0.928

진정한 경험 AUE1 4.61 1.199 0.816

0.858 0.676
AUE2 4.81 1.107 0.858

AUE3 4.95 1.175 0.806

AUE4 4.73 1.204 0.808

숙소 시설 ROOM1 4.73 1.159 0.764

0.873 0.706
ROOM2 5.04 1.090 0.832

ROOM3 4.82 1.277 0.867

ROOM4 4.68 1.234 0.893

가격 공정성 PRI1 4.46 1.137 0.903

0.928 0.853PRI2 4.54 1.182 0.935

PRI3 4.49 1.196 0.932

주관적 규범 SON1 3.22 1.560 0.901

0.895 0.874SON2 3.36 1.563 0.956

SON3 3.38 1.583 0.947

트렌드 추구 경향 TRE1 4.33 1.156 0.741

0.888 0.771
TRE2 3.99 1.425 0.943

TRE3 3.97 1.449 0.955

TRE4 4.10 1.4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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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조 모형(Structural Model)

제안한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표 2>에 제시

하였다. =754.961 (p=0.000), d.f.=304, /d.f.=2.483, CFI=0.943, 

NFI=0.909, TLI=0.934, RMSEA=0.070를 보였기 때문

에, 고려한 적합도 지수는 모두 기준치 이상의 값을 

보였다. 연구 모형 분석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

다. 긍정적 감정은 긍정적으로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정적 감정은 재구매 의도에 부정적으

로 영향을 미쳤다. 진정한 경험은 긍정적 감정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쳤지만, 부정적 감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숙소 시설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

정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가격 공정성은 긍정

적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부정적 감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관적 규범과 트렌드 

추구 경향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재구매 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제안한 연구 모형은 재구매 

의도 분산의 63.5%, 긍정적 감정 분산의 59.5%, 부정

적 감정 분산의 10.7%를 설명하였다. 연구 가설 분석 

요약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그림 2> 연구 분석 결과

<표 5> 연구 모형 분석 요약

가설 원인 변수 결과 변수 상관계수 t-값 가설채택

H1 긍정적 감정 재구매 의도 0.60 11.104 채택

H2 부정적 감정 재구매 의도 -0.24 -5.615 채택

H3a 진정한 경험 긍정적 감정 0.36 5.942 채택

H3b 진정한 경험 부정적 감정 -0.02 -0.296 기각

H4a 숙소 시설 긍정적 감정 0.33 5.112 채택

H4b 숙소 시설 부정적 감정 -0.31 -3.752 채택

H5a 가격 공정성 긍정적 감정 0.24 4.440 채택

H5b 가격 공정성 부정적 감정 0.00 0.005 기각

H6 주관적 규범 재구매 의도 0.12 1.896 기각

H7 트렌드 추구 경향 재구매 의도 0.08 1.326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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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시사점 및 한계점

5.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Airbnb 고객들이 경험 뒤 형성된 감정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Watson and 

Tellegen(1985) 연구에서 고객들이 서비스 구매 후 느

끼는 감정을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구분하

였고, 다양한 연구들에서 고객 감정을 두 측면으로 구

분한 측정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 분석 결과

에서도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재구매 의도 의

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Visjø and Slevigen(2017)연구에서는 Airbnb 환경에서

는 부정적 감정이 고객 충성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긍정적 감정은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긍

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모두 고객 충성도에 직접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Airbnb에 대해 긍정적 감

정을 가지고 있을수록 Airbnb에 더욱 호의적일 확률

도 증가하며 더 많은 비용을 기존 숙박 시설이 아닌 

Airbnb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정적 감정

은 호의적인 태도 형성을 방해하며, 고객 충성도를 방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래서 Airbnb의 매니저

나 호스트들은 빅데이터 분석이나 감성 분석을 통해 

고객들이 숙소나 지역 체험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꼈

는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고객들이 부정적 감정

을 많이 표출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향후 더 나은 고객 경험 

위해 체계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다. 또한 지적된 사

항들을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고객들에게 공지하여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음을 알려줄 필요

도 있다. 지식 경영 측면에서도 고객들의 기존 숙박 

경험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발견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진정한 경험이 Airbnb 재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Airbnb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하고 즐거운 경험은 

긍정적 감정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Airbnb는 다른 호텔이나 리조트와는 다르게 실시간 

채팅 기능 제공으로 호스트와 고객 사이의 사회적 작

용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고객과의 상호 작용은 다

른 숙박 시설에서 느낄 수 없는 진정한 경험으로 인식

된다. So et al.(2018) 연구에서는 Airbnb 고객들의 사용 

의사 결정을 하는데 진정한 경험을 주요 요인으로 고

려하였다. Kim(2019) 연구에서도 Airbnb에서 느낀 진

정한 경험이 Airbnb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핵

심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Airbnb의 매니저나 

호스트들은 고객들의 문의나 요구 사항에 대해 실시

간으로 소통하여 상호 작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나 맛집 등을 고객들과 공

유함으로써 고객들이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

양한 마케팅이나 운영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숙소 시설은 고객들의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기존 호텔이나 리조트

를 다룬 연구들에서는 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게재된 가격 등을 중요하게 다루었지만, 숙소가 소유

하고 있는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는 호텔이나 리조트에는 빨래 및 조리 

시설이 거의 갖추고 있지 않고,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

거나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

문이다. 하지만 공유 경제 플랫폼인 Airbnb는 기존 집

을 대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리 시설, 테라스 공

간, 세탁기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제공될 수 있다. 

Chattopadhyay and Mitra(2019)연구에서는 Airbnb에 등

록된 시설 수에 따라 숙소 가격 변동이 발생함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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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제공되는 편의 시설 수가 숙소 가격을 결정짓

는 핵심 요인임을 밝혀내었다. 예를 들어, 장기 출장

을 갈 경우, 세탁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욕구가 있다. 

또한 아이를 데리고 여행할 경우에는 세탁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이 필요하다. Airbnb는 이러한 

고객들의 욕구를 해소시켜주면서 숙박 영역에서 고객 

경험을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숙소에서 제공되는 편

의 시설은 부정적 감정을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그래서 Airbnb의 매니저나 호스트들은 제공되는 

편의 시설 종류 뿐만 아니라 시설의 상태도 투명하게 

고객에게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가격 공정성은 서비스 환경에서도 고객들의 의사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정유준 (2019) 연

구에서는 커피 전문점 환경에서 고객들이 제시된 가

격이 공정하다고 인지할 경우 고객들은 해당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느낄 확률이 증가하

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였다. 송명근과 문준

호(2020) 연구에서는 스타벅스에 대한 친환경인식이 

가격 공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 가격 공정성

은 추가 지불 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분석 결과에서도 Airbnb 고객들이 인지하는 가

격 공정성은 긍정적 감정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격 공정성은 부정

적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Airbnb

에서는 다양한 숙소들이 등록되어 검색할 수 있기 때

문에, 숙소들의 경쟁이 다른 호텔이나 리조트에 비해 

치열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Airbnb를 경험한 고

객들은 가격이 다른 숙박 형태에 비해 타당하고 적당

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에는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연구 모형 분석 결과 주관적 규범과 트렌드 추구 경

향은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고객이 속한 사회적 관계 및 그룹에서 

특정 서비스 이용이 가치가 있고 유용하다고 인지할

수록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확률이 증가

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Airbnb와 같은 공유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 보다는 자

신의 경험과 신념이 재구매 의도에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Airbnb 특성 상 시설의 위

생 상태가 부족하고 보안 위험성이 클 수 있기 때문

에, 공유 플랫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도 많은 실정이

다. 이러한 공유 플랫폼의 장점과 단점이 혼재된 상황

에서 주관적 규범의 영향이 미비했을 것이라고 판단

된다. 트렌드 추구 경향도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하였다. 이는 Airbnb 이용이 트렌드 추구 성향을 

가진 고객보다는 공유에 대한 가치를 많이 부여하는 

고객들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더 호의적이고 충성도

가 높음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Airbnb들의 고

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친환경적 소비와 사

회적 가치 공유할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하는 것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5.2.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2020년에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여행 및 관광 등의 환

대 사업이 큰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Airbnb와 같은 공

유 플랫폼도 수요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코로나 19에 따른 고객들의 재구매 

의사 결정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는 고객들의 Airbnb 이용 목적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여행 목적에 따라 본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출

장 등의 비즈니스 목적과 여행 목적을 구분하여 연구 

결과를 비교하면 각 그룹에 따른 Airbnb의 의사 결정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모형에서는 고객들의 Airbnb에 대한 감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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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nb 특성 요인들을 주로 고려하였다. 하지만 비대

면 거래의 특성 상 Airbnb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호

스트에 대한 신뢰가 모두 재구매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연구 모형에서는 

Airbnb에 대한 신뢰와 호스트에 대한 신뢰를 모두 고

려하여 재구매 의사 의도의 선행 요인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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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 문항과 관련 문헌

변수 항목 질문 문항 관련 문헌

재구매의도 REP1 나는 여행할 때 Airbnb를 재사용할 계획이다. Han et al. (2010)

REP2 나는 여행할 때 Airbnb를 재사용할 의도가 있다. 

REP3 나는 여행할 때 Airbnb를 재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긍정적 감정 POEM1 신이난 Jones et al. (2007)

POEM2 짜릿한

POEM3 기쁜

부정적 감정 NEEM1 불만스러운 Jones et al. (2007)

NEEM2 화난

NEEM3 짜증난

진정한 경험 AUE1 Airbnb는 진정한 지역 경험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Lalicic and 
Weismayer (2017)AUE2 Airbnb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AUE3 Airbnb는 덜 정형화된 숙박시설 환경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AUE4 Airbnb는 지역 문화와 결합된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숙소 시설 ROOM1 Airbnb는 집처럼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Guttentag et al. 
(2018)ROOM2 Airbnb는 손님들에게 집과 같은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ROOM3 Airbnb는 머무는 동안 집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ROOM4 손님들은 Airbnb에서 집에서 쉬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가격 공정성 PRI1 Airbnb의 숙소 가격은 타당하다. Ryu and Lee (2017)

PRI2 Airbnb의 숙소 가격은 적당하다. 

PRI3 Airbnb의 숙소 가격은 합리적이다.

주관적 규범 SON1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여행할 때 Airbnb를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So et al. (2018)

SON2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여행할 때 Airbnb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SON3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여행할 때 Airbnb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트렌드 추구 경향 TRE1 Airbnb 스타일의 숙소는 내가 사용해야 할 새로운 유행이다. So et al. (2018)

TRE2 내가 Airbnb를 사용하면 사람들은 나를 트렌디(trendy)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TRE3 Airbnb에 머무르는 것은 나를 현대적으로 보이게 할 것이다.

TRE4 Airbnb 사용은 내가 최근 숙박 트렌드를 따르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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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Repurchase 

Intention on Airbnb: The Role of Emotions and Key 

Components of Airbnb*

 5)

Kim, Byoungsoo**, Kim, Daekil***

This study investigates key factors influencing customers' repurchase intention in the context of Airbnb.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formed after customer's first-hand experience are identified as vital antecedents in determining consumer’s 
repurchase intention. This study posits authentic experience, amenities, and price fairness as the key characteristics of Airbnb. 
It clarifies the role of subjective norms and trend-seeking tendency in repurchase decisions. The proposed research model 
was analyzed for 306 customers with experience in using Airbnb vi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both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ustomer’s repurchase intention. The results clarified the 
role of Airbnb's characteristic components on repurchase decisions. Finally, subjective norms and trend-seeking tendency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customer’s repurchase int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establish effective 
strategies for customer experience and marketing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of Airbnb.

Key Words: Sharing Economy, Customer Emotion, Authentic Experience, Price Fairness, Airb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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