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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호텔은 ‘숙박시설’ 그 자체의 역할을 넘어서서 ‘취향’ 과 ‘기호’로 선택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연장선상이자 휴식과 놀이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의

미 변화는 단순히 숙박시설의 영역확장이나 진화의 측면으로 설명되기보다는, 도시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생활 패턴과 소비 양식의 변화라는 맥락으로 살펴 보아야한다. 

최근 호텔의 내국인 숙박객수가 점차 증가하는 현상과 이로 인한 공간의 성격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데에서 본 연구는 시작하였다. 

그 동안 도시계획에서 호텔에 관련한 연구나 정책보고서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객실의 수급 실태 방안이나 사업성을 위한 운영수익추정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으며, 

도시 내 여가소비와 도시공간에 대한 관점으로 호텔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이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민들의 호텔 공간 이용 행태의 분석을 통해서 호텔의 여가공간화 

현상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이로 인한 호텔 공간의 속성 변화가 도시 구조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의 방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00000000000000000000000000    

호텔 공간에 대한 인식변화와 이용행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의 자료로 블로그 텍

스트를 선정하였다. 블로그 텍스트는 경험에 의존한 언어의 서술형태로서, 시간의 흐

름에 따른 공간의 이미지, 인식, 그리고 행동들을 파악하기에 적합하고, 설문조사의 

방법론보다 객관성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수집된 언어 뭉치들(corpus)의 구조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간의 인지 구조모델을 기초로 한 의미 네트워크 분석

(semantic network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여, 내재적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빈도분석을 통해 도시민들이 호텔공간에서 주로 선호하는 시설에 살펴

본 결과, ‘수영장’은 지난 10년간 최빈도 값으로 지속적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도심 

내 수영장에 대한 도시민들의 여가수요가 꾸준히 높았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숙박시설의 특성상 ‘룸/객실’ 에 대한 시설 선호도 또한 높은 빈도 값을 가졌

는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수영장’에 국한되었던 



 iv 

여가공간에 대한 인식이 최근에 들어서 ‘룸/객실’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자아 네트워

크 분석에서 드러난 네트워크의 크기와 연상 단어의 개수의 비교를 통해 확인되었다. 

공간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감성에 대한 변화도 볼 수 있었다. 특히 ‘시간을 보내다’ 

라는 키워드의 급증은 도시민들의 호텔 공간에 대한 인식이 여가 공간으로 향해 있음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호텔 공간 이용 행태의 특징과 소비 동기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한 네트

워크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를 알 수 있었다. 각 연도를 대

표하는 핵심단어를 추출한 결과, 2006년 ‘먹다’ 에서 2016년은 ‘즐기다’ 로 기능적 의

미의 동사에서 여가 행태를 지칭하는 동사로 공간 이용에 대한 대표적 행태에서 차이

가 드러났다. 이에 나아가 소비 동기와 선택 속성을 살펴보기 위해 행태 특성들을 소

비요인, 시설추구효용, 시설내 행동 특성의 3가지로 분류하여 비교해 보았다. 호텔이

란 공간 상품을 소비하는 데에 있어 고려되는 사항에는 많은 차이가 없었으나, 시설

추구효용 측면에서는 최근에 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여가 소비 요소들이 고려되고 영

역이 다양하게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설 내 행동 특성에 있어서도 

여러 차이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여가소비의 성향이 단순히 

즐기는(pleasure) 것에서 휴식(rest)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도시민들의 여가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호텔이 

여가공간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공간의 성격과 의미가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현상은 도시 내 새로운 여가공간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호텔이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합 기능의 특징으로 인한 인근 소규모 상

업시설들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도심 내 집객효과에 따른 교통혼잡 유발, 그리고 소

비 공간이 여가 시설로 역할을 하면서 발생되는 여가 공간에서의 저소득층의 소외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주요어:호텔, 여가소비, 여가공간, 소비행동, 소비가치, 텍스트마이닝, 내용분석 

  학  번: 2016-2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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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연구배경 

호텔은 현대사회에서 숙박시설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결혼식, 컨퍼런스, 특별전시 

및 이벤트, 문화시설제공 등 호텔 공간은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이용 거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사실상 도시계획에서 또는 관계법령에서 호텔은 주 용도가 숙박서비스를 제공

하는 관광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적 관점에서 방한 외국인을 위한 객

실 수급을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서들이 작성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한국경제연구원, 20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호텔

은 외부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으나, 시설이 제공하는 환대

(hospitality)서비스는 지역 도시민들에게도 다양하게 이용되는 양면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호텔 공간에 대한 지역 도시민들의 높은 이용률은 주로 고급 호텔의 부대시

설에 의존적１이었던 반면, 최근 숙박업운영실적지표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지역 도시민들의 객실이용률의 변화 즉,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내국인 숙박객

수가 외국인 숙박객수보다 증가<부록03참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２ 이

러한 공간의 이용 행태는 방한 외국인을 위한 객실 수급 정책보고서와는 사뭇 다른 양

                                                
１ 발레리 줄레조(2007)는 그의 저서에서 한국의 고급호텔들의 경영에 있어 기타 부대시설 매상의 높은 한국인 

점유율을 두고, 유럽의 호텔들의 부대시설이 현지 고객 유인책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 것과 비교하였다(줄레조, 

2007:246-247). 
２ 관광정보지식시스템 및 한국호텔관광협회 자료에 따르면, 특1급 및 특2급 호텔에서 2006년(360만명)을 기준으

로 2015년(597만명)까지 꾸준히 내국인 숙박객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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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일 뿐더러, 관계법령３에서 지정하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적합한 숙박시설과 서비스를 

갖추어 제공한다는 호텔업의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를 두고 다수

의 대중 매체들은 ‘호캉스’ 또는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이라는 용어로 현대사회의 

여가 소비를 설명한다(다음 브런치, 2016.09.12; 서울신문, 2016.06.21; 세계여행신문, 

2016.09.22; 중앙일보, 2014.04.02., 2016.05.15; 호텔 아비아, 2016.07.11; 호텔&레

스토랑, 2016.06.07).  

둘째로, 현대 소비사회는 ‘여가’ 라는 부분도 하나의 상품으로 대중매체에 많은 영향

을 받는 시대이다. 그 기저에는 고도로 발전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인터넷의 보급이 

자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6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88.3%로 하루 1회 이상, 일평균 2시간정도는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이렇듯 도시민의 일상에 관여하고 있는 인터넷 라이프는 정보의 공유

를 통해 소비 영역으로서의 여가에 다양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

넷을 통한 사회 연결망 체계(SNS, Social Network System)는 끊임없는 타인의 소비 

양식에 대한 모방과 확산을 통해서 대중적 여가 소비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

으며, 여기에는 호텔이라는 공간에 대한 대중적 소비 양식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지역 도시민들이 그들의 주거지가 제공하는 숙박기능에서 벗어나 인근 호텔의 

숙박서비스를 소비 하는 현상, 다시 말하자면, 호텔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기능적 소비

재가 아닌 여가를 상징하는 기호의 소비재로 인지되고 있다. 도시계획적으로 볼 때, 이

러한 사회적 경향은 공간을 소비하는 도시민들의 삶의 양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근거이

며, 도시 공간 내 이동 패턴을 야기하고, 곧 도시 공간구조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호텔 숙박서비스기능의 진화 방식 중 하나로 설명되기보

다는 도시민들이 공간을 활용하는 패턴을 어떻게 바꾸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공간의 속

                                                
３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종류) 1항, 2절 관광숙박업의 분류에 의하면, 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시

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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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변화와 역할에 대해서 논의 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호텔

의 여가소비공간적 역할과 도시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호텔 공간에 대

한 도시민의 이용 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앞서 연구의 배경으로 현대 사회에서 도시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호

텔을 주목하였다. 이는 정책적 담론에서 가지는 호텔에 대한 인식이 관광 요소에 국

한되었던 반면, 사회적 담론에서 가지는 호텔에 대한 인식은 여가 요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두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 동안 대부분 호텔에 

관련된 연구들은 공급자 또는 관리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어 오면서 객실 

수급 문제, 사업성, 외국인 선택 속성 등 숙박시설로서의 기능으로만 한정 짓거나, 다

양한 부대지원시설에 따른 복합적 이용에 대한 인식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최근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도시민들이 호텔 공간에 대

한 이용 행태가 여가 성향을 가지는지 그리고 실제 인식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연

구가 수반 되어야할 필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텔의 공간 변화가 갖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들 중 여

가소비공간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에 관한 도시민들의 호텔 공간에 대한 

이용 행태를 살펴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갖는다.  

첫째,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호텔은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도시 여가소비공간으로

서의 중요성을 갖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실제 호텔 공간을 방문하는 도시민들의 

여가소비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여가공간으로서 호텔이 어떻게 소

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여가의 상업화 현상과 더불어 상업시설연구에

서 부분적으로 논의되어왔던 현대 도시여가공간의 특성이 숙박시설로만 한정되었던 

호텔공간에서는 어떻게 투영되고있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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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여가 소비 행태로 여겨지는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공간의 이용 행태가 시기적

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였다.  

첫째, 연구의 대상은 그동안 숙박과 동시에 복합적 기능을 제공해왔던 호텔, 즉, 전

국 특1급 및 특2급 호텔에 한정４한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대형화 ･복합기능화 

경향을 보이는 도시 내 상업시설의 사회적역할에 근거한다. 그 대표적 예로 복합쇼핑

몰의 상업 기능과 여가 ･	위락의 속성들의 결합은 하나의 도시여가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심창섭, 2010), 특1급, 특2급의 고급 호텔이 가진 다양한 부대시설들은 

이러한 여건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비즈니스 호텔의 급증과 같은 관광숙박

업의 기능적 분화 및 양극화 현상도 호텔의 여가적 이용 행태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영향력은 논외 키로 한다. 

둘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6년과 2016년으로 지난 10년에 대한 시간적 변화 

비교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과거 시점의 설정 근거는 특1급 호텔과 특2급 호텔의 내

국인 객실이용률이 외국인 객실이용률보다 앞서게 된 시점이 2006년이기 때문이며, 

이후로 증가하는 내국인 객실 이용객 수는 호텔 공간을 하나의 여가 장소로 논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셋째, 연구의 가설을 실증하기 위한 분석 데이터는 인터넷 블로그의 텍스트로 설정

하였다. 이는 오늘날 여가가 상업 상품의 하나로 취급되고, 인터넷을 통한 대중 매체

                                                
４ 한국관광호텔협회에 관광호텔업으로 등록된 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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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블로그 텍스트는 기존의 설문 조사를 통한 연구설계보다 

객관적인 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 연구방법 

호텔이 여가 소비의 공간으로 이용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호텔이 가진 속

성 중 무엇이 가장 선호되고 소비되는지 그리고 지역 도시민들이 해당 공간에서의 여

가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도시민들의 이용 행태 특성에 대해 

도출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여가 소비의 경험을 서술한 블

로그 텍스트를 연구의 자료로 삼는다. 이 같은 방법은 Levy(1981)가 그의 논문에서 

언급한대로, “소비자의 소비 경험을 해석함으로써, 상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지 소비자가 말하는 스토리를 알 수 있는 하나의 프로토콜”(Levy, 1981:50)이라는 

성격에 부합한다. 따라서 본 연구 분석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년간(2006년-2016년) 호텔을 찾는 도시민들은 어떠한 속성을 선호

하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서 블로그 텍스트의 빈도분석(Frequency)을 통한 최빈도 키

워드를 도출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특1급과 특2급의 호텔들의 관련 내용만을 추출한 

후, 홍보용 광고 글들은 정제대상으로 제외한다. 이 분석의 가설은 사람들이 가장 많

이 관심 갖거나 경험한 호텔의 속성에 대해 텍스트 상에서 그 출현 빈도 수가 높을 

것이다라고 전제한다.  

둘째, 도시민들이 어떠한 이용 행태를 갖는지 그리고 해당 공간을 여가 요소로서 

왜 선택하게 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를 근거로 의미 연결망

(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작성한다. 이 방법은 주요 키워드를 구조적으로 시

각화 하여 관계성을 알아보는 것으로, 기본 원리는 출현 빈도와 단어 간의 인접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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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반으로 한다. 계산방식은 유사(homophile) 정도에 따라 연결망은 군집(cluster)

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요인 특성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또한 특정 

단어들에 대해 실제 텍스트에서의 맥락 이해를 위한 내용 분석도 같이 수행하여, 해

당 연구방법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축소시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선 두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와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민의 여

가소비 양식에 따른 호텔의 여가공간화 현상과 공간 성격의 변화로 인한 도시 공간의 

영향을 고찰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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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오늘날 호텔 공간의 여가적 이용 행태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소비가치와 여가소비에 대해 여러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호텔 공간의 성격과 의미 변화에 기여했는지 도출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

의 도시 여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에 대한 기존 개념과 변형

에 대해 고찰해본다.  

     

     제 1 절 현대사회의 소비 특성    

   1. 소비가치와 행동에 대한 연구 

현대사회의 소비자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구매 상품의 속성들이 지니고 

있는 편익을 추론하거나 연상하고 이 편익과 가치를 연관 짓는 인지작용을 통해 제품

과 서비스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달성한다(이채은･정규엽, 2011:40). 이와 같이 

소비가치는 소비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소비 행

동은 도시공간의 이용 행태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비가치에 대해 Sheth et al(1991)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분류하였다(Sheth et al, 

1991:160-162). 첫째로는 기능적 가치(Functional Value)로, 실용적이고 기능적이며, 

물리적인 성능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효용이다. 이는 경제 효용 이론을 근거로 

소비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기능적 가치라고 전제한다. 예를 들어, 

호텔 상품 소비에 있어서는 가격, 접근 편리성, 부대시설 이용 여부 등이 될 수 있다.   

둘째로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이다. 둘 이상의 특정 사회 그룹에서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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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으로, 상품의 브랜드가 갖는 사회적 이미지, 또는 그룹과의 관련성과 연결되는 

가치로, 사회적 가치는 이미지의 선택에 의해서 측정된다. 이는 상품은 기능적 효용

성보다 상품 자체가 가지는 기호나 과시적 소비 가치가 더 널리 알려진다는 베블렌

(Veblen, 1899)의 이론에 기초한다(Sheth et al,1991:161). 이는 곧, 현대사회에서 대

중매체의 이미지 중심의 전달 방식이 특정 상품의 사회적 가치 형성에 중요한 매개체

가 될 수 있다.  

셋째로는, 감정적 가치(Emotional Value)이다. 이는 어떤 특정한 감정이나 속성들에 

유발된 감정을 소비자가 지각하는 효용으로, 실제로 빈번하게 소비자들은 감정적 가

치에 의해서 상품을 소비하곤 한다. 또한 Hirschman & Holbrook(1982)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합리적 소비(utilitarian)보다 쾌락적 소비(hedonic)를 강조 하면서, 애초에 

소비란 재미와, 감정과, 환상의 꾸준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Hirschman and 

Holbrook, 1982:132)고 언급하였다.  

넷째로는, 인식적 가치(Epistemic Value)이다. 이는 상품이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기

거나, 신기함을 제공하거나,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때 소비자가 지각하는 효

용이다. 즉, 탐험적이고, 새로움을 찾고, 다양함을 찾고자 하는 동기는 상품의 선택 

소비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매년 출시 되는 아이폰의 다음 제품에 대해 

기대를 하며, 사전 구매 예약을 하는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라고도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방을 떠나 이용하게 되는 호텔 객실의 새로운 환경도 도시민들에게 인식적 가

치를 제공해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가치(Conditional Value)이다. 이는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 놓이

게 됬을 때 소비자가 결과적으로 소비행동에 가져가는 가치로, 상황에 따라 선택한 

대안들이 가지는 가치가 기능적 또는 사회적으로 때마다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예

를 들면, 크리스마스와 같은 계절 관련 상황, 결혼식, 그리고 응급 상황과 같이 특정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소비를 결정하게 되는 데에 미치는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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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th(1974)의 태도-행동(attitude-behavior relationship) 연관 모델에서 예상치 못

했던 사건이 소비자의 선호를 가로막는 방해자의 역할을 한다고도 설명된 바 있다

(Sheth et al, 1991:162).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어김없이 여름휴가나 공휴일 기간에

는 호텔의 객실 예약률과 인터넷 검색량도 같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부록05

참조>.５ 이러한 현상에는 소비행동에 있어 상황적 가치가 우선되기 때문에 기능적 가

치는 배제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과 같이, 현대사회에서 도시민들의 소비 행동을 결정짓는 소비가치

는 보다 다양화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텔의 여가공간적 역할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시민의 소비행태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소비행동과 여가공간의 역할을 인과관계로 설정한 이승우(2003)의 연구에서는 소

비요인, 시설추구효용, 시설내 행동특성으로 소비 행태를 분류하였다. 우선 소비 요인

은 상품의 구매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적 가치에 부합하는 요인이다. 

그 다음 시설추구효용이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공간이 제공하는 매력이나 혜택

을 말한다. 이는 소비자가 추구하는 소비 가치에 따라 어느 호텔을 선택 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객실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시설 내 행동특

성은 곧 여가적 활용 행태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경험적 관점의 가치추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많은 소비학 연구에서 소비행동의 목적이 상품 자체 보다는 만족스러운 

경험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시설 자체의 쾌락적 소비를 반영한다(이승우, 

2003:56)는 것에 근거한다. 앞선 논의들을 통해서, 도시민들이 추구하는 소비 가치와 

호텔이 가진 공간적 속성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５ Naver DataLab 검색어 트랜드: ‘호텔’단어를 기준으로 해당기간(2016.01.01-2017.11.30)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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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공간의 변화와 호텔 

소비공간이란 일반적으로 상품과 재화를 교환하는 장소로서, 현대사회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전해은･이기춘(2002)은 소비공간이란 소비를 매개로 소비가 

지니는 여러가지 상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장(場)으로서, ‘상품의 소비’가 이루어지

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의미 부여와 해석이 발생하는 ‘공간 자체의 소

비’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호텔이

라는 공간은 유무형의 상품 그 자체임과 동시에 ‘공간 자체를 소비’를 의미하는 이상

적인 소비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좀 더 거시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현대의 소비공간은 경제적 차원과 유희적 차원의 

두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그 계기를 전해은･이기춘(2002)의 연구에서는 백화점과 슈

퍼마켓과 같은 근대적인 공간의 출현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의 호텔에서도 유

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 변화된 소비공간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우며, 상품소비의 

순환을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하는데 목적을 둔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호텔 객실 

하나하나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공간상품으로 볼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은 상품소비

의 빠른 회전을 위한 주요 기제이다. 또한 객실의 면적과 기능의 간소화도 경제성을 

최대화하려는 소비공간의 전략이다. 이 같은 소비공간은 상품선택에 있어 기능적 가

치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Needs)에 부합하며, 숙박 공간 제공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한다.  

반면, 유희적 차원에서 변화된 소비된 공간은 심미적, 시각적, 체험적 경험의 즐거

움을 최대화함으로써, 소비공간의 문화적 기능을 확대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그 예

로, 여러 부대시설들을 갖춘 도시 내 고급 호텔들이 여기에 속한다. 고급 호텔의 공

간은 단순한 숙박 서비스의 소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공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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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피트니스클럽, 레스토랑, 연회장, 클럽 라운지, 문화공간 등)도 함께 구성되

어 있다. 이러한 공간의 복합성은 여가소비를 중심으로 도시민들의 생활과 소비 문화

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도시공간의 새로운 이용은 결과적으로 사회문화적 효과

를 창출하게 된다(전해은, 2001:11). 

소비공간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대형복합상업시설에서 선행되었다. 정숙경

(1998)은 ‘아이 쇼핑’ 에서 시작한 여가적 행태가 소비행동으로 연결되면서, 소비공간

에서 소비행위자의 소비실천적 경험이 유쾌한 공간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정

숙경, 1998:160)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승우(2003)는 환경 심리학적 측면에서 이

를 설명하였는데, 상업시설의 탈공간화 경향이 ‘소비의 레저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기

여했다고 주장하였다(이승우, 2003:30). 한편, 소비자의 이용 행태와 경험으로부터 소

비공간의 속성 변화를 설명한 논의도 있다. Shim et al. (2013)은 한국의 복합쇼핑몰을 

그 예로 들어 설명하며, 이곳에서 나타나는 여가적 소비 형태를 ‘몰링(malling)’이라고 

지칭하였고, 이러한 현상을 도시적 맥락에서 소비와 여가를 연결하는 고리라고 보았

다(Shim et al. 2013:369). 또한 최막중 외.(2012)는 대형복합상업시설이 단순히 상품 

구매의 목적을 넘어 점차 그 자체가 여가활동의 일부가 되는 ‘여가로서의 쇼핑’ 행태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도시형 엔터테인먼트 시설 (Urban Entertainment 

Center) 또는 판매 및 여가∙위락 목적지(Retail Entertainment Destinations)로 설명하

였다(최막중 외, 2012:51). 

대형복합상업시설은 현대의 소비시대의 욕구에 맞춰 단순한 상품판매 기능에서 여

러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면서 새롭게 창출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호

텔 공간은 물리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 공간 자체의 기능적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호텔이 등장하게 된 계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나, 더불어 숙박객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설 구성은 그 자체로 자

족적인 복합 시설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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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르네상스 호텔의 단면도를 보게 되면, 이 건물이 숙박이라는 단일 기능

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층부터 23층까지의 타워부는 객실이며, 

그 아래층과 지하에는 상점과 서비스 시설이 들어와 있다. 식당, 카페, 바 등 모두 

15개의 식음 장소 뿐만아니라, 스포츠센터, 테니스와 스쿼시장, 골프 연습장, 수영장

과 사우나실, 거기에 지하의 쇼핑 상가까지 갖추었다. 여행자들이나 관광객의 단순한 

숙박시설이라기 보다 상점과 문화 서비스 시설의 복합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줄레조, 2007:142). 그러나 현재 호텔은 제도적으로 관광숙박업의 숙박시설로 분류

되어 간주될 뿐이다.  

       <그림2-1> 르네상스 호텔 단면도 (줄레조, 2007:143)  

 

우리나라에서 호텔이라는 소비공간이 본래의 숙박기능에서 벗어나 문화적 기능으로 

그 역할이 확대된 계기로는 손탁호텔(1902년)이 처음이라 볼 수 있다. 프랑스 출신의 

독일인 앙트와네트 손탁(Antoinette Sontag)이 고종으로부터 하사받은 대지에 2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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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양옥으로 건립된 손탁호텔은 서울 최초의 서양식 호텔로, 총 25개 객실이며 2층

은 귀빈 객실, 1층은 객실과 커피숍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프랑스 요리와 커피가 제공

되었던 이 호텔에서는 정부고관, 외교관, 선교사들의 고급 사교장이었으며, 최초의 근

대적 사교모임인 정동구락부(貞洞俱樂部, Chongdong Club)의 활동 근거지이기도 하

였다(김원모, 1996:183, 김미영, 2016:36). 이후, 일제시기에 설립된 조선호텔(현 웨스

틴 조선호텔)과 반도호텔(현 롯데호텔)에서도 호텔 공간은 광복과 전쟁시기를 거치는 

동안 특정 상류층과 미군정 주요 인물들, 그리고 외국인들 위주의 사교적 장소로 기

능하였으며, 1963년 건설된 워커힐 호텔은 주한 UN군과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

는 도심형 위락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최근에 와서 고급 호텔은 다음과 같은 유형에 따라 소비공간의 기능이 분화되었다. 

첫번째로, 역사적 측면으로든 건축적 측면으로든 도시 역사 속에 뿌리내린 호텔들로, 

관광과 비즈니스 모두를 목적으로 하는 고객층을 겨냥하고 있으며, 중간보다 다소 높

은 객실 단가가 특징이다. 웨스틴 조선호텔과 신라호텔이 여기에 속하며, 전성기에는 

도심 최고층 건물이었던 프라자 호텔과 김수근이 설계한 르네상스 호텔 역시 이에 포

함된다. 다음으로 힐튼(그랜드, 밀레니엄), 하얏트(파크, 그랜드)와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 코엑스)은 ‘국제적인 업무 호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호텔들의 특징은, 

주 숙박객들이 사업 고객이 주를 이루며, 다국적 대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

고, 중간 수준의 객실 단가로 국제적인 외국인 고객들이 주로 찾는다. 세번째로, 리츠 

칼튼, JW 메리어트 호텔, 쉐라톤 강남처럼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근접해 있으면

서, 숙박보다는 한국인 고객의 잦은 이용에 좀 더 치중하는 10년 미만된 최신 호텔들

이다. 마지막으로 롯데호텔서울, 롯데호텔월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W 호텔, 

쉐라톤 워커힐 (현 워커힐 비스타 호텔)은 아시아식 도심형 레저호텔이다(줄레조, 

2007:253-255).  

각 도심의 입지와 특성, 호텔의 컨셉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분담되었다고는 하나, 최

근 5년간(2010년-2015년) 앞서 언급된 호텔 모두가 속하는 특 1급과 특2급 호텔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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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의 매출 전체수입의 상당부분은 내국인들이 담당하고 있으며<부록10 참조>, 

유럽의 고급 호텔들과 달리 부대시설은 현지 고객의 유인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최근 내국인 숙박객 수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부록03 참조>, 이러한 부대시설을 자랑

하는 호텔들은 시즌만 되면 다양한 패키지 상품들을 구성하여 도시민들에게 보다 다양

한 호텔 공간의 소비 목적을 제공한다.  

이렇게 소비 공간에서의 도시민들의 여가 활동 영역이 확장되는 것은 도시계획적으

로 볼 때, 도시 내 이동 패턴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즉, 소비활동을 하기 위한 

‘매개(medium)’적 공간에서 ‘목적지(destination)’공간으로의 속성 변화는 유동인구의 

증가를 초래, 기존의 공간보다 더 큰 집객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이러

한 변화는 주변 도시 공간 구조에 부정적이던 긍정적이던 영향을 줄 수 있다(최막중 

외. 2012:94). 이러한 맥락에서 도심지에 입지하는 호텔 공간의 속성 변화는 단순히 

소비문화에 대한 사회현상으로 간주되기 보다는 도시적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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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여가소비와 호텔 

  1. 여가소비와 여가공간 

현대사회의 생산력의 증대는 소비에 대한 필연을 가져오며, 소비는 여가시간을 필

요로 한다는 점에서 소비와 여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김문겸, 2004; 

심창섭, 2003:194).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하였던, 유희적 소비공간의 행태적 연장 선

상으로 여가소비에 대한 개념과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여가소비에 대한 개념은 현대사회가 소비중심사회라는 특성을 얻으면서 출현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근대적 여가의 개념이 현대사회로 오면서 소비의 속성과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다음의 논의들에서 여가가 여가소비로 대체됨을 찾아볼 수 

있다.  

여가에 대한 가장 고전적이고, 일반적인 시각은 여가를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그리고 기타 생활 필수적인 일을 처리하는 시간을 빼고 남는 시간”으로 정의하는 것

이다(윤인진･김상운, 2005; 조광익, 2012:48에서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서의 여가란 

‘잔여 시간, 잉여 시간, 자유재량시간’과 같은 계량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는 노동과 

비노동시간을 나누어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노동을 중심으로 잔여 시간을 여가로 

취급해왔던 근대 산업사회의 시대상이 반영되어있는 정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여가에 대한 논의는 개인에 대한 특성을 연관 지어 설명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된 시간적 정의와는 차이를 갖는다. 해당 논의들에서는, 현대사회를 

소비 사회로 정의하고 여가를 소비와 관련된 정체성의 구별로 설명한다. 보드리야르

(Baudillard,1970)는 여가 소비를 포함한 소비가 기호(sign)의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

하였다. 즉 이러한 소비는 기호로서 가치를 가지며, 타자와의 차이화를 드러내는 표

식이자 의미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Baudillard,이상률 역 1991:138).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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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여가 소비는 자신을 타자와 구별하게 하고, 차별화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하

나의 상품 재화라는 견해이다. 이와 유사한 논지로, 부르디외(Bourdieu,1984)는 사람

들이 여가 소비에 있어서 개인의 취향의 문제를 중요하게 간주하고, 이러한 소비 양

식이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소비 과정에서 개인은 타인

과 다른 구별 기호(signes dis tinctifsf)를 획득하여 변별성을 배타적으로 전유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Bourdieu,최종철 역 2006:450). 종합해 보자면, 이들 모두에게 

여가라는 소비 활동은 개인적 차원에서 정체성을 규정하는 수단으로, 보드리야르에게

는 ‘기호의 소비’ 이자 ‘사회적 차이화’의 논리이며, 부르디외에게는 ‘구별짓기

(Distinction)’ ６이다(조광익, 2010: 347,392).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여가는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수단으로 소비와 동일시 되

며, 단순히 노동의 부산물이었던 위치에서 소비의 대상으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는 곧 대중사회의 등장과 함께 여가의 상업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탈산업사회, 즉 전쟁이 끝나고 고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화체제로 진입했

던 사회는 대중여가양식을 만들었고 여가를 소비의 대상으로 편입시켰다. 그 예로 

TV의 등장은 동일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대중에게 전송하면서, 하나의 대중적여가

양식을 형성하였고, 이는 곧 대중소비로 연결이 되었다. 즉 ‘여가=소비’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박미혜, 2006). 여가가 소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다는 것이며, 대중의 수요를 갖는 높은 상품성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산업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오늘날에는 널리 보급된 인터넷이 TV대신 대중여가양식을 재생산한다. 이메일과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알람을 통해 여가 상품은 하루에도 몇 번씩 대중에게 소비를 제

                                                
６ Distinction (구별짓기): 이 말이 기본적으로 함축하는 의미는 남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두드러지게 하는 것

이 계급분화와 계급구조를 유지하는 기본 원리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Bourdieu,최종찬 역. 20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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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며, SNS에서 확산된 이미지를 통해 타인의 ‘모방적 여가’를 학습한다. 따라서 현

대사회에서 여가양식은 개별적이라기보다 보편성을 갖는다. 이제 여가는 더이상 계급

을 체험하는 ‘경험’이 아니라, 구매되는 ‘상품’이 된다. 여가가 상품화 된다는 것은 노

동시간의 단축에서 오는 증대된 ‘자유시간의 상품화’이다(김문겸, 1993: 222).  

이처럼, 여가소비는 현대사회에서 대중성과 소비중심구조를 기반으로 도시민들의 

생활 행태이자 소비양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가시간의 배분은 

도시 내에서 그에 따른 공간적 수요가 늘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호텔이 도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으로 선택되는 데에는 노동시간 감소로 야기된 예산

과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여가소비를 고려해야하는 상황이 전제된다. 즉, 예산과 자

유시간 이 두 가지는 상호교환관계(Trade-off)로서, 소비를 위한 돈을 벌기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시간이 줄어들고, 반대로 개인의 자유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시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박미혜, 2006:93). 이를 두고 여가시간 감소론자들, 스

웨덴 경제학자 스테판 린더(Staffan Linder)는 시간기근(time-famine) 이라는 표현으

로, 갓비(Godbey,1976)는 시간심화(time-deepening)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낸다

(Linder, 1970:76 ; Godbey, 1976:40; 김문겸, 1993:171; 조광익, 2015:195). 

다시 말해, 노동시간의 감소로 여가 시간의 물리적 총량은 이전 보다 증가 했지만, 

개인의 실질적 자유시간은 감소함에 따라, 도시민들은 여가 시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집약적으로 사용하려는 행태적 특성을 갖는다. 여기에 경험적, 감정적 소비가치관까

지 더해진다면, 원 거리의 휴가지보다 도심지의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하는 호텔은 위

치적으로 강력한 이점을 갖는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볼 때, 오늘날의 여가의 상업화, 대중사회문화, 그리고 여가

시간의 질적 감소는 우리사회 도시민들의 여가소비양식을 형성하게 되었고, 도시 내 

다양한 소비 공간들이 이러한 여가적 수요를 품게 되었다. 이들 중에 호텔 공간의 여

가적 이용 행태와 현상에 대해 다음 논의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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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텔의 여가공간화: 스테이케이션 

새롭게 등장하는 도시형 여가 형태로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Terry Massey가 2003년에 처음 사용한 용어로, 머물다란 뜻의 ‘Stay’ 와 휴가

를 뜻하는 ‘Vacation’의 합성어이다. 이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이같은 현상에 

대해 실증분석을 한 예사위치(Yesawich)의 정의를 인용하자면, 거주지(집) 반경 50마

일(약80.5km)내에서 적어도 하룻밤 이상의 여가나 여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Yesawich, 2010:25). 지난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해 미국에서는 널리 사용되게 되었

으며(James et al, 2017:387), 영국의 경우 2009년 이후 파운드의 약세로 해외 여행

이 부담되는 국민들에게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이라는 사회 현상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７  샬마(Sharma, 2009)는 이미 미국의 체인 호텔들과 대형 마트(big-box 

store)들은 이러한 스테이케이션 현상을 지역 경제의 한 부분으로 여기며 투자하고 

있으며, 때문에 오히려 지역 상점들은 이러한 스테이케이션에 대해서 배제되고 있으

며, 이 현상을 이용하여 세계 기업 자본들은 인구 이동의 속도와 경로를 조정하고 있

다고 주장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스테이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원래의 어원의 뜻과 다르게 사용된

다. 도시형 여가 중 호텔의 숙박을 포함한 시설 이용을 의미하며, 주로 ‘스테이’라고 

줄여 지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실질적인 어휘가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0년으로, 근래 들어 이같은 여가 행태에 대해 대중적 확산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

이다.８  이는 2010년이후로, 국내관광여행 주요지출액 변화에서도 숙박비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과 흐름을 같이한다<부록04 참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원용과 

다른 한국적 변형에 대한 부분이다. 즉, 이 여가 행태는 자신의 생활권 내 또는 멀지 

                                                
７ WIKIPIDA,  https://en.wikipedia.org/wiki/Staycation 참고 

８ 호텔공간의 여가적 행태를 ‘스테이’ 라고 지칭하여 부르는 현상은 인터넷 텍스트에서 2010년부터 출현하였으

며, ‘호텔 여가’ 에 대한 내국인 숙박객 수의 증가 및 인터넷 텍스트의 급증이 이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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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곳에서 여가활동을 갖는다는 것은 유사하지만, 여기에 공간 소비의 개념이 강하

게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공간 소비의 대상은 호텔로 연결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서구사회의 경제 위기에서 비롯된 새로운 여가 양식은 우리사회에서는 새로운 여가 

소비활동으로 그 모습이 바뀌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본 여가 행태가 갖는 한국적 

특성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성을 가진다.  

현대사회에서 여가시간의 증대 및 여가의 상업화를 통해 여가의 표면적 영역은 크

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여가 행태는 여전히 소극적이며 정적인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여가 행태에서 ‘TV시청’은 부동의 1위이

며, 그 뒤를 잇는 여가 활동들은 2008년 기준 ‘잡담/ 통화하기’, ‘영화보기’ (문화관광

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2016년에 들어와서는 ‘인터넷 검색’ 이 2순위로 자리

하고 있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이러한 지표는 국민의 상당 수가 여가를 휴식이

나 기분전환을 하는 도구, 노동을 위한 회복제로 활용하는 기능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심윤종,1997; 조광익,2012:46에서 재인용)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

서, 한국사회에서의 ‘스테이케이션’ 여가 행태는 국민들의 휴식 활동 위주의 여가욕구

(needs)가 호텔이라는 특정 공간이 제공할 수 있는 휴식적 성향의 시설들에 부합하

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스테이케이션이라는 여가소비 행태가 확산된 데에는 대중매체의 영향, 우리

나라의 높은 인터넷 이용률이 기여했다고 보여진다. 지난 10년동안 2006년 인터넷 

이용률은 45.1%에서 2016년 88.3%로 급증하였으며(한국인터넷진흥원, 2006; 2016), 

이는 인터넷이란 대중매체의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도시민의 생활구조에서도 커졌음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6년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의 2위가 ‘인터넷 검색’ 

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현대의 도시민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인터넷에 의존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산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가 소비양식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도구인 SNS는 개인의 일상적 여가소비활동과 공간의 이

미지를 공유한다. 또한 타인이 공유한 이미지에 공감을 표현하기도 하며, 이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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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자신의 여가 소비로 따라하기도 한다. 이렇게 대중적 지지를 받는 이미지들은 

SNS를 통해 재생산 되고, 공감의 축적과 소비의 실천은 곧 여가 양식이 된다. 이러

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대중의 소비 행태는 곧 하나의 대중 여가로 연결되며 모방성

과 대중성이 혼재된 성격을 갖는다.   

 스테이케이션은 표면적으로 과시적 소비 행태, 대중의 ‘있어빌리티’９의 소비 코드

로 읽혀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잃어

버린 도시민의 여가 문화에 대한 배경도 이해가 되어야 한다. 한때 세계 최장 노동시

간을 기록하며 일에 시달려야 했던, 생존의 문제에 생의 에너지를 소진할 수 밖에 없

는 상황은 오늘날의 한국인에게 지적 숙련이나 미적 심미안을 고양시킬 수 있는 여지

를 남겨 놓지 않았다(김문겸, 1993:294). 이러한 사회적 속성은 여가를 단지 노동에

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휴식 활동 정도로 규정지어 놓았다.  

따라서, 호텔의 여가공간화 현상에 대해 얘기할 때, 여가 문화에 미성숙한 대중의 

소비 양식과 더불어 도시민의 생활 패턴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호텔의 복합적 기능까

지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상의 논의들에서 언급되었던 특성 중 대중성을 

중심으로 다음 장에서 도시민들의 여가적 이용 행태 특성과 소비 동기에 대해 실증해 

볼 수 있는 분석틀을 설명할 것이다.  

 

 

 

 

                                                
９ ‘있어 보인다’ 와 ‘ability(능력)’ 을 합친 단어로, 남들에게 자신이 뭔가 있어 보이게 하는 능력을 뜻하는 신조

어. (서우석 외.; 김미영 저.『서울, 호텔로 말하다』, 201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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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의 틀   

  제 1 절 분석자료 구축 및 기준설정 

    1. 분석자료의 개요 

미국의 시사주간지『타임(Time)』은 라디오가 1930년대를, TV가 1950년대를 제패

했다면, 2004년부터는 블로그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블로그(Blog)는 

그 동안 메시지 생산에서 소외되었던 개인들을 메시지 생산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하였으며, 개인의 경험이나 일상의 삶을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한

다(김봉섭, 2010:74). 현 시대의 ‘호텔’ 에 대한 모든 담론들이 블로그라는 미디어 매

체에 다 담겨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호텔을 체험하고 소

비하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블로그는 적합한 분석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 중 2,845만명(전체 이용자의 65.2%)이 SNS 및 블로그 이용자로 각자의 의견

이나 경험,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１０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의 기초자료로서 적정

량의 텍스트들을 수집하여 샘플데이터를 작성하는 데에는 국내 인터넷 검색 유입률의 

55.4%를 차지하는(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2015) 네이버 블로그가 적합하다고 판단하

였다. 또한 기존 알려진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채널들은 감성

이나 관계망 분석에는 적합하나, 텍스트의 분량이 부족하고 즉흥성이 두드러지며, 몇

몇은 개방형이 아닌 폐쇄적 네트워크 모델이기때문에 이들은 배제하였다.  

 

                                                
１０ 한국인터넷진흥원(2016)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6세 이상 인구 10명중 8명(88.3%)은 인터넷이용자이

며, 이 중 65.2%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로 나타났다. 인터넷 소외계층이라고 예상된 65세이상 고령

층의 경우 인터넷이용률이 13.4%(2011년) 에서 38.4%(2016)으로 증가하였고, 주로 인스턴트 메시지와 SNS 이용

이 78%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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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 기준설정 

본 연구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시간 범위: 2006년.01.01부터 2016.12.31까지의 

10개년)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우선 웹 크롤링(crawling) 을 통해 수집된 말 뭉치

(corpus) 데이터를 계량화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 자연언어의 고유 형태

를 처리할 수 있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１１ 의 적용이 선행되었다. 이 후의 분석 자료

의 기초 설정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수집된 데이터의 정제 과정(filtering)을 진행한다. 형태소 분석에서 불필요

한 ‘은/는/이/가/곳…’ 의 불용어(stopwords) 와 연구목적과 상관없는 홍보성 글들, 그

리고 지명과 브랜드 등의 고유명사는 제외하였다.  

두번째, 인터넷 문화의 특성으로 구어 및 은어, 신조어 등 표준어 사용에 있어 불

일치성이 있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 이전에 각 단어들의 사전화 작업이 이 필요하였다. 

이는 분석의 기준 설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 연구의 내용과 자료의 성격에 따라 유

의어(Thesaurus), 정의어(Definition) 의 사전화 작업은 구체적으로 정리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호텔의 기능과 관련된 특정 단어들의 정의어 처리와 문맥상 일

반명사를 고유명사로 대체 지칭 하는 경우의 유의어 처리 그리고 감정 상태에 대한 

은어 및 신조어들의 유의어 그룹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분류, 즉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

사에서 연구 결과에 반영하는 품사는 ‘명사’ 와 ‘형용사/동사’ 에 한정하여 결과를 도

출하였다.  

                                                
１１ 한국어 형태소 분석은 여러 버전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오픈소스인 ‘은전한닢’ 을 기준으로 분석 자료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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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의 접근방법과 이론적 검토 

  1. 내용분석 

내용분석이란 (Contents Analysis) 문헌 연구의 일종으로, 개인 및 사회의 의사소통 

기록물을 통해 연구대상물에 대한 자료를 간접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현상

을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양화하는 연구방법으로 의사전달의 동기, 

원인 및 결과나 경향을 체계적으로 추리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시대의 특징을 

밝히거나 개인과 집단의 표현에서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최

성호 외., 2016:130). 따라서 이 연구방법을 통해 메세지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현재적

(manifest) 내용뿐만 아니라, 잠재적(latent) 내용도 분석이 가능하다.１２ Berelson(1952)

은 “내용분석은 커뮤니케이션의 현재적 내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계량적으로 기술

하는데 필요한 연구방법” 이라고 정의하였다(최성호 외., 2016:129에서 재인용).  

내용분석의 방법에도 연구 목적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르게 존재한다. 이에 대해 

Hsieh와 Shannon(2005)은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00000000000000000000000

첫째, 전통적 내용분석(conventional content analysis), 둘째, 지시적 내용분석(directed 

contents analysis)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괄적 내용분석(summative contents analysis)

이 있다.  

전통적 내용분석은 귀납적 접근을 통해 범주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주로 면담자료나 

개방형질문에 응답한 자료를 분석한다. 이 분석 방법에는 상･하위 범주의 관계성에 대

한 계층적 구조 (hierarchical structure)로 이해가 유용하다. 그리고 지시적 내용분석은 

기존의 이론이나 선행연구를 이용하여 내용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이론의 지지

                                                
１２ 현재적(manifest) 내용이란 분명하게 파악되는/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의미하며, 잠재적(latent) 내용이란 메세

지 내부에 숨어있는 의미한다. http://m.blog.daum.net/silence-love/1023?categoryId=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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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완 그리고 확장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으나 이론의 강조로 인해 연구가 강한 편견

(bias)에 치우칠 수 있을 뿐더러,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에 한계가 있다. 또한 조작적 

정의 내에서 진행되는 연구의 틀 때문에 현상의 맥락을 놓칠 가능성도 있다.  0000 

총괄적 내용분석은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방법으로, 자료에서 단어나 내용의 맥락적 

활용을 이해할 목적으로 텍스트에서 특정 단어(keyword)나 내용을 확인하고 양적으로 

제시한다. 즉 해당 분석법에는 잠재적(latent) 내용분석 특성이 포함된다. 이는 텍스트 

자료에서 특정 단어나 내용의 빈도 세기에 초점을 맞춰 특정 단어나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특정 단어나 내용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발견한다(Hsieh & Shannon, 

2005:1279-1285; 손행미, 2017:58).  

따라서 도시민의 여가적 이용 행태 특성과 소비 의도(잠재성)를 분석 하기 위해 블로

그의 텍스트 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의 접근은 Hsieh & Shannon 가 분류한 총괄적 내

용분석에 이론적으로 근거한다.  

 

 * 자료 : Hsieh & Shannon (2005). p.1279-1285. 기준으로 저자 재구성 

 

분류 특징 

전통적 내용분석 

(conventional analysis) 

- 귀납적 접근법 

- 면담자료나 개방형질문에 응답자료 기준 

지시적 내용분석 

(directed analysis) 

- 기존 이론의 지지 또는 확장 

- 기존의 이론이나 선행연구의 자료 기준 

총괄적 내용분석 

(summative analysis) 

- 내용의 맥락적 이해 용이 

- 텍스트 자료 기준 

<표 2-1> 내용분석의 분류  



 25 

 이와 유사한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로 Michel et al.(2011) 은 1800년에서 2000년까

지의 발간된 영어 언어로 출판된 책들 중 4%에 해당하는 분량을 디지털화된 텍스트 

자료(corpus)로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 걸친 ‘컬처로믹스

(culturomics)’１３ 영향력을 단어의 빈도 출현을 통해서 문화적 흐름을 밝혔다.  

  국내의 문헌으로 건축 및 도시 분야에서는 김승범(2015)이 ‘서촌’ 이라는 지역의 

변화에 대해 사람들의 경험은 어떻게 변하였는지 빈도 분석을 통해 소비와 행태에 대

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지표로 단순히 양적으로 계량된 절대 빈도 비교

가 아닌 시대별 상대 빈도 백분율을 구하여 단어가 가진 시대별 실질적 영향력에 대

한 것을 분석의 지표로 삼았다.  

  

2. 의미 연결망 분석 

앞선 내용분석의 양적 측면인 빈도 분석의 출현 비율만으로는 각 단어들이 텍스트 

내에서 어떠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전체적

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어, 문장, 문단의 연결 관계를 살펴봐야하며, 문서 내

부의 단어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지 평가 할 수 있는 가중치(TF-IDF)１４에 근

거한 모델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보완 하기 위해 의미 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이 방법은 텍스트 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

들 간의 관계를 연결망(network)의 형태로 도식화하는 것으로, 연결망에서 단어는 노

드(node), 한 문장 내 동시에 사용된 단어들의 공동 출현(co-occurrence) 관계를 

                                                
１３ 컬처로믹스(culturomics) 란 언어 및 문화연구를 분석하는 구글(Google)의 연구 프로젝트이다.  
１４ TF-IDF 가중치는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즉 역문서 빈도라고 불리며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통한 언어 분석 과정에서 문서 내부에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된다. 

즉 이 값이 큰 단어일수록 주제나 의미를 결정지을 주요 키워드로서의 가능성이 크다.(이말례･배환국, 2002:2, 이

성직･김한준, 2009:61; 박종영･서충원, 2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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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로 정의하여 군집화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이는 사회 연결망 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１５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의 한 방법으로, 행위자를 대상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단어들이 서로간에 관계를 

맺는 상호작용에 대한 구조 분석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사회 시스템 구

조를 파악할 때, 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 연결망 분석을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적용시킨 것으로 의미분석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 연결 중심성 분석(Degree Centrality) 

Freeman(1979)이 고안한 연결 중심성 분석은 네트워크내에서 노드들이 얼마나 많

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며, 한 노드가 많은 연결을 가질 수록 더 많은 자

율성과 권력을 가진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즉 여러 단어들끼리의 ‘Degree (of 

connections: 연결성)’ 에 기반한 네트워크 중심구조(centrality structure)를 분석하

여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역할을 정의할 수 있다 (Wasserman & Faust. 

1994:217-218). 이를 네트워크 도식 차원에서 설명하자면, 한 노드(node)에 연결되

는 모든 링크(links) 개수가 많을 수록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

다.  

′𝐷𝑒𝑔𝑟𝑒𝑒	𝐶𝑒𝑛𝑡𝑟𝑎𝑙𝑖𝑡𝑦′ =
𝑠𝑢𝑚[	𝑤𝑒𝑖𝑔ℎ𝑡	𝑜𝑓	𝑖𝑛𝑐𝑖𝑑𝑒𝑛𝑡𝑙𝑖𝑛𝑘𝑠]

#𝑛𝑜𝑑𝑒𝑠 − 1
 

 

최윤정･권상희(2014)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결 중심성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각 시기별 신문기사의 의미 구조가 중립적 성향에서 사회적 활용가

                                                
１５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이란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데에 있어 행위자들의 관계 구조를 통해 특징

을 밝혀내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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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강조하는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아내었다. 2011년에는 ‘분석’ 이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을 가졌으며, 관련 단어로는 미래가치에 대한 의제들이 관계망

을 이루었다. 2012년부터는 ‘빅데이터’가 높은 연결 중심성을 가지며, 관련 의제는 활

용가치로만 집중되어 나타났다. 2013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단어보다는 

구체적인 활용 방법이나 대상인 ‘기술’ 이나 ‘신용카드’ 단어가 관계망에 출현하였다. 

이처럼 해당 방법은 단어들의 관계를 통해 텍스트에서의 의미화 패턴을 분석할 수 있

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허수(2014)는 19세기 말부터 1942년까지의 잡지 19종을 대

상으로 한국인에게 ‘제국’ 이라는 개념과 의미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연결 중심성 

분석과 이를 둘러싼 의미 연결망을 통해 시대별 변화 분석을 하였다.  

  

2) 응집성 분석 (Cohesion Analysis) 

응집성 분석(Cohesion)은 유사성향끼리 모인다는 ‘유유상종(homophiles)’의 사회연

결망 이론에서 출발한다. 즉, 전체 네트워크는 개별 주제를 반영하는 여러 개의 하위 

네트워크 (subnetwork)의 집합으로 볼 수 있으며, 하위 네트워크들의 응집 구조를 

분석하여 전체 텍스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 할 수 있다.(이동일･이해준, 

2012:251-252).  

해당 분석 방법은 크게 Bottom-up approach와 Top-down approach 의 두 가지

의 접근으로 나뉜다. Bottom-up approach 의 경우, 네트워크의 가장 안정적인(또는 

폐쇄적인) 형태인 작은 네트워크에서부터 응집성을 확장시켜 나가는 반면, Top-

down approach 의 경우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밀도가 가장 높은 큰 연결망을 선별하

고 그 외의 단어들을 분리시켜 응집성을 분석한다(Scott and Carrington, 2011:350-

352). 이와 같은 분석 원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 자료의 성격이나 연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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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따라 접근 방법은 선택되어질 수 있다.  

다음의 연구들은 응집성 분석을 통해 텍스트 내부에서 파악되는 인지적･행태적 특

성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Henderson Iacobucci and Calder(1998)의 연구에서는 응

집성 분석을 통해 브랜드의 진단성(diagnosticity)에 대한 해석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들은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대해 많은 단어를 연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브랜드의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연상되는 단어가 많을 수록 

(관심의 다양성) 연상되는 단어들의 연결성이 높을 수록 (관심의 강도) 네트워크의 밀

도는 높아지게 되며 이는 브랜드의 진단성이 낮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의미 연결망의 밀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다

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동일･이해준, 2012:258).  

또한, 안명숙･오익근(2015)의 연구에서도 호텔 패키지 이용 태도에 대해 응집 분석

을 수행하였다. 여기서는 네트워크 시각화지표인 의미 연결망의 클러스터링

(clustering)대신, 덴드로그램(dendrogram) 이라는 구조적 등위성 지표를 응집성 분

석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패키지 이용 태도에 대한 성향을 ‘여가성’, ‘쾌락성’, ‘실

용성’, ‘문화성’ 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 ‘여가성’이 가장 중심적 성향으로 도출된 것

으로 보아, 호텔 공간에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본 연구를 위한 블로그 텍스트라는 정성적 데이터의 정량적인 

분석 접근방법은 다양한 연구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연구 표본의 양적 스케일과 정량

적 지표는 연구 결과에 있어 보다 정확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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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의 틀 

    1. 분석의 모형 설정 

 본 연구는 호텔이 여가소비재로 선택됨에 있어, 첫째 연도별 호텔 공간의 인식변

화 추이를 알아보는 것과 둘째, 이러한 흐름 변화를 통해 호텔 공간의 이용 행태에 

대한 특성들을 분석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분석 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호텔 공간의 인식 변화의 시간적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선 각 연도별로 수집

한 텍스트에서 주요 출현 단어들을 살펴 보아야한다. 이는 내용분석 중 빈도분석

(Frequency)을 통해서 단어들을 최빈도순으로 정렬한 후, 연도별 추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위 250개의 빈도들을 각 연도별로 추출한 후, 최상위 15

개의 키워드１６들에 대해 비교 분석을 진행하여 각 키워드들의 순위 변동성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표3-1> 에서, 수집된 연도별 블로그 

수의 추이와 수집 텍스트들의 형태소 수

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시간의 흐름과 인

터넷 이용률의 증가로, 각 연도별 마다 자

체 발생되는 전체 블로그 수는 매년 증가

한다. 따라서 각각의 키워드들은 전년도 

보다 그 다음해에 많이 노출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석

                                                
１６ ‘키워드(keyword)는 본 연구에서 분석 과정 중에 주요하게 추출된 ‘단어’를 가리키는 말로, 본 연구에서 분석

의 기본단위인 ‘형태소’와 구분되어 사용한다. 

<표3-1> 연도별 블로그 수와 형태소 수 



 30 

은 단순히 수량화 된 키워드 빈도수의 연도별 절대 비교가 아닌, 각 연도의 전체 총 

키워드 수에서 추출된 키워드의 비율을 비교하는 상대 빈도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이

는 양적 형평성에 대한 일종의 정규화(normalization)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 

빈도를 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𝔁 = 상대빈도백분율, 𝒚 = 해당연도	형태소	수, 𝒚 = 해당연도	형태소	수 

이런 과정을 통해, 각 해당 연도의 전체 텍스트에서 특정 키워드가 발휘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이 영향력은 비교 분석에 있어서 주요 척도가 될 수 

있다. 더불어, 호텔 이용에 대한 기능적 측면과 여가적 측면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 데이터를 시설과 기능에 대한 단어들과 이용 행태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여 결과값을 정리하였다.  

두번째로, 앞서 빈도분석에서 데이터 자체에서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외연적 의미

(manifest contents)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분석에서는 단어 간의 연결관

계를 통한 내재적 의미(latent contents)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000       000000000 

우선적으로, 빈도분석에서 도출된 최빈도 값을 가진 단어를 중심으로 한 연결망을 구

축하여 같은 단어에서 연도별로 실제 같은 의미를 유지하는지 아니면 변화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여기서 적용된 분석 방법은 자아 네트워크 분석(Ego-

Network analysis)으로 특정 단어만 추출해서 연결관계를 보기에 유리하다. 이후, 전

체 네트워크의 연결 중심성 분석을 통해 해당 시기에 따른 호텔의 속성 변화를 살펴

본 다음, 응집성 분석을 통해 세부적으로 행태적 특성을 도출하기로 했다. 

연결 중심성 분석에서는 중심부(centroid)로 부터 상위 5개 범위(range)에 위치한 

노드(단어)들을 결과값으로 도출하여 해석한다. 가장 중앙성이 높은 지표를 가진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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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은 전체 네트워크의 주제어이자 핵심어로 간주해볼 수 있다. 

그 다음 수행되는 응집성 분석에서는 여러 알고리즘 중에 Top-down approach 방

식 중의 하나인 Girvan & Newman(2002)의 커뮤니티(community)１７분석을 적용하

여 하위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이는 특성 도출에 있어 우선적으로 형성되는 큰 군집

들이 대표성을 가진다는 판단에서이다. 도출된 하위 네트워크의 밀도와 각 단어 별 

빈도수 그리고 중심 값은 해석에 있어 객관적 지표가 된다. 더불어 맥락적 의미를 판

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텍스트를 추출, 명기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것으

로 하였다.  

또한 앞선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가 소비에 의한 이용 행태 특성을   

<표3-2> 같이 분류하여 2006년과 2016년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１７ 커뮤니티 분석에서는 응집성 그룹 분석이 잘 되었는지 알아보는 지표가 Mojena(1977) 의 Stopping rule 이론에 

근거한 ‘Best -cut score’ 이다. Score<1.5 이면, Bad / 1.25≤score<2.75 이면, Normal/ 2.75≤score<3.5 이면, Good / 3.5≤ 

score, 이면, Excellent 이다(Mojena, 1977:361). 

<표3-2> 이용 행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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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본 연구의 모든 네트워크의 도식화 표현중에 적용된 연산은 Kamada & 

Kawai１８(1989) 의 그래프 알고리즘을 적용한 Spring 네트워크로 표현되었다. 이 네

트워크 시각화 그래프는 노드(단어)들 간의 가상의 스프링을 장착하여 가까이 위치하

는 노드(단어)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멀리 위치하는 노드(단어)사이에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이 때문에 도식화된 단어의 상대적 배열만으로도, 단어-단

어의 관계 유추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모형 설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 빈도 출현이 높은 특

정 단어가 시대에 따라 다른 단어 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것

과 둘째로, 전체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핵심 키워드를 찾는 것, 

마지막으로 범주화된 각각의 하위 네트워크에서 내포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이다.  

 

 

 

 

 

 

                                                
１８   Kamada &kawai 가 연구한 그래프 알고리즘은 힘에 의해 표현되는 그래프 알고리즘(Forced-directed graph 

layout algorithms)으로, 각 노드 쌍에 대해 그래프상의 거리가 최단거리와 비례하도록 맵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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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틀 

앞서 정리해 본 이론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도시민들이 가지는 

소비 가치의 다양화가 소비 행동에 영향을 주며, 대중사회의 도래와 여가 시간의 질

적 감소, 그리고 여가의 상업화 현상이 여가 소비 출현의 근거로 볼 수 있다. 결과적

으로 이는 호텔의 여가공간화의 배경이 된다. 이에 경험 텍스트를 자료로 도시민들의 

호텔 이용 행태의 시간별 변화 추이와 특성을 통해 오늘날의 호텔 공간에 대한 인식

과 성격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이에 따른 분석틀은 <그림3-1>과 같다.  

 

 

 

<그림3-1>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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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 분석결과 및 해석   

 제 1 절 호텔의 인식변화 

    1. 연도별 선호 시설･기능의 변화 추이 

   1)  시설･기능 키워드 절대빈도 분석 

호텔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 중 어떤 것들이 지역 도시민들에게 선호되고 이용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적 추이 분석을 위해 연도별로 수집된 텍스트들을 자료로 

단어들의 빈도를 추출하고, 텍스트의 유효성을 재검토하였다. 시설과 기능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정량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형태소의 품사를 ‘명사’로 한정하였다. 대체

적으로 출현되는 키워드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각 연도별 순

위 변동에 대한 흐름은 읽을 수 있으며, 새로이 15위권 안에 출현하거나 사라진 키워

드들도 찾아볼 수 있다.   

<표4-1> 연도별 절대 빈도 분석 (호텔 기능/시설 편) 



 35 

먼저, 2006년에서 2016년에 걸쳐 ‘수영장’과 ‘룸/객실’ 에 대한 키워드가 우위를 차

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룸/객실’ 의 출현 빈도는 숙박시설의 한 기능으로써 유관한 

키워드이나, ‘수영장’은 호텔에서 숙박서비스기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 높은 순위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06년에서 

2016년이라는 시간 변화에 따라 ‘룸/객실’ 과 ‘수영장’ 단어가 갖는 의미는 어떻게 변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키워드(룸, 수영장)를 중

심으로 2006년과 2016년의 자아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자아 네트워크 분석 및 비교 (최빈도 키워드) 

 

 

앞선 Henderson, Iacobucci and Calder(1998)의 연구에서와 같이, 어떤주제에 대해 

네트워크 내 단어들이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연상되는 단어들이 많을 수

록(네트워크의 크기) 네트워크의 밀도는 높게 나타나며, 이는 텍스트를 작성한 사람들

이 그 주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2006년의 ‘룸’ 키워

<그림4-1> 2006년 ‘룸’ 과 ‘수영장’ 의 자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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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자아 네트워크의 경우,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동사’의 출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림 4-1참조>. 한국어의 형태적 구조상, 대상에 대한 평가는 주로 ‘동사’의 

어근에 담아지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의 ‘동사’ 출현의 유무는 경험의 정도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룸’ 에 대한 연결 단어들은 ‘더블’, ‘디럭스’ 와 같은 룸 타입에 대

한 객관적인 속성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오히려 ‘룸’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수영장’의 

노드(단어) 크기１９가 더 큰 것이 확인된다. 반면, ‘수영장’ 중심의 네트워크에서는 동사 

노드(단어)의 출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경험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이점으로는 ‘시내’, ‘시민’ ‘공원’ 과 같은 호텔 외부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등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도시민들은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한 여가 장

소로 도심 야외 수영장을 찾고 있으며, 한강시민공원내의 야외수영장과 호텔 야외 수

영장을 비교하고 있었다 .  

Document 203: “한강시민공원 야외 수영장은 저렴한 가격은 수영장에 목마른 사

000000000000000람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충분하다…올해는 딸아이와 함께 하얏트

000000000000000로 휴가를 보내러…” 

Document 233: “서울 시내 수영장은 여기저기 있다. 호텔 수영장과 한강지구 수영

000000000000000장들이 그것이다…” 

Document 361: “워커힐 수영장이 55,000원이나 하다니…시내 수영장을 찾기가…” 

2016년의 ‘룸’ 과 ‘수영장’ 네트워크<그림4-2>에서, 모두 비교적 많은 키워드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6년 ‘룸’ 네트워크에서는 등장하지 않았

던 동사 키워드들도 2016년에서는 출현하고 있으며, 룸에 대한 구체적인 속성들 (타

입, 구성요소, 행태…) 및 관련된 경험들을 연상시키는 단어들로 구성되어있다. 반면, 

‘수영장’ 자아 네트워크에서도 보다 많은 키워드들이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으며, 핵심 

                                                
１９ 노드(단어)의 크기는 네트워크의 내에서의 빈도 수(Frequency)에 의한 가중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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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인 수영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룸’ 에 비해 조밀한 것２０을 볼 수 있다.  

 

또한 ‘룸’ 네트워크에 비해 많은 동사 키워드들이 중심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이

는 그에 대한 관심의 다양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공간 소비 경험이 최근 들어 많아졌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16년의 ‘룸/객실’ 과 ‘수영장’ 은 2006년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첫째

로, 빈도 분석에서 항상 최빈도 값을 가졌던 키워드들이었으나, 과거에 비해 ‘룸/객실’ 

과 ‘수영장’ 이 갖는 영향력은 보다 확장되었음을 네트워크의 크기를 통해 알 수 있

었다. 둘째로 ‘룸’ 은 2006년에는 기능적 속성을 갖는 단어들과 관계망을 형성했다면, 

                                                
２０ 본 분석에서 연구에 사용된 네트워크의 시각화 알고리즘인 Spring network의 Kamada & Kawai 기본원리를 통

해 해석하자면, 링크의 거리는 노드(단어)쌍의 상호 연결의 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 네트워크에서 노드 

쌍은 ‘수영장-먹다’, ‘수영장- 오다’… 등으로 연결된다고 보면 된다. 즉, 서로 가까이 위치하는 노드 사이에는 끌

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그 반대일 경우 밀어낸다고 볼 수 있다. 링크 거리는 이같은 의미를 가지나, 노드의 좌

표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림4-2> 2016년 ‘룸’ 과 ‘수영장’ 의 자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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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경험적 속성을 갖는 단어들과 관계망을 갖는 것으로 그 의미가 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에 따른 언어의 의미 변화는 곧 도시민들의 행태에도 변화가 있

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시설･기능 키워드 상대빈도 분석  

 

더 나아가 각각의 키워드들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증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4-

2>에서, 각 빈도 값에서 괄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도별 상대 빈도의 백분율을 의미

한다. 앞선 3장에서 분석 모형 설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연도별로 생성된 블로

그 수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빈도값으로만 키워드의 출현 빈도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절대 빈도수를 해당 연도의 전체 키워드 

수로 나누어 그 비율을 상대 빈도로 설정하였다(본 논문26-27p.참고). 이 데이터 값

<표4-2> 연도별 상대 빈도 분석 (호텔 기능/시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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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근거로 시간의 흐름의 변화를 보기 위해 2006년 대비 얼마만큼 증감 폭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표4-2> 에서 보이는 것처럼, 2006년 대비 2016에 큰 증가 폭을 보이는 키워드는 

‘체크인’으로 9.0배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클럽 라운지’ 로, 8.5배가 그리고 ‘조

식’이 8.4배 증가하였다. 그 외 4배이상 증가한 키워드는 ‘욕조/ 욕실’, ‘로비’, ‘침대/베

드’, ‘뷰/전망’ 이 있었다. 이는 도시민들이 호텔이라는 공간을 소비할 때 가장 중점을 

두거나 하나의 ‘체험’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는 것일 수 있으며, 특히 ‘체크인’ 키워드

의 급증은 이전보다 호텔 숙박을 하러 가는 과정이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서술의 

양이 많아졌으며, 이는 호텔 숙박 경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도시 여가 소비 행태로 간주되는 ‘몰링(malling)’ 이 상품 자체를 구매하러 

쇼핑몰에 가는 것이 아닌 그 과정을 향유하는 것과 비슷한 행태로 볼 수 있다.  

2006년 대비 2016년에 그 순위가 크게 하락한 감소 키워드를 살펴보면, ‘무료’에 

뒤이어서, ‘패키지’ 그리고 ‘가격’이 있었다. 빈도 비율로는 사실상 미미한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순위에 있어서 감소 폭이 큰 키워드들이다. 호텔이라는 공간 소비재가 포

함하는 것 중에 ‘무료’, ‘패키지’, ‘가격’ 은 재화의 지불 가치에 대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특성의 키워드들이 최근 들어 감소하였다는 것은 공간 소비에 

있어서 경제원리에 입각한 기능적 가치 중심의 ‘합리적’소비보다는 ‘상징･이미지’ 소

비 지향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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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도별 행태 및 감성 변화 추이 

 1) 행태 및 감성 변화 키워드 절대빈도 분석 

앞선 분석에서는 호텔이 가진 시설 ･ 기능의 선호 키워드를 통해 도시민들이 공간

을 소비하는 행태에 대해 추론해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 분석에서는 호텔이라

는 공간을 소비하는 데에 있어 실제 이용 태도나 감성 키워드 만을 추출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알아 보았다. 대체적으로 호텔을 이용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나 행동들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표4-3>에서 보는 것처럼,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해에 걸쳐 우위를 

차지하는 키워드는 ‘즐기다’ 로 나타났다. 최근인 2016년에 들어 ‘물놀이/놀다’ 키워

드가 더 우세한 부분은, 앞서 시설･기능 분석에서 ‘수영장’ 키워드가 우세했던 것과 

<표4-3> 연도별 절대 빈도 분석 (호텔 감성/행동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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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지난 10년동안 

호텔은 도시민들에게 단순히 숙박을 하기보다 즐기고 여가를 보내는 공간 소비재였음

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 가지 발견한 특이점은 ‘혼자’ 라는 키워드가 지난 10년간 순 위권에 등장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었다. ‘혼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었는데, 2007

년 까지는 ‘혼자’라는 의미가 텍스트 맥락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했던 반면, 2008

년부터는 긍정적인 의미로 관련 텍스트에서 재 사용되고 있었다.  2006년의 경우,  

Document 60: “ …저녁에 혼자 심심해서 커피랑 홍차랑 먹었다…” 

Document 178: “…혼자 투숙하는 고객은 외국인이나 지방에서 출장 오는 고객이   

0000000000000000대부분…” 

Document 401: “..혼자 멀뚱히 있기엔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라 다음에 가족들 꼭 

0000000000000000데리고 와야겠다..” 

 

반면 2016년의 텍스트들에서는 주로 ‘혼자’ 에 대한 행태들이 긍정적이었다. 

Document 71: “ …객실에서 혼자 분위기를 잡으면서 사진도 담아봤습니다.…” 

Document 121: “…임패리얼 팰리스 서울 호텔에서 혼자 휴가 즐겼어요… 저의 버

00000000000000 킷리스트 중 하나는 호텔에서 영화처럼 혼자 럭셔리하게 즐겨보

00000000000000 는건데요… ” 

Document 492: “…혼자 이런저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무 방해도 받지않고...” 

 

 

 



 42 

2) 행태 및 감성 변화 키워드 상대빈도 분석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위의 결과의 연도별 증감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절대분

석에서 산출한 상대 빈도 백분율을 근거로 2006년을 기준하여 비교표를 작성하였다

<표4-4참조>.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은 급증한 키워드들이다. ‘시간을 보내다’ 가 

2006년 대비 8.1배 증가하였으며, 뒤이어 ‘물놀이/놀다’ 키워드가 4.2배 증가, ‘편안하

다’ 가 3.0배 증가하였다. 연도별 순위 비교로도 ‘시간을 보내다’ 와 ‘물놀이/놀다’ 의 

키워드가 큰 상승폭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도시민들은 호텔이라는 공간 소비에 있어

서 여가적 행태와 그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자리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4> 연도별 상대 빈도 분석 (호텔 감성/행동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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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여가소비 공간으로서의 호텔 속성 변화     

     1. 호텔 공간의 여가 속성 변화 

  앞선 분석에서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호텔의 시설과 이용 행태, 감성을 빈도 분석

을 통한 키워드로 도출한 결과, 여가적 소비 성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

결 중심성 분석은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으로, 전체 텍스트에서 주요 핵심 키워드

를 도출하여 공간의 속성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2006년 키워드 연결 중심성 분석 

 연결 중심성 분석의 시각화 작업은, 전체 텍스트의 모든 키워드들의 중심성에 입

각한 분포도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중심을 향한 분포의 정도와 그 개수, 주요 키워

드를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호텔에 중심에 분포된 키워드들일 수록 전체 네트워

크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주제를 의미하는 요소로 판단될 수 

있다.  

2006년의 연결 중심성 분석을 보면 

<그림4-3참조>, 대다수의 단어들이 외

곽에 분포되있음을 볼 수 있다. 가장 

중심에 분포한 핵심 키워드는 ‘먹다

(0.072)’와 ‘룸(0.068)’으로, 이 당시 도

시민들에게 호텔의 기능은 기본적인 숙

박 서비스 시설로서 강하게 인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4-3> 2006년 연결 중심성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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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순위들로, ‘시간(0.054)’, ‘아이(0.042)’, ‘가격(0.040)’, ‘수영장(0.037)’, ‘사진

(0.035)’, ‘생각(0.035)’ 등이 도출 되었다. 한편, 이전 빈도 분석에서 최빈도 값을 나

타냈던 ‘수영장’ 키워드는 비교적 높은 중심성을 가지지 못했다. 이는 단순히 노출이 

높은 키워드로서의 인기도와 네트워크 내에서의 영향력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표4-5> 2006년 연결중심성 분석표 

<그림4-4>2006년 연결중심성 분석 시각화 확대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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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 키워드 연결 중심성 분석 

다음, 2016년의 연결 중심성 분석을 

보면<부록02참조>, 대다수의 키워드들이 

외곽에 분포되어 있으나, 2006년에 비해 

많은 키워드들이 중심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심에 위치한 핵

심 키워드는 ‘즐기다(0.117)’, ‘아이

(0.111)’, ‘이용(0.105)’으로 최근 도시민

들에게 호텔의 기능은 ‘아이와 함께 이용

하거나 즐기기 위한 장소’정도로 설명 될 

수 있다. 뒤이어, ‘어메니티２１(0.069)’, ‘가

능(0.060)’, ‘수영(0.048)’, ‘저녁(0.048)’, 

‘보내다(0.042)’, ‘제공(0.045)’ 등과 같은 

                                                
２１ 어메니티는 호텔 숙박 시 룸에 제공되는 화장품 또는 샤워용품을 포함한 키트(kit)로, 고급호텔에서의 호텔 

브랜드 이미지를 대표하는 장치 중에 하나이다.  

<표4-6> 2016년 연결중심성 분석표  

<그림4-5> 2016년 연결 중심성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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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들이 도출 되었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2006년에는 가장 핵심키워드로 ‘먹다(0.072)’ 가 도출

되었고, 2016년에는 ‘즐기다(0.117)’ 이 핵심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이는 호텔이 기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 공간에서, 즐거움이 목적이 되는 여가 소비 공간으로 호

텔 공간의 속성이 변화하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림4-6> 2016년 연결중심성 분석 시각화 확대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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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민의 호텔 이용 행태와 특성 변화 

최근 호텔의 여가공간화 현상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이해는 도시민들의 구체적인 

이용 행태를 파악해보는 것이다.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소비 성향이나 

공간의 속성에 대해 변화를 추론해보았다면, 본 분석에서는 응집성 분석을 통해 하위 

네트워크를 생성, 각각의 그룹들에서 세부적인 이용 행태를 살펴보고 그 특성에 어떠

한 변화가 있었는지 2006년과 2016년의 자료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의미 네트워크에서 연결 중앙성(Degree Centurality)가 높은 키워드는 해당 하위네

트워크의 주제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높은 키워드로 볼 수 있다(이동일･이해준, 

2012:261). 먼저, <부록01>은 2006년 네트워크의 응집성 분석을 수행한 시각화 결

과다. 앞선 제 3장 모형 설정에서 Mojena(1977)의 이론에 근거한 기준대로, Best-

cut score는 2.941로 나왔기 때문에(Good: 2.75≤score<3.5), 군집 분석이 적정하게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출된 그룹들 중에서 군집성이 높은 그룹을 기준으로 이용 

행태에 따른 분류를 하였다. 소비요인으로 분류된 그룹 1개, 시설추구효용으로 분류

된 그룹 3개, 시설내 행태특성으로 분류된 그룹은 6개로 총 10개의 하위 네트워크가 

분석 대상으로 도출되었다.  

이어서 <부록02>은 2016년 네트워크 응집성 분석을 수행한 시각화 결과다. Best-

cut score 값은 5.269 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Excellent: score ≥3.5), 모형 설정의 

기준대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도 군집성이 높은 그룹을 기준으로 이용 행

태에 따른 분류를 하였다. 소비 요인으로 분류된 그룹 1개, 시설 추구 효용으로 분류

된 그룹 3개, 시설내 행태특성으로 분류된 그룹은 5개로 총 9개의 하위 네트워크가 

<표4-7> 각 그룹별 네트워크 평균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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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으로 도출 되었다.  

1) 응집성 분석: 소비요인 및 시설추구효용 

 우선적으로, 2006년과 2016년의 그룹 별 네트워크의 평균 밀도를 산출하여 비교

해 보았다. 이는 각 네트워크의 노드(단어)들간 링크가 얼마나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

는지에 대한 지표이다. 앞서 분석 모형설정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주제에 대해 연

상되는 내용이 많을 수록, 네트워크 내 단어들이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록 네트

워크의 밀도는 높게 나타나며, 이는 도시민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Henderson et al, 1998:320; 이동일･이해준, 

2012:261). <표4-7>의 결과를 살펴보면, 2006년의 경우, ‘2.26’, 2016년의 경우 ‘3.33’

으로 2016년의 밀도가 더 높게 나타나 호텔의 이용에 대한 세부 주제들에 대해 관심

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4-8> 응집석 분석: 소비요인 및 시설추구효용 

* DC : Degree Centrality (연결 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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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응집 그룹을 ‘소비요인’. ‘시설추구효용’, ‘시설내 행태 특성’ 의 3가지로 분류

한 후, 유사 속성 그룹 끼리 비교한 내용이다.  

<부록06>과 <표4-8>을 보면, 소비요인에 해당하는 그룹은 호텔이라는 공간 상품 

구매 시 고려하는 요인들로 2006년 G1의 경우, ‘가격’이 가장 높은 빈도와 높은 연결 

중심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 그룹 내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진 단어라고 할 수 있

다. 출현 동사는 ‘비싸다’ 로 이는 호텔의 소비에 있어 제시된 의견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2016년 G1의 경우, ‘패키지(676)’가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지며, ‘가격(0.86)’ 이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지수를 가졌다. 두 그룹의 출현 키워드의 개수와 밀도의 차이

는 2016년의 도시민들이 호텔 소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시설추구효용에 해당하는 그룹들은 호텔 상품을 소비할 때 추구하는 시설이나 요소

들로, 2006년 G6의 경우 ‘여름(454)’ 이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지며, 뒤이어 시설에 해

당하는 ‘수영장(350)’이 키워드로 도출 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여름(0.63)’이 그룹 

내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을 갖는 단어로, 출현 동사는 ‘덥다’로 최빈도 값인 여름과 

연결 시켜볼 때, 도시민들의 호텔 소비는 상대적으로 추운 겨울보다는 더운 여름에 

수영장이라는 시설을 추구 효용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2016년의 G2의 경

우, ‘이용(빈도수: 979, DC: 0.71)’ 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높은 빈도수와 높은 연결 중

심성을 모두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점은 2006년에 비해 시설에 해당하는 키

워드보다는 ‘이용가능성 및 서비스’ 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영향력이나 빈도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부록07> 와 <표4-9>의 그룹들은 시설추구효용에 있어서, ‘룸’ 에 관련한 효용 가

치 키워드들이다. 2006년 G2과 G4의 경우, ‘룸’ 과 ‘숙박’ 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

타내고 있으며, ‘룸’ , ‘이용’ 과 ‘시설’, ‘놀이’가 높은 연결 중심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다. 출현 동사는 ‘눕다’와 ‘갖추다’ 가 도출되었다. 2016년 G13과 G3의 경우, ‘체크인’ 

과 ‘어메니티’ 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체크인’, ‘체크아웃’, ‘클럽 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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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와 ‘어메니티’, ‘화장실’이 같은 위계를 가지고 높은 연결 중심성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출현 동사는 화장실 내부 컨디션에 관련된 키워드로 ‘깨끗하다’ 가 도출 

되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차이점은 2016년에 유사한 속성으로 군집된 네트워크

에서 연상되는 키워드 개수가 더 많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호

텔 이용에 있어 대중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시설

추구효용에 있어 2006년의 키워드들은 ‘룸’ 의 내부적 속성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2016년의 키워드들은 외부 이용 시설들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출현하거나, 룸의 특정 

공간에 대한 상세한 관심을 서술하고 있었다. 

 

<표4-9> 응집석 분석: 시설추구효용 1 



 51 

2) 응집성 분석: 시설 내 행동특성  

 

 

<부록08>와 <표4-10>은 시설내 행동특성으로 분류된 그룹들의 결과이다. 2006년 

G14, G3, G10의 그룹들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가지는 키워드는 ‘보이다(460)’, ‘사

진(458)’, ‘아이(507)’ 로 해당 그룹들의 공통 속성은 여가 소비에 관련한 행태를 보여

주고 있다. 연결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로는 ‘보이다(1.00)’, ‘사진(0.80)’, ‘찍다(0.80)’, 

‘아이(1.00)’ 로 나타났다. 그리고 출현 동사로는 ‘보이다’, ‘찍다’, ‘크다’ 와 ‘깨끗하다’ 

가 도출 되었다. 한편, 2016년 G11 과 G5의 그룹들에서 최빈도 값을 가지는 키워드

는 ‘남기다(109)’, ‘아이(1,326)’ 로 도출되었고, 높은 연결 중심성을 가지는 키워드는 

<표4-10> 응집석 분석: 시설내 행태 특성 1 



 52 

‘인생(1.00)’, ‘남기다(1.00)’ 와 ‘아이(0.85)’ 로 최빈도 값과 유사하였다. 또한 출현 동

사로는 ‘남기다’ 와 ‘즐기다’, ‘크다’, ‘신나다’를 볼 수 있다. 해당 비교 분석에서는 특별

히 밀도가 높은 두 그룹을 볼 수 있는데, 2006년의 G3(7.07)과 2016년의 G11(4.83)

이다. 네트워크의 높은 밀도 값은 많은 관심을 가지는 지표임을 앞서 여러 번 설명한 

바 있다. 두 그룹 둘 다 소비하는 공간에서 ‘기념’을 하는 행태로, 추출된 동사 키워

드의 용법(‘찍다’ 와 ‘남기다’)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호텔 공간을 소비하면서 누리는 기본적인 행태에 대한 그룹 분류는 <그림4-7>과 

<표4-11>와 같다. 2006년 G17은 잠에 관련된 그룹, G11은 식음에 관련된 그룹이다. 

각각 최빈도 값을 갖는 키워드와 그룹 내 영향력 있는 키워드 둘 다 ‘잠자다’ 와 ‘먹

다’ 로 나타났다. 출현 동사로는 ‘잠자다’, ‘일어나다’ 그리고 ‘먹다’, ‘마시다’, ‘남기다’, ‘ 

 

<그림4-7> 응집석 분석: 시설내 행태 특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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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다’ 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 G9은 잠에 관련된 그룹이고, G16은 식음에 관

련된 그룹이다. 각각 가장 높은 빈도 값을 갖는 키워드는 ‘저녁(0.73)’ 과 ‘차(0.83)’ 

로 나타났으며, 가장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는 ‘잠자다’, ‘수영’, 과 ‘마시다’, ‘한잔’

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현 동사로는 ‘잠자다’, ‘일어나다’ 와 ‘마시다’ 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 비교 분석에서는 각 그룹의 연결 단어 종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그림4-

7참조>. 2006년의 호텔 소비 행태에서는 각각의 최빈도 값 처럼 ‘잠자다’와 ‘먹다’ 의 

기능과 일치하는 경향의 단어들(일어나다, 잠, 새벽, 이루다/ 차, 음식, 마시다, 밥, 요

리, 빵, 조식, 라면 등)이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2016년의 호텔 소비 행태에

<표4-11> 응집석 분석: 시설 내 행태 특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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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잠과 관련된 그룹에서 잠의 기능과 유관해 보이지 않는 키워드들(수영, 뷔페, 식

사, 야경)이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호텔에서 도시민들의 이용 성향이 기본 

‘숙식’ 서비스에서 보다 확장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2016년 G16은 

8.83의 높은 밀도를 보여준다. 이는 같은 식음 행동에 있어서 2006년은 주로 ‘먹다’ 

라는 기능에 중심이 높았던 반면, 최근에 들어서는 ‘마시다’ 라는 여가적 행태에 높은 

관심을 도시민들이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부록09>와 <표4-12>는 호텔 공간 소비에 있어서 여가적 감성을 나

타내는 그룹들의 비교 결과이다. 2006년 G15의 경우, 최빈도 값을 가지는 키워드와 

<표4-12> 응집석 분석: 시설내 행태 특성 3 



 55 

영향력 높은 키워드 둘 다 ‘시간’(빈도:697, DC: 0.8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출현 동

사로는 ‘즐기다’, ‘보내다’, ‘즐겁다’, ‘흐르다’ 가 도출되었다. 반면, 2016년 G19의 경우,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키워드로는 ‘보내다’로 나타났고,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

은 키워드는 ‘보내다’와 같이 ‘편하게 지내다’가 도출되었다. 또한 출현 동사로는 ‘보

내다’, ‘쉬다’, ‘편하게 지내다’, ‘즐겁다, ‘취하다’들이 등장하였다. 두 그룹에서의 차이는 

여가 소비의 성향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2006년의 경우에는 시간을 즐겁게 보내

는 ‘즐거움(pleasure)’ 적 성향이 강했다면, 2016년의 경우에는 같은 여가 소비지만 

주말을 이용하여 쉬는 ‘휴식(rest)’ 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본 연구배경에서 주목한 호텔 공간에서의 스테이케이션을 설명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다.  

  

 

 

 

 

 

 

 

 



 56 

제 5 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여가 소비 문화의 흐름과 최근 호텔 이용에 대한 내국인 숙

박객수의 증가 추세에 주목하여, 호텔 공간이 기존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서 도시민에게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의 변화를 실증 분석하였다. 공간에 대

한 인식과 경험의 척도 중 하나로서 블로그 텍스트를 연구의 자료로 선정하였고, 이

는 도시민들의 생활 패턴이나 소비 성향이 블로그에서 언어의 방식으로 표출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호텔에 관한 블로그 텍스트 중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10개년의 텍스트를

(174,507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도시민들이 호텔이란 공간 소비재에서 선호하는 시

설은 ‘룸/객실’과 ‘수영장’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체

적인 의미 변화를 알아보고자 이 두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한 연결망을 비교해 보았을 

때, 2006년에 비해 2016년 자아 네트워크에서 연상되는 단어들의 개수 증가, 경험을 

의미하는 동사 품사의 출현, 그리고 네트워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볼 수 있

었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이 호텔 공간 이용과 소비에 대해 이전보다 관심이 많아졌

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도시민들이 호텔 공간을 이용 시 느끼는 감정이나 행태에 대한 시간적 변화

를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살펴본 결과, ‘물놀이’, ‘시간을 보내다’, ‘편안한’ 등의 키워

드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텔 공간의 소비 목적이 ‘여가’라는 행태에 보

다 편중 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도시민들에게 호텔이라는 공간의 상징

적 이미지 또한 ‘숙박(stay)’을 위한 공간에서 ‘여가(staycation)’를 위한 공간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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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게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시기별 호텔의 대표 속성을 도출해 보았을 때, 2006년의 경우 ‘먹다’, ‘룸’ 이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고, 2016년의 경우 ‘즐기다’, ‘아이’ 가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6년의 호텔은 숙식이라는 기본 서비스에 

충실한 공간 이었음을 설명하며, 2016년의 호텔은 여가적 이용이 높은 공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넷째, 호텔 공간의 이용에 있어, 2006년과 2016년의 이용 특성 차이를 알아보기위

해 소비요인, 시설추구효용, 시설 내 행태 특성의 세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유사 속성

의 하위 그룹들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2006년과 달리 2016년의 네트워크들에서 

대체적으로 다양한 단어들이 연상되어 나타남에 따라 해당 공간에 대한 경험이 상대

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시설추구효용 측면에서는 ‘룸’ 자체에만 한정

적이었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룸’ 외부적 요소들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고, 시설 

내 행태 특성에서는 ‘먹다’ 라는 기본 행태가 ‘마시다’ 라는 행태로 대체되면서, 호텔

이라는 공간에서 기능적 소비 성향이 여가적 소비 성향으로 이용 행태가 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2006년에서 도출된 호텔의 이용에 대한 여가적 감성은 

‘즐기다’, ‘즐겁다’ 였으나, 2016년에서 나타난 감성은 ‘쉬다’, ‘편하게 지내다’로, 단순한 

즐거움(pleasure)에서 휴식(rest)을 찾는 여가 소비의 성향 또한 변화함을 볼 수 있었

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도시민들에게 오늘날 호텔은 ‘숙박시설’ 그 자체의 

역할을 넘어서서 ‘취향’ 과 ‘기호’로 선택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연장선상이자 휴식과 

놀이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의미 변화는 도시민들의 생활 패턴 변화

라는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기존의 도시 공간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우선, 호텔이 기능 소비재에서 목적(destination) 소비재로의 위상의 변화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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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지속적인 여가공간에 대한 수요가 도시 내 새로운 여가 공간의 확장을 야기한 

것으로, 스테이케이션이라는 여가소비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호텔이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합 기능

의 특징으로 인한 인근 소규모 상업시설들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도심 내 집객효과

에 따른 교통혼잡 유발, 그리고 소비 공간이 여가 시설로 역할을 하면서 발생되는 여

가 공간에서의 저소득층의 소외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호텔에 관련된 정책적 방향이 객실 수급 실태조사나 투자활성

화를 위한 건설규제완화에 집중되기보다, 새로운 도시여가공간의 공급방안이나 호텔

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프로그램들에 대해 고민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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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호텔을 이용하는 행태에 대한 경험 텍스트들을 수집하여 실증적 분

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여가적 공간 속성이 우세함을 도출하였다. 이는 기존의 정

성적 연구들이 설문조사를 통한 발화 내용을 근거로 수행하는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자의적 해석의 오류를 보완할 방법으로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이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론에 적용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방법론은 도시 

연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방법론으로서, 해당 연구를 통해 공간의 이용 

행태 특성을 분석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본 연구는 한계를 갖는다. 이는 다

양한 SNS채널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정량의 텍스트가 확보가 

되는 여러 채널들을 종합하여 수집･분석 하였다면, 연구 결과의 보편성을 보다 더 확

보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호텔 공간의 여가공간화가 주변 도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과 정책도 향후 연구과제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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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1> 2006년 응집성 분석 시각화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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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02> 2016년 응집성 분석 시각화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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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03> 전국 호텔 (특1급 및 특2급) 내국인 숙박객수 현황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06-2013), 한국호텔관광협회 (2014-2015) 

 

<부록04> 연령별 국내관광여행지출액 구성비: 주요지출액 - 숙박비 변화 

출처: ‘국내숙박 관광여행지출액 구성비’, 통계청/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실태조사 (2011-2016) 

(단위: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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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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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07> 응집성 분석: 시설추구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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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08> 응집성 분석: 시설 내 행태 특성 1 

 

<부록09> 응집성 분석: 시설 내 행태 특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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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0> 연도별 전국 특 1급/특 2급 부대시설 운영 매출 현황 (2010-2015) 

* 출처: 한국호텔업협회 호텔업운영현황 자료 및 호텔 아비아 2017 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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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ption Function of Hotel  

: Content analysis via Blog text 

 

Um, Hye Ran 

Department of Environment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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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s today are recognized as an extension of the lifestyle that chooses 'taste' 

and 'symbol' beyond the 'accommodation' itself and as a resting and play space. 

The changes in the meaning of these spaces should be explored not only in terms 

of expansion or evolution of accommodation, but also in the context of changes in 

the lifestyle and consumption patterns of the members of the city. This study has 

begun to explain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Korean guests in the hotel 

and the change in the character of the space. 

In the meantime, research and policy reports related to hotels in city planning 

have mainly focused on the actual situation of supply and demand of rooms for 

foreigners and the estimation of operating profit for business. In view of leisure 

consumption and city space in the city, there has never been a discuss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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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empirically the phenomenon of leisure space in 

hotels by analyzing the urban space usage behavior pattern of the residents,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change of properties of the hotel space on the urban 

structure. 

Methods and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blog text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data to understand the change of the perception of hotel space and 

usage behavior pattern. The blog text is a narrative form of language that relies on 

experience. It is suitable for grasping the images,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space according to time, and has the advantage of having more objectivity than 

survey methodology.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based on the human 

cognitive structure model was appli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ructural meaning 

of the collected language corpus. 

First, as a result of the frequency analysis, the 'pool' has been consistently 

derived for the past 10 years with the lowest value. It can be inferred that leisure 

demand for swimming pool in the city was steadily higher. In addition, the facility 

preference for 'room' also had a high frequency value due to the nature of the 

accommodation, which changed with time. Recently, the recognition of the leisure 

space limited to the existing 'swimming pool' has been extended to 'room', which is 

confirmed by comparing the size of the network and the number of associative 

words revealed in the Ego-network analysis. Changes in sensitivity to emotions 

while using space were also visible. Especially, the rapid increase of the keyword 

'spending time' means that the perception of the city 's hotel space is toward the 

leisure space. 

Next, we can see th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following time in th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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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perform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tel space usage pattern 

and consumption motivation. As a result of extracting the key words representing 

each year, there was a difference in representative behaviors of space utilization 

from 'eat' in 2006 to 'enjoy' in verb. Furthermore, to examine consumption motive 

and selection attributes, behavior characteristic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consumption factors, facility seeking utility,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 in the facility. Although there are not many differences in 

consideration of hotel space consumption, in terms of facilities seeking utility, it has 

been recently found that leisure consumption factors are considered more actively 

and various areas are expanded. There were also differences in behavioral 

characteristics in the facility, notably the fact that the trend of leisure consumption 

was shifting from a simple pleasure to a rest. 

With above-mentioned in mind,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space have 

changed as the hotel plays a role as a leisure space as the patterns of leisure 

consumption patterns of urban people change. This phenomenon can be positively 

evaluated in terms of expansion of new leisure space in the city.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e economic effect on the nearby small commercial facilities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complex function of hotels. And that negative impacts such 

as social concerns about the alienation of the low-income class in the leisure space 

created by the consumption space as a leisure facility may result. 

Keywords: hotel, leisure consumption, leisure space, consumption 

behavior, consumption value, contents analysis, text-mining 

Student Number: 2016-2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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