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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초 록

에어비앤비 사례를 통해 본 공유숙박 정보품질과 

정보만족5 연0

공유숙박 서비스P 새로운 소비행태로서 확산되P 추세이다 그러나 공   . 

유숙박의 특성· 대규모의 숙박업체6 아닌 소규모의 영세사업자나 개인사

업자6 숙박·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P 경우6 많아 전통경제와P 다른 

소비자정보 문제6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공유숙박 서비스를 편리하. 

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P 환경을 t련할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유숙박, 

의 정보품질과 정보만족도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P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P 에어비앤비에서 정보를 탐색한 경험이 있P 소비자를 대·으   

로 공유숙박 정보만족도에 영향을 주P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첫째 7 정보 제공 주체의 정보품질 수준을 살펴보고 ]째. , , , 

정보 제공 주체에 따라 정보품질의 차이6 있P지를 알아보고 7 정보주체, 

의 정보품질에 따라 7 정보주체의 중요도와 활용도에 차이6 있P지를 알

아보았다 t지막으로 정보 제공 주체별로 정보품질이 정보만족도에 미치P . 

영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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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분석은 프로그e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대응표본    S.SS , 4-4234, 

요인분석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및 4-4234, , . 

결론은 다음과 9다.

첫째 공유숙박 서비스에서 7 정보 제공 주체6 제공되P 정보의 적시   , 

성 신뢰성 다양성 오락성 용이성 생동8에 대한 소비자 평6의 전반적 , , , , , 

수준을 살펴본 결과 모든 정보 품질에 대하여 점 이·으로 긍정적으로 평, 3

6하고 있었고 그 중 호스트 정보의 용이성과 적시성 플랫폼 정보의 생동, , 

8과 적시성 소비자 정보의 용이성과 적시성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었으며 모든 정보의 오락성과 다양성에 대해서P ·대적으로 낮게 , 

인식하고 있었다. 

]째 소비자들은 공유숙박 서비스에 있어서도 온라인에서의 소비자 구   , 

전정보인 소비자들이 제공하P 정보의 품질을 6장 높게 평6하였고 의사, 

결정을 내리P데 있어서도 6장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P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정보 품질에 대하여 호스트6 제공하P 정보를 6장 낮게 평6하

였다 이밖에도 모든 공유숙박 정보 제공주체의 중요도에서 77 정보 제공. 

주체의 정보품질을 높게 인식하P 집S이 낮게 인식하P 집S보다 정보의 

중요도를 높게 평6하였고 공유숙박 정보 제공주체의 활용도에서 7 정보 , 

제공주체의 정보품질을 높게 인식하P 집S이 낮게 인식하P 집S보다 정보

를 많이 활용하였다.  

t지막으로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정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P 요인을    , 

살펴본 결과 실용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P 요인은 호스트와 플랫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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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정보의 오락성과 용이성 소비자6 제공한 정보의 신뢰성 오락성, , , 

용이성 생동8 공유숙박 지식과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태도 안전지향성, , ,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쾌락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P 요인은 7 정보 제. 

공 주체6 제공한 정보의 오락성 공유숙박 지식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 , 

태도와 안전지향성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품질 중 호스트와 플랫폼 정보의 . 

용이성 오락성과 소비자6 제공한 정보의 신뢰성 오락성 용이성 생동8, , , , 

과 소비자의 공유숙박 지식과 안전지향성 및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태도

6 높을수록 정보 만족도P 높아져 이들 정보 만족도를 결정하P데 주요하

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정보주체에서 정보의 오락성은 쾌. 

락적 만족에 정보의 용이성은 실용적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P데 이P , 

편리함 효율성 어렵지 않음과 6벼움 재미있음을 중요시하P 요즘 소비자, , , 

들이 경향을 반영하기도 한 결과라고 생7[다.

   본 연구에서P 소비자의 공유숙박의 이용행동 및 7 정보주체의 정보품

질을 살펴보고 공유숙박 정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P 요인을 알아보았다, . 

이를 통해 먼저 공유숙박 서비스에서 제공하P 정보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P 공유숙박 서비스에서 7 정보 제공 주. , 

체의 정보품질을 살펴보고 호스트 공유숙박 플랫폼과 소비자6 제공하P , , 

정보별로 정보품질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공유숙박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P 정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P 의의를 6진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품질 중 특히 정보 만족에 영향을 미치P 품질요소6 무

엇인지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친화적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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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정보 환경을 t련하P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다. 

주요어 공유숙박 공유숙박 서비스 공유숙박 플6폼 정보품질 정보만족5: , , , , 

학  번: 2016-2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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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 

제 절 문제제S(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③인 ②성장과 환경오염의 문⑨0..6 * 

및 플랫폼 비즈니스 등의 기술의 발달이 공유경⑨  확산될 수 있는 PKP FQ

계기  되면서 주간금융브리프 최근 ④ 세계③으로 공유경⑨ 서& * 0./2, 7' 

비스 이용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특히 경⑨③ 위기와 여행 트렌드 변화 등, 

으로 인해 공유숙박 서비스 시장의 규모와 비중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김&

상태 그러나 법⑨도③ 한계 플랫폼 서비스의 신뢰 확보 실패와 책* 0./5', * 

임소재의 불명확성 등의 문⑨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  침해되는 경우  

종종 발생되고 있다 이런 문⑨⑥들이 소비자의 불안감을 확대시키고 또 공, 

유경⑨ 이용 시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공유숙박 , 

서비스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시⑥에서 소비자들이 노출되어 있는 

공유숙박 서비스 시장환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④통③인 시장 구조를 벗어난 형태의 공유숙박 비즈니스 모델은 단기간   

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플랫폼 시스템의 안⑧성이나 소비자 안④ 등에 대

한 ⑨도③ 기반이 완④히 구축되지 못하여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신뢰  

위협받고 있는 실⑧이다 최수민 외 특히 온라인 기반의 숙박 형태& * 0./5', 

인 공유숙박 서비스의 특성인 구매 ④ 대면의 ⑨한은 호스트에 대한 신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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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어렵게 한다 공유숙박의 경우 ④통③인 숙소와는 다르게 객관③으로 , 

검증이 되지 않은 낯선 타인이 ⑨공하는 숙소라는 ⑥에서 서비스 ⑨공자  *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호스트의 ⑧보  안④문⑨ 혹은 개인의 사생활 문⑨

에 미치는 영향이 ④통③ 비즈니스 모델들과 큰 차이  있다 권혁진 외& * 

또한 공유경⑨의 특성상 대규모의 숙박업체  아닌 소규모의 영세사0./5', 

업자나 개인사업자  숙박상품에 대한 ⑧보를 ⑨공하는 경우  많아 ④통경

⑨와는 다른 소비자⑧보 문⑨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⑧보는 구매의사결, 

⑧시 불확실성 ⑧도를 감소시켜 소비자의 위험을 줄이며 소비자  욕망을 * 

충족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유용하고 유의성있는  치를 지니는 * 

·이다 이은회 따라서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합리③& * /771', 

인 의사결⑧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⑧보  매우 중요

하다 특히 소비자 안④을 확보하고 호스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는 서비스와 호스트에 대한 ⑧확한 ⑧보를 얻는 ·이 중요하다 그런데 한, 

국소비자원이 공유숙박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상α 건수는 년 월 0./6 0

기준 건이 ⑦수되었다 특히 년 건에 비해 배 증 한 ·으로 나/72 , 0./4 14 1

타났다 경⑨일반 일반 숙박의 피해사례와 달리 공유숙박에서는 금④& * 0./6', 

문⑨뿐만 아니라 호스트와 소비자 간의 ⑧보비대칭 문⑨ 때문에 발생하는 

예약이나 취소관련 분①도 빈빈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유숙박 서비스, 

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소비자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

유숙박 서비스에서 ⑨공되고 있는 ⑧보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④술한 바와 같이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만족을 높이   

기 위하여 소비자⑧보 측면에서의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연구  필요하

다 그러나 그 동안 공유경⑨에 대한 학문③ 연구는 공유경⑨ 서비스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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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서비스모델 유형 및 사례 황기연 외 라준영 비즈니& * 0./29 * 0./2'* 

스 ④략 및 ⑧책 강병준 외 곽수환 외 공유경⑨ 서비스 및 & * 0./19 * 0./3'*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및 이용의도 ④수언& * 0./29 QnllrZ]bZa* 

송순영 김지연 외 김상태 외 이예진 외0./39 * 0./39 * 0./39 * 0./59 * 

권혁진 외 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소비자들0./59 * 0./5' * 

의 공유경⑨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권익 증진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

로는 송순영 의 연구 ⑧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학③ 관⑥에서 공유&0./3' , 

숙박 서비스의 ⑧보에 대하여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공유숙박 서비스의 대표③ 사례인 에어비앤비를 대상으로 공유숙박 서

비스에서 각 ⑧보 ⑨공 주체  ⑨공하고 있는 ⑧보의 품질을 살펴보고 ⑧* 

보 ⑨공주체에 따라 ⑧보품질에 어떤 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 

한 ⑧보 ⑨공 주체별로 소비자  지각한 ⑧보품질이 ⑧보만족도에 어떠한 *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겠다, 

제 절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③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숙박 서비스에서 ⑧보를 ⑨공   , * 

하고 있는 각 ⑧보 ⑨공 주체의 ⑧보품질을 살펴본다 둘째 공유숙박 서비, * 

스의 ⑧보품질이 ⑧보 ⑨공주체에 따라 어떤 차이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  지각한 ⑧보의 활용도과 중요도  각 ⑧보 ⑨공 주체* 

의 ⑧보품질에 따라 어떠한 차이  있는지 살펴본다, 셋째 공유숙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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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 ⑧보 ⑨공 주체의 ⑧보품질이 ⑧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먼② 공유숙박 서비스에서 ⑨공하는 ⑧보   

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파악할 수 있을 ·이라 기대된다 또한 공유숙박 , * 

서비스에서 각 ⑧보 ⑨공 주체의 ⑧보품질을 살펴보고 호스트 공유숙박 플* * 

랫폼과 소비자  ⑨공하는 ⑧보별로 ⑧보품질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공유

숙박 서비스에서 ⑨공되고 있는 ⑧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이다 그리고 다양한 ⑧보품질 중 특히 ⑧보 만족에 영향을 미치, 

는 품질요소  무엇인지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 

비자친화③인 공유숙박 ⑧보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이라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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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론적 배경 ) 

제 절  공유숙박 서비스 ( 

공유숙박 서비스의 D념과 현황(. 

공유경⑨는 년도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0..6

사용된 용어로써 한번 생산된 ⑨품에 대해 다수  공유하여 쓰는 협업소비

를 기본으로 한 경⑨방식을 의미한다 주간금융브리프 ④수연& * 0./2, 7', 

의 연구에 의하면 공유경⑨는 자원을 소요 개념으로 보지 않고 불특&0./2'

⑧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 개념으로 새 합리③인 소비를 이끌고 이로 인해 

사회 부  치를 창출하는 개념이다 이미 생산된 ⑨품을 구성원 간 공유하, 

는 형태의 경⑨활동이며 자신이 소유한 재화에 대한 사용권을 타인과 공유* * 

교환 대여함으로써 새로운  치를 창출해내는 ·을 의미하는 협력③ 소비* 

  공유경⑨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방송통신④파진흥원 즉 & * 0./1', 

공유경⑨는 한 번 생산된 ⑨품을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는 협력

③인 소비로 자원의 사용 치를 극대화하는 소비문화이자 경⑨방식이다

공유경⑨는 경⑨침체와 기후변화 등의 ④ 인류③인 문⑨ 해&Iellbg* 0..6', 

결의 대안으로 등장한 이후 재화의 소유 치보다 사용 치를 중시하는 소* 

비패턴을 조성하며 합리③이고 의미 있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속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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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의 도달에 기여하고 있다 왕멍팅 또한 소유보다는 향유에 & * 0./6', 

 치를 두기 시작한 소비 트렌드와 환경위기와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 등으

로 인하여 공유경⑨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 하고 있다 송순영& * 0./3', 

외 는 공유경⑨ 서비스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⑨품서비스     ?hmlfZg &0./.'

시스템 재분배 시장 협&Mkh]ncm Pekobce Prlmef'* &Oe]blmkb[nmbhg JZkdeml'* 

력③ 라이프스타일 로 구분하였다 ⑨품서비스 시스&CheeZ[hkZmboe Ib_elmree' , 

템은 기업이 생산한 ⑨품을 판매하는 ·보다 서비스로서 ⑨공하여 소비자는 

⑨품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는 ·에 집중하는 ·을 의미하며 재분배 시장* 

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⑨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의 

서비스 유형이다 또한 협력③ 라이프스타일은 유사한 흥미와 욕구를  진 , 

사람들이 커뮤니티 내에서 시간 공간 재능과 돈 등의 자산을 공유하고 교* * 

환 할 수 있게 결집하는 ·을 뜻한다 심수진 본 연구에서 초⑥ 맞& * 0./4', 

춘 공유숙박 서비스는 대표③인 협력③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공유경⑨ 서비

스라 할 수 있다,  

플랫폼이란 공급자 수요자 등 복수 그룹이 참여하여 각 그룹이 얻고자     % * 

하는  치를 공⑧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으로서 플* 

랫폼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치와 혜택을 ⑨공하는 상생

의 생태계로 ⑧의된다 윤상진 공유숙박 서비스는 자신의 주거지 일% & * 0..0', 

부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소비자는 호

텔보다 ②렴한 비용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고 현지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⑨공자인 호스트는 남는 공간을 활용해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양방향으로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이다 최문용 따라서 공유숙박 서비스란 & * 0./5', 

유효공간을 소유한 호스트와 숙소를 구하는 소비자 각각의 요구를 중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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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해당 시장의 경⑨권을 형성하는 산업 기반형 비스니스 모델을 의미한

다 안드레이학주 외 국내의 경우에는 에어비앤비 코자자 & * 0.//', &>bk[g['* 

등 공유숙박 플랫폼이 있으며 해외의 경우에는 에어비앤비>bk[g[& '* 

루모라마 홈어웨이 카우치서핑OhhfhkZfZ& '* Ehfe>pZr& '* Chncalnk_bgg& ' 

등 공유숙박 플랫폼이 있다 이 중 국내외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 

공유숙박 서비스로 에어비앤비  대표③이다 에어비앤비 는 개인들, &>bk[g['

이 여분 공간을 여행객에게 숙박용 공간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수요자와 * 

공급자의 연결을 도모하는 공유공간 ⑧보 플랫폼이다 한윤애& * 0./3', 0..6

년 인터넷을 이용해서 숙박 장소를 찾는 사람과 개인소유의 이용하지 않는 

방을 빌려줄 사람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으로 탄생한 에어비앤비는 0./6

년 월 현재 ④ 세계 개국 개 이상의 도시에서 백만여 개 이상7 /7/ * 6/*... 3

의 숙박⑧보를 ⑨공하고 있으며 매일 평균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숙박0

을 예약하고 누③이용객 수는 억 천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김상태/ 4 & ⋅
김남조 에어비앤비는 년 월에 우리나라에 * 0./69 ppp,Zbk[g[,ch,dk', 0./1 /

도입되었으며 년의 에어비앤비 사용자는 년도에 비해 증 * 0./4 0./3 014% 

하였고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국내 숙소 또한 같은 기간 내  량 증* //5% 

 하는 등 플랫폼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다 신건&

호* 0./5', 

공유숙박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②렴한 비용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고 현지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문⑨⑥도 많다, 

온라인 기반의 숙박 형태이기 때문에 구매 ④에 호스트를 대면할 수 없어 

호스트에 대한 신원파악이 어렵다 또한 공유숙박의 경우 ④통③인 숙소와, * 

는 다르게 객관③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낯선 타인이 ⑨공하는 숙소라는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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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호스트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⑧보  소비자의 안④문⑨와 사생활 * 

문⑨에 미치는 영향이 ④통③ 비즈니스 모델들보다 크다 권혁진 외& * 0./5', 

따라서 호스트와 소비자  상대방을 믿고 안④한 거래를 하도록 돕는 후기* 

연계 서비스 개인인증 서비스 메시지 시스템 등은 숙박공유 서비스에 PKP * *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김상태 외 그리고 공유경⑨의 특성상 대규& * 0./5', 

모의 숙박업체  아닌 소규모의 영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숙박상품에 대

한 ⑧보를 ⑨공하는 경우  많아 ④통경⑨와는 또 다른 소비자 문⑨  발생

할 수 있다, 

  

 

공유숙박 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공유숙박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연구들은 주로 공유숙박에 대한    

객관③ 소개와 활성화 ④략 주덕 허지⑧ 외 소비자의 참여& * 0./49 * 0./6'* 

동기와 이용의도의 영향요인 ④수영 송순영& * 0./29 QnllrZ]bZa* 0./39 * 

김지연 외 김상태 외 이예진 외 권혁진 외0./39 * 0./39 * 0./59 * 0./59 * 

문⑨⑥과 ⑧책방향 최문용 김형곤 에 대한 살펴보고 0./5'* & * 0./59 * 0./5'

있다 구체③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공유숙박에 대한 객관③ 소개와 활성활 ④략에 관련 연구에서 주   * 

덕 의 연구에는 지방⑧부 주도의 공유경⑨ 관련 비즈니스 모델의 활성&0./4'

화를 위해 구축하는 공유경⑨ 공공 플랫폼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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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였다 허지⑧ 외 의 연구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숙박공유업체 , &0./6'

에어비앤비의 특성과 공간③ 분포 패턴을 분석하였다 서울시 에어비앤비는 , 

도심 강남역 홍대입구 등 주요 관광지와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집중되* * 

어 있으며 주거 지역 내 숙박업으로 주민들과의 갈등이 일어날 우려  있어

서 에어비앤비  공유경⑨의 성과를 나누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법⑨도

③ 기반 마련이 필요  있다고 지③하였다, 

둘째 공유숙박 참여동기와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숙박 격 김상   * &

태 외 후기 수 인테리어 수준* 0./59 Pmege* 0./2'* &VekoZl em Ze,*0./3'* 

이 공유숙박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에 미치는 &QnllrZ]bZa & VZca* 0./3'

영향을 살펴보았다 김상태 외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유숙박의 선택, &0./5'

요인 중에서 후기 수와 인테리어 수준은 예약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으로 나타났고 숙박 격은 유의하지 않은 ·으로 나타났다 송순영, &0./3'

의 연구에서는 공유경⑨는 소비자들이 ②렴한 비용 및  격으로 상품 및 서

비스를 ⑨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⑨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경⑨③  치를 ⑨

공하지만 ③법성의 결여 및 소비자안④과 신뢰도 등의 문⑨를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지③하며 소비자 관⑥에서 공유경⑨ 서비스를 고찰하고 소비자 권* 

익증진 방안을 ⑨시하였다 이예진 외 는 목표지향③ 행동모델을 기초, &0./5'

로 태도 주관③ 규범 지각된 행동 통⑨감 기대감⑧이 잠재③ 이용자  * * * * 

에어비엔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으로 파악하였다,  

셋째 공유숙박의 문⑨⑥과 ⑧책방향 측면의 연구에서는 최문용 은    * &0./5'

숙박플랫폼 서비스 브랜드의 실패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의 

부⑧③ 인상과 갈등의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부⑧③ 요소는  격

불안 요소 품질③ 요소 시간③ 요소 금④③ 요소 심리③ 요소 호스트 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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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사이트 문⑨ 등의  지로 구분되었으며 김형곤 의 연구에서는 * 5 * &0./5'

법⑨도 위반의 문⑨⑥으로 미등록 운영업체 또는 등록 후 편법으로 운영하

는 문⑨와 세금 부과 문⑨를 지③하였고 국내의 공유숙박과 관련해서 ⑨기*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유연하고 실효③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법

⑨도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제 절 공유숙박 서비스와 소비자 정보)  

공유숙박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특징(. 

공유숙박 서비스에서 획득하는 ⑧보는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 공유숙   * 

박 플랫폼에서 ⑨공하는 ⑧보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 

자들이 ⑨공하는 ⑧보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공유숙박 ⑧보의 특징은 호, 

스트  개인사업자로서 ⑨공하는 ⑧보의 특징 플랫폼이 기업으로서 ⑨공하* 

는 ⑧보의 특징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⑨공하* 

는 ⑧보의 소비자 주도③ 구④⑧보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을 지, 

닌 공유숙박 서비스 ⑧보의 내용과 특징을 구체③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는 주로 숙박상품 관련 ⑧보로 소비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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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의사결⑧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⑧보이다 구체③으로 호스트  개, 

인사업자로서 숙박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상품⑧보 숙박시설 서비스 종류& * * 

분위기 청결도 인테리어 수준 등  격⑧보 위치⑧보 거래⑧보 등 다양* * '* * * 

한 ⑧보를 ⑨공하고 있다 소비자  이용하게 될 숙박상품에 대한 실질③인 , 

⑧보는 일차③으로 호스트  ⑨공하고 있기 때문에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

의 신뢰성 용이성 다양성 ③시성 등이 소비자의 의사결⑧에 중요하다 그* * * , 

러나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는 다음과 같은 문⑨⑥을 내포하고 있다 호스, 

트  올린 ⑧보내용이 표준화 되지 않아서 ⑧보의 내용이 사실과 얼마나 일

치하는지 호스트  사실대로 ⑧직하게 작성하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사④ *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⑨⑥이 있다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예약 및 결, 

⑨ 후 예약사항에 대한 확약이 이루어지며 숙박시설에 대한 안④성도 보장

이 되는 반면 공유숙박과 같은 대체숙박시설의 경우 호스트에 대한 검증이 * 

여행객의 숙박시설에 대한 안④성 인식과 직결 되는 만큼 예약 시 이에 대

한 신뢰구축 프로세스  ⑤대③으로 필요하다 김지연 외 특히 에어& * 0./3', 

비앤비의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숙소는 플랫폼을 기준으로 호스트  ⑨* 

공하는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숙박서비스처럼 특⑧한 체⑨ 아래 관리

되기 어렵다는 한계⑥을  지고 있다 이예진 외 공유숙박 서비스의 & * 0./5', 

호스트들은 영세사업자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많아 규⑨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⑥도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어렵게 만

드는 요소이다 에어비앤비 한국사무소는 공유자의 개인⑧보 보호를 위해 , 

실⑨ 위치에서 약 블럭의 오차 내에서 위치를 표시하며 실⑨ 위치는 0t1 * 

소비자들이 호스트와 예약이 완료된 후 알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예약할 

때는 이를 확신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으며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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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단서로 여기는 · 중 하* 

나  바로 사진과 같은 시각③ ⑧보이기 때문에 사진 ⑧보의 영향력이 큼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진 ⑧보의 ⑧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⑨  있다* 

한희⑧ 외& * 0./4',

둘째 공유숙박 플랫폼은 기업으로서 소비자거래의 계약 조건에 해당하   * 

는 결⑨방법 환불방법 피해보상규칙 개인⑧보 보호 등에 관한 ⑧보를 ⑨* * * 

공하고 있다 이러한 ⑧보는 소비자 피해 구⑨ 등에 관련된 ⑧보로 소비자,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⑨공되는 ·이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 * , 

약관 ⑧보들이 그러하듯 플랫폼이 ⑨공하는 이러한 ⑧보들도 눈에 잘 띄이

지 않는 곳에 읽기 어려운 형태로 ⑨시되고 있고 충실한 설명이 부족한 실* 

⑧이다 또한 공유숙박 서비스의 경우 호스트에 대한 안④성 확보  매우 , 

중요하므로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호스트 등급 호스트 본인인증 유무 등 다* 

양한 ⑧보도 ⑨공하고 있다 공유 숙박상품의 소비는 낯선 타인의 공간에 , 

머무르는 ·이고 이 때문에 다른 온라인 상품 구매보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 

위험이 크다고 평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트에 대한 확실한 ⑧보는 소비,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⑧보이며 본인 인증을 통하여 판매자의 ⑧체성을 ⑨* 

시하는 ·은 판매자  주는 ⑧보에 대해 신뢰감을 부여한다 한희⑧ 외& * 

그러나 공유숙박 서비스에서 ⑨공하는 본인 인증 및 등급 ⑧보에 대0./4', 

한 소비자 신뢰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  없다, 

셋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⑨공하는 ⑧보   * 

는 주로 후기 숙소별⑥ 추천글 등이다 호스트에 대한 후기의 양이나 성향* * , 

은 구매에 있어서 위험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요소이고 이 요소들은 소비* 

자들이 호스트를 평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의사결⑧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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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한희⑧ 외 특히 소비자들이 무형 상품을 구입할 때 온라인 & * 0./4', 

후기  소비자의 평 와 판단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④⑧보는 , 

신뢰성이 높고 중립③이며 구체③이고 생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의사결* 

⑧을 내리는데 많이 활용된다 공유숙박 서비스에서도 소비자들이 ⑨공하는 , 

소비자 후기 ⑧보 교류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구, 

④의 경우 오프라인 구④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먼② 오프라인 구④은 , 

아는 사람이 ④달하는 ⑧보인데 비하여 온라인 구④은 웹사이트 커뮤니티* * 

개인 블로그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글을 올리는 익명의 소비자  ⑨공하는 * 

⑧보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에 대변으로 &Beebhmm* 0..0'* 

⑧보를 직⑦ 듣는 오프라인 구④ ⑧보의 생생함과 구체성 상호작용성 등이 * 

같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에 공유숙박 서비스에서 소비자 ⑧보의 신뢰성, * 

용이성 ③시성 등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  있다* ,  

  

정보품질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⑧보품질은 ⑧보 웹사이트에 의해 산출된 ⑧보와 해당 웹사이트  ⑨공    

하는 콘텐츠의 품질이  지는  치의 ⑧도를 의미하며 웹사이트에서 ⑨공* 

되는 ⑧보의 품질은 인터넷 사용자  해당 ⑧보에 대해서 지각하는  치의 

⑧도를 의미한다 좋은 소비자⑧보  갖추어야할 구체&KegZla em Ze,0..1', 

③인 특성 즉 ⑧보품질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그 ⑧의와 구성요소에 * 

대해 다양한 관⑥이 존재하고 있다 공유숙박 서비스에서 ⑨공하는 ⑧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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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④⑧보 온라인 ⑧보와 여행 ⑧보로서의 속성을  지고 있으므로 이를 바* 

탕으로 구④⑧보 온라인 ⑧보 여행 숙박 ⑧보품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 * v

하였다, 

우선    * 온라인 구④⑧보 관련 속성으로 생생함 신뢰성 다양성 참신성 * * * 

등에 대한 연구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 신뢰성에 대한 연구   강 많* 

다 소비자들이 직⑦ 물건을 보거나 이용해 보지 못한 경우 경험재③ 성격, * 

이 강한 ⑨품의 경우 댓글 이용후기 토론 등의 구④⑧보는 소비자들의 구* * 

매선택과 관련한 다양한 의사결⑧에 매우 중요한 ⑧보  되고 있다 허경옥& * 

그러나 온라인 구④⑧보 ⑨공자의 신분 확인이 어려워서 구⑧⑧보에 0./1',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며 어떤 ⑧보  신뢰할 수 있는 ⑧보인지를 소비자 입

장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김나은 외 는 온라인 구④ 관광⑧보 품질 관, &0./.'

련 연구에서는 신뢰성이 높을수록 구④효과  높아지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홍등용 은 일반③으로 메시지 내용을 ④달하는 ⑧보원천의 신뢰성이 &0..3'

높으면 높을수록 소비자들이 그 메시지를 수용할  능성이 높아진다고 하* 

였다 ⑧승훈 외 의 연구에서도 ⑧보의 신뢰성이 스포츠⑨품 ⑧보⑨공 , &0..7'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 AaheZdbZ 

는 ④문③이고 믿을 수 있는 높은 신뢰성을  진 ⑧보  낮은 신뢰성&/755'

을  진 ⑧보에 비해 더 효과③이라는 체계③인 결론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김준수 이와 함께 생생함도 온라인 구④ ⑧보를 실⑨ 경험& * 0..6', 

한 · 같은 느낌 조원섭 외 으로 구④⑧보의 특성으로서 연구되고 있& * 0./.'

다 양한빈 외 은 다양한 미디어 도구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경험, &0./.'

③ 풍부함을 ⑨공함으로써 생생한 ⑧보를 증 시킬 때 소비자들의 구매의도

  강해지는 ·으로 보고하였으며 외 의 연구에서도 생생한 * Png]Zk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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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보는 그렇지 못한 ⑧보보다 소비자에게 보다 소구③ 일뿐 아니라 기억 속

에 오래 ②장되며 기억될  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구④⑧보의 다양성, 

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소비자의 ⑧보수용행동에서 ⑧보의 참신성은 자칫 

모호함으로 이어져 소비자 의사결⑧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다양성은 의사결* 

⑧에 필요한 양질의 ⑧보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Dhe]lmebg & UZgg* 

성혜진 의 외식⑧보 특성과 사용자 만족에 관한 연구에서0./0', &0./0' PKP

는 ⑧보특성인 다양성이 사용자 만족에 ⑧ 의 영향을 주는 ·으로 PKP &)'

나타났다,

다음으로 온라인영역에서는 대면의 어려움이나 상대방의 신원의 불확실    

성이 높아서 신뢰성이 오프라인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ChkkbmhkeZ em 

또한 소비자  인터넷을 통해 ⑨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다양하고 Ze,* 0..1', 

풍부한 ⑧보에 노출되더라도 ⑧보 수신자  필요로 하는 시⑥에 시기③⑤하

게 ⑨공받지 못하면 유용한 ⑧보로서의  치  없어지기 때문에 ③시성도 

중요하다 김나은 외 또한 은 이용자  웹사& * 0./.', SZg ]ek Eebc]eg&0..1'

이트를 지속③으로 이용하게 하는 요인으로 시각③인 매력을 주요한 변수로 

소개하면서 시각③인 매력이 ⑨공하는 지각된 즐거움이 이용자들의 긍⑧③ * 

태도와 서비스 지속이용의도에 긍⑧③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지영 외 는 인터넷 쇼핑몰의 소비자⑧보 만족도 관련 연구에서 ⑧보&0../'

의 신뢰성 ③시성 편리성 이해용이성 충분성 다양성 유용성 심미성 등* * * * * * * * 

이 ⑧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남수⑧ 외 은 소비자* &0..4'

단체 사이트 평 에 관한 연구에서 ⑧보의 ⑧확성 신뢰성 ③시성 충분성* * * * 

④문성 등을 ⑧보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의 평 요소로 ⑨시하였다 또한 , 

은 인터넷 관련 연구에서 ⑧보의 ⑧확성 이해용이Aeehge& JceeZg&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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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완④성 다양성 등이 ⑧보품질을  늠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⑧진식* * , 

은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은 원하는 때에 필요한 ⑧보에 쉽게 ⑦근하지 &/776'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필요한 때에 ⑧보를 얻기  용이하지 않다고 평 * 

할수록 ⑧보만족도도 낮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여행 숙박 ⑧보의 ⑧보품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성준    v * 

외 의 모바일 여행콘텐츠 ⑧보품질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련 &0./3'

연구에서 모바일 여행콘텐츠의 ⑧보품질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⑧ 의 영향&)'

을 미치는 ·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상태 외 의 연구에서는 숙박 격, * &0./5' * 

후기 수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수준 등 심미측면에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도 공유숙박 서비스 이용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견하였다 특히 여, 

행 숙박 관련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직⑦ 경험하기 ④에 ⑧보품질을 평 v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는 사진과 동영상 ⑧보를 통하여 상품에 대

한 더 직관③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생생하고 구체③인 ⑧보는 추상③인 ⑧, 

보보다 ⑧보 수신자의 주의를 끌고 장기 기억 속에 회상  능하도록 하여 

결과③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으로 나타났다 김나은 외 특& * 0./.', 

히 여행 숙박 관련 ⑧보의 경우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여러  지 멀티v * SO 

미디어③인 도구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⑧보의 생동감과 다양성 

향상을 통한 ⑧보의 신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은영 외 여행 ⑧& * 0..3', 

보의 경우 일반③으로 ③시성 지각된 용이성 오락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 * 

평 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관광⑧보 특성이 관광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 오락성 등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⑧보 특

성으로 나타났다 김대언 이밖에도 온라인 구④ 여행⑧보의 신뢰성& * 0./.', * 

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온라인상의 개인③인 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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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 경험에 대한 의견이나 이야기  동료 소비자들에 의해 ⑨공된 ·

이기 때문에 보다 진실성이 있는 ·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천민호& * 0.//',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도 소비자 공유숙박 ⑧보 만   

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으로 예상되는 ⑧보품질 요소로 ⑧보의 ③시

성 신뢰성 다양성 생동감 오락성 용이성의  지를 도출하였다* * * * * 4 ,   

제 절 소비자 정보만족도3 

정보만족도의 D념(. 

일반③으로 만족에 대한 측⑧을 위해 는 소비경험이 최소한    Engm&/755' "

기대되었던 ·보다 좋았다는 평  로 밝히고 있으며 는 소비" * Leboek&/76.' "

자  경험에 의해서 지니게 된 결과와 불일치된 기대 감⑧이 복합③으로 결

합하여 발생되게 되는 종합③인 심리상태 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만족은 " ,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에 집중되어 연구해 왔으나 Pikegg em 

은 ⑧보만족으로 소비자만족의 범위를 확대시켰다Ze,&/774' , Pikegg em 

의 만족형성과⑧모델Ze,&/774' &fh]ee h_ mae lZmbl_Zcmbhg _hkfZmbhg ikhcell'

에서는 총체③인 만족이 ⑨품의 속성만족 뿐만 아니라 &Zmmkb[nme lZmbl_Zcmbhg'

⑨품을 선택하는데 사용된 ⑧보만족 으로부터 영향&bg_hkfZmbhg lZmbl_Zcmbhg'

을 받는다고 ⑨안하고 있다 만족도의 개념을 ⑧보에 부합시켜 ⑧보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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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⑧의한 견해를 살펴보면 먼② 등은 소비자들의 ⑧보에 대한 Foel&/761'

만족도를 소비자  그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자신들의 ⑧보요구 사항에 "

부합된다고 믿고 있는 ⑧도 로 ⑧의하면서 이러한 소비자의 ⑧보만족도는 "

⑧보시스템의 성과를 측⑧하는데 효과③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기영 외& * 

소비자⑧보 만족도를 측⑧하기 위해 안선영과 나종연 은 실용0../', &0..7'

③ 만족과 쾌락③ 만족으로 소비자의 ⑧보탐색 만족도를 측⑧한 바 있다, 

위의 연구에서는 실용③ 만족은 소비욕구 총족에서 오는 만족으로 쾌락③ * 

만족을 탐색의 재미나 즐거움으로부터 오는 만족으로 ⑧의하였으며 인터넷 * 

서핑과 탐색의 경계  모호한 온라인 ⑧보탐색에서는 ⑧보탐색 경험 자체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고 하였다 나종연& * 0./.', 

정보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소비자의 의사결⑧에 사용되는 ⑧보만족을 측⑧하기 위해서는 ⑧보품질    

을 생각해보아야한다 ④윤선 외 등 만족에 영향을 미& * 0./3', Aeohg &/756' 

치는 개의 항목으로 ⑧확성 신뢰성 ③시성 ③합성 지원성 순응성 커/. * * * * * * 

뮤니케이션 ⑦근성 비용 및 환경을 개발하였으나 각각의 요인이 만족스럽* * 

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이유를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박철 의 연구에, &0..0'

서는 인터넷 탐색  치에 의한 소비자 유형별 특성을 분류하였는데 그 중 * 

⑧보탐색과 관련하여 인터넷 ⑧보탐색의 유용도  소비자집단별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으며 웹사이트 만족도도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  있는 ·으로 나* 

타났다 최훈 의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수용 후 행동 관련 연구에서,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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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후 유용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사용 지속자와 사용 중단자간의 차

이  발생하지 않는 ·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의 연구에서는 오픈마켓, &0..7'

에서 ⑨공하는 ⑧보에 대한 만족도를 거래시스템 ⑧보 만족도 서비스 이용&

법 배송 현황 ⑧보 거래 보안성 판매자 관련 ⑧보 만족도 ⑨품⑧보 판매* * '* & * 

자 등급 ⑧보 판매자 연락처 ⑧보 고객 피드백 ⑧보 만족도 구매 후 평  * '* &

⑧보 거래 추천 ⑧보 등 세  지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⑨시하고 이들 각 * ' * 

⑧보 만족도 요인이 구매의향에 미치는 관계에 관하여 실증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시장형성자 판매자 고객의 피드백 ⑧보  모두 고객의 신뢰에 긍* * 

⑧③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김대진 의 사용자 만족과 지숙③ 사, &0.//' PKP 

용 연구에서는 기대일치 ⑧도는 인지된 유용성은 이용만족도 지속③ 이용* 

의도에 ⑧ 의 영향을 미치는 ·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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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3 

 

본 장에서는 ⑧보품질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각 ⑧보 ⑨공 주체의 ⑧  

보품질이 ⑧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한 방법을 ⑨시하였다 먼② 연구문⑨와 연구모형을 ⑨시하고 연구자료, * 

의 수집 연구의 측⑧문항 및 연구방법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 , 

조사대상자의 일반③ 특성과 공유숙박 서비스 관련 특성을 설명하였다,

제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연구문제 (. 

본 연구는 지난 년간 에어비앤비에서 ⑧보를 탐색한 경험이 있는 소비   /

자를 조사대상으로 각 ⑧보주체  소비자에게 ⑨공하고 있는 ⑧보의 품질을 

살펴보고 각 ⑧보 ⑨공 주체의 ⑧보품질에 따라 ⑧보주체별 ⑧보의 중요도* 

와 활용도  어떤 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각 공유숙박 서비, 

스 ⑧보 ⑨공 주체의 ⑧보품질이 ⑧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설⑧한 연구문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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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9 ( : 공유숙박 서비스 ⑧보 ⑨공 주체별의 ⑧보품질은 어떠한   =

     (%(  ⑧보 ⑨공 주체별 ⑧보품질 수준은 어떠한 = 

     (%) 공유숙박 서비스의 ⑧보품질은 ⑧보 ⑨공 주체별로 어떠한    

차이  있는            =

     (%3  공유숙박 서비스의 ⑨공 주체별 ⑧보품질에 따라 ⑧보의 

중요도와 활용도는 어떠한 차이  있는           =

         

연구문제9 ) : 공유숙박 서비스의 ⑧보품질은 ⑧보만족도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

         )%( 호스트의 ⑧보품질은 ⑧보만족도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

         )%) 플랫폼의 ⑧보품질은 ⑧보만족도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

         )%3 소비자의 ⑧보품질은 ⑧보만족도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

연구모형 ).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⑧보만   : /< ,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공유숙박 서비스 ⑧보 ⑨공 주체의 ⑧보

품질로 구성하였다 각 ⑧보 ⑨공 주체의 ⑧보품질에는 ⑧보의 ③시성 ⑧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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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성 ⑧보의 다양성 ⑧보의 생동감 ⑧보의 오락성 ⑧보의 용이성을 * * * * 

포함하였다 그 외에는 공유숙박 서비스 이용빈도와 ⑧보 탐색시간 등 공유, 

숙박이용 관련 변수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여 시간 등 인구사회학* * * * 

③ 변수를 통⑨변수로서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그림 연구모형   W / ]

      

적시성
신뢰성
다양성
생동감
오락성
용이성

소비자 정보품질

적시성
신뢰성
다양성
생동감
오락성
용이성

적시성
신뢰성
다양성
생동감
오락성
용이성

플랫폼 정보품질

정보 만족도  

쾌락적 만족도
실용적 만족도

호스트 정보품질

소비자의 특성 공유숙박 서비스 관련 특성   

성별
교육수준

연령
소득
직업

여가시간

이용빈도
안전지향성

공유숙박 지식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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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③ 특성 공유   * 

숙박의 이용행동 ⑧보품질 ⑧보 만족도를 측⑧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 * 

었다 ⑧보품질에 관한 문항은 표 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⑧보 만족도를 , W /]

측⑧하는 문항은 표 와 같이 구성하였다W 0] , 

정보품질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의 구성(.

정보의 적시성(() 

본 연구에서는 오창규 의 연구를 바탕으로 ⑧보의 ③시성을 ⑧보   &0..5' %

의 업데이트  신속하고 지속③으로 이루어지는 ⑧도와 최신의 내용이 ③⑤

한 시기에 ⑨공되는지 여부의 ⑧도로 ⑧의하고자 한다 온라인 관광 구④⑧% , 

보에 관한 김나은 외 의 연구와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 이용의도에 관&0./.'

한 하성호 의 연구를 참고하여 측⑧도구를 개 문항의 ⑥ 리커트 척&0.//' 1 3

도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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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신o성()) 

본 연구에서 신뢰성이란 사실에 근거한 신뢰성 있는 ⑧보를 ⑧직하게    %

⑨공받을 수 있는 ⑧도 이다 황은애 외 인터넷 광고의 ⑧보속성에 % & * 0..0', 

관한 김이환 외 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수⑧ 보완하여 총 개 문&0./2' 1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⑥ 리커트 척도로 측⑧하였다3 , 

정보의 다양성 (3) 

본 연구에서는 조희경 외 의 연구를 바탕으로 ⑧보의 다양성을 획   &0...' %

득한 소비자⑧보들의 양이 충분하고 내용이 충분하다고 평 하는 ⑧도로 %

⑧의하였다 ⑧보속성이 유용성지각과 확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 PKP 

김상조 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수⑧ 보완하여 총 개 문항을 사&0./5' 0

용하였으며 ⑥ 리커트 척도로 측⑧하였다3 , 

정보의 생a감(4) 

본 연구에서는 송용태 의 연구를 참고를 하여 ⑧보의 생동감은 소   &0./4' %

비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⑧도의 구체③인 ⑧보를 ⑨공하는 ⑧도 로 ⑧의하%

였다 인터넷 환경에서 ⑧보속성에 관한 송용태 의 연구와 온라인 관, &0./5'

광 구④⑧보에 관한 김나은 외 의 연구를 바탕으로 ⑧보의 생동감을 &0./.'

측⑧하는 개 문항을 선별하여 측⑧하였다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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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오락성(,) 

은 ⑧보의 오락성을 ⑧보자체에서 감⑧③으로 재미     AZobl em Ze,&/767' %

있는 ⑧도 로 ⑧의하였다 본 연구도 이러한 ⑧의를 바탕으로 의 사용자 % , PKP

만족과 지속③ 사용에 관한 김대진 의 연구와 프로그램 효과에 관&0./3' B+B

한 김유미 의 연구를 참고하여 개 문항의 ⑥ 리커트 척도로 ⑧보의 &0./3' 1 3

오락성을 측⑧하였다, 

정보의 용이성(-) 

본 연구에서는 채윤하 외 의 연구를 바탕으로 ⑧보의 용이성을 서   &0./1' %

비스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읽기 쉬운 형태로 되어있

는 ⑧도로 ⑧의하고자 한다 의 사용자 만족과 지속③ 사용에 관한 김% , PKP

대진 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수⑧ 보완하여 총 개 문항을 사용&0./3' 0

하였으며 ⑥ 리커트 척도로 측⑧하였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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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⑧보품질 측⑧ 문항 W / ]

문항 내용
문항 수
최

초

최

종

⑧

보

품

질

③
시
성

최신의 ⑧보를 ⑨공하고 있다,

 1  1
⑨공하는 ⑧보들이 신속하고 지속③으로 업데이트  

된다,

⑧보는 시의③⑤하게 ⑨공된다,

신
뢰
성

나타난 ⑧보는 신뢰할만하다,
 1  1⑨공하는 ⑧보는 ⑧확하다,

⑨공하는 ⑧보는 ⑧직하게 작성되었다,
다
양
성

충분한 양의 ⑧보를 ⑨공하고 있다,
 1  0

게시된 ⑧보 내용이 충분하다, 
생
동
감

게시된 ⑧보는 구체③이다,
 1  0

게시된 ⑧보는 사실③이다,

오
락
성

게시된 ⑧보는 재미있다,
 1  1게시된 ⑧보는 내 생활에 즐거움을 준다,

게시된 ⑧보는 내 호기심을 자극한다, 
용
이
성

⑨공하는 서비스 사용에 대한 설명이 이해하기 쉽다,
 1  0

⑨공하는 ⑧보는 읽기 쉬운 형태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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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만족도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의 구성). 

실용적 정보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안선영 외 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자 실용③ 만족   &0..7'

을 ⑧보를 탐색하는 과⑧에서 소비욕구를 총족시킴으로써 오는 만족으로 % %

⑧의하고자 한다 ⑧보탐색 과⑧에서의 소비자혼란에 관한 안선영 외, &0..7'

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수⑧ 보완하여 총 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2 3

⑥ 척도로 측⑧하였다, 

쾌락적 정보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안선영 외 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자 쾌락③ 만족   &0..7'

을 ⑧보를 탐색하는 과⑧에서 느끼는 재미나 즐거움으로부터 오는 만족으% %

로 ⑧의하고자 한다 ⑧보탐색 과⑧에서의 소비자혼란에 관한 안선영 외, 

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수⑧ 보완하여 총 개 문항을 사용하였&0..7' 2

으며 ⑥ 리커트 척도로 측⑧하였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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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⑧보 만족도 측⑧ 문항 W 0 ]

문항

⑧

보

만

족

도

 

쾌락③  

만족  

공유숙박에 대한 ⑧보를 탐색하는 과⑧은 ④반③으로 

즐거웠다,
공유숙박에 대한 ⑧보를 탐색하는 ·은 대신에 할 수 

있었던 다른 일들과 비교 해보더라도 즐거웠다,
공유숙박에 대한 ⑧보를 탐색하는 과⑧은 그 자체로서 

즐거웠다,
공유숙박에 대한 ⑧보를 탐색하는 동안 홍미로움을 

느꼈다, 

실용③ 

만족

공유숙박에 대한 ⑧보를 탐색하는 과⑧을 통해 원하던 

⑧보를 얻을 수 있었다,

공유숙박에 대한 ⑧보를 탐색하는 과⑧은 효율③이었다, 
공유숙박에 대한 ⑧보를 탐색하는 과⑧은 내게  치 

있고 중요한 ⑧보를 ⑨공해주었다,
공유숙박에 대한 ⑧보를 탐색하는 과⑧은 합리③인 

서비스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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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o도3. 

호스트 정보품질의 타당도 및 신o도 분석(（ ）

공유숙박 서비스에서 획득하는 ⑧보는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 공유숙   * 

박 플랫폼에서 ⑨공하는 ⑧보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 

자들이 ⑨공하는 ⑧보로 구분할 수 있다 호스트 ⑧보품질에 대한 타당도과 ,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표 와 같다 총 개의 호스트 ⑧보품질의 W 1]* W 2] , /3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⑧보의 다양성 중 다양한 ⑧보를 ⑨공하고 * %

있다 ⑧보의 생동감 중 ⑨공하는 ⑧보를 보면 숙박 서비스를 상상할 수 %* %

있다 ⑧보의 용이성 중 내  원하는 ⑧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 % %

하의 공통분산성 값이 기준치보다 낮게 나타나 이 개 문항을 ⑨외시킨 후1

에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최종③인 요인분석 결과 호스트 ⑧보품질, * 

의 하위차원은 ⑧보의 오락성 신뢰성 ③시성 다양성 용이성 생동감으로 * * * * * 

구성되었으며 개 요인의 총 설명력은 로 충분한 수준의 설명력을 4 55,47%

 지고 있었다, 

⑧보품질의 하위차원의 신뢰도를 검⑧하기 위하여 각 하위차원을 측⑧한    

문항들 간의 내③일관성을 살펴본 결과 오락성의 값이 * Ckhg[Zca%l w

신뢰성의 값은 ③시성의 값은 .,57/* Ckhg[Zca%l .,576* Ckhg[Zca%l w w

로 신뢰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⑧보의 다양성 ⑧보의 용이성 ⑧보.,633 , * * 

의 생동감도 값은 로 높게 나타나 측⑧도Ckhg[Zca%l .,542* .,57/* .,542w

구의 신뢰도에는 문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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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호스트 ⑧보품질 측⑧도구의 타당도 분석 W 1 ]

변

수 

문항 요인

/

요인

0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4

⑧

보

품

질

오

락

성

⑧보는 재미있다, .,61 .,/4 .,.4 .,/. .,/1 .,/5

⑧보는 내 생활에 즐거움을 준다, .,62 .,0/ .,/0 .,/6 .,.1 .,/1

⑧보는 내 호기심을 자극한다, .,54 .,.1 .,/7 .,/4 .,1. +.,.1

신

뢰

성

⑧보는 신뢰할만하다, .,/2 .,50 .,1/ .,1/ .,0/ +.,.4

⑧보는 ⑧확하다, .,/5 .,57 .,00 .,/3 .,/0 .,/4

⑧보는 ⑧직하게 작성되었다, .,/2 .,5/ .,0/ .,/2 .,.5 .,1/

③

시

성

최신의 ⑧보를 ⑨공하고 있다, .,/. .,1/ .,55 .,/0 .,/2 .,.4

신속하고 지속③으로

업데이트  된다,
.,/5 .,/2 .,6. .,/0 .,.6 .,10

⑧보는 시의③⑤하게 ⑨공된다, .,/2 .,1. .,44 .,07 .,00 .,.1

다
양
성

충분한 양의 ⑧보를 ⑨공하고 있다, .,02 .,06 .,0. .,55 .,/3 .,/4

게시한 ⑧보내용이 충분하다, .,0. .,00 .,0/ .,6. .,00 .,02

용
이
성

설명이 이해하기 쉽다, .,03 .,/3 .,0. .,01 .,61 .,./

읽기 쉬운 형태로 되어있다, .,/5 .,/5 .,/3 .,/1 .,54 .,2.

생
동
감

⑧보는 구체③이다, .,02 .,/3 .,02 .,23 .,/3 .,41

⑧보는 사실③이다, .,/. .,2. .,01 .,01 .,1/ .,41

고유값              4,77 /,27 .,76 .,64 .,52 .,4.

요인별 설명력         /3,4 /3,/ /2,2 /0,3 //,1 6,52

총 설명력            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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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호스트 ⑧보품질 측⑧도구의 신뢰도 분석 W 2 ]

공유숙박 플랫폼 정보품질의 타당도 및 신o도 분석())  

공유숙박 플랫폼 ⑧보품질에 대한 타당도과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W 3]* 

표 과 같다 총 개의 공유숙박 플랫폼 ⑧보품질의 문항으로 요인분석W 4] , /3 

을 한 결과에는 ⑧보의 다양성 중 다양한 ⑧보를 ⑨공하고 있다 ⑧보의 % %* 

생동감 중 ⑨공하는 ⑧보를 보면 숙박 서비스를 상상할 수 있다 ⑧보의 % %* 

용이성 중 내  원하는 ⑧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문항의 공통분산% %

성이 기준치보다 낮게 나타나 이들 문항은 삭⑨하였다 최종 요인분석 결과, * 

공유숙박 플랫폼 ⑧보품질의 하위차원은 ⑧보의 오락성 신뢰성 ③시성 다* * * 

양성 용이성 생동감으로 구분되었으며 개 요인의 총 설명력은 로 * * 4 56,4/%

충분한 수준의 설명력을  지고 있었다 ⑧보의 오락성에 대해 개 문항으, 1 

로 측⑧하여 문항간의 값이 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높Ckhg[Zca%l .,62/w

은 편이었고 ⑧보의 신뢰성도 문항간의 값이 로 신뢰할 * Ckhg[Zca%l .,605w

만한 수준이었다 ⑧보의 ③시성의 경우 측⑧문항간의 값이 , Ckhg[Zca%l w

변수 문항 수  Ckhg[Zca%l w 

호스트 ⑧보 오락성 1 .,606

호스트 ⑧보 신뢰성 1 .,576

호스트 ⑧보 ③시성 1 .,57/

호스트 ⑧보 다양성 0 .,633

호스트 ⑧보 용이성 0 .,57/

호스트 ⑧보 생동감 0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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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다양성의 값이 ⑧보 용이성의 .,6/3 Ckhg[Zca%l .,572* w

값이 ⑧보의 생동감의 값이 로 신Ckhg[Zca%l .,556* Ckhg[Zca%l .,54/w w

뢰도에는 문⑨  없었다,  

표 공유숙박 플랫폼 ⑧보품질 측⑧도구의 타당도 분석 W 3 ]

변
수 

문항 요인
/

요인
0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⑧
보
품
질

오
락
성

⑧보는 재미있다, .,6/ .,03 .,.6 .,.3 .,// .,/7

⑧보는 내 생활에 즐거움을 
준다,

.,64 .,/7 .,/2 .,/. .,/1 .,.7

⑧보는 내 호기심을 자극한
다,

.,54 .,.5 .,/6 .,14 .,/1 .,.1

신
뢰
성

⑧보는 신뢰할만하다, .,/5 .,6. .,/4 .,/0 .,/3 .,/6

⑧보는 ⑧확하다, .,03 .,55 .,02 .,0/ .,/7 .,.7

⑧보는 ⑧직하게 작성되었
다,

.,/3 .,44 .,13 .,01 .,/1 .,/6

③
시
성

최신의 ⑧보를 ⑨공하고 있
다,

.,/7 .,06 .,51 .,.7 .,00 .,/7

신속하고 지속③으로 업데이
트  된다,

.,.4 .,/3 .,61 .,/3 .,02 .,/6

⑧보는 시의③⑤하게 ⑨공된
다,

.,06 .,12 .,41 .,03 .,.1 .,/5

용
이
성

설명이 이해하기 쉽다, .,/7 .,00 .,/5 .,60 .,0. .,/1

읽기 쉬운 형태로 되어있다, .,01 .,01 .,/6 .,50 .,/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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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유숙박 플랫폼 ⑧보품질 측⑧도구의 신뢰도 분석  W 4 ]

소비자 정보품질의 타당도 및 신o도 분석(3)  

마지막으로 소비자  ⑨공하는 ⑧보에 대한 ⑧보품질의 타당도과 신뢰    

도 검증 결과는 표 표 과 같다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이 ⑨W 5]* W 6] , 

변수 문항 수  Ckhg[Zca%l w 

오락성 1 .,62/

신뢰성 1 .,605

③시성 1 .,6/3

용이성 0 .,556

다양성 0 .,572

생동감 0 .,54/

다

양

성

충분한 양의 ⑧보를 ⑨공하

고 있다, 

.,/7 .,0. .,04 .,00 .,60 .,.2

게시한 ⑧보내용이 충분하

다,

.,/4 .,/6 .,/4 .,/4 .,53 .,17

생
동
감

⑧보는 구체③이다, .,/2 .,/4 .,03 .,0. .,16 .,50

⑧보는 사실③이다, .,0/ .,12 .,11 .,05 .,.5 .,47

고유값               5,06 /,16 /,.. .,6/ .,51 .,37

요인별 설명력           /4,. /3,1 /2,6 //,3 //,0 7,6

총 설명력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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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있는 ⑧보품질을 평 하는 개의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3 

결과 ⑧보의 다양성 중 다양한 ⑧보를 ⑨공하고 있다 ⑧보의 생동감 중 * % %* %

⑨공하는 ⑧보를 보면 숙박 서비스를 상상할 수 있다 ⑧보의 용이성 중 %* %

내  원하는 ⑧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항의 공통분산성 값이 기%

준치보다 낮게 나타나 이 개 문항을 ⑨외시킨 후에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1

하였다 최종③인 요인분석 결과 소비자 ⑧보 품질의 하위요인은 ⑧보의 오, * 

락성 신뢰성 ③시성 다양성 용이성 생동감의  지 차원으로 추출되었으* * * * * 4

며 개 하위차원의 총 설명력은 로 충분한 수준의 설명력을  지고 4 55,/.%

있었다 측⑧도구의 신뢰도를 검⑧하기 위하여 측⑧문항들 간의 내③일관성, 

을 살펴본 결과 ⑧보의 오락성의 값이 ⑧보의 신뢰성* Ckhg[Zca%l .,6..* w

의 값이 ⑧보의 ③시성의 값이 로 Ckhg[Zca%l .,577* Ckhg[Zca%l .,537w w

나타나 신뢰도에는 문⑨  없었다 또한 ⑧보의 다양성의 값, * Ckhg[Zca%l w

이 로 높게 나타났으며 ⑧보의 용이성은 ⑧보의 생동감은 .,6/1 * .,572* 

로 측⑧도구의 신뢰도는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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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소비자 ⑧보품질 측⑧도구의 타당도 분석            W 5 ]

변
수 

문항 요인
/

요인
0

요인
1

요인2 요인
3

요인
4

   
 

⑧
보

품
질

오
락
성

⑧보는 재미있다, .,5/ .,01 .,00 .,// .,07 .,.7

⑧보는 내 생활에 즐거움
을 준다,

.,61 .,.4 .,// .,03 .,/6 .,.4

⑧보는 내 호기심을 자극
한다,

.,57 .,/. .,.6 .,// +.,.
.1

.,1/

신
뢰
성

⑧보는 신뢰할만하다, .,/0 .,53 .,12 +.,.0 .,/7 .,/7

⑧보는 ⑧확하다, .,.3 .,6/ .,/7 .,/4 .,/. .,/7

⑧보는 ⑧직하게 작성되
었다,

.,01 .,5/ .,/1 .,06 .,0/ .,.2

③
시
성

최신의 ⑧보를 ⑨공하고 
있다,

.,/5 .,01 .,47 .,// .,14 .,.4

신속하고 지속③으로 업
데이트  된다,

.,// .,/7 .,60 .,/6 .,/. .,.6

⑧보는 시의③⑤하게 ⑨
공된다,

.,/1 .,0/ .,47 .,/6 .,.1 .,04

다
양
성

충분한 양의 ⑧보를 ⑨공
하고 있다, 

.,03 .,/5 .,0/ .,60 .,.3 .,/3

게시한 ⑧보내용이 충분
하다,

.,/6 .,/6 .,0. .,57 .,04 .,/7

생
동
감

⑧보는 구체③이다, .,/6 .,/0 .,/7 .,10 .,56 .,/6

⑧보는 사실③이다, .,/7 .,1/ .,/4 .,.0 .,57 .,0/

용 설명이 이해하기 쉽다, .,1. .,/7 .,/5 .,/0 .,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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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소비자 ⑧보품질 측⑧도구의 신뢰도 분석 W 6 ]

 

소비자 정보 만족도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o도 분석(4) 

 

소비자 ⑧보 만족도에 대한 타당도과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와 같    W 7]

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⑧보 만족도를 실용③인 측면과 쾌락③인 측면에, 

서 살펴보고 있는데 소비자 ⑧보 만족도를 측⑧하고 있는 총 개의 소비* 6 

자 ⑧보 만족도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 ⑧보 만족도* 

는 실용③ 만족도와 쾌락③ 만족도의 두  지 차원이 추출되었으며 개 요* 0

이
성

읽기 쉬운 형태로 되어있
다,

.,/0 .,/5 .,/4 .,0. .,/4 .,61

고유값              4,30 /,20 /,.. .,71 .,64 .,61

요인별 설명력          /2,5 /2,2 /1,6 //,3 //,2 //,1

총 설명력            55,/.

변수 문항 수  Ckhg[Zca%l w 

소비자 ⑧보 오락성 1 .,6..

소비자 ⑧보 신뢰성 1 .,577

소비자 ⑧보 ③시성 1 .,537

소비자 ⑧보 다양성 0 .,6/1

소비자 ⑧보 생동감 0 .,555

소비자 ⑧보 용이성 0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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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총 설명력은 로 충분한 수준의 설명력을  지고 있었다 ⑧보43,/4% , 

의 실용③ 만족도를 구성하고 있는 개 문항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 

내③일관성을 살펴본 결과 이들 문항간의 값이 로 나타* Ckhg[Zca%l .,6/2w

나 신뢰도  높은 편이었으며 ⑧보의 쾌락③ 만족도를 측⑧하는 개 문*  2 

항에 대한 내③일관성도 값이 로 높았다Ckhg[Zca%l .,6/5 ,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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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소비자 ⑧보만족도 측⑧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W 7 ]

변
수 

문항 요인/ 요인0

⑧
보
만
족
도

쾌락③ 
만족

공유숙박에 대한 ⑧보를 탐색하는 과⑧은 
④반③으로 즐거웠다,

.,505 .,105

공유숙박에 대한 ⑧보를 탐색하는 · 
대신에 할 수 있었던 다른 일들과 비교 
해보더라도 즐거웠다,

.,570 .,/5/

공유숙박에 대한 ⑧보를 탐색하는 과⑧은 
그 자체로서 즐거웠다,

.,6.. .,017

공유숙박에 대한 ⑧보를 탐색하는 동안 
홍미로움을 느꼈다, 

.,423 .,234

 Ckhg[Zca%l w .,6/2

실용③ 
만족

공유숙박에 대한 ⑧보를 탐색하는 과⑧을 
통해 원하던 ⑧보를 얻을 수 있었다,

.,/72 .,6.3

공유숙박에 대한 ⑧보를 탐색하는 과⑧은 
효율③이었다,

.,/7/ .,541

공유숙박에 대한 ⑧보를 탐색하는 과⑧은 
내게  치 있고 중요한 ⑧보를 
⑨공해주었다,

.,2./ .,5//

공유숙박에 대한 ⑧보를 탐색하는 과⑧은 
합리③인 ⑨품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

.,127 .,5/0

 Ckhg[Zca%l w .,6/5

고유값 2,1. .,7/

요인별 설명력 11,.3 10,//

총 설명력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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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유숙박 서비스에서 소비자들이 획득하는 ⑧보의 품질    

이 공유숙박에 대한 ⑧보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

하여 최근 년 이내 에어비앤비에서 ⑧보를 탐색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

대 소비자를 조사대상으로 선⑧하였다 본 조사 실시에 앞서 년 0.+3. , 0./6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대 소비자들 명을 대상으/. /7 /. 01 2 0.t3. 5/

로 ④문업체 엠브레인 에 의뢰하여 예비조사를 &ammi8--ppp,ef[kZbg,chf'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실시 목③은 소비자 ⑧보품질에 대한 평  척도의 , 

신뢰성 및 문항의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한 ·이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측⑧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⑧하고 문항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하여 모형을 확⑧하는 과⑧을 거쳤으며 ③⑤하지 못한 문항을 삭⑨하고 문* * 

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수⑧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0./6 // /. // /7

일간 진행되었으며 설문의 ⑧확성 및 응β률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리서7 * 

치 ④문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최종③으로 수집된 , 

부의 유효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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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응β을 통계③으로     PMPP 

분석하였다 연구문⑨를 검증하기 위해 구체③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 

같다, 

첫째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의 인구통계학③ 특성을 파악하고   * 

공유숙박 서비스 이용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둘째 공유숙박 서비스 ⑧보품질 및 만족도의 요인을 분석하여 하위, * 

차원을 규명하고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척도

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공유숙박 서비, * 

스 ⑧보품질 소비자의 ⑧보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와 일원* m+melm

분산분석 를 실시하고 사후분석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KLS>' AngcZg , 

마지막으로 소비자 특성 및 공유숙박 ⑧보품질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절 조사대상자의 특성4 

조사대상자의 인구통I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총 명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③ 특성은 아   11.

래의 표 과 같다 구체③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명W /.] , * /44 &3.,1%'* 



-41-

여성이 명 이며 연령은 대  명 대  명/42 &27,5%' * 0. 6. &02,0%'* 1. 66

대  명 대  명 으로 표집되었다 교육&04,5%'* 2. 61 &03,0%'* 3. 57 &01,7%' , 

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명 으로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027 &53,3%'

으며 결혼 여부는 기혼이 명 미혼이 명 기타  * /63 &34,/%'* /15 &2/,3%'* 6

명 로 기혼이 미혼이나 기타보다 조금 더 많았다 기혼인 조사대상자&0,2%' , 

들을 대상으로 자녀수를 측⑧하였으며 자녀  명인 경우  로  장 * 0 24,3%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자녀 명만 있는 경우  자녀  없는 경우* / 14,0%* 

  자녀 명 및 명이상 있는 경우  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2%* 1 1 3,7% ,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시 단위 중소도시 개 * 4

광역시 군 단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직업은 직업이 있는 경우  표본의 약 를 차지하고 있었고 종사상   6.% *  

지위는 상용근로자  명으로 ④체 응β자의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001 45,4%

무직 기타의 경우는 명 자영업자 명 임시 일용근로자 - 44 &0.%'* 05 &6,0%'* - /2

명 로 나타났다&2,0%' , 

④체 조사대상자들의 월평균  구소득이 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410,6

나라의 평균 소득수준에 비하여 소득 수준은 높았다 월평균  구 소득의 , 

경우 만원 이상인 경우  명 으로  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 33. /41 &27,2%'

로는 만원 만원인 경우  명 만원 이하인 경우 13. t33. /.0 &1.,7%'* 13. 43

명 의 순으로 나타났다 ④체 응β자의 하루 평균 여 시간은 시&/7,5%' , 2,76

간으로 나타났으며 시간 이하  명으로 시간이 명으로 1 /1. 17,2%* 2+4 /1/

시간 이상이 명으로 로 나타났다17,5%* 4 47 0.,7% ,



-42-

표 공유숙박을 이용한 소비자의 인구통계학③ 특성 W /.  ]      

항목 구분 빈도(%) 항목 구분 빈도(%)

성별

남성 /44
3.,1（ ）

직업

있음 040&57,2'

여성 /42
27,5（ ） 없음 46&0.,4'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0&1,4'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001&45,4'

대학 재학 01&5,.' 자영업자 05&6,0'

대학교 졸업 027&53,3' 임시일용근로자- /2&2,0'

대학원 재학 4&/,6' 무직 기타- 44&0.,.'

대학원 졸업 이상 2.&/0,/'

결혼여 

미혼 /15&2/,3'

연령

만 세0.t07 6. 02,0（ ） 기혼 /63&34,/'

만 세1.t17 66 04,5（ ） 기타 6&0,2'

만 세2.t27 61 03,0（ ）
S혼

응]자의
자녀 수 

t((8, )

명. 0/&//,2'

만 세3.t37 57 01,7（ ） 명/ 45&14,0'

월 평균 
D인 
소득
만원( )

만원 이하 0.. 4/ /6,3（ ） 명0 64&24,3'

만원 0..t2.. /45
3.,4（ ）

명 및 이상1 //&3,7'

만원 초과2.. /.0
1.,7（ ） 하루 평균

여가 시간
시간( )

시간.+1 /1.
17,2（ ）

중앙값 1..,.. 시간2+4 /1/ 17,5（ ）

평균 표준편차& ' 150,3.
&043,7' 시간 이상4 47 0.,7（ ）

월 평균 
가구 
소득
만원( )

만원 이하13. 43 /7,5（ ） 평균 표준편차& ' 2,76&1,31'

만원 13.+33. /.0 1.,7（ ）

거주지

서울특별시 /06&16,6'

만원 초과33. /41
27,2（ ） 개 광역시 4 7/&05,4'

중앙값 323,.. 시 단위 중소도시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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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서비스 관련 특). 성

소비자들이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지고 있는지 공   * 

유숙박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대표③인 공유숙박 서비스인 에

어비앤비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③으로 살펴보면 숙박지역 숙박예산, * * * 

숙박시간 소비자의 ⑧보탐색 시간 공유숙박 서비스 이용빈도와 에어비앤비* * 

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태도 안④지향* 

성 등을 살펴보았다, 

공유숙박 서비스 이용에 관련 특성(() 

공유숙박 서비스 이용에 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숙박지역 숙박예   * 

산 숙박시간 소비자의 ⑧보탐색 시간 공유숙박 서비스 이용빈도에 대하여 * * * 

조사하였다 표 ④체 응β자 중에서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 & //', 

있는 명 소비자에게 질문을 하였다 구체③으로 살펴보면 숙박지역은 104 , * 

아시아인 경우  명 으로  장 많았으며 국내  명 유/61 &33,3%' 45 &0.,1%'* 

평균 표준편차& ' 410,6
&275,1'

군 단위 3&/,3'

 I   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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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이 명 북미  명 기타  면 으로 순이었다26 &/2,3%'* /2 &2,0%'* /2 &2,0%' , 

즉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아시아 여행의 숙박지역을 ⑧할 때 특히 공유숙박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을 알 수 있다 ④체 응β자  평균 하루 숙박 , 

예산은 만원 ⑧도였으며 만원이 명 으로  장 많은 /2,16 /.+0. /25 &23,/%'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만원 초과인 경우  명으로 만원 0. 7. 05,4%* /. 

이하인 경우  명 으로 나타났다 숙박기간의 경우 박이 67 &05,1%' , 1+5 51%* 

박 이하  박 이상이 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은 숙소를 1 /5%* 5 6,6% , * 

잡기 위하여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때 평균③으로 총 분 ⑧도를 탐54

색하는 ·으로 나타났으며 약 의 소비자  분 ⑧도 ⑧보탐색* 2/,0% 1/+4.

을 한다고 응β하였고 는 분 ⑧도 공유숙박 서비스를 탐색한다* 06,6% .+1.

고 응β하였다 반면 시간 이상 ⑧보 탐색을 한다고 응β한 소비자도 , / 1.%

나 차지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지난 년 동안 월평균 회 ⑧도 공유숙, / /,.0

박 서비스를 이용하는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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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유숙박 서비스 이용에 관련 특성 W //  ]   

              K;104

                  

항목 구분 빈도(%)

숙박지역 

국내 45 0.,1（ ）

아시아 한국 ⑨외& ' /61 33,3（ ）

유럽 26 /2,3（ ）

북미 /2 2,0（ ）

기타 /2&2,0'

하루 숙박 예산 
원( )

만원 이하/. 67&05,1'

만원 이하/.+0. /25&23,/'

만원 이상0. 7.&05,4'

평균 표준편차& ' /21*6/7,.0 &/.7*7/.,52'

 

숙박S간
박( ) 

박 이하1 34&/5,.'

박 1+5 02/&51,.'

박 이상5 07&6,6'

평균 표준편차& ' 2,01&0,76'

탐색시간

분.+1. 73 06,6（ ）

분 1/+4. /14 2/,0（ ）

분 이상4. 77 1.,.（ ）

평균 표준편차& ' 53,60&41,/）

이용빈도

월 회 미만/ /41 27,2（ ）

월 회/+0 /16 2/,6（ ）

월 회 이상1 07 6,6（ ）

평균 표준편차& '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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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특성                                ()) 

                  

공유숙박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의 공유   

숙박에 대한 지식 공유숙박에 대한 태도 안④지향성에 살펴보았다 표 * * & /0', 

구체③으로 살펴보면 공유숙박 지식의 경우 평균이 ⑥이었는데 이를 * 1,54 * 

통해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지를 높일 필요성이 ⑨기되었다 공, 

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태도의 경우 평균이 ⑥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1,4.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하여 긍⑧③인 태도를  지고 있

는 ·으로 판단되었다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안④지향성, 

을 살펴본 결과 평균이 ⑥으로 높은 편이었다*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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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유숙박에 관련 소비자 특성 W /0  ]        

         K;11.

항목 구분 평균(63) 7otal
(63)

공유
숙박 
지식

나는 에어비앤비  무엇인지 알고 있다, 2,01&,45'

1,54
&,35'

나는 에어비앤비와 일반 숙박의 차이를 알고 있
다,

2,/.&,52'

나는 에어비앤비의 이용방법을 알고 있다, 2,/0&,47'

나는 에어비앤비의 결⑨방법을 알고 있다,ﾠ 2,//&,50'

나는 에어비앤비의 취소방법을 알고 있다, 1,6.&,65'

나는 에어비앤비의 피해보상규칙을 알고 있다,ﾠ 1,.4&/,.'

나는 에어비앤비 이용과⑧에서 문⑨와 분①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 ﾠ

0,7.&,74'

공유
숙박 
대한 
태도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 바람직한 행
동이다,

1,40&,5.'

1,4.
&,4/'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  치있는 행
동이다,

1,36&,46'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 현명한 행동
이다,

1,37&,50'

  

안전
지향성

나는 숙박지를 선택할 때 시설 안④ 방화시설& * 
건물 존재여부 등 을 중요하게 여긴다ccmo ' , 

1,57&,66'

2,.4
&,43'

나는 숙박지를 선택할 때 인위③인 위해  능성
몰래카메라 범죄 등 이 없는 ·을 중요하게 여& * '

긴다,  

2,/5&,6.'

나는 숙박지를 선택할 때 해당 지역의 안④ 여
부 치안 및 발달 ⑧도 등 를 중요하게 여긴다& '

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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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결과 4 

본 장에서는 앞서 ⑨시한 연구문⑨를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⑨시하였다   , 

⑨ ⑤에서는 / 공유숙박 서비스에서 소비자들이 획득하고 있는 각 ⑧보 ⑨

공 주체의 ⑧보품질을 살펴보고 ⑧보품질이 ⑧보 ⑨공주체에 따라 어떤 차* 

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각 ⑧보주체의 ⑧보품질에 따라 각 ⑧보주체의 

중요도와 활용도  어떤 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⑨ ⑤에서는 ⑧보 ⑨, 0 

공 주체별로 ⑧보품질이 ⑧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 절 공유숙박 서비스의 정보품질( 

공유숙박 서비스 정보 제공 주체별의 정보품질(. 

공유숙박 서비스에서 획득하는 ⑧보는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⑨공하는 ⑧   

보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 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 * 

⑨공하는 ⑧보로 구분할 수 있다 공유숙박 ⑧보 ⑨공주체별로 ⑧보품질을 , 

살펴보기 위하여 각 ⑧보주체별 ⑨공하는 ⑧보품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

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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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가 제공한 정보의 품질(() 

호스트  ⑨공한 ⑧보품질의 ④반③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앞에서 도   

출한 개 하위 차원을 중심으로 각 ⑧보품질의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4 

비교하였다 표 소비자는 모든 ⑧보 품질에 대하여 ⑥ 이상으로 긍⑧& /1', 1

③으로 평 하고 있었고 그 중 ⑧보의 신뢰성 오락성 생동감 다양성보다 * * * * 

⑧보의 용이성과 ③시성에 대하여 더 긍⑧③으로 평 하고 있었다 특히 소, 

비자들은 공유숙박 플랫폼 ⑧보의 용이성 평균 표준편차 과 ③& ;1,3/* ;.,46'

시성 평균 표준편차 에 대하여 높게 평 하는 ·으로 보아 소비& ;1,22* ;.,41'

자들은 호스트  ⑨공한 공유숙박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설명이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호스트  ⑨공되는 * 

⑧보  시의③⑤하게 지속③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평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속성에 대한 ⑧보품질은 신뢰성 생동감 , 1,03&,43'* 

오락성 와 다양성 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1,02&,47'* 1,02&,52' 1,01&,55' * 

⑧보의 신뢰성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다. 와 % %제공하는 정보는 정
직하게 작성되었다 . 와 ⑧보의 오락성 중에 % %게시된 ⑧보는 내 생활에 즐

거움을 준다, 와 다양성 중에 % %게시된 정보 내용이 충분하다. 라는 문항의 % 

경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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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호스트  ⑨공한 ⑧보의 품질 W /1  ]

변수 문항 평균
(SD)

Total
(SD)

호
스
트

⑧
보
품
질

용이성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에 대한 설명이 이해하기 쉽다. 1,3.&,53'

1,3/
&,46'제공하는 정보는 읽기 쉬운 형태로 되어있다. 1,3/&,53'

적시성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21&,5.'

1,22
&,41'

제공하는 정보들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1,2.&,60'

정보는 시의적절하게 제공된다. 1,26&,50'

생동감
정보는 구체적이다. 1,04&,55'

1,02
&,47'정보는 사실적이다. 1,02&,53'

 신뢰성
나타난 정보는 신뢰할만하다. 1,12&,54'

1,03
&,43'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다. 1,0/&,54'

제공하는 정보는 정직하게 작성되었다 . 1,/7&,56'

 
오락성

게시된 ⑧보는 재미있다, 1,/6&,62'

1,02
&,52'

게시된 ⑧보는 내 생활에 즐거움을 준다, 1,/4&,65'

게시된 ⑧보는 내 호기심을 자극한다, 1,16&,64'

 다양성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05&,6/'
1,01
&,55'게시된 정보 내용이 충분하다.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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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플랫폼에서 제공한 정보의 품질())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⑨공된 ⑧보품질의 ④반③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앞에서 도출한 개 하위 차원을 중심으로 각 ⑧보품질의 항목별 평균과 4 

표준편차를 비교하였다 표 소비자는 모든 ⑧보 품질에 대하여 ⑥ 이& /2', 1

상으로 긍⑧③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중 ⑧보의 신뢰성 오락성 생동감* * * * 

다양성보다 ⑧보의 용이성과 ③시성에 대하여 더 긍⑧③으로 평 하고 있었

다 특히 소비자들은 공유숙박 플랫폼 ⑧보의 용이성 평균 표준편차, & ;1,36* 

과 ③시성 평균 표준편차 에 대하여 높게 평 하고 있었;.,45' & ;1,31* ;.,40'

는데 소비자들은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⑨공된 공유숙박 서비스의 사용에 대

한 설명이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공유숙박 플랫폼이 ⑨공되는 ⑧보도 시의③⑤하게 지속③* 

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평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⑧보의 나머지 , 

품질은 신뢰성 생동감 다양성  오락성 1,15&,45'* 1,14&,47'* 1,14&,5.'* 

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밖에도 ⑧보의 오락성 중에 1,1/&,52' * %게시된 ⑧보

는 내 생활에 즐거움을 준다, 와 % %게시된 ⑧보는 재미있다, 라는 문항의 경% 

우 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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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유숙박 플랫폼이 ⑨공한 ⑧보의 품질 W /2  ]

변수 문항 평균
(SD)

Total
(SD)

공
유
속
박
플
랫
폼
⑧
보
품
질

 
용이성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에 대한 설명이 이해하기 쉽다. 1,34&,51'
1,36
&,45'제공하는 정보는 읽기 쉬운 형태로 되어있다. 1,37&,52'

적시성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33&,46'

1,31
&,40'

제공하는 정보들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1,27&,54'

정보는 시의적절하게 제공된다. 1,32&,52'

생동감
정보는 구체적이다. 1,12&,54'

1,14
&,47'정보는 사실적이다. 1,15&,55'

 
신뢰성

나타난 정보는 신뢰할만하다. 1,24&,53'

1,15
&,45'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다. 1,1/&,56'

제공하는 정보는 정직하게 작성되었다 . 1,12&,57'

 
오락성

게시된 ⑧보는 재미있다, 1,05&,61'

1,1/
&,52'게시된 ⑧보는 내 생활에 즐거움을 준다, 1,04&67'

게시된 ⑧보는 내 호기심을 자극한다, 1,16&,62'

 
다양성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20&,52'
1,14
&,5.'게시된 정보 내용이 충분하다.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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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의 품질(3) 

소비자  ⑨공한 ⑧보품질의 ④반③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앞에서 도   

출한 개 하위 차원을 중심으로 각 ⑧보품질의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4 

비교하였다 표 소비자는 모든 ⑧보 품질에 대하여 ⑥ 이상으로 긍⑧& /3', 1

③으로 평 하고 있었고 그 중 ⑧보의 신뢰성 오락성 다양성보다 ⑧보의 * * * 

용이성 ③시성과 생동감에 대하여 더 긍⑧③으로 평 하고 있었다 특히 * ,  

소비자들은 공유숙박 플랫폼 ⑧보의 생동감 평균 표준편차 과 & ;1,41* ;.,52'

③시성 평균 표준편차 에 대하여 높게 평 하는 ·으로 보아 소& ;1,4/* ;.,44'

비자들은 소비자  ⑨공한 공유숙박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설명이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소비자  ⑨공* 

되는 ⑧보도 시의③⑤하게 지속③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평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⑧보의 나머지 품질은 용이성 신뢰성 , 1,37&,50'* 

오락성 과 다양성 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1,33&,43'* 1,24&,45' 1,13&,53' * 

⑧보의 다양성 중에 %게시된 정보 내용이 충분하다. 와 % %충분한 양의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라는 문항의 경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소비자 ⑧보의 % 

다양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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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소비자  ⑨공한 ⑧보의 품질 W /3 ]

변수 문항 평균
(SD)

Total
(SD)

소
비
자

⑧
보
품
질

 
용이성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에 대한 설명이 이해하기 쉽다. 1,36&,6.'
1,37
&,50'제공하는 정보는 읽기 쉬운 형태로 되어있다. 1,37&,54'

적시성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46&,5.'

1,4/
&,44'

제공하는 정보들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1,37&,55'

정보는 시의적절하게 제공된다. 1,33&,53'

생동감
정보는 구체적이다. 1,36&,6.'

1,41
&,52'정보는 사실적이다. 1,47&,61'

 
신뢰성

나타난 정보는 신뢰할만하다. 1,4/&,55'

1,33
&,43'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다. 1,30&,55'

제공하는 정보는 정직하게 작성되었다 . 1,30&,56'

 
오락성

게시된 ⑧보는 재미있다, 1,31&,60'

1,24
&,45'게시된 ⑧보는 내 생활에 즐거움을 준다, 1,13&,60'

게시된 ⑧보는 내 호기심을 자극한다, 1,3.&,63'

 
다양성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15&,61'
1,13
&,53'게시된 정보 내용이 충분하다.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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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주체에 따른 공유숙박 서비스 정보품질의 차이 ). 

공유숙박 서비스에서 획득하는 ⑧보는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⑨공하는 ⑧   

보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 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 * 

⑨공하는 ⑧보로 구분할 수 있다 공유숙박 ⑧보품질이 ⑧보 ⑨공주체별로 , 

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⑧보주체별 ⑨공하는 ⑧보품질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또한 ⑧보 ⑨공주체별 ⑧보품질에 유의한 차이, *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검⑧을 실시하였다 표 표 m & /4+/* 

/4+0',

첫째 소비자  ⑨공하는 ⑧보의 ③시성의 평균은 ⑥ 공유숙박    * 1,4/&,44' * 

플랫폼에서 ⑨공하는 ⑧보의 ③시성의 평균은 ⑥ 호스트  ⑨공하1,31&,40' * 

는 ⑧보 ③시성의 평균은 ⑥으로 나타났다 이들 간에 유의한 차이1,22&,41' ,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⑨m+melm * 

공하는 ⑧보의 ③시성은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⑨공하는 ⑧보의 ③시성보다 

유의수준 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⑨공하는 ⑧보.,.3 * 

의 ③시성은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의 ③시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났다, 

즉 소비자들은 소비자  ⑨공하는 후기 등의 ⑧보의 ③시성을 공유숙박 플* 

랫폼이나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의 ③시성보다 높게 평 하고 있었으며*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의 ③시성이  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소비자  ⑨공하는 ⑧보의 신뢰성의 평균은 ⑥ 공유숙박    * 1,33&,43' * 

플랫폼에서 ⑨공하는 ⑧보의 신뢰성의 평균은 ⑥ 호스트  ⑨공하1,15&,45' * 

는 ⑧보 신뢰성의 평균은 ⑥으로 나타났다 이들 간에 유의한 차이1,0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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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⑨m+melm * 

공하는 ⑧보의 신뢰성은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⑨공하는 ⑧보의 신뢰성보다 

유의수준 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⑨공하는 ⑧.,../ * 

보의 신뢰성은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의 신뢰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났

다 즉 소비자들은 소비자  ⑨공하는 후기 등의 ⑧보의 신뢰성을 공유숙박 , * 

플랫폼이나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의 신뢰성보다 높게 평 하고 있었으며*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의 신뢰성이  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⑨공하는 ⑧보의 다양성의 평균은    * 1,14&,5.'

⑥ 소비자  ⑨공하는 ⑧보의 다양성의 평균은 ⑥ 호스트  ⑨공* 1,13&,53' * 

하는 ⑧보 다양성의 평균은 ⑥으로 나타났으며 대응표본 를 1,01&,55' * m+melm

결과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⑨공하는 ⑧보의 다양성과 소비자  ⑨공하는 * 

⑧보의 다양성에는 통계③으로 유의한 차이  없었다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 

⑨공하는 ⑧보의 다양성은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의 다양성보다 유의수준 

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즉 소비자들은 소비자와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 , * 

⑨공하는 ⑧보의 다양성에 대하여 높게 평 하고 있었으며 호스트   장 * 

다양한 ⑧보를 ⑨공함에도 불구하고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의 다양성에 대

하여서는 상대③으로 낮게 평 하였다 다양한 ⑧보에 대한 요구된다, , 

넷째 소비자  ⑨공하는 ⑧보의 오락성의 평균은 ⑥ 공유숙박    * 1,24&,45' * 

플랫폼에서 ⑨공하는 ⑧보의 오락성의 평균은 ⑥ 호스트  ⑨공하1,1/&,52' * 

는 ⑧보 오락성의 평균은 ⑥이었는데 대응표본 결과 소비1,02&,52' *  m+melm * 

자  ⑨공하는 ⑧보의 오락성은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⑨공하는 ⑧보의 오락

성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⑨공하는 ⑧보의 오락성과 *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의 오락성 간에는  유의한 차이  없었다 즉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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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소비자  ⑨공하는 후기 사진 등의 ⑧보의 오락성을 공유숙박 플랫* 

폼이나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의 오락성보다 높게 평 하고 있었다, 

다섯째 소비자  ⑨공하는 ⑧보의 용이성의 평균은 ⑥ 공유숙   * 1,37&,50' * 

박 플랫폼에서 ⑨공하는 ⑧보의 용이성의 평균은 ⑥ 호스트  ⑨1,36&,45' * 

공하는 ⑧보 용이성의 평균은 ⑥으로 나타났다 이들 간에 유의한 1,3/&,46' , 

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m+melm * 

⑨공하는 ⑧보의 용이성과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⑨공하는 ⑧보의 용이성은 

통계③으로 유의한 차이  없는 ·으로 나타났다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⑨, 

공하는 ⑧보의 용이성은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의 용이성보다 유의수준 

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즉 소비자들은 소비자와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3 , * 

⑨공하는 ⑧보의 용이성에 대하여 높게 평 하고 있었으며 호스트  ⑨공* 

하는 ⑧보의 용이성에 대하여서는 상대③으로 낮게 평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⑨공하는 ⑧보의 생동감의 평균은 ⑥ 공   1,41&,52' * 

유숙박 플랫폼에서 ⑨공하는 ⑧보의 생동감의 평균은 ⑥ 호스트  1,14&,47' * 

⑨공하는 ⑧보 생동감의 평균은 ⑥으로 나타났는데 소비자  ⑨공1,02&,47' * 

하는 ⑧보의 생동감은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⑨공하는 ⑧보의 생동감보다 유

의수준 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⑨공하는 ⑧보.,../ * 

의 생동감은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의 생동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즉 소, * 

비자들은 소비자  ⑨공하는 후기와 사진 등의 ⑧보의 생동감을 공유숙박 

플랫폼이나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의 생동감보다 높게 평 하고 있었으며*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의 생동감이  장 낮게 나타났다, 

⑧보주체별로 ⑧보품질을 비교해 본 결과 대체로 소비자들이 ⑨공하는    * 

⑧보에 대하여 높게 평 하고 있었으며 다양성과 용이성에 있어서는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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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에서 ⑨공하는 ⑧보  소비자  ⑨공하는 ⑧보와 함께  장 높

은 평 를 받았다 반면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의 경우 모든 ⑧보품질에서 , 

 장 낮게 평 되어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의 품질의 개선이 필요함을 유

추할 수 있었다, 

표 ⑧보 ⑨공주체에 따른 공유숙박 서비스 ⑧보품질의 차이 W /4 ]

(,i:.,.3 ((,i:.,./ (((,i:.,../ 

⑧보

품질
③시성 신뢰성 다양성

⑧보 
⑨공 
주체

위/ 위0 위1 위/ 위0 위1 위/ 위 0 위1 

소비
자

플랫
폼

호스
트

소비
자

플랫
폼

호스
트

플랫
폼

소비
자

호스
트

평균

&PA'

1,4/

&,44'

1,31

&,40'

1,22

&,41'

1,33

&,43'

1,15

&,45'

1,03

&,43'

1,14

&,5.'

1,13

&,53'

1,01

&,55'

값m 
    +0,0.5(    +2,573(((      .,.50

           +0,703((           +1,646(((           +1,004((

⑧보

품질
오락성 용이성 생동감

⑧보 
⑨공 
주체

위/ 위0 위1 위/ 위0 위1 위/ 위 0 위1 

소비
자

플랫
폼

호스
트

소비
자

플랫
폼

호스
트

소비
자

플랫
폼

호스
트

평균

&PA'

1,24

&,45'

1,1/

&,52'

1,02

&,52'

1,37

&,50'

1,36

&,45'

1,3/

&,46'

1,41

&,52'

1,14

&,47'

1,02

&,47'

값m 
   +1,727(((     +.,1.1    +4,60/(((
           +/,744            +0,/1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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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주체별 정보품질에 따른 정보의 중요도과 활3. 
용도의 차이 
   

다음으로 공유숙박 서비스 ⑧보 ⑨공주체별로 ⑧보의 중요도와 활용도의    

수준을 살펴보고 각 ⑧보주체의 ⑧보품질에 따른 각 ⑧보 ⑨공주체의 중요

도와 활용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각 ⑧보주체의 ⑧보품질 ⑥수에 따라 응, 

β자를 ⑧렬하여 중간 에 해당하는 응β자를 ⑨외하고 각 ⑧보주체의 1.%

⑧보품질 평균 하위 인 집단과 상위 인 고집단으로 구분하였다13% 13% , 

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m+melm , 

공유숙박 서비스 정보의 중요도와 활용도(()    

공유숙박 서비스에서 탐색한 ⑧보  숙박을 결⑧하는데 얼마나 많이 활   

용되는지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표&

⑧보의 중요도의 경우에는 소비자  ⑨공하는 ⑧보의 중요도  ⑥/5', 1,64

으로 호스트 ⑧보의 중요도 ⑥ 공유숙박 플랫폼 ⑧보의 중요도 ⑥1,21 * 1,17

에 비해  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유숙박 서비스 ⑧보의 활용도의 경, 

우에도 소비자  ⑨공하는 ⑧보의 활용도  ⑥으로  장 높게 나타났1,7/

고 호스트 ⑧보의 활용도는 ⑥ 공유숙박 플랫폼 ⑧보의 활용도 ⑥* 1,33 * 1,30

이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비자들이 ⑨공하는    

후기 등의 ⑧보를  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장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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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⑨공하는 후기 등의 진실성을 확보하, 

는 ·이 매우 중요함을 유추할 수 있으며 숙박을 ⑨공하는 호스트와 공유* 

숙박 플랫폼에서 ⑨공하는 객관③인 ⑧보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러

한 ⑧보의 품질을 더욱 높일 필요  있다는 문⑨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공유숙박 서비스 ⑧보의 중요도와 활용도      W /5 ]     

        K;11.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

정보의 
중요도

숙소를 잡았을 때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
  ⑨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21&,57'

숙소를 잡았을 때 에어비앤비  ⑨공하는 
⑧보  ⑨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17&,53'

숙소를 잡았을 때 소비자  ⑨공하는 ⑧보
  ⑨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64&,55'

정보의 
활용도

숙소를 잡았을 때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
를 주로 참고해서 예약한다,

1,33&,50'

숙소를 잡았을 때 에어비앤비  ⑨공하는 
⑧보를 주로 참고해서 예약한다,

1,30&,50'

숙소를 잡았을 때 소비자  ⑨공하는 ⑧보
를 주로 참고해서 예약한다,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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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가 제공한 정보의 품질에 따른 정보의 중요도와 활용도의 차이()) 

호스트  ⑨공한 ⑧보의 품질에 따른 ⑧보의 중요도와 활용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호스트  ⑨공한 ⑧보의 품질을 높게 평 할수록 호스& /6', 

트 ⑧보의 중요도를 높게 평 하였다 이밖에도 호스트 ⑧보의 다양성을 낮, 

게 평 한 집단에서 호스트 ⑧보의 중요도를  장 낮게 평 하였다 또한 , 

호스트  ⑨공한 ⑧보의 품질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이 낮게 인식하는 집단

보다 ⑧보의 활용도를 높게 평 하였다 특히 호스트 ⑧보의 생동감을 낮게 , 

평 한 집단에서 호스트 ⑧보의 활용도를 특히 낮게 인식하였다, 

이를 통하여 호스트 ⑧보품질을 낮게 평 하는 집단이 호스트 ⑧보의 중   

요도와 활용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고 특히 소비자  의사결⑧을 함에 있어* 

서 호스트 ⑧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의 다양성과 생동감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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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호스트  ⑨공한 ⑧보의 품질에 따른 중요도과 활용도의 차이W /6 ]

((,i:.,./ (((,i:.,../ 

항

목
구분

호스트 ⑧보의 

중요도

호스트 ⑧보의 

활용도

호

스

트 

⑧

보

품

질

③시성
② &K;/.4' 1,/7&,55' 1,11&,52'

고 &K;72 ' 1,52&,54' 1,63&,45'

값m +3,/07((( +3,00.(((

신뢰성
② &K;/33' 1,01&,56' 1,2.&,54'

고 &K;//6' 1,5/&,56' 1,5/&,40'

값m +3,/06((( +1,522(((

다양성
② &K;45' 1,/.&,6.' 1,06&,52'

고 &K;73' 1,41&,55' 1,6/&,47'

값m +2,/66((( +2,4/1(((

오락성
② &K;/2.' 1,1/&,53' 1,2.&,5/'

고 &K;//6' 1,44&,60' 1,5/&,51'

값m +1,30/(( +1,247((

용이성
② &K;/01' 1,02&,51' 1,1/&,52'

고 &K;/21' 1,40&,6.' 1,57&,46'

값m +2,.25((( +3,3.0(((

생동감
② &K;4/' 1,/6&,63' 1,01&,54'

고 &K;6.' 1,47&,57' 1,54&,50'

값m +1,41((( +2,003(((



-63-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제공한 정보의 품질에 따른 정보의 중요도와 (3) 

활용도의 차이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⑨공한 ⑧보의 품질에 따른 ⑧보의 중요도와 활용   

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소비자들이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⑨공한 & /7', 

⑧보의 품질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이 낮게 인식하는 집단과 비해 플랫폼 ⑧

보의 중요도를 높게 평 하였다 또한 공유숙박 플랫폼 ⑧보의 신뢰성 오락, * 

성 용이성을 낮게 평 한 집단에서 공유숙박 플랫폼 ⑧보의 중요도를 특히 * 

낮게 평 하였다 그리고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⑨공한 ⑧보의 품질을 높게 , 

평 하는 집단이 낮게 평 하는 집단보다 ⑧보의 활용도를 높게 평 하였

다 특히 공유숙박 플랫폼 ⑧보의 오락성 신뢰성을 낮게 평 한 집단에서 , * 

공유숙박 플랫폼 ⑧보의 활용도를 낮게 인식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유숙박 플랫폼이 ⑨공하는 ⑧보 품질을 낮게 지각하는 집   

단이 공유숙박 플랫폼이 ⑨공하는 ⑧보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의사결⑧

에 활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공유숙박 플랫폼이 ⑨공하는 ⑧, 

보의 중요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⑧보품질을 개선할 필요  있으며 

특히 오락성 신뢰성 용이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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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플랫폼에서 ⑨공한 ⑧보의 품질에 따른 중요도과 활용도의 차이W /7 ]

(((,i:.,../ 

항

목
구분

플랫폼 ⑧보의 

중요도

플랫폼 ⑧보의 

활용도

플

랫

폼 

⑧

보

품

질

③시성
② &K;/3.' 1,05&,5.' 1,/7&,53'

고 &K;//6' 1,57&,5.' 1,43&,54'

값m +4,.15((( +2,74/(((

신뢰성
② &K;/16' 1,01&,5/' 1,/2&,53'

고 &K;/14' 1,54&,5.' 1,42&,51'

값m +4,036((( +3,417(((

다양성
② &K;/32' 1,10&,5.' 1,0/&,51'

고 &K;/.7' 1,54&,5/' 1,40&,54'

값m +2,73.((( +2,167(((

오락성
② &K;46' 1,00&,5/' 1,.5&,46'

고 &K;60' 1,6.&,51' 1,54&,53'

값m +2,731((( +3,65/(((

용이성
② &K;//3' 1,01&,43' 1,.7&,5/'

고 &K;/36' 1,55&,5.' 1,4.&,54'

값m +4,272((( +3,535(((

생동감
② &K;/3/' 1,07&,47' 1,0/&,50'

고 &K;/..' 1,65&,53' 1,47&,53'

값m +4,/7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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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의 품질에 따른 정보의 중요도와 활용도의 차이(4) 

소비자  ⑨공한 ⑧보의 품질에 따른 ⑧보의 중요도와 활용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소비자  ⑨공한 ⑧보의 품질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이 & 0.', 

낮게 인식하는 집단보다 ⑧보의 중요도를 높게 평 하였다 이밖에도 소비, 

자 ⑧보의 신뢰성을 낮게 평 한 집단에서 소비자 ⑧보의 중요도를 특히 낮

게 평 하였다 또한 소비자  ⑨공한 ⑧보의 품질을 높게 평 하는 집단이 , 

낮게 평 하는 집단보다 ⑧보의 활용도를 높게 평 하였다 특히 소비자 ⑧, 

보의 신뢰성을 낮게 평 한 집단에서 소비자 ⑧보의 활용도를 낮게 인식하

였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  ⑨공하는 ⑧보 품질을 낮게 지각하는 집단이 ⑧보    

품질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 비하여 소비자 ⑨공 ⑧보의 중요성을 낮게 평

 하고 의사결⑧에 활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의사결⑧에 있어 , 

소비자  ⑨공하는 ⑧보의 중요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⑧보품질을 

개선할 필요  있으며 소비자 ⑧보품질 중 특히 신뢰성을 높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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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소비자  ⑨공한 ⑧보의 품질에 따른 중요도과 활용도의 차이W 0. ]

((,i:.,./ (((,i:.,../ 

항

목
구분

소비자 ⑧보의 

중요도

소비자 ⑧보의 

활용도

소

비

자 

⑧

보

품

질

③시성
② &K;/22' 1,43&,52' 1,44&,54'

고 &K;/07' 2,/7&,44' 2,/.&,55'

값m +4,145((( +2,54/(((

신뢰성
② &K;75 ' 1,30&,50' 1,33&,52'

고 &K;/01' 2,00&,44' 2,0.&,44'

값m +5,23.((( +4,563(((

다양성
② &K;/44' 1,6/&,54' 1,45&,6.'

고 &K;/.3' 2,/.&,46' 2,/5&,45'

값m +1,067(( +3,3/4(((

오락성
② &K;//5' 1,41&,5.' 1,4/&,51'

고 &K;/.0' 2,01&,44' 2,02&,43'

값m +4,223((( +4,526(((

용이성
② &K;//1' 1,5/&,51' 1,40&,55'

고 &K;/22' 2,/1&,46' 2,/1&,46'

값m +2,542((( +3,34.(((

생동감
② &K;77' 1,4.&,6/' 1,4.&,60'

고 &K;32' 2,15&,51' 2,2/&,44'

값m +4,./4((( +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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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공유숙박 서비스의 정보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 
분석

공유숙박 서비스 ⑧보 ⑨공주체별로 ⑧보품질이 공유숙박 서비스 ⑧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유, 

숙박 서비스에서의 ⑧보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통⑨하

기 위하여 공유숙박 서비스 ⑧보품질외에 소비자의 인구통계학③ 특성 공* 

유숙박 서비스 이용에 관련 특성 공유숙박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등을 * 

통⑨요인으로 포함하였다 우선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 

공차한계 와 분산팽창요인 값을 조사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mheekZgce' &SFC' * 

  을 초과하고 값이 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간 다중상mheekZgce .,/ SFC /.

관성의 문⑨는 없는 ·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중 성별, * 

직업 거주지 교육수준 혼인상태 자녀유무 목③지는 더미변수* * * * * &Anffr 

화 하였으며 그 외의 변수들은 등간 비율척도로 측⑧한 통계값을 SZkbZ[ee' * v

그대로 이용하였다, 



-68-

호스트1.  정보품질이 공유숙박 서비스의 정보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 분석

호스트 ⑧보품질이 공유숙박 서비스 ⑧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0/', 

먼② 공유숙박 서비스 호스트의 ⑧보품질 소비자의 인구통계학③ 특성    * 

및 공유숙박 서비스 관련변수  실용③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인 , O0 값은 로 나타났으며 24,2% * 

통계③으로 유의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호스트 & C;/2,725* M:,../', * 

⑧보품질 중 오락성과 용이성이 ⑧보에 대한 실용③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공유숙박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특징 중 공유숙박지식* *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태도 안④지향성이 ⑧보에 대한 실용③ 만족도에 *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공유숙박 서비스에 , 

대한 태도  ⑧보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이  장 높았고& ;,1/5* i:,../' * x 

그 다음으로는 호스트 ⑧보의 오락성 공유숙박 지식& ;,/4/* i:,./'* &x x 

호스트 ⑧보의 용이성 안④지향성;,/27* i:,./'* & ;,/17* i:,.3'* &x x 

순으로 나타났다 즉 호스트 ⑧보의 오락성 용이성 공유숙박 ;,/01* i:,./' , * * 

지식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태도 안④지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 * 

소비자의 공유숙박 ⑧보에 대한 실용③ 만족도  더 높았다 결과는 예상과 , 

달리 호스트 ⑧보의 신뢰성을 낮게 평 함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이 실용③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으로 나타났다 신뢰성의 , 

의사결⑧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알려져 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나타나지 않아 이러한 결과  나타난 이유에 대한 추 ③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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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하다 또한 오락성이라는  치는 일반③으로 쾌락③ 만족에 , 

영향을 미치는  치로 알려져 있으나 오락성이 실용③ 만족에 영향을 미친 * 

결과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였다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탐색한 , 

결과를 에 자랑하고자 하는 현대 소비자들은 심미③ 오락성을 중요하게 PKP

여기기 때문에 심미③ 오락성에 실용③  치를 부여하여 이러한 결과  

나타난 ·은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유숙박 서비스 호스트 ⑧보품질 소비자의 인구통계학③    * 

특성 및 공유숙박 서비스 관련변수  ⑧보에 대한 쾌락③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인 , O0 값은 로 나타났으며 16,3% *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호스트 ⑧보의 &C;/.,6..* M:,../', * 

오락성 공유숙박 지식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태도 안④지향성이 * * * 

소비자의 ⑧보에 대한 쾌락③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으로 

나타났다 공유숙박 서비스의 ⑧보에 대한 쾌락③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 

변수들 중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태도  미치는 영향& ;,034* x 

이  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호스트 ⑧보의 오락성i:,../' * & ;,02/* x 

안④지향성 공유숙박 지식i:,../'* & ;,/73* i:,../'* & ;,/33* x x 

순으로 나타났다 즉 호스트 ⑧보의 오락성 공유숙박 지식 공유숙박 i:,./' , * * 

서비스에 대한 태도 안⑧지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소비자의 공유숙박 * * 

⑧보에 대한 쾌락③ 만족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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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호스트 ⑧보품질이 공유숙박 서비스의 ⑧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W 0/ ]

변수
실용③ 만족도 쾌락③ 만족도

? P,B x ? P,B x 

호
스
트

⑧
보
품
질 

③시성 +.,/.2 .,.36 +.,/// .,.40 .,.4/ .,.45

신뢰성 .,/./ .,.35 .,//0 .,..5 .,.4. .,..6

다양성 .,.22 .,.26 .,.36 +.,.2. .,.3. +.,.32

오락성 .,/05 .,.2/ .,/4/(( .,/66 .,.21 .,02/(((

용이성 .,/0. .,.3. .,/17( .,.56 .,.31 .,.70

생동감 .,.5. .,.33 .,.60 +.,./1 .,.36 +.,./4

인

구

통

계

학

③ 

변

수

성별 남성& ;.' .,.03 .,.31 .,.0/ +.,./4 .,.33 +.,./2

거주지
서울& ;.'

개 4
광역시 +.,//0 .,.40 +.,.63 +.,.30 .,.43 +.,.2/

중소
도시 .,.11 .,.4. .,.04 +.,.01 .,.41 +.,./7

군 
단위 .,/// .,0.3 .,.01 .,..6 .,0/4 .,..0

교육수준
대졸이하&

;.'

고졸 
이하 .,060 .,/11 .,.7. .,/.3 .,/2/ .,.12

대학원
졸 

이상
.,./6 .,.51 .,./. +.,..0 .,.55 +.,../

월 평균  구소득 /,264B+.3 .,... .,./1 1,223B+.3 .,... .,.1.

하루 평균 여 시간 +.,..5 .,..5 +.,.20 +.,./. .,..6 +.,.4.

공
유
숙
박
관

이용빈도 +.,./3 .,./0 +.,.30 +.,.// .,./1 +.,.16

공유숙박 지식 .,/30 .,.27 .,/27(( .,/34 .,.30 .,/33((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태도 .,1.4 .,.27 .,1/5((( .,022 .,.30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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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01 ***.p<0.001 

). 공유숙박 플랫폼 정보품질이 공유숙박 서비스의 정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유숙박 플랫폼 ⑧보품질이 공유숙박 서비스 ⑧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00', 

먼② 공유숙박 서비스 공유숙박 플랫품의 ⑧보품질 소비자의   * 

인구통계학③ 특성 및 공유숙박 서비스 관련변수  실용③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인 , O0 값은 로  3/,0%

나타났으며 통계③으로 유의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 C;/6,.72* M:,../', * 

공유숙박 플랫폼 ⑧보품질 중 오락성 용이성이 ⑧보에 대한 실용③ 만족에 *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공유숙박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특징 중 * 

공유숙박지식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태도 안④지향성이 ⑧보에 대한 * * 

련 
변
수

안④지향성 .,/03 .,.2/ .,/17(( .,/51 .,.21 .,/73(((

값C /2,725((( /.,6..(((

             O0 .,242 .,163

수⑧된 O0 .,21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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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③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 

공유숙박 플랫폼 ⑧보의 용이성이 ⑧보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03/* x

이  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i:,../' * 

태도 ⑧보의 오락성& ;,007* i:,../'* & ;,//0* i:,.3'* x x

안④지향성 공유숙박 지식 순으로 & ;,.77* i:,.3'* & ;,.76* i:,.3'*x x

나타났다 즉 공유숙박 플랫폼 ⑧보의 오락성 용이성 공유숙박지식, * * *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태도 안④지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소비자의 * * 

공유숙박 ⑧보에 대한 실용③ 만족도  더 높았다 플랫폼 , ⑧보의 용이성은 

공유숙박 서비스 실용③ ⑧보 만족도에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공유숙박 플랫폼이 ⑨공하는 주요⑧보의 경우 결⑨ 및 환불 등에 , 

관한 사항이나 이용방법이나 거래 조건 등에 관한 규⑧ ⑧보  많기 때문에 

특히 용이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 

플랫폼이 ⑨공하는 ⑧보의 경우 소비자들이 내용을 쉽게 찾고 읽고 이해할 * * 

수 있도록 ⑧보를 찾기 편한 곳에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명확하게 

⑨공하는 ·이 중요하다 ⑧보의 용이성은 편리함과 효율 간단함 어렵지 , * * 

않음을 중요시하는 요즘 소비자들이 경향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지는 ⑧보품질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유숙박 서비스공유숙박 플랫폼 ⑧보품질 소비자의   * 

인구통계학③ 특성 및 공유숙박 서비스 관련변수  ⑧보에 대한 쾌락③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인 , O0 값은  

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 회귀분석 20,7% * &C;/0,765* M:,../', 

결과 공유숙박 플랫폼 ⑧보의 오락성 공유숙박 지식 공유숙박 서비스에 * * * 

대한 태도 안④지향성이 소비자의 ⑧보에 대한 쾌락③ 만족에 유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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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으로 나타났다 공유숙박 서비스의 ⑧보에 대한 쾌락③ ,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공유숙박 플랫폼 ⑧보의 오락성이 미치는 

영향 이  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공유숙박 서비스에 & ;,051* i:,../' * x

대한 태도 안④지향성 공유숙박 & ;,/7/* i:,../'* & ;,/56* i:,../'* x x 

지식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공유숙박 플랫폼 ⑧보의 오락성& ;,.77* i:,.3' , * x 

공유숙박 지식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태도 안⑧지향성을 높게 * * 

지각할수록 소비자의 공유숙박 ⑧보에 대한 쾌락③ 만족도  높았다* ,

표 플랫폼 ⑧보품질이 공유숙박 서비스의 ⑧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W 00 ]

변수
실용③ 만족도 쾌락③ 만족도

? P,B x ? P,B x 

플
랫
폼

⑧
보
품
질 

③시성 .,.1/ .,.36 .,.11 .,.2/ .,.40 .,.22

신뢰성 .,.27 .,.32 .,.34 +.,./. .,.35 +.,.//

다양성 .,.1/ .,.25 .,.15 .,.// .,.3. .,./2

오락성 .,.66 .,.2. .,//0( .,0/1 .,.20 .,051(((

용이성
.,00/ .,.3.

.,03/((
(

.,.31 .,.31 .,.40

생동감 .,.74 .,.32 .,//0 .,.75 .,.35 .,//4

성별 남성& ;.' +.,.25 .,.3. +.,.2. +.,.43 .,.31 +.,.35

거주지
서울& ;.'

개 4
광역
시

+.,.60 .,.37 +.,.40 +.,.36 .,.41 +.,.23

중소
도시 .,.15 .,.35 .,.07 +.,./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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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01 ***.p<0.001 

인

구

통

계

학

③ 

변

수

군 
단위 .,/71 .,/75 .,.2. .,/.0 .,0/. .,.00

교육수준
대졸이하&

;.'

고졸 
이하 .,/.5 .,/05 .,.12 +.,./4 .,/13 +.,..3

대학
원졸 
이상

+.,..7 .,.47 +.,..3 .,..0 .,.52 .,../

월 평균 
 구소득 /,404B+.3 .,... .,./2 1,507B+.3 .,... .,.10

하루 평균 
여 시간 +.,..7 .,..5 +.,.30 +.,.// .,..5 +.,.46

공
유
숙
박
관
련 
변
수

이용빈도 +.,..3 .,./0 +.,./6 +.,..5 .,./0 +.,.04

공유숙박 지식 .,/.. .,.25 .,.76( .,/.. .,.3. .,.77(

공유숙박 서비스
에 대한 태도 .,000 .,.27

.,007((
(

.,/60 .,.31 .,/7/((

안④지향성 .,.67 .,.17 .,.77( .,/35 .,.20 .,/56(((

값C /6,.72((( /0,765(((

             O0 .,3/0 .,207

수⑧된 O0 .,261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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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정보품질이 공유숙박 서비스의 정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비자 ⑧보품질이 공유숙박 서비스 ⑧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01', 

먼② 공유숙박 서비스 소비자 ⑧보품질 소비자의 인구통계학③ 특성 및   * 

공유숙박 서비스 관련변수  실용③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인 , O0 값은 로 나타났으며 통계③으로  27,3% * 

유의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소비자 ⑧보품질 중 & C;/4,712* M:,../', * 

신뢰성 오락성 용이성 생동감이 ⑧보에 대한 실용③ 만족에 유의한 * * * 

영향을 미쳤으며 공유숙박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특징 중 공유숙박지식* *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태도 안④지향성이 ⑧보에 대한 실용③ 만족도에 *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공유숙박 서비스에 , 

대한 태도  ⑧보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이  장 높았고& ;,071* i:,../' * x 

그 다음으로는 소비자 ⑧보의 용이성 소비자 ⑧보의 & ;,/13* i:,.3'* x 

신뢰성 공유숙박 지식 소비자 ⑧보의 & ;,/11* i:,.3'* & ;,/05* i:,./'* x x 

생동감 소비자 ⑧보의 오락성& ;,/01* i:,.3'* & ;,/0/* i:,.3'* x x 

안④지향성 순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 ⑧보의 신뢰성& ;,.74* i:,.3' , * x 

오락성 용이성 생동감 공유숙박지식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태도* * * * * 

안④지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소비자의 공유숙박 ⑧보에 대한 실용③ * 

만족도  더 높았다, 소비자들은 공유숙박 서비스에 있어서도 온라인에서의 

소비자 구④⑧보인 소비자들이 ⑨공하는 ⑧보의 품질을  장 높게 

평 하였고 ⑧보탐색에서의 실용③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⑧보품질 속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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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많았다 특히 호스트  ⑨공한 ⑧보나 공유숙박 플랫폼이 ⑨공한 , 

⑧보의 경우 신뢰성이 실용③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소비자  ⑨공하는 ⑧보의 경우 신뢰성이 실용③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소비자 후기 등의 온라인 구④ 커뮤니케이션에서 

신뢰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유숙박 소비자 ⑧보품질 소비자의 인구통계학③ 특성 및   * 

공유숙박 서비스 관련변수  ⑧보에 대한 쾌락③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인 , O0 값은 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27,/% * 

유의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소비자 ⑧보의 오락성&C;/4,456* M:,../', * * 

공유숙박 지식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태도 안④지향성이 소비자의 * * 

⑧보에 대한 쾌락③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으로 나타났다, 

공유숙박 서비스의 ⑧보에 대한 쾌락③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소비자 ⑧보의 오락성이 미치는 영향 이  장 높았고 그 & ;,172* i:,../' * x

다음으로는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태도& ;,003* i:,../'* x

안④지향성 공유숙박 지식 순으로 & ;,/51* i:,../'* & ;,//4* i:,.3'x x

나타났다 즉 소비자 ⑧보의 오락성 공유숙박 지식 공유숙박 서비스에 , * * 

대한 태도 안⑧지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소비자의 공유숙박 ⑧보에 대한 * * 

쾌락③ 만족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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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소비자 ⑧보품질이 공유숙박 서비스의 ⑧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W 01 ]

변수
실용③ 만족도 쾌락③ 만족도

? P,B x ? P,B x 

소
비
자

⑧
보
품
질 

③시성 +.,.35 .,.32 +.,.37 .,./1 .,.32 .,./2

신뢰성 .,//7 .,.3/ .,/11( .,.7. .,.3. .,/.1

다양성 .,.52 .,.20 .,.72 +.,./0 .,.2/ +.,./4

오락성 .,/./ .,.22 .,/0/( .,104 .,.21 .,172(((

용이성 .,//. .,.22 .,/13( +.,.34 .,.21 +.,.5.

생동감 .,.76 .,.21 .,/01( .,.5. .,.21 .,.7.

인

구

통

계

학

③ 

변

수

성별 남성& ;.' +.,./4 .,.3. +.,./2 +.,./1 .,.3. +.,.//

거주지
서울& ;.'

개 4
광역시 +.,.2/ .,.4/ +.,.1/ +.,./0 .,.4. +.,./.

중소
도시 .,./1 .,.36 .,./. +.,.20 .,.36 +.,.12

군 단위 .,.30 .,/76 .,.// +.,.41 .,/74 +.,./1

교육수준
대졸이&
하;.'

고졸 
이하 .,0.3 .,/1. .,.44 .,.74 .,/06 .,.1/

대학원
졸 이상 .,./0 .,.5/ .,..5 .,.05 .,.5. .,./4

월 평균  구소득 /,.22B+.3 .,... .,..7 7,/43B+.4 .,... .,..6

하루 평균 
여 시간 +.,..4 .,..5 +.,.13 +.,./. .,..5 +.,.40

공
유
숙
박
관
련
변

이용빈도 +.,..1 .,./0 +.,.// +.,..6 .,./0 +.,.07

공유숙박 지식 .,/07 .,.26 .,/05(( .,//4 .,.25 .,//4(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태도
.,061 .,.25 .,071((( .,0/2 .,.24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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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01 ***.p<0.001 

수 안④지향성 .,.64 .,.2. .,.74( .,/31 .,.2. .,/51(((

값C /4,712((( /4,456(((

O0 .,273 .,27/

수⑧된 O0 .,244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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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 및 제언, 

제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인구통계학③ 특성 공   * 

유숙박 서비스의 이용행동 공유숙박 서비스 ⑧보품질 각 ⑧보 ⑨공주체별 * * 

⑧보의 품질을 살펴보았으며 공유숙박 서비스 ⑧보 ⑨공주체별 ⑧보품질에 

따른 ⑧보의 중요도 및 활용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공유숙박 서비스 ⑧보품* 

질이 공유숙박 서비스의 ⑧보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

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소비자들의 공유숙박 서비스의 이용행동을 살펴본 결과 소비자들   * * 

이 숙소를 잡기 위하여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때 평균③으로 약 분 54

⑧도를 ⑧보 탐색하는 ·으로 나타났으며 시간 이상 공유숙박 서비스에서 * /

⑧보를 탐색하는 소비자도 약 ⑧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1.% , 

지난 년 동안 공유숙박 서비스의 이용빈도는 월 회 미만인 경우   장 / /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월 회인 경우도 많은 편이었다 그리고 소비/+0 , 

자의 공유숙박 지식수준의 평균이 ⑥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태도의 1,54 * 

평균이 ⑥ 안④지향성 수준의 평균이 ⑥으로 공유숙박에 대한 지1,4. * 2,.4

식과 태도  비교③ 높은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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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소비자들은 소비자  ⑨공하는 후기 등의 ⑧보의 중요도와 활용도를 

공유숙박 서비스나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공유숙박 서비스에서 각 ⑧보 ⑨공 주체  ⑨공되는 ⑧보의 ③시   * 

성 신뢰성 다양성 오락성 용이성 생동감에 대한 소비자 평 의 ④반③ * * * * * 

수준을 살펴본 결과 모든 ⑧보 품질에 대하여 ⑥ 이상으로 긍⑧③으로 평* 1

 하고 있었고 ⑧보의 신뢰성 오락성 생동감 다양성보다 ⑧보의 용이성* * * * 

과 ③시성에 대하여 더 긍⑧③으로 평 하고 있었다 ⑧보⑨공 주체별로는 , 

호스트 ⑧보의 용이성과 ③시성 플랫폼 ⑧보의 생동감과 ③시성 소비자 ⑧* * 

보의 용이성과 ③시성에 대하여 더 긍⑧③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모든 ⑧* 

보의 오락성과 다양성에 대해서는 상대③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소비자들은 공유숙박 서비스에 있어서도 온라인에서의 소비자 구   * 

④⑧보인 소비자들이 ⑨공하는 ⑧보의 품질을  장 높게 평 하였고 의사* 

결⑧을 내리는데 있어서도  장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⑧보 품질에 대하여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를  장 낮게 평 하

였다 이밖에도 모든 공유숙박 ⑧보 ⑨공주체의 중요도에서 각각 ⑧보 ⑨공, 

주체의 ⑧보품질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이 낮게 인식하는 집단보다 ⑧보의 

중요도를 높게 평 하였고 공유숙박 ⑧보 ⑨공주체의 활용도에서 각 ⑧보 * 

⑨공주체의 ⑧보품질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이 낮게 인식하는 집단보다 ⑧보

의 활용도를 높게 평 하였다 특히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에 있어서는 다, 

양성과 생동감이 낮은 집단이 중요도와 활용도를 낮게 평 하였고 공유숙* 

박 플랫폼이 ⑧보에서는 오락성 신뢰성 용이성을 낮게 평 한 집단이 공유* * 

숙박 플랫폼이 ⑨공하는 ⑧보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③게 활용하고 있

었으며 소비자  ⑨공하는 ⑧보에서는 신뢰성을 낮게 평 하는 집단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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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⑨공 ⑧보의 중요성을 낮게 평 하고 활용도 ③게 하고 있었다 따라, 

서 소비자들이 의사결⑧ 과⑧에서 각 ⑧보주체별로 ⑨공하는 ⑧보의 중요도

를 ⑨대로 인식하고 ⑨공된 ⑧보를 ③극③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⑧보품질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⑧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 

살펴본 결과 실용③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호스트와 플랫폼에서 * 

⑨공한 ⑧보의 오락성과 용이성 소비자  ⑨공한 ⑧보의 신뢰성 오락성* * * 

용이성 생동감 공유숙박 지식과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태도 안④지향성* * *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쾌락③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용인은 각 ⑧보 ⑨, 

공 주체  ⑨공한 ⑧보의 오락성 공유숙박 지식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 * 

태도와 안④지향성으로 나타났다 ⑧보의 품질 중 호스트와 플랫폼 ⑧보의 , 

용이성 오락성과 소비자  ⑨공한 ⑧보의 신뢰성 오락성 용이성 생동감* * * * 

과 소비자의 공유숙박 지식과 안④지향성 및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태도

  높을수록 ⑧보 만족도는 높아져 이들이 ⑧보 만족도를 결⑧하는데 주요

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두 ⑧보주체의 오락성이 실용③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

났는데 이는 공유숙박 ⑧보에서 심미③ ⑧보를 통한 오락성이 쾌락③ 만족

뿐만 아니라 실용③ 만족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항상 예쁜 , 

숙소를 검색해서 예약하고 여행 갔을 때 사진을 찍고 에 올리는 현대 PKP

소비자들에게 심미③  치는 실용성을  지며 이에 오락성이 실용③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은 아닌  생각되었다, 인터넷 ⑧보 탐색이 일상화되

고 인터넷에서 각종 ⑧보를 탐색하며 여 를 즐기는 현대 소비자들은 오락* 

성을 통하여 부 ③으로 즐거움이라는 쾌락③ 만족을 얻는데 그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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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오락성에 실용③  치를 부여하고 있는 ·으로 보인다 이에 , 현대 

사회에서 오락성 심미성 등이  지는 개념과 쾌락③  치와 실용③  치와* 

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  이루어질 필요  ⑨기되었다, 

모든 ⑧보 주체  ⑨공하는 ⑧보에 있어 ⑧보의 용이성은 ⑧보에 대한    

실용③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편리함과 효율* 

간단함 어렵지 않음을 중요시하는 요즘 소비자들이 경향이 반여된 결과라* 

고 생각된다 특히 공유숙박 플랫폼이 ⑨공하는 ⑧보품질 중 용이성이 실용, 

③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하여 공유숙박 플랫

폼이 ⑨공하는 ⑧보에 있어 용이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공유숙박 플랫폼이 주로 ⑨공하고 있는 거래조건과 이용방법 등에 관한 ⑧

보를 ⑨공함에 있어 소비자  찾기 쉽고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⑨공하* 

는 ·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⑨공하는 ⑧보의 경우 신뢰성 용이성 오락성 생   * * * 

동감이 실용③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⑧보품질로 나타났다 신뢰성, 

의 경우 호스트  ⑨공한 ⑧보와 공유숙박 플랫폼이 ⑨공한 ⑧보에서는 실

용③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소비자  ⑨공하는 ⑧보품* 

질에서는 신뢰성이 실용③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으로 나타나 소

비자 후기 등의 소비자 ⑨공 ⑧보에 있어 신뢰성의 확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⑧보의 오락성과 생동감도 ⑧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 

주는 ·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즐거움을 추구하는 현대소비자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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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제언)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의 이용행동 ⑧보품질 및 ⑧보만족도   *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③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③ 측면의 ⑨언과 공유숙박 서비스 ⑧

보품질 및 소비자의 ⑧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자③ 측면의 ⑨언* 

그리고 공유숙박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⑧책③ 측면의 ⑨언을 다음과 

같이 ⑨시하였다,  

우선 교육③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이 공유숙박 지식 중에서는 환불방법    * 

및 피해보상 규칙에 대한  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온라인 기반의 , 

숙박 형태인 공유숙박업의 특성인 구매 ④ 대면의 ⑨한은 호스트에 대한 신

원파악을 어렵게 한다는 상황에서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지식 중 피해보

상규칙과 분①해결방법에 대한 소비자 지식수준이 특히 낮게 나타났다 그, 

러므로 소비자와 호스트 간의 분①에 의한 불이익 개선 혹은 보다 높은 소* 

비자의 복지를 위하여 소비자는 이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사업자에 대한 평 ③ 측면에서 소비자는 ⑧보의 용   

이성에 대해서  장 높게 평 하고 있었다 또한 공유숙박 서비스의 실용③ ,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⑧보의 용이성이었다 이는 ⑧진식, 

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원하는 때에 필요한 ⑧보에 쉽게 ⑦근하는 &/776'

·이 용이하지 않다고 평 할수록 ⑧보만족도도 낮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

였다 소비자들이 공유숙박 서비스 ⑧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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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쉽고 ⑧보의 내용을 읽기 쉬운 형태로 ⑨시하는 

④략이 효과③일 ·으로 보인다 따라서 ⑧보의 실용③ 만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용이성과 함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호스트  , 

⑨공하는 ⑧보의 신뢰성의 경우 ⑥으로 낮게 평 되고 있어 호스트  1,02

⑨공하는 ⑧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들이 , 

공유숙박 지식 중에서는 환불방법 및 피해보상 규칙에 대한  장 낮게 인식

하고 있었는데 피해보상규칙에 대한 ⑧보는 주로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⑨공

하는 ⑧보이므로 공유숙박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⑧보를 소비자들의 눈에 띄

는 위치에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⑨공하여야 할 ·이다, 

이와 함께 오락성도 공유숙박 서비스의 ⑧보에 대한 실용③ 만족과 쾌락   

③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즐거움을 추구* 

하는 현대소비자들에게 ⑧보를 재미있게 보여주는 ·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이에 소비자들의 의사결⑧을 돕기 위하여 숙박상품의 모습을 , 

보다 생생하고 재미있게 ⑨공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앞으로는 새로운 영* 

상서비스 등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⑧보의 오락성을 더욱 높이는 * SO 

방향으로 발④해갈 수 있을 ·이라 기대된다 더불어 이러한 신기술의 사용, 

은 ⑧보의 생동감도 향상시킬 수 있을 ·이다,

마지막으로 공유경⑨는 소유경⑨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자원을 거래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 및 ⑨도로는 규⑨  불 능하여 공유경⑨의 ⑨공 및 소비 

단계의 문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유경⑨에 ③합한 법⑨도의 ⑧비  이루

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송순영 따라서 ⑧책③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 * 0./3', 

은 ⑨언을 할 수 있다 ⑧보주체별로 ⑧보품질을 비교한 결과에 따라 호스, 

트  ⑨공하는 ⑧보의 경우 모든 ⑧보품질에서  장 낮게 평 되어 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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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공하는 ⑧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호스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⑧책③ 노력이 필요하다 공유숙박 서비스의 경우 ④통③인 숙소와는 다르, 

게 객관③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낯선 타인이 ⑨공하는 숙소라는 ⑥에서 서

비스 ⑨공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호스트의 ⑧보  안④문⑨ 혹은 개인

의 사생활 문⑨에 미치는 영향이 ④통③ 비즈니스 모델들과 큰 차이  있다

권혁진등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피해  발생하였을 때 책임& * 0./5', 

을 지는 주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구⑨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 또, 

한 환불 및 피해 보상의 ⑤차  복잡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⑥도 

문⑨⑥으로 지③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숙박 서비스의 환불 및 피해보상과 , 

관련된 ⑧책을 ⑧비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⑨도③ 지원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공유숙박의 이용행동 및 각 ⑧보주체의 ⑧보품

질을 살펴보고 공유숙박 ⑧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 

이를 통해 소비자  공유숙박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④하게 이용할 수 있는 

⑧보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한계⑥ 및 향후 후속연구에 대한  

⑨언은 다음과 같다, 공유숙박 서비스에서 ⑨공하는 ⑧보에 대한 연구  많

지 않아 공유숙박 서비스 ⑧보의 속성을 선별하고 측⑧하는데 어려움이 있

었다 그러므로 공유경⑨의 ⑧보  갖추어야 하는 ⑧보 속성을 ⑨시하고 ⑧, 

책③ 마케팅③ 시사⑥을 ⑨시하기 위해서는 공유숙박 ⑧보품질에 대한 연* 

구  지속③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다 또한 ⑧보주체별로 ⑧보품질을 비, 

교한 결과에 따라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의 경우 모든 ⑧보품질에서  장 

낮게 평 되었다 실질③으로 소비자  이용하게 되는 숙박상품에 대한 주, 



-86-

요 ⑧보들은 모두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피해를 막* 

기 위해서는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품질이 개선될 필요  있다 이에 호스, 

트  ⑨공하는 ⑧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연구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유숙박 서비스에서 ⑨공하는 , 

⑧보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⑧보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였으나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숙박 서비스  한⑧③

이기 때문에 다양한 공유숙박 서비스를 포괄하지 못하고 에어비앤비 사례를 

 지고 살펴본 면에서 ⑨한③이다 이에 앞으로는 다양한 공유숙박 서비스, 

를 포괄하여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행동과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 

바탕으로 공유숙박 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만족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지

속③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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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73+//2,

김아환v박주석v김재겸v최윤경v박재홍 인터넷 광고의 ⑧보속성이 구매&0./2', 

의도에 미치는 영향 화장품 소비자를 중심으로+ , ⑧보화연구 구⑧보기술아키&

텍처연구'* //&0'* ii,0./, 

김영신 외 소비자의사결⑧ 서울 교문사&0...', , 8 ,

김유미v최양호 위험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의 &0./3', B+B 8 B+B

인지된 오락성 ⑧보성 및 위험 인식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 언론과학연구 * 

/3&0'* ii,1/5,

김지연v이충훈 숙박공유예약사이트의 지각된 품질이 게스트의 신뢰와 &0./5',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어비앤비를 중심으로8 , 한국관광학회 국⑨학술 

발표대회집* 6/* i,//,

김형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통해 본 공유숙박의 문⑨⑥과 ⑧책&0./5', 

방향, 한국관광⑧책* Fllne 47* ii,61+65,

김준수 온라인 ⑧보탐색에 있어 ⑧보원천 신뢰도  ⑧보만족 후 행&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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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 ⑨품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8 , 

원 석사학위논문, 

강병준v최무현 공유경⑨의 ④망과 과⑨에 관한 탐색③ 연구&0./1', , ⑧책개

발연구* /1&/'* ii,/21+/5.,

남수⑧v김기옥 인터넷 쇼핑몰사이트 평  척도 개발&0..2', , 한국 ⑧관리학

회지* 00&2'* ii,/3+05,

나종연 소비자⑧보 분야 연구의 종합③ 고찰&0./.', , 소비자학연구 * 0/&0'* 

ii,/+2.,

라준영 공유경⑨와 사회③ 기업 우주 사례&0./2', 8 &TLLVLL' , 서비스경

영학회지* /3&2'* ii,/.5+/02,

문지영v김기옥 인터넷 쇼핑몰의 소비자⑧보에 관한 소비자 만족&0../', , 생

활과학* 2* ii,5/+67,

박기영v이승신 인터넷상의 소비자⑧보 만족도  ④⑨품⑧보를 중심&0../', +

으로, 대한 ⑧학회지* 17&6'* ii, /33+/51,

박철 기업과 소비자간 ④자상거래에서 소비자 신뢰형성요&0..0', &?+mh+C' 

인에 관한 질③ 연구, 소비자학연구*/1&0'* ii,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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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영 에어비앤비 사례를 통해 본 공유경⑨ 관련 법 ⑨⑧ &0./3', &>bk[g[' 

현황 분석, 소비자⑧책동향* Fllne 42* ii,/7+14,

송용태 인터넷 환경하에서 ⑧보속성이 인터넷이용자의 웹 기반 커뮤&0./4', 

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내재화와 동조를 중심으로8 , 한국디지털⑧책학회* 

/2&5'* ii,//5+/04,

신건호v박규홍v박용진v안재현 공유경⑨ 서비스 참여자 간의 비&0./5', C0C 

대칭③ 플랫폼 참여의도, Fg_hkfZmbhg Prlmefl Oeobep* /7&1'* ii,25+45,

심수진 공유경⑨ 서비스 사용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0./4', , 인터넷

④자상거래연구* /4&2'* ii,/41+/61,

안선영v나종연 휴대폰 구매시 ⑧보탐색과⑧에서의 소비자혼란&0..7', , 소비 

자학연구* 0.&0'* ii,31+6.,

왕멍팅 중국소비자의 공유자④거 이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0./6', , 

원 석사학위논문, 

양한빈v서상윤v이훈영 온라인 상품⑧보의 활용③ 특성이 온라인 구④&0./.',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⑨품 관여도와 신뢰성향의 매개효과를 중8 

심으로,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ii,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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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v윤지환 공유숙박 잠재③ 이용자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0./5', 

요인에 관한 탐색③ 연구 확장된 목표지향③ 행동모델을 ③용+ , 관광학연구* 

2/&3'* ii,/.7,

이은영v이태민 온라인 환경에서의 ⑧보특 성이 구④효과에 미치는 영&0..3', 

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 ⑨품지식의 조⑤효과를 중심으로8 , 광고학연 

구*/4&0'* ii,/23+/5/, 

이은회 소비자⑧보의 요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771', , , 

대한 ⑧학회지* 2.&2'* ii, /.3+/02,

윤상진 플랫폼이란 무엇인  한빛비즈&0./0', : =<, 

윤혜⑧v안승혜v이중⑧ 파워블로그의 신뢰 요인이 ⑨품 및 서비스 &0./0',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0&0'* ii,2//+2/7,

오창규 수용에 있어 개인의 ⑧보선호 유형과 ⑧보 품질이 미&0..5', RCC 

치는 영향, 인터넷④자상거래연구* 5&2'* ii,/41+/61,

④수연 온라인 공유경⑨ 플랫폼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0./2', , 

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④윤선 소비자 의견추구성향에 따른 ⑧보탐색 행동과 만족에 &0./3', P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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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⑧진식 참고봉사 평 를 통한 이용자 ⑧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776',  

②해요인 분석 ④문도서관을 중심으로+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7* ii,3+16,

④승훈 이⑧학 ⑧보원천의 신뢰성 매력성 ④문성이 스포츠⑨품 ⑧v &0..7', * * 

보⑨공 만족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2&/'* ii/+/4,

조원섭 패 리 레스토랑 인터넷 홈페이지의 모형과 레스토랑 &0./.', Q>J

방문의도의 구조③ 관계, 관광레②연구 * 00&1'* ii,/53+/71,

조희경 이기춘 ④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⑧보분석v &0...', , 대한 ⑧확회지* 

16&0'* ii,/17+/31,

주덕 관광부문 공유경⑨의 실험 공유숙박 이용 의도에 따른 숙박시&0./4', 8 

설 선택속성, 관광레②연구* 06&2'* ii,21+36,

최문용 공유경⑨ 숙박플랫폼 에어비앤비 서비스브랜드의 실&0./5', >bk[g[& ' 

패 요인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3&2'* ii,01/+02.,

최수민v오승희 공유 플랫폼 개방형 혁신 혹은 시장의 한계 에어비&0./5', 8 8 

앤비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⑧책* 05&5'* ii,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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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v최은영 모바일 컴퓨팅 서비스에서 중요 사용 품질 도출에 대한 &0..4', 

⑧성③ 연구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중심으로8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4&/.'* ii,/5+02, 

채윤하 소비자의 온라인 미용의료⑧보 탐색 및 평  연구 서울대학&0./1', ,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윤애 ⑧보통신기술 기반 공유경⑨와 여분 공간의 상품화 에어비&0./3', 8 %

앤비 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bk[g['% , ,

한희⑧v구철모v⑧남호 공유경⑨ 숙박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0./4', 

③ ⑧보 신호 분석, 한국경영⑧보학회 학술대회* ii,6.+63, 

허지⑧v노승철 서울시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의 특성과 공&0./6', &>bk[g['

간분포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0/&/'*ii,43,

허경옥 소비자의 구④⑧보생산과 구④⑧보 수용도 및 영향요인 분석&0./1', , 

소비자⑧책교육연구* 7&/'* ii/7+16

현미선 관광⑧보 웹사이트 속성이 유용성 웹사이트 태도 및 행동에 &0..5', *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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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연v④효⑧ 교통부문에서 공유경⑨의 실험 카셰어링을 중심으로&0./2', 8 , 

교통연구* 0/&/'* ii,13+27,

황은애v이승신 인터넷소비자⑧보 탐색 치유행에 따른 ⑧보특성인& 0..0', 

지, 대한 ⑧학회지*2.&2'* ii,/.3+/02,

하성호v오준석v이봉규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광고효과 분석 광고 사&0.//', 8 

용자와 광고 ⑨공자의 인식차이 비교, 한국④자거래학회지*/4&2'* 

ii,00/+017,

히라노 아쓰시 칼 안드레이 학주 지음 천채⑧ 옮김 플랫폼 ④략 * 9 &0.//', 8 

장 을  진 자  미래의 부를 지배한다 서울 더숲& ' , 8 ,場

홍등용 구④⑧보의 원천효과  외식업체의 기대속성과 만족도에 미&0..3',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

국⑨금융 이슈 최근 아시아에서의 공유경⑨ 확산과 시사⑥&0./2', , 01&11'* 

ii,0.+0/,

한국 방송통신 ④파진흥원 와 신소비 문화의 마남 공유경⑨&0./1', FQ * 

동향과 ④망 방송&PaZkbgg Bchghfr', 8 v통신v④파* 45&/.'* i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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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문헌9 :

?hmlfZg* OZcaee* Zg] Ohgekl Ohh &0./.', TaZm%l fbge bl rhnkl, Kep 

Uhkd8 EZkiek ?nlbgell, 

Chkkbmhke* CrgmabZ I,* Zg] HkZcaek* ?eoeker* Zg] Tbe]eg[ecd* PnlZg 

&0..1', Lg+ebge mknlm8 chgceiml* eoheobgg maefel* Z fh]ee, bgmekgZmbhgZe 

GhnkgZe h_ EnfZg+Chfinmek Pmn]bel* 36&4'* ii,515+536,

AZobl* C, A,&/767', Mekceboe] nle_negell* iekceboe] eZle h_ nle Zg] nlek 

ZcceimZgce h_ bg_hkfZmbhg mecaghehgr, JFP NnZkmeker* /1&1'* 

ii,1/6+107, 

Beebhmm* Hbeklmeg&0..0', Rg]eklmZg]bgg chglnfek+mh+chglnfek bg_enegce 

hg mae Te[, AhcmhkZe AbllekmZmbhg, Ande Rgboeklbmr, 

Engm*  E,  H,  &/755',  CP-A+Loekobep  Zg]  _nmnke  keleZkca 

]bkecmbhgl, Fg Engm* E, H, &B]l,',  Zg]  feZlnkefegm  h_  chglnfek 

lZmbl_Zcmbhg  Zg]  ]bllZmbl_Zcmbhg, CZf[kb]ge*  J>8 JZkdembgg Pcbegce 

Fglmbmnme,

Foel* ?,* Zg] Lelhg* J, E,* Zg] ?Zkhn]b* G, G, &/761', Qae 

JeZlnkefegm h_ Rlek FgmekZcmbhg PZmbl_Zcmbhg, ChffngbcZmbhgl h_ m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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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04&/.'* ii,563+571,

Ghaglhg Aeohg em Ze,&0./3', Chggbmboe Zg] Z__ecmboe mknlm bg lekobce 

keeZmbhglabil, GhnkgZe h_ ?nlbgell OeleZkca* 36&2'* ii,3..+3.5,

Iellbg* IZpkegce &0..6', Oefbq 8 fZdbgg Zkm Zg] chffekce makboe bg 

mae ar[kb] echghfr, Ihg]hg8 Meggnbg ?hhdl,

KegZla* P,O,* Zg] Qekkr J, Fg[ZkbZ&0..1', NnZebmr Zg] B__ecmboegell bg 

Te[+[Zle] Pniihkm Prlmefl, Fg_hkfZmbhg Zg] JZgZgefegm* 2.&6'* 

ii,535+546, 

Leboek* O,I,&/76.', > Chggbmboe Jh]ee h_ mae >gmece]egml Zg] 

Chglejnegcel h_ PZmbl_Zcmbhg Aecblbhgl, GhnkgZe h_ JZkdembgg OeleZkca* 

/5&2'* ii,24.+247,

Pikegg* O,>,* Zg] JZcHegsbe* P,?,* Zg] LelaZoldr* O,T,&/774', > 

OeeqZfbgZmbhg h_ mae AemekfbgZgml h_ Chglnfek PZmbl_Zcmbhg, Qae 

GhnkgZe h_ JZkdembgg* 4.&1'* ii,/3+10,

Pmege* >gg Hkblmbg &0./2', > gep eeZle hg eb_e 8 Tar ]h KhkpegbZg 

Chglnfekl MZkmbcbiZme bg CheeZ[hkZmboe Chglnfimbhg=, Eheme* Eegkbemme 

Ckebca



-97-

QnllrZ]bZa* Fbl M,* Zg] Melhgeg* Gnah&0./4', Akboekl Zg] [Zkkbekl h_ 

ieek+mh+ieek Zcchffh]Zmbhg lmZr+Zg eqiehkZmhkr lmn]r pbma >fekbcZg 

Zg] Cbggbla mkZoeeeekl, Cnkkegm Fllnel bg Qhnkblf* 0/&4'* ii,5.1+50.

QnllrZ]bZa* F, M,* Zg] VZca* C, G, &0./3', Ehmeel ol, ieek+mh+ieek 

Zcchffh]Zmbhg kegmZel8 Qeqm ZgZermbcl h_ chglnfek keobepl bg MhkmeZg]* 

Lkeghg, Fg8 Mkhcee]bggl h_ 0./3 QQO> Chg_ekegce* MhkmaeZg],

SZg Aek Eebc]eg* Zg] EZgl&0..1',  CZcmhkl bg_enegcbgg mae nlZge h_ 

pe[lbmel8 mae cZle h_ Z gegekbc ihkmZe bg Qae KemaekeZg]l, Fg_hkfZmbhg 

& JZgZgefegm* 2.&4'* ii,32/+327, 

TbeebZf E, Aeehge* Zg] BiakZbf O, JcIeZg&0..1', Qae AeIhge Zg] 

JcIeZg Jh]ee h_ Fg_hkfZmbhg Prlmefl Pnccell8 > Qeg+UeZk Ri]Zme, 

GhnkgZe h_ JZgZgefegm Fg_hkfZmbhg Prlmefl* /7&2'* ii,7+1.,

VekoZl* D,* Zg] Mkhlekibh* A,* Zg] ?rekl* G, &0./3', Qae Oble h_ mae 

PaZkbgg Bchghfr8 BlmbfZmbgg mae FfiZcm h_ >bk[g[ hg mae Ehmee 

Fg]nlmkr, ?hlmhg R, Pcahhe h_ JZgZgefegm OeleZkca MZiek*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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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소비자조사 설문지(1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석사학위 논문에 사용될 자료를 uuu 

수집하기 위한 ·으로 공유숙박에서의 ⑧보에 대한 소비자 평 와 만족* 

도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에는 좋고 나쁜 β이 없으므, 

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β해주시면 본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

료  될 ·입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응β하신 내용은 학술③인 연구 이외uuu * 

의 목③으로는 ⑤대 사용되지 않을 ·입니다, 

 

귀하께서는 참여 도중 언⑨든지 그만두실 수 있고 이 경우 어떠한 불uuu 

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설문 도중 응β을 중단하고 참여의 , * 

취소를 희망하실 경우 우측하단의 설문중단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 ’ 
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uuuu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소비자 복지연구실                            

연구책임자 주위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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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Q하의 공유숙박 정보탐색 행a에 관한 문항입[다4. . 

 

65(. 귀하는 최근 년 내 에어비앤비에 대한 ⑧보를 탐색한 경험이 있습니/

까= 

예y

아니요z

을 선택한 응β자만 계속& ' y

 

65).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대 응β자만 계속= YYY u&0.+3. ' 

 

653. 귀하는 언⑨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개월 이내1y

개월 이내1t4z

개월 이후4③

여행계획이 없다④

선택한 응β자  부터 β해주시기 바랍니다& PN5 ,'④

 

654. 귀하는 어디로 여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국내y 

아시아 한국⑨외& 'z 

유럽③ 

북미④ 

남미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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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아시아~ 

아프리카⑦ 

기타⑧  

 

65,. 귀하의 하루 평균 숙박 예산은 얼마입니까 원= YYYYYYYYY

 

65-. 귀하는 몇 박 동안 여행할 계획이십니까 박= YYYYYYYYY

 

65.. 귀하는 지난 년간 에어비앤비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습니까 월 평/ = 

균 회YYYYY

월 펼균 회 미만에 경우는 로 β해주십시오     & / . ,' 

658. 귀하는 숙소를 잡기 위하여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때 총 ⑧보탐색 시u 

간을 어느 ⑧도 소요하고 있습니까 분= uYYYYYY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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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귀하는 공유숙박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 

장  까운 항목을 선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④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매우 
그렇다

 / 나는 에어비앤비  무엇인지 알고 있다, ——y——z———③——④——⑤——
 0 나는 에어비앤비와 일반숙박의 차이를 

알고있다,

——y——z———③——④——⑤——

 1 나는 에어비앤비의 이용방법을 알고 

있다,

——y——z———③——④——⑤——

 2 나는 에어비앤비의 결⑨방법을 알고 u 

있다,

——y——z———③——④——⑤——

 3 나는 에어비앤비의 취소방법을 알고 

있다,

——y——z———③——④——⑤——

 4 나는 에어비앤비의 피해보상규칙을 u 

알고 있다,

——y——z———③——④——⑤——

 5 나는 에어비앤비 이용과⑧에서 문⑨와 

분①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을 알고 u 

있다, 

——y——z———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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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 귀하는 공유숙박서비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 

각과  장  까운 항목을 선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5((. 귀하는 숙소를 잡았을 때 숙소 안④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장  까운 항목을 선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④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 공유숙박서비스를 이용하는 

·은 바람직한 행동이다, ———y———z————③———④———⑤—
 0 공유숙박서비스를 이용하는 

·은  치있는 행동이다, ———y———z————③———④———⑤—
 1 공유숙박서비스를 이용하는 

·은 현명한 행동이다, ———y———z————③———④———⑤—

  ④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 나는 숙박지를 선택할 때 시

설 안④ 방화시설 건물 & * ccmo 
존재여부 등 을 중요하게 여'
긴다, 

———y————z————③———④————⑤—

 0 나는 숙박지를 선택할 때 인
위③인 위해  능성 몰래카&
메라 범죄 등 이 없는 ·을 * '
중요하게 여긴다,  

———y————z————③———④————⑤—

 1 나는 숙박지를 선택할 때 해
당 지역의 안④ 여부 치안 &
및 발달 ⑧도 등 를 중요하'
게 여긴다

———y————z————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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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보평가에 관한 문항입[다 정보 제공 주체에 따라 호스트가제44. . 

공하는 정보 에어비앤비가 제공하는 정보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 세 D , ,? 

 분으l 나눠서 평가해주시S 바랍[다 아래 표을 참고하여 평가해주시S . 

바랍[다.

)%( 귀하께서는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귀하의생

각과  장  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 세부사항

호스트가 제공하는 정보 호스트소개 숙소정보 숙소사진 위치정보 등, , , 

에어비앤비가 제공하는 
정보

호스트등급 호스트본인인증유무 결제방법 환, , , 
불방법 이용약관 등,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 후기 숙소별점 추천글 등, , 

 ④혀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호스트  최신의 ⑧보를 /, u 

⑨공하고 있다,
———y————z————③————④———⑤—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들0,
이 신속하고 지속③으로 업
데이트  된다, 

———y————z————③————④———⑤—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는 1,
시의③⑤하게 ⑨공된다,

———y————z————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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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⑨공하는 ⑧보는 2,
신뢰할만하다,

———y————z————③————④———⑤—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는 3,
⑧확하다,

———y————z————③————④———⑤—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는 4, u
⑧직하게 작성되고 있다,

———y————z————③————④———⑤—

호스트  다양한 ⑧보를 ⑨5, u
공하고 있다,

———y————z————③————④———⑤—

호스트  충분한 양의 ⑧6,
보를 ⑨공하고 있다,

———y————z————③————④———⑤—

호스트  게시한 ⑧보내용7,
이 충분하다, 

———y————z————③————④———⑤—

호스트  게시한 ⑧보는 /.,
구체③이다,

———y————z————③————④———⑤—

호스트  게시한 ⑧보는 //, u
사실③이다,

———y————z————③————④———⑤—

호스트  ⑨공한 ⑧보를 /0,
보면 숙박서비스를 상상할 
수 있다, 

———y————z————③————④———⑤—

호스트  ⑨공한 ⑧보는 재
미있다,

———y————z————③————④———⑤—

호스트  ⑨공한 ⑧보는 내 
생활에 즐거움을 준다,

———y————z————③————④———⑤—

호스트  ⑨공하는 ⑧보/1,
는 내 호기심을 자극한다u , 

———y————z————③————④———⑤—

호스트  ⑨공한 서비스 /2,
사용에 대한 설명이 이해하
기 쉽다,

———y————z————③————④———⑤—

호스트  ⑨공한 ⑧보는 /3, uu
읽기 쉬운 형태로 되어있다,

———y————z————③————④———⑤—

호스트  ⑨공한 ⑧보는 /4,
이용하기 쉽다,

———y————z————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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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는 에어비앤비  ⑨공하는 ⑧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귀하

의 생각과  장  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에어비앤비에서 최신의 ⑧/,
보를 ⑨공하고 있다,

———y————z—————③————④———⑤

에어비앤비에서 ⑨공하는 0,
⑧보들이 신속하고 지속③으
로 업데이트  된다, 

———y————z—————③————④———⑤

에어비앤비의 ⑧보는 시의1,
③⑤하게 ⑨공된다,

———y————z—————③————④———⑤

에어비앤비에 나타난 ⑧보2,
는 신뢰할만하다,

———y————z—————③————④———⑤

에어비앤비에서 ⑨공하는 3,
⑧보는 ⑧확하다,

———y————z—————③————④———⑤

에어비앤비에서 ⑨공하는 4,
⑧보는 ⑧직하게 작성되고 
있다,

———y————z—————③————④———⑤

에어비앤비에서 다양한 ⑧5,
보를 ⑨공하고 있다,

———y————z—————③————④———⑤

에어비앤비에서 충분한 양6,
의 ⑧보를 ⑨공하고 있다,

———y————z—————③————④———⑤

에어비앤비에서 게시한 ⑧7,
보내용이 충분하다, 

———y————z—————③————④———⑤

에어비앤비에 게시된 ⑧/.,
보는 구체③이다,

———y————z—————③————④———⑤

에어비앤비에 게시된 ⑧//,
보는 사실③이다,

———y————z—————③————④———⑤

에어비앤비에서 ⑨공하는 /0,
⑧보를 보면 숙박서비스를 

———y————z—————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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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께서는 소비자  ⑨공하는 ⑧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귀하의생

각과  장  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있다, 
에어비앤비에 게시된 ⑧/1,

보는 재미있다,
———y————z—————③————④———⑤

에어비앤비에 게시된 ⑧/2,
보는 내생활에 즐거움을 준
다,

———y————z—————③————④———⑤

에어비앤비에 게시된 ⑧/3,
보는 내 호기심을 자극한다, 

———y————z—————③————④———⑤

에어비앤비  ⑨공한 서/4,
비스 사용에 대한 설명이 이
해하기 쉽다,

———y————z—————③————④———⑤

에어비앤비 ⑨공한⑧보/5,
는읽기쉬운형태로되어있다,

———y————z—————③————④———⑤

에어비앤비  ⑨공한 ⑧/6,
보는 이용하기 쉽다,

———y————z—————③————④———⑤

 ④혀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소비자  최신의 ⑧보를 /,

⑨공하고 있다,
———y————z————③————④———⑤—

소비자  ⑨공하는 ⑧보들0,
이 신속하고 지속③으로 업
데이트  된다, 

———y————z————③————④———⑤—

소비자 ⑨공하는⑧보는시1,
의③⑤하게⑨공된다,

———y————z————③————④———⑤—

소비자  ⑨공한 ⑧보는 2,
신뢰할만하다,

———y————z————③————④———⑤—

소비자  ⑨공한 ⑧보는 3,
⑧확하다,

———y————z————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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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⑨공한 ⑧보는 4,
⑧직하게 작성되고 있다, 

———y————z————③————④———⑤—

소비자  다양한 ⑧보를 5, u u 
⑨공하고 있다,

———y————z————③————④———⑤—

소비자  충분한 양의 ⑧6,
보를 ⑨공하고 있다,

———y————z————③————④———⑤—

소비자  게시한 ⑧보내용7,
이 충분하다, 

———y————z————③————④———⑤—

소비자  게시한 ⑧보는 /.,
구체③이다,

———y————z————③————④———⑤—

소비자  게시한 ⑧보는 //,
사실③이다,

———y————z————③————④———⑤—

소비자  ⑨공하는 ⑧보/0,
를 보면 숙박서비스를 상상
할 수 있다, 

———y————z————③————④———⑤—

소비자  ⑨공한 ⑧보는 /1,
재미있다,

———y————z————③————④———⑤—

소비자  ⑨공한 ⑧보는 /2,
내 생활에 즐거움을 준다,

———y————z————③————④———⑤—

소비자  ⑨공한 ⑧보는 /3,
내 호기심을 자극한다, 

———y————z————③————④———⑤—

소비자  ⑨공하는 서비/4,
스사용에 대한 설명이 이해
하기 쉽다,

———y————z————③————④———⑤—

소비자  ⑨공하는 ⑧보/5,
는 읽기 쉬운 형태로 되어있
다,

———y————z————③————④———⑤—

소비자  ⑨공한 ⑧보는 /6,
이용하기 쉽다,

———y————z————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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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께서는 숙소를 잡았을 때 어떤 ⑧보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2 

귀하의 생각과  장  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숙소를 잡았을때 호스트  /, 
⑨공하는 ⑧보를 주로 참고해서 
예약한다,

———y————z————③———④——⑤—

숙소를 잡았을때 0, 
에어비앤비  ⑨공하는 ⑧보를 
주로 참고해서 예약한다,

———y————z————③———④——⑤—

숙소를 잡았을때 소비자  1, 
⑨공하는 ⑧보를 주로 참고해서 
예약한다, 

———y————z————③———④——⑤—

숙소를 잡았을때 호스트  2,
⑨공하는 ⑧보  ⑨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y————z————③———④——⑤—

숙소를 잡았을때 3, 
에어비앤비  ⑨공하는 ⑧보  
⑨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y————z————③———④——⑤—

숙소를 잡았을 때 소비자  4, 
⑨공하는 ⑧보  ⑨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y————z————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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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는 에어비앤비에 정보탐색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십[T Q하의생각444.? 2 

과 가장 가T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S 바랍[다.

  ④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 에어비앤비에서 공유숙박에 
대한⑧보를 탐색하는 과⑧
은 ④반③으로 즐거웠다,

———y————— z——————③———④———⑤—

0에어비앤비에서 공유숙박에 
대한⑧보를 탐색하는 · 대
신에 할 수 있었던 다른 일
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즐거
웠다,

———y————— z——————③———④———⑤—

1에어비앤비에서 공유숙박에 
대한⑧보를 탐색하는 과⑧
은 그자체로서 즐거웠다,

———y————— z——————③———④———⑤—

2에어비앤비에서 공유숙박에 
대한⑧보를 탐색하는 동안 
홍미로움을 느꼈다, 

———y————— z——————③———④———⑤—

3에어비앤비에서 공유숙박에 
대한 ⑧보를 탐색하는 과⑧
을 통해 원하던 ⑧보를 얻
을 수 있었다,

———y————— z——————③———④———⑤—

4에어비앤비에서 공유숙박에 
대한⑧보를 탐색하는 과⑧
은 효율③이었다,

 
———y————— z——————③———④———⑤—

5에어비앤비에서 공유숙박에 
대한 ⑧보를 탐색하는 과⑧
은 내게  치 있고 중요한 
⑧보를 ⑨공해주었다,

———y————— z——————③———④———⑤—

6에어비앤비에서 공유숙박에 
대한⑧보를탐색하는 과⑧은 
합리③인서비스 선택에 도
움이 되었다,

———y————— z——————③———④———⑤—

7,에어비앤비 서비스에 만족
한다,

———y————— z——————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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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Q하의 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다48. .  

65(0. 귀하의 성별은=

남성 여성uuy z

65((. 귀하의 거주지는 어떻게 되십니까= 

서울특별시y 

개광역시4z 

시단위중소도시③ 

군단위④ 

 

6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영업 사무 관리직 연구 ④문직 생산 기술 노무직 자영업 공무- - uuuu - uu - - u u uuuy z ③ ④ ⑤

원 교직 공공기관등- -

자유직업인 학생 ④업주부 기타uu uuu u uuuu YYYYYYYYY ~ ⑦ ⑧ ⑨

 

65(3. 귀하의 종사상 지위  어떻게 되십니까=

상용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사업 자영업자 무직 기타uu - u u - uu -y z ③ ④

 

65(4. 귀하의 교육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고등학교졸업이하uy

대학교 재학 중z

대학교 졸업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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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재학 중④

대학원 졸업 이상⑤

  

65(,. 귀하의 결혼여부는 어떻습니까 을 선택한 응β자만 번 질문 = &/ /3+/

응β' 

기혼 미혼 기타 이혼 사별 재혼등u u & * * 'y z ③

귀하의  구원수는 몇 명입니까 명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3+/, =YYYYY * = 

명YYYYYY

65(-.귀하의 월 평균 개인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약 만원= YYYYYYY

 

65(.. 귀하의 월 평균  구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약 만원= YYYYYY

 

65(8.주말을 포함하여 귀하의 하루 평균 여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여 시간은 근로시간과 육아 및  사노동시간 및 자는 시간을 ⑨외한 시간

을 말합니다,' 

약 시간YYYYYYY

응β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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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nformation Quality 
and Consumer Information 

Satisfaction of 
Sharing Accommodation: 

The Case of Airbnb 
Yueqi Zhu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haring accommodation, as a new accommodation pattern, has 

settled down in the new form of consumption. It is necessary to 

build up convenient and safe environment for the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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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use the sharing accommodation and this study examined the 

information quality and consumer information satisfaction of 

sharing accommodation.

  This study figured out the factors which influenced the 

information satisfaction on sharing accommodation of the 

consumers who have searched information on Airbnb within one 

year. For this, First of all, how consumers use the sharing 

accommodation was examined. Secondly, how consumers evaluate 

the sharing accommodation information quality of each 

information provider. And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in information quality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provider. Last figure out how information quality effect consumer 

information satisfaction of sharing accommodation.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rough SPSS program. The 

results and conclusion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consumers evaluated all the utilities of the sharing 

accommodation information quality of each information provider 

positively. They perceived the usability and timeliness of host 

information, the vividness and timeliness of platform information, 

the usability and timeliness of consumer information high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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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information qualities. In addition, they perceived the 

entertainment and diversity of each information provider lower.   

  Secondly, consumers evaluated the information quality provided 

by consumer highest. It is also shown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ly used in making decisions. Also,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host was evaluated the lowest for all information 

quality. In addiction, the consumer who evaluate information 

quality higher will consider the information more important and 

useful.  

   Last,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information satisfaction, the entertainment and usability 

of information provided by host and platform, the entertainment 

and usability and vividness and trust of information provided by 

consumer affects practical consumer information satisfaction of 

sharing accommodation. And also the shared accommodation 

knowledge, attitude toward shared accommodation service, and 

safety orientation affects practical consumer information 

satisfaction of sharing accommodation. In addition, the 

entertainment of information provided by host, platform and 

consumer affects pleasure consumer information satisfaction of 

sharing accommodation. And the shared accommo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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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attitude toward shared accommodation service, and 

safety orientation also affects pleasure consumer information 

satisfaction of sharing accommodation. The usability of 

information has been found to b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he satisfaction of practical information of shared accommodation 

service. This is the result of consumers’ tendency to reflect 

convenience, efficiency, simplicity, and hardness. 

   This study provide fundamental data to build up convenient 

and safe environment of the sharing accommodation. Also, the 

results of how consumers evaluate the information quality of 

sharing accommodation, and how information quality effect 

consumer information satisfaction of sharing accommodation can 

be used as the useful data for consumer education program and 

marketing strategies. 

Keywords: sharing accommodation, sharing accommodation 

service, sharing accommodation platform, information quality, 

consumer information satisfaction

Student Number: 2016-2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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