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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최근 관광산업에서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레지던스산업에 있어서 업무프로세스, 레지던스내부전략이 레지던스 

내부고객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최근 서비스산업은 전 세계 산업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

으며 이중 관광산업의 경우 그 비중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의 경우 단순히 관련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개선, 외화획득 등 국가의 브랜드 개선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수

가 매년 중가추세이며 특히 관광이 아닌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수도 동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듯 비즈니스를 위

해 방문하는 해외방문객이 주로 머무는 곳이 레지던스호텔이며 레지던스호텔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내부고객

인 종업원 만족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레지던스호텔들이 장기적인 비즈

니스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어떠한 운영방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종업원만족, 업무프로세스, 전략 등의 요인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키워드: 레지던스 정보시스템(residence IT system), 종업원만족(employee satisfaction), 업무프로세스(work 

process), 비즈니스 성과(business performance)

I. Introduction

오늘날 기업들에 있어서 비즈니스에서 국경이란 존재는 사라지고 

있다. 그 이유로 IT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화, 개방화를 들 수 있으며 

이는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특히 관광이나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방문객의 수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매년 증가추

세에 있다. 또한 체류기간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체류기간의 

증가는 방문객들이 체류시 호텔보다는 개인의 집과 같은 편안함을 

기본으로 하고 호텔수준의 안전성과 서비스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1]. 특히 장기간 체류를 원하는 

방문객이나 가족을 동반한 방문객의 경우에는 체류비용과 취학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레지던스라는 개념이며 주로 서비스드 레지던스

(serviced residence)라고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레지던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나날이 증가하는 만큼 서비

스에 대한 불만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호텔에서 종사하는 종업원 

즉 내부고객의 만족도를 만족하기 위해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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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Research Model

서비스 레지던스란 호텔의 서비스와 주거가 결합된 형태로서 호텔

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을 일반적인 아파트의 형태로 옮긴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위해 장기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

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가 레지던스 이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많은 서비스드 레지던스 호텔들은 기존 

고객만족과 더불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레지던스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을 통해 장기적

인 비즈니스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레지던스 호텔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이 레지던스 내부요인들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Conclusions

Fig. 1. 연구모형

최근 정보시스템에 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산

업 중 호텔의 경우에는 많은 관심과 연구를 통해 성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레지던스와 관련된 정보시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이유로는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일반호텔과의 기능 등 차별성이 분명하나 일반인들의 경우 호텔과 

같다는 인식 때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시한 연구모형과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호텔정보시스템이 아닌 

레지던스 정보시스템만으로 레지던스 호텔의 장기 및 단기 비즈니스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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