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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감성 마 의 요성이 부각되는 오늘날, 호텔 랜드 체험을 기반으로 랜드에 한 체험  

요소가 랜드자산인 랜드 신뢰, 랜드 애착  랜드 몰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실무

 제안을 하고자 하 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를 통해 얻는 자료로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경로분석을 통해 호텔 랜드 체험의 하 구성요소들이 랜드자산인 랜드 신뢰

와 랜드 몰입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 결과 감각체험, 감성체험, 행동체험, 지 체험은 모두 정  향

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둘째, 호텔 랜드 체험에 따른 랜드자산인 랜드 신뢰, 랜드 애착  

랜드 몰입간의 향 계를 검증한 결과 랜드신뢰와 랜드 애착이 랜드 몰입에 정 인 향을 미

치고, 랜드 신뢰가 랜드 애착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호텔 경 자에게 

략 인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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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xperience in hotel on brand trust, 

brand attachment and brand commitment. It aims to contribute hotel brand marketing from 

analyzing and showing how brand experience factors affect brand equity factors.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factor Sense Experience, Feel Experience, 

Act Experience and Think Experience of Brand Experience caused the positive impact on brand 

trust and brand attachment. Second, brand trus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brand attachment. 

Third, brand trust and brand attachment both caused a positive impact on brand commitment. 

Thus, the hotel managers need to establish a ongoing brand experiential marketing strategy 

which can improve brand commitment of hotel and ways to be recognized as motivational factors 

for offered services and products which customer can perceive and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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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에 호텔기업들은 성장 는 생존 략으로 다양

한 고객 시장을 획득하고, 가격 경쟁에서 선두하기 

해 다양한 랜드를 개발하 다. 호텔고객은 지식이나 

정보에 의하여 단순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성

ᆞ·감성 인 이유로 인하여 특정한 호텔 상품을 선택하

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호텔기업의 기능과 특징에 

을 맞추는 통  마 은 한계를 나타내게 되었으

며, 호텔들은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함

께 랜드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랜드 체험을 차별화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 반과 마  분야에서 체험  요소가 기업 경쟁

력의 근간이 되며, 소비생활에서 체험  요소가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주장하 다[1]. 그러나 체험이란 스스

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 으로 유도되는 것이므

로 기업은 고객의 체험이 나타날 수 있는 한 환경

과 배경을 제공해야 한다[2]. 이에 따라 체험마 의 

정  목표를 고객들을 한 총체 인 체험창출로 본

다.

이처럼 기업이 체험마 에 심을 기울이는 만큼

이나 학문 으로도 많은 연구에서 체험마 을 다루

어왔다[3-5]. Brakus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소비

자들이 일상에서 흔히 하는 21개의 범 한 제품 

랜드를 상으로 매우 정교한 신뢰성, 타당성 검증을 

거쳐 랜드체험 척도를 개발하 다. 그들의 연구결과

에서 랜드체험은 감각(sensory)체험, 감성(affect)체

험, 행동(act)체험  인지(intellectual)체험의 4가지 세

부체험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 한 이런 

체험유형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 총체 인 체험이 완성

되고 소비자- 랜드 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고 

하 다[6][8][9]. 이처럼 체험마 을 다루고 있는 

부분의 연구는 제품과 련된 체험이나, 서비스 사용 

체험, 쇼핑 체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는데, 

랜드 자체에 기반한 체험인 랜드체험에 해서는 

연구가 미비한다. 

오늘날 고객은 랜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

으며, 기업은 자사의 랜드가 소비자의 마음속에 더욱 

강하게 자리 잡도록 체험마 을 활용하고 있다. 과거

에는 랜드 이름, 로고, 슬로건 등을 이용하여 랜드

를 제품의 표시와 식별 기능에 을 두는 표시기능이 

핵심 인 가치 다. 하지만 체험마 에서의 랜드

는 과거의 단순 표시와 식별의 기능을 넘어서 감각과 

감성, 사고 작용에 소구하여 경험과 체험의 제공물로서 

랜드를 구축하고 있다.

한 호텔은 표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체험을 통해 랜드와 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랜드

에 한 정 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이는 곧 랜드 

충성도로 이어져 계속 그 랜드를 찾게 된다. 심 숙

의 연구에 따라 랜드에 한 4가지 체험 유형인 감각

, 감성 , 행동 , 지 체험이 많을수록 랜드자산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여도와 제품군에 

따라 랜드체험- 랜드 충성도에 한 향도 다르게 

나타났다[6]. 이에 호텔기업은 자사의 충성고객을 확보

하기 한 차별화 략으로 고객 랜드체험을 제공하

는데 집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rakus et al., (2009)이 개발한 

랜드 체험 척도를 기반으로 호텔 랜드에 한 세부

체험이 랜드 자산인 랜드 신뢰, 랜드 애착  

랜드 몰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실증 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4].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호텔 경 자에게 

략 인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 브랜드체험과 관련된 연구
1.1 체험마케팅에 관한 연구
체험마 은 Schmitt(1999)의 서를 통해 처음 소

개된 이후 소비자 체험  소비과정에서 체험의 요성

이 언 되면서 주목받아 왔다.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

이 있다[1].

체험마 은 통  마 과는 조 으로 소비자 

체험에 을 둔다. 통  마 은 기능(Function)

과 편익(Benefits)에 을 맞춘 마  즉, 소비자를 

합리 인 의사결정자로 간주하여 소비자의 이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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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방법인 구매의사결정방법에 소구한다. 체험마

은 소비자를 이성 이면서 동시에 감정 인 존재로 가

정하여 상품 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본  편익이나 

기능보다는 상징성, 이미지 등을 심으로 소비자의 감

정이나 감성에 향을 미치는 커뮤니 이션을 통해 경

험하게 되는 마 기법이다[1]. 

둘째, 통  마 이 좁은 의미의 제품 범주와 경

쟁 범주에 을 두는 것과는 달리, 체험마 은 무

슨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떠한 소비 상황에 맞는지, 제

품과 포장  고를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체험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다[9]. 

한, 통마 에서는 고객이 구매하도록 설득하

는 데에만 을 둘 뿐, 체험마 에서 랜드에 

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기회가 구매 후의 소비 에 

일어난다는 것이다[7].

그러므로 체험마 은 마 의 새로운 패러다임으

로서 고객에 한 새로운 략  근법이라 할 수 있

다. 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자사의 랜드가 소비자의 마음

속에 더욱 강하게 자리 잡도록 이런 체험마 을 활용

하고 있다.

1.2 브랜드체험에 관한 연구
체험이란 기업과 소비자가 감각  자극, 정보, 감성을 

교환하는 들의 집합이다. 이는 구매 후의 마  

노력에 의해 제공되는 자극에 한 반응으로 가상이든 

아니든 사건의 직  찰과 참여로부터 일어난다. 고

객의 체험은 제품과 련된 체험이나, 서비스 사용 체

험, 쇼핑 체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랜드 리의 측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고객의 랜드체험에 을 맞추고 있다. 랜드와 

련하여 과거에는 이름, 로고, 슬로건 등을 이용하여 

랜드를 제품의 표시와 식별 기능에 을 두는 표시기

능이 핵심 인 가치 다. 하지만 체험마 에서의 

랜드는 과거의 단순 표시와 식별의 기능을 넘어서 감각

과 감성, 사고 작용에 소구하여 경험과 체험의 제공물

로써 랜드를 구축하고 있다[10]. 

랜드체험과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chmitt 

(1999)는 소비자들의 랜드에 한 체험을 감각  체

험, 감성  체험, 인지  체험, 행동  체험, 계  체

험 등 5가지 유형으로 규명하 지만 이를 측정하기 

한 정 한 척도를 제시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1]. 

Brakus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일상에

서 흔히 하는 21개의 범 한 제품 랜드를 상으

로 매우 정교한 신뢰성, 타당성 검증을 거쳐 랜드체

험 척도를 개발하 다[4]. 그들의 연구결과에서 랜드

체험은 감각(sensory)체험, 감성(affect)체험, 행동(act)

체험  인지(intellectual)체험의 4가지 세부체험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감각  체험은 시각, 청각, 

각, 미각, 후각, 등의 오감을 자극하여 고객들에게 가령, 

즐거움, 흥분, 아름다음 등을 창출하는 것이다. 감성  

체험은 소비자의 정 인 기분에서부터 부정 인 기

분에 이르기까지의 기분과 감정에 향을 주어 랜드

와의 유 계를 강화시키는 체험이다. 인지  체험이

란 소비자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해 지각하고 

있는 가치 을 재평가 하도록 창조 인 사고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으로 ‘놀라움, 호기심’ 등의 감정을 통해 

확산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행동  체험은 소

비자의 행동패턴이나 라이 스타일에 련된 소비자의 

체험을 목 으로 새로운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체험

을 의미한다[4][10].

랜드 리 인 측면에서 체험은 상에 해 사람

들이 인식되는 인상이며, 이러한 랜드체험은 고객의 

기억 속에 장되며, 고객의 충성도에 향을 주게 된

다[10]. 통 으로 기업의 고와 같은 커뮤니 이션 

활동을 포함해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이 랜드체험 형성

에 향을 미칠 수 있다[11]. 성낙 [5]는 지역 랜드상

품과 련하여 랜드 체험이 고객- 랜드 계몰입과 

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는 감성, 

행동, 지성  체험에 해 높게 지각할수록 계몰입이 

높아지는 것이다.

호텔산업에서도 체험의 을 맞춰 호텔 랜드의 

마 과 홍보, 고객들과의 계를 정 으로 유도하

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호텔 랜드 체험은 로고, 

실외 디자인, 실내인테리어 같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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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호텔 종사자의 문  서비스, 친 , 외모 등 소

트웨어  측면에서 이르기까지 모든 호텔 제공 서비스

에 한 랜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 

한 호텔 랜드와 고객간의 랜드 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11][12]. 하동 (2009)의 연구에서 호텔산업

에서의 랜드 증거가 랜드가치에 미치는 향 계

를 검증하 는데 그 결과는 서비스 랜드의 집합체로 

정의된 랜드증거는 호텔 랜드의 가치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이다[13].

 

2. 브랜드 자산
랜드 자산은 랜드가 상품에 가치를 더한 정도를 

의미하다[14]. 많은 기업들의 목표는 강한 랜드 자산

을 구축하여 경쟁  시장에서 유리한 치를 선 하고, 

랜드 확장 등의 기회를 활용하고자 한다. 랜드 자

산은 소비자와 랜드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계 기반의 자산으로, Delgado-Ballester and Munuera-Aleman은 

랜드 자산을 랜드-소비자 계의 함수로 표 할 

수 있다고 하 다[14]. 계 인 측면에서 랜드 자산

의 핵심이 되는 랜드 몰입은 해당 랜드에 한 신

뢰와 해당 랜드에 의해 유발된 정서에 기반 하게 된

다[15]. 이에 본 연구에서 랜드 자산은 랜드 신뢰, 

랜드 애착, 랜드 몰입 세 가지 차원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2.1 브랜드 신뢰
랜드에 한 소비자의 신뢰는 기업과 고객 간 계 

기반을 구축하고 랜드 자산을 형성하는 핵심요인이

다[16]. 랜드 신뢰(Brand Trust)는 고객이 기업의 제

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고 난 뒤, 그 랜드에 하여 

믿음이 형성되는 것으로, 소비자와 랜드 계가 보다 

안정 이고 지속 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게 하는 요

한 요소로 볼 수 있다[17]. 랜드 신뢰와 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Reast[18]는 랜드에 한 직·간

인 경험이 랜드 신뢰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성 [19]은 고객의 감정이입과 설득

력 있는 정보가 랜드 강화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했다. 한 최근 스토랑  외식분야에서 

랜드 신뢰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형주·서지

연·윤경화는 국내외 커피 문  체험요인과 서비스 

요인 간에 랜드 신뢰가 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20]. Oliver(1993)는 소비자의 상황에서 포 선

택 속성평가에 따라 소비감정이 구체화되며, 이러한 소

비감정은 구매 후 만족, 신뢰라는 계품질을 형성하며, 

상품  랜드에 한 충성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21]. 이정실은 외식고객이 지각하는 가치가 높을

수록 스토랑 종업원에 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하

며 소비자의 정  감정이 클수록 신뢰를 더욱 형성하

게 된다[22][23]. 따라서 선행 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 다.

가설1: 호텔 랜드 체험은 랜드 신뢰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호텔 랜드 감각체험은 랜드 신뢰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호텔 랜드 감성체험은 랜드 신뢰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호텔 랜드 행동체험은 랜드 신뢰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호텔 랜드 지 체험은 랜드 신뢰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2.2 브랜드 애착
랜드 애착이란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특정 랜

드와 지속 인 상호작용을 통해 랜드에 해 마치 자

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정서  유 감과 결속감

을 형성한 상태를 말한다. 이때 랜드 애착은 랜드 

자체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랜드를 소비할 때 소비자들로부터 정  감정이 

생겨남을 의미한다[24].

랜드 애착과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 신 

외에 의하면, 랜드를 통한 정 인 경험은 애착을 

느끼게 하며, 물질의 제공뿐만 아니라 정서  만족감까

지 느끼게 한다[25]. 기존 애착이론에서는 사람들이 다

양한 경험을 통해 풍부하고, 근성이 높은 상에 

한 기억이 애착을 형성하는데 선행요인이 된다고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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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이지은 외[26]는 랜드 경험의 각 구성요인

이 랜드 애착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제시하

다. Patwardhan and Balasu bramanian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랜드 자극을 하는 경험을 통해 랜드와 상

호작용을 수행하여 랜드 애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27]. 한 Brakus et al.은 랜드 경험이 랜드 애착

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 으로 확인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랜드와 소비자 사이의 감정에 기반으로 

한 유 인 랜드 애착이 랜드 경험에 의해 나타날 

것으로 상하 다[4]. 이에 랜드 경험의 애착에 

한 향력을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들을 설정하 다.

가설2: 호텔 랜드체험은 랜드 애착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호텔 랜드 감각체험은 랜드 애착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호텔 랜드 감성체험은 랜드 애착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호텔 랜드 행동체험은 랜드 애착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4: 호텔 랜드 지 체험은 랜드 애착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랜드애착의 구성요인  하나는 신뢰감을 들 수 있

다. 랜드 신뢰는 감정 인 유 인 애착을 만들어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28]. 한 랜드 애착

은 랜드 계자산의 기 를 이루는 랜드 신뢰에 의

해 향을 받게 된다[15].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3: 랜드 신뢰는 랜드 애착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 브랜드 몰입
랜드 몰입은 소비자가 특정 랜드에 해 가질 수 

있는 매우 높은 수 의 계유형의 개념으로, 해당 

랜드에 한 강한 감정과 신뢰 있는 행동  결속을 복

합 으로 표 한다. Chaudhuri Holbrook는 몰입을 

랜드에 한 지속 인 장기간의 행동 , 태도  성향으

로 정의하 다[15]. 안 호, 임미화는 몰입을 랜드와

의 향후 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로 정의하 고, 계

/행  측면을 반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29].

Thomson, Maclnnis and Park의 연구에서 랜드 애

착은 랜드에 한 사랑과 열정, 그리움과 같은 정서

인 개념이고, 랜드 몰입은 랜드 애착의 결과변수

로 간주되었다[31]. 한번 애착을 형성한 소비자는 쉽게 

그 랜드에 해 태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랜드로 이

동하지 않는다. Park et al.[ 랜드 애착이 다른 요인들

과는 구분되는 소비자 의사결정에의 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으며 랜드 애착은 랜드 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 호, 임미화[29]는 랜

드 애착이 강할수록 소비자는 해당 랜드와 지속 인 

거래 계의지를 강하게 갖는다고 제안하여 랜드 몰

입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 안 호 외의 

기능  편익과 상징  편익에 한 랜드에 한 연구

에서도 랜드 애착은 랜드몰입에 유의한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30].

랜드 자산 연구에서 랜드 자산은 랜드-소비자

의 상호 계에서 구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계

의 성공  요소는 신뢰라고 기술하 다[14]. Doney and 

Cannon(1997)은 소비자의 신뢰는 구매자가 향후에도 

그 공 업체와 거래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구매자 와 

매자 간의 장기 인 계형성에 정 인 향을 미

친다고 하 으며, 고객-기업 간의 계는 신뢰를 필요

로 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개 고객들은 서비스를 경험

하기 에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 인 서

비스 마 은 신뢰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따

라서 고객과 랜드 간의 신뢰 확보  유지가 랜드

에 보다 극 인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석[32]은 호텔 이용객들이 호텔기업 한 신뢰가 

랜드로열티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 으며, 

하헌국, 정환철(2004)는 호텔 이용객과 객직원과의 

계연구에서 직원에 한 신뢰는 결국 고객 애호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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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4: 랜드 신뢰는 랜드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랜드 애착은 랜드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랜드체험이 호텔 랜드 자산의 형성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 으로 랜

드 체험의 구성요인인 감각 체험, 감성 체험, 인지 체험, 

그리고 행동 체험이 랜드신뢰와 랜드 애착에 미치

는 향을 탐색 으로 확인하고자 하 으며, 랜드 

계자산 간의 계 역시도 확인하고자 하 다. 이처럼 

앞서 제시된 가설을 모형화 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가설 검증을 하여 호텔 랜드 체험(감각체험, 감성

체험, 행동체험, 지 체험), 랜드 자산인 랜드 신뢰, 

랜드 애착  랜드 몰입을 Liker 7 (1=  동의

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으로 측정하 다.

호텔 랜드 체험은 호텔 랜드로부터 유발된 소비

자의 주 이며 행동  반응으로 정의하고 Brakus et 

al.[4]의 연구에 따라 감각체험, 감성체험, 행동체험, 지

체험 4개 하 요인으로 구분하여 호텔 랜드 특성

을 맞추어 각각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 다. 감각체험

은 시각, 청각, 각, 미각, 후각 등 오감을 자극하여 

랜드와 련한 감각 인 경험을 말하며, 감성체험은 

랜드와 련하여 특별한 느낌을 말한다. 행동체험은 

랜드가 육체 인 체험이나 라이 스타일과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 인 반응을 말하며, 지 체험은 랜드가 창

조 인 사고를 진시키고, 문제 해결체험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랜드 자산은 고객 에서  랜드 신뢰는 랜

드가 서비스에 한 약속을 지킬 의지와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한 소비자의 지각이며 랜드 애착이 랜

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산과 유 가 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정서  감정을 형성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랜드 몰입은 계속해서 이 랜드와의 계를 말한다.

3. 표본의 설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호텔 랜드체험이 호텔 랜드자산 형성

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자 하 다. 이에 따라 연구

의 모집단은 랜드 호텔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으

로 한정하 으며 표본 집단은 서울·충청권·부산에 소재

한 랜드호텔을 10군데에서 이용한 고객으로 한정하

다. 실증연구를 수행하므로 설문조사 방법론을 선택

하여 본 설문을 하기에 앞서 사 테스트를 실시하 으

며 연구목 을 왜곡시킬 수 있는 문항을 수정하 다. 

본 조사는 2016년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으며 이  366부의 설문지를 회수 

하 다. 이 에서 불성실하게 응답된 것으로 단되는 

20부를 제외한 346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사용하

다.

Ⅳ.분석결과

실증분석은 SPSS 19.0을 활용하여 인구통계학  빈

도분석  측정변수에 해서는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

증하기 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AMOS 19.0을 

이용하여 확인  요인분석과 연구모형의 합성을 검

증하 으며, 변수들 간의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  성별의 

경우 남성이 198명으로 57.2%, 여성이 148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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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로 나타났으며 연령의 경우 20 가 75명으로 

21.7%, 30 가 118명으로 34.1%, 40 가 66명으로 

19.1%, 50  이상이 87명으로 25.1%로 나타났다. 그리

고 지역의 경우 서울  수도권이 89명으로 25.7%, 충

청권이 125명으로 36.1%, 부산이 132명으로 38.2%로 

각각 나타났다. 

1. 신뢰성 및 타당성 측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측

정 항목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하여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 으며, 요인 재치의 단순화를 하여 

직각회  방식에 의해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만을 선

택하 다. 먼  독립변수인 호텔 랜드체험에 해 탐

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결과 결과 [표 1]

과 같이 랜드체험은 감각 체험, 감성체험, 인지체험, 

그리고 행동체험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면 총 분

산설명력은 73.557%로 분석되었다. 

측정
개념

측정
항목

요인
재치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감각
체험

해당 호텔브랜드는 시각적 
또는 그 외의 감각에 강한 
인상 줌

.716

3.887 27.763 .876해당 호텔 브랜드의 로고는 
강한 인상 줌 .825
해당 호텔 브랜드의 광고는 
나의 감각에 어필함 .775

감성
체험

해당 호텔 브랜드는 특정한 
느낌과 감정을 유발함 .875

3.031 21.652 .865해당 브랜드의 호텔을 이용
할 때 즐거움을 느낌 .796
해당 호텔 브랜드는 감성적
인 브랜드임 .659

행동
체험

해당 브랜드의 호텔을 이용
할 때 육체적인 편안함을 느
낌

.849

1.965 14.038 .782해당 호텔 브랜드의 사용을 
내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적
응하고 싶음

.832

해당 호텔 브랜드의 광고는 
나의 행동에 영향을 줌 .806

지적
체험

많은 생각을 하게 함 .756
1.415 10.104 .872브랜드를 통해 새로운 사실

을 깨닫음 .729
호기심을 자극함 .612

표 1. 호텔브랜드체험의 신뢰도 및 탐색적인 요인분석

다음에는 같은 방법으로 내생변수에 해 탐색  요

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결과 결과 [표 2]와 같

이 랜드신뢰, 랜드애착, 랜드몰입 3개의 요인으

로 추출되었으면 총 분산설명력은 72.240%로 분석되었

다. 한, 구성된 척도항목 간의 내  일 성을 검증하

기 하여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으로 검정하 으며 

결과는 값은 [표 1]과 [표 2]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모든 

구성개념들이 0.7 이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측정
개념

측정
항목

요인
재치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브랜드 
신뢰

해당 호텔 브랜드는 약속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 .736

2.751 27.514 .763해당 브랜드 호텔은 다른 호
텔보다 선전적임 .695
해당 호텔 브랜드는 믿을 만 함 .836

브랜드 
애착

해당 브랜드의 호텔에 방문
할 때 마음이 따뜻하게 함 .668

2.377 23.773 .895해당 브랜드의 호텔이 없으
면 속이 상함 .655
해당 호텔브랜드에 대해 애
정이 느낌 .729

브랜드 
몰입

해당 브랜드의 호텔을 계속 
사용하고 싶음 .598

2.095 20.953 .884
근처에 해당 브랜드의 호텔
이 없으면 멀리 가더라도 이
용하고 싶음

.731

비용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이 
호텔브랜드를 선호할 것임 .668

표 2. 내생변수의 신뢰도 및 탐색적인 요인분석

 

다음으로 구성개념의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

며,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개

념 신뢰도는 0.835∼0.912로 나타났으며 개념 신뢰도는 

0.7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측정

모델 합도는 χ2 값이 527.021(p=0.00)로 다소 높게 분

석되었으나, χ2/d.f값은 1.587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외에 모형 합도를 단하는 기 인 GFI=0.896, 

AGFI=0.935, CFI=0.925, NFI=0.909, RMSEA=0.035로 

나타나 체 으로 합한 수 으로 나타났다. 확인  

요인 분석 결과, 모든 항목의 표 화된 요인 재치가 

0.7을 넘고 t값이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나며 수렴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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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개념

측정
항목

표 화
요인
재량

표
오차

t-값
개념
신뢰도

감각
체험

해당 호텔브랜드는 시각적 또는 
그 외의 감각에 강한 인상 줌 .825 Fix -

.821해당 호텔 브랜드의 로고는 강한 
인상 줌 .816 .121 9.651
해당 호텔 브랜드의 광고는 나의 
감각에 어필함 .822 .052 9.508

감성
체험

해당 호텔 브랜드는 특정한 느낌
과 감정을 유발함 .801 Fix -

.910해당 브랜드의 호텔을 이용할 때 
즐거움을 느낌 .765 0.652 10.621
해당 호텔 브랜드는 감성적인 브
랜드임 .770 0.074 13.012

행동
체험

해당 브랜드의 호텔을 이용할 때 
육체적인 편안함을 느낌 .798 Fix -

.824해당 호텔 브랜드의 사용을 내 라
이프스타일 전반에 적응하고 싶음 .709 0.325 8.321
해당 호텔 브랜드의 광고는 나의 
행동에 영향을 줌 .865 0.041 12.301

지적
체험

많은 생각을 하게 함 .890 Fix -
.776브랜드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깨닫음 .835 0.062 15.214

호기심을 자극함 .808 0.036 10.268

브랜드 
신뢰

해당 호텔 브랜드는 약속을 수행
할 능력이 있음 .844 Fix -

.828해당 브랜드 호텔은 다른 호텔보
다 선전적임 .781 0.032 8.594
해당 호텔 브랜드는 믿을 만 함 .787 0.101 7.562

브랜드 
애착

해당 브랜드의 호텔에 방문할 때 
마음이 따뜻하게 함 .802 Fix -

.819해당 브랜드의 호텔이 없으면 속
이 상함 .807 0.032 6.559
해당 호텔브랜드에 대해 애정이 느낌 .750 0.052 9.124

브랜드 
몰입

해당 브랜드의 호텔을 계속 사용
하고 싶음 .777 Fix -

.765근처에 해당 브랜드의 호텔이 없
으면 멀리 가더라도 이용하고 싶음 .819 0.051 8.795
비용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이 호
텔브랜드를 선호할 것임 .847 0.032 9.332

측정 모델 적합도: χ2(d.f)=527.021(332), p=.000,
χ2/d.f=1.587, GFI=0.896, AGFI=0.935,
NFI=0.909, CFI=0.925, RMSEA=0.035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2. 개념 간 판별타당성 검증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계가 어떠한 방

향이며, 어느 정도의 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결과는[표 4]에서 있어서 모든 

측정 개념들 간의 상 계수는 유의하며 1이 아니라는 

결과를 제시하 고 연구 개념들 간의 계는 가설에서 

설정한 방향과 일치하 고, 상 계수 크기도 통계 으

로 유의 하 다. 별타당성 분석은 상 계수의 제곱이 

평균 분산추출 값(AVE) 보다 작으면 별타당성이 있

다고 본다. 평균 분산 추출값은 0.5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으로 평균분산 추

출값은 0.650∼0.776으로 나타났으며 상 계수의 제곱 

값이 평균 분산추출 값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별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으로 개념들 간의 집  

 별, 그리고 기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구분 평균 SD 1 2 3 4 5 6 7
1.감각
체험 5.042 .521 .527
2.감성
체험 4.675 .403 .156

** .652
3.행동
체험 4.545 .678 .254

**
.235
** .636

4.지적
체험 4.238 .609 .335

**
.264
**

.312
** .675

5.브랜드 
신뢰 4.881 .708 .632

**
.312
**

.284
**

.446
** .610

6.브랜드 
애착 4.762 .409 .554

**
.352
**

.395
**

.375
**

.398
** .513

7.브랜드 
몰입 4.282 .503 .278

**
.217
**

.221
**

.325
**

.351
**

.431
** .532

*p<.005, **p<.01, 대각선은 평균추출값(AVE)값임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3.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개념들 간의 가설검증을 해 구

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의 체

인 구조모형의 합도를 알아보기 해 가설에서 제

시한 구성개념간의 계를 모두 동시에 고려하여 모형

을 검증하 다. 체 인 구조모형의 합도 지수는 

[그림 2]에 나타난 것처럼 χ2값=568.752, p=0.000, d.f=352, 

GFI=0.903, AGFI=0.902, RMR=0.023, NFI=0.892, CFI=0.935

을 갖는 모형이 도출되었다. 반 인 합성 지표들은 

부분 일반 인 평가기 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연구

모형과 수정모형의 비교에 종종 사용되는 표 합지

수(NFI)는 0.892로 기 인 0.90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

지만 구조모형을 분석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단하 다.

본 연구모형의 합성을 검증한 다음으로 경로의 유

의성을 분석하 으며 분석결과는 [표 5]과 같다. 

T-value (Critical Ratio)은 추정치를 표 오차로 나  

것으로 유의수  0.05에서는 이 값이 1.96보다 크게 되

면 추정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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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조모형 분석결과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랜드체험은 랜드신뢰에 향을 미치는 

계 에 감각체험(경로계수=0.576, t=8.721), 감성체

험(경로계수=0.237, t=1.965), 행동체험(경로계수=0.279, 

t=3.128), 지 체험(경로계수=0.455, t=4.698) 모두 랜

드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성체험, 감각체험, 행동체험, 지 체험에 해 높게 

지각할수록 랜드신뢰는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호텔 랜드에 한 감각  체험과 해당 랜드를 

통해 심리  안정감을 유지하려는 기분과 감정상태인 

감성  체험, 그리고 자신의 라이 스타일을 표 하고 

나타내기 해 라이 스타일을 반 하는 상징 인 

랜드를 필요로 하는 행동  체험, 마지막으로 랜드에 

한 연상 작용이 활성화되어 고객으로 하여  제품이

나 서비스에 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 을 재창조

하도록 유도시키는 지  체험에 해 높게 지각할수록 

어느 랜드에 한 신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랜드체험은 랜드애착에 향을 미치는 

계 에 감각체험(경로계수=0.453, t=4.682), 감성체험

(경로계수=0.324 t=4.122), 행동체험(경로계수=0.325, 

t=4.205, 지 체험(경로계수=0.547, t=8.126) 모두 랜

드애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랜

드체험은 정서  단에 기반 해 랜드 애착에 강한 

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감성 경험이 성공 으로 이루어

질 경우 랜드와 사용자 간의 강한 유 감 형성에 기

여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방문했던 호텔에 한 랜

드 체험이 높으면 이는 높은 랜드 애착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보아 실에서 느끼는 호텔의 랜드체험이 

자신이 동경하는 이미지와 애착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진용, 이연화, 이형주, 서지연, 윤경화

[8][9][20]의 연구 결과들과 부합하 다. 

셋째, 랜드신뢰가 증 될수록 랜드애착이 강화

된 다는 연구가설 3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가 0.262 

(t=2.575)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

구가설 3이 지지 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15][18]들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넷째, 랜드신뢰가 증 될수록 랜드몰입이 강화

된다는 연구가설 4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가 

0.312(t=3.875)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연구가설 4가 지지 되었다. 한 랜드애착이 강화

될수록 랜드몰입이 향상된다는 연구가설 5를 검증한 

결과 랜드애착과 랜드몰입 간의 경로계수가 

0.465(t=4.785)로 나타나 연구가설 5가 지지되었다. 이

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랜드 신뢰와 

랜드 애착과 같이 특정 랜드에 친 감과 친숙함을 

느끼게 되면 해당 랜드에 해 지속 으로 계를 유

지하려고 하는 랜드 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경로
경로
계수

표
편차

t- 
value

p 결과

1-1 감각체험 → 
브랜드신뢰 .576 .125 8.721 *** 채택

1-2 감성체험 → 
브랜드신뢰 .237 .034 1.965 .049 채택

1-3 행동체험 → 
브랜드신뢰 .279 .077 3.128 *** 채택

1-4 지적체험 → 
브랜드신뢰 .455 .081 4.698 *** 채택

2-1 감각체험 → 
브랜드애착 .453 .055 4.682 *** 채택

2-2 감성체험 → 
브랜드애착 .324 .073 4.122 *** 채택

2-3 행동체험 → 
브랜드애착 .325 .105 4.205 *** 채택

2-4 지적체험 → 
브랜드애착 .547 .082 8.126 *** 채택

3 브랜드신뢰 → 
브랜드애착 .262 .078 2.575 .012 채택

4 브랜드신뢰 → 
브랜드몰입 .312 .065 3.875 *** 채택

5 브랜드애착 → 
브랜드몰입 .465 .096 4.785 *** 채택

표 5.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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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감성 마 의 요성이 부각되는 오늘날, 

호텔 랜드 체험을 기반으로 랜드에 한 체험  요

소가 랜드자산인 랜드 신뢰, 랜드 애착  랜

드 몰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실무  

제안을 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경쟁이 심해지

고 있는  시 에서 호텔기업의 랜드체험이 랜드

자산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고객들과 교감하고 가

치 있는 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략  시사 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로

분석을 통해 호텔 랜드 체험의 하 구성요소들이 

랜드자산인 랜드 신뢰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 결과 

감각체험, 감성체험, 행동체험, 지 체험은 모두 랜드 

신뢰에 정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즉, 

랜드로부터 고객이 느끼는 감정  반응과 랜드를 

통해 체험하게 되는 행동   육체  반응, 그리고 

랜드에 한 소비자의 인지  반응에 해 높게 지각할

수록 랜드에 해 믿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호텔 랜드 체험의 하 구성요소들이 랜드

자산인 랜드 애착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 결과 감감

체험, 감성체험, 행동체험, 지 체험 역시 모두 랜드 

애착에 정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오감과 같은 감각기 의 반응인 감각  체험과 해당 

랜드를 통해 심리  안정감을 유지하려는 기분과 감정

상태인 감성  체험, 그리고 자신의 라이 스타일을 표

하고 나타내기 해 라이 스타일을 반 하는 상징

인 랜드를 필요로 하는 행동  체험, 마지막으로 

호텔 랜드에 한 연상 작용이 활성화되어 고객으로 

하여  서비스에 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 을 재

창조하도록 유도시키는 지성  체험에 해 높게 지각

할수록 랜드에 한 감정이 강해진다.

다음으로 호텔 랜드 체험에 따른 랜드자산인 

랜드 신뢰, 랜드 애착  랜드 몰입간의 향 계

를 검증한 결과 랜드신뢰와 랜드 애착이 랜드 몰

입에 정 인 향을 미치고, 랜드 신뢰가 랜드 

애착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고객

의 랜드자산을 형성에 있어서 랜드에 한 신뢰가 

용하다는 것을 강조하 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경 환경이 다변화되고 소비시장이 감성화 되면서 

랜드 연구의 요성은 지속 으로 증 되고 있다. 특

히 호텔기업과 같은 서비스산업에서 서비스의 무형

인 특징을 인해 랜드의 요성을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마 의 다양한 근의 방

법으로 통 인 마 의 에서 벗어나 체험마

의 에서 호텔 랜드의 체험요소가 랜드자산에 

향 계를 분석함으로써 랜드연구의 범 와 깊이를 

확장시키고자 하 다.

이에 따라 실무 인 시사 이 다음과 같다. 우선 호

텔기업들이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차별화하기 어려운 

재 일차 으로 숙박 서비스의 기능은 고객의 기본

인 기  수 의 충족은 당연시 되고 있으며, 이에 더불

어 감각, 감성, 행동, 지성체험 등 다양한 체험  요소들

을 효과 으로 창출해야 할 것이다. 즉, 호텔 랜드의 

로고, 실외 디자인, 실내인테리어 같은 하드웨어  측

면에서부터 호텔 종사자의 문  서비스, 친 , 외모 

등 소 트웨어  측면에서 이르기까지 호텔 랜드를 

강인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감각체험, 감성체험, 인지체험, 행동체험에 

한 총체 인 랜드체험을 창출함으로써 랜드구축을 

통한 차별화를 두어야 할 것이며, 고객에게 랜드에 

한 특별한 감정을 유발시켜 랜드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호텔 랜드 략에 요한 실무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나 호텔산업에서의 랜드체

험에 련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측정도구의 문항구성 

 측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에 호텔산업을 

상으로 한 랜드체험에 한 측정도구 개발  추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 본 연구에서는 호텔의 등 을 구분하지 않아 연

구를 진행하 습니다. 호텔의 등 차이는 랜드체험

에 한 지각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측되어 향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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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에 련된 차이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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