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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인터넷은 온라인 구전의 원천으로 소셜 네트

워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하며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한다. 

온라인 리뷰는 온라인 구전(eWOM)의 한 형태

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와 사용 경험, 

의견, 그리고 추천 등의 정보를 포함하며 잠재 

고객의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준다. 온라인 

리뷰는 소비자의 인식과 설득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구매 의사결정과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Hong et al., 2016). 또한, 소비

자들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

이기 위해 온라인 리뷰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

하고 있다(Cantallops and Salvi, 2014).

관광분야에서는 TripAdvisor, Ctrip, Yelp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되어 있는 온라인 

리뷰를 통해 관광지, 호텔, 레스토랑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 관광지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온라인 리뷰는 중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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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며 잠재 관광객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

지고 있다(O’connor, 2008). 이에 따라 온라인

에서 생성되는 대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는 방법과 온라인 리뷰가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리뷰에 대한 연구는 

온라인 리뷰의 특성(평점, 깊이, 가독성, 감성 

등)과 리뷰어의 특성(이름, 사진, 경험, 영향력 

등)이 온라인 리뷰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

인에 대한 연구(Mudambi and Schuff, 2010; 

Liu and Park, 2015; Siering et al., 2018), 판매 

및 마케팅 분야에서 온라인 리뷰의 적용에 대

한 연구(황침 등, 2018; Hu et al., 2014)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온라인 리뷰 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온라인 리뷰의 텍스트 

콘텐츠는 리뷰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

한 요인으로(최자영 등, 2020; Cao et al., 

2011), 소비자는 제품을 평가할 때 온라인 리뷰

의 텍스트에 의존하며 판매자도 리뷰의 텍스트

를 통해 소비자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Zhu et al., 2017). Liu and Park(2015)은 온라

인 리뷰의 텍스트를 통해 확보한 특징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정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리뷰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행위를 다양한 차원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관광산업도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국

제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관광객은 Ctrip 

사이트에서 전 세계의 관광정보를 탐색할 수 

있으며 호텔, 레스토랑, 관광지 등을 예약할 수 

있다. TripAdvisor에서도 다양한 언어로 전 세

계의 소비자들에게 관광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서울과 같은 국제적인 도시는 다양

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동서양을 대표하

는 중국 문화와 미국 문화 사이에는 사람들의 

행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며(Hofstede, 

2001), 온라인 리뷰에서도 문화 간의 차이가 나

타난다(Wang et al., 2019; Fang et al., 2013; 

Jia, 2020; Oh et al., 2020). 관광경험에 대한 온

라인 리뷰는 국가 간 관광객의 행동에 대한 차

이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활성

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리뷰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문화이론을 

적용하여 소비자 행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

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eWOM과 OCRs 

온라인 구전(eWOM: Electronic Word of 

Mouse)은 잠재 고객, 실제 고객 또는 이전 고객

들이 온라인상에 작성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

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진술을 의미하며

(Hennig-Thurau et al., 2004),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가치를 제공한다. 

Ladhari and Michaud(2015)은 페이스북에서 

친구의 댓글이 호텔 예약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온라인 구전의 

한 형태인 소비자 간의 정보 교환이 제품 및 서

비스에 대한 고객의 인식과 고객 충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Gruen et al., 

2006). 온라인 구전은 소비자의 재구매 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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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Matute et al., 2016), 

온라인 소비자의 행위, 제품 판매, 마케팅 등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Ladhari and 

Michaud, 2015; Bao and Chang, 2014).

온라인 고객 리뷰(OCRs: Online Customer 

Reviews)는 온라인 고객이 웹사이트에 작성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로 정의되며, 소비

자의 방문을 유도하고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잠재적 가치를 제

공한다(Mudambi and Schuff, 2010). 온라인 고

객 리뷰는 소비자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제품이

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용 경험, 추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Cantallops and Salvi 

(2014)는 소비자가 리뷰를 작성하는 요인과 온

라인 구전의 영향요인으로 온라인 구전이 호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온라인 리뷰

의 양적 증가와 높은 인기는 온라인 리뷰 사이

트를 통한 소비자의 정보 획득 능력을 촉진시

키며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자원

을 제공한다(Liu and Park, 2015). 고객 리뷰는 

웹사이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Kumar and Benbasat, 2006), 리뷰 작성

자에 대한 프로파일 정보는 온라인 제품 판매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Forman et al., 

2008). 게다가 온라인 리뷰는 개인의 사용 경험

을 기반으로 한 정보이기 때문에 마케팅 커뮤

니케이션의 요소로 사용되어 소비자에게 맞춤

화된 제품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Chen and Xie, 2008).

2.2 Hofstede의 문화이론 

문화는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적 

성격으로 정의되며, 개인적인 특성이 아닌 동일

한 교육과 삶의 경험에 의해 좌우된다(Hofsted, 

1980). Hofstede(1980, 2011)는 조직문화에 대

한 연구를 통해 권력거리(power distance), 불확

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개인주의/집

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 남성성/여

성성(masculinity/femininity), 장기/단기 지향성

(long/short term orientation), 그리고 방종/절제

(indulgence/restraint) 등의 6가지 차원으로 국

가 문화에 대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Mooij 

(2003)는 Hofstede의 문화이론을 기반으로 국

가별 소비자 행동의 차이를 설명하고 문화의 

영향을 정량화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제시하였

다. 문화 간의 차이는 글로벌 마케팅에서 소비

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Vadakepat, 

2013), 본 연구에서도 Hofstede의 문화이론을 

적용하여 온라인 소비자의 행동을 검증하고자 

한다.

Hofstede 문화이론에서 권력거리는 권력 불

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약한 권력을 가진 조직

의 구성원은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정도로 정의된다. 불확실성 회피는 

위험 회피와 달리 불명확한 미래에 대한 스트

레스 수준으로 모호함에 대한 사회의 용인과 

관련된다. 개인주의/집단주의는 사회에서 사람

들이 그룹에 합류하는 정도이다. 남성성/여성성

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감정적 역할 구분과 관

련되어 성별 간의 가치관 분포를 나타낸다. 장

기/단기 지향성은 사람들의 노력에 대한 중심

(미래, 현재 또는 과거)과 관련된다. 장기 지향

성의 가치관은 인내, 절약을 중시하며 단기 지

향성의 가치관은 개인의 체면 보호, 안정을 중

시하는 것이다. 방종/절제는 삶을 즐기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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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에 대한 만족/통제

와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방종은 삶을 즐기는 

것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

망을 자유롭게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를 의미

하고 절제는 욕구의 만족을 통제하고 엄격한 

사회적 규범을 통해 규제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Hofstede insights(2020)에서 조사된 중국과 

미국의 문화가치의 차이는 <표 1>과 같이 권력

거리, 장기/단기 지향성, 그리고 개인주의/집단

주의 3가지 차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Zhu 

et al.(2017)과 Jia(2020)의 연구에서도 중국과 

미국의 온라인 리뷰를 비교하기 위해 권력거리, 

장기/단기 지향성, 개인주의/집단주의에 대한 3

가지 문화차원이 적용되었으며, 본 연구도 중국

과 미국 소비자가 작성한 온라인 리뷰의 차이

를 비교하기 위해 Hofstede(2001)의 3가지 차

원을 적용하고자 한다.

2.3 온라인 리뷰에 대한 문화 연구 

Hofstede의 문화이론을 기반으로 온라인 리

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으며, 다른 

문화에서 온라인 리뷰에 대한 특징과 차이점을 

검증하였다. 다양한 리뷰 데이터를 통해 국가 

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를 <표 2>에 정리하였

다. Sann et al.(2020)은 호텔에 대한 소비자의 

온라인 불평 행위를 탐색하기 위하여 5대륙 63

국의 온라인 불평 리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아시아 및 비아시아 여행자 모두 가격을 중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시아 고객은 호텔 서

비스에 대해 불평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비아

시아 고객은 호텔의 위치, 수면 품질, 방, 위생

에 대해 불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아시아 소비자는 리뷰 작성자의 의견

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미 소비자는 비

전문인 리뷰어에 대해 회의적으로 나타났다

(Obal and Kunz, 2016). Jia(2020)는 중국과 미

국 관광객의 레스토랑에 대한 소비 동기와 만

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온라인 리뷰의 평점과 

텍스트로 리뷰의 토픽을 분석하고 문화를 비교

하였다. 이와 같이 온라인 리뷰에 대한 문화 연

구는 온라인 리뷰의 평점과 같은 통계적 특징

을 주로 비교하고 있다(Koh et al., 2010; Kim,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행동 

차이를 전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

닝을 통한 온라인 리뷰의 언어적 다중 특징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문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Ⅲ. 연구가설

3.1 개인주의/집단주의 

개인주의/집단주의는 사람들이 그룹에 합류

하는 정도로 개인주의는 개인 간 관계가 없는 

Power distance Individualism Masculinity
Uncertainty 
avoidance

Long term 
orientation

Indulgence

중국 80 20 66 30 87 24

미국 40 91 62 46 26 68

<표 1> Hofstede insights country comparison 문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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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집단주의는 가족, 친구 및 지인 간에 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Hofstede, 1980; Hofstede, 

2011). 집단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개인주의 문

화의 사람들에 비해 자신을 그룹의 일부분으로 

정의하고 그룹의 목표를 우선으로 두며, 그룹 

내 구성원과의 관계를 공동체로 정의하고 겸손

한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다(Triandis, 2001).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는 커뮤니케이션 스타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주의 문화의 

구성원들은 저맥락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사용

하고 집단주의 문화의 구성원들은 고맥락 커뮤

니케이션을 많이 사용한다(Gudykunst et al., 

1996). Hofstede et al.(2010)은 76개 국가에 대

한 개인주의 지수를 기반으로 미국을 개인주의 

사회로 간주하고 중국을 집단주의 사회로 간주

하였다. 따라서 중국 관광객들은 추상적이고 간

접적이며 암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며 

미국 관광객들은 명확하고 직접적인 커뮤니케

이션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Koh et al. 

(2010)은 문화적 요인이 온라인 소비자의 평가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는 

Hofstede의 문화적 차이와 같이 중국과 미국 관

광객의 리뷰 작성 행위에 대한 차이가 유의하

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평점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정

량적인 평가로 일반적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이

연구 데이터 국가 연구결과

Koh et al.

(2010)

영화:

MDB.com  

Douban.com

China

Singapore

US.

집단주의 문화를 가진 소비자가 개인주의 문화를 가진 소비자

보다 부정적인 리뷰를 적게 작성하며 평점은 개인주의 사회보

다 집단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규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Obal and Kunz

(2016)

설문조사:

North Americans

& Asian

Eastern

Western

아시아 소비자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에 대한 구별 없이 리뷰 작

성자의 의견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고 북미 소비자는 비전문인 

리뷰어에 대해 회의적으로 나타남

Wang et al.

(2019) 

제품:

Amazon.com 

Amazon.cn

China

US.

제품 유용성에 대해 미국 소비자와 중국 소비자를 비교하였으

며 미국 소비자는 유용성에 중점을 두며 중국 소비자는 제품의 

디자인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Kim

(2019)

호텔:

online hotelbooking 

website

China, US 

등 9개국

집단주의, 여성성, 불확실성 회피, 그리고 방종 문화는 온라인 

리뷰 평점에 대한 소비자의 의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권력거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Oh et al.

(2020)

Twitch: 

영어&한국어

Eastern

Western

시청자의 소비 행위를 분류하고 감정적 표현을 분석하여 동서

양 문화에는 감정 표현에 대한 언어적, 심리적 차원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을 검증함

Jia

(2020)

레스토랑:

Dianping.com

Yelp.com

China

US.

중국 관광객은 레스토랑의 음식에 중점을 두며 미국 관광객은 

재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레스토랑이 붐비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Sann et al.

(2020)

호텔:

TripAdvisor.com

5대륙,

63국

아시아 고객은 호텔 서비스를 중요시하며 비아시아 고객은 호

텔의 위치, 수면 품질, 방, 위생 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온라인 리뷰를 용한 문화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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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점은 매우 부정적, 5점은 매우 긍정적인 견

해를 나타낸다. 소비자들이 주는 평점은 전반적

인 태도로 볼 수 있으며, 다른 문화의 소비자들

은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상이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Jia, 2020). 또한 개인주의 문화의 

구성원은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반면 집단

주의 문화의 구성원은 집단 합의를 추구할 가

능성이 높다(Koh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

는 선행연구와 같이 중국 관광객들은 집단의 

제약을 많이 받는 반면 미국 관광객들은 좋아

하는 것이나 불만을 더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Koh et al.(2010)은 

영화리뷰에서 집단주의 사회가 개인주의 사회

보다 부정적인 리뷰를 적게 작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Jia(2020)는 레스토랑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의 리뷰를 통해 중국 관광

객이 미국 관광객보다 낮은 평점을 적게 주며 

부정적인 리뷰가 적은 것을 검증하였다(Fang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

을 수립하였다.

H1-a: 미국 관광객은 중국 관광객보다 낮은 평

점을 줄 것이다.

H1-b: 미국 관광객은 중국 관광객보다 부정적

인 평점을 많이 줄 것이다.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은 제품이나 서

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평가, 태도 등을 분

석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오피니언을 파악

할 수 있다(Liu, 2012). 개인주의와 비교했을 때 

집단주의 문화를 가진 사용자는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

는 경향이 있다(Hall et al., 2004). Lai et al. 

(2013)은 Amazon에서 수집한 온라인 리뷰를 

통해 미국 소비자가 중국 소비자보다 제품에 

대한 자신의 오피니언을 표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일한 제품 기능

에 대해 미국 소비자는 중국 소비자보다 더 부

정적인 오피니언을 갖는 경향을 보였다(Wang 

et al., 2019). 리뷰 평점과 리뷰의 언어적 특징, 

의미적 특징, 감성 간의 관계는 정보 품질에 대

한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며(Park and Nicolau, 

2015), 리뷰 평점과 같은 맥락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하였다.

H2-a: 미국 관광객은 중국 관광객보다 리뷰의 

감성이 더 부정적일 것이다.

H2-b: 미국 관광객은 중국 관광객보다 부정적인 

감성의 리뷰를 더 많이 작성할 것이다.

감정(Emotion)은 인간의 주관적인 느낌과 생

각으로 심리학, 철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연구되었다(Liu, 2012). Felbermayr and 

Nanopoulos(2016)는 온라인 리뷰의 감정은 지

각된 리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집단주의 문화의 감정은 개인주의 문

화의 감정보다 객관적이며, 개인주의 문화의 감

정은 집단주의 문화의 감정보다 더 주관적이며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강조한다(Mesquita, 

2001). 온라인 영화 리뷰 사이트에서 중국 사용

자들은 조화로운 관계 유지를 원하고 미국 사

용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며 영화에 대

한 칭찬이나 불만을 더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Koh et al., 2010). 또한 미국 사용자들은 온라

인 리뷰에 감정적 태도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Zhu et al., 2017). 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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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

하지만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표

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Nam et al., 2018). 

따라서 미국 관광객은 중국 관광객보다 더 많

은 감정 단어와 부정적인 감정 단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였

다.

H3-a: 미국 관광객은 중국 관광객보다 리뷰에서 

더 많은 감정적인 단어를 언급할 것이다.

H3-b: 미국 관광객은 중국 관광객보다 리뷰에서 

더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언급할 것이다.

집단주의자들은 특정 관계를 구축하거나 유

지하기 위해 사회적 및 감정적 단서를 필요로 

하는 반면 개인주의자들은 업무를 완성하기 위

해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에 관심을 둔다(Chen 

et al., 1998). 즉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대면 커

뮤니케이션이 효과적이며 개인주의 문화에서

는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이다. 개인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온라인에 참여할 방식을 스스

로 결정하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의존

성이 높으며(Wang and Liu, 2019), 온라인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한다(Rosen et al., 2010).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

에 반박하는 오피니언을 표현할 가능성이 적다

(Ardichvili et al., 2006).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집단주의 문화보다 개

인주의 문화에서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촉진

시키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길게 작성된 리뷰는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할 경

향이 있으며 Fang et al.(2013)은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의 온라인 리뷰를 통해 미국 사이트의 

리뷰가 중국 사이트의 리뷰보다 길게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 관광객이 중

국 관광객 보다 리뷰를 길게 작성할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H4: 미국 관광객은 중국 관광객보다 더 긴 리뷰

를 작성할 것이다.

토픽(Topic)은 소비자가 온라인 리뷰에서 표

현한 제품의 기능이나 쇼핑 경험으로 간주될 

수 있다(Wang et al., 2018). 호텔의 속성은 호

텔의 중요한 차원이며(Gao et al., 2018; Rhee 

and Yang, 2015; Sann, 2020), 이러한 속성과 

관련한 토픽의 개수가 많을수록 호텔에 대한 

정보가 많아질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 관광객

이 중국 관광객 보다 온라인 리뷰에서 더 많은 

토픽을 언급할 것으로 가설을 수립하였다.

H5: 미국 관광객은 중국 관광객보다 온라인 리

뷰에 더 많은 토픽을 언급할 것이다.

Krishnan and Subramanyam(2004)은 소프트

웨어 제품에 대한 선호도 분석을 통해 북미 고

객은 소프트웨어의 유용성을 중요시하며 일본 

고객은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성능에 중점을 두

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국 사용자 또한 미국 사

용자보다 제품 기능을 온라인 리뷰에서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Zhu et al., 2017). Liu et al. 

(2017)은 호텔의 고객 만족요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중국 관광객은 다른 외국인 관광객보다 

방과 관련된 호텔의 속성에 뚜렷한 선호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을 호텔의 핵심 기능으로 간주하고, 기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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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중국 관광객들이 미국 관광객보다 방

과 관련된 토픽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

였다.

H6: 중국 관광객은 미국 관광객보다 방과 관련

된 토픽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3.2 장기 지향성/단기 지향성

장기 지향성 사회의 사람들은 미래에 중점을 

두며 저축률이 높고 투자 가능한 자금을 보유

하고 있는 반면 단기 지향성 사회의 사람들은 

현재에 집중하며 현재의 지출과 소비에 집중한

다(Hofstede, 2011). Hofstede(2001)는 중국은 

장기 지향성 국가이며 미국은 단기 지향성 국

가라 하였으며, Bearden et al.(2006)은 장기 지

향성 사회의 소비자가 절약을 중요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는 쿠폰이나 할인 등과 같은 가

격 정보에 대해 장기 지향성과 단기 지향성의 

소비자들이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ckerman and Tellis(2001)는 중국 

소비자가 미국 소비자보다 제품 구매 전 가격

에 대한 정보 검색을 더 많이 하며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Zhu et 

al.(2020)은 6가지 제품에 대한 Amazon의 온라

인 리뷰를 통해 미국과 중국 소비자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중국 소비자가 미국 소비자보다 

제품의 가격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호텔 리뷰에서도 중국 관광객

은 미국 관광객보다 호텔 가격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

시하였다.

H7: 중국 관광객은 미국 관광객보다 가격과 관

련된 토픽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관광객들은 교통의 편의성 및 관광지와 가까

운 호텔의 위치를 중요시한다(Lee et al., 2010). 

Liu et al.(2017)은 다른 언어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고객의 호텔 속성에 대한 선호도

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호텔의 위치

에 대해 중국 관광객과 미국 관광객의 관심과 

선호도는 다를 수 있다. Gaspay and Legorreta 

(2007)은 단기 지향성의 고객은 속도와 자동화

된 기능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의 사용 효율성

을 중시하고 장기 지향성의 고객은 다양한 기

능을 가진 소프트웨어의 유효성을 중시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호텔의 위치는 관광의 편의성 

및 비용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

은 미래의 성과와 절약을 위해 호텔의 위치를 

고려하고 중요시할 수 있으며 미국 관광객은 

현재의 성과를 중시하며 호텔의 서비스나 수면

의 품질에 주목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였다.

H8: 중국 관광객은 미국 관광객보다 위치와 관

련된 토픽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3.3 권력거리

권력거리는 사회의 불평등 수준을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Hofstede, 2011). Kim and 

Aggarwal(2016)은 권력거리가 높은 사회에서

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사이에 차별적인 권

력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권력거리가 높은 중국

인은 권위에 질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적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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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권력

거리가 낮은 미국인은 권위에 도전하고 동등한 

권력 분배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Zhu et al., 

2017). 따라서 권력거리가 높은 사회의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와의 권력 불평등을 쉽게 수용할 

것이고 권력거리 지수가 낮은 국가의 소비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경향이 있

다(Jia, 2020). 즉, 권력거리는 서비스를 평가하

는 차원과 관련이 있으며, 권력거리가 낮은 소

비자는 대응성이 높고 믿을 만한 서비스를 기

대한다(Dash et al., 2009). 온라인 쇼핑에서 미

국 소비자는 중국 소비자보다 온라인 리뷰에서 

판매자의 서비스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으며

(Zhu et al., 2017), 호텔의 만족도 조사에서 중

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인 관광객보

다 호텔 서비스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 검증되

었다(Liu et al., 2017). 따라서 중국 관광객은 

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쉽게 받아들이고 미

국 관광객은 서비스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온라

인 리뷰에서 이를 언급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

타날 것이다.

H9: 미국 관광객은 중국 관광객보다 서비스와 관

련된 토픽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Ⅳ. 연구방법

4.1 연구 프레임워크

본 연구의 연구 프레임워크는 <그림 1>과 같

이 데이터 수집, 감성 및 감정 분석, LDA를 이

용한 토픽 분석, 그리고 t-test 등의 4단계로 구

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

처리하는 과정으로 한국의 호텔 리뷰에 대해 

Ctrip의 중국어 리뷰와 TripAdvisor의 영어 리

뷰를 크롤링하여 중국과 미국 관광객의 리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두 번째 단계는 감성 

및 감정분석을 수행하며 중국어는 python의 

jieba 패키지를 통해 분절하여 Hownet 감성사

전을 적용하고 영어는 불용어를 제거하고 

SentiWordNet 감성사전을 적용하여 감성 및 감

정 점수를 계산한다. 세 번째 단계는 LDA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여 토픽을 분석한다. 혼잡도

(perplexity)와 5-fold cross validation을 이용하

여 최적의 토픽 수를 결정하고 최적의 토픽 수

에 따라 리뷰 데이터에서 관련 토픽을 추출하

고 호텔분야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6가지 속

성(Room, Location, Value, Cleanliness, Sleep 

Quality, Service)과 대응시킨다(Sann, 2020). 

추출한 토픽에 속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호텔의 

6가지 토픽과 관련된 키워드를 결정한 후 추출

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6가지 토픽별 리뷰에 대

응하는 단어를 추출하고 토픽별 단어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Hofstede(2001, 

2011)의 문화이론을 적용한 중국과 미국 관광

객의 차이를 t-test를 통해 검증한다.

4.2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들의 온라인 리뷰를 수집하기 위해 R과 Python

를 사용하였다. 영어 리뷰는 전 세계에서 활용

하고 있는 여행 전문 플랫폼인 TripAdvisor에

서 수집하며 중국어 리뷰는 중국 최대의 관광 

전문 플랫품인 Ctrip을 통해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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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Advisor와 Ctrip은 호텔 뿐 아니라 관광지

나 레스토랑 등에 대한 방대한 리뷰를 제공하

고 있다. TripAdvisor에서 서울의 5성급과 4성

급 호텔에 대해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

지 작성된 리뷰는 총 13,010건이었으며, 리뷰어 

프로파일의 국적 정보를 기반으로 1,746건의 

미국 관광객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Ctrip

에서도 TripAdvisor에서 수집한 호텔과 동일한 

호텔에 대해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2017

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작성된 중국 관광

객의 21,258건의 리뷰를 수집하였으며 미국 관

광객의 리뷰수와 동일하게 1,746건의 데이터를 

랜덤하게 추출하고 미국과 중국 관광객 리뷰에 

대한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4.3 LDA를 이용한 토픽 모델링

온라인 리뷰에서 언급된 토픽을 추출하기 위

해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적용하

였다. LDA는 다수의 문서에서 주제를 추출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리뷰의 텍스트 분석을 통

해 제품의 특징이나 토픽을 추출한다(Putri and 

Kusumaningrum, 2017; 홍태호 등, 2018; 양낙

영 등, 2018; Jia, 2020). LDA는 문서 데이터의 

집합에 대한 생성 확률 모델이며, 문서 속에 있

는 단어의 분포 확률에 따라 토픽별로 문서를 

분류하는 확률적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이다

(Blei et al., 2003). <그림 2>는 LDA의 문서-토

픽-단어의 3계층 베이지안 모형을 도식화한 것

이며, LDA 모형을 통해 지정된 토픽 수로 잠재

된 토픽 구조를 추출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 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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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DA 모형의 구조

LDA 모형에서 토픽별 단어의 생성 프로세

스는 다음과 같이 1)문서 d의 토픽 분포 

  ; 2)토픽 k의 단어 분포 

  ; 3)문서 d중에서 n번째 단

어의 토픽 분포  multi , 토픽 k의 단

어 분포  multi 로 이루어진다. 

LDA 방법을 통해 호텔의 6가지 토픽에 대한 

키워드는 <표 3>과 같으며 키워드에 따라 각 

리뷰의 토픽별 점수를 계산하고 분석에 활용하

였다.

4.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TripAdvisor와 Ctrip에서 수

집한 한국 호텔에 대한 온라인 리뷰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리뷰의 감성 및 감정 분석을 위해 

어휘/사전 기반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감성단

어의 극성값이 0보다 크면 긍정적인 리뷰, 0보

다 작으면 부정적 리뷰, 0이면 중립적인 리뷰로 

분류하고,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SentiWordNet과 Hownet 사전을 적용하여 분

류하였다(Denecke, 2008). 또한 토픽 모델링을 

통해 호텔의 속성에 대한 키워드를 분류하였으

토픽 미국 국

Room 
toilet, view, bathroom, bed, beds, door, floor, 

glass, room, rooms, shower 

装修, 用品, 牙刷, 牙膏, 洗漱, 卫生间, 双床, 大门, 

大床, 宽敞, 空间, 风格,房间, 房, 床, 风景, 环境

 Location

walking, walk, train, taxis, taxi, subway, street, 

store, stop, station, shuttle, namdaemun, 

myeongdong, minutes, min, market, mall, 

location, located, incheon, gangnam, 

dongdaemun, distance, close, center, bus, area, 

airport

坐, 走路, 走, 周围, 周边, 直达, 站, 远, 一条街, 

新世界, 位置, 中心, 场,时间, 南大门, 明洞, 

免税店, 马路, 乐天免税店, 乐天, 距离, 景福宫, 

景点, 近, 交通方便, 交通, 机场, 弘大, 很近, 附近, 

分钟, 方便, 对面, 东大门, 店,地铁站, 地铁, 地理

位置, 地方, 地段, 大巴, 打车, 出口, 出行, 超 , 

步行, 不远, 便利店, 便利, 边上, 班车, 巴士

 Value free, expensive, price, worth  韩元, 免费, 性价比, 价格, 韩 , 值得

Sleep quality noise, comfortable  舒服, 隔音, 声音, 吵

Cleanliness clean 打扫, 干净, 整 , 卫生

Service

wine, wifi, water, tea, staffs, staff, spa, service, 

sauna, restaurants, restaurant, pool, manager, 

machine, lounge, lobby, laundry, gym, front 

desk, food, fitness, facilities, amenities, 

executive, english, elevators, elevator, dinner, 

courtyard, concierge, coffee, club, buffet, 

breakfast, bar, quality, reception, guests, park

中文, 早餐, 泳池, 英语, 英文, 餐厅, 服务员, 前台, 

咖啡, 健身房, 服务, 工作人员, 度, 大 , 电梯, 

设施, 设备

<표 3> LDA를 통해 추출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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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는 <표 4>와 같다.

Ⅴ.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리뷰에 대해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적용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

여 t-test를 수행하였다. T-test는 차이 분석에 널

리 사용되며 온라인 리뷰에도 적용되고 있다

(Fang et al., 2013; Zhu et al., 2017; Wang et 

al., 2019).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평점은 

중국 관광객의 평점(t=-6.28, p<0.01)이 미국 관

광객보다 높으며 미국 관광객의 부정적인 평점

(t= 3.272, p<0.01)이 중국 관광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1-a와 H1-b가 

채택되었다. 감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중국 관광

객의 감성(t=-35.956, p<0.01)이 미국 관광객보

다 높으며 미국 관광객의 부정적인 감성

(t=14.730, p<0.01)이 중국 관광객보다 많은 것

으로 나타나 가설 H2-a와 H2-b가 채택되었다. 

감정에 대한 분석결과는 미국 관광객의 감정 

단어(t=3.566, p<0.01)가 중국 관광객보다 많고 

미국 관광객의 부정적인 감정 단어(t=8.101, 

p<0.01)가 중국 관광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

나 가설 H3-a와 H3-b가 채택되었다. 리뷰의 길

이 측면에서 미국 관광객은 중국 관광객보다 

리뷰가 길며 두 국가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

타났다(t= 34.316, p<0.01). 따라서 가설 H-4가 

채택되었다.

다음은 온라인 리뷰에 언급한 호텔의 토픽들

을 비교하였다. 미국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보다 

호텔의 토픽(t=37.511, p<0.01)을 더 많이 언급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5가 채택되었다. 토

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중국 관광객이 

미국 관광객보다 방(t=-5.120, p<0.01), 가격

(t=-6.21, p<0.01) 그리고 위치(t=-21.965, 

p<0.01)와 관련된 토픽을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H-6, H-7, H-8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미국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보다 서비스

(t=1.902, p<0.05)와 관련된 토픽을 많이 언급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9가 채택되었다.

가설 variables description

H1-a Star rating number of star

H1-b Negative rating star rating < 3

H2-a Sentiment ∑ sentiment values / length

H2-b Negative sentiment sentiment < 0

H3-a Emotion number of emotion words / length

H3-b Negative emotion number of negative emotion words / length

H4 Length word count

H5 Topic number topic number count

H6 Room topic number of room related word / length

H7 Value topic number of value related word / length

H8 Location topic number of location related word / length

H9 Service topic number of service related word / length

<표 4> 연구변수의 조작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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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소비자

의 행위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Hofstede

의 문화이론을 적용하여 온라인 리뷰를 기반으

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과 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호텔에 대한 

리뷰를 수집하였으며, 감성분석과 토픽 모델링 

방법을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리뷰의 평점에서 중국 관광객이 미국 

관광객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평점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Jia(2020) 및 Koh et al. 

(2010)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중

국 관광객은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

문에 미국 관광객보다 부정적인 평점을 주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감성은 평점과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중국 관광객은 미

국 관광객보다 감성이 높은 리뷰를 작성하고 

부정적인 리뷰로 평가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

한 결과는 집단주의 사회가 집단의 조화에 중

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은 

중국과 미국 관광객의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

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미국 관광객이 중국 관

광객보다 온라인 리뷰에 감정적인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Zhu et al.(2017)의 연구결

과와도 일치한다. 즉, 미국 관광객들은 중국 관

광객보다 온라인 리뷰를 통해 감정적인 태도를 

더 많이 표현하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

현하고 부정적인 감정 단어의 사용이 더 많다

는 것이 검증되었다. 마찬가지로 Wang et 

al.(2019)도 미국 소비자가 중국 소비자보다 온

라인 리뷰에서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더 많이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Fong and Burton(2008)은 온라인 토론 게시

판의 텍스트 내용을 통해 미국 참가자가 중국 

참가자보다 정보제공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

인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관광객이 온

가설
미국 국

t value p value 검증결과
Mean SD Mean SD

H1-a 4.563 0.811 4.719 0.628 -6.431 0.000*** 채택

H1-b 0.032 0.175 0.015 0.121 3.272 0.001*** 채택

H2-a 0.032 0.039 0.189 0.178 -35.956 0.000*** 채택

H2-b 0.138 0.345 0.011 0.107 14.730 0.000*** 채택

H3-a 0.081 0.060 0.070 0.111 3.566 0.000*** 채택

H3-b 0.011 0.018 0.005 0.025 8.101 0.000*** 채택

H4 134.970 130.968 22.941 34.237 34.316 0.000*** 채택

H5 3.214 1.166 1.652 1.268 37.511 0.000*** 채택

H6 0.021 0.020 0.029 0.062 -5.120 0.000*** 채택

H7 0.003 0.007 0.009 0.041 -6.206 0.000*** 채택

H8 0.032 0.036 0.110 0.146 -21.965 0.000*** 채택

H9 0.044 0.029 0.040 0.079 1.902 0.029** 채택

주) ***p<0.01, **p<0.05

<표 5> 분석결과



｢정보시스템연구｣ 제29권 제4호, 2020년 12월

- 184 -

라인 리뷰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량을 리뷰의 

길이와 토픽 수로 비교하였으며 분석결과 미국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보다 더 긴 리뷰를 작성

하고 온라인 리뷰에 더 많은 토픽을 포함하였

다. 또한, 선행연구에 의해 호텔의 속성에 대한 

4가지 토픽을 분석한 결과, 중국 관광객이 미국 

관광객보다 온라인 리뷰에서 호텔의 가격을 언

급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Zhu 

et al.(2017)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호텔의 위

치는 가격과 같이 집단주의 사회의 관광객에게 

중요하며, 중국 관광객이 미국 관광객보다 온라

인 리뷰에 호텔의 위치와 관련된 토픽을 언급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Jia 

(2020)는 중국 관광객이 미국 관광객보다 제품

의 핵심 기능(레스토랑의 음식)을 중요시한다

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검증한 결과 중국 관

광객이 미국 관광객보다 호텔의 가격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

국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보다 온라인 리뷰에 

호텔의 서비스를 더 많이 언급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다른 문화를 가진 관광객에게 서비스

의 중요성도 다르다는 것을 설명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감성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통해 

온라인 리뷰의 텍스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

하였다. 리뷰의 텍스트를 통해 다양한 차원을 

도출하고 온라인 소비자의 더 많은 행위에 대

해 검증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온라인 리뷰

의 통계적 특성(예: 평점, 극단적인 리뷰, 깊이, 

길이)에 집중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리뷰와 같이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텍스트 

콘텐츠에 집중하였으며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온라인 리뷰 텍스트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둘

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온라인 리뷰의 

감성, 감정, 그리고 토픽 차원에서 다른 문화를 

가진 관광객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리뷰의 감성

과 부정적인 감성의 리뷰를 비교할 뿐만 아니

라 리뷰에 언급된 감정 단어와 부정적인 감정 

단어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토

픽 모델링을 통해 호텔의 속성과 관련된 토픽

을 추출하고 4가지 핵심 차원의 차이를 탐색하

였다. 특히, 호텔의 속성 중 방과 위치에 관련된 

토픽을 비교하고 방과 위치에 대한 외국인 관

광객의 선호도 차이를 최초로 설명함으로써 온

라인 리뷰의 텍스트 분석 프레임워크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셋째, Hofstede의 문화이론을 바탕

으로 온라인 리뷰의 다양한 차원을 통해 한국

을 방문한 중국과 미국 관광객의 차이를 비교

하였다. 이는 호텔 산업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온라인 리뷰에 대한 다양한 차이를 밝혔으며, 

기존의 문화 비교연구와 온라인 리뷰 연구를 

보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호텔은 중국과 미국 관광객의 차이를 인지

하고 외국인을 구분하여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호텔의 방과 위치를 중

시하는 중국 관광객에게는 좋은 방을 제공하거

나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국 관광

객에게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향

상시킬 수 있다. 호텔은 중국과 미국 관광객에

게 다른 마케팅 정책을 실행할 수 있으며, 중국 

관광객에게는 방, 위치, 그리고 가격에 관한 정

보를 강조하고 미국 관광객에게는 서비스에 관

한 정보를 강조할 수 있다. 둘째, 호텔은 온라인 

리뷰를 중시해야 한다. 온라인 리뷰는 다른 문

화적 배경을 가진 관광객의 호텔 선호도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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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만족도에 대한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가지

고 있다. 첫째, Hofstede의 문화이론을 기반으

로 단일 문화차원의 영향을 연구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Hofstede의 문화이론 외에 Hall 

(1977)이나 Schwartz(1999)의 문화이론을 적용

하여 관광객의 차이점을 탐색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중국과 미국 관광객만 분석하였으나 

보다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

째, 본 연구는 호텔의 리뷰에만 적용하였으나 

호텔 뿐 아니라 레스토랑, 관광지 등과 같이 온

라인 리뷰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적

용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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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ultural characteristics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Korea based on text mining of online review

Ziyan Yao․Eunmi Kim․Taeho Hong

Purpose

The study aims to compare the online review writing behavior of users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rough text mining on online reviews’ text content. In particular, existing studies have 

verifi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online reviews between different cultur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reviews written by Chinese and 

American tourists by analyzing text contents of online reviews based on cultural theory.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online review data for hotels, targeting Chinese and US tourists 

who visited Korea. Then, we analyzed review data through text mining like sentiment analysis and 

topic modeling analysis method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alysis.

Findings

The results showed that Chinese tourists gave higher ratings and relatively less negative ratings 

than American tourists. And American tourists have more negative sentiments and emotions in 

writing online reviews than Chinese tourists. Also,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using topic modeling, 

it was confirmed that Chinese tourists mentioned more topics about the hotel location, room, and 

price, while American tourists mentioned more topics about hotel service. American tourists also 

mention more topics about hotels than Chinese tourists, indicating that American tourists tend to 

provide more information through online reviews.

Keyword: Online review, Cross-cultural, Text mining, Sentiment analysis, Top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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