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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1)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사회 

전반의 유통시스템 변화를 가져와, 사물인터넷(IoT),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빅테이터, 인공지능(AI)이

라는 새로운 기술들이 각기 다른 서비스 간 ‘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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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현실화하였으며, 다양한 사업군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1]. 이러한 기술발전

의 연결성은 기계 간의 연결을 뛰어넘어 소비자의 행

동을 변화시키고,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년 1월 20일 한국에 첫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

고, 전 세계 100개국이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

황에서, WHO는 코로나 19 팬테믹을 선언했다[2].

WHO는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이후 세 번째로 팬데믹을 선언했으며, ‘감염병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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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Search for Reinforcement of Untact-Service 
: A Case Study on the Installation of R Hotel Kios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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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based on digital technology has made ‘hyper connectivity’
between different services a reality, and an example of this is the reinforcement of
non-face-to-face services. The non-face-to-face service is a service provided by service
providers and customers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without
direct contact. Recently, it has expanded to the hotel industry,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human resources, centering on the restaurant busines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case of the “R” hotel in the Gangwon region, which is introducing and operating
a kiosk, and to confirm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the system operation method, and
expected effects, etc. for hotels that intend to operate it in the future. It is difficult to affirm
that the introduction of KIOSK directly reduced labor costs or increased service efficiency,
but it seems meaningful that it has improved the convenience of users. In future research,
practical research is needed on the impact of the system on management activities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KIO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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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이라 할 수 있다. 펜데믹은 사람들의 일상에 비

대면을 강제하고 있으며, 학교를 포함하여, 식당, 호

텔, 항공 등 서비스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의 확산이나 여행 금지 등

으로 관광숙박업 전반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특정 

지역(강원도, 제주도)의 일부 해안가 호텔이나 전년 

수준의 영업을 하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산업성장이 

하락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유행이 사람들 간의 접촉을 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집회·모임 제한 등 마스크와 사회

적 거리두기가 일상화하면서, 한편으로 경로를 파악

할 수 없는 감염의 사례나 무증상 등에 의한 많은 위

험적 요소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서비스 종사원이 제

공하던 대면 서비스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비대

면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들은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등 그동안 영상회의 도입에 속극적이거나 규제문제

로 더디게 도입했던 곳들까지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

다[3].

근본적으로 대고객 서비스의 비대면은 기업으로서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도 있지만, 기존의 대면 서비스에 익숙하던 고객들에

게 접근의 불편성이나 어려운 도구나 채널로 받아들

여지는 경우도 있어, 서비스의 품질 저하 또는 고급 

서비스를 표방하는 서비스업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

되고 있기도 하다.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대고객 

서비스의 대표적인 것이 외식업으로 외식업은 보통 

집 외의 장소에서 식음료 등을 생산판매하는 유무형

의 서비스 사업으로[4], 급속한 사업의 발달과 소비자 

경제활동의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의 새로운 산업시대를 표방하면서, 인공지

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과 같은 첨단 정

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산업에 도입되고 있다. 이 가운데에 셀프서비

스 기술(Self-Service Technology : SST)은 기존 서비

스 종사원이 제공하던 대면 서비스의 대안이면서 동

시에 운영비 절감과 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한 수단으

로 도입되고 있다[5].

국내 무인 주문결제 시스템은 초기에 단순하게 인

터넷으로 주문 결제하는 시스템이었으나 최근 정보

통신기술 발달로 온·오프라인 서비스가 확산되어 이

용되고 있으며[6], 스마트폰의 이용이 늘어나며 애플

리케이션을 활용한 주문이 가능해졌고, 비슷한 종류

의 애플리케이션이 보급되면서 현금과 카드가 없더

라도 휴대전화기를 통해 결제할 수 있는 편리함으로 

젊은 사용자층으로부터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7]. 이

러한 인기에 힘입어 다양한 공간에서, 예를 들면 공

항, 영화관, 고속도로 휴게소, Fast-Food, 지하철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호텔에서도 도입하고 있

는 실정에 있다.

국내의 최초의 키오스크 도입은 2014년 롯데리아

에서 시작되었으며[8], 이후 다양한 외식업체에 도입∙

운영되면서 다양하게 전파되었는데, 이는 기업이 키

오스크 도입을 통해 서비스의 편의성 증대를 포함하

여, 효율성 증대, 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보급이 확대

되었다. 이 가운데 키오스크 도입은 인적자원에 의존

이 높은 외식업∙호텔업의 산업이 키오스크의 도입을 

통해 인건비 절감, 인당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비용절

감에 촛점을 두고 전략적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키오스크를 도입·운영하고 있

는 강원지역의 “R” 호텔의 사례를 파악하고 향후 이

를 도입하고자 하는 호텔에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시스템 운영 방법, 시스템의 활용이 직원과 고

객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Ⅱ. 문헌 연구
2.1 비대면 서비스 활용

비대면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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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접촉 없이 정보통신 및 기술을 활용하여 받는 서

비스라 정의할 수 있으며[9], 고객에게 정보제공이라

는 목적에서 서비스 채널은 과거 대표적인 비대면 채

널로 전화, TV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폰 사용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도구가 다양화

되었으며 이는 비대면 서비스 채널의 다양성을 가져

왔다. 이러한 서비스 채널의 종류와 활용의 예를 살

펴보면 <표1>과 같다.

멀티채널의 등장은 기업으로서 판매의 증가, 시장

의 학대, 비용의 절감, 비즈니스 위험의 감소 등 장점

도 있지만, 채널 간의 충돌, 투자 비용의 증가, 서비스 

질적 하락에 따른 상표 인지도의 감소, 기계장비에 

의존함에 따라 통제의 어려움 등 단점이 있기도 하

다. 비대면 서비스 채널의 특징은 다양한 멀티채널

(Multi-channel)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있으

며,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기기의 

발달로 소비자 접근방식의 다양성을 가져왔다.

멀티채널(Multi-channel)의 개념은 전통적인 마케

팅 방식에 있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나 이상의 경로

를 통해 유통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통채널은 소비나 

사용을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일부분으로 이해되며 유통채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멀티

채널 방식을 선택하거나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유통

하는 단일 채널 방식을 사용해 왔다[11].

비대면 서비스 채널 중 대표적인 것이 셀프서비스 

기술(Self-Service Technology : SST)이 있는데 이는 

접점 종업원과 대면하지 않고 고객이 스스로 서비스

를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으로, 고객이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하던 인력 중심의 셀프서비스가 아닌 기술

중심의 셀프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비스 부분

에 기술이 접목된 예이다. 셀프서비스 기술의 활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셀프서비스 기술은 초기 은행의 대면 서비스 거래

를 줄이고, 과거 인적 중심의 서비스 기본으로 하던 

패러다임을 고객들에게 편리함, 선택의 기회, 효용성 

제공 등 고객에게 스스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

할로 확대되고 있으며, 항공사에서 멀티채널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셀

프서비스는 승객이 스스로 예약수속, 비행 정보 확인,

수화물 수탁, 좌석변경, 탑승권 출력 등이 가능토록 

했으며[13], 이를 통해 항공사는 인건비를 줄이고 고

객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제한적이지 않은 편의성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1> 서비스 채널 종류와 활용의 예[10]
채널의 종류 비대면 서비스 대면 서비스

셀  프

서비스

채  널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대화형 

키오스크

ATM
호텔 C/O

주차 자동정산

키오스크 상에서

직원과 직접 소통

대화형TV TV 홈쇼핑

전화
폰뱅킹

콜센터 ARS
전화상 직원과

직접 소통 

물리적

서비스

채  널

시설
상점에서 판매원과

직접 대면 서비스

물류

기반시설

비대면 서비스 채널을 

통한 주문상품 전달

<표 2> 셀프서비스 기술 분야의 활용의 예[12]
분야 ARS(전화) 온라인/인터넷 키오스크

고  객

서비스

-. 폰뱅킹

-. 항공정보

-. 주문상황확인

-. 홈쇼핑 주민

-. 택배물 확인

-. 은행계좌

확인

-. ATM
-. 호텔 C/O

거  래 -. 폰뱅킹

-. 물품구매

-. 은행거래

-. 주식거래

-. 셀프주유소

-. 호텔 C/O
-. 렌트카 수속

자  가 

도  움
-. 정보취득

-. 정보검색

-. 온라인 강의

-. 혈압체크

-. 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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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키오스크의 적용
키오스크란 원래 옥외에 설치된 대형 천만 등을 뜻

하는 말로 간이 판매대나 소형매점을 의미하기도 한

다. 최근에는 공공장소에서 무인·자동화를 통해 주

변 정보안내나 버스시간 안내 등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 정보 단말기를 지칭하기도 하는

데[14], 정보통신에서는 정보서비스와 업무의 무인자

동 화를 위하여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

공장소에 설치한 무인 단말기를 의미하며, 일반적으

로 공공장소, 식당, 버스터미널, 지하철, 관공서, 쇼핑

몰 이용 안내, 장소 및 관광 정보안내 등의 정보제공 

및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키오스크는 기본의 자판기, 은행의 ATM기, 지하

철, 영화관 등의 무인 발권기 이외에도 병원의 자동

수납관리, 쇼핑몰 안내, 음식 주문 등 금융, 교통, 외

식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15]. 키오스

크에 멀티미디어 환경을 구축하면 화상회의시스템과 

스캐닝, 화면공유 등을 구현할 수 있으며, 가상현실과 

음성인식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출 수도 있다[16].

키오스크의 공통기능을 보면 시설정보, 위치안내,

이벤트 정보 등 정보제공이 공통으로 있으며, 다국어

를 지원하고 있다. 키오스크의 주요 사용현황은 <표 

3>과 같다.

2.3 키오스크의 분류
키오스크의 형태는 기술기반 셀프서비스(Technolo

gy-Based Self Service:TBSS)와 셀프서비스 기술(Self

Service Technologies:SSTs)로 볼 수 있게 혼용되어 

사용된다[18]. 기술기반 셀프서비스는 소비자 스스로 

기계를 통해 기술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직원의 도움 없이도 소비자가 직접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단말기를 이용한 활동과 이로 인한 혜택을 

의미한다. 셀프서비스 기술은 직접적인 종업원의 참

여로 소비자가 독립하여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술적

인 인터페이스이다[19].

키오스크 공급방식은 2가지가 있으며 일시 판매방

식과 임대 방식으로 일시 판매방식은 대형 프렌차이

즈, 가맹점들이 선호하고 임대 방식은 비교적 저렴하

여서 중소가맹점에서 선호한다[20]. 관광숙박업의 경

우 일시 판매방식으로 초기에 다량의 키오스크를 도

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호텔업이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최저임금의 인상 등으로 인건

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무인 체크인/체크아웃

을 도입하는 등 다방면에 시도되고 있으며, 그 목적

과 설치 방법에 따라 <표 4>와 같이 구분한다.

키오스크는 1. 정보제공 목적으로 밀도가 높고 넓

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제공용 키

오스크, 2. 공항, 기차역, 호텔, 도서관, 박물관에서 주

로 사용하고 인터넷 서밋, 신용카드 및 청구서 지급

기능이 있는 인터넷 키오스크, 3. 직원의 도움 없이 

직접 결제, 주문, 발권, 셀프 체크인 등 사용 가능한 

셀프서비스 키오스크, 4. 위치 안내하는 웨이파인딩 

키오스크, 5. 정보를 제공하며 잠재고객이 프로모션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광고스탠딩 키오스크로 나

눌 수 있다[21].

키오스크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1. 고객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원하는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2. 인력을 대신할 수 있어 인건비 

<표 3> 키오스크의 사용현황[17]
설치장소 제공기능

놀이공원/유적지 안전정보, 날씨 정보, 이벤트 정보 

전시장/박물관 전시정보/안내, 교육 정보/ 관련 정보

터미널/역사 순서 절차안내, 주변 안내, 관광 정보

극장/공연장 관람 정보, 이벤트 정보, 할인정보

백화점/쇼핑몰 매장정보, 위치안내, 이벤트 안내

편의점/음식점 건강정보, 포인트 적립, 계산

관공서/ 학교 절차안내, 관련 규정 정보, 증명서 발급

도석관/서점 회원등록, 도서 정보 출력

은행(ATM)
입금/출금/이체/조회, 통장정리, 공과금 

납부, 지폐 교환, 금융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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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이 가능하다. 3. 24시간 서비스할 수 있어 인력 

소모를 줄이고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4. 수

십 번씩 반복되는 질의응답은 직원의 업무능력 저하

를 방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업무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각종 기업 및 단체의 상업시

설 홍보와 멀티미디어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면 수익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셀프서비스 기술 중 하나인 키오스크

의 도입/운영과 관련하여 “R” 호텔 키오스크 도입/운

영의 구축사례를 살펴보고, 시스템 도입할 때 고려사

항과 운영하면서 도입 후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및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강원지역에 있는 “R” 호텔의 키오스크 

도입/운영 사례로 선정하였다. “R” 호텔의 경우 코로

나라는 시장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특성으

로 다른 업체 비해 그 영향 정도는 미비하며, 또한 선

정 사유는 “R” 호텔이 가장 최근에 키오스크를 도입

한 호텔로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상황에 적합했

다.

3.2 연구 방법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상황과 유

사한 사례를 찾아내어 깊이 있게 분석을 하는 조사방

법으로[23], 문제의 규명과 관련된 변수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할 경우 효과적이다. 사례연구 유형

은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첫째, 한 개의 사례

를 측정하는 단일사례연구방법과 둘째, 두 가지 이상

의 사례를 다루는 다중사례 연구 방법이 있다[24].

본 연구는 단일사례연구방법을 채택하여 KIOSK

도입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Ⅳ. 키오스크 사례 분석 
4.1 키오스크 도입 배경 및 절차

“R" 호텔은 2018년 설립된 회사이다. 2020년 기준

으로, 자산 11.3억, 매출액 162억, 영업이익 8.5억, 종

업원은 118명이다[25]. “R” 호텔의 주된 상품은 객실

이며, 뷔페식당과 연회장, 스파를 운영하고 있다. 본

래 키오스크는 인건비가 절감되고 시간과 장소의 제

약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보급되었으며, 노인이나 어린이에게는 이용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26]. 그런데도 

호텔업의 특징상 인력자원에 의존도가 높음에 따라 

비용 절감의 차원에서 항공과 호텔에 점진적으로 확

산하고 있다. 강원지역 내에 호텔 중 키오스크를 도

입·운영하고 있는 호텔은 극히 일부이며, 키오스크

<표 4> 키오스크의 종류
구분 종류 주요 내용

목적

정보용
-. 정보제공용

-. 밀도가 높고 넓은 지역에 설치

인터넷용
-. 공항, 기차역, 호텔, 도서관 주로 사용

-. 신용카드 및 청구서 지급기능 제공

셀프서비스 

-. 직원의 도움이 필요 없음

-. 영화관 발권, 식당 주문, 공항 셀프체크

인

웨이파인딩 -. 현 위치, 목적지 안내

설치

방법

광고 입석 형 

-. 정보를 제공

-. 잠재고객 프로모션 활용 기회 제공

-. 소매업 주로 이용

벽걸이형
-. 최소 설치 공간 필요/높은 공간 활용

-. 정보제공

데스크형
-. 일반적으로 작은 사이즈 제작

-. 소규모 매장 적용

스탠드형
-. 장소 상관없이 설치 가능

-. 큰 규모로 사용자 시선 집중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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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다른 분야(외식, 항공서비스,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사례처럼 비용 절감의 효과

를 기대하기보다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

다.

4.2 키오스크 구축
”R“호텔은 ‘셀프체크인/아웃 키오스크 도입을 통

해 스마트 ICT 기반의 숙박시설 환경을 구축하고 호

텔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

고자 도입검토 되었으며, 시스템 구축 상세범위는 

<표 5>와 같다.

처음 시도하는 KIOSK의 도입으로 인근 도입업체

의 Bench Marking, 제안 업체의 현장 설명회 진행 등 

2개월간의 사전 계획 수립 기간을 갖고, 현업의 업무

별 요건 정의의 명확화, 실행방안의 도출 등 사전검

토 1개월,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3개월을 포함하

여 총 6개월, 총비용 1억을 투자했다[27].

현업의 업무별 요건 정의의 명확화, 실행방안의 도

출 등 사전검토 1개월,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3개

월을 포함하여 총 6개월, 총비용 1억을 투자했다.

호텔을 방문하는 고객은 예약이라는 Process를 거

쳐 호텔 이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약속하는게 일반적

이다. 호텔의 예약은 홈페이지, 스마트폰 APP 또는 

콜센터를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기간과 객실의 유형

을 선택하고, 이용 인원, 이용요금, 부가서비스의 선

택 등의 과정을 거처 예약을 확정 짓는다. KIOSK는 

확정된 예약내용을 간편 확인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

하고, 빠르게 입실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고객

의 예약확인 내용에는 객실의 유형, 기간에 따른 차

등 요금조회(입실 시간에 따른 차등 요금조회/최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조기 입실, 늦은 퇴실 등의 

PKG 상품 적용)를 제공하고, 프런트와 화상 연결을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R” 호텔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KIOSK는 <그

림 1>과 같다[28].

고객은 다양한 방법으로 예약한다. 홈페이지나, 콜

센터나, OTA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예약을 할 수 있

으며,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호텔의 관리시스템인 

PMS에 저장되어 KIOSK와 상호 연동된다. 예약정보

의 확인, 정산 방법, 부가서비스 등 해당 고객의 요청

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며, PKG 상품의 

경우, 이용할 부대업장의 쿠폰이나 입장권 발행 등의 

기능도 포함한다. KIOSK를 활용한 셀프체크인 시스

템의 업무 흐름은 <그림 2>와 같다.

<표 5> 시스템 구축 상세범위
운영범위 세부 내용

K
I
O
S
K

구

축

예약고객 

C/I

-. 예약확인 (고객명/전화번호 등) 예약정보 

확인

-. 객실 조회 (예약된 유형의 객실번호조회)
-. KEY 발행 (입실 처리를 위한 Key 발행)

W/I 처리

-. 이용 가능 객실 조회 (Room Type 지원)
-. 고객정보 입력 (차량번호 포함)
-. 선결제 진행 (결제 수단 지정)
-. 객실 배정 및 Key 발행

C/O
-. Key 회수

-. 결제 수단 지정

시스템 

연동

-. 고객관리 연동 (PMS 저장)
-. 기본 이용정보 저장

-. KEY 관리 시스템 연동 <그림 1> KIOSK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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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을 투숙하는 고객의 대부분은 사전예약을 통

해 호텔을 이용하지만, 일부는 사전에 예약하지 않고 

호텔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예약하지 않고 

호텔에 투숙은 원하는 고객을 Walk In Guest라고 하

며 이러한 경우에도 셀프체크인 시스템은 업무를 지

원해야 한다. 예약없이 방문하는 고객에게 객실의 상

태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투숙

을 지원해야 한다. 예약고객의 C/I시 제공되는 화면

은 <그림 3>과 같다.

호텔에서 객실은 주된 상품으로 객실정비 여부는 

판매에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KIOSK 시스템과 

PMS 사이에 지속적으로 실시간 정보제공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객실의 오버부킹 (실재 

판매 가능 객실보다 예약을 더 받는 상태)을 확인하

고, 객실의 유형별, 층별, 전망별 객실재고를 명확하

게 보여줘야 한다.

청소된 객실이 부족하여 판매 가능한 객실이 없으

면 대기 메시지 내지는 예상 대기시간을 알려줘야 한

다. KIOSK를 활용한 객실 정보제공에 따른 업무의 

흐름은 <그림 4>와 같다.

객실 정보제공에 있어 객실 유형별/층별/전망별 

다양한 가격이 존재하므로 객실별 가중치가 부여되

어야 하며, 유사한 형태의 객실별로 그룹화하고, 판매 

가능한 객실부터 순차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기간계 

시스템 PMS와 연동되어야 한다.

예약한 고객이든 W/I 고객이든 등록을 마치면, 다

음 단계로 Key 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객실의 Key

는 호텔 내의 Key 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 객실을 

개·폐할 수 있어야 하며, 발급된 키는 여분의 Key를 

포함하여 2~4장까지 발급된다. 최근의 호텔 Key 관

리시스템은 발행된 키를 활용하여 엘리베이터의 이

용, 부대업장의 후불, 객실 내 전기공급 등 다양한 기

능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 완료되어 객실이 

배정되었을 때, Key 발급을 통해 고객이 호텔 내 자

유롭게 머물고, 부대업장에서도 이를 인식할 수 있도

록 상호연계되어야 한다. Key 발급에 따른 업무 흐름

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2> 셀프체크인 시스템 업무흐름도

<그림 3> C/I 시 정보제공 화면

 

<그림 4> 객실 정보제공을 통한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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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호텔을 이용한 고객이 퇴실할 때 정산

의 절차가 남아있다. 이를 활용한 혼합결제 서비스에 

관한 업무흐름도는 <그림 6>과 같다.

Check-Out은 입실한 고객이 Key를 반납하고 다양

한 결제 수단에 의해 정산하고 퇴실하는 과정이다. IT

산업의 발전과 이질적 산업 간의 업무제휴가 빈번해 

짐에 따라 다양한 결제 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

적인 것이 포인트 결제가 있으며, 이외 상품권 결제 

등도 포함된다.

호텔의 멤버십 도입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호텔마다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결제 시에는 고객

이 호텔에 머물면서 발생한 부대업장 후불을 합산하

여 결제가 진행되며, 멤버십이 도입된 경우 포인트 

차감과 카드 결제의 혼합결제가 발생한다. 각각의 정

산정보나 이용현황 정보는 PMS와 연동되어 고객관

리의 주안점이 되기도 한다.

최근의 호텔은 예약확인이나 정산을 처리하는 과

정에서 다양한 도구가 이용되고 있다. C/I의 경우 바

코드나 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을 활용하여 C/I을 할 

수 있도록 유도되고 있으며, 정산의 과정에서도 관련 

업계와의 제휴를 통한 포인트 결제, 해당사가 제공하

는 마일리지, 기타 상품권의 활용도 이루어지고 있다.

KIOSK 도입 이후 젊은 고객들의 사용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고객들의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긍정

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노년층이나 디지털에 익숙

하지 않은 고객을 위해 KIOSK 옆에 항상 서비스 제

공을 위해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단점도 있

었다. 따라서 KIOSK의 도입이 고객에게 간편하고 빠

르게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편리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에게 활용되

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Ⅴ. 결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은 다양 분

야에서 다양한 사업군 간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 간의 복합화된 

연결이 고객과 맞닿으면서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변

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

이다. 이는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

고 있으며, 외식업을 필두로 현재 호텔에서도 접목이 

시도되고 있다.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채널을 통한 서

비스는 기존 대면 채널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서비스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을 보장하며, 호텔이 가진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

를 다소나마 경감시켜 합리적 비용구조를 가질 수 있

<그림 5> 자동 Key 업무흐름도 <그림 6> 포인트와 카드혼합결제 서비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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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장점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서비스 

채널의 확대가 소비자의 편의보다는 경영주의 인건

비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이는 노동시장

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디지털 기기의 사

용에 익숙한 젊은 층과 그렇지 않은 디지털 이주민의 

불편이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비대면 서비스의 강화 목적으로 강원지

역 내 KIOSK 시스템을 도입·운영하는 “R” 호텔을 사

례연구 하였다. 호텔에서 비대면 서비스 채널 도입과 

그 채널이 주는 기능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따

라서 실재 소비자가 느끼는 품질이나 만족 정도를 파

악하지는 못했으며, 실재 운영자 관점에서의 KIOSK

도입이 가져다주는 효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 정도 

등도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호텔의 KIOSK의 도입이 

해당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고객 대기시간을 감

소시키는 등 편리성을 증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궁극적으로 호텔에서 추구하는 인건비의 절감, 생산

성을 증대 등 경영활동 개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

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

재 운영자의 인터뷰결과 “24시간 개방시스템으로 젊

은층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주말의 경우 C/I

입실 대기고객이 많은 경우나, 일시적으로 C/O 퇴실

고객이 많은 경우 이용된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고

객의 관점에서 “빠르게 C/I. C/O을 할 수 있어,

KIOSK를 사용한다.”라는 응답이 있었다.

KIOSK의 도입이 고객이나 운영자측면에서 고객대

기시간을 감소시켜,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는 

논쟁의 여지는 없으나, 운영자 관점에서 기본적인 예

약이나 퇴실의 서비스 제공은 원만히 처리가 되나,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시스템에 정의되지 않는 서비

스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처리를 위한 직원이 상주해

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스템

의 도입목적이 편의제공이나 서비스의 확대 관점이 

아닌 단순 인건비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된다

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KIOSK 도입과 관련하여 시스템

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시스템을 도입할 때 사전 고려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효과성 검증 또한 요구된다. 단순한 

기계장치의 도입이 아니라 호텔을 운영하는 기간계 

시스템과의 연동이나, 연관시스템과의 처리관계, 이

용하는 고객의 연령대 등 다양한 검토사항이 필요하

므로 시스템도입이 경영활동 개선(생산성 향상, 직무

몰입 강화, 경비 절감 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

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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