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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량경제모형을 적용한 호텔객실성과 결정요인분석

Analysis on determinants of hotel room performance using spatial econometr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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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객실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실증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입지요인을 중
심으로 호텔객실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의 목적에 따라 호텔 입지가 다양하게 정의되었으며, 대부
분의 연구 분석 시 OLS모형을 적용하여 호텔의 공간적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입지이
론을 기반으로 입지의 조작적 정의를 규정하여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결정요인들과 함께 변수로 적용하
였으며, 공간자기상관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최소제곱모형, 공간자기회귀모형, 공간오차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
시하고 가장 적합한 모형을 도출하였다. 수도권 소재의 274개 호텔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RevPAR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호텔 객실 수, 브랜드 여부, 등급, 부대시설 매출 등 호텔 특성요인 및 중심지에서의 거리와 집적정
도 및 배후지 산업활성화 정도 등 입지요인 변수를 적용하였다. 각 모형 분석결과 적합도가 우수하고, 잔차분석 시
이분산성이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난 공간오차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고 결과를 해석하였다. 호텔 특성 요인
인 객실 수와 부대시설 매출, 체인브랜드 여부는 RevPAR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호텔 등급변수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요인 중 배후지역의 기업 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입지
상계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와 동일권역 내 호텔 객실 수는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공간적 특성을 갖는 데이터를 분석 시 데이터의 공간적 자기상
관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계량경제모형 적용의 타당성을 제시하였으며, 입지이론에 근거하여 입지변수를 도출하
고 이를 실증분석함으로써 호텔객실성과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핵심용어： 호텔입지, RevPAR, 단일도심모형, 집적모형, 공간계량모형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hotel RevPAR using
data from 274 hotels in Korea's capital region. As the outset, it is imperative to clarify the concep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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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due to fact that there is lack of consensus defining the hotel location. Based on the
Mono-Centric Model and the Agglomeration Model, this study proposes an operational definition of hotel
location. In addition, traditional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room count, auxiliary facility size, and
brand were considered as determinants. The least squares regression model (OLS), the spatial
autoregressive model (SAR), and the spatial error model (SEM) were established in order using
cross-sectional data. The SEM is chosen as the final model for this study because it overcomes the
problem of spatial autocorrelation. The findings confirm that attributes such as room count, auxiliary
facility size, brand, and location are important drivers of RevPAR. The number of companies in the hotel
area, in particular, may improve RevPAR, whereas agglomeration may be detrimental to profit in the hotel
room market. This study, in addition to having managerial implications, contributes to future research by
providing a methodological guide on spatial regression models. It is suggested to spatial econometrics
model, which overcoming the problem of spatial autocorrelation,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traditional
OLS in explaining hotel performance.
Key words： Hotel location, RevPAR, Mono-Centric Model, Agglomeration Model, Spatial Econometric Model

Ⅰ. 서 론

거리를 기반으로 입지를 분석하는 반면, 최근 들
어서는 시간거리(Lee & McDonald, 2003)나

숙박시설은 여행객이 익숙하지 않은 장소를

수요의 위치(박지윤, 2006), 네트워크 기반의

여행하면서 여독을 풀 수 있는 공간이자, 목적지

입지요인(김창현ㆍ김영롱ㆍ진영현, 2019)등 다

간 이동 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관광객

양한 요인으로 입지를 설명하고 있다.

은 숙박시설 선정 시 관광지나 도심 접근성 등

입지는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입지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숙박시설 입지의

영역이지만, 입지의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며 다

중요성은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밝혀졌는데, 관광

양한 이론들에 의해 개념이 형성되어 그 기준과

객들은 이동의 편의를 위해 목적지와 가까운 호

개념이 모호하다(정은별ㆍ이형룡, 2017). 특히,

텔에 숙박하려하는 경향이 있으며(Adam &

호텔분야의 연구에서 입지요인은 경제학 이론

Amuquandoh, 2013; Bull, 1994; Lee &

(Chung & Kalnins, 2001), 지리학 이론(Egan

Jang, 2011), 입지는 호텔 운영 시 고려해야

& Nield, 2000), 마케팅 이론(Urtasun &

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Sainaghi, 2011) 호

Gutiérrez, 2006)등을 다양한 분야를 기반으로

텔 수요 및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송병덕ㆍ고

정의되었으며,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입

영대, 2016).

지의 개념을 거리(Shoval, 2006), 집적(Tsang

입지는 타 산업분야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

& Yip, 2009), 교통(Adam & Amuquandoh,

며 다양한 이론들이 연구되었다. 입지론은 산업

2013) 등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

활동을 위한 최적의 장소를 연구하는 이론으로

연구에서는 호텔 입지의 개념을 명료화하기 위해

(Dawkins, 2003), 튀넨의 고립국이론은 농업

입지이론들을 근거로 입지에 대한 변수 규정 및

사회의 입지이론을 설명하고 있으며, 베버는 공

척도를 제시하고, 국내 호텔의 성과에 영향을 미

업입지이론으로 공업과 관련된 입지이론을 설명

치는 입지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입지론은 물리적

한편, 호텔은 특정 공간에 위치함으로써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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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공간적 상관성이 존재

2012; Yang, Wong, & Wang, 2012), 객실

할 경우 일반화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판매성과에 영향을 미친다(이계원ㆍ최동열, 2004;

OLS)을 적용하면 표준오차의 추정량이 과소 추

Sainaghi, 2011; Zhang, Zang, Lu, Cheng,

정되어 추정된 회귀계수에 편의(bias)가 발생할

& Zhang, 2011). 또한, 좋은 호텔 입지는 시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건섭(2017)은 공간자기

장점유율을 늘리고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마

상관이 존재하는 경우 OLS모형과 공간계량경제

케팅 요인으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

모형을 비교해 본 결과, OLS모형에서 계수들의

에 투자비용 회수기간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하며

추정치가 과대추정(over estimation)되는 경향

(Kundakci, Adali, & Isik, 2014), 입지 자

이 발생함을 밝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

체로 고객의 주의를 끌어낼 수 있는 훌륭한 홍보

으로 적용되는 OLS모형과 공간적 특성을 감안

수단이다(Bull, 1994).

할 수 있는 공간계량경제모형을 각각 분석하여

호텔성과에 입지의 영향력을 분석한 실증연구

어떠한 모형이 더욱 적합한지 비교하여 최종모형

는 도심에서의 거리, 집적효과, 입지특성 등 다

을 도출하고, 호텔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진

양한 측면에서 시도되었다. Bull(1994)은 헤도

단하고자 한다.

닉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을 적용하

이 연구의 목적은 호텔객실성과에 영향을 미

여 모텔의 입지가치를 연구하였는데, 도심에서

치는 입지요인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

거리가 1km 멀어질수록 객실요금이 $5.17 하

가?, 호텔객실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

락함을 밝히며 도심에서의 접근성이 가격 결정요

엇이며, 특히 입지요인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인임을 시사하였다. Tsang and Yip(2009)의

가? 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며, OLS모형과

연구에서는 집적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높은 등급

공간계량경제모형들 중 공간적 특성을 가진 호텔

의 호텔들은 집적을 통해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

자료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모형을 규명하는 데에

는 반면, 낮은 등급의 호텔들은 집적이익을 실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입

하여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밝혔다. 김홍

지이론을 분석하여 호텔객실성과에 영향을 미치

범ㆍ박태수(2004)는 호텔배후지의 특성을 기반

는 입지의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구체화하

으로 비즈니스호텔과 리조트호텔로 분류하여 입

고, 공간경제모형을 활용하여 호텔객실성과 영향

지 특성과 호텔 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요인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최소제곱법

Lee and Jang(2011)은 호텔이 공항에 인접하

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와 공간경제모형 결

여 가지는 가격 프리미엄을 가짐을 시사하였다.

과를 비교 분석하여, 공간적 특성을 보유한 자료

선행 연구들에서 호텔 입지는 거리의 개념인 접

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근성, 공간 개념인 집적, 배후지 특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입지가 호텔 성과를

Ⅱ. 이론적 배경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지만, 입지의
특성과 개념은 연구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었

1. 호텔입지와 성과

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유사연구들에서 다소 모
호하게 다루어졌던 입지의 개념을 명료화하고자

호텔 입지는 관광객이 호텔을 선택할 때 가

한다. 선행연구에서 적용된 입지의 개념에 대해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박은민ㆍ김영욱,

입지이론을 기반으로 정교화하여 척도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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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입지요인이 호텔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고 있으며, 중심지에 대한 근접성에 이용자가 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마나 가치를 지불할지에 의해 입찰지대곡선(bid
rent curve)이 결정된다(Alonso, 1964). 입찰
지대곡선이라는 강력한 분석틀을 보유한 입찰지

2. 호텔입지 이론

대이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
호텔 입지는 지역적 특성(Chung & Kalnins,

며, 호텔입지연구에도 활발히 적용되었다.

2001), 특정지점에서의 거리나 접근성(Moutinho

Yokeno(1968)는 입찰지대곡선에서 관광객

& Paton, 1991), 주변 경쟁호텔의 특징(진석호,

은 도심에서의 근접성에 대한 높은 지불의사를

2019; Chou, Hsu, & Chen, 2007) 등 다양한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중심업

측면에서 측정되었다. 이에 Yang, Luo, and

무지역(central business distribution: CBD)

Law(2014)는 호텔 입지이론을 정리하였는데,

과 상업시설 사이에 호텔이 입지한다고 제시하였

입지이론을 고전적인 중심지이론을 적용하여 도

다. 따라서 높은 지대를 지불하면서 호텔은 CBD

심 접근성을 기반으로 입지를 분석한 단일도심모

에 근접한 지역에 입지하고, 외곽에는 상업시설,

형(mono-centric model: MCM), 집적으로

제조업, 농업 순으로 입지함을 제시하였다.

인한 효과를 분석한 집적모형(agglomeration

나아가, Egan and Nield(2000)는 호텔의

model: AM)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종류에 따라 서로 상이한 공간적 계층을 가지는

는 Yang et al.(2014)의 이론적 모형 분류를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입찰지대

기반으로 각 이론을 고찰하여, 입지의 개념을 살

곡선은 입지와 연계된 수익을 나타내는데, 높은

펴보고 입지의 척도를 구성하고자 한다.

객실가격의 호텔이 도심과 더욱 근접하여 입지함
을 제시하고 있다. 즉, 비교적 고가인 등급이 높

1) 단일도심모형

은 호텔들은 도심 입지에 대한 구심력을 가지며,

단일도심모형은 입찰지대이론(bid rent theory)
을 기반으로 입지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모형으
로, 모형에서는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역을 가지

등급이 낮은 호텔은 도심 입지에 대한 원심력을
갖는다고 설명될 수 있다.
Shoval(2006)의 연구에서는 호텔객실가격

<Figure 1> Yokeno’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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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gan & Nield’s model

과 CBD에서 거리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CBD

집적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경쟁기업과 주변지

에서 멀어질수록 호텔 객실가격이 급격히 낮아지

역에 입지함에 따라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

는 것을 도출하였다. CBD에 가까이 입지한 호

고, 원재료 조달을 위한 물류비를 절약에 의한

텔들은 전반적으로 객실가격이 더 높았으며, 호

생산비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

텔을 이용하는 고객군의 구성에 따라 지불의사도

객은 탐색비용을 줄이기 위해 근접한 구역 안에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과 근접한 위치

서 대체품을 찾아 수요창출 측면에서도 이점을

에 입지한 호텔들은 교통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진다(Chung & Kalnins, 2001). 한편, 동

개별관광객의 비중이 높았으며, 도심에서 거리가

일 상권 내에서 유사한 업체들의 과다 경쟁으

멀어질수록 단체고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

로 인해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났다.

(Canina, Enz, & Harrion, 2005). 따라서

단일도심모형을 기반으로 한 호텔 입지 연구

많은 기업들이 근접한 지역에 입지하여 집적경제

에서 주요 변수로 사용된 입지의 척도는 도심으

를 실현함과 동시에 경쟁자와의 차별화 포지셔닝

로부터의 거리가 적용되었으며, 호텔입지가 CBD

을 취하여 수요를 창출하고자 한다.

와 가까울수록 가격이나 성과 측면에서 프리미엄
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호텔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경쟁호
텔들과의 집적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Chung and Kalnins(2001)은 미국 텍사스에

2) 집적모형

입지한 호텔들을 분석한 결과 경쟁호텔들과의 집

집적이란 특정지역에 동종의 기업이 모여있는

적으로 인해 매출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

형태를 의미하며, Marsall(1920)은 경제주체

혔다. 규모가 큰 호텔들은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들이 특정 공간에 밀집하여 긍정적인 외부효과인

발생시키고, 주변에 위치한 소규모 호텔의 매출

집적경제를 실현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동일

성과가 향상되는 것이다. Canina et al.(2005)

업종의 기업체들이 근접한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은 2000년도 14,995개의 미국 호텔들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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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Chung and Kalnins(2001)의 연구

치는 입지요인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으며, 어떠

결과와 같이 집적효과는 주로 낮은 등급호텔로

한 입지요인이 호텔객실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급(spillover)을 발생시켜 동일 구역 내 차별

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첫

성이 크고 가격이 낮은 호텔이 경쟁호텔의 수혜

번째 과제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입지

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sang and Yip(2009)

이론을 분석하여 호텔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

는 중국 베이징에서 호텔 집적에 따른 수요증대

변수를 도출하는 것이다. 호텔입지에 대한 선행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등급이 높은 호

연구 고찰을 통하여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입지

텔들은 수요를 증대시키고 이로 인해 주변호텔들

변수를 조작적 정의하고자 한다. 두 번째 과제는

의 수익 역시 증가하는 현상을 밝혔다.

호텔객실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요인을 실증

선행연구를 분석을 통하여 호텔도 동일상권에

분석하여 호텔객실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요

입지하여 집적효과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특

인의 영향을 진단하는 것이다. 호텔이 가지는 공

정 공간에 호텔들이 입지함에 따라 수요증대와

간적 특성을 진단하고, 적합한 모형을 제시하여

가격 프리미엄을 가지며, 특히 집적효과는 대형

최종 모형에 의해 호텔객실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호텔들과 함께 입지한 규모가 작거나 가격이 낮

입지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은 호텔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집적모형에서 입지의 개념은 특정지점의

Ⅲ. 연구방법

거리 개념이 아닌 주변 호텔들과의 상대적 위치
로 규정할 수 있다.

1. 분석자료
4. 연구과제

이 연구에서는 호텔객실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 연구의 목적은 호텔객실성과에 영향을 미

입지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8년도 기준으로

1=1star; 2=2star; 3=3star; 4=4star; 5=5star; family hotel

<Figure 3> Distribution of hot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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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지역에서 운영 중인 274개 호텔자료

이 모형을 적용한 다양한 연구에서 입지의 개념

와 입지자료를 분석하였다. 2018년도를 기준으

은 중심지와의 거리로 정의되었고, 도심에서의

로 자료를 수집한 이유는 현재까지도 관광시장에

접근성이 가지는 프리미엄이 호텔 성과를 결정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생변수 코로나19의 영

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Espinet, Saez,

향력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분석 대상이 된 호텔

Coenders, & Fluvià, 2003; Zhang et al.,

들은 서울시 및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관광호

2011). Bull(1994), Egan and Nield(2000),

텔업 및 가족호텔업에 속하는 호텔이며, 호텔들

Yokeno(1968) 등은 그들의 연구에서 호텔의

의 분포는 <Figure 3>과 같다.

공간적 구조를 설명하면서 도심에서의 거리 및

호텔 실적 등 호텔관련 자료는 한국관광호텔

접근성을 채택하였다.

업협회에서 발행하는 ‘호텔운영현황’ 자료를 활용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심지의 개념을 기존

하였으며, 지역 특성 자료는 통계청 지역통계정

연구에서 빈번하게 적용되었던 CBD로 규정하

보를 통해 취합하였다. 호텔위치정보 및 공간정

며, 도심지점을 행정중심기구가 위치한 지점으로

보는 위도와 경도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정의한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경기도는 경기도

호텔이 입지한 지역의 사업체 수와 경쟁호텔을

청을 중심지로 두고 해당 지역 호텔들과 각 중심

선별하는 행정단위는 ‘동’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지 간 직선거리(km)를 변수로 투입하였다.
(2) 집적모형에 기반한 입지변수 도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집적모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입지의
1) 호텔 입지 요인

개념은 주변호텔들과의 집적 및 특정구역 내 유

이 연구에서는 입지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

사업종의 밀집정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집적모형

으로 호텔입지의 성격을 규명하고, 입지의 개

을 기반으로 입지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호텔 집

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변수로 적용하기 위해

적도를 나타내는 입지상계수(location quotient:

입지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도출하고자

LQ)와 동일권역 내 호텔들의 밀집정도를 변수

한다.

로 투입하였다.
첫 번째로 해당지역에 호텔의 집적여부를 나

(1) 단일도심모형에 기반한 입지변수 도출

타내는 입지상계수(LQ)는 지역의 산업특화정도

단일도심모형은 도심에서의 거리에 따른 토지

를 나타내는 척도로 산업집적과 관련된 영향요인

사용을 패턴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중심지로의

을 연구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적용되었다(유경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다(Yang et al., 2014).

훈ㆍ이승일, 2017; 이창효, 2016; Peiro-Signes,

<Equation 1> Location quotient (LQ)

  
   
   
Where
  : location quotient for  (hotel industry in the  regional economy; “  ” represents the number of business
establishments, the subscript “  ” indexes the industry sector(Hotel), the subscript “  ” indexes the region and
the subscript “  ” represents the benchmark economy(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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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arra-Ona, Miret- Pastor, & Verma,

하여, 호텔객실성과 결정요인으로 호텔규모, 브

2015). 이 연구에서 적용된 입지상계수는

랜드호텔 여부, 등급, 부대시설 규모, 체인호텔

<Equation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부를 모형에 적용하였다.

 는 전국 사업체에 대한 호텔업 사업체의

호텔 규모는 호텔의 가격 및 성과에 영향을

비중 대비 해당지역 전체사업체 수 중 해당지역

미치는 주요 변수로, 일반적으로 대규모 호텔은

호텔사업체수의 비중을 나타낸다.  가 1보다

소규모 호텔에 비해 판매 가능 객실 당 수익

크면 해당 지역의 호텔사업체 수 비중이 타 지역

(revenue per available rooms: RevPAR)이

의 호텔사업체 수의 비중에 비해 높음을 나타내

더 높게 나타난다(Chung & Kalnins, 2001).

며 호텔산업이 집적되었음을 나타낸다(이창효,

이 연구에서는 호텔규모에 대한 척도로 선행연구

2016).

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호텔 객실 수를 대입

호텔이 입지한 동일상권 내 경쟁호텔과의 관

하였다.

계를 분석하기 위해 Tsang and Yip(2009)이

브랜드호텔의 여부는 글로벌체인 브랜드 호텔

주요변수로 사용하였던 경쟁구역 내 동일한 등급

및 국내 체인호텔을 브랜드 호텔로 규정하여, 체

호텔 객실 수와 경쟁 구역 내 상이한 등급 호텔

인브랜드 호텔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

객실 수를 연구에 적용하였다. 지역 내 전체 호

로 구분한 더미(dummy)변수로 대입하였다.

텔 객실 수는 이 연구의 표본이 되는 모든 호텔

호텔등급 역시 호텔객실가격 및 호텔 성과에

객실 수의 합을 의미하여, 동일등급 객실 수는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다(Ismail, Dalbor,

해당 표본과 같은 등급의 객실 수의 합, 상이한

& Mills, 2002; Olivera, Pedro, & Marques,

등급 호텔의 객실 수는 해당 표본과 동일한 등

2013; Santoro, 2015). 이 연구에서는 2010

급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호텔의 객실 수를 의미

년도 이후로 제도적으로 공급확보를 위해 노력하

한다.

였고, 최근 많이 객실이 공급된 3성 호텔의 성과

LQ지수는 호텔의 집적 여부를 나타내는 반

를 알아보기 위해 3성을 중심으로 더미변수를

면, 동일한 등급 호텔 객실 수 및 상이한 등급의

적용하였다. 3성 호텔의 경우 1, 나머지 호텔은

객실 수는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들의 동질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성 및 집중 정도를 나타낸다.

호텔 부대시설은 객실고객에게 편의를 제공

호텔이 입지한 지역의 경제적 상황과 산업 활

하여 객실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성화 정도 또한 호텔 수요 및 성과에 영향을 미

(Thrane, 2006), 객실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치는 요인이다(Chen, 2010; Medlik, 1993).

(Oh, Lee, & Kim, 2018). 이 연구에서는 호

호텔 배후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을수록 해당 지

텔 부대시설 매출액을 부대시설 규모의 대리변수

역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기업수요와 개별 비

로 적용하였다.

즈니스고객의 유입으로 객실가격이 높아져 객실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동단위에 사업체 수를 대입하여 호텔이 입지한
지역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였다.

3) 호텔 객실 성과의 측정
호텔 객실 성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호텔이 보유한 판매 가능
한 객실 당 객실수입을 나타내는 RevPAR를 호

2) 호텔 객실 성과 결정요인

텔객실성과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RevPAR

호텔 성과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

는 호텔객실가격과 호텔 점유율의 곱으로 나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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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호텔객실 가격과 판매성과를 동시에

OLS를 적용할 경우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

감안할 수 있는 지표로 다양한 연구에서 호텔 객

과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

실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적용되었다(송

의 문제가 제기된다. OLS의 기본 가정은 공간

영일ㆍ정창무ㆍ유상균, 2008; Sainaghi, 2011;

상관성, 공간의존성, 공간이질성 등 공간의 영향

Yang & Cai, 2016).

에 대해 감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간에 의한 영
향력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간자기상관

3. 분석방법

이 있을 경우 OLS의 자기상관에 대한 가정이
위배되므로 모형 추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

이 연구에서는 공간적 특성을 가진 호텔 데이

며, 이로 인해 회귀계수의 편의(bias)가 발생할

터를 분석하기 위해 공간계량경제모형으로 분석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간자기상관이 존재하는

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소제곱법 모형을 이용한

데이터를 OLS로 추정할 경우, 표준오차의 추정

회귀분석결과와 공간계량경제모형의 결과를 비

량이 과소추정 되는 경향이 발생하여 회귀계수의

교 분석하여 호텔객실성과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통계적 유의성 및 예측 오차의 신뢰성이 낮아진

모형을 선정하며, 최종모형을 기반으로 호텔객실

다(Griffith, 1996).

성과 결정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공간계량경제모형

공간계량경제모형은 일반선형모형에 공간가
중치행렬을 부가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공간종
속성의 상호작용 효과에 따라 공간가중치를 적용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호텔은 고정된 공간에

한 공간자기회귀모형(spatial autoregressive

위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간 상 인접해

model), 공간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

있는 모든 것은 상관되어있고, 근접할수록 더욱

일반공간모형(spatial autocorrelation combined

공간적 큰 영향을 받는다(Tobler, 1970). 공간

model)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접

분포는 독립적이거나 무작위적인 현상이 아니며,

한 호텔 간 성과의 공간적의존성과 공간오차를

공간실체 간의 인접성이 높을수록 공간 영향력이

각각 고려하여 공간자기회귀모형과 공간오차모

더욱 커지는데, 이러한 공간적 상호작용을 공간

형을 적용하였다.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이라 한다
(Anselin & Bera, 1998). 공간자기상관은 위

(1) 공간자기회귀모형(SAR 혹은 SLM)

치의 유사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확률변수의

공간자기회귀모형(SAR)은 종속변수의 공간

값이 공간에 의해 군집을 이루는 경향을 보이는

적 자기상관을 고려한 모형으로, 공간자기회귀모

것을 정의 공간상관성이라 표현하고, 주변 이웃

형(spatial autoregressive model) 또는 공간

과 반대되는 값을 가지는 경향을 부의 공간상관

시차모형(spatial lag model)이라 한다. 공간

성이라 한다.

자기회귀모형은 <Equation 2>와 같이 수식으로

공간자기상관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표현할 수 있으며, 일반선형회귀모형의 식에 내

있는 모델로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생적 상호작용효과인  를 추가된 형태로, 공

데, 이 모형은 상호간에 발생하는 공간 종속성을

간가중 행렬이 종속변수와 결합하여 설명변수로

구조화한 공간가중치행렬을 도입하여 공간자기

추가되었다. 이 모형은 최근 호텔ㆍ관광분야에서

상관성을 감안할 수 있다(Anselin, 1988). 데이

공간정보를 분석한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Oh et

터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회귀식인

al., 2016; Yang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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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2> Spatial autoregressive model (SAR)

        
Where
 : the spatial autocorrelation term added to the linear regression model in order to model the strength of
the spatial dependencies among the elements of the dependent variable  ;  is the spatial autocorrelation
parameter,  is an n-by-1 vector of observations on the dependent variable,  is an n-by-k matrix of
observations on the explanatory variable,  is the n-by-n neighborhood matrix that accounts for the spatial
relationships (dependencies) among the spatial data,  is a k-by-1 vector of regression coefficients, and  is
an n-by-1 vector of unobservable error.

(2) 공간오차모형(SEM)

항에 공간가중치 행렬을 추가하는 것이다. 공간

공간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은 공간

오차 모형에서  값이 유의하면 오차항 간의 공

자기회귀모형과 달리 오차항이 공간적 자기상관
을 포함하고 있는 모형으로, 기본모형은 일반선
형회귀모형(OLS)과 동일한 형태이지만 공간오

간의존도가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2) 연구 모형

차모형에서의 오차항은 공간가중행렬과 오차항

이 연구에서는 호텔객실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 곱으로 구성된다. 이 오차항은 설명변수가 아

호텔입지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간특성을 감

닌 관측 불가능한 생략된 변수의 오차항에 대한

안할 수 있는 공간오차모형, 공간자기회귀모형을

영향력을 의미하며, 공간오차모형에서는 설명변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최소제곱모형의 결과

수뿐만 아니라 관찰되지 않지만 공간 상관성으로

와 비교하여 최적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각

인해 발생된 특성을 오차항에서 감안하고 있다.

모형에서 변수의 유의성 및 설명력을 비교하고,

이 모형은 오차의 공분산 구조를 만들어서 모형

모형의 이분산 여부를 검증하여 해당 모형을 설

안에서 공간적 상호작용의 정도를 반영하게 되

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모형의 결과 값으로 결정

어, 독립변수가 주변지역의 영향을 받는 공간적

요인을 도출한다. 이 연구에 적용된 변수를 최소

종속성이 존재할 경우, 이를 제어하기 위해 오차

제곱법 모형으로 나타내면 <Equation 4>와 같다.

<Equation 3> Spatial error model (SEM)

    
    
Where
 is the autoregressive coefficient of residuals,



is error term,  is the associated spatially lagged error term

<Equation 4> Model

                                   
Where
y is RevPAR; X1 is number of hotel rooms; X2 is brand ; X3 is grade; X4 is CBD; X5 is same grade hotels;
X6 is different grade hotels; X7 is LQ; X8 is number of companies, X9 is facilities;  is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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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호텔성과가 인근 호텔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암묵
적으로 가정하고 내생적상호작용효과인  를

1.분석 자료의 특성

추가한 모형이며, 공간오차모형은 설명변수가 누
락되어 잔차에 자기상관이 나타날 때 이 잔차 구

1) 분석 자료의 기술통계 분석

조를 바로잡아주는 모형이다. 공간계량경제모형

분석을 위해 수집한 자료들의 특성을 분석하

에서 공간가중행렬(spatial weight matrix)

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인 W가 필요한데, W는 각 측정치들의 공간적

는 <Table 1>과 같다. 표본으로 사용된 서울·경

연결성이나 인접성으로 구축된다. 공간가중

기 지역에서 운영 중인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은

행렬을 구축하는 방법은 인접성(contiguity)

모두 274개소이며, 모두 8km이내 연결망을 가

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관측치와 가까운 k개

지는 호텔들로 구성되어 있다.

의 관측치들을 연결망을 생성하는 최근린법

연구의 종속변수인 RevPAR는 설명변수와의

(K-nearest-neighbor technic), 일정 거리 내

단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과 값이 왜곡될 소지

에 있는 관측치들을 이웃으로 분류하는 거리기반

가 있어, 각 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log-log

분류법(distance-based neighbours)을 적용

형태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

RevPAR의 평균은 약 6만8천원으로 나타났

용되는 방법으로, 두 지점 간의 접근성에 따라

으며, 전체 표본 중 브랜드호텔은 약 34%를 차

공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거리기반분류

지하였고, 3성 호텔은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

법(k=8km)을 적용하였다.

로 나타났다. 각 표본호텔들에서 중심지점인 서

거리를 기반으로 두 호텔 간의 연결성이 있는

울시청 또는 경기도청 간의 거리는 평균 9.86km

경우에는 비대각성분들이 양의 값을 가지게 되

로 나타났다. 동일권역 내 동일한 등급의 호텔객

고, 나머지는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거리 척도

실은 평균 1,328실이 공급되고 있으며, 상이한

를 이용하는 경우 관측치들 간의 영향력은 거리

등급 호텔 객실은 평균 약 5,000실 공급되고 있

가 멀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공간현상을 정량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지역에 호텔업이 집적

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거리조락함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나타내는 입지상계수

(distance-decay function)로 표현한다. 거리

는 0.34로 다소 낮게 나타나 호텔업의 집적정도

조락함수는      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호텔 입지 지역의

수 있다(이창로ㆍ박기호, 2013). 여기서  와

동일권역 내 사업체 수는 평균 50,053개소로 나

  는 관찰치  와  간의 거리와 공간가중치를 의

타났으며, 호텔들의 부대시설 연간 매출은 평균

미하며,  는 임계치를 나타낸다.

3,39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Lee and Jang(2013)의 연구
에서 적용된 것과 같이 관측치의 거리  를 공간

2) 다중공선성 검증

가중치 매트릭스로 이용함에 있어 두 호텔의 거

분석에 앞서 설명변수들 간의 선형적 상관관계

리가 멀어질수록 서로의 공간적 관계가 감소하도록

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와 같은 공간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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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riables used
(n=274)
Variable

Definition

Source

Room

Number of hotel rooms

Korea Hotel Association

Grade
CBD

150.87

0.34

0.47

0.30

0.46

9.86

27.86

1,328.35

1.829.38

4,999.62

4946.51

Statistics Korea

0.34

0.16

Statistics Korea

50,053.12

17,392.78

Korea Hotel Association

3,396.19

10,816.04

Korea Hotel Association

68,091.15

43,231.04

log transformation of RevPAR Korea Hotel Association

4.76

0.25

Distance from CBD(km)

Same grade hotels
Different grade
hotels
LQ

Number of rooms
grade hotel in
Number of rooms
grade hotel in

Number of companies in the
zone
Sales of auxilliary
facilities(millions Won)
Revenue per available rooms
(Won)

Facilities
RevPAR
log(RevPAR)

www.google.co.kr/maps

in the same
www.hotelrating.or.kr
the zone
in the same
www.hotelrating.or.kr
the zone

Location quotient of hotel

Companies

St.Dev

171.83

Binary variable for brand hotel
Korea Hotel Association
(Brand=1, others=0)
Binary variable for three star
www.hotelrating.or.kr
hotels (3 star=1, others=0)

Brand

Mean

분산팽창계수인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tolerance 값이 0.1보다 크므로 다중공선성은

의 가장 큰 값은 2.25로 10이하이며,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Multicollinearity test

Variable

VIF

Tolerance

log(Room)

1.92

0.52

d

1.62

0.62

Grade

d

1.17

0.85

log(CBD)

1.94

0.52

log(Same)

1.77

0.56

log(Different)

2.25

0.45

LQ

1.24

0.81

log(Companies)

1.91

0.52

log(Facilities)

1.33

0.75

Brand

d

= dummy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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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회귀모형(0.37), 공간오차모형(0.36), 최

2. 영향요인의 분석결과와 해석

소제곱법모형(0.34)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최
최종분석모형의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소제곱모형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

전통적인 회귀모형인 최소제곱법을 적용한 모형

은 15.18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과 공간효과를 반영한 공간자기회귀모형 및 공간

나타났으며, 공간오차모형, 공간자기회귀모형의

오차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적합지수에서는 공간오차모형의 값이 가장 작아

2

각 모형들의 추정결과 결정계수은 R 는 공간

더욱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모형

<Table 3> Analysis result
(n=274)
OLS

SAR

t-valu
std.err.
e

SEM

Variable



Intercept

3.67***

0.41

8.90

3.06 ***

0.44

6.98

3.30***

0.45

7.40

log(Room)



std.err. t-value



std.err. t-value

0.10*

0.05

1.99

0.10**

0.05

2.00

0.10**

0.05

2.03

d

0.12***

0.03

3.39

0.12***

0.03

3.56

0.12***

0.03

3.61

Grade

d

-0.01

0.03

-0.29

-0.00

0.03

-0.17

-0.01

0.03

-0.15

log(CBD)

-0.09*

0.04

-2.25

-0.01

0.05

-0.12

-0.03

0.05

-0.57

log(Same)

0.01

0.02

0.49

-0.01

0.02

-0.33

-0.00

0.02

-0.19

log(Different)

0.03

0.02

1.16

-0.01

0.02

-0.25

0.00

0.02

0.19

LQ

-0.32***

0.09

-3.78

-0.17*

0.10

-1.76

-0.19*

0.10

-1.93

log(Companies)

0.19

0.10

1.90

0.30***

0.10

2.96

0.25**

0.10

2.44

log(Facilities)

0.01*

0.01

2.52

0.01***

0.00

2.65

0.01***

0.00

2.59

Brand

2

Model
statistics
Spatial
effect

R

0.34

Adj_R2

0.32



0.37

0.0003***



F15.18***
statistics
Fitness of
Log
model likelihood
AIC
Homosced Breusch19.30**
asticity
Pagan
Dependent variable: log(RevPAR)
*p < .1, **p < .05, ***p < .01
d
dummy variable

0.36

0.0068***

49.90

47.226

-75.80

-70.45

18.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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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분산성 여부를 나타내는 Breusch-Pagan

(Madanoglu & Ozdemir, 2016). 반면, 3성

검증 결과 이분산성은 최소제곱모형, 공간자기회

호텔을 기준으로 타 호텔들과 성과의 차이를 분

귀모형, 공간오차모형으로 줄어들었으며, 특히

석한 등급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

공간오차모형에서는 이분산성이 제거되는 모습

데, 이는 2010년대 정책적 지원과 개발 수익성

을 보였다. 이에 공간오차모형이 가장 적합하다

을 근거로 많은 공급이 이루어진 중·저가 호텔의

고 판단되며, 이 연구에서는 공간오차모형 결과

RevPAR가 다른 등급의 호텔들과 차이가 없음

를 기준으로 분석결과를 해석하고 다른 모형들과

을 의미한다.

비교해보고자 한다.

RevPAR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요인으로 호텔

최소제곱모형은 공간자기회귀모형과 공간오차

집적여부를 나타내주는 LQ와 배후지역의 산업

모형에 비해 최소제곱모형에서 유의한 변수가 상

체 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 모습을 보이고, 표준오차 추정량이 과소 추

입지상계수는 RevPAR에 유의한 부(-)의 영향

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소제곱모형이 자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호텔이 밀집

료가 가지는 공간적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는데서

한 지역일 경우, 수요증대를 위해 가격할인 등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된다.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공간오차모형에서 오차항의 공간의존도를 나

추정된다. 호텔의 집적은 고객의 탐색비용을 줄

타내는  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

이고 집적효과를 유발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

을 보이며 오차항의 공간의존도가 존재하는 것으

하지만(Chung & Kalnins, 2001), 과다한 경

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에서 고려하지 못한 요인

쟁으로 이익을 최소화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들로부터 발생한 관찰되지 않는 공간상관성이 존

있기때문이다(Canina et al., 2005). 연구대

재하며, 이러한 특성을 모형에서 감안하고 있음

상지인 수도권의 호텔집적은 주변 호텔과의 경쟁

을 의미한다.

으로 인해 가격 또는 판매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호텔의 특성 변수 중, 호텔규모, 브랜드여부,

요인이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부대시설의 규모가 RevPAR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CBD에서 호텔의 거리나 동일권역 내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객실 수가 많을수록

호텔 객실 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RevPAR가 증가하는 정(+)의 영향이 있는 것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Shovel, 2006; Zhang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Bull,

et al., 2011)와 반대되는 결과로 조금 더 면밀

1994; Chung & Kalnins, 2001; Shoval,

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 대상 지역인 서울

200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

과 경기도는 매우 광범위한 공간적 범위를 가지

랜드 여부 또한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며, 행정 중심지인 지점에 단일중심지를 갖지 않

나타났는데, 브랜드호텔의 경우 브랜드가 없는

고 복수의 중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추론

호텔에 비해 RevPAR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된다. 관광역사도시모형에 기반을 둔 Begin

부대시설 매출 역시 RevPAR에 정(+)의 영

(2000)의 연구 결과 호텔입지가 도시가 형성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영장 및 스포

고 오랜 시간에 걸쳐 신도심과 구도심 등 다양한

츠시설과 같은 부대시설이 객실가격을 상승시키

중심지를 갖게 됨을 밝혔는데, 이 연구 대상 지

는 요인으로 작용하며(Rigall-I-Torrent &

역도 다양한 중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도

Fluvià, 2011), 회의공간의 존재가 객실 점유

심이라 할 수 있는 행정중심지점에서의 거리가

율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추론된다

호텔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적용한 호텔객실성과 결정요인분석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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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연구모형이 고려하지 못하는 요인들로부터

동일 권역 내 동일한 등급 및 상이한 등급의

발생한 관찰되지 않는 공간상관성을 감안하여 추

객실 수가 RevPAR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

정치에 대한 편의를 제거하였으며, 모형에서 고

한 결과, 동일 권역 내 호텔 등급별 객실 공급량

려하지 못하는 요인들로부터 발생한 이분산을 공

이 RevPAR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

간오차모형에서 감안하여 해결한 것으로 해석할

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권역 내 높은 등급호텔의

수 있다(정은애ㆍ성현곤ㆍ노정현, 2015).

수요증대로 인해 주변 호텔들이 집적효과를 갖게
된다는 Tsang and Yip(2009)의 연구 결과와
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 호텔

Ⅴ. 결론 및 시사점

들이 입지한 수도권은 동일권역으로 설정된 동
단위의 지리적 범위가 협소하며, 권역의 경계나

이 연구에서는 호텔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

해당호텔이 속한 권역에 인접한 지역에 호텔이

인 중 하나로 평가되는 입지요인과 호텔객실성과

집적되어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해당 변수가

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입지이론에 의거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입지변수를 도출하고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적용

모형 간 결과를 비교해보면, CBD에서의 거리

하였다. 공간적 특성을 가진 호텔데이터를 분석

는 OLS모형에서는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

하기 위해 최소제곱모형, 공간자기회귀모형, 공

향을 미쳐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RevPAR가

간오차모형을 구축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간계량경제모형

모형 진단 결과 공간오차모형에서 다른 모형들에

에서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 존재하는 이분산이 제거되었으며, 모형적합도

지역 내 사업체 수는 SAR과 SEM에서는 유의

측면에서도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공

한 변수로 나타난 반면, OLS에서는 비유의적인

간오차모형과 비교하여 최소제곱모형의 표준오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계량경제모형에서 공간이

차 추정량이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 연구와

분산성의 요인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변수의 영향

같이 공간적 특성을 갖는 데이터를 분석 시 데이

력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되며, Griffith(1996)

터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

의 연구에서 제시 한 것과 같이 공간 특성을 가

계량경제모형이 더욱 적합함을 시사한다.

진 데이터를 OLS모형으로 분석 할 경우 회귀계

호텔객실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호텔특성요인

수의 통계적 유의성 및 예측 오차의 신뢰성이 낮

중 호텔규모, 브랜드여부, 부대시설의 규모가

아짐을 이 연구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RevPAR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호텔의 특성을 나타

객실 수가 많고 부대시설 규모가 클수록 높은 객

내는 호텔규모, 브랜드 여부, 부대시설 규모는

단가를 실현하거나,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RevPAR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입

의미로 해석되며, 브랜드 신뢰도로 인해 브랜드

지특성을 나타내는 입지상계수는 유의한 부(-)

가 없는 호텔에 비해 더 높은 영업성과를 실현할

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배후지역의 사업체 수

수 있음을 시사한다.

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모형 적

호텔 입지요인은 동일한 호텔업의 집적정도를

합도 및 이분산 검정인 Brusch-Pagan를 통해

나타내는 입지상계수와 배후지역 사업체 수가 호

RevPAR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으로

텔객실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오차모형으로 채택되었다. 공간오차모형에

해당 구역에 호텔업의 집적정도가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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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PAR는 다소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필요가 있다. 첫째, 자료 구축의 한계로 인해 분

는 호텔이 밀집되어 있을 경우 경쟁으로 인해 다

석의 한계를 보유하였다. 서울시와 경기도 호텔

소 영업성과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

중 매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는 한정적이며

면, 호텔 입지 배후에 사업체 수가 많으면 더 높

지역적으로 다소 광범위하여, 미시적인 입지의

은 성과를 보여, 사업체가 밀집하고 있는 상업지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중심지로

역 인근에 호텔이 입지하는 것이 객실성과에 도

부터의 거리의 영향력은 단일지점을 중심지로 갖

움이 됨을 시사한다.

는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데, 이 연

반면 행정중심지에서 호텔의 거리 및 동일권

구에서는 복수의 중심지를 가지는 공간을 대상으

역 내 호텔 수는 RevPAR에 유의한 영향을 미

로 분석을 실시하여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를 얻

치지 않아 선행연구(Shovel, 2006; Tsang &

은 것은 아닌지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향

Yip, 2009; Zhang et al., 2011)의 결과들과

후 연구에서는 가능하다면 조금 더 좁은 공간적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분석대상 지역인 서울과 경

인 범위에서 국지적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범

기도가 다양한 업무 중심지역들을 보유하고 있어

위규정이 필요하다.

단일중심지라기보다는 다핵중심지에 가까우며,

둘째, 배후지역의 특성을 사업활성화 정도를

이로 인해 고전적인 중심지로 여겨졌던 행정중심

나타내는 사업체 수로만 반영하여, 다양한 특성

지에서의 거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주

을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배후지역의 이미지와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호텔주변의 교통상황 등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

다핵 중심도시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보았으나, 다양한 중심지를 기반으로 거리변수를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호텔객실성과에 대한

도출 할 경우, 중첩되는 지점에 대한 오류가 발

영향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공간특성을 고려하여

생하여 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계량경제모형을 적용하고 그 타당성을 증명하였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호

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호텔 가격정보 자료

텔을 대상으로 입지적 측면에서 호텔객실성과에

를 구축함에 있어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기 위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특히,

하여 서로 상이한 지역 특성을 가지는 두 지역에

호텔 입지는 개념적으로 연구된 사례가 많았는데

입지한 호텔을 분석하여, 공간 특성을 분석하는

(Yang et al., 2014), 이 연구에서는 이를 실

데 다소 제약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입지 개념을 구체화하여
변수로 적용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

고려하여 더 발전된 형태로 실증적 증명을 할 필
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공간상관성과
이분산성을 다루는 모형을 구축하여 비교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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