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아메리칸 타월 컬렉션  
(ALL-AMERICAN TOWEL COLLECTION)
글로벌 호텔 체인에 부가가치를 제공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CCI 대표자에게 연락하세요.  
지역별 CCI 대표자 연락처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s://cottonusa.org/ko/staff


출장 및 휴가 목적의 여행자들에게 있어 어떤 숙소에 묵을 것인가 
하는 결정에는 여러 선택 사항이 존재합니다. 호텔업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호텔들은 고객 충성도를 획득 
및 유지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호텔 포인트나 객실 무료 업그레이드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작은 요인들도 호텔 
브랜드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호텔 타월에 COTTON USA 
브랜드를 부착할 경우 해당 호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향상되는지 확인하고자 최근 COTTON USA는 대형 
글로벌 호텔 브랜드와 협업을 실시했습니다.

시장 조사 전문기관인 로즈 리서치 (Rose Research)가 
출장 및 휴가 목적의 여행자19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자들은 성별, 연령대 및 소득 수준을 대표하도록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1/3은 낮은 빈도 여행자 (1
년에 호텔 숙박일이 1-9일), 1/3은 중간 빈도 여행자  (1년에 호텔 
숙박일이 10 -29일), 1/3은 높은 빈도 여행자 (1년에 호텔 숙박일이 
30일 이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올-아메리칸 타월 컬렉션 (ALL-AMERICAN TOWEL 
COLLECTION)은 글로벌 호텔 체인에 부가가치를 제공합니다.  



호텔 욕실에 비치될 두 가지 인사말 메시지를 응답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해당 글로벌 호텔 체인에서 사용하는 
표준적인 메시지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표준 메시지에 덧붙여 
COTTON USA 올 아메리칸 타월 컬렉션에 대한 정보 (아래 참조)
를 추가시킨 것이었습니다. 불필요한 편견을 피하기 위해 순서를 
바꿔가며 제시했습니다.

환경 보존에 대한 우리의 의지

올 아메리칸 (ALL-AMERICAN) 타월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올 아메리칸 컬렉션 (All-
American Collection)” 타월을 소개합니다. 올 아메리칸 
컬렉션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미국산 코튼을 사용하여 
미국 내에서 제조한 제품입니다. 저희는 기꺼이 매일 타월을 
교체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물 절약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길 
원하신다면 타월걸이에 그대로 걸어 두시면 됩니다.  

베드 린넨

저희 호텔은 숙박 3일째 되는 날 베드 린넨을 교체해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고객이 원하실 경우 그 전에도 교체해드리겠습니다.  

금연 정책

저희 호텔은 금연 정책을 철저히 시행합니다. *

환경 보존

환경 보존을 위해 호텔 안팎에서 저희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은 
호텔 웹사이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객실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250의 객실 복구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컨트롤 메시지 
(%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올-어메리칸 타월  
(%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고객 69 74

품질 67 80

혁신 59 64

정직함 66 75

세계에 대한 기여 66 65

환경 보호 87 87

지역사회공헌 63 72

애국심 40 67

각각의 이미지를 보여준 뒤 다음의 가치에 대한 해당 호텔의 
의지를 각 이미지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조사참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환경 보존, 애국심, 품질, 고객, 혁신, 정직성, 세계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올-어메리칸 타월 메시지와 컨트롤 
메시지를 함께 본 응답자들은 여러 가치에 대해 유사한 인식을 보인 
반면,  올-어메리칸 타월 메시지를 본 응답자들은 컨트롤 메시지를 
본 응답자들에 비해 해당 메시지를 품질 및 애국심과 연관 짓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2/3가  올-어메리칸 
타월 메시지가 유니크 (66%) 하다고 답했고 응답자 10명 중 약 7 
명은  올-어메리칸 타월 메시지가 호텔 투숙의 만족도를 약간 또는 
훨씬 높여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이미지가 아래의 가치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데에 어느 만큼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이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가치에 대한 호텔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 호텔에 다시 묵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묻는 질문에 69%나 되는 응답자들이 올 어메리칸 타월 
메시지를 선택한 반면, 컨트롤 메시지를 선택한 응답자는 18%에 
불과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 모두 향후 이 호텔 투숙을 선택하는 
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택안 (13%)을 함께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메시지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Control 메시지 올-어메리칸 타월 
메시지

양쪽 모두 아니다

18%

69%

13%

올 어메리칸 컬렉션을 제공하는 호텔에 귀하가 향후 재투숙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사 결과는 여행자 그룹 (낮은/중간/높은 빈도 여행자)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이는  올 아메리칸 타월  메시지가 출장이 
잦은 여행객에게나 이따금씩 휴가를 즐기는 여행객 모두에게 거의 
동일한 수준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COTTON USA 브랜드 (이  올 아메리칸 타월 컬렉션)
의 부가가치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COTTON USA 와 
연계했을 때 품질 및 애국심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호텔 만족도를 
증진시킴으로써 호텔 재방문의 가능성을 한층 높여줍니다.

미국산 코튼의 품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 
하세요. 미국산 코튼에 관한 상세 정보를 위해 COTTON USA 
대표에게 연락을 하고 싶거나 COTTON USA 인증업체 가입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CCI 는 기회 평등을 준수하는 고용주이자 제공자입니다.

올-아메리칸 타월 컬렉션 (ALL-AMERICAN TOWEL 
COLLECTION)은 글로벌 호텔 체인에 부가가치를 제공합니다.  

https://cottonusa.org/ko/quality
https://cottonusa.org/ko/staf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