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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marketing 
using makeup services and theme park users’ satisfaction, loyalty, and revisit intention. 
This is because it can identify the usefulness of makeup services and provide implica-
tions for effective field marketing strategi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668 
users of the theme park were surveyed after convenience screening as research partici-
pants. The main theme was the makeup service for visitors to Lotte world, Everland, 
and Hapcheon Ghost theme park.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studies and applied 
them to the makeup service. Based on this, the research model and the hypothesis 
were established, and as part of the empirical research, the hypothesis was verified 
through analysis methods such as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verification,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based 
on empirical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experience 
marketing using makeup services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satisfaction of customers 
using theme parks. Second, experience marketing using makeup services has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loyalty. Third, experience marketing using makeup services has 
a positive effect on intention to return. Fourth, satisfaction and loyalty were found 
to affect the intention to return. Based on this research, we hope that the makeup 
service as experiential marketing can be effectively applied in various fields, and that 
the research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make the makeup service into the repre-
sentative cultural contents marketing. 

Keywords: makeup service(분장 서비스), experiential marketing(체험마케팅), sa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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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여가 문화 산업이 발달하면서 테마파크는 즐거운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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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중요한 문화시설로 자리 잡았다. 일상생활

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

간이기 때문이다(Jo, 2018). 현대인의 복합문화공간으

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테마파크가 조성됐지만, 테마

파크 간 경쟁은 심화(深化)되었다. 이에 테마파크 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

을 시행하고 있으며, 분장 서비스를 체험마케팅 전략

으로 활용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Jo & Rhee, 2019). 
테마파크에서 체험마케팅으로 분장 서비스를 활용

하는 이유는 테마파크 이용자에게 체험 만족도를 높

여줄 뿐만 아니라, 창조적 유희 공간으로 기능함과 동

시에 오락 및 여가 문화산업 발달에 기여(寄與)할 수 

있기 때문이다(Pine & Gilmore, 2011). 테마파크에서 

제공하는 분장 서비스(할로윈, 좀비, 요정, 만화 캐릭

터 등) 체험은 시즌별, 축제별 테마 요소를 이용자들

에게 전달하는데 있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해줄 뿐

만 아니라, 일상으로부터의 일탈감을 기반으로 테마

파크 안에서의 소속감과 동질감을 제공할 수 있다. 또
한 분장 서비스는 얼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분장에 

적합한 헤어스타일, 의상, 소품, 액세서리 등을 활용

하여 캐릭터를 형상화(Ju, 2016)하기 때문에 다양한 

파생 상품시장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처럼 분장 서비스는 테마파크에서 중요한 체험마

케팅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Smilansky, 
2017), 이와 관련된 연구는 미진하다. 분장체험과 테

마파크 이용 만족도, 충성도, 재방문의도의 관계를 규

명한 연구가 있지만, 특정 테마파크 참여자를 대상으

로 연구(Jo & Rhee, 2019)되거나, 체험마케팅 구성요

소를 규명하는 데 집중(Jo, 2018)되어 체험마케팅 전략

으로 분장 서비스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분장 서비스를 활용한 체험마케

팅과 테마파크 이용자의 만족도, 충성도, 재방문의도

의 관계를 실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설

정한 변인 간 관계성 규명을 통해 분장 서비스의 유용

성을 확인하고, 현장 실무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마케

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분장 서

비스를 활용한 체험마케팅과 테마파크 이용자의 만족

도, 충성도, 재방문의도의 관계성을 연구 모형을 활용

해 확인한다. 분장 서비스의 유용성을 실증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체험마케팅과 만족

도, 충성도, 재방문의도 간 관계 모형은 다양한 선행

연구를 통해 정(+)적인 인과관계가 규명됐다(Back, 
Tasci, & Milman, 2020; Jo & Rhee, 2019; Kang, 
2019; Kim & Cho, 2019; Yang & So, 2015; Yoon & 
Lee, 2012). 따라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연구 결과가 

도출된다면, 만족도, 충성도, 재방문의도에 대한 예측

변수로써 분장 서비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Jo and Rhee(2019)의 연구에서 

나타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장 서비스를 제공

하는 국내 테마파크 3곳(에버랜드, 롯데월드, 합천고

스트파크)으로 표집범위를 확대하여 검증력을 높이

고자 한다.

II.� Background�&�Hypothesis

1.� Experience�marketing�and�makeup� service�

체험마케팅(experience marketing)이란 소비자의 체

험을 핵심으로 하는 마케팅으로 감각, 감정, 인지, 행
동, 관계의 관점에서 소비자가 최상의 체험을 할 수 있

도록 제품을 홍보하는 방법이다. 체험마케팅에서는 구

매 후의 소비과정이 브랜드나 기업에 큰 영향을 끼치

며, 소비자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브랜드 충

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간주된다(Choi, 
Sin, & Yun, 2019).

체험마케팅은 소비재, 과학기술 제품, 산업재, 뉴스

와 오락물, 컨설팅, 의료 및 전문적 서비스, 금융상품, 
관광 분야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 적용되고 있으며, 오
늘날에는 인터넷이나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을 활용한 체험마케팅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Jung, 
Yeo, & Yoon, 2018). 특히 소비패턴 변화에서 나타나

고 있는 주목할 만한 특징은 ‘물질재(material things)’
보다 ‘경험재(experiential things)’를 구매하는데 더 많

은 지출을 한다는 점이다. 과거 대량생산으로 획일화

된 제품을 생산하던 시대와 달리 기업은 고객에게 다

양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보

기술,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 브랜드와 

같은 요소들을 체험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Dai, 2021).
체험은 스스로 생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유도되는 

것으로(Schmitt, 2013/2011) 테마파크가 설정한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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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서로 다른 체험을 유도한다. 더불어 다양한 체

험을 유도하는 서비스 중 시각적으로 전달 가능하고, 
테마의 한 역할로 분할 수 있는 분장 서비스 또한 소

비자를 자극하는 새로운 놀이문화로서 테마파크의 마

케팅에 기여하고 있다(Jo & Rhee, 2019). 분장 서비스

는 시즌별, 축제별 테마 요소를 전달하며, 시각적 효과

를 극대화하고, 테마파크 체험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귀신의 집과 같은 공

간, 좀비 할로윈 등과 같은 시즌에 어울리는 분장 서비

스는 일상으로부터의 일탈감을 기반으로 테마파크 안

에서의 소속감과 동질감을 제공할 수 있다(Jo, 2018). 
또한, 다양한 캐릭터를 창조하고, 시즌의 주요 요소로 

활약하여 소비자가 전체적인 분위기에 동화되도록 만

듦으로써 소비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특히, 분장 서비스는 얼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

다. 헤어스타일, 의상, 소품, 액세서리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캐릭터를 형상화하고(Ju, 2016), 테

마파크 안에서 조형물, 식음료, 직원의 컨셉, 판매상

품 등이 통일성을 갖고(Lee, 2009), 분장 서비스와 조

화를 이루는 것을 포함한다. 분장 서비스는 고객들에

게 강하고 지속적인 기억을 남기는 마케팅으로 각종 

놀이기구와 구경거리들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창조적 유희 공간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오락 및 여가 

문화산업에 발달에 기여하고 있다(Pine & Gilmore, 
2011). 이러한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발휘되어야 

방문객 만족도는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현재의 

다양한 시도는 분장 서비스의 가치를 반증한다(Kwag, 
2012).

2.�Hypothesis�

1)�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marketing�

and� customer� satisfaction

체험은 참여한 고객의 만족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Moon, Byun, and Park(2015)
에 따르면 체험은 소비된 제품이나 서비스,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되는 소비자의 주관적 인식과 

관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험마케팅은 참여 고객

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ck et al.(202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와이너리 체

험 요소들이 관광객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Yoon(2015)의 연구에서도 

역사체험축제 체험마케팅 요소가 방문객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테마

파크 방문객으로 대상으로 연구한 Yoon and Lee 
(2012)의 연구에서도 체험마케팅은 방문객의 만족도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Jo 
and Rhee(2019)의 연구에서도 분장체험이 테마파크 

방문객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분장 

서비스를 활용한 체험마케팅은 테마파크 고객의 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H1. 분장 서비스를 활용한 체험마케팅은 테마파크 

이용자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marketing�

and� customer� loyalty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된 현대산업 구조에서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성고객을 유지․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Lee, 2015). 상위 20% 
고객이 전체 수익의 80%를 창출하는 파레토 법칙은 

이런 현상을 잘 보여준다. 즉,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구전을 통해 신규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

라(Bearden & Teel, 1983),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 때문에 충

성도는 기업과 고객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개념

으로 오랫동안 마케팅 핵심 개념으로 연구되어왔다. 
Yang and So(201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험마

케팅 요인은 충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축제 체험마케팅과 브랜드 충성도를 연

구한 Lee(2012)의 연구와 커피전문점 이용객을 대상

으로 소비자의 체험요소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Kim and Cho(2019)의 연구에서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와 동일하

게 테마파크 이용객을 대상으로 분장 체험마케팅과 

충성도 간 관계를 확인한 Jo and Rhee(2019)의 연구

에서도 체험마케팅과 충성도 간 정(+)적인 영향 관계

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분장 서비스를 활

용한 체험마케팅은 테마파크 이용고객의 충성도에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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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했다. 

H2. 분장 서비스를 활용한 체험마케팅은 테마파크 

이용자의 충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marketing�

and� intention� to� return

체험마케팅과 재방문의도 간 관계성을 연구한 Lim 
and Ahn(2012)의 연구에 따르면, 축제에서의 체험요

소가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키리조트 내 워터파크 체험 요인이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Park(2011)의 

연구, 농촌체험활동과 재방문의도 간 관계를 규명한 

Kang(2019)의 연구에서도 체험요인이이 재방문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분장 서

비스를 활용한 체험마케팅은 테마파크 이용고객의 재

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을 설정했다.

H3. 분장 서비스를 활용한 체험마케팅은 테마파크 

이용자의 재방문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4)�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with� theme�

park�use� and� intention� to� return

행동의도는 미래 행동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정

의할 수 있다(Kang, Manthiou, Kim, & Hyun, 2016). 
이런 측면에서 재방문의도 역시 서비스에 대한 경험 

혹은 체험에 대한 만족을 기반으로 다시 이용할 가능

성이자, 소비자의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행동의

도를 말한다(Kim, 2010; Lee, 2012). 때문에 재방문의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행 요인뿐만 아니라, 
만족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연구해야 한다(Kim & 
Kim, 2013). 이는 만족도가 대상에 대한 호의적인 이

미지와 태도를 형성(Jeon, Kang, & Cho, 2010)시키

고, 만족도에 따라 대상을 재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지

며, 구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Jeon & 
Shin, 2015). 다수 연구 결과에서 만족도가 재방문의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체험마케팅을 바탕으로 고객 경험을 진단한 Nadiri 
and Gunay(2013)의 연구에서 만족도는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축
제 방문객의 만족도가 향후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테마파크 이용자

의 만족도와 재방문의도 관계에서 정(+)적인 영향 관

계를 보여준 Jo and Rhee(2019)의 연구와 다수 연구

에서도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의 관계는 유의한 정(+)
적인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Kim, 2011; Kim,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테마

파크 이용 만족도가 재방문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했다. 

H4. 테마파크 이용 만족도는 재방문의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Relationship�between� loyalty�and� intention�to�

return

고객의 충성도와 재방문의도 간 관계 역시 밀접한 

정(+)적 관계가 있다. 즉, 충성도가 높으며 재방문의

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비즈니스호텔 브랜드 충

성도와 재방문의도 관계를 분석한 Kwon and Park 
(2016)의 연구에서 충성도와 재방문의도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군산지역 향토음식 속

성과 관광객의 충성도, 재방문의도 관계를 규명한 

Lee, Song, and Kim(2019)의 연구에서도 충성도와 재

방문의도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수의 연구에서 충성도와 재방문의도는 정(+)
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Jeong, 2010; Kim,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테마파크 이용 고객의 충성도가 재방문의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했다. 

H5. 테마파크에 대한 충성도는 재방문의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장 서비스를 활용한 체험

마케팅과 테마파크 이용자의 만족도, 충성도 그리고 

재방문의도 간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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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Methods

1.� Research�participants� and�data� collection

본 연구에서는 국내 테마파크에서 제공하는 분장 

서비스에 참여한 방문객 690명을 연구 참여자로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했다. 자료수집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

내 테마파크 3곳을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방문객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690명의 자료가 수집

됐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된 자료를 제외한 668명의 응답 자료를 

최종 분석했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Measurements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문항을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

완 후 측정도구로 사용했다. 분장체험을 활용한 체험

마케팅은 고객들에게 비일상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Jo and Rhee(2019), Kim 
(2014), Lee(2012), Schmitt(2010, 2013/2011) 등의 연

구를 참조하여 5개 요인(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
을 측정하는 15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고객만족도는 

테마파크에 방문한 고객이 분장체험을 경험 후 내린 

평가를 의미하며, Kim(2013), Novak, Hoffman, and 
Yung(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목적

에 맞게 수정․보완 후 8문항으로 구성했다. 고객충성

도는 Jones and Sasser(1995), Kim(2017)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 후 3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마지

막으로 재방문의도는 방문객이 서비스 이용 후 추후

에도 지속적으로 방문 또는 이용하려는 욕구를 의미

하며, Shin(2013), Won(2018)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

항을 수정․보완 후 2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구체적

인 문항 구성은 <Table 2>와 같다. 

3.�Data� analysis

수집된 설문자료는 부호화(coding) 후 R-programing 
4.0.5 version을 사용해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에서 수행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했다. 둘

째,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와 판별타당도 그리고 신

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과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했

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성과 가

설을 검정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분석을 수행했다.

Ⅳ.� Results� and� Discusion

1.� Validity� and� reliability�of� the�measurement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

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확인

적요인 분석과 신뢰도 검사 결과는 <Table 3>과 같다. 

<Fig.� 1>�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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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Frequency %

Gender
Male 288 43.1

Female 380 56.9

Age

10’s 112 16.8

20’s 401 60.0

30’s 116 17.4

40’s more  39  5.8

Number of visits to the 
festival

Once 339 50.7

2~3 times 246 36.8

4~5 times  56  8.4

6~9 times  15  2.2

More than 10 times  12  1.8

Level of income

Under 1,000,000 won 272 40.7

1,000,000 ~ under 3,000,000 won 290 43.4

3,000,000 ~ under 5,000,000 won  90 13.5

More than 5,000,000  16  2.4

Motivation for visit
To spend time with family/friends 519 78.0

To celebrate anniversary 149 22.0

Channel of visit

Personal blog  29  4.3

Tour guide book 203 30.4

Newspaper/magazine/book  20  3.0

Internet portal site/community  55  8.2

Word of mouth 361 54.0

Total 668 100

<Table� 2>�Composition of measurements

Factor Variable Number of 
questions Previous studies Measurement method

Experiential 
marketing

Sensitivity 3

Kim (2014), Lee (2012), 
Jo & Rhee (2019), 
Schmitt (2010, 2013/2011) 

Likert-5 scale

Sensibility 3

Behavioral 3

Cognitive 3

Relationship 3

Satisfaction 8 Kim (2013), Novak et al. (2000)

Loyalty 3 Kim (2017), Jones & Sasser (1995)

Intention to return 2 Shin (2013), Won (2018)

Demographics 7 Gender, age, education, average income, 
occupation Nominal scale

Personal factor 5 Visiting intention, details of spending, 
channel, ticket Nomin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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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n measure model

Factor 1. Sense experiential marketing β AVE CR α

The makeup experience enabled a visual experience. .82

.71 .88 .82
The makeup service performance made it possible to experience auditory and 
visual experiences. .77

After the makeup service, I was able to experience the tactile feeling through 
rides and festivals. .74

Factor 2. Feeling experiential marketing
Makeup experience was fresh and attractive. .84

.72 .89 .84Makeup experience make me feel pleasant. .80
I felt like I was out of my daily life through the makeup service. .77
Factor 3. Think experiential marketing
Makeup experience aroused my curiosity. .78

.56 .79 .77
Through the makeup service, I got to know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makeup. .70

Through the makeup service, I learned information about other events, festivals, 
and festivals. .69

Factor 4. Action experiential marketing
A change in behavior occurred through the makeup service. .77

.63 .84 .80I was able to a physical experience through makeup experience. .75
The makeup service provided the amount of exercise activity. .74
Factor 5. Relation experiential marketing
I felt cultural value through makeup experience. .84

.63 .83 .82I wanted to continue to experience the makeup service. .83
I will share my makeup experience on my blog and SNS. .68
Factor 6. Customer satisfaction
I am satisfied with the composition of the various makeup menus. .80

.62 .92 .90

I am satisfied with surrounding seasonal interior. .80
I am satisfied with the events and performances related to the makeup service. .80
I am satisfied with makeup experience price. .62
I think the makeup service is a program that fits the theme of the festival. .79
The makeup service is fun because there are various things to see. .79
I think that the event related to the makeup service is different from other 
services in the theme park. .70

Factor 7. Customer loyalty
The makeup service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visiting the theme park. .84

.61 .82 .77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makeup service to my family and people around 
me and recommend them to experience it. .82

If products and services become better, they will receive makeup services even 
if the price rises from the current level. .55

Factor 8. Intention to return
I will visit this theme park again. .87

.77 .87 .85
I will use the makeup service at the theme park again. .86

χ2=912.537, df=296, p=.000, NFI=.927, CFI=.949, GFI=.906, TLI=.939, RMSEA=.056, RMR=.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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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접합도 지수(χ²=912.537, 
p=.000, df=296, NFI=.927, CFI=.949, GFI=.906, 
TLI=.939, RMR=.026, RMSEA=.056)가 모두 수용기

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접합도

가 충족되어 측정 문항의 집중타당성을 확인하기 위

해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그리고 표준적

재치를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AVE와 개념신뢰도 

그리고 표준적재치 모두 Kim(2010)이 제시한 기준 

AVE(.50 이상), 개념신뢰도(.70 이상), 표준적재치

(.50 이상)을 충족하고 있어 집중타당성을 확보했다. 
다음으로 각 변인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의 alpha 값
이 Nunnally and Bernstein(1994)이 제시한 .70 이상으

로 모든 변인이 내적일관성을 충족했다. 집중타당도

와 내적인관성이 확보되어 구성 변인 간 판별타당성

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변인 간 상관관계가 .90을 넘지 

않고 있으며,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의 제곱

근값이 해당 잠재변수와 다른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보다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2.�Hypothesis� test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χ² 
=461.995, p=.000, df=114, NFI=.945, CFI=.958, GFI 
=.919, TLI=.949, RMR=.023, RMSEA=.068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했다(Hong, 2000; Kim, 2010). 모
형 적합도가 충족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을 검정했고, 그 결과 모든 변인 간 유의한 정(+)적 관

계가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분장 

서비스를 활용한 체험마케팅은 테마파크 이용고객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Table� 4> Correlation and discriminant validity

1 2 3 4 5 6 7 Sqrt(AVE)

1. Sense 1 .88

2. Feeling .69 1 　 　 　 　 　 .85

3. Think .65 .69 1 　 　 　 　 .75

4. Action .60 .64 .73 1 　 　 　 .79

5. Relation .63 .70 .69 .72 1 　 　 .79

6. Satisfaction .66 .75 .70 .65 .72 1 　 .79

7. Loyalty .58 .63 .64 .60 .66 .75 1 .78

8. Intention .63 .71 .65 .61 .73 .77 .72 .88

<Table� 5>�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Hypothesis & path β SE t Hypothesis test result

H1 Marketing ⟶ Satisfaction .912 .057 20.47*** Accepted

H2 Marketing ⟶ Loyalty .886 .057 19.96*** Accepted

H3 Marketing ⟶ Intention .322 .171  2.70** Accepted

H4 Satisfaction ⟶ Intention .296 .093  3.58*** Accepted

H5 Loyalty ⟶ Intention .346 .089  4.30*** Accepted

χ²=461.995, p=.000, df=114, NFI=.945, CFI=.958, GFI=.919, TLI=.949, RMR=.023, RMSEA=.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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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1)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체험마케팅과 만

족도 간 정(+)적 관계성을 보인 선행연구(Back et al., 
2020; Choi, Shin, & Yun, 2013; Yoon & Lee, 2012)
와 일치하는 결과로써, 분장 서비스를 활용한 체험마

케팅의 유용성과 함께 Schmitt(2013/2011)가 제시한 

체험마케팅 요소(SEMs)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한다. 
일반적으로 만족도는 상품 또는 서비스 사용 경험

에 대한 태도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긍정적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발생한다(Oliver, 1996). 특히 만족도

는 사용한 상품 재구매, 제공된 서비스와 장소에 대한 

재방문 그리고 구전의도 등과 관계되어 있어, 마케팅 

분야에서 중요한 변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장 서비

스를 활용한 체험마케팅과 만족도 간 긍정적인 관계

는 마케팅 분야 실무와 학술적 차원 모두에서 시사점

을 보여준다. 마케팅 실무 측면에서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활용 전략으로, 학술적으로 만족도 제고 

선행 요인으로써 의미성을 갖는다. 그렇지만 학술영

역에서 분장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기에 추가

적인 연구를 통해 분장 서비스의 영향력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분장 서비스를 활용한 체험마케팅은 고객 충

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H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장 서비스를 

활용한 체험마케팅을 활용함으로써 테마파크에 대한 

충성도 제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체험마케팅과 

충성도 간 정(+)적 관계성을 보인 선행연구(Bearden 
& Teel, 1983; Jo & Rhee, 2019; Kim & Cho, 2019; 
Lee, 2012; Yang & So, 2015)의 결과를 지지함과 동

시에 분장 서비스를 활용한 체험마케팅의 유용성을 실

증한다. 경쟁이 불가피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충성도는 
중요한 요인이다. 소비자 의사결정의 주요 결과변수이

며, 충성도가 높은 고객으로부터 니즈를 파악 및 구전

을 통한 신규고객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Gwinner, 
Kevin, Gremler, & Bitner, 1998; Kim & Cho, 2019). 
따라서 테마파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마케

팅 전략으로써 분장 서비스 활용 필요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분장 서비스를 활용한 체험마케팅은 테마파

크 재방문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3(H3)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장 

서비스를 활용했을 때, 테마파크 이용객의 재방문의

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로 마케팅 실무 차원에서 유

용성을 실증한다. 재방문의도는 만족도와 충성도와 

함께 소비자 의사결정을 반영한 결과변수로써, 소비

자의 미래 행동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보여준다. 때문

에 분장 서비스가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임을 규명한 본 연구 결과는 마케팅 전략 측면에

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넷째, 이용객의 만족도는 재방문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4(H4)는 채택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만족도와 재방문의도 간 정(+)적 

관계성을 제시한 선행연구 결과(Jeon & Shin, 2015; 
Jo & Rhee, 2019; Kang et al., 2016; Kim, 2011; Kim, 
2017; Nadiri & Gunay, 2013)를 지지하는 것으로 재

방문의도를 예측하는 변수로써 만족도의 영향력을 다

시 한번 실증한다.
다섯째, 고객의 충성도는 재방문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5(H5)는 채택되었

다. 이는 충성도가 재방문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제시한 선행연구 연구(Jeong, 2010; Kwon 
& Park, 2016; Kim, 2017; Kim, 2019; Lee, Song, & 
Kim, 2019)를 지지하며, 충성도가 재방문의도를 예측

하는 변수임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Ⅵ.� Conclusion

본 연구는 분장 서비스를 활용한 체험마케팅과 테

마파크 이용 만족도, 충성도 그리고 재방문의도 간 관

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됐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 관계성 규명을 토대로 마케팅 차원에

서 분장 서비스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문화 콘텐츠로

써 분장 서비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테마파크 3곳(에버랜드, 롯데월드, 합천고스트파

크)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총 690
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이중 불성실한 응답 자료

를 제외한 66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했다. 일련의 분

석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와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분장 서비스를 활용한 체험마케팅은 테마파크 이

용자의 만족도, 충성도, 재방문의도에 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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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장 서비

스가 테마파크 이용자의 만족도와 충성도 그리고 재

방문의도를 높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하며, 두 가지 시사점을 보여준다. 
우선 학문적으로 소비자의 소비행동을 예측하는 

변수로써 체험마케팅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

다.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것처럼 체험마케팅은 소

비행동 주요 변수들(만족도, 충성도, 재방문의도, 구

전의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제시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

으로 소비행동 예측변수로써 체험마케팅의 효과를 명

확히 보여준다. 
다음으로 테마파크의 체험마케팅 전략으로써 분장 

서비스의 유용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여가 문화 산업

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고객 역

시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에 벗어나 보다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요

구를 충족하기 위해 테마파크에서는 차별화된 체험마

케팅 전략으로 분장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분장 서비스는 테마파크 내에 새로운 시설물

을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 차원에서 부담

이 적고, 방문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잠재고

객 확충과 충성고객 확보할 수 있는 유용성을 제공한

다. 또한 테마파크 내에서의 분장 서비스는 페이스페

이팅 차원을 넘어, 의상, 액세사리, 사진 및 영상 촬영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면, 테마파크에서는 방문객의 만족도와 충성

도를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장 

서비스와 같은 고객 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마케

팅 활용을 제안한다. 해외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면

서 테마파크 또한 관광코스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에버랜드의 경우, 외국인이 내국인 대비 10%
에 육박하고 있다(Jo, 2018). 그러므로 분장 서비스 또

한 해외입장객 유치를 위한 국가별 매뉴얼 또는 국가

나 문화를 대표하는 캐릭터,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도 좋을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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