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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관광산업은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며, 말레이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 
특히 테마 파크 산업은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Dong 
& Siu, 2013). 관광 산업은 2013년 말레이시아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of Malaysia)에 224억 달러를 차지할 정도
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광 산업은 말레이시아에
서 같은 해에 약 88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테마 파크
는첨단기술의놀이기구, 의상을이용한캐릭터, 쇼및공연
및 입장료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측면에 초점을 둔 산업으

로서 젊은 고객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고객들의 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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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s the customer’s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of theme parks. This research focused on Sunway Lagoon. The reason Sunway Lagoon 
was selected was because of the vast number of visitors in Sunway Lagoon for the last few years. It 
enables the researchers to acquire sufficient amount of information to conduct a research. The factors  
which affects the customers' satisfaction are the behavior of the generation Y; service experience eva-
luation, perceived price, emotions, and servicescape. The limitation of this research was inadequate time 
to perform in-depth investigation on the research. The research study implemented qualitative research, 
thus the interview was used as a data collection. Since Sunway Lagoon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setting, the face-to-face interview with 10 participants was conducted in the setting. This research is 
vital because it enables the organizations to determin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ustomer’s satisfaction 
and future behavioral intentions. As a result, organizations are able to achieve higher levels of customer 
satisfaction as well as promoting customer loyalty.



이상협12

끌기 위한 매력으로 매우 적합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Geissler & Rucks, 2011). 테마 파크가 제공하는 엔터테인먼
트의 주된 목적은 방문객들이 시설에서의 체류를 연장하고, 
경험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테마 파
크는 방문자가 그 시설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개 레크리에이션으로 지어졌다. 테마 파크는 관광객
들에게 목적지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관광객들이
목적지로 해당도시를 선택하도록 중요한 동기부여를 한다

(Aziz, Ariffin, Omar, & Evin, 2012).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
은 말레이시아선웨이 라군의 이용객들이 느끼는 해당 테마

파크에 대한 만족도, 감정, 향후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테마 파크 산업은 숙박, 음식 및 음료

서비스,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하여 이용고객들의 새
롭고 다양한 경험 요구를 수용하기 때문에 계속 번성할 것

이라고 예상되고 있다(Milman, 2001). Emmons(1999)의 연구
에 따르면, 테마 파크 운영에 있어서 성공요인은 고객들의
테마 시설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시설 내 태양이나 비를 보

호하기 위한 충분한 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테마 파크 운영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판

촉, 상상력이 풍부한주제, 위치, 일관성, 품질, 광고 및 안전
이다. 테마 파트 이용 고객들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서비스경험평가, 인식된가격, 감정및서비스의질과종류
라고 할 수 있다.
테마 파크가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주축이지만, 테마 파

크의 품질과 보다 다양한 테마 파크의 프로그램에 대한 고

객들의 수요가증가함에따라 업계는고객 만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테마 파크 운영기업이 고객 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Lo, 2008). 테마
파크 이용고객들이 더 높은 수준의 만족을 창출하고, 고객
충성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테마 파크 고객의 만족도에영향을 미치
는 요소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어지지 않고 있다(Lo,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말레이시아의 한 테마 마크인 선웨이

라군의 이용객들 중 Y세대인 외국인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 
만족도, 그리고 향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소들을 분
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테마 파
크인 Sunway Lagoon에서 이루어졌고, 인터뷰에 응한 대상
들은 Sunway Lagoon을 방문한 외국 유학생들이다. 인터뷰
는 본 연구의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직접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서 Y세대의 외국인 학생들의 행동 분석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Y세대는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강한 구매력을 갖고 있다. 또

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정보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Y세대의 행동을 이해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중요한 요소는 서비스의 소비 경험이 고객 만족
에영향을줄수있는서비스경험이라고할수있다. 그래서
서비스 경험은 전체 서비스 프로세스 동안 고객에게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라고 할 수있다. 인식된 가격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더높은 가격이 테마 파크 내에
서 더 많은 활동과돈의가치와 관련되어, 테마 파크에 대한
고객의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가격
이 인식된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고객은 그 가치가 없

다고 느끼고 불만을 느낀다. 또한 서비스 환경은 고객 만족
을 위해 고객의 첫인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Y세대의 행동 분석   

가장많은인구를가진 Y세대가새로운주역이됨에따라
구매 행동 및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테마 파크 경영진에게

매우 중요하다(Aquino, 2012). 또한 Y세대는 보다 많은 교육
을 받고 새로운 기술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와 같은고객들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테마파크

운영진들이 Y세대들이 선호하는 시장의 최신 동향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Aquino, 2012). 

Y세대는 1982년과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정의되
고 있다. Noble, Haytko and Phillips(2009)의 연구에 따르면
Y세대를 베이비 붐 세대 또는 X세대의 자손으로 지칭한다. 
Y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973 억 달러를 소비하면서 구
매력이 강한 세대로 인지되고 있다(Bakewell & Mitchell, 
2003). 예를 들어, Y세대의 대부분은 유물론적인 쇼핑 스타
일(브랜드에 따라 구매)을 선호하므로, DKNY 및 Emporio 
Armani와 같은 고급 브랜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Y
세대의 57%는 Six Flags Theme Park가 개인의 즐거움을 위
한 특별한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69%는 Disney Theme Parks
가 즐거운 경험을 하는 장소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Y세
대의 대다수는 테마 파크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테
마 파크에 대한 높은 호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2. 서비스 경험 평가     

서비스경험은고객들이프로세스전반에걸쳐 경험한 서

비스에 대한 평가이고, 서비스 제공자들이 더 많은 고객을
유지하고 유치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자
들은 호의적인 서비스경험은 고객들에게 기억에 남는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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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 재구매 의도를 높이며, 이는 기업에 있어서더 많
은 수익을 창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Dong & Siu, 2013). 예
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에서 훌륭한 서비스 경험을 가진 고
객은 재방문 의도를 낳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게 긍정적인 입소문을 퍼트린다(Oliver & Swan, 1989). 그 결
과, 해당 레스토랑의 높은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많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Zomerdijk & Voss, 2010). 
서비스 경험은 고객의 적극적인 반응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이를 정서적인고객들의반응으로 받

아들이고 있다(Verhoef et al., 2009). 이는 테마 파크 산업이
보다 서비스 지향적으로 변모하고, 이용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을제공하도록 변화함에 따라 테마파크 경영진

이 고객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Milman, 2001). 
따라서 테마 파크 산업은 고객과의 원활한 상호 작용을 위

해 재미있는 놀이기구, 수상 놀이기구 및 3D와 같은 현실적
인 장면을 제공하는 다양한 재미있는 활동이 제공하고 있다

(Moutinho, 1988).
생활 편의성, 서비스 제공 속도, 기술 수준, 부가가치, 품

질등서비스경험중고객의반응에영향을미치는몇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예를 들어, 테마 파크에서 제공하는 긴
대기 시간과 높은 가격 그리고 부족한 서비스 정신은 고객

들의 만족도에부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알려지고 있

다(Moutinho, 1988).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객의 피로도
가 증가하여 고객의 서비스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ogers, 2008). 따라서 고객들이 느끼는 테
마 파크 전체의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불만족과
서비스 재구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Grewal, Levy, & Ku-
mar, 2009).
한편 Helkkula, Kelleher와 Pihlström(2012)은 고객의 경험

은 과거 경험과 그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전의 경험을 현재의 경험과 비교
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떤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결론을 얻
는다. 기대와 감정 요소는 양질의 서비스에서 받는 고객의
심리적인식에 영향을줄 수 있다. 따라서경험에 대한 고객
의 감정과 인식은 서비스 환경의 실질적인(물리적 생성) 및
의사 소통(서비스 환경이 기술되고 소개되는 방식)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테마 파크에 있을 때 장
식, 시설 등의 물리적 요소들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므로, 이
와 같은 요소들이 타 요소들보다 소비자의 경험에 더 많은

영향을줄 수 있다. 또한 방문객에게 좋은추억과 즐거운 순
간을 만들어 서비스 경험을 더 유리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

이 방문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 방문객들은 더 나은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체안을 찾는 경향이 있으므로 서비

스 제공자는 항상 고객 만족을위해서 다방면에서 노력해야

한다. 반대로 장기적으로 좋은 경험을 가진 방문객은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에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될 것이다(Dong 
& Siu, 2013). 

2.3. 인지 가격 

인지된 가격은 고객의 구매 의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고객이 제품 및 서비스 비

용을 얼마나 기꺼이 지불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변

수이다. 또한, 인지된 가격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잠재 고객
의 구매 행동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Iglesias & 
Guillen, 2002). 예를 들어,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고객의 9%가
인지된 가격 때문에 다른 서비스 제공 업체로 옮겨가기도

한다(Ryu & Han, 2010). 이 결과는 인지된 가격이 소비자 구
매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인지된 가격
은 고객이 이미 가격을 염두에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가
격과 실제 가격이 일치하지 않거나 다를 경우, 고객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Pedraja Iglesias & Jesus Yague Guillen, 2004).
인지된가격의또다른 정의는 고객이인코딩한가격이라

고 할 수 있다. 인지된 가격은 가격의 주요 요소이고, 또 다
른 요소는 제품의 원래 가격으로 정의되는 객관적인 가격이

다. "제품을 얻기 위해 포기되거나 희생된 것"이라고 인지된
가격을 정의하고 있다(Zeithaml, 1988). 또한 인지된 가격은
경쟁사 간 비교를 기반으로 고객이 설정한 가격을 의미한다

(Chen, Cupta, & Rom, 1994). 고객은 제품의 품질을인지하기
위한 지침으로 가격을 사용하고 있다(Bolton & Lemon, 
1999). 즉, 가격이 높을수록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지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관광객들은 5성급 호텔이 가
격 때문에 더나은서비스 품질을 얻고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 고객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기 위해

인지된 가격을 고려하고 있다(Dodds, Monroe, & Grewal, 
1991; Mattila & O’Neill, 2003). 예를 들어, 테마 파크의 고객
들은 실제 가격과 인지된 가격에서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

보다 다양하고 첨단 기술이 들어간 놀이기구를 타기를기대

한다. 결과적으로, 고객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대가 충족될
때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 업체가 고
객의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만족도가 높아지게 된

다.
여러 학자들이 인지된 가격이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고객의 태도와 경험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있다(Bolton & Lemon, 1999; Varki & Colgate, 2001). 
예를 들어, 고객이 테마 파크 입장료가 합리적이라 생각하
면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Ryu &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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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결과적으로, 높은만족도는 고객이더 많은돈을지불
하고, 보다 긍정적인 구전을 하고, 재구매 의도를 촉진하려
는 의지를 향상시킬 것이다. Zeithaml(1988)는 인지된 가격
은 인구 통계 그룹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여성, 결혼 및노령인구 통계 그룹은 인지된가격에
대해 다른 구매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
들이제품가격을 정할때 인구 통계그룹에더많은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4. 감정

감정은 고객 만족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Zins, 2002). 즉, 감정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
에큰영향을미친다. 예를들어, 호텔손님의감정은고객의
만족과 관련되므로 매우 중요하다(Barsky & Nash, 2002). 따
라서 더 많은 고객을 유지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경영진이 고객들의 긍정적인 감정의 중요성을 이해하

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감정
은 고객의 향후 구매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Liljander 
& Strandvik, 1997; Bagozzi, Gopinath, & Nyer, 1999; Perugini 
& Bagozzi, 2001). 예를 들어, 고객의 행복도가 높을때, 가격
에 관계없이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으므로 결과적으로 기

업의 매출이 증가한다(Consoli, 2009). 또한 기업이 서비스의
전체 경험에 대한 고객의 긍정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고객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고객의 긍정적
인 감정은 긍정적인 입소문뿐만 아니라, 향후 구매행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Robert & John, 1982). 
감정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고객의경험과관련된감

정적인 반응으로 간주된다(Westbrook & Oliver, 1981). 또한
감정은 고객의 반응과 경험에 대한 느낌을 나타낸다(Berry, 
Carbone, & Haeckel, 2002; Schmitt, 1999). Russell과 Pratt(1980)
는 정서를 쾌락과 각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했다. 
Chebat과 Michon(2003)은 각성이 즐거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즐거움의 정의는 개인이 좋고 즐겁거나
행복하다고 느낄 때, 각성은 개인이 자극 받고 활동적으로
느낄 때를 의미한다. Holbrook과 Gardner(2000)에 따르면, 고
객의 감정은 서비스가수행될 때계속 변하고, 소비 전 감정
과 함께 소비 후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긍정적인 감
정은 만족감과 긍정적인 입소문으로 이어진다. 또한, 모든
개인은 그들의 감정과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Barrett, 1998). 예를 들어, 좋은 경험과
긍정적인 각성을 가진 고객은 즐거움을 증가시키고, 테마
파크에 대한 더 나은 인식을 유발하여 보다 높은 만족도와

브랜드 충성도를 유발한다(Bigné, Andreu, & Gnoth, 2005).
또한 고객은 이벤트의세부사항보다는이벤트중에 있었

던감정을기억할가능성이크다. 즉, 고객은주로테마파크

에서의 경험을 통해 행복하고 슬프고 기뻐하는 등의 감정적

인 경향을 기억한다(Giese & Cote, 2000). 이를 통해 고객은
경험을 이해하고 기념품 구매 및 사진 촬영을 통해 경험을

확장할수있다(Dong & Siu, 2013). Ang, Siew와 Joseph(1997)
는 각기 다른 고객이 각기 다른 서비스의 소비에 따라 다양

한 수준의 쾌락과 각성을 얻는다고 기술했다. 예를 들어 고
객은 높은 수준의 흥분과 즐거움으로 구성된 테마 파크의

경험을 찾고자 하는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고급 레스
토랑에서고객들이 소비하는 식사는 낮은 각성과 높은쾌감

을 기대할 수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경영진은소
비자의 각성과 즐거움을 자극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2.5. 서비스 스케이프

서비스 스케이프는 건물의아키텍처, 디자인 및 레이아웃
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첫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중요하다

(Wakefield & Blodgett, 1996). 이러한 첫 인상은 고객의 전체
경험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고객들이
느끼는 첫인상이 좋을 때, 그 사람들은 테마 파크에서의 전
반적인 경험을 가장잘 즐겼다고 할 것이고, 또한 만족할것
이다. 또한, 서비스 스케이프는 테마 파크에 대해서 만족스
러운 고객이 동일한 곳을 향후 재방문을 결정할 때 매우 중

요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은 해당 테마 파크의 이익 증
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 스케이프는
기업이 수익 고객의 수를 예측하고, 이러한 수익 고객이 추
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더욱이 양질의 서비스
는 고객의 체류 기간을 연장시키고, 고객이 시설에 더 많은
돈을 소비하도록 유도하므로 중요하다(Wakefield & Blod-
gett, 1996). O'Neil(1992)에 따르면, 시설에서 보낸 시간과 돈
사이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기업이
고객을 끌어 들이고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 영역에 주의를

기울게 된다. 
서비스 스케이프는 “자연 환경 또는 사회적 환경과 대비

되는 건축 환경 또는 인위적, 물리적 환경”으로 정의된다
(Wakefield & Blodgett, 1994). Bitner(1992)는 서비스 스케이
프가 주변 조건, 기능 및 부호, 공간 레이아웃, 인공물 및 기
호라는 세 가지 기본 요소를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고 주장

한다. Brauer(1992)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호와 기능 및 공
간 레이아웃, 인공물 및 기호를 인테리어 레이아웃 및 디자
인으로 언급했다고 한다. Wakefield와 Blodgett(1994)는 서비
스 스케이프 시스템이긍정적인감정과 부정적인 감정과 같

은 고객의감정에영향을 미칠수 있다고밝혔다. 예를들어, 
테마 파크의 첨단 기술 놀이기구를 포함한 서비스 스케이프

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테마 파크에 대한 전체 경험
을 한 고객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오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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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결함과 같은 품질이 낮은 서비스 스케이프 영역은

고객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 
또한 서비스 스케이프는 시설의서비스범위에대한 만족

도가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며, 긍정적 인 입소문을 확산
시킬 수 있으므로, 고객 충성도를 창출하는 요소 중 하나이
다(Lin, Yen, & Li, 2009). 사실, 대만의 Wushulin Recreation 
Park 방문객들은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으므로, 고객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할 뿐만 아니라,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되기도 한다(Lin, Shih, Laio, & Tsai, 2011). 따라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의 선호

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장소

인터뷰 장소는 Malaysia의 Sunway Lagoon Theme Park를
기반으로 했다. 그 이유는 The Star 뉴스에 따르면 Sunway 
Lagoon은 2015년에 약 150만 명의 방문자가있었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들이었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
객이 많기 때문에 인터뷰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가 가

능하였다. 이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는 Y세대 유학생이기 때
문에 Sunway Lagoon이 Sunway University와 지리적으로 매
우 가깝기 때문에 보다 쉽게 외국인 학생들과 인터뷰가 가

능하였다.

3.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인터뷰 대상 참가자는 연구를 위해 설정된 요구 사항에

따라 선택되었고, 인터뷰 전에 본 연구에 대해서 자세한 설
명을 하였다. 인터뷰는 테마 파크 내에서 수행되었다. 보다
수월한 인터뷰 수행을 위해서 인터뷰 대상 참가자들에게

Sunway Lagoon에 대한 서비스, 분위기, 고객 규모를 관찰하
고, 테마 파크 내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는데 우선적으로 설
명을 하였다.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인터뷰 결과를 위해
서 다음과 기준을 충족한 참가자들을 인터뷰에 초대하였다. 
첫째, 참가자는 최소한 한 번 Sunway Lagoon 테마 파크를
방문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참가자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 학생이어야 한다. 그 결과, Sunway Lagoon을
방문한 유학생 총 10명이 인터뷰에 참가하게 되었다.
인터뷰는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2달에 걸쳐서 실시

되었다. 본 연구의 인터뷰에는 인구 통계학적 정보와 인터
뷰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즉, 인터뷰 담당자가 인터뷰 대상
자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참가자의 기본 정보도 조사

를 하였다. 인터뷰 중 인터뷰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응답을 요구받았다. 

• 이 테마 파크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귀하의 모든 경험

은 설명하십시오. 
• 이 테마 파크 입장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합리적입니까? 그렇다면(그렇지 않은 경우) 이유를 자
세히 설명하십시오.

• 이 테마 파크를 방문한 후 당신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긍정적(부정적인) 감정이 이 테마 파크에 대한 만족도
에 영향을 줍니까?

• 이 테마 파크의 물리적 환경(시설, 주변 조건, 인테리
어 레이아웃 및 디자인)은 당신의 감정과 만족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인터뷰 데이터는 인터뷰 프로토콜에 따라 기록되었으며, 
인터뷰 프로토콜은 인터뷰 섹션에서 연구자를 위한 지침으

로 사용되었다. 연구자가 인터뷰의 시작과 끝에서 말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스크립트로 인터뷰의 주요정보와 목적을

상기시켰다(Jacob & Furgerson, 2012). 한편, 전체 인터뷰 섹
션은음성녹음및필기메모를통해녹음되었다. 이두가지
데이터 기록 방법은 피 면접자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록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필사본이 백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용되었다(Jacob 
& Furgerson, 2012). 

4. 분석

인터뷰 결과, 10명의 응답자 중 8명이 Sunway Lagoon의
서비스품질에만족한다는것을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Sun-
way Lagoon에 대한 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대체로 서

Table 1. Summary of respondents’ demographic profile

Res
pondent 
number

The most recent 
time to visit the 

theme park

# of 
respondent by 

nationality

# of 
respondent by 

gender

1 2 month ago

China: 2
Japan: 1
Kenya: 1

Vietnam: 1
Nigeria: 1

Indonesia: 2
Korea: 2

Female: 6
Male: 4

2 3 month ago

3 1 month ago

4 2 month ago

5 3 month ago

6 2 month ago

7 3 week ago

8 1 month ago

9 1 week ago

10 5 month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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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품질이 만족스러웠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
응답자는 “나는 이 테마 파크의 전체적인 서비스가 좋았다. 
특히 직원들이 친절하고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 다
른 한 응답자는 “이 테마 파크에서 나는 보다 높은 수준의
편리성과 기쁨을 느꼈고, 이는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 라
고 주장했다. 따라서 테마 파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
리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도와

서비스경험을 느끼게할 수 있다. 그리고한 응답자는 테마
파크가 고객들이 입장할때 그들의 소지품을 맡아주는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와 같이 세세한 것들을 신경 쓰는 것에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이는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
키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테마 파
크가 제공하는지도와 브로셔가 고객감동과 만족도에 있어

서 중요하다고 주장한 응답자도 있었다. 이는 대형 테마 파
크일수록 지도와 브로셔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편, 10명의 인터뷰 응답자 중에 2명은 Sunway Lagoon에 대
한 서비스 품질에 만족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 이유는

Sunway Lagoon에 이미 여러 번 방문했는데, 과거에 방문했
을 때와 비교해서 현재에 더 나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주장
했다. 즉, 테마 파크에 재방문을 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테
마 파크 측에서 보다 나은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입장료에 대한 인터뷰 결과, 응답자 10명 모두가 입장료

가 비싸고 생각했다. “Sunway Lagoon”의 입장료가 외국 학
생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느껴진다고 인터

뷰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 10명 중 5명은 그만한
금액의 입장료를 지불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
어, 한 응답자는 “입장료가 상당히 비싸다. 입장료와 비교해
서 서비스의 질이 매력적이지 않아서 한 번의 경험으로 충

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터뷰 참여자는 “다른 테마 파
크와 비교해서 Sunway Lagoon의 입장료가 비싼 대신, 그 만
큼 나은 서비스와 시설을 느낄 수 없었다. 즉, 가격 대비 가
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7명의 응답자들은 Sunway 
Lagoon의제한된 영업시간 때문에 높은 입장료 가격의가치
가 없다고 생각했다. “Sunway Lagoon은 오후 6시에 영업을
마치고, 비가내릴때마다놀이기구를이용할수없기때문에,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모든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매우 어렵

다. 그래서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
했다. 또한 인터뷰 참가자 8 명은 Sunway Lagoon을 이용하
기 위해서할인쿠폰을받았다고언급했다. 그들은이와같은
할인 쿠폰이 없으면 입장료가 매우 비싸다고 느꼈다. 즉, 비
싼 입장료를 요구하는 테마 파크일수록 고객들에게 할인 쿠

폰과같은경제적유인책이필요하다는것을 나타내고있다.
인터뷰 참가자 중 9명은 테마 파크에 대한 긍정적인감정

이 그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동의했다. 예를

들어 한 응답자는 “나는 항상 테마 파크를 즐기고, 테마 파
크를 방문한 후 행복하다. 긍정적인 감정은 테마 파크에 대
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 더 즐겁게 테마 파크의 시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뷰 참가자 10명 중 9명은 테마
파크를 방문한 후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꼈고, 이는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예를 들어, 한 응답자는 “테
마 파크를 방문한 후즐거웠고행복했다.” 이것은 테마 파크
를 이용하는고객들의감정과만족의관계를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테마 파크에 대한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면 불만족이

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이용객들도 있다. 그 결과, 인터뷰 참
가자 10명 중 1명은 테마 파크의 서비스 품질에 만족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로는 테마 파크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즐겁지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는이용객들이느끼는감정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으며, 전
체적으로해당테마파크에느끼는불만족에영향을미쳤다.
인터뷰의 결과는테마파크의물리적 환경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인터뷰 참가자
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피드백은 그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한응
답자는 “테마 파크의물리적환경이나쁜 경우, 물리적 환경
을 제대로 즐길 수없기때문에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 물
리적환경이내 감정과 만족도에영향을미친다고생각한다. 
예를 들면, 내가 놀이기구, 서비스 또는 시설에 만족하지 않
는다면, 나는 테마 파크에서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
장했다. 결국, 테마 파크의 물리적 환경은 고객의 긍정적인
감정을 향상시키고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큰 역할을할 수있다. 또, 다른한 응답자는 “나는
테마 파크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즐거움과 흥분을

느끼고, 더 재미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라고 주
장했다.

5. 결  론

본 연구는 테마 파크의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도뿐만

아니라, 고객의 서비스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테마 파크 이용객들의 현재 경
험이 과거 혹은 다른 테마 파크와 비교해서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불만족을 초래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마
찬가지로 테마 파크 이용객의 기대가 충족될 때 그들의 높

은 만족도가 나타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테마 파크의 이용
객들이 다른 경쟁 테마 파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가치를 비교하고, 이에 따라 향후 고객들의 구매행동, 감정,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테
마 파크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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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정적인 감정이 테마 파크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는 부
정적인 감정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인터
뷰 결과, 테마 파크 이용객들은 테마 파크내의시설적인 환
경이 그들의 감정과 만족도를 변화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연구는 테마 파크의 고객 만족, 감
정, 향후 구매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보다 구체
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테마 파크를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고객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테마 파크가 고객의 관심을
보다 많이 유도하고, 즐겁게 하는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인터뷰에서얻은 결과를 토대로수집된주요요소 분석은

미래의테마파크산업의발전에큰도움을줄수있다. 인터
뷰 질문의 결과에서 확인된 주요 기능(즉, 테마 파크의 서비
스 품질에 대한 전체 경험)은 서비스 품질과 소비자들의 경
험 간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이 필수적임을 잘 보여주고 있

다. 고객의 기대치와 실제 서비스간의 차이가 클수록 소비
자들의 불만이 생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입장료의 합
리성은 가격 및 가치의 중요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테마
파크 내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시설을 경험할 수 없다

는 점은 테마 파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큰 불만을 야기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테마 파크 운영자가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고쳐 나가지 않으면 잠재고객뿐 아니라, 현재의
고객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즉, 테마 파크의 세세한 점이 고
객들의 감정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반응을 가져올 수 있

다. 한편 테마 파크 고객의감정적 반응에대해서는 테마 파
크의 서비스 품질과 고객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테마 파크 고객의 첫인상은
테마 파크의 물리적 환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짐을 알 수 있

다. 경쟁사와 비교해서 열악한 물리적 환경은 고객들의 부
정적인 감정과 낮은 만족도로 이어진다. 
이 연구의한계는 인터뷰대상자가 10명이라는비교적 작

은 표본 크기이다. 또한 또 다른 한계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외국유학생들인 관계로 말레이시아 현지 고객들과 비교해

서 다르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현지 시장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향후 보다 다양한 연구를 위해서 다른 연
령 그룹의 테마 파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매

우 유익하고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 연령 그룹
소비자들은 다른 형태의 소비 패턴과 성향을 보여줌으로써, 
말레이시아 내의 테마 파크 운영자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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