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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determinants affecting MICE quality,
which then affects to loyalty.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variables in the exhibition and event
experiences of the MICE participants. The proposed research includes four variables representing
the exhibitions and event experiences (affective, intellectual, behavioral, relational experience), two
MICE qualities (commitment, satisfaction), and MICE loyalty.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four
proposed variables (affective, intellectual, behavioral and relational experience) have a positive impact
on two MICE qualities (commitment and satisfaction). Furthermore, the study found that commitment
and satisfaction positively influence MICE loyalty. The findings of the study would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exhibition and event experiences, quality and loyalty of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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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은 일반 관광산업 보다 고부가가치를 제공해 주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경제적

MICE는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포상

파급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적극적으

여행),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 and Event(전

로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시와 이벤트)의 약자로, 이 네 가지 비즈니스 분야는 국

MICE 산업을 관광 자원으로 인식하여 대규모 컨벤션

제회의 등 관광을 융합한 새로운 비즈니스이다. MICE

시설과 전시장을 건립하거나 국가 차원의 유치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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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서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

뿐만 아니라 취업과 고용유발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여 참가자들을 목적지로 끌어들여 지역사회에 소득, 고

대학생들의 MICE 행사 참여로 인한 만족과 충성도는

용창출 및 세수와 같은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

MICE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것이다.

한국관광공사의 2016 MICE 산업통계 조사·연

MICE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MICE 산업

구에 의하면, 2016년 한 해 동안 개최된 MICE 관

과 감성지능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련 행사는 Meeting이 237,880건(93.9%), Incentive

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학문적인 연구

Travel이 8,827건(3.5%), Convention 5,809건(2.3%),

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MICE 참가자의 만족이 도

Exhibition이 869건(0.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이미지와 충성도에 관한 연구(백은희·허정옥 2011),

Meeting에 가장 많이 참가를 하였고, Exhibition,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방문객의 충성도에 관한 연구

Convention, Incentive Travel 등의 순으로 참가를

(최종률·오정학 2013), 컨벤션 목적지 브랜드 경험의 만

많이 하였다(한국관광공사 2017). 2016년 MICE 산업

족과 도시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박영제 2018), 관

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약 23조 3,240

광 목적지 브랜드 경험이 만족과 재방문의도 및 구전

억원으로 나타났고, 소득유발효과가 약 4조 7,260억

의도에 관한 연구(Beckman et al. 2013; Barnes et al.

원, 수입유발효과가 약 2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으

2014; Wongpan and Khamwon 2016) 등의 연구들이

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0조 1,770억원, 취업유발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MICE 관련 행사 참가

효과 239,170명, 고용유발효과 141,113명으로 나타났

자들의 만족, 지속적인 이용의도 및 충성도 등에 관한

다(한국관광공사 2018). MICE 산업은 생산 및 소득

연구가 대부분이며, MICE 행사 참가자들의 다양한 경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취업과 고용유발효과로 이어질

험을 고려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수 있어서 대학생들의 MICE 행사 참여로 인한 만족

전시 및 이벤트 행사는 참가자들이 한 번 참가하고 일

과 충성도는한국관광공사의 2016 MICE 산업통계 조

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전시 및 이

사·연구에 의하면, 2016년 한 해 동안 개최된 MICE 관

벤트 행사에 참여하여 즐겁고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것

련 행사는 Meeting이 237,880건(93.9%), Incentive

이며, 함께 참여한 다른 참여자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Travel이 8,827건(3.5%), Convention 5,809건(2.3%),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시 및 이벤트

Exhibition이 869건(0.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에 대한 경험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Meeting에 가장 많이 참가를 하였고, Exhibition,

경험과 체험 활동이 참가자들을 전시 및 이벤트에 몰입

Convention, Incentive Travel 등의 순으로 참가를 많

할 수 있게 되고 만족하게 될 것이며, 참가자들의 충성

이 하였다(한국관광공사 2017). 2016년 MICE 산업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전시 및 이벤트 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약 23조 3,240억

여에 대한 참여에 대한 경험과 품질 그리고 충성도에

원으로 나타났고, 소득유발효과가 약 4조 7,260억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수입유발효과가 약 2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부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시 및 이벤트 경험이

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0조 1,770억원, 취업유발효과

MICE 품질과 MICE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239,170명, 고용유발효과 141,113명으로 나타났다(한국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

관광공사 2018). MICE 산업은 생산 및 소득유발 효과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MICE 산업, 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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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경험 및 MICE 품질과 충성도에 관련된 선행

략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MICE 산업에 대한 사회

연구들을 통해 이론적 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적 수요의 증가, 교통 산업의 발전, 호텔 및 관광산업의

MICE 이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시 및

급격한 성장, 정보통신기술과 과학기술의 발전, MICE

이벤트 경험의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산업 전문 센터의 건립에 따른 발전 효과 등으로 인해

결과는 MICE 산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전시 및 이벤트

MICE가 본격적으로 산업의 모습을 갖추어가며 오늘

경험에 대한 인식 정도와 이러한 전시 및 이벤트 경험

날과 같은 수준으로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

이 만족과 몰입 그리고 MICE 충성도로 이어지는 관계

었다(이웅규·김대성 2017).

를 파악하여 MICE 관련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에

MICE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백은희·허정옥(2011)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

은 MICE 참가자의 만족이 도시이미지와 충성도에 영

서는 MICE 산업의 전시 및 이벤트에 대한 경험 유형들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특

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생들이 MICE 관련 행사에 참여

정 도시가 MICE 개최를 통해 도시의 이미지가 개선

하는데 있어서 MICE 산업의 정보 및 지식을 파악하여

되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

지식공유와 지식경영을 실천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험

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종률·오정학(2013)은

을 고려한 MICE 전략을 수립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여수세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
였다. 방문객의 기대와 가치가 만족 및 충성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등(2014)

2. 이론적 배경

은 컨벤션 목적지 브랜드 경험이 장소애착성과 충성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브랜드 경험이 장

2.1 MICE 산업

소애착성과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MICE 산업은 대규모 전시장이나 회의장과 같은 전

났다. 최근·박영제(2018)는 외래 컨벤션 방문객을 대상

문 시설을 갖추고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및 이벤

으로 컨벤션 목적지 브랜드 경험의 만족과 도시 이미지

트 등을 유치하여 각종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적 이

형성에 대해 연구하였고, 감성적 경험, 감각적 경험, 지

익을 실현하는 산업으로, 관광, 숙박, 유통 등 관련 산

적 경험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감성적 경험

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과 지적 경험이 도시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MICE 산업이 발전하게 된 요인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

으로 나타났다. Wongpan and Khamwon(2016)은 태

니라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

국 콘깬(Khon Kaen) 지역의 MICE 브랜드 경험과 만

으로 주목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MICE

족 및 행동 의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목적지 브랜드 경

산업이 2009년 1월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신성장동력

험은 감각, 감성, 행동, 지적 경험으로 측정하였으며,

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2년 ‘Korea MICE Year’로

MICE 관람객 400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정하여 전략적 MICE 산업을 유치 및 개최를 추진하
였다. MICE 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일자

2.2 전시 및 이벤트 경험

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컨

최근 기업에서는 소비자와 브랜드 간 관계를 향상시

벤션 및 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전

키기 위해 고객들의 다양한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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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고객들에게 자사 브

다. Brakus et al.(2009)은 브랜드 경험은 감각, 감성, 지

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구축하여 높은 충성도

적, 행동 경험으로 측정하였다. Huang(2017)은 모바일

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정갑연·채명

브랜드 경험을 감각 경험, 지적 경험, 행동 경험으로 분

수 2015). 이러한 경험 마케팅(experience marketing)

류하여 연구하였다.

은 소비자에게 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제품 및 서

관광 분야에서도 브랜드 경험은 브랜드 태도와

비스에 강력한 이미지를 갖게 하여 의료, 관광, 호텔 서

만족, 재방문의도 및 충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연구되어 왔다. 예

는 것으로 나타났다. Beckman et al.(2013)은 미

를 들면, Schmitt(1999)는 인간의 경험을 다양한 유

국 애슈빌(Asheville), 내슈빌(Nashville), 채터누가

형으로 세분화 시키는 전략적 경험 모듈(strategic

(Chattanooga)의 세 도시의 지역 사람들과 방문객들

experiential modules)을 제안하였다. 전략적 경험

을 대상으로 브랜드 경험이 장소의존성과 재방문의도

모듈에는 감각 경험(sensory experience), 사고 경험

와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역

(think experience), 감성 경험(feel experience), 행동

사람들은 감각, 행동 경험이 장소의존성에 유의한 영

경험(act experience), 관계 경험(relate experience)이

향을 미쳤으며, 방문객들은 감각, 감성 경험이 장소의

있다. 첫째, 감각 경험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존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nes

오감을 중심으로 즐거움과 아름다움, 만족감 등을 전

et al.(2014)은 관광 브랜드 경험이 만족과 재방문 및

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사고 경험은 이성적이고

추천 의도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 덴마크의 롤란-폴

정보 중심적으로 행동을 하며, 창조적 인지력과 문제해

스터(Lolland-Falster), 스웨덴의 말뫼(Malmö), 룬더

결을 위해 지성에 호소하는 경험을 말한다. 셋째, 감성

(Lund)의 세 지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목적

경험은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기분과 감정을 느끼며 의

지 브랜드 경험에는 감각, 감성, 행동, 지적 경험으로 분

사결정을 하는 경험을 말한다. 넷째, 행동 경험은 사람

류하였고, 이러한 목적지 브랜드 경험이 만족, 재방문

의 신체와 관련 되어 있으며, 장기적인 행동 패턴, 라이

의도 및 추천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임명재∙정

프 스타일과 관련된 경험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관계

강환(2008)은 보령 머드축제의 관광 체험이 목적지 브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서로 영

랜드 인지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향을 주고받는 집단적 반응을 의미하며, 서비스 산업에

Schmitt(1999)가 제안한 감각, 감성, 지적, 행동, 관계

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등 5가지 요인들을 이용하여 관광이벤트에 참여하면서

또한, Schmitt(1999)의 전략적 경험 모듈에 관한 연

체험하게 되는 요인들이 관광 이벤트 태도와 브랜드 인

구 이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브랜드 경험에 관한 연구

지 및 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감각, 감

들이 발표되어 왔다. Gentile et al.(2007)은 소비자의

성, 인지, 행동, 관계 체험이 관광 이벤트 태도 형성에 중

경험을 감각적 요소, 감정적 요소, 인지적 요소, 실용적

요한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브랜드 경험에 관한

요소, 라이프 스타일 요소, 관계적 요소 등 7가지를 제

여러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시 및 이

안했으며, Ha and Perks(2005)는 웹사이트 브랜드의

벤트 경험을 감성 경험, 지적 경험, 행동 경험, 관계 경험

유사성(familiarity), 만족, 신뢰에 대한 고객 지각에 대

으로 분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해 연구하였다. 온라인 서점, 아바타 몰, CD, 여행사 등
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브랜드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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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ICE 품질과 충성도

였다. 분석결과, 모든 브랜드 경험이 브랜드 관계 품질

관계 품질(relationship quality)은 고객과의 상호작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동 경험

용하는 품질로 규정할 수 있는데, 고객과의 좋은 관계

이 관계 품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는 고객이 지각하는 품질에 기여하며 나아가 장기적인

났다.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고객과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

MICE 분야에서도 관계 품질과 충성도에 관한 연

계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관계마케팅은 광범위한

구가 발표되고 있다. Lai(2015)는 무역박람회 충성도

산업에 활용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Lee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관계 품질을 만

and Kang(2012)은 대학생들의 브랜드 경험과 관계 품

족, 신뢰, 그리고 몰입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마카

질에 대해 연구하였다. 브랜드 경험에는 감성적 브랜드

오의 비즈니스 무역박람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을 대상

경험과 행동적 브랜드경험으로 분류하고, 관계품질에

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비즈니스 네트워

는 브랜드 신뢰와 브랜드 몰입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

크 규모가 서비스 품질, 무역박람회 만족과 신뢰에 유

다. 연구결과 감성적 브랜드경험은 브랜드 신뢰 및 브랜

의한 영향을 미쳤고, 서비스 품질은 무역박람회의 만

드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행동적 브랜드경험

족과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만족, 신뢰, 몰입

은 브랜드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브랜드

이 무역박람회의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관계 품질은 브랜드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으로 나타났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관계 품질을 만족

것으로 나타났다. Franciso-Maffezzolli et al.(2014)은

과 몰입으로 분류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만족

향수와 목욕용 비누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브랜드 경

과 몰입은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험과 브랜드 관계 품질 및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타났다(Liang et al. 2011-12; 장성희 2016). 따라서 본

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브랜드 경험이 브랜드

연구에서는 만족과 몰입을 MICE 품질로 설정하고 이

관계 품질과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브랜드

러한 품질 요인들이 MICE 충성도와 긍정적인 관련성

관계 품질은 브랜드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파악하고자 한다.

으로 나타났다.
Yoon and Youn(2016)은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 브
랜드 경험, 그리고 관계품질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

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다. 브랜드 경험에는 감각 경험, 감성 경험, 지적 경험,
행동 경험으로 분류하였고, 관계 품질은 만족, 신뢰, 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모델은 <그림 1>과 같다. 본

입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미국 남서부에 있는 대학

연구는 전시 및 이벤트 경험이 MICE 품질과 MICE 충

생들을 대상으로 웹사이트에 대한 브랜드 경험과 관계

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목

품질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브랜드 경험이 만

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시 및

족, 신뢰,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이벤트 경험을 Schmitt(1999), Gentile et al.(2007),

다. Xie et al.(2017)은 브랜드 경험이 브랜드 관계 품질

Barnes et al.(2014), Wongpan and Khamwon(2016),

과 시민행동에 영향 관계를 조사하였다. 브랜드 경험에

Yoon and Youn(2016)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감성 경

는 감각 경험, 감성 경험, 행동 경험, 지적 경험 등으로

험, 지적 경험, 행동 경험, 관계 경험으로 분류하였다.

분류하여 브랜드 관계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MICE 품질은 관계 품질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만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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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과 몰입으로 분류하였다. 전시 및 이벤트 경험이 만

관계 경험은 다른 참가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말

족 및 몰입을 향상시킨다는 여러 선행연구를 기반으

한다. 이러한 경험 유형들은 만족과 몰입에 유의한 영

로 전시 및 이벤트 경험이 만족과 몰입에 영향을 미칠

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와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

것이라는 관계를 설정하였고, Lee and Kang(2012),

음과 같다.

Franciso-Maffezzolli et al.(2014), Xie et al.(2017),

우선, Brakus et al.(2009)은 브랜드 경험을 감각, 감

Yoon and Youn(2016)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만족과

성, 지적, 행동 경험으로 분류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브

몰입이 MICE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계를

랜드 개성, 만족,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모델과 가설은

으로 나타났다. 또한 Huang(2017)은 모바일 브랜드 경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다.

험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브랜드 경험은 감각 경험, 지

3.1 전시 및 이벤트 경험에 대한 가설

적 경험, 행동 경험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러

전시 및 이벤트 경험은 크게 감성 경험, 지적 경험, 행

한 브랜드 경험이 브랜드 사랑과 신뢰에 영향을 주어

동 경험, 관계 경험의 네 가지 세부 요소로 분류될 수

브랜드 사랑과 신뢰가 브랜드 충성도를 형성하는 것으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Barnes et al. 2014; Gentile

로 나타났다.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은 브랜드를

et al. 2007; Schmitt 1999; Wongpan and Khamwon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어 브랜드 충성도에도 긍정

2016; Yoon and Youn 2016), 감성 경험은 전시 및 이

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벤트에 대한 참가자들의 감정적인 경험으로 이러한 행

Xie et al.(2017)은 감각 경험, 감성 경험, 지적 경

사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시키게 된다. 지적 경험은

험, 행동 경험이 브랜드 관계 품질에 정(+)의 영향을

전시 및 이벤트에 대한 참가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유발

미친다는 것을 찾았다. 브랜드 관계 품질은 만족, 몰

하는 경험을 말하며, 행동 경험은 참가자들이 경험하게

입, 신뢰, 애착, 친밀감 등으로 측정하였다. Yoon and

되는 행동적이고 육체적인 경험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Youn(2016)은 웹사이트의 감각, 감성, 지적, 행동 경험

<그림 1> 연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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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웹사이트의 만족, 몰입,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만족 및 재방문 및 추천의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감각

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적이고 감성적인 경험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 요소가 웹사이트를 만족하게 되고 웹사이트에 대

고 주장하고 있다. 컨벤션 및 무역박람회 참가자들의

한 몰입을 하게 되며, 신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

충성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만족과 몰입이 중요한 영향

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ranciso-Maffezzolli et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벤션 참가자들의 몰입이

al.(2014)은 행동적, 지적, 감각적, 감성적 경험 등과 같

컨벤션 참가자의 미래의 행동의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

은 브랜드 경험이 관계 품질을 통하여 브랜드 충성도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혜 등 2017).

형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시 및 이벤트 경험의 네

Lai(2015)는 무역박람회 참가자들의 만족과 몰입이

가지 하위요소(감성 경험, 지적 경험, 행동 경험, 관계

무역박람회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경험)은 만족과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

다. Wongpan and Khamwon(2016)은 브랜드 경험이

상이 되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가설을 설

만족과 태국 콘깬지역의 MICE에 참가할 의도에 긍정

정하였다.

적인 영향을 주었고, 만족도 MICE에 참가할 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MICE 행사에 참여하여 만족을

H 1: 전시 및 이벤트 경험은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게 되면 그 행사에 다시 참가할 의도가 있음을 알 수

H1a: 감성 경험은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영석 등 2015; 홍태

H1b: 지적 경험은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호 등 2013). 따라서 만족과 몰입과 같은 MICE 품질은

H1c: 행동 경험은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MICE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H1d: 관계 경험은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전시 및 이벤트 경험은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2a: 감성 경험은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만족과 몰입은 충성도에 정(+)

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MICE 품질은 MICE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3a. 만족은 MICE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b. 몰입은 MICE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b: 지적 경험은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c: 행동 경험은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d: 관계 경험은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3.2 MICE 품질 요인과 충성도에 대한 가설

4.1 측정도구의 개발

이벤트 및 전시회의 만족과 몰입은 충성도 형성

본 연구에서 이용한 변수들의 측정항목은 1차적으로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and

관련 선행연구로부터 채택하여 MICE 문맥에 적합하게

Kang(2012)은 대학생들의 브랜드 몰입이 브랜드 충성

수정 및 보완을 하였다. 이후 경영학 분야 전문가들로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nes

부터 내용 타당성 검증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항목 및

et al.(2014)은 관광객들의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경험이

각 항목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내용타당성 검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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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적으로 측정항목에 대한 신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면, 전시 및 이벤트 경

뢰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 하여 최

험 중 감성 경험은 MICE 행사에 참여하여 좋은 감정

종 측정변수를 확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외

이나 즐거움을 경험한 정도, 지적 경험은 MICE 행사

한 모든 변수의 측정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

에 참여하여 흥미 유발이나 호기심 자극을 경험한 정

였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로 응답

도, 행동 경험은 MICE 행사에 참여하여 신체적 활동

이 가능하도록 설문지를 설계 하였다. <표 1>은 본 연

이나 행동을 경험한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Backman

구의 측정항목 및 관련 문헌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et al.(2013), Wongpan and Khamwon(2016) 등의 설

<표 1> 변수의 측정항목 및 관련문헌
연구변수

관련문헌

감성 경험

MICE 행사로 신나는 기분을 경험한 정도
MICE 행사로 좋은 감정을 경험한 정도
MICE 행사로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을 경험한 정도
MICE 행사로 기쁨을 경험한 정도

Backman et al.(2013), Wongpan
and Khamwon(2016)

지적 경험

MICE 행사의 호기심 자극을 경험한 정도
MICE 행사의 흥미 유발을 경험한 정도
MICE 행사의 놀라움을 경험한 정도
MICE 행사의 새로운 사실을 경험한 정도

Backman et al.(2013), Wongpan
and Khamwon(2016)

행동 경험

MICE 행사의 신체적 활동이나 행동을 경험한 정도
MICE 행사의 체험의 기회를 경험한 정도
MICE 행사의 활동 지향성을 경험한 정도
MICE 행사의 경험이 나의 생활에 적용하고 싶은 정도

Backman et al.(2013), Wongpan
and Khamwon(2016)

관계 경험

MICE 행사에 참여한 다른 방문자와 친근함을 경험한 정도
MICE 행사에 참여한 다른 방문자와 동질감을 경험한 정도
MICE 행사에 참여한 다른 방문자들과 느낌을 공유한 경험의 정도
MICE 행사에 참여가 친목도모와 같은 사회적 관계 형성을 경험한 정도

Gentile et al.(2007),
임명재∙정강환(2008)

만족

MICE 행사의 서비스 요금에 대한 만족 정도
MICE 행사장의 만족 정도
MICE 행사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한 만족 정도
MICE 행사 참가를 위한 대기시간에 대한 만족 정도

Liang et al.(2011-12), Lai(2015)

몰입

MICE 행사에 대해 심리적인 몰입감을 느끼는 정도
MICE 행사에 호감이 가는 정도
MICE 행사를 좋아하는 정도

Liang et al.(2011-12), Lai(2015)

MICE 행사에 다시 방문할 의도
다음에 같은 분야의 MICE 행사가 개최되면 다시 방문할 의도
MICE 행사를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도
MICE 행사에 적극적으로 재참여할 의도

Liang et al.(2011-12), Lai(2015)

충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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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관계 경험은 MICE 행

가 회수되었다. 이 중 MICE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불

사에 참여하여 다른 방문자와 친근감이나 사회적 관

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355부를 본 연

계 형성을 경험한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Gentile et

구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S 23.0 패

al.(2007), 임명재·정강환(2008) 등의 연구의 설문항목

키지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만족은 MICE 행사의 전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355부의 응답자 중 남성(53.5%)

인 이용에 대한 만족 정도, 몰입은 MICE 행사에 대한

이 여성(46.5%) 보다 많이 분포 되어 있고, MICE 행

긍정적이며 좋아하는 정도, MICE 충성도는 MICE 행

사에 참가한 지역은 대구·경북지역이 231명(53.2%)

사에 재방문의도 및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도로

으로 가장 많이 참가하였으며, 여수·전라지역이 64명

정의하였으며, Liang et al.(2011-12), Lai(2015) 등의 연

(14.8%), 부산·경남지역이 55명(12.7%), 서울·경기지역

구의 측정항목을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MICE 참
여 장소와 관련해 주로 서울 코엑스, 부산 벡스코, 대

4.2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구 엑스코, 여수, 경주, 대전 등 엑스포 행사 및 박람

본 연구는 MICE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회, 전시회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 분석하기 위해서 MICE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학

MICE 행사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및 홈페이지를 가

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

장 많이 활용하였고(39.3%), SNS가 23.3%, 홍보물(브

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5일까지이며, 총 373부

로셔, 팜플렛, 포스터 등)이 15.7%, 주변 추천이 12.5%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성별

참가지역
(복수응답)

MICE행사정보
(복수응답)

방문횟수

2019. 6

빈도

비율(%)

남자
여자
합계
서울·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여수·전라
기타
합계
인터넷 및 홈페이지
주변 추천
홍보물
SNS
기타
합계
1~2회
3~4회
5회 이상

190
165
355
52
55
231
21
64
11
434
167
53
67
99
39
425
227
101
27

53.5
46.5
100.0
12.0
12.7
53.2
4.8
14.8
2.5
100.0
39.3
12.5
15.7
23.3
9.2
100.0
63.9
28.5
7.6

합계

35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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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MICE 행사의 방문 횟수는 1~2회가 227명

다. 모든 잠재변수의 합성 신뢰도(CR) 값은 0.8 이상으

(63.9%)으로 가장 많았고, 3~4회가 101명(28.5%), 5회

로 나타났고, Cronbach’s Alpha 값 역시 모든 변수에

이상이 27명(7.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는 표본

서 0.8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수의 평균분산추

의 특성에 대해 보여 주고 있다.

출(AVE) 값은 0.675-0.829로 기준치인 0.6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본

4.3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연구에서 타당성 분석은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본 연구에서는 측정 항목에 대한 내적 일관성과 타

이용하였으며, 측정항목들의 요인적재값이 0.5 이상, 판

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합성 신뢰도(Composite

별타당성은 AVE 제곱근 값이 0.7 이상이고, 상관계수

Reliability: CR), Cronbach’s Alpha, 그리고 평균분산

값 보다 크면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이용하였

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

<표 3>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감성경험

지적경험

행동경험

관계경험

만족

몰입

충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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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요인적재량

AE1
AE2
AE3
AE4
IE1
IE2
IE3
IE4
BE1
BE2
BE3
BE4
RE1
RE2
RE3
RE4
SA1
SA2
SA3
SA4
CO1
CO2
CO3
LO1
LO2
LO3
LO4

.923
.907
.878
.890
.864
.871
.867
.845
.855
.835
.843
.750
.901
.878
.871
.819
.826
.852
.836
.802
.902
.911
.918
.918
.897
.877
.911

AVE

CR

Cronbach’ Alpha

.809

.944

.921

.743

.920

.885

.675

.892

.839

.753

.924

.890

.687

.898

.849

.829

.936

.897

.812

.945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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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1

2

3

4

5

6

감성

.899

지적

.484

.862

행동

.638

.650

.822

관계

.508

.354

.472

.868

만족

.345

.575

.426

.451

.829

몰입

.506

.518

.579

.465

.576

.910

충성도

.417

.377

.551

.377

.560

.420

7

.901

주: 대각선 값은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을 나타냄

족되는 값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확

값=5.608), 가설 1-2(경로계수=0.135, t값=2.396), 가설

보되었다. <표 3>과 <표 4>는 측정모형에 대한 신뢰성

1-3(경로계수=0.286, t값=5.344), 가설 1-4(경로계수

및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0.109, t값=2.210)가 각각 채택되었다. 전시 및 이벤트
에 대한 감성적이고 지적이며, 행동적 그리고 관계적 경

4.4 구조모형 분석결과

험은 만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

본 연구에서는 전시 및 이벤트 경험이 MICE 품질 및

험들 중 감성 경험이 MICE 만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총 10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MICE 참여자들은 전

개의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

시나 이벤트에 대해 심리적 경험(보통 참여자들에게 긍

해 SPSS AMOS 23.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정적 심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 즉 자신에 대한 만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 경험,

높이는 행사로부터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지적 경험, 행동 경험, 관계 경험은 만족에 정(+)의 영향

있다.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경로계수=0.315, t

둘째, 감성 경험, 지적 경험, 행동 경험, 관계 경험

<그림 2>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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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설 2-1(경로계수=0.188, t값=2.685), 가설 2-2(경로계

전시 및 이벤트 경험이 MICE 품질과 MICE 충성도에

수=0.122, t값=2.125), 가설 2-3(경로계수=0.169, t값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

=3.229), 가설 2-4(경로계수=0.445, t값=9.415)가 각각

에서는 MICE 행사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355명의 대

채택되었다. 전시 및 이벤트에 대한 감성, 지적, 행동, 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계적 경험은 전시 및 이벤트에 대한 몰입을 증가시킨다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 및 이벤트 경험은

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만족과 몰입은 MICE 충성도

MICE에 대한 만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경로

대학생들의 전시 및 이벤트에 대한 감성 경험, 지적 경

계수=0.303, t값=6.151), 가설 3-2(경로계수=0.445, t값

험, 행동 경험, 관계 경험은 MICE에 대한 만족을 향상

=8.770)가 각각 채택되었다. 즉 전시 및 이벤트에 대한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연구(예,

만족과 몰입은 MICE 충성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Brakus et al. 2009; Barnes et al. 2014; Wongpan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결과는 <그림 2>에서

and Khamwon 2016; Xie et al. 2017)에서 주장하는

보여주며,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은 <표 5>와 같다.

바와 일치한다. 즉 전시 및 이벤트에서 감성적, 지적, 행
동적, 관계적 경험은 만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시
및 이벤트를 기획할 때 참가자들의 경험적인 요소를 고
려하여야 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감성 경험이 MICE

5. 결론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시 및 이벤트 경험은 MICE에 대한 몰입을

5.1 연구결과의 요약
MICE 산업은 일반 관광산업 보다 고부가가치를 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 및 이벤트에 대한 감

공해 주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

성 경험, 지적 경험, 행동 경험, 관계 경험은 MICE에 대

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

한 몰입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서 적극적으로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러

는 Lee and Kang(2012), Francisco-Maffezzolli et

한 추세를 반영하듯이 MICE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al.(2014), Xie et al.(2017) 등의 연구와 일치한다. 즉

<표 5> 가설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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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경로계수

t값

채택유무

H1a

감성 경험 -> 만족

.315

5.608

채택

H1b

지적 경험 -> 만족

.135

2.396

채택

H1c

행동 경험 -> 만족

.286

5.344

채택

H1d

관계 경험 -> 만족

.109

2.210

채택

H2a

감성 경험 -> 몰입

.188

2.685

채택

H2b

지적 경험 -> 몰입

.122

2.215

채택

H2c

행동 경험 -> 몰입

.169

3.229

채택

H2d

관계 경험 -> 몰입

.445

9.415

채택

H3a

만족 -> 충성도

.303

6.151

채택

H3b

몰입 -> 충성도

.445

8.770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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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에 대한 몰입을 증가시키는데 경험적 요소가 중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

요함을 알 수 있고, 특히 관계 경험은 MICE 몰입에 미

서는 감성 경험, 지적 경험, 행동 경험, 관계 경험이 만

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족과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과 몰입과 같은 MICE 품질은 MICE 충성도에 긍

이 중 감성 경험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가장 큰 것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과 몰입이

로 나타났고, 관계 경험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충성도를 향상시킨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MICE 행사를 기획하는데

한다(Liang et al. 2011-12; Francisco-Maffezzolli et

있어서 대학생들의 감성적인 요소와 관계적 요소를 중

al. 2014; Xie et al. 2017). MICE에 대한 만족과 몰입

요하게 고려해야 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이 높으면 참가자들은 MICE 행사에 재참가 하고 싶어

일상에서 느낄 수 없던 즐거움이나 기쁨을 경험하는 것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하려는 의도가 증가한다

을 좋아하고, 이러한 MICE 행사를 참가하여 다른 방문

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와의 정보 공유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중요하게 고
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이 전시 및 이

5.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벤트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관련된 정보 및 지식을 공

본 연구의 시사점은 학문적인 시사점과 실무적인 시

유함으로써 MICE 산업에서의 지식경영을 실천할 수

사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학문적인 시사점

있을 것이다.

은 첫째, 경험 마케팅과 Schmitt(1999)의 전략적 경험

셋째, 만족과 몰입과 같은 브랜드 관계품질이 MICE

모듈에 관한 연구를 이용하여 전시 및 이벤트 경험을

충성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감성 경험, 지적 경험, 행동 경험 그리고 관계 경험으

있다. MICE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호감 정도

로 분류하여 MICE 산업에 적용하였다는데 연구의 의

가 다음 MICE 행사를 재참가 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

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전시 및 이벤트 경험과 MICE

에게도 추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품질 그리고 충성도로 이어지는 관련성을 분석하는

통해 만족과 몰입은 긍정적인 MICE 충성도를 형성한

것은 후속 연구에 의미 있는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할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시 및 이벤트 마케터들이 성공

것이다.

적인 전시 및 이벤트를 위해서 관람객의 어떠한 경험적

본 연구의 실무적인 시사점은 첫째, 본 연구에서는

요소에 의해 관람객과 전시 및 이벤트 관계가 형성이

MICE 산업에서 전시 및 이벤트에 대한 경험적인 요소

되며 만족과 몰입을 통해 충성도가 유발되는지 인식하

를 적용하여 연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전시

여야 할 것이다. 전시 및 이벤트 경험의 형성이 전시 및

및 이벤트에 대한 경험 유형을 Schmitt(1999), Gentile

이벤트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전략 개발에 중요한 요

et al.(2007)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감성 경험, 지적 경

소로 작용할 것이다.

험, 행동 경험, 관계 경험으로 분류하였다. 대학생들의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본 연구에서는 표본을 대

코엑스, 벡스코, 엑스코 등에서 다양한 전시 및 이벤트

학생들로 한정하여 일반화하는데 어렵다는 한계점을

에 대한 경험은 MICE 품질과 충성도로 연결되는 관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시 및 이벤트 경험에

를 파악하여 MICE 산업에서 충성도 형성에 대한 이론

대한 좀 더 세분화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연구

적 기반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전시 및 이

둘째, 전시 및 이벤트 경험 유형이 MICE 품질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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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경험만을 고려하여 연구하였는데, 이외에도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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