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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소비자 행동연구에서 최근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체험에 관한 연구로써, 공연이벤트

를 경험한 관객의 체험을 통한 공연이벤트 마케팅 방안에 도움이 되고자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표

적 공연거리인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관객특성에 따른 체험의 차이와 공연이

벤트의 체험이 관객의 후속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공연이벤트의

체험에 따른 시장세분화 및 표적시장 전략이 가능하며, 공연이벤트의 체험이 관객의 행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연이벤트의 체험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연이벤트의

'여가체험'은 중요한 변수로써 공연이 예술의 순수성만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관객의 여가체험을 극대

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서론

최근 우리나라 여가의 흐름은 예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활동이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문화적 여가

활동은 한류문화를 세계적인 산업으로 발전시켰으

며, 국내에서도 점차 다양한 예술관련 문화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0여 년 간 빠르게

변모한 예술의 대중성의 확보는 과거 예술의 순수성

을 고집하며 산업화를 등한시 했던 시각에서 벗어나

예술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중과 소통

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공

연이나 기획전시의 경우 "주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 사람을 모이게 하여 사회 문화적 경험을 제

공하는 행사로써 긍정적 참여를 위해 비일상적으로

특별히 계획된 활동"이라는 이벤트의 개념[1]에서

해석될 수도 있다.

예술분야에서도 특히 공연은 가장 대중적인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극장공

연이나 콘서트공연 관람 등 각종 공연관람을 경험하

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연 개최지역을 방문하고 문

화행사의 참여와 문화활동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경향[2]이 강하기 나타난다. 따라서

영국의 에딘버러, 뉴욕의 브로드웨이, 영국의 런던

등은 세계적인 문화공연 도시로써의 명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의 대학로와 홍대 등이 대표적

인 공연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연이벤트는 학자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나타나기

도 하지만, 형태와 내용에 따라 연극, 오페라, 뮤지

컬, 무용, 아이스발레, 마임, 인형 극 등의 순수예술

형태와 특정한 주제로 열리는 마술쇼, 패션쇼, 헤어

쇼, 메이크업 쇼 등의 쇼형태로 분류한다[3][4]. 공연

이벤트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관객, 프로그램, 무

대, 연출로 이루어진다[5]. 공연이벤트와 공연의 차

이점을 주장한 박정배[6]에 따르면 공연은 인간의

순수한 감정을 언어, 소리, 선, 색 등 감각할 수 있

는 소재를 이용해 무대라는 공간에서 표현해 내는

것을 행위의 모든 목적이라고 한다면, 공연이벤트는

이벤트가 갖는 특수한 목적, 즉 주최자의 의도된 목

적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연이벤트의

목적을 예술성과 여가성을 제공하여 공연의 대중화

및 산업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마케팅적 관점을 전제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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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부터 소비자 및 여가 행동 연구가 체

험적인 관점[7][8][9]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공연이벤트는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체험이 상

품의 핵심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공연이벤트의 예술체험과 여가체험은 관

객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공연이벤트의 예술체험과 여가체험은 관

객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설계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관객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명목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공연이벤트 체험은 선

행연구[4]를 토대로 13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연밀집지

역으로 알려져 있는 서울 대학로로 선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0년 5월 한 달 동안 주말에 실시되었

고, 설문대상자는 공연이벤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

었으며, 회수된 설문지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후 최종 유효표본은 241부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

도와 요인분석, t-test,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

시하였다.

3. 분석결과

응답자의 특성은 남자 119명(49.4%), 여자 122명

(50.6%)으로 성별에서는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

나 연령에서는 20대가 185명(76.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30대가 44명

(18.3%)으로 나타나 대학로가 주로 젊은이들이 방문

하는 지역이라는 특성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력에서는 193명(80.1%)이 대학생이거나 대

학교를 졸업한 경우였다.

3.1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

[표1]과 같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성은 충분하였다.

[표 1] 공연이벤트 체험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성

요인명 항목 평균 성분 eigen

value

분산
(%)

크론바하
알파

에술
체험

가치이해
자기표현
편안함
지식

아름다움
새로움

3.54

3.46

3.56

3.61

3.65

3.91

.873

.850

.831

.784

.770

.672

6.542 50.33 .911

여가
체험

즐거움
재충전

자유로움
흥미로움

활력
일탈
흥분

4.33

4.27

3.46

4.14

4.19

4.20

4.10

.842

.815

.801

.700

.643

.589

.561

1.913 14.72 .880

3.2 가설 1의 검증
성별에 따른 공연이벤트 체험만족의 t-test 결과 성

별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공연이벤트의 예술체

험 보다 여가체험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2] 성별에 따른 공연이벤트 체험의 차이(t-test)
구분 남자 여자 t값 유의확률

에술체험 4.05 3.20 7.340 .000*

여가체험 4.34 4.05 3.689 .000*

관객특성에 대한 분산분석결과 연령은 20대에서 예술

체험과 여가체험을 모두 높게 만족하였으며, 학력은 높

을수록 공연이벤트의 체험만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수입은 높을수록 여가체험 만족도 높았으며, 직업

에서는 주부집단이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t-test와 분산분석에 의해 공연이벤트의 체험이 관객특

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1은 부분채택이

되었으며, 성별에서는 예술체험과 여가체험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연령, 수입, 직업에서는 여가체험이 차

이가 있었으며, 학력에서는 예술체험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공연이벤트는 어떤 여가체험을 제공하느

냐에 따라 세분집단에 따른 표적시장을 선정할 수 있으

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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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관객특성에 따른 공연이벤트 체험의 분산분석결과
구분 예술체험 여가체험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3.42(M)

3.68(H)

3.53(M)

2.87(M)

2.25(L)

4.07(H)

4.28(H)

3.93(H)

3.89(H)

2.42(L)

분산분석 F값 2.093, 유의확률 
.0.083

F값 7.853

유의확률 0.000**

학력
고졸 이하
대학재/졸
대학원

3.99

3.54

3.33

4.28

4.19

3.79

분산분석 F값 4.001, 유의확률 
.0.020*

F값 1.223

유의확률 0.296

수입

150만원 이하
151-300만원
301-500만원
501만원 이상

3.14(L)

3.73(H)

3.74(H)

3.63(H)

3.96(L)

3.91(L)

4.29(H)

4.29(H)

분산분석 F값 2.555, 유의확률 
.0.056

F값 4.795

유의확률 0.003**

직업

자영업
생산/노무직

사무직
전문/관리직

학생
주부
무직

4.04

3.97

3.65

3.68

3.63

2.36

3.52

3.95

4.11

4.09

4.08

4.31

3.24

4.12

분산분석 F값 2.106, 유의확률 
.0.053

F값 3.922

유의확률 0.001**

**. 유의확률 p<0.005, *. 유의확률 p<0.05의 수준에서 유의함. 
  사후검정은 Duncan(H가 높은 집단, L가 낮은 집단) 사용. 

3.3 가설 2의 검증
공연이벤트의 예술체험과 여가체험이 관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택한 변수는 전체

만족도, 재관람의도, 추천의도 등이다.

[표 4] 성별에 따른 공연이벤트 체험의 차이(t-test)
관객행동

(종속변수)

이벤트체험

(독립변수)
베타 t값 유의확률

전체만족도
(상수)

예술체험
여가체험

-.143

.636

3.926

-2.121

9.450

0.000

0.035*

0.000**

수정된 R
2
=0.312 F=53.623 p-value=0.000

재관람의도
(상수)

예술체험
여가체험

0.016

0.473

3.822

0.218

6.637

0.000

0.828

0.000**

수정된 R2=0.226 F= 34.946 p-value=0.000

추천의도
(상수)

예술체험
여가체험

0.003

0.602

1.513

0.050

9.270

0.132

0.960

0.000**

수정된 R
2
=0.359 F=65.994 p-value=0.000

**. 유의확률 p<0.005, *. 유의확률 p<0.05의 수준에서 유의함.

관객행동의 변수 중 공연이벤트 체험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낸 것은 추천의도로써 35.9%의 설명

력을 나타냈으며, 세 개의 변수 모두 유의한 영향관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가체험은 모든

변수에 0.000의 유의확률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연이벤트의 여가체험이 관객행동에 중요한

변수임이 증명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문화 예술과 체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그동안 예술연구에서 예술

의 본질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마케

팅의 관점에서 공연이벤트의 관객 특성에 따른 체험

만족의 차이와 공연이벤트의 체험이 관객행동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공연이벤트의 예술체험보다 여가체

험이 마케팅에 훨씬 유효한 변수임이 나타났다. 이

는 관객특성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관객행동의 모든 변수에도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체험은 성별과 학력에서는 집단별로 차

이가 나타났으나, 다른 관객특성에서는 차이를 찾을

수가 없었으며, 회귀분석결과에서도 전체만족도에

부(-)의 영향관계 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로에서 개최되고 있는 소극

장 형태의 공연이벤트가 예술성의 측면에서는 관객

에서 전달하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또한 예술적인 체험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된다. 공연이벤트 체험만

족의 체험 평균에서도 여가체험의 평균이 높게 나타

나 이와 같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공연이벤트의 개최 시에는 적극적으로 이벤

트의 여가적 성격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

요하다. 특히 소극장의 경우 관객 동원을 위해서 공

연 자체의 내용에도 즐거움과 흥미로움, 일탈성 등

을 담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하겠지만, 공연 외의 프

로그램을 통해서도 관객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근 많은 공연에

서 출연배우의 사인회, 포토존, 관객과의 대화 등의

시간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주로 20대 대학생 집단이 방문하고, 소

극장 형태의 공연이벤트가 밀집되어 있는 대학로라

는 특정공간에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

층과 대규모 공연이벤트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공연이벤트의 광범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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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

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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