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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문화산업은 한류의 성장과 더불어 발 가능성과 함께 극 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매력 인 산업이다. 특히 

성을 겸비한 공연 술 산업이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공연 술 시장의 마  기법도 다른 상품 시장처럼 

소비자의 욕구와 수요에 맞추어 변화되기 시작하 다.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개성화되며 다양한 소비자의 욕

구충족에 능동 으로 처하기 해서는 소비자들의 행동을 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공연 술 시장에서는 객에 

한 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합한 마  기법을 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연 술 람객들이 가치에 하여 지각

하는지를 실증 으로 규명하고, 지각된 가치가 공연 술에 한 태도형성과 만족도에 미치는 향 계를 규명하기 해 노

력하 다. 공연 술에 한 가치가 태도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기 해서는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을 검정하기 해 사용하는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본 연구목 을 달성하

기 한 핵심 인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사용하 다. 그 결과 공연 술에 한 지각된 가치와 태도가 고객만

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 은 공연을 기획하는 단체입장에서는 공연을 보러오는 객

을 심으로 마 과 홍보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의 기 자료가 되어 앞으로 보다 구체 이고 세부 인 연구가 지속되어질 

것을 기 해본다. 

Abstract  Recently, the cultural industry has become an attractive industry which is having a dramatic effect with 
the rise of Hallyu offering many possibilities for development. Specially, the marketing techniques employed by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started to change to respond to consumer tastes and demands like other commodity markets,
as the popular performing arts industry began to receive attention as a promising industry.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behavior of consumers in order to actively deal with the demands and tastes of consumers that are becoming 
increasingly diverse and individualized. The performing arts market need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ts audience 
and to apply appropriate marketing techniques.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identify the value of performing
arts perceived by the audience an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value, attitude
formation and satisfaction with performing arts. In order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value of performing arts
on attitude and customer satisfaction, a reliability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dependability and validity of the measured variables. In order to achieve the study's intended purpos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was utilized as the core analysis metho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perceived value
and attitude towards performing arts have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organizations that plan performances to improve their marketing and 
promotion around the audience and for more specific and detailed research in the future. 

Keywords : Perceived Value, Attitude, Satisfaction, performing art

*Corresponding Author : Sung-sik Ahn(Kyung Hee Cyber Univ.)
Tel: +82-2-3299-8556   e-mail: sungsik@khcu.ac.kr
Received June 24, 2016
Accepted September 9, 2016

Revised (1st July 25, 2016, 2nd July 28, 2016)
Published September 30, 2016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9호, 2016

544

1. 서론 

최근 문화산업은 한류의 성장과 더불어 발 가능성과 

함께 극 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매력 인 산업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특히 성을 겸비한 공연 술 산업이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하 다. 국내 공연 술 분야

는 정부의 보조 이나 기업의 후원 에 의해 술가 고

유의 창작활동으로 술  측면에서 근해 온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 공연 술에 한 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마  활동을 통해 성과 상업성을 획득하기 한 

문화 술 마 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1].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개성화되며 다양

한 소비를 추구하기 때문이며, 이에 소비자의 욕구 충족

에 능동 으로 처하기 해서는 소비자들의 행동을 

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고 할 수 있다[2]. 특히 

소비자의 람에 한 가치는 기 와 지각인 람행동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공연 술의 생존과 성장을 

해서는 모방이 어려운 무형 인 가치개발과 가치창출이 

필수사항이라 볼 수 있다[3,4]. 
이와 같이 객이 공연 술 시장의 새로운 심으로 

두되기에 이에 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하며, 공연 술 시장도 객에 한 요성을 인식하

고, 이에 합한 마 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연 술을 마  기법에 용한다면, 
공연 술 시장의 수요 확 와 더불어 새로운 객개발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지각된 가치에 관한 선행연구

지각된 가치(Perceived Value)에 한 연구는 오랫동

안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그것에 한 개념  정

의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으며, 지각된 가치에 한 일

반 인 정의는 가격과 품질 사이의 상쇄(trade-off)를 의

미하는 경제  가치 개념이라 할 수 있다[5].
Sweeney와 Soutar[6]은 지각된 가치를 소비자들이 

지불한 것과 받은 것이 무엇인지에 한 개념을 기 로 

한 제품 는 서비스의 유용성에 한 반 인 평가라

고 정의하 고, Kotler[7]는 지각된 가치를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얻게 되는 편익과 지불한 비용 

간의 차이라고 정의하 다.
이상구[8]는 지각된 가치를 감정  가치와 기능  가

치로 구분하여 설명하 는데, 감정  가치를 객이 

상품을 구매한 이후 갖게 되는 심리 ㆍ정서  평가

로 체험, 교류, 문화, 친 성 등을 포함하는 가치로 정의

하 고, 기능  가치를 상품이 갖고 있는 상품가치, 
물리  가치, 가격가치, 문성 가치 등을 포함하는 개념

이라고 정의하 고, 김은선[9]은 지각된 가치를 고객이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겪게 되는 감정으로 정의하 다.

2.2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소비자가 가지는 태도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태도를 측하고 변화시키는 일은 

마 에 있어 핵심 이며, 소비자의 행동을 측하기 

한 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

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10].
김효정과 한은혜[11]는 람자들이 공연에 한 심

이 없는 상태에서는 태도와 차 으로 수용하고 심의 

단계로 발 해가는 태도의 변화까지 연속 인 과정이 소

비자들에게는 나타나는 것이며, 이것을 잘 찰하고 

악하여 술 공연의 소비자인 객의 태도를 분석하여 

공연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고, 서미선[12]은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한 태도와 만족도를 갖는 것은 훈련된 기술이나 어느 

정도의 지식, 경험을 통하여 그 동안 습득한 바이고, 이
것은 술에 한 분야 역시 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하 다. 

2.3 고객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서애승[13]은 공연 술 람이라는 경험을 통해 객

들이 느끼는 만족과 감정은 공연 술 람 참여 횟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 다.
서순경[14]은 공연 술 람의 만족도를 핵심제품에

서 얻는 만족과 부가 인 제품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으

로 공연의 품질이나 완성도에 을 맞춘 것이고, 후자

의 경우에는 공연에 따라 부수  서비스에 한 으

로 서비스품질에 한 만족 차원에 해당 될 수 있으며, 
공연 술에 있어 객의 만족, 즉 람만족이 요한 이

유는 람자의 공연에 한 태도 변화를 비롯하여 만족

도와, 재 람 의도, 충성도 등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고, 이수희와 김맹선[15]은 소비자들이 정보품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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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족도는 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나

기 때문에 호텔기업에서는 웹사이트 업데이트  기본

인 정보 이외에 상세한 정보 달이 가능하도록 집

인 리를 통하여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3. 실증연구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공연 술에 한 가치가 태도와 고객만족

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기 해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설정

3.2.1 지각된 가치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조철호[16]는 블로그 서비스가치가 고객의 행동의도

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고, 홍병숙과 

나윤규[17]는 지각된 가치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의 효용 인 부분에 하여 반 으로 평가를 하는 것

이라 정의하며, 소비자가 특정한 행동을 실행하게 하는 

요한 내  기 , 즉 태도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유 진과 송정선[18]은 외식업체 이용 고객을 상으

로 지각된 가치와 랜드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

구에서 지각된 가치를 감정  가치, 사회  가치, 기능  

가치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 고 감정  가치가 랜

드 태도에 가장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으며, 곽민석

과 조 민[19]은 랜드의 가치가 랜드 태도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가설 1 : 지각된 가치 요인  기능  가치가 태도(인
지  태도, 감정  태도, 행동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지각된 가치 요인  감정  가치가 태도(인

지  태도, 감정  태도, 행동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지각된 가치 요인  사회  가치가 태도(인

지  태도, 감정  태도, 행동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2 태도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일반 소비자는 마  커뮤니 이션이나 과거 직ㆍ간

인 경험을 통해 태도가 형성되며, 소비자의 호의

인 태도는 행동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역으로 과거 행동경

험은 사후 태도에 향을 다[20].
Homer와 Yoon[21]은 소비자의 경향과 감정에 기반

한 랜드 태도는 구매의도에 직 인 향을 다고 

주장하 고, 정정희[22]는 로축구 의 람만족에 

한 연구에서 로축구 경기장을 찾은 들의 람태

도가 람만족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성기문 등[23]은 홈 네트워크 시스템 사용환경에서 

시스템에 한 이용태도가 서비스 만족에 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 고, 우치욱[24]은 스포츠산업 박람회의 추구

편익에 따른 참 태도가 람만족에 향을 미친다고 주

장하 으며, 양수진[25]은 화제에서의 트 일러 상

에 한 람태도가 화제에 한 만족도에 향을 미

친다고 주장하 다.

가설 4 : 태도(인지  태도, 감정  태도, 행동  태

도)가 고객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4. 실증분석 결과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여성 209명(58.7%), 남성 147명(41.3%)으
로 다소 여성이 많았고, 연령 를 살펴보면 20  133명
(37.4%), 30  119명(33.4%), 40  59명(16.6%), 50  

43명(12.1%), 60  이상 2명(0.6%)으로 골고루 분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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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학력수 의 경우 학재학  21명(5.9%), 학교 

졸업 240명(67.4%), 학원 재학  54명(15.2%), 학

원 졸업이상 41명(11.5%)으로 나타났고, 근무직종의 경

우 문직 88명(24.7%), 학생 51명(14.3%), 회사원 166
명(46.6%), 무역업 1명(0.3%), 자 업 8명(2.2%), 교사 

 공무원 12명(3.4%), 주부 20명(5.6%), 기타 10명
(2.8%)으로 나타났다. 

4.2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결과

4.2.1 공연예술에 대한 지각된 가치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결과

공연 술에 한 지각된 가치(감정  가치, 기능  가

치, 사회  가치) 측정항목의 경우 11개 항목에 한 신

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하기 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은 부분이 1이상이고 총

분산 설명력은 70.89%로 나타났다. 한 요인분석결과 

구형성을 검정하기 한 KMO 값이 0.894로 0.8 이상이

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카이제곱(χ2) 값이 

3243.057, 유의확률(p값)이 0.000으로 유의수 (α) 0.01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연 술에 

한 지각된 가치(감정  가치, 기능  가치, 사회  가

치)를 측정하기 해 사용된 측정항목과 표본 수가 타당

함을 알 수 있다.
공연 술에 한 지각된 가치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감정  가치 0.877, 기능

 가치 0.899, 사회  가치 0.871로 Nunnally & 
Bernstein(1994)이 제안하고 있는 기  0.7 이상이기 때

문에 공연 술에 한 지각된 가치 측정항목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26].

4.2.2 공연예술에 대한 태도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결과

공연 술에 한 태도 측정항목의 경우 11개 항목에 

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하기 한 탐색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은 부분이 1이상

이고 총분산 설명력은 70.14%로 나타났다. 한 요인분

석결과 구형성을 검정하기 한 KMO 값이 0.924로 0.8 
이상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카이제곱(χ2) 값이 

2175.308, 유의확률(p값)이 0.000으로 유의수 (α) 0.01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연 술에 

한 태도를 측정하기 해 사용된 측정항목과 표본 수

가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공연 술에 한 태도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인지  태도 0.843, 행동  태도 

0.899, 감정  태도 0.824로 Nunnally & Bernstein(1994)이 

제안하고 있는 기  0.7 이상이기 때문에 공연 술에 

한 태도 측정항목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4.2.3 공연예술에 대한 고객만족도 측정항목의 신

뢰성과 타당성 검정결과

공연 술에 한 고객만족도 측정항목의 경우 1개 항

목에 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하기 한 탐색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은 부분이 

1이상이고 총분산 설명력은 65.90%로 나타났다. 한 

요인분석결과 구형성을 검정하기 한 KMO 값이 0.814
로 0.8 이상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카이제곱(χ
2) 값이 672.939, 유의확률(p값)이 0.000으로 유의수

(α)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

연 술에 한 고객만족도를 측정하기 해 사용된 측정

항목과 표본 수가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공연 술에 한 고객만족도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검

증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0.715로 Nunnally & 
Bernstein(1994)이 제안하고 있는 기  0.7 이상이기 때

문에 공연 술에 한 고객만족도 측정항목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4.3 측정항목에 대한 집중타당성 검정결과

공연 술에 한 지각된 가치, 태도, 고객 만족도에 

한 측정항목의 집 타당성을 검정하기 해 확인  요

인분석을 실시하 다. 집 타당성을 검정한 결과 카이제

곱(χ2) 값은 785.692, 자유도(df)는 356, p값은 0.000, 카
이제곱(χ2) 값/자유도(df)는 2.207, RMR은 0.045, GFI 
0.921, AGFI는 0.907, NFI는 0.939로 나타났다. 카이제

곱(χ2) 값이 785.692, p값이 0.000값으로 비록 χ2값에 

한 p값은 기 을 충족시키지 않으나, RMR 값이 0.045
로 낮고, GFI 값이 0.921, NFI 값이 0.939로 높기 때문

에 모델의 합도는 받아들여지면서 지각된 가치와 태

도, 그리고 고객 만족도 측정항목에 한 타당성이 입증

되었다. 측정항목의 집 타당성을 검정하기 해 평균분

산추출(AVE)값과 개념신뢰도(CR.)를 살펴본 결과 지각

된 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인 기능  가치의 AVE는 

0.638, CR.은 0.913, 감정  가치의 AVE 0.769, C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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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path Unstandardized 
coefficient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E. C.R. p value

H1_1
Perceived value

Functional value →
Cognitive 
attitude

0.55  0.525  0.07  7.74  0.000***  
H1_2 Emotional value → 0.17  0.177  0.06  2.70  0.007*** 
H1_3 Social value → 0.23  0.253  0.05  4.51  0.000***  
H2_1

Perceived value
Functional value →

Emotional 
attitude

0.61  0.511  0.08  7.81  0.000***

H2_2 Emotional value → 0.13 0.133 0.05  2.58 0.010**

H2_3 Social value → 0.30  0.300  0.06  5.29  0.000***

H3_1
Perceived value

Functional value →
Behavioral 

attitude

0.67  0.584  0.08  8.47  0.000***

H3_2 Emotional value → 0.24  0.263  0.05  5.05  0.000***

H3_3 Social value → 0.27  0.284  0.05  5.06  0.000***

H4_1
Attitude

Cognitive attitude →
Customer 

satisfaction

0.59  0.514  0.07  8.14  0.000***

H4_2 Emotional attitude → 0.11  0.111  0.05  2.08  0.038**

H4_3 Behavioral attitude → 0.30  0.281  0.06  4.84  0.000***

Chi-square(χ2)=943.16, degree of freedom=365, p value=0.000, 
Chi-square(χ2)/df=2.584, RMR=0.049, GFI=0.923, AGFI=0.907, NFI=0.938

※ *p<0.1, **p<0.05, ***p<0.01

Table 1. The effects of the value of performing art on attitude and customer satisfaction

0.930, 사회  가치의 AVE는 0.651, CR.은 0.881로 나

타났고 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인 인지  태도의 

AVE는 0.695, CR.은 0.901, 감정  태도의 AVE는 

0.710, CR.은 0.880, 행동  태도의 AVE.는 0.564, CR.
값은 0.835로 고객 만족도의 경우 AVE.값은 0.666, CR.
은 0.880으로 개념 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가 

0.7이고,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이 0.5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집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28].

4.4 가설검정결과

본 연구를 해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공연 술에 

한 지각된 가치와 태도, 지각된 가치와 고객만족도에 미

치는 향 계를 규명하기 한 검정결과는 <Fig. 2>와 

<Table. 1>과 같다.

Fig. 2. The effects of the value of performing art on 
attitude and customer satisfaction

공연 술에 한 지각된 가치와 태도, 지각된 가치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본 결과 카이제곱

(χ2) 값은 943.16, p값 0.000, 카이제곱(χ2) 값/자유도(df)
는 2.584, RMR은 0.049, GFI는 0.923, AGFI 0.907, 
NFI는 0.938로 나타났다. 카이제곱(χ2) 값이 943.16, p
값이 0.000값으로 비록 χ2값에 한 유의확률(p값)은 기

본 인 기 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RMR 값이 0.049
로 0.05보다 낮고, GFI 값이 0.923, NFI 값이 0.938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연 술에 한 지각된 가치와 

태도, 지각된 가치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기 한 연구모형의 합도가 충족됨을 알 수 있

다.
H1_1: 공연 술에 한 지각된 가치인 기능  가치

가 인지  태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본 결과 표

화 경로계수(β)는 0.525, C.R.값은 7.74, 유의확률(p값) 
0.000으로 유의수 (α)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이 채택되어 공연 술에 한 지

각된 가치인 기능  가치가 인지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H1_2: 공연 술에 한 지각된 가치인 감정  가치

가 인지  태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본 결과 표

화 경로계수(β)는 0.177, C.R.값은 2.70, 유의확률(p값) 
0.007으로 유의수 (α)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이 채택되어 공연 술에 한 지

각된 가치인 감정  가치가 인지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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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_3: 공연 술에 한 지각된 가치인 사회  가치

가 인지  태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본 결과 표

화 경로계수(β)는 0.253, C.R.값은 4.51, 유의확률(p값) 
0.000으로 유의수 (α)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이 채택되어 공연 술에 한 지

각된 가치인 사회  가치가 인지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H2_1: 공연 술에 한 지각된 가치인 기능  가치

가 감정  태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본 결과 표

화 경로계수(β)는 0.511, C.R.값은 7.81, 유의확률(p값) 
0.000으로 유의수 (α)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이 채택되어 공연 술에 한 지

각된 가치인 기능  가치가 감정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H2_2: 공연 술에 한 지각된 가치인 감정  가치

가 감정  태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본 결과 표

화 경로계수(β)는 0.133, C.R.값은 2.58, 유의확률(p값) 
0.010으로 유의수 (α) 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이 채택되어 공연 술에 한 지

각된 가치인 감정  가치가 감정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H2_3: 공연 술에 한 지각된 가치인 사회  가치

가 감정  태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본 결과 표

화 경로계수(β)는 0.300, C.R.값은 5.29, 유의확률(p값) 
0.000으로 유의수 (α)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이 채택되어 공연 술에 한 지

각된 가치인 사회  가치가 감정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H3_1: 공연 술에 한 지각된 가치인 기능  가치

가 행동  태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본 결과 표

화 경로계수(β)는 0.584, C.R.값은 8.47, 유의확률(p값) 
0.000으로 유의수 (α)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이 채택되어 공연 술에 한 지

각된 가치인 기능  가치가 행동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H3_2: 공연 술에 한 지각된 가치인 감정  가치

가 행동  태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본 결과 표

화 경로계수(β)는 0.263, C.R.값은 5.05, 유의확률(p값) 
0.000으로 유의수 (α)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이 채택되어 공연 술에 한 지

각된 가치인 감정  가치가 행동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H3_3: 공연 술에 한 지각된 가치인 사회  가치

가 행동  태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본 결과 표

화 경로계수(β)는 0.284, C.R.값은 5.06, 유의확률(p값) 
0.000으로 유의수 (α)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이 채택되어 공연 술에 한 지

각된 가치인 사회  가치가 행동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H4_1: 공연 술에 한 태도인 인지  태도가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본 결과 표 화 경로계

수(β)는 0.514, C.R.값은 8.14, 유의확률(p값) 0.000으로 

유의수 (α)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이 채택되어 공연 술에 한 태도인 인지  

태도가 고객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H4_2: 공연 술에 한 태도인 감정  태도가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본 결과 표 화 경로계

수(β)는 0.111, C.R.값은 2.08, 유의확률(p값) 0.038로 

유의수 (α) 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
라서 가설이 채택되어 공연 술에 한 태도인 감정  

태도가 고객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H4_3: 공연 술에 한 태도인 행동  태도가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본 결과 표 화 경로계

수(β)는 0.281, C.R.값은 4.84, 유의확률(p값) 0.000으로 

유의수 (α)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이 채택되어 공연 술에 한 태도인 행동  

태도가 고객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공연 술에 한 지각된 가치인 기능

 가치, 감정  가치와 사회  가치가 태도(인지  태

도, 감정  태도, 행동  태도) 미치는 향 계를 살펴

보고, 태도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았

다. 
첫째, 공연 술에 한 지각된 가치인 기능  가치(β

=0.525), 감정  가치(β=0.177), 사회  가치(β=0.253)
가 인지  태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본 결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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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와 감정  가치, 사회  가치가 인지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능  

가치가 인지  태도에 미치는 향력이 가장 크고, 사회

 가치와 감정  가치 순으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공연 술에 한 지각된 가치인 기능  가치(β

=0.511), 감정  가치(β=0.133), 사회  가치(β=0.300)
가 감정  태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본 결과 기능

 가치와 감정  가치, 사회  가치가 감정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능  

가치가 감정  태도에 미치는 향력이 가장 크고, 사회

 가치와 감정  가치 순으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공연 술에 한 지각된 가치인 기능  가치(β

=0.584), 감정  가치(β=0.263), 사회  가치(β=0.284)
가 행동  태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본 결과 기능

 가치와 감정  가치, 사회  가치가 행동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능  

가치가 행동  태도에 미치는 향력이 가장 크고, 사회

 가치와 감정  가치 순으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공연 술에 한 태도인 인지  태도(β=0.514), 

감정  태도(β=0.111), 행동  태도(β=0.281)가 고객 만

족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본 결과 인지  태도와 

감정  태도, 행동  태도가 고객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지  태도가 고

객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이 가장 크고, 행동  태도가 

두 번째, 감정  태도가 가장 작은 향력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공연 술에 한 지각된 가치가 태도

와 고객만족도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연 술 상품 

소비자를 창출하기 해서는 공연 술에 한 정 인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시사

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연

술에 한 인식을 정 으로 형성ㆍ강화할 수 있는 

마  략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

인 경험을 유도하기 해서 취해야 하는 정  경험의 

구체 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 다고 사료된다. 한, 
앞으로 공연을 기획하는 단체입장에서는 공연을 보러오

는 객을 심으로 마 과 홍보를 진행할 수 있는 연

구의 기 자료가 되어 앞으로 보다 구체 이고 세부 인 

연구가 지속되어질 것을 기 해본다. 

본 연구의 향후 연구방향은 첫째, 향후 연구에서는 횡

단 인 연구 이외에도 종단 인 연구도 실시하여 공연

술 가치의 요인들과 액션 로우, 공연정서 등 연구모형

에 포함된 변수들의 변화를 악하여 요한 향을 미

치는가를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

며, 둘째, 공연 술 람의 가치, 태도, 만족도 이외에 

람자의 행동에 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과 련된 연구

와 공연 술의 활성화와 람자 개발을 한 실질 인 

방법의 후속연구들이 활달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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