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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라이브 스트리밍이 급부상함에 따라 클래식 공연예술의 시장범위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공연실황을 녹화하는 차원이 아닌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 특화된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으며, 라이브 스트
리밍이 클래식 공연을 홍보하고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클래식 라이
브 스트리밍 공연의 서비스 품질 요인이 시청만족 및 나아가 현장공연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시청자 198
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서비스 품질요인 중 실시간 상호작
용성을 제외한 영상콘텐츠성과 편의성, 가격성이 시청만족에 영향을 미쳤고, 시청만족은 현장공연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현장공연 홍보효과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현장공연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효과를 검증해 실질적인 전략수립의 단초를 제공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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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cent surge in live streaming has also changed the market for classical performing arts. Now 
more than just recording live performances, content specific to live streaming platforms is being 
produced, and live streaming is emerging as a new alternative to promoting and enjoying classical 
performances.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service quality factors of the 
classical live streaming performance on the viewer satisfaction and the purchase intention of the 
on-site performance over the data collected from 198 viewers. Results suggest that, among the service 
quality factors of the classic live streaming performance, video content, convenience, and price, except 
for real-time interaction, affected the viewer satisfaction, and viewer satisfaction in turn affected the 
purchase intention of the on-site performance. Thus the publicity effect of live streaming for classical 
performing arts seemed to be 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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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시스
코(Cisco)가 발표한 ‘2017~2022 비주얼 네트워킹 인
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IP트래픽의 71%
를 인터넷 동영상이 차지할 것이며 그 중 생중계 동영
상은 전통적인 TV 시청 방식을 대체하며 대량의 트래
픽을 유발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2022년도 생중계 
동영상의 트래픽을 살펴보면 2017년도 대비 15배 증
가한 1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스트리밍 시장의 발
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1]. 한때는 TV의 대안제
로 여겨지던 온라인 영상이 이제는 가장 강력한 미디어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ICT기업
들 또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닌 잠재력에 기대
를 걸고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에 합류하고 있으며, 사
업의 영역을 확장시키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고 있
다[2]. 특히, 라이브 서비스가 갖는 높은 몰입도와 양방
향성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며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
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의 발전으로 인해 공연예술 시
장에도 유통 및 소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순수예
술의 경우, 2006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공
연실황중계(the Met; Live in HD)를 시작으로 전용 
홀이 아닌 영화관과 같은 제 3의 공간에서 공연을 감상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베를린 필하모닉, 영국 국립극
단, 대영 박물관 등도 연이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공
연실황중계는 예술 분야에서 영상화 기술을 가장 잘 활
용하는 예로 떠올랐다[3]. 

현재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시청 가
능한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이 서비스되고 있다. 네이버 
V-Live를 통해 진행된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쇼케이스
는 8만여 명이 넘는 시청수를 기록하였다[4]. 또한 뮤지
컬 ‘레드북’은 누적 뷰 1만 3756명, 실시간 검색어 7위, 
전석 매진이라는 기록을 달성하며 라이브 스트리밍 공
연이 신작 공연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임을 확인하였다[5]. 이처럼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
은 접근 편의성과 양방향 소통 등의 장점을 통해 현장
공연이 지닌 공간적 제약과 한정된 객석, 높은 티켓 가
격 등을 보완하며 새로운 공연형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모바일 기반의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로까지 발전
되어 온 공연중계영상은 단순히 공연 실황의 생중계가 
아닌 별도의 스트리밍용 공연으로 제작되며 아티스트
의 홍보와 관객저변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가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손을 잡고 런칭한 ‘V살롱 콘서트’
는 공연을 클래식 연주자의 시선으로 큐레이션하고 해
석해주며 관객들에게 다가갔고, JTBC 또한 기존과는 
다른 스타일의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인 ‘고전적 
하루’를 선보이며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기
업의 경우 트위터의 페리스코프(Periscope)가 Live 거
리 공연 중계로 성공사례를 창출했으며, 성공의 비결로 
팬들과의 상호작용과 간편하게 팁을 지불할 수 있는 디
지털 송금 서비스 등이 언급되었다. 이렇게 공연예술 
시장은 네트워크의 실시간 상호작용성과 모바일 기기
의 접근 및 이동 편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다채로워지고 
있다.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홍보 효과는 현장공연의 티
켓 구매로 이어지며 입증되고 있다. 뮤지컬 ‘레드북’은 
실황중계 직후 전석 매진을 기록했으며, 전체 좌석 점
유율 80% 이상을 기록하는 등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를 통한 홍보효과를 확인하였다[5]. 라이브 스트리밍 공
연은 콘텐츠 노출에 따른 부정적 결과인 현장관객 감소
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며, 매력적인 홍보수단으로 떠오
르고 있다. 공연중계영상이 실황공연의 보완재인지 대
체재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6][7], 공연업계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강력한 홍보 수단으로 판단
하며 이를 통해 공연의 콘텐츠와 브랜드를 알리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공연실황중계[8][9], 라이브 
스트리밍과 관련된 디지털 라이브 서비스[10], 소셜 라
이브 스트리밍[11], 실시간 인터넷 방송[12][13] 등 클
래식 공연실황중계와 라이브 스트리밍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경험을 중요시
하는 클래식 공연의 라이브 스트리밍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은 현재 공연예술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고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공연의 관객 창출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무대와 
전용 홀이라는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관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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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의 간접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 스트리
밍 공연이 새로운 공연의 홍보 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시청 후 실제 현장공연의 관
객확대로 이어지는지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필
요한 연구라 판단되었다. 특히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서비스 품질요인 탐색과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
치는 영향 모두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본 연구의 차별적 공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클래
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서비스 품질 요인을 도출하
고, 이들이 시청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
며,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에 대한 시청만족이 
현장공연의 구매의도로 이어지는지 실증분석하려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 공연
1.1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은 2011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호작용적 형태
의 인터넷 기반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이다[14]. 
Twitch 및 YouTube Live 등 많은 스트리밍 플랫폼이 
설립되며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
다. TV와 같은 기존의 서비스와는 달리 라이브 스트리
밍은 시청자에게 실시간 시청 경험을 제공 할 뿐만 아
니라 스트리머와 시청자 혹은 시청자 간 의사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15]. 이처럼 라이브 스
트리밍은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가상의 공간인 “제 3의 
장소” 역할을 하며[16], 소셜 미디어의 새로운 트렌드로 
성장하고 있다. 

선행 연구자들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Zimmer et al., Friedländer et al., Scheibe 
et al.[17-19]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Social Live 
Streaming Services(SLSS)로 명명하며, SLSS를 동기
식 소셜 미디어 즉, 사용자가 모바일 장치나 웹캠을 사
용해 실시간으로 자신의 콘텐츠를 브로드캐스트 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로 정의한다. SLSS는 

Twitter’s Periscope, YouNow, Meerkat Streams, 
YouTube live, IBM’s Ustream 등과 같이 주제별 제
한이 없는 일반적인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와 
Twitch(games)나 Picarto(art) 같은 주제별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로 구분된다. 한편 Sjöblom & 
Hamari[15]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특별한 유형
의 비디오 기반 소셜 미디어로 정의하고 있다.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모든 것이 실
시간으로 진행되는 것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동시성
이며, 모든 사용자는 모바일 기기 또는 PC를 사용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제작하고 방송할 수 있
다. 또한 스트리머와 시청자 그리고 시청자와 시청자는 
채팅을 통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며[16], 시청자는 스트리머에게 포인트, 
배지, 현금 등으로 보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1.2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
본 연구에서는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을 모바

일 기기나 PC를 이용하여 다운로드가 아닌 스트리밍 
방식으로 볼 수 있는 클래식 공연으로서 사전에 제작되
거나 녹화된 것이 아닌 실시간 진행되는 공연실황중계
로 정의한다.

클래식 공연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은 실연(實演) 즉, 현
장성이다[20]. 실연은 연주자, 관객, 무대가 집합적으로 
모인 공연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연주자와 관객의 직접
적인 교감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생산과 동시에 소비
가 이루어지며, 저장 및 재생산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
는다. 이렇듯 현장에서의 실연은 영상화된 실황중계와 
달리 관객과 직접적 교감이라는 가장 큰 차이점을 갖는
다. 또한 공연예술은 경험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관
람하기 전에는 작품에 대해 평가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
는다[21].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나 단체의 명성, 전문
가의 평가 등 간접적인 방법이나 이전 경험에 의존해 
공연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콘텐츠에 대한 불확실성과 높은 티켓 가격에 대한 부담
감을 갖게 한다. 

현재 현장공연의 간접체험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
단으로 영상화된 공연, 그 중에서도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이 떠오르고 있다. 과거 전용 홀과 극장에서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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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던 녹화 중심의 시스템에서 현재 스마트 기기를 이용
해 온라인에서 감상이 가능한 형태로 진화했으며, 실시
간으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15][16]. 라이브 스
트리밍 공연이 지닌 실시간성과 상호작용성은 공연예
술의 고유한 특성인 현장성을 경험하게 하며, 관객과 
연주자의 양방향 소통을 이끌어내고 있다. 실제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에서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채
팅창의 질문들을 보며 아티스트와의 인터뷰를 진행하
기도 하고, 연주 감상 후 감상평들을 읽어주기도 하며 
공연이 진행된다. 커뮤니케이션의 동시성 즉, Live와 
상호작용성을 앞세우며 과거의 실황중계와 차별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은 기존 공연장이 지닌 
고정적이고 정형화된 제작·유통 환경을 탈피했다. 스마
트 기기 혹은 PC만 있다면 언제·어디서나 공연을 제작
하거나 시청할 수 있으며, 채팅창을 통해 아티스트와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다. 또한 유명 연주자나 단체의 
공연을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며 진입장벽이 높은 클래식 공연에 접근 편의
성을 제공하고 있다[13]. 이렇듯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
밍 공연은 공간적 제약과 한정된 객석, 높은 티켓 가격 
등 현장공연이 지닌 특성을 보완하며 공연예술이 지닌 
경험재 및 감성재로서의 문화적 가치와 공공재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널리 보급하고 있다[21]. 시공간의 경계
를 확장시키며 더 이상 클래식 공연예술의 창작·유통·
소비 구조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22].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
폼은 현재 YouTube, 포털사이트(네이버 V-LIVE), 
SNS(Facebook, Instagram, Twitter), 자체 홈페이지
(베를린필 디지털 콘서트홀, Medici.tv) 등이 있으며, 
공연실황중계·쇼케이스·리허설·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
츠가 제공되고 있다.

2.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서비스 품질
2.1 서비스 품질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가 지닌 고유한 특성(무형성, 비

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의 주관적 품질로서 “고객에 의해 

지각된 서비스와 기대한 서비스의 비교 평가 결과”로 
정의된다[23].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서비스 품질 측정
도구는 SERVQUAL 5차원 품질모형[23]이지만 최근 
보다 다양한 측면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3차원 모형이 
많은 분야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24]. 서비스 전달
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서비스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이 점차 부각되며 서비스 품질차원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Brady & Cronin[25]은 Rust & Oliver[26]에 의해 
개념적으로만 제안된 3요인 모형과 Dabholkar et 
al.[27]의 서비스 품질 위계구조 모형을 조합하여 3차
원으로 구성된 서비스 품질 위계구조 모형을 개발하였
다. 이후 각 차원을 상호작용 품질(interaction 
quality), 결과 품질(outcome quality), 물리적 환경 
품질(physical environment quality)로 명명하고, 실
증분석을 통해 3차원 모형의 타당성을 최초로 검증하
였다. 이 3차원 서비스 품질 모형에서 결과 품질 차원
의 하위 구성요소는 대기 시간, 유형적 증거, 호감도이
며, 상호작용 품질의 하위 구성요소로는 종업원의 태도, 
행동 및 전문성이 포함된다. 물리적 환경 품질의 구성
요소로는 주변조건, 시설 디자인, 시설 내의 사회적 상
황이 포함된다[25].

3차원 모형은 직관적으로나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논리적이고 포괄적인 모형이어서 최근 
SERVQUAL 모형을 개선한 여러 후속 모형들의 근간
이 되고 있다[24]. 3차원 모형을 확장한 다양한 후속 모
형들은 3차원을 재분류하거나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흥연 외[28]는 공연의 서비스 품
질을 공연(합창)품질, 물리적 환경 품질, 인적 서비스 
품질의 세 차원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김
희석[8]은 공연실황중계의 서비스 품질을 서비스결과 
품질, 물리적 환경품질, 상호작용품질의 세 차원에 가격 
대비 품질을 추가하여 측정하였다. 

2.2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서비스 품질
공연예술은 마케팅 관점에서 봤을 때 서비스의 한 형

태로, 특히 클래식 음악공연의 경우 인적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전형적인 서비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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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다. 클래식 음악공연은 손으로 만질 수 없다는 무
형성,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동일한 품질 수준을 보장
할 수 없다는 이질성, 보관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는 소
멸성 등 서비스 상품으로서 특성을 갖는다[29][30]. 또
한 현장성을 지녀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갖고 있으며, 
경험하기 전까지 상품의 내용과 질을 알 수 없는 경험
재적 성격을 지닌다[31]. 

서비스 품질 평가의 초점은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하위차원 중 어느 부분이 상대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느
냐에 있다[32]. 실제로 공연예술의 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장르나 관객 특성 등 서비스 품질의 
하위차원이 만족과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
도를 살피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33][34]. Hume & 
Sullivan[34]은 공연예술의 서비스 품질을 핵심 서비스 
품질(core service quality)과 주변 서비스 품질
(peripheral service quality)로 구분하여 만족과 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김희석[8]은 공
연중계영상의 서비스 품질 요인을 서비스 결과품질(세
계적 명성, 현장감, 영상화 특성), 물리적 환경 품질(접
근 용이성, 시설 편의성, 관람문화), 상호작용 품질(관객 
서비스 및 우대), 가격대비 품질로 구성하여 측정하였
으며, 이흥연 외[28]는 공연서비스 품질을 서비스 결과
품질(공연의 예술성, 합창단의 수준, 출연진의 인기 등), 
물리적 환경 품질(음향시설, 좌석의 편안함, 무대 시야, 
조명, 안내 표지 등), 상호작용 품질(인적 서비스, 직원
의 친절함, 신속함 등)로 구성하여 관람 후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연실황중계[8][9], 디지털 라이브 서
비스[10],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11], 실시간 인터넷 방
송[12][13]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클래식 라이
브 스트리밍 공연의 서비스 품질 요인을 Brady and 
Cronin[25]의 서비스 품질 3차원 모형을 적용하여 결
과품질, 물리적 환경 품질, 상호작용품질로 구성하였다.

Ⅲ. 연구설계 및 연구표본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과 현장공연

과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먼저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
밍 공연의 서비스 품질 요인을 도출하고(연구문제 1), 
이를 토대로 도출된 서비스 품질 요인들이 시청 만족 
및 현장공연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
증적으로 검증하는데(연구문제 2)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순차적인 두 단계로 설계되어 실행되었다.

연구문제 1은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서비스 
품질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로 Churchill[35]의 
척도개발 패러다임을 참고하여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먼저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개념을 정의한 뒤 
이론적 고찰과 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 요인을 예비적
으로 도출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개발하
였다. 이후 예술인과 예술단체 대표, 음악관련 교육자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FGI를 통하여 문항에 대한 검토와 
정제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료 혹은 현장공연보
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청 가능한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
의 가격적인 특성이 반영되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
해 최종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확보된 데이터로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요인들을 재
구성해 최종적으로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서
비스 품질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연구문제 1을 통해 도출된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서비스 품질 요인이 시청만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시청만족이 현장공연 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표본의 특징
본 연구는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을 시청한 경

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판단표본 추출방식과 편의표본 추출방식을 통하여 연
구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9월 11일부
터 10월 11일까지 약 한달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
해 진행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212부 중 결측치와 불
성실한 응답치 14부를 제외한 총 198부의 설문 데이터
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지는 연구 모형을 구성하는 요인별 측정항목들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그리고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이용 경험 여부 및 결과를 묻는 7점 리커트
(Likert) 방식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변수 별 문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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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변형하여 
구성하였다. 변수 별 조작적 정의 및 문항도출에 참고
한 문헌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문항 도출

변수 문항
수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콘텐츠
특성 4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을 구성하는 콘텐츠

의 내용 [29][34]

영상화
특성 4 화면을 통해 보여지는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

연의 촬영 기술 및 영상미 [8]

가격성 3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시청을 위해 지불
하는 재화 및 시간과 노력 [8][36]

편의성 4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을 시청하는데 편하고 용이
한 정도 [37][38]

상호
작용성 4 아티스트와 시청자 그리고 시청자와 시청자 간 채

팅을 통해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
[33][39]
[40]

실시간성 4 현장공연과의 동시성 [39]
기술성 5 사이트의 연결성 및 플랫폼의 안정성 [8][37]

시청만족 4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을 시청 한 후 느끼는 공연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4][41]

현장공연
구매의도 4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을 시청한 후, 현장 공연의 

티켓을 구매하려는 의향 [33][42]

응답자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198명 
중 남성 82명(41.4%), 여성 116명(58.6)으로 나타났으
며, 20대가 164명(82.9%), 30대가 30명(15.2)으로 전
체 응답자 중 98%를 차지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학생
(126명, 63.3%)으로 개인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62.1%를 차지하였으며, 한 달 문화생활 소비금액은 
5~10만원 미만이 31.8%로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응답자들의 공연 시청 행태를 살펴보면,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Live영상과 녹화영상을 모두 
시청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28.8%로 나타났으
며, Live영상만 시청한 응답자는 11.1%, 녹화영상만 시
청한 응답자는 60.1%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은 스
마트폰(80.3%)을 이용하여 시청했으며, 응답자 중 절반
은 채팅에 직접(8.6%), 간접(39.9%)적으로 참여한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연구방법 및 결과

1. 연구문제 1 
본 연구에서는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서비

스 품질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변수 간 내재된 관계를 탐
색적으로 찾아내는 분석방법[43]으로 이론적 분석 및 
전문가 FGI를 통해 사전에 도출된 서비스 품질요인과 
이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실
시되었다. 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으로는 SPSS 
25.0이 사용되었다.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직각회전방식 
중 하나인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해 공통
성(communality),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 
Kaiser-Meyer-Olkin 측도, Bartlett 구형성 검정 값
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43]를 참조하
여 요인 적재치 0.5 이상을 상회하는 변수만을 요인 구
성개념의 측정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표 2]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전체 요인들의 누적설명력이 65.956%로 
서비스 품질요인들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
인하였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요인의 값이 0.8 이상으로 나타나 조사도구가 매
우 높은 신뢰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3], 
KMO값 또한 0.899로 기준치인 0.7보다 높게 나타나 
품질요인 도출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표 2]와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클래식 라이
브 스트리밍 공연의 서비스 품질은 4개의 요인으로 구
분되어 추출되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
의 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의 공통점을 찾아 4
개의 요인을 영상콘텐츠성, 실시간상호작용성. 편의성, 
기술성으로 명명하였으며, Brady and Cronin [25]의 
서비스 품질 3차원 모형에 따라 다시 결과품질(영상콘
텐츠성), 물리적 환경 품질(편의성, 기술성), 상호작용품
질(실시간상호작용성)로 재구성하였다.

2. 연구문제 2 
2.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많은 연구들은 서비스 품질이 만족 및 행동의도에 영

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Cronin et al.[42]은 서비
스 품질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만족
을 통해 행동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였
다. Oliver[41]는 사용자 만족이 미래의 잠재적 행동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Zeithaml et al.[44] 또한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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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행동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최근 공연단체와 기획사는 가장 효과적인 현장공연

의 홍보 수단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을 활용하고 있
으며 관객 창출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영국의 AEA 컨
설팅은 보고서를 통해 공연실황중계가 현장의 관객을 
감소시키기보다 저변을 확대 시키며, 공연예술의 장벽
을 허무는 효과가 더 큼을 확인했다[4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연구문제 1에서 도출한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서비스 품질 요인들이 
시청만족 및 현장공연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H1.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서비스 품질은 시청만
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영상콘텐츠성은 시청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편의성은 시청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기술성은 시청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실시간상호작용성은 시청만족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시청만족은 현장공연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은 위의 가설들에 따른 연구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2.2 측정모델의 평가
연구문제 2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해 측정모델(outer 

model)과 구조모델(inner model)에 대한 평가를 진
행했다. 먼저 측정모델의 평가를 위하여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집중타당도 그리고 판별타당도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적합
한 통계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SmartPLS 3.0을 활용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내적 일관성 신뢰도 분석결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변수 문항 Cronbach's α 요인 적재치

1 2 3 4

결과 품질

콘텐츠특성2 다양한 레퍼토리(연주곡)

.877

.769 .058 .166 .051
영상화특성1 아티스트의 표정과 연주를 가까이 감상 .737 .026 .224 .066
콘텐츠특성4 공연 외 영상 .694 .123 .418 .084
콘텐츠특성1 유명 아티스트(단체)의 연주 .677 .300 .253 .106
영상화특성2 무대를 가까이 감상 .665 .264 .154 .173
콘텐츠특성3 아티스트의 토크 .626 .114 .463 .098
영상화특성3 다양한 각도로 감상 .539 .119 .382 .256

상호작용 품질

상호작용성3 타 시청자들과 공감대 형성

.884

.140 .810 .203 .073
상호작용성4 채팅을 통해 정보 교환 .034 .780 .182 .057
상호작용성2 아티스트와 실시간 소통 .196 .779 .036 .175
실시간성2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가능 .114 .696 .020 .357

상호작용성1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169 .691 .219 .277
실시간성4 시청자 질문에 실시간으로 반응 .129 .686 .106 .359

물리적 환경 품질

편의성3 에티켓 부담 없이 시청

.910

.303 .114 .808 .157
편의성4 공연장 보다 편하게 시청 .242 .153 .805 .169
편의성2 장소의 제약 없이 시청 .331 .126 .783 .129
편의성1 스마트 기기로 시청 .297 .105 .778 .211
가격성3 비용절약으로 인해 경제적 .305 .248 .700 .015
기술성3 오류 발생 정도

.855

.214 .116 .298 .799
기술성4 고화질 영상 .054 .189 .049 .792
기술성5 고음질 음향 .105 .260 .020 .790
기술성1 사이트의 안정성 .085 .197 .380 .652
기술성2 반응의 신속함 정도 .137 .419 .090 .583

Eigen-value 3.844 3.966 4.088 3.272
분산설명 (%) 16.713 17.244 17.773 14.225
누적설명 [%] 16.713 35.957 51.73 65.956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9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4355.131

자유도 528
유의확률 .00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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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Cronbach’s α가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났고 CR
값도 0.8 이상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여주었다[46][47]. 또한 모든 측정변수의 외부 적재
치가 0.7을 넘었고, AVE값 역시 모두 임계치인 0.5 이
상으로 나타나 잠재변수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
[43][48].

표 3.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판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잠재변수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Fornell-Larcker criterion에 따라 판별타당도를 검증
하였다. 검증 결과,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변수의 
AVE제곱근이 대각선 아래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들보
다 높은 값을 보이므로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4. 판별 타당도 분석

　 구매
의도 만족

실시간 
상호작용

성
편의성 기술성 영상 

콘텐츠성
구매 의도 0.861

만족 0.265 0.796 　 　 　
실시간 상호작용성 0.337 0.650 0.894 　 　 　

편의성 0.345 0.565 0.480 0.796 　 　
기술성 0.392 0.417 0.566 0.425 0.761 　

영상 콘텐츠성 0.413 0.450 0.584 0.411 0.700 0.861
*square root of the AVE on the diagonal(대각선은 AVE 제곱근 값)

2.3 구조모델의 평가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고 연구모델의 결정계수(R²)를 살펴보았
다. 먼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살펴
본 결과, 모두 5 미만으로 잠재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49]. 

표 5. 다중공선성 분석

　 구매
의도 기술성 만족

실시간 
상호작용

성
영상 

콘텐츠성 편의성

구매 의도 　 　 　
기술성 1.612 　 　 　
만족 1.000 　 　 　

실시간 상호작용성 1.578 　 　 　
영상 콘텐츠성 2.065 　 　 　

편의성 2.096 　 　 　

연구모델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결정계수(R²)를 살펴
본 결과, 서비스 품질 요인들이 시청만족에 미치는 영
향의 결정계수가 0.554로 중간 설명력을 보여주며[43], 
모형의 적합도에는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서
비스 품질 요인들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결정계
수는 0.113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6. R2 분석결과
Endogenous latent variables R2 수정된 R2

만족 0.554 0.545
구매의도 0.113 0.109

2.4 연구가설 검정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값

을 도출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복원 횟
수는 5,000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43], 구
조모형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2]와 같

Item Outer
Loading AVE CR Cronbach’

s ɑ
영상화특성1 0.831

0.579 0.90
6 0.878

영상화특성2 0.799
콘텐츠특성4 0.777
콘텐츠특성2 0.747
콘텐츠특성1 0.733
영상화특성3 0.725
콘텐츠특성3 0.708
상호작용성3 0.831

0.634 0.91
2 0.885

실시간성2 0.813
상호작용성2 0.807
실시간성4 0.789

상호작용성1 0.772
상호작용성4 0.762

편의성3 0.885

0.742 0.93
5 0.913

편의성2 0.884
편의성4 0.873
편의성1 0.868
가격성3 0.794
기술성4 0.874

0.634 0.89
6 0.855

기술성1 0.797
기술성5 0.790
기술성3 0.784
기술성2 0.731
만족2 0.925

0.800 0.94
1 0.916만족3 0.905

만족1 0.884
만족4 0.862

구매의도3 0.892
0.741 0.89

6 0.831구매의도4 0.872
구매의도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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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났다. 

그림 2. 연구모형 검정

연구모형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서비스 품질 요인 중 영상콘텐츠성과 편의성 그리고 기
술성은 시청만족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실시간상호작용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편 시청만족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연구가설 검증

가설 경로계수 S.E t 검증결과
H1-1

(영상콘텐츠성→만족) 0.206** 0.062 3.316 채택

H1-2(실시간상호작용
성→만족) 0.057 0.059 0.959 기각

H1-3(편의성→만족) 0.222** 0.066 3.389 채택

H1-4(기술성→만족) 0.432*** 0.060 7.251 채택

H2(만족→구매의도) 0.337*** 0.060 5.598 채택
*:p<.05, **:p<.01, ***:p<.001

Ⅴ. 결론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은 공연의 홍보를 위한 
새로운 유통창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적 가치 창출
과 공연예술의 관객 저변 확대에 새로운 도구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또한 고급문화로 인식되어 온 클래식 공
연이 지닌 시공간의 제약과 높은 티켓 가격에 대한 부
담을 허물며 문화 향유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공연실황중계와는 차별성을 두고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에 주목하여, 클래식 라이브 스트
리밍 공연의 홍보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청자들이 느끼는 클래식 라

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서비스 품질은 영상콘텐츠성, 실
시간상호작용성, 편의성, 기술성의 4가지 요인으로 구
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실시간상호작용성을 제외한 서
비스 품질 요인들은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시
청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결과품질로 분
류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성은 시청만족에 유의한 긍정
적 영향을 미쳤다. 연주자의 명성, 레퍼토리, 인터뷰와 
같은 콘텐츠 구성 요소들과 영상을 통해 연주를 가까이
에서 볼 수 있다는 영상화 요소가 시청만족을 이끌어 
내고 있다. 실제로 대중들에게 실시간 공연중계의 바람
을 일으킨 뉴욕 메트 오페라 라이브는 영화감독의 영입
과 최대 10대에 달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여 편집, 송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연주를 현장감 있게 담
기 위함이며, 지속적으로 영상과 기술에 대한 역량은 
물론 공연을 송출하는 플랫폼의 기술지원 또한 더욱 요
구 될 전망이다. 또한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에서는 비
싼 티켓 가격을 지불하고도 좋은 좌석에 앉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
연은 이런 불편을 해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연장의 어
떤 좌석에서도 볼 수 없던 각도로 공연을 감상할 수 있
게 해주며 만족도를 높게 한다. 이는 공연실황중계와 
클래식 공연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연의 
콘텐츠와 영상미라는 선행연구[8][29]의 내용과도 부합
한다. 

한편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물리적 환경 품
질로 분류할 수 있는 편의성도 시청만족에 유의한 긍정
적 영향을 미쳤다.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은 기
존의 영화관이나 극장에서 상영되던 공연실황중계와는 
달리 시공간의 제약 없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시청할 
수 있는 점에서 접근 편의성이 매우 높다. 또한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은 공연장 내에서 기본적으로 수
반되는 관람 매너나 에티켓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
운 감상을 가능하게 하며, 고정된 좌석에 앉아 감상해
야 하는 불편함도 덜어준다. 또한 비싼 티켓 가격에 대
한 부담감을 해소시키는 등 관람 편의성을 높게 한다.

또 다른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물리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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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로 분류할 수 있는 기술성 또한 시청만족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연 즉, 공연
장 현장에서의 울림과 연주자가 표현해 내는 소리를 중
요시하는 클래식 공연의 특성상 그 소리를 어느 정도로 
구현해 내는지가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시청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현장감 즉, 전
용 홀에서 듣는 소리의 감동을 최대한 재현해 낸다면 
시청만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고화질⦁고음질
의 서비스는 시청 만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나 클래
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을 제작하는 제작사나 공연을 
송출하는 플랫폼이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며, 
특히 현장공연을 위한 홍보 창구로써의 역할을 넘어 클
래식 공연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켜 나아갈 
때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요인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이트 내의 기술적 안정성이 만족을 높인
다는 선행연구[50]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영상 끊
김이나 음질불량, 사이트 접속 불안정 등의 기술적 오
류 없이 고화질⦁고음질의 서비스가 제공됐을 때 클래
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시청만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
의 상호작용품질로 분류할 수 있는 실시간 상호작용성
이 시청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기존의 라이브 스트리밍 관련 연구들과 차
별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동시성과 상호작용성이 
클래식 공연에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와 같은 결과는 강력한 팬덤이 형성되어 아티스트와의 
소통과 표현을 갈망하는 대중음악 관객과는 달리 공연
의 콘텐츠를 중요시하고 공연 중 잡담과 환호 등을 자
제하며 감상에 집중하는 클래식 공연 관객의 특성을 보
여주는 부분으로 사료된다. 즉, 떼창과 환호성이 가득한 
대중공연의 콘서트와 달리 관람매너를 지키며 감상하
는 클래식 공연의 관객 모습이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감상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라
이브 스트리밍 공연 제작 시 아티스트와의 소통을 통한 
만족도 향상보다는 공연 콘텐츠 자체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표본 선정에 있어서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녹
화본 만을 시청한 응답자가 60.1%로 표본의 과반수를 

상회한 점과 직접 채팅 참여자가 표본의 8.6%에 그친 
점 등 표본의 한계도 일부 기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시청만족은 현
장공연 구매의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에 만족한 
시청자는 ‘현장공연을 보러 가고 싶다’거나 ‘현장공연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많은 응답자들이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시청
을 통해 공연 정보를 확인 후 현장 공연을 구매할 것’이
라 응답해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이 지닌 간접체험 효과
가 공연예술의 경험재적 특성에 의한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지식과 정보 없
이는 진입장벽이 높은 클래식 공연에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티켓 가격에 대한 부담과 공연 내용
에 대한 궁금증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영화관과 같은 제 3의 장소에서 녹화본을 
감상하는 이전의 공연실황중계 연구와는 달리 현장성
을 중시하는 클래식 공연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바일과 
PC 중심의 실시간 공연중계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
행했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의 차별점을 갖는다. 또
한 본 연구는 서비스에 관한 지속적 사용의도 및 추천
의사를 묻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온라인에서
의 만족이 오프라인으로 관객을 유도하는지 살펴보았
으며,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현장공연 구매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과 결과를 검증함으로 실질적인 전략수
립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최
초로 서비스 품질 모델을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
에 적용함으로써 후속연구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표본구성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
해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의 라이브 영상을 시청
한 대상 뿐 만 아니라 녹화본 시청자도 표본에 포함되
어 있어 라이브 서비스의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
을 수도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표
본의 크기를 확대하고 구성의 균형을 도모할 뿐만 아니
라 실시간 공연 중계 시청자와 녹화본 시청자, 채팅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 유료 사이트의 스
트리밍 공연 구독자와 무료 사이트의 스트리밍 공연 구
독자 간의 차이 등을 연구 설계에 반영해 보다 입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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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신뢰성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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