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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뮤지컬 반복관람자들의 소비가치가 반복관람 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혜택이 소비가치와 만족간 관계에 미치는 조

절효과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자신의 예술적 취향이나 기호를 충족하기 위해 관람하는 사람들은 혜택에 상관없이 

반복관람에 만족하고 타인의 권유나 사회적 욕구를 위해 반복적인 관람을 한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통해 반복적으로 관람하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전

략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국내 뮤지컬 시장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

며 이에 동일한 뮤지컬 공연을 반복해서 관람하는 반복

관람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뮤지컬 시

장이 이와 같은 반복관람자들을 인식하면서 반복관람에 

대한 혜택을 전면에 내세우는 프로모션 전략이 각광을 

받고 있다. 뮤지컬 시장이 성장세를 유지하거나 더 성장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객층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복관람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측면도 중요하다. 뮤지컬 관람에 대한 기존 연

구는 새로운 고객층을 발굴하기 위해 공연에 대한 관람

동기 요인들을 도출하고, 기존 고객들의 만족도를 살펴

보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재관람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일반관람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공연

을 관람할 의향이 있는가 정도의 ‘의도’만을 측정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는 관람자들의 재관람 유무를 정확

히 측정하지 못하고 의도만으로 재관람에 대한 동기 유

인 정도를 파악하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동기로 작용하

여 재관람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가치가 소비

행동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반복관람 경험이 있는 관람자의 소비가치

와 만족도의 관계를 비교하고, 고객 관계 마케팅 중 하나

인 혜택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국내 뮤지컬 현황

  국내 공연시장의 규모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뮤지컬 분야의 성장은 다른 분야에 비해 빠르고 증가폭

이 큰 편이다. 일반적인 상품과 서비스 상품 판매에서 중

요한 소비층은 지속적인 선택을 하는 지속적 소비자인데, 

뮤지컬에서도 반복관람자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프로

모션 전략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대형 뮤지컬인 오페라

의 유령 뿐 아니라 풍월주 등의 중소형 뮤지컬까지도 멤

버쉽카드를 출시하고 배우 조합별 반복관람을 할 수 있

는 패키지 티켓을 판매하는 등 반복관람자들에 대한 혜

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즉, 뮤지컬 분야가 성장하면서 

반복관람자들이 증가하였고, 이에 공연 규모에 관계없이 

반복관람의 수익 비중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반복구매

  반복구매는 재구매와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그 의미에

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고객만족과 재구매 의도

(Repurchase Intention:RPI)에 관한 연구는 두 개념 간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은 제시하지만 고객만족과 재구매 

행동(Repurchase Behavior:RPB)으로 이어지는 연구 결

과에 대해 명확한 결과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이

와 다르게 반복구매는 충성도의 개념에서 정의된다. 반

복구매는 일정기간 동안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상점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구매행동으로 나타나며 특정 상점

을 지속적으로 애호하거나 습관적으로 방문하여 구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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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동을 의미한다또한 일정기간 동안의 서비스에 대해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이 지출하는 

금액 혹은 재방문 하는 빈도로 반복구매를 측정한다 [2]. 

3. 소비가치

  소비를 통해서 만족감이나 행동을 느끼는 정도가 소비

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소비가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재

방문 혹은 지속사용, 추천의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소비

가치에 대한 개념은 경제학, 심리학, 마케팅, 소비자 행

동 등 다양한 학문 이론에서 활용되어 소비자 선택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된다. 이들은 소비가치

를 사회적 가치, 기능적 가치, 상황적 가치, 감정적 가치, 

진귀적 가치 등 5가지 소비가치로 구분하였다 [3].

4. 혜택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란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 

유지, 강화하는 마케팅 활동으로 성공적인 관계를 성립

하고 발전,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을 일컫는

다. 즉 일시적 판매보다는 고객과 판매자간의 장기적인 

유대관계를 위해 제공하는 추가적인 서비스이다. 관계혜

택은 확신적 혜택, 사회적 혜택, 특별대우 혜택으로 나눌 

수 있다 [4]. 

Ⅲ. 연구모형 및 가설

▶▶ 그림1. 연구모형 

  H1. 소비가치는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2. 특별대우혜택은 소비가치와 만족도간에 조절효과

가 있을 것이다. 

Ⅳ. 연구결과 및 결론

1. 공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3.6%로 나왔으며,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 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β

표준
오차

베타

(상수) 2.550 .427 5.977 .000
사회적 
가치 .188 .049 .144 1.790 .075

기능적 
가치 .242 .094 .175 2.580 .011

상황적 
가치 -.090 .051 -.129 -.1762 .080

진귀적 
가치 .172 .056 .232 3.054 .003

R=.368, R²=.136, Adj.R²=.118
F=7.921, p=.000, Durbin-Watson=1.510

  4가지의 독립변수 중 사회적 가치와 상황적 가치를 제

외한 기능적 가치와 진귀적 가치만 종속변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 특별대우혜택이 만족도에 미치는 조절효과 분석

표 2. 조절효과 분석 결과

모
형 R R

제곱

수정 
된 R
제곱

추정
값의
표준
오차

통계량변화
R

제곱
변화
량

F
변화
량

df1 df2

유의
확률
F변
화량

1 .368 .136 .118 .60150 .136 7.921 4 202 .000

2 .441 .194 .174 .58213 .059 14.667 1 201 .000

3 .485 .235 .200 .57302 .041 2.611 4 197 .037

  모형 1,2,3은 조절효과 분석 절차 단계를 의미한다. 단

계별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설명

력이 모형1은 13.6%, 모형2는 19.4%, 모형3은 23.5%로 

점점 증가하여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모형 3에서의 유의

확률 F변화량은 0.037(p<0.05)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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