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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특허뉴스(2018.04.12.)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4차산업

혁명시대 프로슈머 마케팅은 현명한 소비혁명이라 보고

되었다[1]. 이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현명한 소비의 주체

를 이해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최근 무용공연 

예술분야에서도 SNS프로슈머 마케팅을 통해 무용을 처

음 접하는 관객들이 공연작품은 물론 공연단체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와 매력을 향유할 수 있는 관계방식[2]으

로 SNS를 활용한 프로슈머 마케팅 전략이 적극 활용되어 

지고 있다. 프로슈머 마케팅(Prosumer Marketing)이란 

생산자와 소비자의 단어가 합성된 개념[3]으로 제품개발

과 유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 집단의 프로

슈머 활동을 프로슈머 마케팅이라 한다[4].  이러한 무용

분야의 SNS프로슈머 마케팅전략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니즈

(Needs)를 파악할 수 있으며, 관객이 직접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관람욕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관람욕구는 심리적 동인을 뜻

하는 용어로, 자기계발 요인, 여가생활 요인, 자아실현 

요인으로 구성된다[5]. 자기계발은 SNS프로슈머 마케팅

을 활용한 무용공연을 관람한 관객의 심리적인 측면이 

작용하는 것으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자기만족의 극

대화를 의미하며, 여가생활 요인은 무용공연을 통한 관

객의 자기계발의 욕구를 의미하고 있다. 또한 자아실현

욕구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최상의 

단계를 의미하고 있다. 무용분야의 관람욕구에 관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관람욕구가 관람만족과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5][6]. 이는 관람욕구

가 관객개발을 위한 연구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 관객이 지닌 긍정적 욕구 

가운데 몰입경험이 공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7]되고 있는데, 몰입경험은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자

신의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

다. 몰입경험의 하위요인은 긍정적 감정, 주의집중, 시간

왜곡으로 구성된다[8]. 긍정적 감정은 SNS프로슈머 마케

팅을 활용한 무용공연을 관람 후에 느끼는 행복감, 기쁨, 

만족을 의미하며, 주의집중은 공연에 집중하는 심리상태

를 뜻하고 시간왜곡은 공연에 몰두한 나머지 시간의 흐

름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관

객의 몰입경험은 관객의 최적의 경험상태에 이르게 될 

때 관람행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8]. 행동지속성은 Corbin&Lindsey(1994)이 운동지속

수행(Exercise Adherence)으로 개념화한 것으로, 개인의 

규칙적인 신체운동이 삶의 한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정도

를 의미하며 경향성, 강화성, 가능성으로 구성된다[8]. 경

향성은 무용공연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돕

는 요소이며, 가능성은 무용공연 계획을 수행하고자 하

는 개인의 도움을 높일 수 있는 요소이고, 강화성은 규칙

적인 무용을 수행하고 고무시켜주는 요소이다. 무용분야

의 행동지속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체육분야에서 최성락(2014)은 계획된 행동, 몰입경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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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SNS프로슈머 마케팅을 활용한 무용공연 관객의 관람욕구, 몰입경험 및 행동지속성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서울, 경기지역을 비롯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지역의 무용전공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총 

807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SNS프로슈머 마케팅을 활용한 무용공연 관객의 관람욕구, 

몰입경험 및 행동지속성은 정적상관관계가 있으며,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SNS프로슈머 마케팅을 활용한 무용공연 관객의 

몰입경험은 관람욕구와 행동지속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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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속성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SNS프로슈머 마케팅을 활용한 마케팅전략과 관

객의 심리학적 변인을 투영하여 행동지속성에 영향관계

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무용공연의 관객개발을 위한 

연구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SNS

프로슈머 마케팅을 활용한 무용공연 관객의 관람욕구, 

몰입경험 및 행동지속성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연

구의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경기지역을 비롯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의 무용전공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의 추출된 표본은 총 1020부 중 이

중응답이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807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처리를 위한 

통계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탐색적 요인분

석, 신뢰도분석, 독립 t-검증, 일원변량 분산분석, 상관분

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및 매개효과

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랩핑을 이용하였다. 

Ⅲ.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SNS프로슈머 마케팅을 

활용한 무용공연 관객의 관람욕구, 몰입경험 및 행동지

속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인과관계가 나

타났다. 또한 SNS프로슈머 마케팅을 활용한 무용공연 관

객의 몰입경험은 관람욕구와 행동지속성의 관계에서 부

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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