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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클래식 공연 소비자들이 공연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공연유형 인식과 활용이 클래식 

공연활성화에 향을 끼치는지,  공연유형 분류체계에 한 소비자의 인식이 공연 생산자들에게는 마

 측면에서 활용가능한지 알아보았다. 이를 해 선행 연구자들의 분류체계와 국 표 인 5개 도시 

공연장에서 진행한 최근 3년간 공연 로그램과 여타 자료 분석을 통해 정통클래식 유형·옴니버스 유형· 

처 유형·크로스오버 유형 그리고 혼합유형 5 가지로 분류하 다. 이 분류 유형을 바탕으로 설문조사 

문기 에 의뢰하여 조사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첫째, 클래식 소비자들은 잠재 으로 공연유형을 인

식하고 있었으며 실재로 공연선택의 요소로 활용하고 있었다. 둘째, 유형을 인지하고 수용도와 만족도가 

높은 상태에서 객개발과 클래식 공연발 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셋째, 공연 제작자는 

분류된 유형에 의한 명확한 타깃층을 설정함으로서 흥행을 한 마  기법으로 지 않은 활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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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tudies how the audience perceives the types of classical performances in their 

performance choice, analyzes its effects on performance invigoration, and investigates how such 

an audience perception affects the marketing application of performance on the supply side. For 

this, based on data of performance programs delivered in five representative concert halls for 

last three years as well as the classification of previous literature, we classified performance 

types into five categories such as Authentic classic, Omnibus, Lecture, Crossover and Mixture 

type. And then, we surveyed the audience of classical music. From statistical analyses, we found 

first that the audience perceives the types of classical performances and utilizes their perception 

as an element in choosing performances. Second, the perception of classical performance types 

has significant effects on audience development and progress in circumstances of high audience 

acceptance and satisfaction. Finally, this result confirms that suppliers can employ this audience 

perception as a marketing strategy by setting target audience based on such perception. 

■ keyword :∣Classical Performance Types∣Utilizing Classic Type∣Choice Variable∣Audience Development

∣Invigoration of Classical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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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문화 술은 국가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서 산업의 

역으로 확 ·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역문화

의 발 과 콘텐츠의 개발, 여가문화의 확산을 꼽을 수 

있다. 이제 문화는 기 양  성장을 넘어 질  성장의 

시 를 고하고 있다. 문화의 발 은 다양한 콘텐츠와 

문 마니아층의 확  그리고 생활 문화의 확 에 방향

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문화 발 의 변에는 문화소

비자 개발이 요한 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0년 부터 비약 인 발 을 시작한 공연 술은 

클래식을 포함한 순수 술보다, 뮤지컬, K-Pop 등 

술 발 에서 두드러졌다. 클래식 음악 시장은 니즈

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마  부족[1], “시장크기에 비해 

공연이 과다 공 되는 (윤재석, 2007), 해외 유명연주

자(연주단체)의 청연주나 스타아티스트 심의 획일

인 공연이 주를 이루고 있는 (장진옥, 2015), 클래

식 술단체들의 정부지원 에 한 의존율이 높은 , 

높은 티켓 가격 등 시장 내 여러 가지 구조 인 문제

을 안고 있다”[2]. 뮤지컬을 비롯한 음악은 기업  

운  방식과 극  마 으로 객을 확 함으로서 

클래식 공연보다 역동 인 문화지형도를 형성하고 있다. 

클래식은 서양의 귀족 문화에서부터 발 을 하 고 

특정 집단의 소유, 향유 심에서 일반 이 소비하

기 까지는 긴 시간을 지나왔다. 부르디외(Bourdieu)는 

“음악 취향만큼 한 사람의 ‘계 ’을 분명하게 확인해주

고, 이것만큼 틀림없이 한 사람을 ‘분류’해  수 있는 것

도 없다”[3]고 음악 취향을 고 술로 규정하 다. 고

 술로 지칭되는 클래식을 하기 해서는 사 지

식과 학력자본, 경제자본, 정보자본 등을 필요로 한다. 

클래식은 사회  지 가 높은 하이 로우(highbrow) 

계층에서 즐기는 고 문화 이미지에서, 로우 로우

(lowbrow)인 일반 이 향유하는 옴니보어(omnivor, 

잡식성) 형식으로 보편화 되어있다. 그러나 여 히 클

래식은 음악과 고 음악, 고  취향으로 변되며 

일반 공연소비자들의 근이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하

는 면이 있다. 그 지만 공연이 일반화되고 새로운 문

화를 소비하는 계층의 출연으로 그 인식은 변하고 있

다. 클래식에 한 소비자 인식 변화는 피터슨과 심커

스(Peterson & Simkus)의 옴니보어 이론[4]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미국의 상류사회 층은 고 문화를 즐기지

만 문화 등도 두루 즐긴다는 것이다. 문화 잡식성

은 재 공연 패턴을 볼 때 굳이 이론에 근거하지 않더

라도 느낄 수 있다. 부르디외와 피터슨, 그리고 심커스

의 두 이론은 동시 의 문화소비자 특성을 변하고 있

으나 문화 술의 발 과 흐름을 개 하는데 여 히 유

용하다 할 수 있다. 

클래식의 발 은 공연시장 발 에 기본 인 의미가 

있다. 클래식은 타 장르와 연 성이 높고, 국내 표

인 공연장들은 클래식공연을 기본으로 설계되었고 운

되고 있으며, 그래서인지 연간 공연 횟수도 가장 많

다. 이것은 곧 클래식의 발 은 공연시장의 확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클래식은 여 히 다가서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문

화상품으로서 객의 활발한 소비가 되어야 하지만, 제

한 이고 인지 못한 특성으로 확장성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5].

침체된 클래식의 발 을 해서는 다각 인 노력이 

필요하다.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마 의 개발, 과

다한 공연의 체계 인 분류, 해외공연 의존도에서 국내 

공연의 체질강화, 체계 인 제작 환경, 공연의 질  성

장 등 이 필요한 시 이다. 

우선 클래식의 발 은 공연 활성화와 객의 변확

에 있다. 소비자들이 근할 수 있는 선택  요소의 

개발과 이에 따른 공 자의 체계 인 기획과 제작이 필

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클래식 공연의 소

비자 선택  요인 발굴을 해 클래식 공연 유형에 주

목하 다. 클래식 소비자들이 공연물을 선택하고 결정

하는 데 있어 공연유형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활용되는가를 조사 분석하 다.  이러

한 공연유형분류체계가 클래식공연 공 자들에게는 마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공연 활성화를 

한 유용한 기재가 될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는 데

에 목 이 있다. 

새로운 선택  요인 추출을 하여 선행연구들의 연

구 성과를 분석하고 국 5  도시의 표 인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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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연주한 최근 3년간 공연 로그램 2,430건(오페라 

제외)을 해당 홈페이지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 다. 분

석 결과 정통 클래식 유형, 옴니버스 유형, 처 유형, 

크로스오버 유형, 혼합 유형, 5가지로 분류하고, 클래식 

평론가, 음악 학 교수, 클래식 연주가 등 계자들의 

자문을 받아 공연 유형으로 새롭게 정리 할 수 있었다. 

추출한 공연유형을 바탕으로 유형 인지의 정도와 유형

의 활용정도가 클래식 활성화에 얼마나, 어떻게 향이 

있는지를 탐색하 다. 연구문제를 5척도 리커트 폐쇄형 

질문지 작성하여 문조사기 인 엠 인에 의뢰하

다. 상은 클래식 공연을 1회 이상 람한 국의 

334명 객을 상으로 실시하 다.

    

Ⅱ.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논의

 1. 클래식 공연 선택요인

공연 선택요인은 소비자가 여러 가지 정보와 본인의 

취향에 의해 최종 으로 결정하는 기 을 의미한다. 즉, 

‘공연에서의 선택요인이란 객의 의사결정 과정  정

보탐색의 과정으로 특정한 공연 콘텐츠의 최종 선택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 들이라 할 수 있다’[6]. 서양

의 경우 1970년 부터 클래식 음악공연의 선택에 한 

연구가 시도되었는데[7] Skrzypczak는 클래식 공연의 

선택요인들  연주자 실력, 공연시기가 오 스트라 

람여부에 향을 다[8]고 하 고, Weinberg and 

Schachmut는 공연 시기, 공연의 형식을 주요 선택요인

[9]으로 지 하 다.

이은정(2009)은 클래식 음악공연의 객 선호도에서 

시 , 연주편성, 연주악기, 지역 4가지 측면으로 분류하

여 독립변인으로 교육배경, 환경요소, 연주력, 명성, 마

요소, 가격요소를 요인분석하며 객의 선택 요인

으로 환경요소와 연주력, 명성 등은 공통 으로 요하

게 고려하는 것이라 주장하 다. 그 외에 작품내용  

수 , 연주시간, 작곡가의 시  트랜드, 공연장 유명

도, 사용악기, 연주자 희소성, 청 수 , 공연홍보 수식 

등은 객의 선호도와 선택요인에서 요한 요인이 아

닌 것으로 보며 소비자 심  개념 정립의 필요성하다

고 지 하 다[10].

윤유경(2009)은 클래식 음악공연 수용과정을 연구하

면서 공연자 명성, 연주자 실력, 공연곡목, 동행자, 공연

장 환경, 권 등 6개의 선택요인을 남성, 여성의 수

용과정을 분류하 다. 연구결과 여성이 연주자 실력을 

더 요하게 단하고, 남성은 연주곡목, 연주자실력 순

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성과를 보여 주었다[11].

김주호(2010)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한 

포 인 분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6개의 선택요인으

로, 교육배경, 환경요소, 연주력, 명성, 마 요소, 가격

요소로 분석을 하 고, 시 , 연주편성, 연주악기, 지역 

등 4개의 시장 체를 세분화 하여 클래식 공연상품 특

성을 이해시키고, 그 특성에 따라 고객 니즈를 악한 

상품 개발의 요성을 주장하 다[1].

김주호는 클래식 음악공연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을 ‘자기과시형’, ‘ 실능동형’, ‘여가 추구형’, ‘문화 귀족

형’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매체활용과 구매행동 분

석하 다. 클래식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해서 6

개의 선택요인을 사용하여 4개의 시장 세분화하 으나 

이미 제작된 공연 상품을 소비자의 취향을 조사한 연구

로서, 유형 활용에 의한 공 자와 소비자의 간  입

장의 연구가 아니었기에 유형의 활용성 측면에서 보면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약 이 있다[12].

조아라(2011)는 클래식공연 유료 객 특성을 연구하

다. 람 동기는 ‘즐거움  정신  만족’, ‘취미생활’, 

‘삶의 질 향상’ 이 높았고, 장애요인으로는 ‘시간 인 여

유가 없어서’, 경제 인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공연 선택요인으로는 ‘공연 로그램’, ‘작품성’, 

‘출연진’의 요한 요인으로, 만족도는 앞의 공연선택요

인과 같았다고 보고하 다[13].

권 인 외(2016)는 소비자 유형을 나  후 유형에 따

라 공연 람을 한 선택요인을 35개로 나 고 다시 개

인  요인, 명성실력요인, 마 요인, 공연장 환경요

인, 공연 내용요인, 사회 계요인, 정보  요인의 총 7

개 요인으로 유형화 하 다. 한 도출된 요인과 구매

의사와의 계를 분석한 결과 개인  요인, 공연내용요

인, 정보  요인, 환경  요인, 마 요인이 구매의사

에 유의한 향을 미쳤고 객 유형별 구매의사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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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향에는 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7]하 다. 

선택요인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선택요인 정리

연구자  공연선택요인

Skrzypczak 연주자 실력, 공연 시기

Weinberg
and Schachmut

공연 시기, 공연의 형식

이은정 환경요소, 연주력, 명성

윤유경
공연장 명성, 연주자 실력, 공연 곡목,
동행자, 공연장 환경, 초대권

김주호
교육배경,환경요소,연주력,명성,
마케팅요소, 가격요소

조아라 공연 프로그램, 작품성, 출연진

권혁인,김현수,
최용석

개인적 요인, 명성실력요인, 마케팅요인, 
공연장 환경요인, 공연 내용요인, 사회관계요인, 정
보적 요인

클래식 선택요인에 한 선행연구 검토에 의하면 공

연 내용에 한 요인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는 , 다른 

요인보다 본질 인 공연 상품 특성 자체에 선택의 요

성이 있었다는 면에서 권 인 외가 정리 한 7개 요인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단된다. 공연상품의 특성과 

련하여 Nelson(1970)은 공연상품을 사 에 인지하는 

탐색  속성과 직  람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경험

 속성으로 분류[14]하 고, 권 인 외(2016)는 공연

술은 형 인 서비스상품으로 공간 이나 시간  제

약을 가진다[7]고 하 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 공

연상품과 사  인지의 탐색  정보, 서비스 기능의 

요성을 도출 할 수 있다. 선택 요인을 많이 시하고 있

는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공연 로그램의 본질

인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그 분류된 특성을 

통해서 공연 선택  요인 재정리하 다.  

2. 프로그램 유형분류 필요성

선택요인의 가장 요한 핵심은 상품의 품질, 즉 

로그램이다. 클래식의 확장은 로그램을 보다 효과

으로 상품화하여 마  하는 것이 소비자( 객) 개발

의 핵심이다. 마  개념을 도입할 때 가장 먼  선행

되어야 할 것은 공연 술 시장의 소비자에 한 이해다

[15]. 문화소비자는 문화를 매개로 하는 소비자로 일반 

상품을 소비하는 일반소비자와는 구별된다. 19세기 이

에는 클래식을 포함한 고 술은 상품으로서의 기

능이 아니라 상류사회 특권층의 생활양식의 수단이었

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술로서가 아니라 인

간의 특정한 욕구를 충족하기 해 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산업이 발 하고 사회  변 기를 거치면서 문

화 술의 소비가치가 변하기 시작하 다. 19세기 이

에는 상류특권층이 문화소비자 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문화와 고 문화를 다 같이 즐기는 새로운 문화소

비자의 출연으로 문화의 확장성을 가져오게 되었다. 

애버크롬비와 롱허스트(Abercrombie and Longhurst, 

1998)는 매체의 여도[16]에 따라 소비자를 구분하고 

단계  이동이 활성화의 단계라고 보았다. 한 매체의 

발달은 문화소비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부수 인 환경, 

서비스방향 등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베블런(T.　B.　Veblen)이 지 했듯이 문화  

소비결정에는 유한계 에서 나타나는 과소비  소비, 

충동소비, 반복소비 등 종종 합리  소비보다 비합리  

소비 상이 더 명확히 나타난다[17]. 이 듯 공연 공

자는 매체 활용에 따른 문화 환경 변화, 소비의 비합리

성에 주목할 필요성을 느낀다. 즉 매체 활용과 특성을 

이해하고 신속하지만 비합리  소비행태를 보이는 

 소비자의 특성에서 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연유형분류의 재정비는 이러한 요소를 해결 할 수 있

는 요 선택요인이라고 단된다.

3. 유형분류와 분석

유형분류는 변화하는 공연시장과 클래식 공연 특성

과 방향성을 분석하여 소비자 선택유형의 다양성을 제

고하여 분류되어야 클래식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먼

 일반 인 용어에 의해 유형을 분류하고 문 집단

(지휘자, 음 교수, 평론가, 연주자, 클래식 마니아)의 

자문을 얻어, 국 5  도시 표 인 공연장에서 진행

한 최근 3년간의 2,430건의 공연 로그램을 분석하여 

유형을 분류 하 다. 분석 상 공연은 오 스트라· 실

내악· 합창· 독주회· 독창회 등이고, 오페라는 단일장르

로서 제외 하 다. 연주 로그램이 불분명하거나 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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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공연
건수

정통클
래식형

옴니버
스형

처
형

크로스
오버형

혼합
형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47 524 415 52 107 51

세종문화회관대
공연장

146 19 70 15 64 22

대전예술의
전당

338 98 146 17 96 19

대구콘서트
하우스

511 300 201 30 63 83

부산문화회관 292 141 150 23 26 48

광주문화회관 96 27 61 10 22 24

총 계 2,430 1,109 1,043 147 378 247

표시가 없는 것은 유형분류에서는 제외하 다.

먼 , 클래식 원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는 정통 

클래식 유형(Authentic classic type)의 경우, 음악 감상 

그 자체에 목 을 가지며 클래식 용극장에서 비율이 

높고, 지방보다 서울이 공연 빈도가 높다. 이 유형은 명

성, 연주력, 로그램 가치 심으로 애호가  마니아 

객들이 많이 이용하며 고가의 입장료를 기꺼이 지불

한다. 클래식 발 을 해서는 이러한 공연이 활성화 

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고가의 외국 청단체들과 의무

으로 진행하는 국· 시립 술단체들이 주로 공연한다.

다음은, 클래식 로그램을 공연 목 에 맞게 필요한 

악장이나 일부분을 발췌하여 공연하는 옴니버스형

(Omnibus type)으로 이벤트 공연이나 신년음악회, 청

소년 음악회, 기업 음악회, 발표회 등이 주를 이룬다. 이 

유형은 클래식 용 극장을 제외하고 수도권과 지방에

서 모두 빈도가 가장 높고, 처형, 크로서오버형과 혼

합으로 공연되기도 한다. 

알기 쉽게 해설을 곁들인 랙처형(Lecture type)은 한 

때는 교육형 콘서트로서 인지도가 높았다. 다수의 논문

들에서 클래식 변확 를 해서 이 유형의 공연 필요

성을 주장하 지만 실제로는 빈도가 높지 않았다.  

크로스오버형(Crossover type)은 원곡을 편곡이나 

악기의 재편성을 통하여 변형하는 공연으로 주로 

음악의 형태로 공연된다. 오 스트라 편성에 드럼이나 

자악기가 추가되고, 성악곡은 가요의 요소로 편

곡되어 공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두 개 이상 유형이 합하여 진행하는 혼

합형(Mixture type)은 정통 클래식 유형에는 드물고 주

로 옵니버스형을 기본으로 처나 크로스오버형과 같

이 공연된다. 

지역별 공연의 유형분류 [표 2]와 유형별 특징 [표 3]

은 다음과 같다.

표 2. 지역별 공연유형 분류

출처: 프로그램 조사 결과, 필자 작성

표 3. 공연 유형분류 및 특징

유형분류 공연형태 목 별 분류 특징

정통

클래식형

클래식 원곡을 변
화 없이 전곡 연주 

클래식
감상

클래식전용극장多
서울이지방보다 많음,
해외초청단체와 국, 시
립단체 비중이 높음.  

옴니버스형
일부분 발췌 및 목
적에 맞게 연주

신년음악회,
기념음악회,
청소년 음악
회 등

국내 클래식 공연 중 가
장 빈도 높음
렉처형, 크로스오버형
과 혼합형으로 공연

렉처형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을 병행한 공
연

교육 등 청
소년 음악회

교육적인 공연형태로 
현재는 많이 시도 되지 
않음

크로스오버

형

편곡, 재편성 등 다
양한 형태 변형 공
연

이벤트공연, 
야외 공연 
등

대중 취향 반영한 대중
음악 형식으로 연주
익숙한 멜로디 극대화

혼합형 위 형태 중복 공연
행사, 기념
식 등

주로 옴니버스형과 혼
합

 출처: 클래식 프로그램 조사 후 필자 구성

Ⅲ. 연구 설계 

1. 연구문제 

본고의 연구문제는 앞 장의 유형의 분류와 분석을 통

해서 클래식 공연 실태를 악 하 다. 이를 바탕으로 

클래식 유형이 소비자들의 인식과 선택  기능에 향

을 미치는가, 나아가 유형의 활용으로 클래식 공연 발

에 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이다. 클래식 공연

의 다양한 선행논문들에 의하면, 시 , 연주편성, 연

주악기, 지역, 교육배경, 교육환경, 가격요소, 환경요소 

등 다양한 선택  요소를 부각하 다. 그러나 공연은 

경험재로서 사 의 소비자들에게 쉽게 선택할 인지요

소가 부족한 것이 실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소비자

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고, 한 사 에 공연을 유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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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공 자의 의도를 인지 할 수 있는 선택  요

인으로 공연 유형을 주목하 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유

형의 활용정도를 수용도와 만족도로 설정하 고, 이러

한 활용정도가 클래식 발  즉, 정통클래식유형인 마니

아층으로 이동에 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연구문제

로 설정하여 하 다.

1.1 유형인지

본고의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먼  클래식 

공연유형 분류와 객들의 공연유형 인지와 활용정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형의 인지는 독립변

수이다. 유형인지 내용은 인지여부와 인지에 의한 활용 

여부로 구분하 다. 유형인지 여부는 인지와 인지는 하

지만 구체화하지 않음, 유형 악 후 공연선택, 유형 인

지 정도 등이다. 유형인지 후 이를 활용하는 변수로서 

향후 활용여부, 홍보물 유형 활용여부, 유형에 의한 스

스로 클래식 단계 악 등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유형인지 연구내용

항   목 내    용

유형인지

유형 인지하고 있음

인지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화 하지 않음 

유형파악 후 공연선택

불인지

불인지하였지만 공연관람 후 인지

제시한 유형 이해 쉬움

향후 유형 할용

홍보물에서 유형인지 불편

홍보물에 사전인지 할 수 있으면 공연 선택에 도움

유형에 의한 클래식 수준인식

사전 유형 인지하면 공연물입 여부

1.2 유형 활용

클래식 유형 활용은 의 많은 정보 속에서 객의 

선택 범 를 넓   것이라 상된다. 유형인지에 의

한 유형의 활용은 클래식 변 확 에 향을 미치고 

객 스스로 클래식의 취향과 선호 척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유형 활용의 척도를 알아보기 하여 수

용도와 만족도 기 으로 가설을 구성하 다. 

가설 1  : 클래식공연 유형인지는 클래식공연 유형 활

용에 향을 미칠 것이다(H1).

가설 1-1 : 클래식공연 유형인지는 수용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H1-1). 

가설 1-2 : 클래식공연 유형인지는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H1-2).

수용성(acceptability)은 황성원ㆍ김한창(2007:6), 김

태연(2016)은 외부의 어떤 변화요구에 해서 행 나 

행 를 포함한 마음까지 변화에 해서 호응하는 것

[17][18],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정 인 태도이면서 

합리 이며, 주 인 인지를 통해 내재화하여 활용하

는 것으로 정의하 다[18]. 수용성은 주로 사회과학  

측면에서 제도나 조직, 성과 리를 연구하는데 활용되

었다. 

본 연구에서의 수용도는 외부의 어떤 것을 받아들이

는 태도로서 유형인지를 내재화하여 활용 정도를 정의 

하 다. 따라서 유형 활용에 의한 공연 람여부, 스스로 

클래식의 단계인지, 공연 람 확 , 클래식 지식증가, 

취향의 형성을 수용도 요인으로 구분하 다.

만족도는 유형 활용으로 만족도 상승여부 그리고 선

호 장르, 선호 연주자, 단체들이 생기는가와 이로 인한 

몰입도가 생기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유형 할용에 의한 

수용도와 만족도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유형활용 연구내용

항   목 내    용

유형활용

수용도

유형활용-공연관람 여부

유형활용-클래식 단계 의식

유형활용-클래식 공연관람 늘어남

유형활용-클래식 지식 증가

유형활용-유형정착 필요성

유형활용-스스로 취향 만듬

만족도

유형활용-선호장르,연주자,단체 생김

유형활용-만족도상승

유형활용-연주회 관람 여부

유형활용-몰입도 높힘

  

1.3 클래식 발전

클래식의 변확 는 궁극 으로 정통클래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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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여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순수한 감

상이 목 이고 스스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요하다. 정통클래식 유형은 문화상품의 

개념으로 상업  근해야 한다. 

엘빈 토 러(Alvin Toffler, 2014)는 “문화주도권을 

잡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며, 피

터 드러커(Peter Drucker, 1999)는 “문화산업은 국가경

쟁의 최후 승부처”라 외치면서 무한경쟁체제에서 가장 

효율 인 승리방법으로 문화를 지목하고 있다[2]. 2016

년 공연 술실태조사[20]에 따르면 클래식 공연은 공공 

문화시설의 공연 횟수와 객 수가 가장 많고, 유료 

객 비 은 타 장르에 비해 히 낮은 수 이다. 이러

한 상은 클래식이 연극, 뮤지컬 등 타 장르와 달리 문

화상품으로의 인식이 낮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술의 당 콘서트홀에 이어 최 의 민간 클래식 용 

극장 롯데 아트홀이 개 하고, 구의 콘서트하우스 오

 하는 등 용시설이 확  되고 있다. 공연실태조사

에서와 같이 클래식 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공연환경 요소(공연장)가 객 변 확 에 요한 요

소가 된다는 반증이며  한편으로는 문화상품으로서 

클래식 발 의 가능성을 보여 다고 하겠다. 이런 배

경에서 공연 유형에 의한 발 가능성을 검증하기 하

여 가설 2를 설정한다.

가설 2  : 클래식공연 유형인지는 클래식공연 발 에  

향을 미칠 것이다(H2).

가설 2-1 : 클래식공연 유형인지는 객개발에 향

을 미칠 것이다(H2-1).

가설 2-2 : 클래식공연 유형인지는 마니아층 이동(충

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H2-2).

한 유형 활용에 의한 클래식 공연 발  한 요

한 연구과제로 가설 3을 설정한다.

 

가설 3  : 클래식공연 유형 활용은 클래식공연 발 에  

향을 미칠 것이다(H3).

가설 3-1 : 수용도는 객개발에 향을 미칠 것이다

(H3-1).

가설 3-2 : 수용도는 마니아층 이동(충성도)에 향

을 미칠 것이다(H3-2).

가설 3-3 : 만족도는 객개발에 향을 미칠 것이다

(H3-3).

가설 3-4 : 만족도는 마니아층 이동(충성도)에 향

을 미칠 것이다(H3-4).

클래식 공연 활성화는 본 연구의 요한 미션으로 소

비자들의 취향에 의한 체계 인 마 용을 할 수 있

을 것이라 기 한다. 클래식 발 에 검증 내용으로 마

니아층의 확 는 마니아의 인식 요인과 유형 활용으로 

높은 단계로의 발 , 스스로 단계  발  의지, 티켓 구

매의지 등 이며, 객 개발요소로서 정통 클래식형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발  가능성 여부, 클래

식 지식의 상승, 유형 활용 , 홍보물에 유형 노출 등

을 요인으로 설정하 다[표 6]. 

표 6. 클래식 발전 연구내용

항   목 내   용

클래식 
발전

마니아층 
이동

클래식 발전-전통클래식형 선호

클래식 발전-관객의 차이점

클래식 발전-지식인 이미지

클래식 발전-높은단계 발전

클래식 발전-티켓구매

관객개발

클래식 발전-단계적 자기 발전

클래식 발전-음악 지식 늘어남

클래식 발전-관람 권유

클래식 발전-유형표기 필요

2. 연구 내용

클래식 유형 분류는 객이 쉽게 공연을 선택하고, 

타 선택요인 보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장 을 가진

다. 궁극 으로 유형분류의 인지와 이를 활용으로 변

확 와 클래식의 발 을 향을 미치는지 하는 문제이

다. 연구내용은 먼  유형인지 여부와 유형인지에 의한 

수용도, 만족도, 객개발, 마니아층이동에 하여 각 

항목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7]와 

같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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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 내용 

구 분 연 구 내 용 분석방법

연구 1
유형인지,수용도, 만족도, 
관객개발, 마니아층이동

신뢰도. 
상관관계분석

연구 2
유형인지→수용도(유형활용) 회귀분석

유형인지→만족도(유형활용) 회귀분석

연구 3
유형인지→관객개발(공연발전) 회귀분석

유형인지→마니아층이동(공연발전) 회귀분석

연구 4

수용도(유형활용)→관객개발(공연발전) 회귀분석

수용도(유형활용)→마니아층이동(공연발전) 회귀분석

만족도(유형활용)→관객개발(공연발전) 회귀분석

만족도(유형활용)→마니아층이동(공연발전) 회귀분석

3. 연구 방법

3.1 표본 및 자료의 수집

공연유형은 5  도시의 표 인 공연장에서 연주한 

최근 3년간 공연 로그램 2,430건(오페라 제외)을 해

당 홈페이지 자료를 통하여 정통 클래식 유형, 옴니버

스 유형, 처 유형, 크로스오버 유형, 혼합 유형, 5가지

로 분류하 고, 분류한 공연유형을 기 로 실증분석을 

하여 문조사기 인 엠 인에 의뢰하여, 2017년 7

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국을 무작  메일을 통한 

속 수 1,394명 , 1회 이상 클래식 공연을 람하고 

응답을 완료한 360명  불량데이터를 제외한 334건을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 통계분석은 SPSS 통계 

로그램을 활용하 고, 클래식을 1회 이상 소비한 

객을 임의추출방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구통계학

 분석을 통제하 고, 설문 분석방법은 먼  설문 상

과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해 평균, 빈도 등의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 으며, 측정도구에 한 신뢰도 검

증을 해 Cronbach’s 알  계수를 산출하 고, 타당성 

검증을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한 본 

연구 모형에 한 가설을 검증하기 해 다 회귀분석

을 실시하여 연구 모형에 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가

설 계를 검증하 다. 

 

3.2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클래식 공연 선택요

인을 바탕으로 클래식 공연 로그램을 분류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 다. 실정분석을 해 주요 변수들에 

한 다음과 같이 조작  정의를 하 다. 공연유형에 

한 명칭과 인지는 국 공연장에서 분류된 유형을 제시

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일반 인 상식 수 의 지

식으로 클래식 공연을 람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인

지를 제로 하 다. 독립변수는 공연유형의 인지의 내

용, 알고는 있지만 의미를 두지 않음, 인지 후 활용성 등

을 아우르는 유형인지와 유형인지에 의한 유형 활용이 

클래식 발 에 향을 나타내는 H3 검증을 하여 유

형 활용의 수용도(H3-1, H3-2)와 만족도(H3-3, H3-4)

를 설정하 다. 유형인지에 의한 유형 할용(H1)과 클래

식의 발 에 한 객개발(H2-1, H3-1, H3-3)과 마니

아층이동(H2-2, H3-2, H3-4) 종속변수로 정의 하 다. 

설문지 구성은 공연 유형에 하여 본 연구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선행연구의 선택요인에 한 내용과 

클래식 발 에 한 유형인식과 활용, 활성화 등에 

하여 수용도, 만족도, 객개발, 마니아층 이동에 하

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 고, 폐쇄형 질문지에 

각 변수의 연구 자료를 리커트(Likert) 5  척도로 설문

조사를 하 다.

3.3 연구모형 

연구문제의 검증을 해서 클래식 객을 상으로 

유형인지의 속성을 분석하고, 유형인지에 의한 수용도

와 만족도 나아가 객개발과 마니아층 이동 등 클래식

발 의 선택  요인 작용을 모형화하면 [그림 1]과 같

이 설정 할 수 있다. 

클래식공연

유형 활용

수용도

클래식공연

유형인지

     

H1 만족도

         H3

     H2 클래식공연

발전

관객개발

마니아층 이동
(충성도)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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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 설 결과

가설1
클래식공연 유형인지는 클래식공연 유형 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1

클래식공연 유형인지는 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2

클래식공연 유형인지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Ⅳ. 연구결과 및 분석

1.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을 해 SPSS 통계패키지 로그램을 

활용하여 내 일 성 방법을 용하 고, 항목들에 

한 일 성이나 동질성 도를 평가하기 해 크론바하 

알 (Ch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 다. 기 은 선행

연구자들이 일반 으로 채택하고 있는 0.6을 기 으

로 채택하 다.

유형인지, 수용도, 만족도, 객개발, 마니아층이동 

총 5개 항목에 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론바

하 알  값은0.881로 나타났으며, 이는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각 항목별 계수는 수용도 0.841로 높은 신뢰

도를 보 고, 마니아층이동 0.798 객개발 0.740 만족

도 0.737 유형인지 0.702로 어느 정도 신뢰도를 나타냈

다[표 8].

표 8. 항목별 Chronbach's α 계수

구  분 Cronbach의 알

유형인지 0.702

수용도 0.841

만족도 0.737

관객개발 0.740

마니아층이동 0.798
  

              

2. 상관관계 분석

각 유형에 변수간의 계의 강도를 검정하기 하여 

상 계(correlation)를 분석하 다. 상 계 분석은 

유형인지, 수용도, 만족도, 객개발, 마니아층이동 총 5

개 유형이고 상 계수는 피어슨의 률상 계수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를 용하

다. 분석한 결과 모두 정(+)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상관관계 분석

구 분
유형
인지

수용도 만족도
객
개발

마니아층
이동

유형인지
Pearson 
상관계수

1 .602** .574** .514** .408**

수용도
Pearson 
상관계수

.602** 1 .798** .684** .555**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574** .798** 1 .688** .542**

관객개발
Pearson 
상관계수

.514** .684** .688** 1 .642**

마니아층
이동

Pearson 
상관계수

.408** .555** .542** .642**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그 에서도 유형 활용에 의한 람 공연증가, 인식

에 의한 지식증가, 스스로 취향을 형성하는 수용도가 

선호 장르, 단체 생김, 몰입도 높음 등 만족도 변수간의 

계가 0.789로 가장 높게 분석 되었고, 만족도- 객개

발 0.688, 수용도- 객개발 0.684, 객개발-마니아층이

동 0.642, 유형인지-수용도 0.602로 높은 수 의 상

계를 나타냈으며, 유형인지-만족도 0.574, 수용도-마니

아층이동 0.555, 만족도-마니아층이동 0.542, 유형인지-

객개발 0.514 등은 보통수 의 상 과계를 보 다. 그

러나 유형인지가 마니아층 이동의 상 계는 0.408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높은 단계의 클래식 근, 

지식인 이미지, 자발  티켓 구매 등 장기  클래식 취

향의 형성에 한 것으로 유형인지가 단기간의 상

계가 작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3. 회귀분석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F값에 한 유의확률을 근거로 모형

에 한 유의성 여부와 변수간의 계에 한 

계수, 

t값에 의한 독립변수 유의성, 종속변수에 의한 독립변

수의 향력을 나타는 β값 모두 유의미한 정(+)의 향

으로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에 맞는 가설설정을 명확

히 하고, 이에 한 신뢰도, 타당성 분석을 한 후 가설검

정으로 가설을 채택하 으며 [표 10]과 같다.

표 10.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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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클래식공연 유형인지는 클래식공연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1

클래식공연 유형인지는 관객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2

클래식공연 유형인지는 마니아층이동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채택

가설3
클래식공연 유형 활용은 클래식공연 발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채택

가설
3-1

수용도는 관객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2

수용도는 마니아층이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3

만족도는 관객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4

만족도는 마니아층이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1 표준화계수 베타(β)

공연유형에 한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에 한 독

립변수의 향력을 의미하는 표 화계수 베타(β) 값은 

분석하 다. 3개의 가설을 포함한 총 8개 항의 분석에

서 유형인지, 수용도, 만족도 3개의 독립변수와 수용도, 

만족도, 객개발, 마니아층이동 종속변수의 향력 분

석한 결과 40%~60% 의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설 3-3. 만족도는 객개발의 68.8%의 가장 높은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가설 2-2, 유형인지

는 마니아층이동은 40.8% 결과로 가장 낮은 향력을 

보 다. 각 항의 베타(β) 값은 [표 11]과 같다.     

   
표 11. 표준화계수 베타(β) 

구분 표 화계수 베타(β)

가설1-1 유형인지→수용도 0.602

가설1-2 유형인지→만족도 0.574

가설2-1 유형인지→관객개발 0.514

가설2-2 유형인지→마니아층이동 0.408

가설3-1 수용도→관객개발 0.684

가설3-2 수용도→마니아층이동 0.555

가설3-3 만족도→관객개발 0.688

가설3-4 만족도→마니아층이동 0.542

  

3.2 기술통계량

리커트 5  척도로 334명의 설문을 받은 각각 요인의 

평균으로 [표 12]와 같이 조사되었다. 그 에서 유형인

지 요인이 평균 3.3903으로 표 편차 .42638에 가장 가

까운 수 분포도를 나타냈고, 마니아층 이동은 평균 

3.4795에 표 편차 .62628로 가장 먼 분포도를 나타냈다. 

표 12. 기술 통계량

구  분 평  균 표 편차 N

유형인지 3.3903 .42638

334

수용도 3.7226 .58939

만족도 3.7493 .57978

관객개발 3.6841 .57226

마니아층이동 3.4795 .62628
 

 

3.3 가설검증 결과  

총 8개의 가설검증을 해서 회귀분석을 진행하 다

[표 13]. 먼  연구 모형에 유의성의 여부 F값은 회기분

석 신뢰구간 95% 기 으로 만족도→ 객개발 298.879, 

수용도→ 객개발 291.136, 유형인지→수용도 188.738 

순으로 높게 나왔고 가장 낮은 모형은 유형인지→마니

아층이동으로 66.207 이 다. 유의확률은 모두 0.000으

로 0.05보다 작기 때문에 연구 모형은 모두 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종속변수 가운데 독립변수의 설명되는 

부분의 

계수는 유형인지→ 객개발 51.4% 만족도

→ 객개발 47.4% 수용도→ 객개발 46.7% 순이고 유

형인지→마니아층이동 16.6% 문항이 가장 낮았다.

표 13. 회귀모형 결과

모  형 t
유의
확률

F 


H1. 
H1-1

(상수) 4.354 .000
188.738 .362

유형인지→수용도 13.738 .000

H1-2 (상수) 5.282 .000
163.186 .330

유형인지→만족도 12.774 .000

H2.
H2-1

(상수) 6.225 .000
119.424 .514

유형인지→관객개발 10.928 .000

H2-2
(상수) 5.761 .000

66.207 .166
유형인지→마니아층이동 8.137 .000

H3
H3-1

(상수) 8.279 .000
291.136 .467

수용도→관객개발 17.063 .000

H3-2
(상수) 7.025 .000

147.759 .308
수용도→마니아층이동 12.156 .000

H3-3
(상수) 7.627 .000

298.879 .474
만족도→관객개발 17.288 .000

H3-4
(상수) 6.802 .000

137.857 .293
만족도→마니아층이동 11.741 .000

독립변수에 유의성을 확인하는 t값은 단순회귀분석

에서는 F값에 유의확률이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F값이 

유의하다면 t값도 유의한 것으로 단한다. 8개 항 모두 

t값이 17.288에서 8.137로 양수로 나타났고, 단순회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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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는 F값과 t값에 한 유의확률이 동일하게 나타

나므로 F값이 유의하다면 t값도 유의한 것으로 단한

다. 본 모형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0.05보다 작으므로, 

독립변수 유형인지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향을 종속변수에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의 향력 베타(β)값은 만족도→ 객개발 

최고 68.8%에서 최  유형인지→마니아층이동 항목이 

40.8%로 정 인 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분석결과 논의

클래식 소비자가 공연 선택 시 공연유형을 활용성 여

부와 공연 유형의 활용으로 공연 활성과 즉 클래식 발

에 향을 주는가를 하는 을 연구하 다.   연구결

과 공연을 1회 이상 람한 설문을 통해서 클래식 소비

자들은 유형을 의식 이든 무의식 이든 인지를 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객개발과 클래식 확장에 향

(+)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는 공연의 기

획자와 소비자 사이의 공연선택의 요소로서 활용하면 

소비자들은 경험재의 장 을 살릴 수 있고, 공 자는 

소비자의 타깃층을 집  공략할 수 있고 마 의 요소

로서 활용이 용이할 것이라 단한다. 

유형인지에 의한 활용부분(H1)은 수용도와 만족도

를 변수로 활용한 연구에서 향(+)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수용도는 외부의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

로 유형의 인지가 앞으로 람 공연증가, 유형 활용으

로 클래식 지식증가, 스스로 취향을 형성하는 향력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60.2%의 정 인 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만족도는 유형을 활용하여 

선호하는 장르나, 연주자, 단체 등이 생기고, 공연에 만

족도와 몰입도에 향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57.4%의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연 소비자들은 

유형을 알고 있으며, 다만 활용부분은 의식하고 람하

는가, 의식하지 못하고 람하는가의 차이에서 유형을 

제시 했을 때가 수용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입증하

는 것이다.  

다음은 유형의 인지가 객개발과 마니아층을 형성

하여 클래식 발 에 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H2)에

서 모두 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객개발

은 선행연구에서 정리한 여러 가지 선택  요인들과 다

르게 공연 로그램 구성에 의한 유형을 극 으로 활

용하여 단계  자기발 , 음악지식이 늘어남, 타인에게 

공연 람 권유, 단계  자기발  등을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51.4%의 정 인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형의 인지가 클래식 소비자의 

자기개발과 타인에게 클래식을 권유하는 발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마니아층이동의 

향은 40.8% 의 낮은 의미를 나타내었다. 

기술통계량의 표 편차에서도 평균과의 가장 먼 분

포도를 나타낸 마니아층의 이동 요인은 국내 클래식의 

주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형인지에 의한 단계  이

동이 더 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니아층은 정통

클래식형을 선호하며 높은 단계의 클래식 지식을 가지

고 스스로 티켓을 구입하는 극 인 소비층을 형성하

고 있다. 국내 표 인 마니아층은 말라리아(말러를 

좋아하는 모임)를 들 수 있다. 말라리아는 말러연주에 

참여하고 동호인을 결성하고 SNS를 통하여 공연 평가

는 물론 공연 소비에도 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마

니아층은 직 인 유형인지 보다는 유형 할용에 수용

도와 만족도의 간 인(H3) 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유형인지에 의한 간 인 유형활용을 독립변수로 

하여 클래식 발 에 향을 주는가(H3) 연구에서 수용

도(H3-1)와 만족도(H3-3)는 객개발 종속변수에 각

각 68.4%와 68.8%의 높은 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는 유형인지에 의한 직 인 향보다, 유형을 

활용한 간  방법이 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클래식의 유형분류는 목 에 의한 분류로서, 분류자체

의 의미를 공연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킬 수단을 실행한

다면 클래식 발 에 향을 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클래식 활성화를 하여 최근 3년간 국 

공연장에서 진행된 클래식 공연의 유형을 조사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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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분류하고, 분류된 내용이 소비자의 클래식 공연의 

선택과 이를 통한 공연 확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첫째, 클래식 공연 소비자들은 잠재 으로 공연 유형

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공연선택의 요소 활용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공연 로그램을 분류한 5가지 유

형(정통 클래식 유형, 옴니버스 유형, 처 유형, 크로스

오버 유형, 혼합 유형)을 인지하고 이를 공연선택의 요

소로 활용하 고, 유형을 인지하고 람을 하면 만족도

에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런 결

론은 유형을 통하여 람 공연의 내용과 로그램, 공

연 진행 형식을 사 에 인지함으로서 경험재의 단 을 

보완할 수 있고, 체계 인 공연 람 문화를 체득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둘째, 유형 인지에 의한 소비자들의 수용도와 만족도

는 객개발과 클래식 공연발 에 향을 미친다는 결

론을 얻었다. 소비자들의 수용도와 만족도는 클래식 공

연을 자발 으로 람과 타인에게 권유, 클래식을 즐기

는 자부심, 높은 리티의 공연 람, 티켓 구입의 극

성 등 클래식 객개발과 클래식 발 에 향을 미친

다. 공연의 선택  요인들  공연 유형 분류는 학습으

로 체득된 장기 인 취향에 비해 비교  쉽고 짧은 시

간에 인지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셋째, 분류된 유형은 공연 공 자(제작자)는 명확한 

타깃층 설정과 흥행을 한 마  기법으로 활용 할 

수 있다. 공연의 질  성장과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 에서, 공연 유형 분류는 략  근과 체계화된 

마 으로 타킷층 설정이 용이하고, 클래식 공연 확장

에 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리고 소비자와 객

주의 연구에서 공 자(기획자, 단체 등)측면의 연구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 공연을 공 하는 제작자

는 클래식을 어렵게 느껴지는 소비자를 하여 흥미

주의 크로스오버 옴니버스 유형, 자라나는 청소년을 

한 처 콘서트 유형, 높은 실력의 연주와 유명도에 의

한 정통클래식 유형 등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와 선택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가장 요한 요인인 마니아층 이

동에 한 통계 분석은 가장 낮은 향으로 국내 클래

식의 주소를 나타냈지만, 유형인지에 의한 향력보

다는 유형인지에 의한 수용도와 만족도가 높을 때 단계

 이동이 더 향력을 높음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클래식 공연 소비자들은 5개의 클래식 

유형을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 활용으로 클래식 활성화

와 클래식 변 확 에 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결론

을 도출하 다. 분류된 공연 유형은 소비자들의 공연선

택 요인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유형을 활용하여 클래식 

공연 활성화에 한 의미가 있으며,  유형의 활용으

로 기획자 제작자들의 홍보수단으로 할용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석하 다. 

클래식 본질 인 성장은 상품성이 있는 음악(공연) 

자체를 목 으로 하는 마니아층의 약  성장과 높은 충

성도를 지속시키는 것이 요하다. 최근 클래식 공연은 

해외 유명 청공연과 지휘자 정명훈, 피아니스트 조성

진 등 스타  출연자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순식간

에 매진되는 사례가 있다. 이는 오늘의 클래식 소비자

들의 유형 활용과 단계 으로 발 에 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다. 이러한 결과를 발 시키기 해선 클

래식 공연기획자와 로그램에 여하는 연출자의 방

향성이 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연을 홍보하는 홍보

마  치 한 략  근이 필요하다. ‘부천시립교향

단 임헌정 지휘자의 말러시리즈’, ‘경기도립오 스트라 

성시연 지휘자 앱솔루트 시리즈’는 정확한 공연유형의 

설정으로 소비자들 선택요인을 뚜렷이 한 성공 인 공

연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처럼 향후 클래식 공연은 공

연유형을 명확히 하고 꾸 히 노출하여 소비자들이 주

 선택을 넓 주는 것이 요하다고 단된다.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클래식공연유형과 인식, 활동 

등은 학문은 아직 기의 단계에 있으므로 학문  완성

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지 되며, 연구 결과 시사 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 이 있다. 클

래식공연유형 인식과 활용 그리고 활성화의 개념과 특

성의 검증에 한 보다 구체 이고 체계 인 연구가 필

요한 것으로 단된다. 클래식 공연 등은 최근 업에

서의 왕성한 활동과 연구 상으로 본 연구에서 그 용

가능성을 실험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공연장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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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공공 공연장으로 한 과, 지역의 공공 지원 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 표본의 수가 다소 은 

334명의 클래식 공연을 1회 이상 람한 객을 상한 

한 들은 향 후 표본의 증가와 함께 유형의 마 활

용 방법 등에 한 추가 인 연구와 근이 모색되어져

야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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