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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

전히 노인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노인은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축소에 따라 남은 생애에 대한 압박감, 사회

로부터의 소외감 등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이 사회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여가, 특히 문화예술향유는 노인의 삶의 질 측면에

서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노인은 사회적 관계와 함께 또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아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 즉 가족관계와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노인의

문화예술향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직접 관람 빈도

각 문화예술행사의 접근성을 반영한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그리고 각 문화예술행사의 평균 시장가격을 가중치로 하는 △직접

관람 지출이다. 독립변수는 사회적 관계를 △가족관계와 △사회관계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 것이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성별 △지역 △교육수준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 △경제

활동여부 △소득수준으로 설정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노인은 전반적으로 문화예술향유를 적게

하는 편으로, 노인의 문화예술향유는 비노인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

준이었다. 독립변수인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에 따라 살펴보면 노인은

관계를 맺는 가족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사회관계가 다소 있을수록

문화예술향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3의 변수를 통제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기

술통계 분석 결과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노인의 문화예술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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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부가구 > 가족동거가구 > 독신가구 순으로 더 많아 “가족관계

는 노인의 문화예술향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을 부분적으로 지지했다. 그리고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노인보다 다

소 있는 노인의 문화예술향유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관계는

노인의 문화예술향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지지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첫째, 노인이 문화예술향유를 상당히 적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둘째, 사회적 관

계 즉 가족관계와 사회관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가 될 수도 있으므로 노인의 문화예술향유 증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셋째, 사회적 관

계의 형성과 유지와 관련하여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사회적

활동이 문화예술향유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주요어 : 문화예술향유, 가족관계, 사회관계, 문화정책, 노인정책

학 번 : 2015-2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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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20%에 해당하는 고령사회

(aged society)에 진입하였고,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행정자

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1)에 따르면, 2017년 8월 31일 기준 만 65세 이상2)

노인인구는 725만 7,288명으로 전체인구의 14.0%로 집계되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은 이미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후기

고령사회(post-aged society)에 접어들었고, 경북·전북·강원 등3)의 지역도

후기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보건·의료, 빈곤,

주거, 일자리 등을 주축으로 노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상대

적으로 노인의 여가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예비노인인구인 베이비붐 세대4)의 여가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가 일부 이

루어지고 있으나, 이미 노년의 삶에 접어든 노인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노인은 자녀의 독립, 은퇴, 배우자와의 사별 등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고, 이는 노인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역할의 상실과 축소로 이어

진다. 노인이 겪는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축소는 ‘일이 없어 남는 시간’을

의미하는 ‘여가’5)의 증가와 동시에 남은 생애에 대한 압박감, 사회로부터

의 소외감 등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은 노인이 늘어난 여

1)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rcps.egov.go.kr:8081/)

2) 정부가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다.

3) 해당 지역의 2017년 8월 31일 기준 노인인구 비율은 전남 21.4%, 경북 18.8%, 전북

18.8%, 강원 17.9%이다.

4)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63년에 출생한 약 730만 명의 인구집단을 의미

한다(2017년 8월 31일 기준).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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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노인은 가족관계를 적절히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등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감을

지속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므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 활동 1순

위는 수동적이고 고립적으로 이루어지는 TV 시청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6a; 통계청,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특히 노인이 홀로 습관적으로 TV 시청에만 몰입할 경우 극심한 우울감과

고독감을 가져와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윤혜진, 2015a).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지난 10여 년 동안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

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윤혜진, 2015b)은 노인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

는 여가 활동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존재로 유지되기 원하는 노인에게 긍정적인 여가 활동은 말

그대로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거나 유지할 수 있고, 그 관계 안에서

긍정적인 감정과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여가 활동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본 연구는 문화예술향유를 조명

하려고 한다.

문화예술은 예술을 중심으로 예술적 특성을 가진 문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과 같이 인간의 정서적 욕구를

드러내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활동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물이나 가치

등을 의미한다(정홍익, 2014). 문화예술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impact) 또는 혜택(benefits)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문화예

술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도시재생, 관광 활성화, 교육 증진, 건강 증진

등의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수단

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연대감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정홍

익, 2014; Creative City Network of Canada, 2006; McCarthy et al., 2001;

Ruiz, 2004). 따라서 문화예술향유는 공공재적 가치, 특히 사회적 가치가

큰 여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향유가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배우자, 자녀, 친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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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회적 관계와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

회적 관계가 문화예술향유의 ‘동반자로서 함께한다’는 좁은 의미뿐만 아니

라, 문화예술향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는다’는 넓은

의미도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은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또는 사

회적 관계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아 문화예술을 즐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끊임없이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관

계를 유지하거나 그 크기를 확장함으로써 사회적 욕구를 충족한다. 따라서

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노인이 문화예술을 누리는 목적

임과 동시에 얼마나 향유할 것인지를 말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문화예술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이 주로 경제

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문화예술향유 지원정책의 부차적 대상

이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임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기 원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의 문화예술향유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노인의 사회적 관계의 두 가지 차원인 가족관계와

사회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육수준, 과거 문화예술

교육 경험, 소득수준 등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문화예술향유 영향요인으로

논의하고 있는 변수를 통제한 후 사회적 관계와 노인의 문화예술향유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본 연구는 노인의 문화예술향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회적 관계

즉 ‘환경적으로 주어진 가족관계’와 ‘정책적으로 조성된 사회관계’ 중심으

로 비노인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문화예술향유에서

가족관계와 사회관계 같은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노인의 문화예

술향유 증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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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노인의 문화예술향유 영향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 중에

서도 노인의 사회적 관계인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에 주목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다. 문화예술향유는 문화향수실태조사 유효 응답자의 10개 분야 문화

예술행사(문학행사, 역사/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 미술전시회, 서양음

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 직접 관람 실태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 중 가족관계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 같

은 가족 구성원과 맺는 관계를, 사회관계는 가족 이외의 지역사회 구성원

과 맺는 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노인의 문화예술향유가 가지는 의의와 노인의 문화

예술향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향유 영향요인 중에서 사회적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어보고자 한

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의 비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

하고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또한 분석을 위하여 노인의 기준을 정하

고, 데이터를 소개한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를 측정한 후, 본 연구의 분석방법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적인 시사점과 더불어 본 연구의 한계를 짚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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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본 절에서는 첫째,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노인이 가지는 욕구와 문화

예술의 공공재적 가치를 중심으로 노인에게 문화예술향유는 어떤 의의를

가지는 여가 활동인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 노인의 문화예술향유 영향요

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셋째, 여러 문화예술향유

의 영향요인 중노인의 사회적 관계를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의 차원에서 주

목한 배경이 되는 이론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1. 노인의 문화예술향유가 가지는 의의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자녀의

독립, 은퇴에 이은 재고용, 그리고 다시 은퇴, 배우자와의 사별 등의 사건

이 노년에 접어든 사람에게 일어난다. 따라서 노인은 부모와 배우자와 같

은 가족 구성원 안에서의 역할 그리고 근로와 같은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얻은 지위의 상실과 축소를 겪게 된다. 이는 노인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데 필요했던 시간이 여가로 전환됨을 말한다. 사전적으로 ‘일이 없어 남는

시간’을 의미하는 ‘여가’는 ‘개인이 자유롭게 재량껏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이기도 하다(Kelly, 1996). 그러나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축소에 따른 여가

의 급격한 증가는 노인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다. 사회로부터

의 소외감과 남은 생애를 만족스럽게 보내는 것에 대한 압박감 등이 작용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이 여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노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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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1960)에 따르면 노인은 노년의 삶에서 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원하는 몇 가지가 있다. ①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싶은 욕구(Need to render some socially useful service) ②공동체의 일

원으로 여겨지고 싶은 욕구(Need to be considered a part of the

community) ③늘어난 여가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싶은 욕구(Need to

occupy their increased leisure time in satisfying ways) ④정상적인 동반

자 관계를 즐기고 싶은 욕구(Need to enjoy normal companionships) ⑤개

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Need for recognition as an individual) ⑥자기

표현과 성취감의 기회를 갖고 싶은 욕구(Need for opportunity for

self-expression and a sense of achievement) ⑦건강관리에 대한 욕구

(Need for health protection and care) ⑧적절한 정신적 자극에 대한 욕구

(Need for suitable mental stimulation) ⑨적절한 주거형태와 가족관계에

대한 욕구(Need for suitable living arrangements and family

relationships) ⑩영적인 만족에 대한 욕구(Need for spiritual satisfaction)

가 그것이다. 이러한 노인의 욕구 중 대부분은 노인이 사회적 존재로 유지

되기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의 여가는 노인이 사회적 소속

감과 연대감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여가 활동은 노인에게 ①신체적 이점

(Physical benefits) ②심리적 이점(Psychological benefits) ③사회적 이점

(Social benefits) ④일반 복지적 이점(General wellbeing) ⑤사회 전반적

이점(Societal benefits)을 제공한다. 신체적 이점은 질병의 예방/지연

(prevention/delay of illness)과 생활 기능의 향상(improved functional

ability) 등, 심리적 이점은 인지능력의 향상(improved cognitive

performance)과 기억력 향상(better memory) 등, 일반 복지적 이점은 행복

감(feeling of wellbeing)과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등, 사회 전반적

이점은 결속력 있는 공동체(more cohesive communities)와 복지비용의 감

소(reduce health and social care costs) 등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 노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이점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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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 new friends), 협동적인 활동에 참여하고(engage in cooperative

activities),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maintain social network), 유대감과

호의를 경험하고(experience fellowship and goodwill), 사회적 지지를 교

환하는(give and receive social support) 것을 의미한다(Boyes, 2013).

비슷한 맥락에서 문화예술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은 인간이

정서적 욕구를 표출하고 향유하는 활동과 산물,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 등을 말한다. 문화예술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impact) 또는 혜택(benefits)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증명한다.

먼저, 문화예술이 정서적 욕구를 드러내는 활동이라는 것은 문화예술향유

자체만으로 정서적인 만족을 높일 수 있음을 말한다. 나아가 문화예술은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가치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정홍익, 2014). 먼저, 문화예술

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한다. 문화예술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은 직접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고용을 만든다. 그리고 문화예술

을 활용하여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형성 및 개선하고,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은 학습능력과 창의력 향상, 책임감과 자신

감 개선 등을 가져와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은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은 지역사회 구성원 간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자원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한다(정홍익, 2014; Creative City Network of Canada, 2006;

McCarthy et al., 2001; Ruiz, 2004). 따라서 개인과 사회는 각자가 원하는

욕구와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활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

적 역할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활동의 한 유형

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향유는 노인에게 사회적 존재로서

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노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의가

있다(김신영·임창규, 2011; 윤혜진, 20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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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의 문화예술향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

문화예술향유는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를 설명

하고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이론은 연구마다 다양하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언급하는 개념으로는 문화자본, 여가제약요인, 문화접근성이 있다.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은 Bourdieu(1984)가 주창한 이론의 핵심

으로 문화적 환경과 후천적 교육을 통해 체화된 고급 예술(high arts)에 대

한 취향과 선호, 지식 등을 의미한다. 체화된 형태의 문화자본은 오랜 시간

교육과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직접적인 수량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

에서 계급을 구별 짓는 수단으로 여겨진다(김수정·이명진·최샛별, 2015; 남

은영, 2010; Bourdieu, 1984; Lamont & Lareau, 1988; Throsby, 1999).

선행연구는 이러한 개념과 특성을 가진 문화자본에 두 가지 방식으

로 접근한다(한경혜·김주현·박경련, 2013). 첫 번째 접근방식은 문화자본의

개념에 포함된 세 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태도

△문화예술 활동 여부 △문화예술 관련 지식과 정보를 문화자본으로 여기

는 것이다(서순복, 2010; 성제환, 2012; 정철현·황소하, 2010; 허식·윤수영,

2013; 한경혜·김주현·박경련, 2013; DiMaggio, 1982).

계급의 구별 짓기 수단으로 여겨지는 문화자본의 특성을 토대로 하

는 두 번째 접근방식은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이 나타내는 사회적 지위로

문화자본을 대체하는 방식이다(이은우, 2016; Diniz & Machado, 2011;

Holt, 1998). 그러나 문화자본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고(한경

혜·김주현·박경련, 2013), 문화자본을 형성하는 데 수많은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문화자본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식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권현정·박화옥, 2008; 남은영, 2010; 홍윤미·이명우·윤기웅, 2015).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수의 연구는 문화자본이 문화예술향유의

중요한 영향요인 중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권현정·박화옥, 2008; 남은영,

2010; 서순복, 2010; 성제환, 2012; 이은우, 2016; 정철현·황소하, 2010; 허

식·윤수영, 2013; 홍윤미·이명우·윤기웅, 2015; Diniz & Machad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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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rickson(1996)은 문화자본을 계급에 대한 관점에서 본

Bourdieu가 문화적 다양성(Cultural variety)과 사회적 연결망이라는 두 가

지 중요한 측면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고급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

은 고급 예술을 배타적으로 향유(Snob)하며 계급을 구별 짓는다기보다 다

양한 예술을 향유하는 다중취향(Omnivore)을 가지고, 사회적 연결망은 문

화자본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남은영, 2010; Erickson, 1996;

Katz-Gerro, 1999; Peterson, 1997). 최근에는 Bourdieu가 분석한 1960대

프랑스와 달리 문화예술을 고급과 저급으로 이분화 하고, 이를 계급의 지

표로 삼는 개념은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다.6) 또한 사회적 연결망이 문화자

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한경혜·김주현·박경련,

2013; Upright, 2004).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이 문화

자본 개념에 매몰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권현정·박화옥, 2008; 성제환,

2012; 허식·윤수영, 2013; 홍윤미·이명우·윤기웅, 2015). 문화자본은 문화예

술향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지되고 있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이

나 교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발생한다. 즉 문화자본은 문화예술향유의 결과

물이라는 것이다. 노인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의 방식으로

문화예술을 누리는 것이라면 사회적 연결망은 문화자본보다 선행된다고

볼 수 있다.

여가제약요인(Leisure constraints)은 여가 활동의 선호, 참여와 만족

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수진·허선희·홍순영, 2011).

Crawford & Godbey(1987)와 Crawford, Jackson & Godbey(1991)는 여가

제약요인을 세 가지 차원 즉 ①내적 제약요인(Intra-personal constraints)

②대인적 제약요인(Inter-personal constraints) ③구조적 제약요인

(Structural constraints)으로 모형화한 여가제약모델(Leisure constraints

model)을 제시한다. 내적 제약요인은 여가 활동에 대한 개인의 취향과 선

호, 심리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 대인적 제약요인은 여가 활동을 함께할

동반자가 없거나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에 대한 주변 사람의 인식과 태도

6) 이는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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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정적인 경우를 말한다. 구조적 제약요인은 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간

과 비용, 정보 등과 같은 외부적 상황을 포함한다. 이들이 제시한 여가제약

모델은 내재적 제약요인 → 대인적 제약요인 → 구조적 제약요인 순으로

위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앞 단계의 제약요인을 극복해야 다음

단계의 제약요인을 경험할 수 있고, 구조적 제약요인까지 이겨내면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가제약요인의 순차적인 위계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정

란수·이훈·이인재(2007)는 메타분석(Meta analysis)을 바탕으로 기존 모델

의 구조적 제약요인을 주어진 사회적 맥락 해당하는 구조적 제약요인과

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정보 등을 의미하는 물질적 제약요인으

로 세분화한다. 그리고 구조적 제약요인 하에서 내재적 제약요인과 대인적

제약요인, 물질적 제약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본다. 이는 사회

구조와 행위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사회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Ritzer, 2006).

McGuire & Norman(2005)과 Kleiber & Nimrod(2009)는 은퇴자를

비롯한 노인의 여가제약요인에 관심을 기울였다. 재정적 어려움, 신체적

활동의 제한, 배우자와 자녀, 친구 등 여가 활동을 함께할 동반자의 부재,

자신감 결여 같은 심리적 요인, 은퇴 이후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여가 활동

참여 기회의 감소 등이 노인의 주요 여가제약요인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문화예술향유 영향요인은 문화접근성(Cultural accessibility)

관점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정무성, 2014). 문화접근성은 의료·보건, 복지

등의 분야에서 주로 논의된 접근성(Accessibility)의 개념을 문화 영역에

적용한 것이다. 공급자가 사회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전달하는 기존의 방식

에서 수요자가 사회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사고로의

전환은 접근성 논의의 시작점이 되었다(최상미·채성현, 2015). 마찬가지로

문화 영역에서도 문화예술향유를 위해 필요한 자원에 보편적으로 접근 가

능해야 한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문화접근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예술향

유는 경험재적 특성을 지니므로 문화접근성은 문화예술향유에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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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여건을 의미하는 ①경제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지리적 상황, 교통 및

시설에 대한 ②물리적 접근성, 문화예술 관련 지식과 정보의 획득과 활용

에 따른 ③정보 접근성,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과 선호 등을 포함하는 ④경

험적 접근성의 네 차원으로 구성된다(정무성, 2014; 최상미·채성현, 2015).

이는 △비용이 많이 든다(Costs too much) △시간이 부족하다(Could not

find time) △(거리, 교통 등으로 인해) 가기 불편하다(Too difficult to get

there) △함께할 사람이 없다(Could not find anyone to go with)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Programs or events were not of interest)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c; NEA, 2015).7)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문화예술향유 영향요인을 설명하는 문화자본,

여가제약요인, 문화접근성 세 가지 이론을 살펴본 결과 문화예술향유를 촉

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을 설명하고 분류하는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고,

서로 겹치는 개념과 그렇지 않은 개념이 혼재되어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맥락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다루

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성별 △지역 △교육수준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

험 △경제활동 여부 △소득 등을 노인의 문화예술향유에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해보면, 첫째,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문화예술향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신영·임창규, 2011; 성제환, 2012; 이은우,

2016; 한경혜·김주현·박경련, 2013; 홍윤미·이명우·윤기웅, 2015; Diniz &

Machado, 2011; Keaney & Oskala, 2007; Upright, 2004). 일부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활동이나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성별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권현정·박화옥, 2008; 허식·윤수영, 2013). 또한 노인의

경우 기대 여명(life expectancy)이나 사회적 관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성별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제기된다(성제환, 2012; 허식·윤수영, 2013;

Diniz & Machado, 2011; Keaney & Oskala, 2007).

7) 이는 여가제약요인으로도 볼 수 있는데, 문화접근성이 열악하다는 것은 여가제약요인

이 많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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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 문화예술향유가 더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은우, 2016; 허식·윤수영, 2013; Diniz & Machado, 2011). 대도시 지역

은 비도시 지역에 비해 문화기반시설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물리적 접

근성 또한 용이하다. 그리고 인구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으면 사회적 상호

작용이 더 활발히 일어난다(허식·윤수영, 2013; Diniz & Machado, 2011).

반면 문화예술을 서양음악, 무용 같은 순수예술에 한정하여 분석한 연구의

경우 지역별 영향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순수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제환, 2012; 홍윤미·이명우·윤기웅, 2015). 권현정·박화옥(2008)은 지역

에 따른 문화예술향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이는 서울

및 수도권에 한정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구분한 한계점이 있다. 덧붙여

Diniz & Machado(2011)은 대도시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정도

와 문화예술 관련 지출을 분석하였는데, 문화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수

록 문화예술 관련 지출이 감소하였다.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을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향유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

기 때문이다.

셋째, 높은 교육수준은 문화예술향유에 강력한 정(+)의 영향을 준다

(김신영·임창규, 2011; 남은영, 2010; 성제환, 2012; 이은우, 2016; 한경혜·김

주현·박경련, 2013; 허식·윤수영, 2013; 홍윤미·이명우·윤기웅, 2015; Diniz

& Machado, 2011; Keaney & Oskala, 2007; Upright, 2004). Diniz &

Machado(2011)는 교육수준이 정보의 획득 및 처리 능력(the individual’s

ability for processing and acquiring information)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 역시 문화예술향유에 긍정적인 영향요인

으로 나타났는데, 몇몇 선행연구는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영향이 교육

수준의 영향보다 더 클 것으로 제시한다(성제환, 2012; 허식·윤수영, 2013;

Ateca-Amestoy, 2008; Diniz & Machado, 2011). 그러나 과거 문화예술교

육 경험의 영향이 노년기의 삶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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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된다(한경혜·김주현·박경련, 2013).

넷째, 소득수준은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향유에 강한 영향

을 주는 요인이다(김신영·임창규, 2011; 남은영, 2010; 김신영·임창규,

2011; 남은영, 2010; 성제환, 2012; 이은우, 2016; 허식·윤수영, 2013; 홍윤

미·이명우·윤기웅, 2015; Diniz & Machado, 2011; Upright, 2004). 그러나

허식·윤수영(2013)과 Diniz & Machado(2011)는 소득수준의 영향은 문화

예술향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소득효과와 동시에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기회비용효과가 혼재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소득을 얻기 위해서

는 일정 시간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향유할 시간이 없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활동 여부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하여 홍윤미·이명우·윤기웅(2015)은 일반적으로 소득효과가 기회비용효과

보다 크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과 경제활동 여부가

문화예술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노인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노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연금이나 부양으로 일정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은퇴 이전과는 달리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소득을 문화예술향유 대신 의료/보건 분야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소득의 영향이 선행연구와 다르

게 나타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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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의 사회적 관계: 가족관계와 사회관계

사회적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사회자본,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자원,

사회적 지지 등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타난다. 이를 요약하면 사회적 관계

는 가족, 회사, 그리고 지역사회 등 개인이 개인 또는 집단과 지속적으로

맺는 관계로, 그 크기와 범위까지 의미한다(남은영, 2010; 한경혜·김주현·

박경련, 2013; Bourdieu, 1986; 2011).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된 긍정적

인 자원 즉 사회적 지지도 사회적 관계 개념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남은영, 2010; Bourdieu, 1986; 2011; Coleman, 1988; Cohen & Hoberman,

1983).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①정서적 지지

(Emotional support) ②물질적 지지(Material support) ③정보적 지지

(Support via information sharing) ④평가적 지지(Support via evaluation)

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김신영·임창규, 2011; 박지원, 1985; 서진교,

2000; Richter, 1984). 따라서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지지는 집

합적 삶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고(남은영, 2010; 정수복,

1996), 가족이나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노인의 삶에서 필수적이다(신상식·

최수일, 2010).

이러한 논의를 통해 문화예술향유의 영향요인 관점에서 사회적 관계

를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는 문화예술향유를 저해하는 심리적 상태

를 완화하고, 문화예술향유에 필요한 비용이나 정보, 문화예술 관련 경험

자체를 제공한다. 즉 사회적 관계가 클수록 취향 및 문화예술향유의 다양

성이 더 증가한다는 것이다(Erickson, 1996).

노인의 사회적 관계는 크게 가족관계와 사회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가족관계는 배우자 및 자녀와 맺는 관계로, 노인의 사회적 관계에서 기

본이 되는 구성요소이다(강소랑·문상호, 2012; 김영범·박준식, 2004; 윤현

숙·유희정, 2006; 이혜자·박경애, 2009; 정여진·안정신, 2010). 한때 사회적

관계에서 가족관계는 폐쇄성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약할 것으로 인식되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박희봉·이희창·전지용, 2008), 최근에는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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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노인의 삶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의 사회

적 지지 측면에서 안경숙(2005)은 배우자와는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고, 자

녀와는 물질적 지지를 주고받는다고 본다. 사회관계는 노인이 가족을 제외

한 지역사회의 일원과 맺는 관계를 의미한다. 사회관계는 사회적 배경과

특성이 상이한 개인으로 구성되어있는 약한 관계이다(김신영·임창규,

2011). 따라서 사회관계는 서로 다른 개인이 가진 다양한 정보를 창출하고

교환할 수 있는 정보적 지지를 제공한다. 이는 가족관계와 같이 동질적인

관계는 높은 신뢰와 결속을 토대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반면, 사회관

계와 같이 이질적인 관계는 정보와 기회에 대한 접근을 늘려 구조의 확대

를 가져온다고 밝힌 선행연구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김신영·임창규,

2011; 한경혜·김주현·박경련, 2013; Dominguez & Arford, 2010). 그러므로

가족관계와 사회관계, 즉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노인의 문화

예술향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미루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예비노인이 아닌 이미 노년의 삶을 살고 있

는 노인에 대한 연구는 한정적임을 알 수 있다(권현정·박화옥, 2008; 한경

혜·김주현·박경련, 2013). 노인은 예비노인과 다른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를 전체 노인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더불어 사회적 관계를 가족관계와 사회관계라는 두 가지 차원을 모

두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논의한 사회적 지지 개념에서는 가

족관계와 사회관계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질이 다를 수 있

음을 언급하였다(김신영·임창규, 2011; 안경숙, 2005; 한경혜·김주현·박경

련, 2013; Dominguez & Arford, 2010).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가족관계와

사회관계 두 차원에서 모두 살펴볼 필요가 제기된다.

가족관계 측면에서 선행연구는 일반적인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와 자

녀 중 배우자만 주로 언급이 되고 있었다(권현정·박화옥, 2008; 한경혜·김

주현·박경련, 2013; Upright, 2004). 배우자의 여부가 문화예술향유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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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은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났다(권현정·박화옥, 2008; 이은우, 2016;

한경혜·김주현·박경련, 2013; 허식·윤수영, 2013; Upright, 2004). 이는 배우

자가 문화예술향유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태도와 평가 또

는 문화예술향유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 등으로 제약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함께 사는 자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어 가족관계의 크기를

대체하는 전체 동거 가구원 수는 가구소득의 가용범위를 설명하는 데 그

치기도 한다(이은우, 2016; 허식·윤수영, 2013). 그러나 Diniz &

Machado(2011)는 전체 동거 가구원 수의 증가로 나타나는 소득효과의 감

소는 문화예술 관련 지출 분위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홍윤미·이명우·윤기웅(2015)은 자녀의 유무는 문화예술

향유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으나, 이는 만 6세 미만의 미취

학아동이라는 점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 노

인이 함께 살고 있는 자녀는 소득이 있는 성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

녀가 동반자로서 함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양을 통해 문화예술향유

에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문화예술향유를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에서 사회관계의 중요성이 문화적 환경과 후천적

교육을 통해 체화된 문화에 대한 취향과 선호, 지식 등을 의미하는 문화자

본 개념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권현정·박화옥, 2008; 성제환, 2012; 허식·

윤수영, 2013; 홍윤미·이명우·윤기웅, 2015). 그러나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사회관계는 문화자본보다 선행되는 개념이다. 특히 노인은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의 일부로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그 결과로

문화자본을 축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화자본으로 제시된 문화예술

교육 등을 사회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는 환경적으로 주어진 사회적 관계인 반면, 사회관계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인위적으로 조성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선행연구는 이

를 놓치고 있다(김신영·임창규, 2011; 허식·윤수영, 2013). 김신영·임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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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는 친한 친구·이웃과의 관계를 약한 연결망 즉 사회관계로 보았다.

하지만 단체의 참여 등으로 맺어지는 보다 먼 관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허식·윤수영(2013)은 사회관계로 볼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사교육의 측

면으로만 바라본 한계가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에서 정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노인의 문화예술교육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방문화원, 노인복지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서울문화재단,

2015). 예를 들어 지방문화원을 즐겨 찾는 노인이 지원사업으로 실시되는

어르신문화학교에 참여함으로써 사회관계를 확장하게 되었다면 이는 정책

적으로 조성된 사회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관계를 정책적으로

조성된 보다 먼 관계의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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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와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가설과 연구의 분석틀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일부가 되는 여가 활동 특히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논의가 노인이 노년의 삶에서 얻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를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노인의 문화예술

향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했다.

노인은 사회적 관계의 유지를 위한 방식의 일환으로 사회적 관계를

동반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한다. 또는 그들로부터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정

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크기가 크거나 범위가 넓다면 문화

예술향유를 더 많이 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 즉 가족관계와 사회관계는 노인의 문화예술향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H1 가족관계는 노인의 문화예술향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사회관계는 노인의 문화예술향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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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분석틀

연구가설을 실증적 방법으로 검증하기 위해 연구의 분석틀을 [그림

3-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사회적 관계 문화예술향유

Ÿ 가족관계

Ÿ 사회관계

Ÿ 직접 관람 빈도

Ÿ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Ÿ 직접 관람 지출

개인의 특성

Ÿ 성별

Ÿ 지역

Ÿ 교육수준

Ÿ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

Ÿ 경제활동 여부

Ÿ 소득수준

종속변수는 문화예술향유의 수준을 나타내는 문화예술행사의 직접

관람 빈도와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직접 관람 지출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사회적 관계로, 가족관계와 사회관계를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개인의 특성에 해당하는 성별, 지역, 교육수준,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

험, 경제활동 여부, 소득수준을 통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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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데이터와 변수의 측정

1. 데이터

1) 문화향수실태조사

본 연구는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문화향수

실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통계청 지정 승인통계(승인번호 113001호)이다. 2년 주기로 실시되는 문화

향수실태조사는 ①문화예술관람 및 참여 ②문화예술교육 ③문화예술 활동

공간이용 ④문화 관련 활동 ⑤역사문화유적지 및 축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8) 조사 대상은 세종특별시를 포함한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 10,000명이고, 조사원에 의한 1:1 가

구방문 면접조사로 이루어진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

사구 자료를 표본틀(Sampling frame)로 활용,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반영

하여 동부, 읍/면부로 1차 층화한 후, 일반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 특성에

따라 2차 층화하는 다단계층화집락추출(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유효 응답자 수 10,761명

을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눈 만 60세 이상9) 노인 2,628명과 만 15세

이상 59세 미만 비노인 8,088명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를 대상으로 비

교 및 분석을 실시한다. 문화예술행사는 △문학행사(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역사/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 △미술(사진·서예·건

축·디자인 포함)전시회 △서양음악(클래식, 서양악기 관련) △전통예술(국

악, 풍물, 민속극) △연극 △뮤지컬 △무용(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영화 △대중음악(가요콘서트)/연예(방송 프로그램 등)를 포함한다.

8) 1988년 처음 실시된 이후 3년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지다가, 2006년 이후 2년 주기로

변경되었다.

9) 만 60세 이상을 노인의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p.22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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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문화향수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관
- 조사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사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주기 2년

조사대상 만 15세 이상 인구 10,000명

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제주도 및 세종시 포함)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1:1 가구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6년 9월 1일~11월 11일

조사내용

-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 활동 공간이용

- 문화 관련 활동

- 역사문화유적지 및 축제

표본설계
표본틀: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추출방법: 다단계층화집락추출

분석대상

- 처리집단: 만 60세 이상 노인 2,628명

- 통제집단: 만 15세 이상 59세 미만 비노인 8,088명

- 두 집단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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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측정

1) 노인의 기준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나이는 만 65세로, 이는 1964년 도입되

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근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은 70-74

세를 노인으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한노인회도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복지 비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러나 본 연구

는 은퇴로 인해 개인의 삶이 크게 변화하는 만 60세를 기준으로 노인을 규

정하고자 한다. 국내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0대 초반으로 나타났으

나(통계청, 2017), 정부가 2016년부터 시행한 60세 정년제(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최소 기준 연령을 따르기

로 하였다.10) 정년에 따른 은퇴는 소득과 거주지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가

족과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재고용이 이

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은퇴 이전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큰

변화는 노인의 문화예술향유에 이전과는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은퇴가 이루어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

항(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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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문화예술향유 즉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직접

관람 빈도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직접 관람 지출이다. 먼저, 직

접 관람 빈도는 지난 1년간11)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하러 간 횟수로

측정하였다. 문화향수실태조사는 10개 분야 문화예술행사(문학행사, 역사/

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

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의 직접 관람 횟수를 각각 조사하였으나, 본

연구는 노인의 전반적인 문화예술향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 직접

관람 횟수의 총합을 직접 관람 빈도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노인 i가 지

난 1년간 문학행사를 1회, 미술전시회를 1회, 전통예술을 1회, 연극을 1회,

대중음악/연예를 1회 관람하였다면 노인 i의 직접 관람 빈도는 5회라는 것

이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행사는 분야마다

다른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 i가 영화를 1회 직접 관람하

는 것과 뮤지컬을 1회 직접 관람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물리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 정보와 경험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동일한

1회여도 다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직접 관람 빈도에 접근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행사의 각 분야에 가중치를 적용한 변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를 생성하였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출한 가중치

는 [표 3-3]에 제시되어 있다.

Wgenre = FREQtotal / FREQgenre

1) Wgenre : 각 분야 문화예술행사의 가중치

2) FREQtotal : 데이터 내 10개 분야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빈도의 총합

3) FREQgenre : 데이터 내 각 분야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빈도의 총합

11)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의 조사 기준 연도인 2015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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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설명해서 데이터 내 10개 분야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빈

도의 총합이 10,000회이고, 그 중에서 영화가 1,000회, 뮤지컬이 100회라면,

영화의 가중치는 10(=10,000회/1,000회), 뮤지컬의 가중치는 100(=10,000회

/100회)이다. 따라서 영화를 1회, 뮤지컬을 1회 관람한 노인 i의 가중치 적

용 직접 관람 빈도는 110회(=1회×10+1회×100)라고 할 수 있다.

분야 가중치

문학행사 47.56

역사/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 28.52

미술전시회 19.65

서양음악 70.00

전통예술 34.92

연극 26.73

뮤지컬 37.50

무용 142.44

영화 1.49

대중음악/연예 9.82

[표 3-2] 각 분야 문화예술행사의 가중치

각 분야 문화예술행사의 가중치는 영화(1.49) < 대중음악/연예(9.82)

< 미술전시회(19.65) < 연극(26.73) < 역사/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

(28.52) < 전통예술(34.92) < 뮤지컬(37.50) < 문학행사(47.56) < 무용

(142.44)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의 크기가 작으면 해당 문화예술행사에

접근하기 더 쉬움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직접 관람 지출은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하

러 가는 데 사용한 비용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문화향수실태조사에는 비

용에 대한 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화예술행사의 평균 시

장가격을 덧씌운(impute) 값을 활용하였다. 2015년 기준 문화예술행사 분

야별 평균 시장가격은 정부와 기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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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대중음악/연예의 경우 평균 시장

가격을 2014년까지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15년의 평균

시장가격을 생성하기 위하여 2014년 대비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

(공연예술관람료, 2.0%)을 적용하였다. 더불어 앞서 가중치에 대해 논의한

바와 같이 직접 관람 지출은 문화예술행사의 평균 시장가격으로 접근성의

차이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다. 즉 문화예술행사의 평균 시장가격은 각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접근성을 반영하는 가중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한 문화예술행사 분야별 평균 시장가격은

[표 3-2]와 같다. 문학행사 평균 시장가격은 문학관의 입장료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한국문학관협회에 가입된 문학관의 홈페이지를 둘러본 결과,

문학관의 입장료는 무료부터 5,000원 정도까지 책정되어 있어 중앙값에 가

까운 2,500원을 문학행사의 평균 시장가격으로 보았다. 역사/철학 관련 강

의 및 역사탐방 평균 시장가격은 문화재청의 2015년 궁·능·원 입장료 수입

120억 4,300만 원을 유료 관람객 수 618만 8,000명으로 나눈 1,946원으로

정했다. 미술전시회의 평균 시장가격은 2016년 「미술시장실태조사」

(2015년 기준)에서 제시한 미술관 평균 관람요금인 3,400원으로 결정했다.

영화의 평균 시장가격은 영화진흥위원회가 2015년 「한국영화산업결산」

에서 보고하고 있는 영화 평균 관람요금 7,895원으로 보았다. 그리고 서양

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대중음악/연예와 같은 공연예술 분야

의 평균 시장가격은 인터파크INT의 2015년 「인터파크 공연 결산 자료」

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토대로 작성되었는데, 2015년 기준 각 분야별 평균

시장가격은 △서양음악 28,558원 △전통예술, 무용 29,577원 △연극 19,891

원 △뮤지컬 59,286원 △대중음악/연예는 86,893원이다.

직접 관람 지출도 직접 관람 빈도와 마찬가지로 각 분야별 직접 관람

지출을 모두 더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앞의 예를 다시 들어보면 지난 1년

간 문학행사를 1회, 미술전시회를 1회, 전통예술을 1회, 연극을 1회, 대중

음악/연예를 1회 관람한 노인 i의 직접 관람 지출은 142,261원(=2,500원

+3,400원+29,577원+19,891원+86,893원)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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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평균 시장가격(원) 근거자료

문학행사 2,500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한국문학관

협회 회원 문학관 홈페이지.

역사/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
1,946

문화재청(2017). 2017년도 예산 및 기

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33; 문화재

청 홈페이지.

미술전시회 3,400

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6). 2016 미술시장실태조사(2015

년 기준). 176.

서양음악 28,558

인터파크INT(2015). 2015 인터파크 공

연 결산 자료; 통계청(2015b). 소비자

물가조사.

전통예술 29,577

인터파크INT(2015). 2015 인터파크 공

연 결산 자료; 통계청(2015b). 소비자

물가조사.

연극 19,891

인터파크INT(2015). 2015 인터파크 공

연 결산 자료; 통계청(2015b). 소비자

물가조사.

뮤지컬 59,286

인터파크INT(2015). 2015 인터파크 공

연 결산 자료; 통계청(2015b). 소비자

물가조사.

무용 29,577

인터파크INT(2015). 2015 인터파크 공

연 결산 자료; 통계청(2015b). 소비자

물가조사.

영화 7,895
영화진흥위원회(2015). 2015 한국영화

산업결산. 10.

대중음악/연예 86,893

인터파크INT(2015). 2015 인터파크 공

연 결산 자료; 통계청(2015b). 소비자

물가조사.

[표 3-3] 문화예술행사의 평균 시장가격과 근거자료

출처: 문화재청(2017).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2016). 2016 미술시장실태조사;

영화진흥위원회(2015). 2015 한국영화산업결산;

인터파크INT(2015). 2015 인터파크 공연 결산 자료;

통계청(2015b). 소비자물가조사;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http://www.munhakwan.com/);

한국문학관협회 회원 문학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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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①가족관계와 ②사회

관계이다. 가족관계는 배우자 및 자녀와 맺는 ‘환경적으로 주어진’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의 전체 동거 가구원 수, 혼인

상태(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기타), 동거 자녀 유무, 동거 자녀 수

문항을 조합하여 가족관계를 측정하였다. 혼자 사는 △독신가구, 배우자와

관계를 주고받는 △부부가구, 배우자와 자녀, 기타 가족과 관계를 주고받

는 △가족동거가구로 가족관계를 유형화하여 더미변수를 만들고, 부부가

구를 준거 집단(Baseline)으로 설정했다.

구분 설명

독신가구  혼자 사는 가족 유형

부부가구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사는 가족 유형

가족동거가구  본인과 배우자, 자녀, 친척 등과 함께 사는 가족 유형

[표 3-4] 가족관계의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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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는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맺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관계를

말한다. 본 연구는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 경험과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의향을 토대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문화예

술교육 경험 및 의향을 사회관계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문화예술교

육이 지방문화원, 노인복지관 등의 공간에서 ‘단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교육은 교육의 목적뿐만 아니라 교제의

목적도 가진다. [표3-5]는 노인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주로 방문하는 노

인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예

술 관련 프로그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태

는 문화예술교육 경험 및 의향을 사회관계로 볼 수 있음을 뒷받침해준다.

그리고 특히 노인의 문화예술교육은 [표 3-6]과 같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

흥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다(서울문화재단, 2015). 이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

성원과 맺는 관계가 정책에 의해 조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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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월 화 수 목 금

요가 라인댄스 단전호흡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라틴댄스

밴드체조 챠잉댄스 태극권(타이치) 필라테스
댄스스포츠-

모던댄스

사교댄스-지터벅 풍물 입문
한국무용공연단

「고운매」

난타
댄스스포츠공연단

「황금나래」사교댄스-블루스 풍물 심화
난타공연단

「우레」

월요교양강좌
실버태권도

수요가요
민요

불금가요
자율연습 우리춤체조

정치아카데미-

시민민주주의
新연극아카데미 문화가 있는 수요일

공연연습

지역대관연극단

「대학老愛」

하모니카 중급 우쿨렐레 오카리나 통기타공연단 

「로망스」
상상밴드&보컬연습

하모니카 초급 자율연습 자율연습

통기타 초급 통기타공연단 

「로망스」
팝송 평화노래동아리

통기타 중급

당구/포켓볼 입문 자율이용

당구/포켓볼 심화 탁구 심화 탁구 입문 탁구 심화 탁구 입문

자율이용
탁구동아리

「무지개」
자율이용

행복연구-기독교

건강강좌

행복연구-천주교 수채화 유화

자율이용 자율이용
자율이용

미술동아리
수필

행복연구-불교
엔카동아리 원어민영어 엔카동아리 명리학

5학년 국어

3학년 국어
세계를 여행하는

특별한 방법
웰빙생활풍수

5학년 국어
한자급수동아리

3학년 국어

생활일본어 왕초보중국어 생활일본어 왕초보중국어
디지털카메라

왕초보일본어 생활중국어 왕초보일본어 생활중국어

금연교실
생활영어

자율이용
생활영어

미니가드닝
왕초보영어 왕초보영어

자율이용

한문서예 입문 사군자 한글서예동아리 한글서예 입문

한문서예 심화 문인화
한문서예동아리

한글서예 심화

자율이용 동양화동아리 자율이용

*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은 음영 처리함.

출처: 종로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http://www.jongnonoin.or.kr/)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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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국내 노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

지원사업명 지원기관 사업내용 시작연도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 어르신문화학교

- 찾아가는어르신문화학교

- 문화나눔봉사단

- 문화동아리활성화

- 생활문화전승

- 우리마을문화로 가꾸기

- 어르신인문학 소풍

- 농어촌신바람문화사업

- 권역별어르신문화축제

2005

사회문화예술교육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노인분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시범사업

- 청춘제 운영 2006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지방자치단체)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시민문화예술교육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 꿈꾸는청춘예술대학 2008

인생나눔교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과)
- 인생나눔 멘토 양성 및 파견 운영사업 2015

출처: 서울문화재단(2015). 노년의 삶과 문화예술교육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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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 경험과 향후 1년 이내 문화

예술교육 의향이 모두 없으면 사회관계가 △거의 없음으로 정의했다. 반면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 경험은 없지만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의

향이 있는 경우,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 경험은 있지만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의향이 없는 경우,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 경험과 향후 1

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의향이 모두 있는 경우는 사회관계가 △다소 있음

으로 정의했다. 세 가지 경우를 사회관계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본 이유는

이미 문화예술교육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관계를 맺었거나, 그

로부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 의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7] 사회관계의 유형화

문화예술교육 경험 없음 문화예술교육 경험 있음

문화예술교육 의향 없음 사회관계 거의 없음 사회관계 다소 있음

문화예술교육 의향 있음 사회관계 다소 있음 사회관계 다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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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변수

앞서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도출한 통제변수는 △노인여부 △성

별 △지역 △교육수준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 △경제활동 여부 △소득

수준이다. 모든 통제변수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노인여부는 만 60세 이상 노인과 만 15세 이상 59세 미만 비노

인으로 나누었다. 이는 사회적 관계가 문화예술향유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가 두 집단에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측정되었다. 셋째,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 지역인 비수도권으로 구분되었다. 넷째, 교육수준은 고졸미

만, 고졸, 대졸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문화향수실태조사는 교육수준을 ‘최종

학력’(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미만), 대학교(4년제

이상), 대학원 석사 과정, 대학원 박사 과정)과 ‘이수 여부’(졸업, 재학, 수

료, 휴학, 중퇴)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무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미만은 고졸 미만, 고등학교 졸업부터 대학교 졸업 미만은 고졸, 대학

교 졸업 이상은 대졸로 측정하였다. 다섯째,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 여부

는 유아기/청소년기에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

는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현재의 사회관계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

이라는 전제 하에 교육수준을 측정하는 변수의 일부로 볼 것이다. 여섯째,

경제활동 여부는 설문조사에 응할 당시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금전

적 소득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거나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서 무보수로 18시간 이상 일한 적이 있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은 지난 1년 동안 세금 공제 전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토대로 정의

하였다. 먼저 ‘소득 없음’부터 100만원 단위로 ‘월평균 1,000만 원 이상’까지

12개의 구간으로 구성된 응답지를 월평균 가구소득의 각 구간을 중앙값12)

으로 치환한 후, 그 값을 전체 동거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월평

12) ‘소득 없음’은은 0원으로, ‘월평균 1,000만 원 이상’은 1,000만 원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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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균등화 가구소득을 구하였다. 예를 들어 노인 i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고 전체 동거 가구원 수가 2명이면, 노인 i

의 월평균 균등화 가구소득은 106만 원(≒1,500,000/√2)인 것이다.

EQINCOMEi = INCOMEi / √FAMILYi

1) EQINCOMEi : 노인 i의 월평균 균등화 가구소득

2) INCOMEi : 노인 i의 월평균 가구소득(각 구간의 중앙값)

3) FAMILYi : 노인 i의 전체 동거 가구원 수

그 다음 월평균 균등화 가구소득을 [표 3-8]과 같은 소득분배지표에

따라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월평균 균등화 가구

소득을 데이터 내에서 10분위로 나눈 후 최하위 40%를 저소득, 최상위

20%를 고소득, 나머지 40%를 중간소득으로 측정한 것이다.

[표 3-8] 소득분배지표

구분 소득분배지표 (월평균 균등화 가구소득 범위)

저소득 최하위 40% (월평균 균등화 가구소득 < 2,250,000)

중간소득 50-80% (2,250,000 ≦ 월평균 균등화 가구소득 < 3,250,000)

고소득 최상위 20% (3,250,000 ≦ 월평균 균등화 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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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군 변수 변수의 설명 준거집단

종속

변수

문화

예술

향유

직접 관람 빈도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횟수의 총합(회)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가중치(Wgenre)*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횟수의 총합(회)

직접 관람 지출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지출의 총합(원)

(로그 변환) 직접 관람 지출(로그 변환)

독립

변수

사회적

관계

가족관계(독신가구)
가구유형

(1=독신가구)
부부가구

가족관계(가족동거가구)
가구유형

(1=가족동거가구)

사회관계
문화예술교육 경험 및 의향

(1=다소 있음, 0=거의 없음)

거의 

없음

통제

변수

개인적

특성

노인여부
노인여부

(1=노인, 0=비노인)
비노인

성별
성별

(1=여성, 0=남성)
남성

지역
서울·경기·인천 및 그 외 지역

(1=수도권, 0=비수도권)
비수도권

교육수준(고졸)
최종학력 및 이수여부

(1=고졸) 고졸 

미만
교육수준(대졸이상)

최종학력 및 이수여부

(1=대졸 이상)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
유아기/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 경험 여부

(1=있음, 0=없음)
없음

경제활동여부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 여부

(1=있음, 0=없음)
없음

소득수준(중간소득)
월평균 균등화 가구소득 분위

(1=중간소득)
저소득

소득수준(고소득)
월평균 균등화 가구소득 분위

(1=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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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방법

1. 기술통계 분석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는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

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회귀분석에 앞서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종속

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종속변수의 분포는 데이터가 회귀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중요

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직접 관람 빈도,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와 직

접 관람 지출의 평균(Mean), 중앙값(Median) 같은 대표치와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최솟값(Min), 최댓값(Max) 같은 분산도를 중심으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요약한 상자그림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는 범주형 변수이다. 그러므로 각 범주의

빈도(Frequency)의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사회적 관계에 따른 노인의 문화예술향유는 비노인과 얼마

나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동일한 집단 내에서도 문화예술향유를 얼마나

다르게 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노인여부와 사회적 관계를 기준으로 격차

정보 즉 분포와 평균, 지니계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회귀분석

회귀분석(Regression)은 제3의 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연관성의 유무, 연관성의 방향과 크기까지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문제와 기술통계 분석에서 살펴본 종속변수의 특성을

바탕으로 두 개의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앞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

증할 것이다. 첫 번째 회귀분석 모형은 노인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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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예술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회귀분석 모형은 사회적 관계가 문화예술향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노인 집단과 비노인 집단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종속변수가 직접 관람 빈도와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인 경

우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직접 관람 지출인

경우 로그-선형 모형(Log-linear model)의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고자 한

다. 먼저 음이항 회귀분석은 음수가 없는(Non-negative) 가산 자료(Count

data)일 뿐만 아니라 평균보다 분산이 크고(Overdispersion), 왜도가 큰

(Highly skewed) 특성을 가진 종속변수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로그-선형 모형의 다중회귀분석은 주로 양의 왜도(Positive

skewness)를 가진 종속변수에 로그를 씌워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

에 가깝도록 만든 후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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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결과

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13)

1) 직접 관람 빈도

직접 관람 빈도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4-1]과 같다. [그림 4-1]

은 직접 관람 빈도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상자그림(Box plot)으로 보여

주고 있다.

구분 관측치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노인 2,628 2.1 0.1 3.5 0.1 18.0

비노인 8,088 5.9 5.0 5.0 0.1 18.0

[표 4-1] 직접 관람 빈도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먼저 노인과 비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 범위는 [0.1, 18.0]으로 같았다.

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 평균은 2.1회인 반면, 만 15세부터 59세까지 해당하

는 비(非)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 평균은 5.9회로 나타났다. 노인의 직접 관

람 빈도 중앙값은 0.1회로 최솟값과 동일했다. 비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 중

앙값은 5.0회였다. 표준편차를 보면 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가 비노인보다

13) 본 연구는 종속변수의 평균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상위 5% 값을

절삭하였다. 또한 0 값이 과도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로그 변환에도 어려움이 있어

빈도의 0 값은 0.1로, 지출의 0값은 1,000으로 다시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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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비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는 전반적

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친(Skewed to the right)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과 중앙값, 그리고 표준편차로 미루어보아 노인은 비노인에 비해 문화예술

행사를 더 많이 관람하지 않는 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림 4-1] 직접 관람 빈도의 상자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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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4-2]와 같

다. [그림 4-2]는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상

자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구분 관측치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노인 2,628 27.9 0.1 53.5 0.1 213.8

비노인 8,088 49.1 15.8 63.4 0.1 213.8

[표 4-2]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노인과 비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범위는 [0.1, 213.8]로

같았다. 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평균은 27.9회인 반면, 비노인

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평균은 49.1회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직접 관람 빈도 평균과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평균의 비(比)를 구해

보면, 비노인은 노인보다 직접 관람 빈도 자체는 많지만 영화처럼 가중치

가 크지 않은 문화예술행사를 주로 관람한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중앙값은 0.1회로 최솟값과 동일했다. 그러나

비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중앙값은 15.8회였다. 표준편차를

보면 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가 비노인보다 덜 퍼져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노인과 비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전반적으로

양의 왜도(Positive skewness)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과 중앙값, 그리고 표

준편차로 미루어보아 노인은 비노인에 비해 문화예술행사를 더 많이 관람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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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의 상자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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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관람 지출(로그 변환)

직접 관람 지출의 경우 다중회귀분석에 로그 변환한 값을 활용할 것

이기 때문에 직접 관람 지출(로그 변환)과 직접 관람 지출의 기술통계 분
석 결과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는 [표 4-3]과 [그림 4-3]에 제시되어 있다.

구분 관측치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노인
2,628 8.7 6.9 2.0 6.9 12.8

(2,628) (39,934) (1,000) (79,303) (1,000) (351,804)

비노인
8,088 10.4 10.7 1.7 6.9 12.8

(8,088) (82,708) (43,145) (95,841) (1,000) (351,804)

[표 4-3] 직접 관람 지출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 괄호() 안의 값은 직접 관람 지출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임.

먼저 노인과 비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 범위는 [1,000, 351,804]로 같았

다. 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 평균은 39,934원인 반면, 비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 평균은 82,708원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직접 관람 빈도 평균

과 직접 관람 지출 평균의 비(比)를 구해보면, 비노인은 노인보다 직접 관

람 빈도 자체는 많지만 영화처럼 평균 시장가격이 높지 않은 문화예술행

사를 주로 관람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 중앙값은

1,000원으로 최솟값과 동일했다. 그러나 비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 중앙값

은 43,145원이었다. 표준편차를 보면 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이 비노인보다

덜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비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은 전반적

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직접 관람 지출(로그

변환)과 같은 로그 변환에 의해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 또한 평균과 중앙

값, 그리고 표준편차로 미루어보아 노인은 비노인에 비해 문화예술행사에

더 많이 지출하지 않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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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직접 관람 지출(로그 변환)의 상자그림

* 괄호() 안의 값은 직접 관람 지출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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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1) 가족관계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의 유효 응답자 10,761명 중 노인은

2,628명, 비노인은 8,088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독신가구, 부부가구, 가족동

거가구로 유형화한 가족관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4-4]와 같다.

구분 가족관계 빈도 비율(%)14)

노인

독신가구 559 10.7

부부가구 1,437 49.5

가족동거가구 632 39.9

합계 2,628 100.0

비노인

독신가구 524 2.0

부부가구 694 5.0

가족동거가구 6,870 93.0

합계 8,088 100.0

[표 4-4] 가족관계의 빈도분석 결과

먼저 노인 2,628명 중 혼자 사는 노인은 559명으로 10.7%를 차지했

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은 1,43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9.5%였다. 배우자 외에도 자녀 또는 기타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

은 632명으로 39.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의 가족관계는

14) 빈도분석 결과에서 제시하는 비율(%)은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의

최종가중치(wt)를 적용한 값으로, 표본의 빈도를 직접 계산한 비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최종가중치는 설계가중치에 무응답 조정계수, 표본 가구 내 추출률, 모집단 정

보 조정계수를 반영한 값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빈도분석 결과로 표본의 빈도와 최종가중치 적용 비율을 함께 제시하되, 해석

은 최종가중치 적용 비율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또한 비율은 소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가 100.0과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다른 빈도

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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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가족동거가구>독신가구 순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비노인 8,088명 중 혼자 사는 비노인은 524명으로, 그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함께 사는 비노인은 694명으로

5.0%에 그쳤다. 그러나 배우자 외에도 자녀 또는 기타 가족과 함께 사는

비노인은 6,870명으로 대부분에 가까운 93.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비노인의 가족관계는 가족동거가구>부부가구>독신가구 순으로 이루

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관계

사회관계의 빈도분석 결과는 [표 4-5]와 같다.

구분 사회관계 빈도 비율(%)

노인

거의 없음 2,159 80.8

다소 있음 469 19.2

합계 2,628 100.0

비노인

거의 없음 5,765 70.4

다소 있음 2,323 29.6

합계 8,088 100.0

[표 4-5] 사회관계의 빈도분석 결과

우선 노인 2,628명 중 문화예술교육과 같이 정책적으로 조성된 환경

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과 사회관계를 형성한 노인은 469명으로 19.2%를

차지했다. 반면 이러한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노인은 2,159명으로, 그 비율

은 80.8%에 달했다.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 조성된 사회관계가 다소 있는

노인보다 거의 없는 노인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비노인 8,088명 중 정책적으로 조성된 환경 안에서 지역사회 구성원

과 사회관계를 형성한 비노인은 2,323명으로 29.6%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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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비노인은 5,765명으로, 그 비율은 70.4%로 나

타났다. 이는 노인과 마찬가지로 정책적으로 조성된 사회관계가 다소 있는

비노인보다 거의 없는 비노인이 더 많음을 보여준다.

3.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다른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노인과 비

노인을 비교하는 데 필요한 노인여부 변수의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4-6]에 따르면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의 유효 응답자 10,761명

중에서 노인은 2,628명으로 22.4%를 차지했다. 반면 비노인은 8,088명으로,

그 비율은 77.6%로 나타났다.

노인여부 빈도 비율(%)

노인 2,628 22.4

비노인 8,088 77.6

합계 10,761 100.0

[표 4-6] 노인여부의 빈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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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지역, 교육수준,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 경제활동 여부, 소득

수준과 같은 다른 통제변수의 빈도분석 결과는 [표 4-7]에 제시되어 있다.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

노인

남성 1,235 44.0

노인

없음 2,559 97.0

여성 1,393 56.0 있음 69 3.0

합계 2,628 100.0 합계 2,628 100.0

비노인

남성 3,976 51.3

비노인

없음 5,557 68.3

여성 4,112 48.7 있음 2,531 31.8

합계 8,088 100.0 합계 8,088 100.0

지역 경제활동여부

노인

비수도권 2,019 58.6

노인

없음 1,395 55.9

수도권 609 41.4 있음 1,233 44.1

합계 2,628 100.0 합계 2,628 100.0

비노인

비수도권 5,354 48.0

비노인

없음 2,824 34.9

수도권 2,734 52.0 있음 5,264 65.1

합계 8,088 100.0 합계 8,088 100.0

교육수준 소득수준

노인

고졸미만 1,773 63.4

노인

저소득 2,143 73.8

고졸 715 30.4 중간소득 390 20.4

대졸이상 140 6.2 고소득 95 5.8

합계 2,628 100.0 합계 2,628 100.0

비노인

고졸미만 1,005 10.2

비노인

저소득 3,565 40.8

고졸 3,615 43.7 중간소득 3,592 46.0

대졸이상 3,467 46.2 고소득 931 13.2

합계 8,088 100.0 합계 8,088 100.0

[표 4-7] 통제변수의 빈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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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노인의 경우 남성은 1,235명으로 44.0%를 차지했다. 여성은

1,393명으로, 그 비율은 절반이 넘는 56.0%였다. 반면 비노인의 경우 남성

은 3,976명으로 51.3%에 해당했다. 여성은 4,112명으로, 그 비율은 48.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은 비노인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

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은 2,019명으로, 그 비율

은 58.6%였다. 서울·경기·인천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은 609

명으로 41.4%를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비노인은 5,354명으

로 48.0%에 해당했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노인은 2,734명으로 52.0%에

달했다. 이는 노인이 비노인에 비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많이 거주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이 적지만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교육수준에 있어 노인의 경우 고졸미만이 1,773명으로 가장 많

고, 그 비율은 절반이 넘는 63.4%였다. 고졸은 715명으로 30.4%, 대졸이상

은 140명으로 6.2%였다. 그러나 비노인의 경우 고졸미만이 1,005명으로,

그 비율은 10.2%로 나타났다. 고졸은 3,615명으로 43.7%, 대졸이상은 3,467

명으로 46.2%를 차지했다. 노인은 고졸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고, 비노인은

대졸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노인은 비노인보다 교육수준이

다소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경우 노인은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즉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없는 노인은 2,559

명으로, 대부분에 가까운 97.0%에 달했다. 과거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일

부 노인은 69명으로, 그 비율은 3.0%였다. 반면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없는 비노인은 5,557명으로 68.3%,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있는 비노인

은 2,531명으로 31.8%의 비율을 보여 노인에 비해 경험의 차이가 작았다.

이는 노인이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문화예술교육을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과 문화예술교육이 정책적 측면에서 다

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이후였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다.



- 48 -

다섯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은 1,395명으로 55.9%의 비율을

차지했고,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1,233명으로 44.1%였다. 경제활동을 하

지 않는 비노인은 2,824명으로 34.9%였고, 경제활동을 하는 비노인은

5,264명으로 65.1%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정년에 해당

하는 60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에 있어 노인은 저소득층이 2,143명으로 가장 많

고, 그 비율은 73.8%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중간소득층은 390명으로

20.4%였고, 고소득층은 95명으로 5.8%에 그쳤다. 비노인의 경우 저소득층

은 3,565명으로 40.8%, 중간소득층은 3,592명으로 46.0%, 고소득층은 931

명으로 13.2%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간소득층이 가장

많은 비노인과 달리 노인은 저소득층이 가장 많아 소득수준의 계층구조가

피라미드형에 가까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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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회적 관계와 문화예술향유의 격차

본 연구는 노인의 문화예술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특히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에 따른 노인의 문화예술향유는 비노인과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

지, 또한 동일한 집단 내에서도 문화예술향유를 얼마나 다르게 하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인여부와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문화예술향

유 즉 △직접 관람 빈도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직접 관람 지출

의 분포와 평균, 그리고 분포의 불균형 상태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니계수

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다시 말해 본 절에서는 노인여부와 사회적 관계에

의해 구성된 하위집단의 문화예술향유 분포를 먼저 살펴보고, 문화예술향

유 평균을 통해 각 집단 간 격차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지니계수를 활

용해 동일한 집단 내 문화예술향유 분포의 불균형 상태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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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관계와 문화예술향유의 분포

1) 직접 관람 빈도

사회적 관계 즉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에 따른 직접 관람 빈도의 분포

를 나타낸 상자그림은 [그림 4-4]와 같다.

먼저 가족관계에 따른 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 분포를 살펴보면 독신

가구는 극심한 양의 왜도(Positive skewness)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부

가구와 가족동거가구는 이러한 경향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또한 가족관계에 따른 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에는

(Q1-1.5×IQR, Q3+1.5×IQR) 사이를 벗어나는 극단값이(Extreme value) 다

소 존재했다. 반면 가족관계에 따른 비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는 노인보다

분포의 비대칭이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과 달리 부부가구의

중앙값이 가장 작았다. 또한 부부가구에서만 내부 울타리를 벗어나는 이상

점이 발견되었다.

마찬가지로 사회관계에 따른 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는 오른쪽으로

치우친(Skewed to the right) 분포를 보이고 있고, 이는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집단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관계에 따른 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에서도 (Q1-1.5×IQR, Q3+1.5×IQR) 사이를 벗어나는 극단값이 발

견되었다. 반면 사회관계에 따른 비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는 노인보다 분

포의 비대칭이 완화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노인과 달리 사회관계가 거

의 없는 경우에서만 내부 울타리를 벗어나는 이상점이 발견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대부분 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는 비노인보다 적은

편이고, 직접 관람 빈도가 비노인만큼 많은 일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의 경우 가족관계와 사회관계가 커질수록 직접 관람 빈도

의 중앙값이 커지고, 분포의 비대칭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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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인 비노인

가족관계

사회관계

[그림 4-4] 사회적 관계에 따른 직접 관람 빈도 상자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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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사회적 관계 즉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에 따른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의 분포를 나타낸 상자그림은 [그림 4-5]와 같다.

먼저 가족관계에 따른 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상당히

뾰족하고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구와 가족

동거가구는 이러한 경향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관계에

따른 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에는 (Q1-1.5×IQR, Q3+1.5×IQR)

사이를 벗어나는 극단값이 눈에 띄게 존재했다. 반면 가족관계에 따른 비

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노인보다 분포의 비대칭과 뾰족함

이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보다는 적지만 내부 울타리를 벗어

나는 이상점이 다수 발견되었다.

마찬가지로 사회관계에 따른 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분

포는 양의 왜도를 보이고 있고, 이는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집단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관계에 따른 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에서도 (Q1-1.5×IQR, Q3+1.5×IQR) 사이를 벗어나는 극단값이 상당히

발견되었다. 반면 사회관계에 따른 비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를 보면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비노인의 중앙값은 사회관계가 다소 있는

노인의 중앙값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내부 울타리를 벗어나는

극단값이 꽤 존재했다. 그러나 사회관계가 다소 있는 비노인의 경우 이러

한 경향은 완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대부분 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비노

인보다 적은 편이고, 몇몇 노인은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가 비노인만

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의 경우 가족관계와 사회관계가 커

질수록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의 중앙값이 커지고, 분포의 비대칭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림 4-4]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노인

과 비노인 모두 가중치가 작은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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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인 비노인

가족관계

사회관계

[그림 4-5] 사회적 관계에 따른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상자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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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관람 지출(로그 변환)

사회적 관계 즉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에 따른 직접 관람 지출(로그 변
환)의 분포를 나타낸 상자그림은 [그림 4-6]과 같다.

먼저 가족관계에 따른 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로그 변환) 분포를 살
펴보면 독신가구는 극심한 양의 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구와

가족동거가구는 이러한 경향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중앙값의 크

기도 점차 증가하였다. 그리고 로그 변환으로 가족관계에 따른 노인의 직

접 관람 지출 분포를 안정화 한만큼 (Q1-1.5×IQR, Q3+1.5×IQR) 사이를 벗

어나는 극단값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가족관계에 따른 비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로그 변환) 분포는 노인보다 대칭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과 달리 부부가구의 중앙값이 가장 작았다.

마찬가지로 사회관계에 따른 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로그 변환)은 사
회관계가 거의 없는 경우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

한 경향은 사회관계가 다소 있는 집단에서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사회관계에 따른 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로그 변환)에서도

(Q1-1.5×IQR, Q3+1.5×IQR) 사이를 벗어나는 극단값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관계에 따른 비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로그 변환)은 정규분포에 가까

운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노인과 달리 최솟값이 내부 울타리를 벗어

나는 이상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대부분 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은 비노인보다 적은

편이고, 직접 관람 지출이 비노인만큼 많은 일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의 경우 가족관계와 사회관계가 커질수록 직접 관람 지출

의 중앙값이 커지고, 분포의 비대칭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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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인 비노인

가족관계

사회관계

[그림 4-6] 사회적 관계에 따른 직접 관람 지출(로그 변환) 상자그림

* 괄호() 안의 값은 직접 관람 지출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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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관계와 문화예술향유의 평균

1) 직접 관람 빈도

사회적 관계 즉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에 따른 직접 관람 빈도의 평균

은 [표 4-8]과 [그림 4-7]에 제시되어 있다.

구분 노인 비노인

가족관계

독신가구 1.4 독신가구 5.8

부부가구 2.1 부부가구 4.6

가족동거가구 2.4 가족동거가구 6.0

사회관계
거의 없음 1.9 거의 없음 5.6

다소 있음 3.3 다소 있음 6.6

[표 4-8] 사회적 관계에 따른 직접 관람 빈도의 평균

구분 노인 비노인

가족관계

사회관계

[그림 4-7] 사회적 관계에 따른 직접 관람 빈도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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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족관계의 경우 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 평균은 △독신가구 1.4

회 △부부가구 2.1회 △가족동거가구 2.4회로, 비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 평

균은 △독신가구 5.8회 △부부가구 4.6회 △가족동거가구 6.0회로 나타났

다. 이는 가족관계에 따른 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 평균은 비노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작음을 보여준다. 반면 부부가구의 직접 관람 빈도 평균이 가

장 작은 비노인과 달리 노인은 관계를 맺는 가족이 많아질수록 직접 관람

빈도 평균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노인과 비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

평균 격차는 독신가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 평균은 1.9회, 사회관계

가 다소 있는 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 평균은 3.3회였다. 반면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비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 평균은 5.6회, 사회관계가 다소 있는

비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 평균은 6.6회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관계에

따른 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 평균은 비노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노인과 비노인 모두 사회관계가 다소 있으면 직접 관람

빈도의 평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노인의 증가 폭이 비노인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과 비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 평균 격차

는 사회관계가 거의 없을 때 더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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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에 따른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

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표 4-9], [그림 4-8]과 같다.

구분 노인 비노인

가족관계

독신가구 19.7 독신가구 41.0

부부가구 27.6 부부가구 39.4

가족동거가구 30.5 가족동거가구 49.8

사회관계
거의 없음 22.5 거의 없음 41.5

다소 있음 50.9 다소 있음 67.3

[표 4-9] 사회적 관계에 따른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의 평균

구분 노인 비노인

가족관계

사회관계

[그림 4-8] 사회적 관계에 따른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의 평균



- 59 -

가족관계의 경우 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평균은 △독신

가구 19.7회 △부부가구 27.6회 △가족동거가구 30.5회로, 비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평균은 △독신가구 41.0회 △부부가구 39.4회 △가족

동거가구 49.8회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관계에 따른 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평균은 비노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작음을 보여준다. 반면

부부가구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평균이 가장 작은 비노인과 달리

노인은 관계를 맺는 가족이 많아질수록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평균

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노인과 비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평균 격차는 독신가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평균은

22.5회, 사회관계가 다소 있는 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평균은

50.9회였다. 반면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비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평균은 41.5회, 사회관계가 다소 있는 비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

람 빈도 평균은 67.3회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관계에 따른 노인의 가

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평균은 비노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노인과 비노인 모두 사회관계가 다소 있으면 가중치 적용 직

접 관람 빈도의 평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노인의 증가 폭이

비노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과 비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

람 빈도 평균 격차는 사회관계가 거의 없을 때 더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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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관람 지출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에 따른 직접 관람 지출의 평균은 [표 4-10]과

[그림 4-9]에 제시되어 있다.

구분 노인 비노인

가족관계

독신가구 28,645 독신가구 84,306

부부가구 40,379 부부가구 65,123

가족동거가구 42,402 가족동거가구 83,624

사회관계
거의 없음 34,484 거의 없음 77,266

다소 있음 62,879 다소 있음 95,677

[표 4-10] 사회적 관계에 따른 직접 관람 지출의 평균

구분 노인 비노인

가족관계

사회관계

[그림 4-9] 사회적 관계에 따른 직접 관람 지출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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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족관계의 경우 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 평균은 △독신가구

28,645원 △부부가구 40,379원 △가족동거가구 42,402원으로, 비노인의 직

접 관람 지출 평균은 △독신가구 84,306원 △부부가구 65,123원 △가족동

거가구 83,624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관계에 따른 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 평균은 비노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작음을 보여준다. 반면 부부가구의

직접 관람 지출 평균이 가장 작은 비노인과 달리 노인은 관계를 맺는 가족

이 많아질수록 직접 관람 지출 평균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노인과

비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 평균 격차는 독신가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 평균은 34,484원, 사회

관계가 다소 있는 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 평균은 62,879원이었다. 반면 사

회관계가 거의 없는 비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 평균은 77,266원, 사회관계

가 다소 있는 비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 평균은 95,677원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사회관계에 따른 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 평균은 비노인에 비해 전

반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노인과 비노인 모두 사회관계가 다소

있으면 직접 관람 지출의 평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노인의

증가 폭이 비노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과 비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 평균 격차는 사회관계가 거의 없을 때 더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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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관계와 문화예술향유의 지니계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인여부와 사회적 관계에 따른 각 집단은 집단

간 격차를 보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집단 안에서도 문화예술향유 분포가

불균형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지니계수를 활용해 각 집단 내 문화

예술향유 분포의 불균형 상태를 측정하고자 한다.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이탈리아의 인구통계학자 C. Gini가

개발한 지표로, 주로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의 관계를 측정해 소득의 계층별

분배 상태를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음(-)의 값을 가지

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0과 1 사이에서 산출된다. 0을 완전평등, 1을

완전불평등한 상태로 상정하여 0에 가까우면 소득분배가 균등하게, 1에 가

까우면 불균등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즉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우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분배가 상당히 불균등하게 이루어졌다고 본다.

본 연구는 소득분포 대신 △직접 관람 빈도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직접 관람 지출의 분포를 대입하여 노인여부와 사회적 관계에 따

른 문화예술향유의 지니계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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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관람 빈도

노인여부에 따른 직접 관람 빈도의 지니계수는 [표 4-11]과 같이 노

인은 0.70, 비노인은 0.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비노인 둘 다 지니계

수가 0.40 이상으로, 각 집단 내 직접 관람 빈도의 분포는 전반적으로 불균

형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 지니계수는 1.00에

훨씬 가까워 노인 집단 내 직접 관람 빈도는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구분 지니계수

노인 0.70

비노인 0.46

[표 4-11] 노인여부에 따른 직접 관람 빈도의 지니계수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에 따른 직접 관람 빈도의 지니계수는 [표 4-12]

와 [그림 4-10]에 제시되어 있다.

구분 노인 비노인

가족관계

독신가구 0.78 독신가구 0.51

부부가구 0.71 부부가구 0.56

가족동거가구 0.67 가족동거가구 0.45

사회관계
거의 없음 0.72 거의 없음 0.48

다소 있음 0.61 다소 있음 0.42

[표 4-12] 사회적 관계에 따른 직접 관람 빈도의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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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인 비노인

가족관계

사회관계

[그림 4-10] 사회적 관계에 따른 직접 관람 빈도의 지니계수

노인의 가족관계에 따른 직접 관람 빈도 지니계수는 △독신가구 0.78

△부부가구 0.71 △가족동거가구 0.67로 나타났다. 비노인의 가족관계에

따른 직접 관람 빈도 지니계수는 △독신가구 0.51 △부부가구 0.56 △가족

동거가구 0.45이었다. 대체로 각 집단 내 직접 관람 빈도 분포의 불균형이

심한 편이지만, 노인의 경우 관계를 맺는 가족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직접

관람 빈도 분포의 불균형 상태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 지니계수는 0.72로 나

타난 반면, 사회관계가 다소 있는 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 지니계수는 0.61

이었다. 비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 지니계수는 사회관계가 거의 없으면

0.48, 사회관계가 다소 있으면 0.42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과 비노인

모두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집단보다 사회관계가 다소 있는 집단이 직접

관람 빈도 분포의 불균형이 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비노인보다 노인이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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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노인여부에 따른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의 지니계수는 [표

4-13]과 같이 노인은 0.80, 비노인은 0.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비노

인 둘 다 지니계수가 0.40 이상으로, 각 집단 내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

도의 분포는 전반적으로 불균형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의 가중

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지니계수는 1.00에 훨씬 가까워 노인 집단 내 가

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구분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격차

노인 0.80

비노인 0.64

[표 4-13] 노인여부에 따른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의 지니계수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에 따른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의 지니계

수는 [표 4-14]와 [그림 4-11]에 제시되어 있다.

구분 노인 비노인

가족관계

독신가구 0.87 독신가구 0.69

부부가구 0.80 부부가구 0.72

가족동거가구 0.77 가족동거가구 0.64

사회관계
거의 없음 0.82 거의 없음 0.66

다소 있음 0.69 다소 있음 0.58

[표 4-14] 사회적 관계에 따른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의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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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인 비노인

가족관계

사회관계

[그림 4-11] 사회적 관계에 따른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의 지니계수

노인의 가족관계에 따른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지니계수는 △

독신가구 0.87 △부부가구 0.80 △가족동거가구 0.77로 나타났다. 비노인의

가족관계에 따른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지니계수는 △독신가구 0.69

△부부가구 0.72 △가족동거가구 0.64이었다. 대체로 각 집단 내 가중치 적

용 직접 관람 빈도 분포의 불균형이 심한 편이지만, 노인의 경우 관계를

맺는 가족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분포의 불균

형 상태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지니계수

는 0.82로 나타난 반면, 사회관계가 다소 있는 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

람 빈도 지니계수는 0.69였다. 비노인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지니

계수는 사회관계가 거의 없으면 0.66, 사회관계가 다소 있으면 0.58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노인과 비노인 모두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집단보다 사회

관계가 다소 있는 집단이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분포의 불균형이 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비노인보다 노인이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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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관람 지출

노인여부에 따른 직접 관람 지출의 지니계수는 [표 4-15]와 같이 노

인은 0.78, 비노인은 0.58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비노인 둘 다 지니계

수가 0.40 이상으로, 각 집단 내 직접 관람 지출의 분포는 전반적으로 불균

형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 지니계수는 1.00에

훨씬 가까워 노인 집단 내 직접 관람 지출은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구분 직접 관람 지출 격차

노인 0.78

비노인 0.58

[표 4-15] 노인여부에 따른 직접 관람 지출의 지니계수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에 따른 직접 관람 지출의 지니계수는 [표 4-16]

과 [그림 4-12]에 제시되어 있다.

구분 노인 비노인

가족관계

독신가구 0.84 독신가구 0.60

부부가구 0.78 부부가구 0.65

가족동거가구 0.76 가족동거가구 0.57

사회관계
거의 없음 0.80 거의 없음 0.59

다소 있음 0.70 다소 있음 0.54

[표 4-16] 사회적 관계에 따른 직접 관람 지출의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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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인 비노인

가족관계

사회관계

[그림 4-12] 사회적 관계에 따른 직접 관람 지출의 지니계수

노인의 가족관계에 따른 직접 관람 지출 지니계수는 △독신가구 0.84

△부부가구 0.78 △가족동거가구 0.76으로 나타났다. 비노인의 가족관계에

따른 직접 관람 지출 지니계수는 △독신가구 0.60 △부부가구 0.65 △가족

동거가구 0.57이었다. 대체로 각 집단 내 직접 관람 지출 분포의 불균형이

심한 편이지만, 노인의 경우 관계를 맺는 가족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직접

관람 지출 분포의 불균형 상태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 지니계수는 0.80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관계가 다소 있는 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 지니계수는

0.70이었다. 비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 지니계수는 사회관계가 거의 없으면

0.59, 사회관계가 다소 있으면 0.54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과 비노인

모두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집단보다 사회관계가 다소 있는 집단이 직접

관람 지출 분포의 불균형이 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비노인보다 노인이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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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회귀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회귀분석(Regression)을 통해 제3의 변수의 효과를 통제

한 후 가족관계와 사회관계가 노인의 문화예술향유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지 분석하고, 앞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1. 회귀분석 모형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2개 모형 아래 하위모형 6개의 종

속변수와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를 정리하면 [표 4-17]과 같다.

구분 변수

모형 1 모형 2

1-1 1-2 1-3 2-1 2-2 2-3

Count model
Log-linear
model

Count model
Log-linear
model

종속

변수

직접 관람 빈도 ● ●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 ●

직접 관람 지출(로그 변환) ● ●

독립

변수

가족관계(독신가구) ● ●

가족관계(가족동거가구) ● ●

사회관계(다소 있음) ● ●

통제

변수

노인여부 ●

노인여부*가족관계(독신가구) ●

노인여부*가족관계(가족동거가구) ●

노인여부*사회관계 ●

성별 ● ●

지역 ● ●

교육수준(고졸) ● ●

교육수준(대졸이상) ● ●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 ● ●

경제활동여부 ● ●

소득수준(중간소득) ● ●

소득수준(고소득) ● ●

[표 4-17] 회귀분석 모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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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2개 모형 아래 하위모형 8개의 종

속변수와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를 정리하면 [표 4-21]과 같다.

먼저 <모형 1>은 노인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관계와 문화예술향유

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선행연구가

문화예술향유 영향요인으로 언급한 성별, 지역, 교육수준, 과거 문화예술

교육 경험, 경제활동여부, 소득수준을 통제한 후 사회적 관계 즉 가족관계

와 사회관계가 문화예술향유에 영향을 주는지, 만약 영향을 준다면 그 방

향과 크기는 어떠한지 논의할 것이다.

<모형 2>는 사회적 관계가 문화예술향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노인 집단과 비노인 집단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모형 1>을 바

탕으로 노인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노인=1, 비노인=0)와 사회적 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와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포함하였다.

또한 <모형 1>과 <모형 2>는 종속변수에 따라 각각 4개의 하위모형

을 가진다. 즉 △직접 관람 빈도는 <모형 1-1>과 <모형 2-1>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모형 1-2>과 <모형 2-2> △로그 변환 직접 관

람 지출은 <모형 1-3>과 <모형 2-3>의 종속변수이다.

직접 관람 빈도와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1-1>, <모형 1-2>와 <모형 2-1>, <모형 2-2>는 음이항 회귀분석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시행하여 회귀계수를 구했다. 직접 관람

빈도와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횟수의 총합, 즉 어떤 특정한 사건의 수(數)를 나타내는 가산 자료(Count

data)이다. 또한 앞서 기술통계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수가 없고

(Non-negative), 오른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으며(Highly skewed), 분

산이 평균보다 크다(Overdispersion). 음이항 회귀분석은 이러한 특징을

지닌 종속변수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모형 1-3>과 <모형 2-3>은 직접 관람 지출에 로그를 취하여

다중회귀분석(Log-linear model)을 시행했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직접 관람 지출은 오른쪽으로 치우친(Skewed to the right) 분포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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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로그를 취한 직접 관람 지출은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

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종속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다중회귀모형의

가정을 만족시킬 수 있다.

2. 회귀분석 결과

[표 4-18]은 각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모형적합도

(Model fit)는 “모형의 모든 회귀계수가 동시에 0이다”라는 영가설에 대한

검정통계량(Test statistic)과 결정계수(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회귀계수(β, Regression coefficient)는 해석
하기 쉬운 방식으로 변환한 값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음이항 회귀분석을 시행한 <모형 1-1>, <모형 1-2>와

<모형 2-1>, <모형 2-2>의 모형적합도는 귀무가설에 대한 모형(Null

model)과 회귀모형(Fitted model)의 우도(Likelihood)를 활용한 우도비카

이제곱(Likelihood ratio chi squared) 값과 McFadden’s pseudo

R-squared로 설명할 수 있고, 회귀계수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마다 또는 기준집단에 비해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빈도의

비”를 의미하는 IRR(Incidence rate ratio)이다.15) 로그-선형 모형의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한 <모형 1-3>과 <모형 2-3>의 모형적합도는 설명되지

않는 변동(Unexplained variance)과 설명된 변동(Explained variance)을

활용한 검정통계량 F와 수정결정계수(Adjusted R-squared)로 판단할 수

있고, 회귀계수는 식 100*[exp(β)-1]에 넣어 계산한 퍼센트 변화율(%)이다.

[표 4-18]에 따르면 모든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모형을 해석하기에 앞서 <모형 1-1>, <모형 1-2>와 <모형

2-1>, <모형 2-2>의 회귀계수의 단위, 즉 직접 관람 빈도 및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기대빈도(Expected counts)에 대한 것임을 밝힌다.

15) β=log(μx0+1)-log(μx0)=log(μx0+1/μx0)이므로 IRR은 μx0+1/μx0=exp(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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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1 모형2

1-1
IRR

1-2
IRR

1-3
%

2-1
IRR

2-2
IRR

2-3
%

가족관계(독신가구) 1.10 ** 0.86 ** -0.23 　 1.30 *** 1.06 　 55.14 ***

가족관계(가족동거가구) 1.53  *** 1.14  *** 96.66  *** 1.30  *** 1.19  *** 78.00  ***

사회관계 1.24  *** 1.73  *** 62.66  *** 1.14  *** 1.61  *** 41.22  ***

노인여부 0.55 *** 0.92 　 -50.85 ***

노인여부*가족관계(독신가구) 0.49 *** 0.64 *** -62.85 ***

노인여부*가족관계(가족동거가구) 0.79  *** 0.80  ** -47.18  ***

노인여부*사회관계 1.68  *** 1.47  *** 89.77  ***

성별 0.98  　 1.09 *** 12.01 *** 1.00  　 1.10  *** 15.44  ***

지역 1.02  　 1.33  *** 14.58  *** 1.04  * 1.33  *** 17.69  ***

교육수준(고졸) 1.57  *** 1.30  *** 82.15  *** 1.25  *** 1.20  *** 24.74  ***

교육수준(대졸이상) 2.01  *** 1.77  *** 180.97  *** 1.56  *** 1.62  *** 83.11  ***

과거문화예술교육경험 1.41  *** 1.47  *** 91.91  *** 1.30  *** 1.43  *** 64.62  ***

경제활동여부 0.80  *** 0.82  *** -24.38  *** 0.79  *** 0.82  *** -27.05  ***

소득수준(중간소득) 1.33  *** 1.20  *** 77.11  *** 1.25  *** 1.18  *** 61.51  ***

소득수준(고소득) 1.34  *** 1.36  *** 90.43  *** 1.27  *** 1.37  *** 75.55  ***

상수항 1.85  *** 17.56  *** 438,297.88  *** 2.98  *** 18.96  *** 858,102.35  ***

검정통계량 2002.47*** 1000.86*** 263.55*** 2555.09*** 1042.62*** 233.68***

결정계수 0.04 0.01 0.21 0.05 0.01 0.25

[표 4-18] 회귀분석 결과 요약

1) ***: p<0.01, **: p<0.05, *: p<0.1

2) <모형 1-1, 1-2, 2-1, 2-2>의 검정통계량은 우도비카이제곱, 결정계수는 McFadden’s R2, 회귀계수는 IRR을 의미함.

3) <모형 1-3, 2-3>의 검정통계량은 F, 결정계수는 Adj R2, 회귀계수는 퍼센트 변화율(%)을 의미함.

4) 모든 결과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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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형 1-1: 직접 관람 빈도

<모형 1-1>에서 직접 관람 빈도를 설명하는 데 가족관계(독신가구),

가족관계(가족동거가구), 그리고 사회관계가 유의수준 5%하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독신가구)와 가족관계(가족동거가구)의 회귀계수에 대한

IRR은 부부가구 집단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변수가 일

정하게 통제되었을 때 독신가구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는 부부가구 집단

의 1.10배이고, 가족동거가구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는 부부가구 집단의

1.53배라고 볼 수 있다.16) 예를 들어 다른 변수가 일정하게 통제되었을 때

부부가구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가 10회라고 한다면 독신가구 집단의 직

접 관람 빈도는 11회(=10회×1.10)로 1회 증가하고, 가족동거가구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는 15회 정도(=10회×1.53)로 5회 증가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관계의 회귀계수에 대한 IRR도 사회관계가 거의 없

는 집단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변수가 일정하게 통제

되었을 때 사회관계가 다소 있는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는 사회관계가 거

의 없는 집단의 1.24배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변수가 일정하게 통제되었

을 때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가 10회라고 가정하면

사회관계가 다소 있는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는 약 12회(=10회×1.24)로 2

회 정도 더 많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수준(고졸), 교육수준(대졸이상),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

험, 경제활동여부, 소득수준(중간소득), 소득수준(고소득)이 유의수준 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가 일정하

게 통제되었을 때 고졸 집단과 대졸이상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는 각각 고

16)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형 1-1>, <모형 1-2>와 <모형 2-1>, <모형 2-2>의 회귀

계수의 단위는 기대빈도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해석은 “다른 변수가

일정하게 통제되었을 때 독신가구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는 부부가구 집단의 1.10배

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가족동거가구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는 부부가구 집단의 1.53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다. 그러나 해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본문과 같이 서술하

였다. 이후의 해석도 마찬가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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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미만인 집단의 1.57배, 2.0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문화예술교

육 경험이 있는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는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의 1.41배이다.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직접 관람 빈도는 각각 저소

득층의 1.33배, 1.34배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0.80배이다. 만약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가 10회라면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의 직

접 관람 빈도는 8회(=10회×0.80)로, 2회 더 적다는 것이다.

2) 모형 1-2: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모형 1-2>에서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를 설명하는 데 가족관

계(독신가구), 가족관계(가족동거가구), 그리고 사회관계가 유의수준 5%하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의 경우 다른 변수가 일정하게 통제되었을 때 독신가구 집

단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부부가구 집단의 0.86배이고, 가족동

거가구 집단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부부가구 집단의 1.14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변수가 일정하게 통제되었을 때 부부가구 집단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가 10회라고 한다면 독신가구 집단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9회 정도(=10회×0.86)로 약 1회 감소하고, 가족동

거가구 집단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11회 정도(=10회×1.14)로 약

1회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모형 1-1>과는 다소 다른 결과로, 독신가

구와 가족동거가구는 부부가구보다 직접 관람 빈도 자체는 많지만 가중치

가 크지 않은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경향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사회관계의 경우 다른 변수가 일정하게 통제되었을 때 사회관계가

다소 있는 집단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집

단의 1.73배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변수가 일정하게 통제되었을 때 사회

관계가 거의 없는 집단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가 10회라고 가정하

면 사회관계가 다소 있는 집단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약 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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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1.73)로 7회 정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를 <모형 1-1>의 결과와

비교하면 사회관계가 다소 있으면 직접 관람 빈도뿐만 아니라 가중치가

높은 문화예술행사의 직접 관람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수준(고졸), 교육수준(대졸이상),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

험, 경제활동여부, 소득수준(중간소득), 소득수준(고소득)이 유의수준 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가 일정하

게 통제되었을 때 고졸 집단과 대졸이상 집단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

도는 각각 고졸미만인 집단의 1.30배, 1.7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

거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의 1.47배이다.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각각 저소득층의 1.20배, 1.36배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경제활

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0.82배이다.

3) 모형 1-3: 직접 관람 지출(로그 변환)

<모형 1-3>에서 직접 관람 지출을 설명하는 데 가족관계(가족동거

가구)와 사회관계가 유의수준 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인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관계(독신가구)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독신가구 집단과 부부가구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신가구 집단은 부부가구 집단보다 직접

관람 빈도 자체는 많지만 평균 시장가격이 작은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경향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가족관계(가족동거가구)의 회귀계수에 대한 퍼센트 변화율은 부부가

구 집단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변수가 일정하게 통제되

었을 때 가족동거가구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은 부부가구 집단보다

96.66%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변수가 일정하게 통제되었

을 때 부부가구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이 10,000원이라고 한다면 가족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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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은 약 9,700원(=10,000원×0.97) 더 많은 19,700

원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관계의 회귀계수에 대한 퍼센트 변화율도 사회관계

가 거의 없는 집단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변수가 일정

하게 통제되었을 때 사회관계가 다소 있는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은 사회

관계가 거의 없는 집단보다 62.66%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변수가 일

정하게 통제되었을 때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사회관계가 다소 있는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은

6,300원 정도(=10,000원×0.63) 더 많은 16,300원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수준(고졸), 교육수준(대졸이상),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

험, 경제활동여부, 소득수준(중간소득), 소득수준(고소득)이 유의수준 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가 일정하

게 통제되었을 때 고졸 집단과 대졸이상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은 각각 고

졸미만인 집단의 82.15%, 180.97%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문

화예술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은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

험이 없는 집단보다 91.91% 더 많다.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직접 관람

지출은 각각 저소득층에 비해 77.11%, 90.43%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은 음(-)의 부호를 통해 알 수 있

듯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보다 24.38% 더 적다. 만약 경제활동을 하

지 않는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이 10,000원이라면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은 2,400원(=10,000원×0.24) 더 적은 7,600원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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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 2-1: 직접 관람 빈도

<모형 2>는 문화예술향유에 대하여 노인과 비노인을 비교하며 설명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모형 1>과 달리 가족관계(독신가구), 가족관계

(가족동거가구), 사회관계의 회귀계수는 비노인 집단에 대한 것이고, 노인

여부*가족관계(독신가구), 노인여부*가족관계(가족동거가구), 노인여부*사

회관계와 같은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노인 집단에 대한 것이다.

<모형 2-1>에서 직접 관람 빈도를 설명하는 변수 중 가족관계(독신

가구), 가족관계(가족동거가구), 사회관계와 노인여부, 노인여부*가족관계

(독신가구), 노인여부*가족관계(가족동거가구), 노인여부*사회관계가 유의

수준 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의 영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노인여부

의 회귀계수를 보면, 부부가구에 해당하고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는 동일한 조건인 비노인의 0.55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관계의 경우 먼저 비노인을 살펴보면 비노인 독신가구 집단과

비노인 가족동거가구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는 비노인 부부가구 집단의

1.30배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을 살펴보면 노인 독신가구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는 노인 부부가구 집단의 0.49배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가

족동거가구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는 노인 부부가구 집단의 0.79배였다.

노인과 비노인을 비교해보면 노인 독신가구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는 비

노인 독신가구 집단의 0.64배(=1.30*0.49)이고, 노인 가족동거가구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는 비노인 가족동거가구 집단의 1.03배(=1.30*0.79)라고 할

수 있다.17) 이를 통해 비노인과 달리 노인은 부부가구의 직접 관람 빈도가

가장 많고, 가족동거가구와 독신가구 순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 가족동거가구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는 비노인 가족동거가구와

17) exp(x+y)=exp(x)*exp(y)이므로 노인 부부가구에 대한 노인 독신가구의 IRR[exp(β1+β5)]

은 비노인 독신가구 IRR[exp(β1)]과 노인여부*가족관계(독신가구) IRR[exp(β5)]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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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관계의 경우 먼저 비노인을 살펴보면 사회관계가 다

소 있는 비노인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는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비노인 집

단의 1.14배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을 살펴보면 사회관계가 다소 있는

노인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는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노인 집단의 1.68배

였다. 이를 통해 노인과 비노인 모두 사회관계가 다소 있는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는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집단보다 더 많고, 특히 노인이 비노인

보다 사회관계에 따른 직접 관람 빈도의 차이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이 유의수준 10%하에서, 교육수준(고졸), 교육수준(대

졸이상),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 경제활동여부, 소득수준(중간소득), 소득

수준(고소득)이 유의수준 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가 일정하게 통제되었을 때 수도권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는 비수도권 집단의 1.04배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고졸 집단

과 대졸이상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는 각각 고졸미만인 집단의 1.25배,

1.5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는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의 1.30배이다. 중

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직접 관람 빈도는 각각 저소득층의 1.25배, 1.27배

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의 직접 관람 빈도는 경제활

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0.79배이다.

5) 모형 2-2: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모형 2-2>에서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를 설명하는 변수 중 가

족관계(가족동거가구), 사회관계와 노인여부*가족관계(독신가구), 노인여

부*가족관계(가족동거가구), 노인여부*사회관계가 유의수준 5%하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의 영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살펴본

노인여부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 79 -

는 비노인은 직접 관람 빈도는 노인보다 많지만 가중치가 작은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하는 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상호작용항을

해석함에 있어 노인여부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

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인여부

가 가중치 직접 관람 빈도에 미치는 효과는 상호작용항의 다른 독립변수

에도 의존하기 때문이다.

가족관계의 경우 먼저 비노인을 살펴보면 비노인 가족동거가구 집단

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비노인 부부가구 집단의 1.19배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을 살펴보면 노인 독신가구 집단의 가중치 적용 직

접 관람 빈도는 노인 부부가구 집단의 0.64배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가족

동거가구 집단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노인 부부가구 집단의

0.80배였다. 노인과 비노인을 비교해보면 노인 독신가구 집단의 가중치 적

용 직접 관람 빈도는 비노인 독신가구 집단의 0.64배(=1.00*0.64)이고,18)

노인 가족동거가구 집단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비노인 가족동

거가구 집단의 0.95배(=1.19*0.80)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노인과 달

리 노인은 부부가구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가 가장 많고, 가족동거

가구와 독신가구 순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 가족동거

가구 집단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비노인 가족동거가구와 비슷

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형 2-1>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노인

가족동거가구 집단은 가중치가 작은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관계의 경우 먼저 비노인을 살펴보면 사회관계가 다

소 있는 비노인 집단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사회관계가 거의 없

는 비노인 집단의 1.61배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을 살펴보면 사회관계

다 다소 있는 노인 집단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노인 집단의 1.47배였다. 이를 통해 비노인과 노인 모두 사회관계가

18) 가족관계(독신가구)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β1=0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IRR 값은 exp(β1)=exp(0)=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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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있는 집단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집

단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형 2-1>과 달리 사회관계

에 따른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의 차이는 노인보다 비노인에서 더 크

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관계가 다소 있는 노인은 직접 관람 빈도 자체는

많지만 가중치가 그리 크지 않은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기 때문이라고 생

각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성별, 지역, 교육수준(고졸), 교육수준(대졸이상), 과거 문화

예술교육 경험, 경제활동여부, 소득수준(중간소득), 소득수준(고소득)이 유

의수준 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

수가 일정하게 통제되었을 때 여성 집단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남성 집단의 1.10배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수도권 집단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비수도권 집단의 1.33배이다. 고졸 집단과 대졸이

상 집단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각각 고졸미만인 집단의 1.20배,

1.6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의

1.43배이다.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각각

저소득층의 1.18배, 1.37배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의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0.82배이다.

6) 모형 2-3: 직접 관람 지출(로그 변환)

<모형 2-3>에서 직접 관람 지출을 설명하는 변수 중 가족관계(독신

가구), 가족관계(가족동거가구), 사회관계와 노인여부, 노인여부*가족관계

(독신가구), 노인여부*가족관계(가족동거가구), 노인여부*사회관계가 유의

수준 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의 영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노인여부

의 회귀계수를 보면, 부부가구에 해당하고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은 동일한 조건인 비노인보다 50.85% 더 적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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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가족관계의 경우 먼저 비노인을 살펴보면 비노인 독신가구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은 비노인 부부가구 집단보다 55.14% 더 많고, 비노인 가족

동거가구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은 비노인 부부가구 집단보다 78.00%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을 살펴보면 노인 독신가구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은 노인 부부가구 집단보다 62.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노인 가족동거가구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은 노인 부부가구 집단보다

47.18% 감소하였다. 노인과 비노인을 비교해보면 노인 독신가구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은 비노인 독신가구 집단보다 7.71%[=55.14+(-62.85)] 더

적고, 노인 가족동거가구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은 비노인 가족동거가구

집단보다 30.82%[=78.00+(-47.18)]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노

인과 달리 노인은 부부가구의 직접 관람 지출이 가장 많고, 가족동거가구

와 독신가구 순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 가족동거가구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은 비노인 가족동거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 2-1>과 <모형 2-2>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이지만 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로 잡혀 실제보다 더 높

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관계의 경우 먼저 비노인을 살펴보면 사회관계가 다

소 있는 비노인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은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비노인 집

단보다 41.22%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노인을 살펴보면 사회관계가 다소

있는 노인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은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노인 집단보다

89.77%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노인과 노인 모두 사회관계

가 다소 있는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은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집단보다 더

많고, 특히 노인이 비노인보다 사회관계에 따른 직접 관람 지출의 차이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형 2-1>과 <모형 2-2>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사실은 무료인 문화예술행사의 평균 시장가격이 노인의 직접 관람

지출로 잡혀 실제보다 차이가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다.

이외에도 성별, 지역, 교육수준(고졸), 교육수준(대졸이상), 과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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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육 경험, 경제활동여부, 소득수준(중간소득), 소득수준(고소득)이 유

의수준 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

수가 일정하게 통제되었을 때 여성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은 남성 집단보

다 15.44% 증가하였다. 수도권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은 비수도권 집단의

17.69% 더 많다. 고졸 집단과 대졸이상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은 각각 고

졸미만인 집단의 24.74%, 83.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문

화예술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은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

험이 없는 집단보다 64.62% 더 많다.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직접 관람

지출은 각각 저소득층보다 61.51%, 75.55%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의 직접 관람 지출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보

다 27.05% 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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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의 두 가지 차원인 가족관계와 사회관계가 노

인의 문화예술향유 즉 직접 관람 빈도,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직접

관람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 후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4-25]와 같다.

구분 H1 가족관계 H2 사회관계

모형 1 1-1 독신가구 > 부부가구 < 가족동거가구 거의 없음 < 다소 있음

(전체) 1-2 독신가구 < 부부가구 < 가족동거가구 거의 없음 < 다소 있음

1-3 독신가구 - 부부가구 < 가족동거가구 거의 없음 < 다소 있음

모형 2 2-1 독신가구 < 부부가구 > 가족동거가구 거의 없음 < 다소 있음

(노인) 2-2 독신가구 < 부부가구 > 가족동거가구 거의 없음 < 다소 있음

2-3 독신가구 < 부부가구 > 가족동거가구 거의 없음 < 다소 있음

[표 4-19] 가설의 검증

* 연구가설을 지지할 수 있는 경우 음영 처리함.

먼저 <모형 1>은 노인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관계가 문화예술향유

에 미치는 효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모형 1-1>에서 가

족관계는 직접 관람 빈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관계를 맺는 가족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직접 관람 빈도가 증가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형 1-2>에서 가족관계는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가 커질수록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직접 관람 지출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

형 1-3>에서는 독신가구와 부부가구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가족동거가구가 부부가구보다 직접 관람 지출이 많았다.

그러나 사회관계의 영향은 <모형 1>의 하위모형 전체에서 정(+)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모형 1>로부터 가족관계와 사회관계는 문화예술

향수의 영향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사회관계의 효과가 일관적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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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는 사회적 관계가 노인의 문화예술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비노인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

다. 그러나 [표 4-25]는 연구대상인 노인에 대한 결과만 제시하고 있다.

<모형 2>의 하위모형 전체에서 가족관계는 문화예술향유 즉 직접 관람

빈도,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직접 관람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가구가 독신가구나 가족동거

가구보다 문화예술향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아 “가족관계는 노인의

문화예술향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만

지지하고 있다. 사회관계도 가족관계와 마찬가지로 <모형 2>의 하위모형

전체에서 직접 관람 빈도,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직접 관람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관계다 거의 없는 노

인보다 다소 있는 노인의 문화예술향유가 더 많은 정(+)의 방향을 보여주

고 있다. 이처럼 <모형 2>는 유의수준 1%하에서 “사회관계는 노인의 문

화예술향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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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에 대해 잘 모

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여가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노인은 나이 듦에 따라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축소라는 변화를

겪게 된다. 이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증가로 이어지기도 하지

만 남은 생애에 대한 압박감,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등을 불러일으킨다. 그

러므로 노인이 사회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여가는 노인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문화예술향유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 사회적 지지의 교환 등 사회적 가치가 높은 여가 활동이다. 노인은

사회적 관계와 함께 또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아 문

화예술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노인의 문화예술향유

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사회적 관계 즉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세 가지 종속변수 중 하나는 직접 관

람 빈도이다. 두 번째 종속변수는 문화예술행사 분야마다 다른 접근성을

반영한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이다. 마지막 종속변수는 각 문화예술

행사의 평균 시장가격을 활용한 가중치이자 문화예술향수에 대한 또 다른

정보인 직접 관람 지출이다. 그리고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독립변수

는 사회적 관계로 가족관계와 사회관계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문화예술향유 영향요인으로 언급한 성별, 지역,

교육수준,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 경제활동여부, 소득수준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먼저 사회적 관계가 문화예술향유 영향요인으로 적절한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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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어서 사회적 관계

가 노인의 문화예술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비노인과 비교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술통계 분석 결과, 노인은 전반적으로 문화예술향유를 적게

하는 편이었다. 노인의 문화예술향유를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비노인과 비교하였는데, 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와 직접 관람 지출은 비노

인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반면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는

그 차이가 다소 작았는데 이는 비노인이 가중치가 작은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에 따른 문화예술향유를

살펴보았다. 독신가구의 문화예술향유가 가장 많은 비노인과 달리 노인은

관계를 맺는 가족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문화예술향유를 더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과 비노인 모두 사회관계가 거의 없을 때보다

다소 있을 때 문화예술향유를 더 많이 했고, 특히 노인은 비노인보다 사회

관계에 따른 문화예술향유의 차이가 큰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제3의 변수를 통제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기술통계

분석 결과와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직접 관람 빈도,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직접 관람 지출은 부부가구 > 가족동거가구 > 독신

가구 순으로 더 많아 “가족관계는 노인의 문화예술향유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했다. 가족동거가구가 부부가

구보다 문화예술향유를 적게 하는 이유를 추론해보면,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이 노인에게 또 다른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만약 노인의

동거 자녀가 맞벌이부부라서 어린 손주를 돌봐야 한다면, 노인은 가족관계

의 크기와 상관없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시간에 제약이 생긴다. 또는

외출과 소비에 대해 가족의 눈치를 살피느라 문화예술향유를 마음껏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배우자 이외의 가족관계가 제약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에 불과하므로 후속 연구에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관계가 거의 없는 노인보다 다소 있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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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접 관람 빈도, 가중치 적용 직접 관람 빈도, 직접 관람 지출이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관계는 노인의 문화예술향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지지했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와 회귀분석 결과

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통제변수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에 주목하여 노인의 문화예술향유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이 문

화예술향유를 상당히 적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과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축소를 경험한 노인에 있어

문화예술향유와 같은 여가 활동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노인이 문화예술향유 대신 다른 여가 활동으로 사회적 관계를 지속한다면

다행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와 우리나라 노인은 여가 활동으로 TV 시청을

압도적으로 많이 한다는 통계는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

다(문화체육관광부, 2016a; 통계청,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둘째, 사회적 관계 즉 가족관계와 사회관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문화예술

향유 영향요인으로 보는 여러 변수를 통제한 후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밝혔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지역사회 구성원과 교제를 적게 하는 노인은 문화예술향유를 적게 하지만,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거나 지역사회 구성원과 교제를 많이 하는 노인은

사회적 관계가 없는 노인보다 문화예술향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노인의 문화예술향유 증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가족관계는 ‘환경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으

로 조성된’ 사회관계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가족관계의 보조적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의 행태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사회관계가 문화예술향유에 강하고 일관적인 영향을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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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노인 집단에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

았다. 따라서 이에 착안한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정책은 꾸준히 시행되어 왔고, 그 대상은 소외계층

에서 일반국민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사회적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으나(정무성, 2014),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문화예술향유 지원정책은 대부분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저소득층이 아닌 노인은 여전히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정책의 사각지대나

대상의 일부에 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료 관람 및 관람료 할인 정책에

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문화예술향유 수준이 낮은 노인에 대해서는 폭넓

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 노인 그 자체, 노인의 사

회적 활동이 문화예술향유로 이어지는 문화정책의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를 위해 소외계층의 일부로 노인을 인식할 것이 아니라 노인을 독자적인

대상으로 하는 문화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의 사회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활동,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

을 제공 및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보다 많은 노

인이 보다 많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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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노인의 문화예술향유에 있어 가족관계와 사회관계 같은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효과의 방향과 크기

는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한 연구 가운데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노인의 문화예술향유를 10개 분야 문화예술행사별로 분석하지

못한 점이다. 이를 나누어 분석하면 노인의 선호를 비롯하여 문화접근성의

여러 가지 차원에 대하여 논의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행사 각각

의 직접 관람 빈도가 너무 낮아 문화예술행사별로 분석을 하는 데 어려움

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전반적인 문화예술향유에 관심을 두고

문화예술행사의 분야를 구분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각 분야별로 노인의

문화예술향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직접 관람 지출과 가중치의 대표성 문제이다. 직접 관람 지출은

「문화향수실태조사」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표이지만, 노인이

문화예술에 얼마나 지출하는지 대략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문화예술

행사 각 분야의 접근성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종속변수로 포

함되었다. 그러나 직접 관람 지출 변수를 만들기 위하여 덧씌운 평균 시장

가격은 해당 연도 정부와 기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값일 뿐 문화예

술행사 각각의 실제 가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전체 직접 관

람 빈도와 문화예술행사별 직접 관람 빈도의 비중을 활용한 가중치도 연

구를 위해 임의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직접 관람 지출과 가중치는 대표성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관람 지출을 측정하는

지표가 「문화향수실태조사」에 포함되고, 문화예술행사의 접근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고안하거나 개선하는 등 보다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무료 관람이나 관람료 할인이 많은 노인의 문화예술향유 현실

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한

「문화향수실태조사」는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횟수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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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 관람료 유무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평균 시장가격을 가

중치로 활용한 직접 관람 지출은 실제 노인이 문화예술행사에 지출한 금

액보다 높게 잡혔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인의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관람 빈도뿐만 아니라 관람료 유무 또는

관람을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지표를 개발 및 활용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

넷째, 본 연구는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로 인해 가족

관계를 독신가구, 부부가구, 가족동거가구로만 유형화한 점과 사회관계의

효과가 노인 집단과 비노인 집단에서 어떻게 다른지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특히 가

족동거가구를 세분화하고, 노인과 비노인을 비교한다면 두 집단이 처한 사

회적 환경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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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Arts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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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ing on Family and Soci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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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kicked off on the awareness that we still do not know

all that well about our senior citizens even at the juncture of

accelerated aging of our society. As they gradually lose their social role,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loss they experience is partial or

whole, our senior citizens feel pressured and alienated. For them,

recreational activities to maintain their social networks, especially arts

consumption, is imperative, in terms of quality of life. Moreover,

because senior citizens may receive social support to enjoy arts, either

together with or from their social networks, this study focused to

explore the factors that influenced art consumption for our elders

centering on their social networks, i.e. facility and social relations.

Dependent variables to empirically analyze this includ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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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irect consumption and weight-applied frequency of direct

consumption reflecting accessibility to each art event, and direct

consumption expense where the average market price for each art event

is an added weight. Independent variables for this study deliberated

social networks in two aspects of family relations and social relations.

Based on previous studies, control variables included sex, region, level

of education, past experience in art consumption, economic activities,

and income.

The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disclosed that senior

citizens generally lacked arts consumption, their participation not even

half of that of non-senior citizens. If examined in terms of family and

social relations, a senior citizen participated in more arts consumption

as he or she had close relationship with mor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had a social relations to a certain degree.

However, when performed a regression analysis after regulating

third variables, the result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rts consumption for senior citizens increased in the

order of husband and wife household, family household, and

single-person household, partially supporting the hypothesis “family

relations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arts consumption for senior

citizens”. Moreover, is was disclosed that senior citizens with some

social relations were more involved in arts consumption than those with

no social relations, fully support the hypothesis that “social relations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arts consumption for senior citizens.”

From the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have been obtained:

(1) we need be aware of and discuss on the fact that senior citizens are

seldom involved in arts consumption; (2) because social networks, i.e.

family and social relations, could be a lead to solve such problem,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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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to discuss on the issue of forming and maintaining social

networks for senior citizens to improve their arts consumption; and (3)

with regard to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social networks, we need

policies that will assist the social activities of the entire population of

senior citizens to bring about more arts consumption.

keywords : arts consumption, family relations, social relations,

cultural policy, policy for senior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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