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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문화예술 활동 건수는 매 해 꾸준히 증가(增加)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예술 활동에서 국악공연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3.6%,

3.3%, 3.2%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연 1건 당 공연 횟수가

증첨(增添)되고 있는데, 수치적 통계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국악공연 시

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국공립단체 및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상설공연이나 장기공연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공연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객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관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기호(嗜好) 생성 과정을 도와 국악공연

시장에 관객 유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국악의 특성과 전통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악공연 시장에 맞춘

마케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기여하기 위해 시작하였

다. 장기적으로 국악공연 시장의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큰 20대 남녀를 대상

으로 국악공연에 대한 정보탐색 시 그들이 성별에 따라 어떤 정보를 중요시하

고, 도움이 되고,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설문조사와 통

계분석을 실시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 20대 남녀가 제공받는 정보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대 국악 비(非)전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무작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용 응답자는 남자 100명 여자 128명이었고,

그 중 여성성이 강한 사람은 121명 남성성이 강한 사람은 107명으로 나타났

다. 연령은 23세가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직업은 대학생이었다. 3명을 제외

한 모든 사람이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악공연 관람행태를 살펴보면 티켓 구매방법은 인터넷 예매와 초대

권을 통해 구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대체적으로 연 1-2회 정도 국악공

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국악공연 지출비용은 0-2.9만원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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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의 비율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악공연을 관람하고자 할 때 정보를 획득

하는 매체로는 친구 및 지인, 인터넷매체, SNS 순으로 높았다.

셋째, 생물학적 성차(sex)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탐색시 인식차이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중요도는 여자가 공감형 정보인 블로그 후기를 더 중요하게 생

각했다. 도움정도는 여자가 기능형 정보 중 인물정보(캐스팅) 정보를 크게 인

지했다. 신뢰도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사회심리학적 성차(gender)에 따른 인식차이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중요도는 기능형-가격정보를, 공감형-블로그 후기, 관람후기에 대해 여성성

집단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도움정도는 기능형-인물정보, 공감형-관람 후

기에서 여성성을 집단이 정보 제공에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신뢰도 차이는 기능형-인물정보, 공감형-블로그 후기에서

여성성 집단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물학적 성차(sex)와 사회심리학적 성차(gender)에서 모두 점수를 더 높게

준 것은 여성 혹은 여성성이 높은 소비자였다. 상대적으로 남성 혹은 남성성

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제공받은 정보의 중요도, 도움정도, 신뢰도를 여성 소

비자에 비해 낮게 생각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기능형 정보군

보다는 공감형 정보군에서 중요도, 도움정도, 신뢰도를 더 높게 느낀다는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20대 국악공연 관객의 성별(sex)과 성정체성

(gender)을 고려한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대 관객을 국악공

연 시장으로 유인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20대의 선

호매체를 이용한 홍보 방법을 더욱 폭넓게 사용하여 관객을 유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QR코드, SNS 등 인터넷과 모바일 채널 운영 시 온라인•오프라인

을 아우르는 통합적 채널을 개발하고 적극 활용하여 20대 및 젊은 세대의 참

여욕구와 호감도를 높이는 공격적 마케팅 정책을 해야한다.

또한 20대 관객이 남녀, 남성성 여성성 관객 모두가 인물정보에 관심을 갖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유명인’의 출현이 공연선택 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국악분야의 특성상 스타의 연령대가 타 분야에 비해 높

은 편이다. 뮤지컬이나 연극의 경우 실제로 캐스팅이 공연 선택과 티켓 판매

에 굉장한 영향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국악공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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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젊은 아티스트 양성 및 매스컴 노출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20대의 경우 기능형 정보보다 공감형 정보군을 대체적으

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온라인 구전 마케팅의 확

산을 위해 공연 체험단 모집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감형 정보의 절대

적 양을 늘리는 것도 공연 홍보와 관객 유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악공연 시장에 대한 마케팅적 시각을 통해 20대 남녀 관객에게

종류별 국악공연 정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향후 관련 분야 연구에 있어 유의미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국

악공연 시장의 발전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

다.

주요어 : 국악공연, 20대 공연소비자, 정보탐색, 성별효과

학 번 : 2017-25084



- iv -

목 차

1.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4

2. 이론적 고찰 ···························································· 7

1) 공연예술상품의 서비스적 특징과 관객개발 ············· 7

(1) 공연예술상품의 서비스적 특징 ······························ 7

(2) 관객개발 ······································································ 11

2) 국악의 개요 및 유형 ····················································· 12

3) 국악 공연의 현황 ··························································· 15

4) 성별 효과의 개념 ··························································· 27

(1)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심리학적 성(gender) ··· 27

(2) 소비자 행동에서의 성별효과 ·································· 29

(3) 소비자 정보 처리에 대한 성별효과 ······················ 30

5) 소비자 정보 탐색(情報探索) ······································· 30

3. 연구 설계 및 결과분석 ····································· 33

1) 연구 설계 및 조사방법 ··················································· 33

(1) 연구 설계 ········································································ 33

① 조작적 정의 ································································· 35

(2) 설문지 구성 및 분석방법 ············································ 38

2) 결과분석 ·············································································· 40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40

(2) 조사대상자의 국악공연 관람행태 분석 ···················· 41

(3) 정보탐색 시 성차(性差)가 미치는 영향 분석 ········ 43



- v -

① 생물학적 성(sex)차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탐색 · 43

② 사회심리학적 성(gender)차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탐색 ····················································· 47

(4) 소결(小結) ······································································ 51

4. 결 론 ···································································53

1) 시사점 및 제언 ·······························································54

2) 한계점 및 향후 방향 ·····················································56

참고문헌 ········································································57

Abstract ········································································61

부록 ·················································································63



- vi -

표 목 차

<표 1> 공연예술의 서비스(service)적 특성 ································ 8

<표 2> 최근 3년간 국악 공연 건수⦁국악 공연 횟수의

양적추이 ················································································ 16

<표 3> 최근 2년간 국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및 횟수 ······ 17

<표 4> 국악 세부 장르별 창작초연/재공연 건수(2017) ··········· 19

<표4-1> 국악 세부 장르별 창작초연/재공연 횟수(2017) ··········· 20

<표 5> 17개 시도별 공연 건수․횟수 분포(2017) ····················· 22

<표 6> 서울시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횟수 분포(2017) ······· 24

<표 7> 월별 공연 건수․횟수 분포(2017) ··································· 25

<표 8> 기능형 정보와 공감형 정보의 분류 ································ 36

<표 9> 설문지 구성 ·········································································· 38

<표 10>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40

<표 11> 조사대상자의 국악공연 관람행태 분석 ·························· 42

<표 12> 생물학적 성(sex)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중요도 인식 차이 ································································ 43

<표 13> 생물학적 성(sex)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도움 정도 인식 차이 ·························································· 45

<표 14> 생물학적 성(sex)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신뢰도 인식 차이 ································································ 46

<표 15> 사회심리학적 성(gender)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중요도 인식 차이 ································································ 47

<표 16> 사회심리학적 성(gender)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도움 정도 인식 차이 ·························································· 49

<표 17> 사회심리학적 성(gender)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신뢰도 인식 차이 ································································ 50



- vii -

그 림 목 차

[그림 1] 최근 3년간 국악 공연 건수⦁국악 공연 횟수의

양적추이 ······································································· 16

[그림 2] 최근 2년간 국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및 횟수 ··· 17

[그림 2-1] 최근 2년간 국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및 횟수 18

[그림 3] 국악 세부 장르별 창작초연/재공연 건수 ·················· 20

[그림3-1] 국악 세부 장르별 창작초연/재공연 횟수 ················ 21

[그림 4] 17개 시도별 공연 건수․횟수 분포(2017) ················ 23

[그림 5] 서울시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횟수 분포(2017) ··· 24

[그림 6] 월별 공연 건수․횟수 분포(2017) ····························· 26

[그림 7]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 도식 ····································· 31

[그림 8] 연구 설계 도식 ··························································· 33



- 1 -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격한 경제성장과 발달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되었다. 소비자의 욕구가 고도화됨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은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IT 분야의 발전은 공연예술분야에도

예외 없이 큰 영향을 미쳐 기존 예술 산업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여가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등 국공립 문화시설

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공급증가 등으로 인해 2000년대에는 국내 공연예술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국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급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주된 인터넷 사용자 계층이었던 10~20대는 현재 국내 공연예술분야의

주된 관객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 세대를 포함해 현재의 10~20대까지 인터

넷의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활동하는 소비자들은 공연예술 관람 시 정보를

구하거나, 관람 후 공연 후기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는 데에 인터넷

을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중수용자(重需用者)의 경우 경수용자(輕需用者)에 비해 인터넷에 대

한 의존도가 더욱 높은 반면1) TV, 라디오 등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 이는 적극적인 상호작용 매체이자 정보매체인

인터넷을 통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이 소비자의 공연예술상품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 이재영의 논문에서는 뮤지컬 관객을 대상으로 공연 관람 횟수 7회를 기준으로 7회 이상

관람한 사람들을 중수용자, 7회 미만 관람한 사람들을 경수용자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 중 중수용자는 연평균 약 16회, 경수용자는 연평균 약 3회의 뮤지컬 관람을 한 것

으로 나타났다.

2) 이재영, 뮤지컬 수용자의 공연선택행위와 수용형태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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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대 남녀를 연구 대상으로 정해 진행하였다. 20대로 한정한

이유는 공연예술분야의 관객은 중장기적(中長期的)인 시간동안 영향을 받

아 관심과 참여 의지가 발생해야 공연을 구매하는 기호(嗜好) 생성과정을

거쳐야 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20대의 경우 현재부터 약 20년간

생산가능인구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것이기 때문에 구매력 또한 점차 증

가하는 세대로 공연예술시장의 주력 소비계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장

년층의 경우 이미 기호 생성과정을 거쳤거나, 지금 기호 생성과정을 거치

더라도 앞으로 공연 관람의 주체가 되기 어렵고 소득의 감소가 시작되는

구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치재(奢侈財)적 성격을 지니는 공연예술상품 구

매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기에 연구대상은 20대로 한정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연감 2018년 현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5

년부터 2017년까지 공연예술분야의 예술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매년 1,000건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무용을 제외하고는 국악이 76건으

로 가장 적게 증가하였다.

단순히 횟수로는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점유율을 보자면 그렇지 않다.

분야별 문화예술 활동 건의 비율을 보자면 국악은 2015년에는 3.6%, 2016

년에는 3.3%, 2017년에는 3.2%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꾸준히 하락세를 보

였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우리 전통음악과 문화는 인정받고 있다.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가곡(2010), 농악(2014) 등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3)에

지정되어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세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이런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국악의 산지인 우리나라에서 ‘전통음악’에 대

한 대중의 인식은 개선되지 않았다.

1951년에 개원해 현재까지 한국 전통예술의 보존과 계승, 창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국악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기관이다. 매해 대표브

3)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 1997년 제29차 총회에서 산업화와 지구화 과정

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

를 채택한 것이 시작이다. 이후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로 인식하고 보호하고자 매년 인

류무형문화유산을 선정해 국제적으로 공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종묘 및 종묘제례악

(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가곡(2010)’, ‘농악(2014) 등 현재까지 총 20개의

문화유산이 등재되었다.(출처: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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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공연, 정기공연, 기획공연, 상설공연, 해외공연 등 활발하게 공연을 선

보이고 있으며 단연 국악공연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기관이다.

문예연감(文藝年鑑)4)에 따르면 국악공연 횟수 자체는 전년대비 증가하였

으나 국악연감(國樂年鑑)5)에 따르면 국립국악원(본원)의 경우 2017년 공연

건수는 314건으로 2016년 대비 20.1% 감소하였으며, 관객 수는 2017년

106,734명이며 전년대비 39.0% 감소하였다.(국악연감, 2017) 문화예술 시장

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것과 대비해 국악공연 시장의 경우 현상유

지 혹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악공연 시장의 성장과 새로운 관객 유입의 활로

모색을 위해 20대 공연소비자가 국악공연 선택 시 기능형 정보와 공감형

정보의 종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20대 관람객의 소비 성향과 마케팅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대 공연소비자가 국악공연을 검색할 때 정보의

종류에 따라 관람객이 받는 영향을 분석하고 마케팅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최근 국악공연 시장의 흐름 상, 공연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고 공연

건수와 횟수도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 따라서 젊은 국악공연 관객의

새로운 정보탐색 패턴과 소비행태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맞춤형 마케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0대 국악공연 소비자의 공연예술 상품관람 행태를 알아보고, 예상

관람객의 성별에 따라 제공 받은 정보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보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누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격, 캐스팅, 공연내용을 기능형 정보와

4) 문예연감은 한 해 동안에 문학과 예술계에서 일어난 일을 통계적으로 엮어 기록한 책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00년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문학, 시각예술,

국악, 양악, 연극, 무용 분야별 주요 현황과 통계자료를 분석 수록해 연간 국내에서 일어난

예술활동 건수 및 횟수를 분야별, 장르별, 지역별, 시기별 현황에 따라 다양한 각도에서 제

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참고한 ‘문예연감 2018’은 2017년도의 자료를 수집해 2015년부터

의 자료와 비교 및 통계분석을 2018년 1년간 실시 및 정리해 2019년 3월에 발간하였다.

5) 국악연감은 한 해 동안 국악계에서 일어난 일을 통계적으로 엮어 기록한 책으로 국립국

악원에서 발간하였다. 본 논문에서 참고한 ‘국악연감 2017’은 2017년도 국악계의 공연 및 학

술 활동 등의 동향을 담은 기초자료로 총 2권으로 구성돼 있고 2019년 3월에 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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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후기 및 별점평가 같은 인터넷 구전 마케팅(viral marketing) 정보인

공감형 정보가 그것이다.

위 정보들이 20대 국악공연 관객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기존의 성별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

및 고찰하며 생물학적 성별(sex)과 사회심리학적 성별(gender)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 및 인식의

변화로 인해 점차 단순 성별로 구분해 정보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복잡한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만큼 본 연구에서도 소비자의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심리학적

성(gender)을 분류하여 성별과 성정체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연구를 진행한다.

이로써 도출된 결과가 국악공연 시장에 대해 효과적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실용적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20대 국악공연

관객의 욕구가 변화하고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관람객들의 공연선택

요소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앞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과 실증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개념

을 정립하고 국악공연의 특성과 시장구조, 성별효과에 따른 정보인지 차이

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하여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겠다.

다음으로는 20대 관객의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실증 분석하겠다. 설문 조사의

범위는 국악 비(非)전공자 20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악 비전공자를 선택

한 이유는 전공자의 경우 국악에 대한 배경지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연

정보를 제공 받았을 때, 정보 인지범위와 공연선택 동기가 다를 것이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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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20대 국악 비(非)전공자 남녀를 대상으로 2019년 10월 1일부

터 10월 7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응답자 자기기입 조사를 실시해 자료

를 수집하는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했다. 설문을 통해 응답한 총 인원은

250명이며, 주요 측정항목에 대해 불완전하거나 답이 불확실한 것을 제외

한 228부가 유효하게 회수되었다.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서울에 위치한 국립국악원(본원)의 정기연

주 중 ‘기악’ 위주의 공연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2017년 전국 3,600건의 국악 공연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

서울이기 때문이다. 한 해 동안 1,154회의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경기가 343건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6). 이 1,154회의 공연 중 국립국악원에

서 이뤄진 공연은 314건에 해당한다. 약 25%에 달하는 수치로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국악공연이 시행되는 곳이 국립국악원이기 때문이다7).

또한 국악공연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기악’ 공연으로 선정한 이유는

2017년 국악공연 횟수는 총 9,792회인데 그 중 기악장르 공연 횟수가 4,726

회로 48.3%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SPSS For Windows 22.0 통계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차이 검증인 T-test 등의 양적분석

을 실시한다. 또한 외국어 표기에 있어 적합한 한국어 번역이 없거나 통상

적으로 우리말처럼 사용되는 경우는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에 준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방법과 구성을 소개하겠다. 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이

주 내용으로 첫째로 국악공연의 상위개념인 공연예술에서 나타나는 서비스

상품적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국악의 개요와 유형에 대해 살펴

보고 국악 공연의 현황에 대한 고찰을 하겠다. 다음으로 20대 공연소비자

의 성차로 인해 제공받은 정보 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성별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정보 탐색이 필요한 이유와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 2018」,(서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pp.293-296.

7) 국립국악원, 「국악연감 2017 제1-2권」, (서울 : 국립국악원, 2019),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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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선행연구를 통해 탐구한다.

3장에서는 실증연구를 위한 연구 설계와 조사연구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각 요소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린 후 가설 검증을 실시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를 통해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 및

한계, 제언을 통한 향후방향을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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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제 2장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공

연예술상품의 서비스적 특징과 관객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고찰하고, 2절에

서는 국악이라는 분야의 개념 정립을 위해 국악의 개요와 유형에 대해 살

펴본다. 이어 3절에서는 국악 공연계의 현황을 살펴본다. 4절에서는 성별

효과의 개념과 이해를 위해 생물학적 성별(sex)과 사회심리학적 성별

(gender)의 차이 및 소비자 행동과 정보 처리에 대한 성별효과를 살펴본

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정보탐색 관련 연구를 통해 소비자 정보탐색에

대해 고찰한다.

1) 공연예술상품의 서비스적 특징과 관객개발

(1) 공연예술상품의 서비스적 특징

‘무대에서 공연되는 모든 형태의 예술’이라고 정의되는 공연예술

(performing art)은 인쇄화 할 수 있는 문학과는 달리 무대 위의 공연자를

통해 공연되는 동안만 존재하다가 공연이 끝나면 없어져버리는 일회적인

예술이라 할 수 있다8).

상품의 정의에는 단지 제품의 물리적 속성 뿐 아니라 추상적인 부분까지

포함되며 소비자의 욕구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든 상

품이 될 수 있다. 서비스, 아이디어, 사람, 조직체, 장소와 같은 것들도 상

품이 될 수 있다9).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제시되어 있는 정의를 바탕으로 친(親)소비자적

측면에서 공연예술상품을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연예술상품은 소비자

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컨텐츠(문화관련 컨텐츠, 디지털문화 컨텐츠, 멀티미디어

8) 두산동아 백과사전 연구소,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6, 3권, p65..

9) Kotler, P. Marketing Management, pp.4-10,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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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컨텐츠) 및 컨텐츠에 기술, 제조물 또는 서비스가 복합된 유무형의

재화를 의미한다10).

서비스 상품으로서 국악 공연은 소멸성(perishability), 이질성

(heterogeneity), 무형성(intangibility),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inseparability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11)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소멸성은 공연은 1회로 소멸하며 공연시간 외에는 다시 관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질성은 배우 혹은 연주자의 기본 및 숙련도에 따라 작품의

내용과 질이 달라질 수 있고, 공연장의 시설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무형성은 공연이 물리적 형태를 갖고 있지 않으며 실연되는 것으로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상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동시성은 공연과 관람이 동

시에 일어나며 관객은 박수, 환호 등을 통해 공연의 과정에 참여한다는 의

미이다12).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

속성 서비스(service)적 특성 공연예술의 특성

소멸성

판매되지 않은 서비스는 재

고로 보관하거나 저장할 수

없음

공연 관람은 1회로서 소멸

하며 공연 시간 외에는 관

람할 수 없음

이질성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서비

스의 내용이나 품질이 달라

짐

공연자의 숙련도, 공연장과

시설에 따라 공연내용과

질이 달라질 수 있음

무형성
대상을 보거나 만질 수 없고,

경험 전에 평가가 어려움

공연은 일정한 형태가 없

이 실연되며 경험하기 전

까지 상상하기 어려움

동시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

나며 소비자도 생산과정에

참여함

공연과 관람이 동시에 일

어나며 관객은 박수, 환호

등을 통해 공연 과정에 참

여함

<표 1> 공연예술의 서비스(service)적 특성

공연예술은 다른 제조업 제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공

1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p.116, 2002.

11) 이유재, “고객만족형성과정의 제품과 서비스간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소비

자학연구, 제8권 제1호, pp.101-118, 1997.

1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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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술은 공연장을 매개로 하여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즉 일

반제품의 경우는 대부분 생산과 소비가 각기 다른 시공간에서 발생하지만

공연 주체와 소비자는 동일한 시공간에 존재하며, 때로는 생산과정에 소비

자가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둘째, 공연예술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일정

한 기호가 형성될 때 비로소 소비가 시작되는 경험재13)의 성격을 띤다.

이와 같은 서비스적 재화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공연예술은 다음과 같은

상품적 특성을 지닌다.

첫째 비(非)배제적(non-rivalry)14)이고 비(非)경합적(non-excludability)15)

인 공공재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쉽게 말해 공연은 한 명의 관객을 추

가한다고 해도 비용이 추가되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활용된다 해도 그 가

치가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관객의 규모를 크게 하고 반복적으로 활용

해야만 그 가치를 크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반복적 활용을 위해서는 우

선 공연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공연장이 확보되어야만 관객의 수와 규모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16).

둘째, 재화의 무형성(無刑性)으로 인해 공연예술상품은 경험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경험재(experience goods)적 특성

을 지니고 있다. 사실, 공연예술상품은 소비하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전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소비를 위해서는 상품의 질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즉 상품에 대한 평가 없이도 먼저 가격을 지불하고

뒤에 소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공연을

선택하기 이전에 많은 정보를 파악해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려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시장신호(market signal)다. 작품이 지니고 있던 사전명

성, 제작진의 이전 성공경험, 평론가의 평, 출연한 사람들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성에 기초해 작품을 선택하도록

13) 경험을 하기 전에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재화를 말한다.

14) 재화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비자가 재화의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5) 한 사람의 재화소비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화소비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공공재는 비소모적인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공공재의 이상적 소비형태는 소

비자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많이 이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16) 이승엽, 『극장경영과 공연제작』, 역사넷, p.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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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17).

셋째, 공연예술은 사치재(奢侈材)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시장적 여건이

나 경제상황에 대해 소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사치재의 가장 큰 특

징은 재화의 수요가 가격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변

화에 대한 민감도와 소비계층의 한정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18). 이로인해

공연에서는 좌석별로 다른 할인율이 등장한다. 가격탄력성을 고려해 공연

예술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관객 유인책은 후원, 협찬의 대가로 무료티켓

이나 초대권을 발행하거나 객석의 위치에 따라 가격에 차별을 두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공연예술상품의 경우 기호가 형성된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다른 재화 및 서비스 시장에 비해 오히려 가격에 영향을 덜 받는 구조를

갖는다19). 교육과 경험을 통해 공연에 대해 내재된 가치가 생기면 소비자

는 공연에 대한 대체재(代替財)를 찾기 어렵고 소득이나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이처럼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 기호가 형성되거

나 예술작품처럼 독자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는 경우, 사치재임에도 상층

흡수 가격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소비층을 중심으로 고가정책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심리적․물질적 욕구를 만족시켜야하는 어려움

이 있지만, 고가정책은 작품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소비자의 리스크를 감소

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공연예술은 일상에서 소비하는 상품과 달

리 반복적 경험을 통해 일정한 기호가 형성 되어야 비로소 소비가 시작된

다20). 과거의 소비경험을 통해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공연장에

서 만났던 주인공이나 스태프 등이 다음 공연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이다. 문화는 단기적이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의식, 무의식에

17) 라윤주, 서비스 마케팅믹스를 이용한 국내 공연예술경영 현황에 관한 연구 – 클래식

음악공연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13, 2000.

18) 엄미란, 한국 뮤지컬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3-6 ,2005.

19) Ibid.

20) 정은동, 공연예술의 효율적인 관객개발을 위한 방안연구 : Arts complex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4-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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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정적 순간에는 대단한 파워를 행사하기 때문이

다21).

하지만 국공립 공연장의 경우 상업적 공연장처럼 가격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공연예술작품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

처럼 공연예술은 서비스상품적 특징을 갖고 분야의 특수성이 강하기 때문

에 공연예술시장이 점차 성장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

다 할 수 있다.

(2) 관객개발

관객(Audience)은 공연예술시장에서의 소비자라 할 수 있다. 관객은 공

연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주체로서 공연예술분야에서 관객의 중요성은 수입

과 직접적인 관계이며 재정적 안정성, 사회문화적 편익증진, 예술적 완성도

의 측정지표를 갖게된다22). 관객은 무형의 공연을 관람하면서 본인의 심리

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즉, 공연예술상품의 소비자인 관객은 공급자

가 판매하는 공연티켓을 구매해야하며 이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상호 관계

를 형성하게 된다.

공연예술분야에서 관객개발은 단순히 관객의 숫자를 늘리는 것뿐만 아

니라 어떤 예술기관이나 공연단체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는 새로운 관

객들의 관심을 불러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게 함으로서 결국 고정 관객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뜻한다23).

타 분야의 고객과 달리 공연예술분야의 관객은 중, 장기적인 시간동안

다양한 요소들로 영향을 받아 관심과 참여 의지가 발생해야 공연이라는 상

품을 구매하고 참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

되고 관객이 원하고 필요로하는 요소를 알게되면 무관심한 관객이 참여하

기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개발

21) 김민주 외 공저, 『컬덕 시대의 문화마케팅』, 미래의 창, pp.20-58, 2007.

22) 임혜경, 공연 관람결정요인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pp.16-25, 2011.

23) 이은옥 외 번역, 『예술경영, 어떻게 할 것인가』, 민음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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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중요하고 관객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관객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관객조사, 교육활동, 시장

세분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성공적 관객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

기 위해서는 관객의 욕구를 앞서 파악하고 조사해 마케팅 목표와 문제점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국악의 개요 및 유형

국악(國樂)의 어원은 조선 말기 고종 때 장악원에서 처음 쓰였으며 나

라의 음악이라는 뜻이다24). 사전에서 정의하는 한국음악은 ‘한국에서 발달

한 고유(固有)한 음악’을 뜻하며 그렇기에 한국에서 연주되는 모든 음악이

한국음악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연주되는 음악에는 서양음악과 대

중음악도 많은데, 이것을 한국음악이나 국악이라 부르지는 않는 것이다.

특히나 이미 한국에 뿌리를 내린 음악을 전통음악이라고 부른다. 한편

으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왕조를 거쳐 전해 내려온 음악을 전통음악

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전통음악은 우리 민족의 고유성과 전통성을 지닌 민

족음악이라 할 수 있다25).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전통음악도 변천과 발전을 거치게

되었다. 이것이 반영되어 오늘날 국악이라 불리는 음악에는 새롭게 창작된

음악인 신국악(新國樂)이나 창작국악(創作國樂)이라 부르는 음악까지 국악

의 범위에 포함된다26).

음악의 발전양상에 따라 국악의 모습도 점차 바뀌고 있는데 기존의 전

통 형식과는 다른 연주 형태나 선율을 연주하기도 한다. 또한 국악기를 이

24) 서한범, 『국악통론』, 태림출판사, 1993.

25) 윤유정, 국악공연의 마케팅믹스요인이 관람객 만족도와 재관람 의도에 미치는 영향 –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2015.

26) 주태원, “국악교육의 본질화를 위한 국악의 기본개념 체계화 및 개념적 본질체험 방안”,

『국악과 교육』제12권, p.80,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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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재즈 음악이나 서양 클래식 연주 등을 하기도 하며 음악간의 경계가

옅어지기도 한다. 이런 변화는 국악이 전통음악, 혹은 고유한 음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전통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이 옅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서양음악식의 연주와 해석방법이 작곡가가 만든 작품인 악보를 어떻

게 연주해야 하는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풀어나가는 것이라 한다면,

국악 전통음악의 경우 작곡가가 전하지 않는 곡들이 많기 때문에 국악 연

주자들은 스승에게 구전사사(口傳師事)하여 습득한 음악을 악기로 연주하

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서양식의 연주와 해석방법과는 다르다27).

국악의 분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고려시대부터 되짚어 보면 좌

방악, 우방악으로 나뉘었었다. 이것이 조선시대에 오며 아악, 당악, 향악으

로 분류되었고 17세기 전후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국란을 거치며 역사

적 변천을 하였다. 그 후 당악의 향악화 과정을 거쳐 향악(고려음악)과 아

악(중국계 아악)으로 변화했으며 향악과 속악의 구분이 아악과 속악의 구

분으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음악양식의 변천을 가져왔다. 우리 사회의 사고

와 환경이 시대마다 바뀌면서 이를 인식하는 사회적 시각이 반영된 것은

정악과 민속악이라는 국악 분류체계로 변화했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 국악

이 발전하면서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이 형성되었다. 다양한 기준에 의한

분류가 시도 되었으며 창작국악의 도입으로 기존에 인식하던 정악, 민속악

외에 새로운 개념이 생겨났고 국악의 분류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

가 되었다28).

전통음악의 큰 분류로는 궁중이나 상류 지식계급층이 향유하던 음악인

정악(正樂)과 민간에서 생겨나 전해 내려오는 민속악(民俗樂)으로 하고 있

다. 정악은 궁중에서 연주되었던 음악으로 아악, 당악을 포함해 여민락 등

의 궁중음악과 양반계급의 사랑방을 중심으로 연주되었던 음악인 시조, 가

사, 가곡 등이 속하는 풍류방 음악으로 나뉜다. 그 외에 창작국악의 분류가

있는데, 신국악이라 칭하기도 하며 국악기 위주로 하여 국악 양식에 기반

을 두고 작곡된 새로운 음악을 뜻하는 것이다. 서양악기로 국악을 연주하

27) 권오성, “한국전통음악의 연주와 해석”, 『한국전통음악학』제6호, pp.102-104, 2005.

28) 김종현, 현행정악의 정반합적 승합론: 국악분류를 통하여 본 음악사회학적 음악관을 중

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4 -

는 형태, 국악기로 서양음악을 연주하는 형태, 서양악기와 국악기가 합주하

는 형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29).

국악의 분류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보

편적으로 쓰는 분류방법은 크게 정악, 민속악, 창작국악으로 나누는 형태이

다. 현재는 음악이 다양화 되고 새로운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분류방식 또

한 재정립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현재까지 대중적으로 쓰이는 분류

법은 정악, 민속악, 창작국악으로 나누는 것이다.

국악공연은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로 크게 나누어 정의하고 있

다. 전통음악은 한민족의 전통적인 선율, 성음, 장단 등 소리와 몸짓을 주

된 요소로 활용하여 표현하는 궁중음악, 민속음악, 연희음악, 종교음악, 선

비음악 또는 놀이음악 등 일체의 청각예술이다. 국악공연의 형태는 크게

전통적 형태와 현대적 형태로 나누어지며 크게 성악, 기악으로 나눌 수 있

다. 성악의 경우 가곡, 가사, 판소리, 민요, 시조 등이 있으며 현재는 가요

와 접목하여 새로운 형태로 공연하기도 한다. 기악은 정악과 민속악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독주와 합주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서양 음계의 수

용과 악기의 개량으로 새로운 형태의 곡을 연주하고 있다30).

29) 서한범, 앞의 책.

30) 고보경, 국악 공연 관객 분석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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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악 공연의 현황

2015년부터 3년간의 문화예술 활동 건수는 2015년 42,968건, 2016년

46,191건, 2017년 49,38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규모

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그 중 국악공연과 관련된 수치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국악 공연 건수는 2015년 1,547건, 2016년 1,507

건, 2017년 1,583건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공연 건

수는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예술 활동 건수에서

의 비율을 보면 3.6%, 3.3%, 3.2%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인다. 창작공연의

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공연의 지역 편차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런

통계 및 조사 내역을 추적하다 보면 공연예술계가 전반적으로 양극화를 겪

고 있으며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 공연 1건 당 공연횟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설공연, 장기공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대형공연 중심, 국공립 단체 중심의 경향이 강해짐과 동시에 청년세대

의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향한 의욕이 감소하고 있으며, 창작이 전통을 극

복의 대상으로 삼는 마인드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타자 모방이 창작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모습도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전국의 대학 국

악과와 지역문화재단이 아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청년실업 및

공연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 밀려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31)

2019년도에 발간 된 ‘문예연감 2018’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국악공연은

전체 예술 활동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인다.

최근 3년간 공연 건수 및 공연 횟수32)의 양적추이는 다음 <표 2>와 같

다.

31) 윤유정, 앞의 글, pp.10-16.

32) 문예연감에서는 문화예술활동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 활동 건수 및 횟수를 함

께 조사하였다. 건수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공연이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며, 횟수는 얼마

나 자주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제공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견우와 직녀’라는 공

연 1건을 월, 화, 수요일에 1번씩 했다면 3회 공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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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공연 건수 1,547 1,507 1,583

공연 횟수 2,788 4,310 3,860

공연1건 당 공연 횟수 1.8 2.9 2.4

<표 2> 최근 3년간 국악 공연 건수⦁국악 공연 횟수의 양적추이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9), 『문예연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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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최근 3년간 국악 공연 건수⦁국악 공연 횟수의 양적추이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2018 문예연감』

문예연감(2018)에 따르면 국악 공연은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

타 6개 항목으로 분류한다. 2017년 기준 국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는 전

체 국악 공연 건수 3,600건 가운데 기악이 1,440건(40.0%)으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했으며, 복합도 1,343건(37.3%)으로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 이어

서 성악 442건(12.3%), 연희 348건(9.7%), 합창 22건(0.6%), 기타 5건(0.1%)

순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공연 횟수도 총 9,792회 가운데 기악이 절반 수준인 4,726회

(48.3%)로 나타났다. 이어서 복합이 2,913회(29.7%), 연회 1,253회(12.8%),

성악 873회(8.9%)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와 비교했을 때, 복합과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장르에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가 모두 증가했다. 복합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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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의 경우 공연 건수는 1,238건에서 1,343건으로 105건 증가했지만 공연 횟

수는 3,291회에서 2,913회로 378회 감소했다. 기타 장르는 공연 건수와 공

연 횟수 모두 크게 감소했다.

이 분류에 따른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의 각 장르별 공연 현황은 다

음 <표 3>과 [그림 2], [그림 2-1]과 같다.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2018 문예연감』

[그림 2] 최근 2년간 국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및 횟수

구분 기악 성악 합창 연희 복합 기타 계

2017

공연

건수

빈도 1,440 442 22 348 1,343 5 3,600

비율 40.0% 12.3% 0.6% 9.7% 37.3% 0.1% 100%

공연

횟수

빈도 4,726 873 22 1,253 2,913 5 9,792

비율 48.3% 8.9% 0.2% 12.8% 29.7% 0.1% 100%

2016

공연

건수

빈도 1,186 261 19 167 1,238 113 2,984

비율 39.7% 8.7% 0.6% 5.6% 41.5% 3.8% 100%

공연

횟수

빈도 3,565 401 21 1,073 3,291 498 8,849

비율 40.3% 4.5% 0.2% 12.1% 37.2% 5.6% 100%

<표 3> 최근 2년간 국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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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최근 2년간 국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및 횟수

다음으로는 각 세부 장르별 현황을 기존 공연 여부를 기준으로 2017년

창작초연 및 재공연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건수’를 기준으로 총

3,600건 중 창작초연은 62건(1.6%)으로 매우 적고, 대부분이 재공연(3,538

건, 98.3%)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장르의 경우도 유사한 결

과를 보였다. 기악의 경우 전체 1,440건 중 1,413건(98.1%)이, 성악의 경우

전체 442건 중 427건(96.6%)이, 연희의 경우 전체 348건 중 343건(98.6%)

이 재공연으로 나타났다. 합창과 기타의 경우 창작초연 없이 모두 재공연

으로 진행되었다.

‘횟수’를 기준으로 보자면 총 9,792회의 공연 중 창작초연 359회(3.7%),

재공연 9,433회(96.3%)로 대부분 재공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

균 공연 횟수를 비교하자면 창작초연이 공연 1건당 5.8회 진행된 반면 재

공연은 2.7회 진행되어 창작초연 1건당 공연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성악을 제외한 모든 세부 장르에서 재공연 횟수가 95% 이상의 비율

을 보였다.



- 19 -

다음 <표 4>와 <표 4-1>은 2017년 국악 세부 장르별 창작초연 및 재

공연 건수와 횟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표이다. 2016년 세부 장르별 창작초

연 및 재공연 건수, 횟수와의 비교는 표 아래의 [그림 3]과 [그림 3-1]에서

비교하도록 한다.

<표 4> 국악 세부 장르별 창작초연/재공연 건수(2017)

구분 창작초연 재공연 계

기악
빈도 27 1,413 1,440

비율 1.9% 98.1% 100.0%

성악
빈도 15 427 442

비율 3.4% 96.6% 100.0%

합창
빈도 0 22 22

비율 0.0% 100.0% 100.0%

연희
빈도 5 343 348

비율 1.4% 98.6% 100.0%

복합
빈도 15 1,328 1,343

비율 1.1% 98.9% 100.0%

기타
빈도 0 5 5

비율 0.0% 100.0% 100.0%

계
빈도 62 3,538 3,600

비율 1.7% 98.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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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국악 세부 장르별 창작초연/재공연

횟수(2017)

구분 창작초연 재공연 계

기악

빈도 128 4,598 4,726

비율 2.7% 97.3% 100.0%
1건당 공연횟수 4.7 3.3

성악

빈도 189 684 873

비율 21.6% 78.4% 100.0%
1건당 공연횟수 12.6 1.6

합창

빈도 0 22 22

비율 0.0% 100.0% 100.0%

1건당 공연횟수 0.0 1.0

연희

빈도 5 1,248 1,253

비율 0.4% 99.6% 100.0%
1건당 공연횟수 1.0 3.6

복합

빈도 37 2,876 2,913

비율 1.3% 98.7% 100.0%

1건당 공연횟수 2.5 2.2

기타

빈도 0 5 5

비율 0.0% 100.0% 100.0%
1건당 공연횟수 0.0 1.0

계

빈도 359 9,433 9,792

비율 3.7% 96.3% 100.0%

1건당 공연횟수 5.8 2.7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2018 문예연감』

[그림 3] 국악 세부 장르별 창작초연/재공연 건수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2018 문예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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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국악 세부 장르별 창작초연/재공연 횟수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2018 문예연감』

다음으로는 17개 시도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통해 지역별 국악 공

연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연 건수를 통해 살펴보자면 2017년에 국악

전체 공연이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서울로, 한 해 동안 1,154건의 공연

이 진행되었다. 한 해 동안 전국에서 3,600회의 국악 공연이 이뤄졌고, 서

울에서만 3분의 1 가량의 공연이 있었다. 다음으로 경기 343건, 강원 223

건, 전북 202건, 전남 200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서울과 큰 차이를 보

였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세부 장르별로 살펴보면 기악(1,440건), 복합

(1,343건) 장르의 공연이 주로 발생했다. 기악의 경우 강원(53.4%), 서울

(49.5%), 제주(47.4%), 대구(42.0%), 충남(41.4%) 등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

다. 복합의 경우 대전이 65.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전남(60.0%), 세종

(51.4%), 광주(50.9%), 울산(45.4%) 순으로 나타났다. 성악은 대부분 지역에

서 비중이 낮게 나타났지만 그 중 전북(20.8%), 서울(17.0%), 인천(14.4%)

에서 공연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합치면 공연

건수에서는 약 44%, 공연 횟수에서는 약 57%에 달하는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연 횟수는 전국 9,792회의 공연 중 서울이 3,971회로 단연 많았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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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1,477회, 강원 814회 순으로 이어졌다. 공연 건수가 적었던 제주의 연간

공연 횟수는 754회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장르별로는 기악이 4,726회(48.3%)로 전체 공연의 절반 수준이었고, 이어

복합이 2,913회로 29.7%를 차지했다.

공연 건수와 달리 공연 횟수에서는 지역별 장르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

났다. 제주는 전체 국악 공연의 93.4%가 기악 공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외에도 경기(70.3%), 서울(49,3%), 대구(40.7%)에서 기악 공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복합 공연은 대전이 63.1%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이어 전

남(59.3%), 세종(52.8%), 울산(46.1%), 광주(43.6%) 순으로 이어졌다. 다음

으로 공연 횟수가 많은 연희는 부산(48.2%), 충남(37.8%)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성악에서는 전북이 국악 공연 전체의 51.1%를 차지해 두드러진 비

중을 보였다.

다음 <표 5>와 [그림 4]은 2017년 17개 시도별 공연 건수․횟수 분포

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17개 시도별 공연 건수․횟수 분포(2017)33)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2018 문예연감』

33) 비율의 경우 소수점 아래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함.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공연

건수

빈도 1,154 191 143 104 163 129 97 35 343

비율 32% 5.3% 4.0% 2.9% 4.5% 3.6% 2.7% 1.0% 9.5%

공연

횟수

빈도 3,971 417 258 117 211 149 102 36 1,477

비율 40.6% 4.3% 2.6% 1.2% 2.2% 1.5% 1.0% 0.4% 15.1%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공연

건수

빈도 223 116 145 202 200 115 164 76 3,600

비율 6.2% 3.2% 4.0% 5.6% 5.6% 3.2% 4.6% 2.1% 100%

공연

횟수

빈도 814 131 270 462 231 173 219 754 9,792

비율 8.3% 1.3% 2.8% 4.7% 2.4% 1.8% 2.2% 7.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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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7개 시도별 공연 건수․횟수 분포(2017)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2018 문예연감』

가장 많은 공연이 이뤄진 서울의 국악 세부 장르별 공연을 보면 공연

건수와 횟수에서 모두 기악이 가장 강세를 보이며 다음으로 복합, 성악 공

연 순으로 많은 공연이 이뤄졌다. 다음 <표 6>과 [그림 5]은 서울 지역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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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르별 공연 건수․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6> 서울시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횟수 분포(2017)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2018 문예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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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서울시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횟수 분포(2017)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2018 문예연감』

다음으로는 시기별 공연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국악공연 현황을 월별로 보자면 다음과 같다. 2017년 이전의 문예

연감은 공연이 시작된 달을 기준으로 했으나 2017년도 문예연감부터는 공

연이 포함된 모든 달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분석 방법을 변경한 이유는 연중 365일 지속되는 공연의 경우 시작월을

구분 기악 성악 합창 연희 복합 기타 계

공연

건수

빈도 571 196 0 66 320 1 1,154

비율 49.5% 17.0% 0.0% 5.7% 27.7% 0.1% 100.0%

공연

횟수

빈도 1,956 365 0 174 1,475 1 3,971

비율 49.3% 9.2% 0.0% 4.4% 37.1% 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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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면 1월에 1건의 공연이 진행된 것으로 계산되는데, 실제로는 1

년 내내 공연이 열렸음에도 공연 건수가 시작 월인 1월에만 집중되는 경향

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공연 건수와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여

러 달에 걸쳐 열리는 공연은 각 월마다 1건씩 개최된 것으로 바꾸어 분석

을 진행했다.

국악공연은 1월에 46건으로 가장 적었고, 9월에 25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연 횟수는 2월이 196회로 가장 적었고 10월에 469회로 가장 많았다. 공

연 횟수와 건수 모두 5~6월 9월~11월을 중심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봄과 가을에 공연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림 6]에서 그래프를

보자면 공연건수와 횟수 모두 M자형을 그리고 있는데 7,8월에 공연 건수

와 횟수 모두 1~3월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은 방학 기간에 어린이

나 가족 단위 관객 대상 공연들이 장기간 여러 회 공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7> 월별 공연 건수․횟수 분포(2017)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2018 문예연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계

공

연

건

수

빈

도
46 53 84 119 161 168 100 115 257 241 215 137 1,583

비

율

(%)

2.9 3.3 5.3 7.5 10.2 10.6 6.3 7.3 16.2 15.2 13.6 8.7 100

공

연

횟

수

빈

도
218 196 250 305 363 347 277 287 453 469 394 301 3,860

비

율

(%)

5.6 5.1 6.5 7.9 9.4 9.0 7.2 7.4 11.7 12.1 10.2 7.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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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월별 공연 건수․횟수 분포(2017)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2018 문예연감』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본 국악 공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5~2017

년 3년 동안 국악 공연 건수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예술 활

동 건수에서의 비율을 보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와 횟수를 통해 기악이 절반 가까이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복합 공연이 우세했다.

17개 시도별 국악 공연 현황을 보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현

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시기별 공연 현황은 5~6월과 9~11월에 공연이 많이 이뤄지는 형태를 보

였고, 7~8월의 경우 큰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는데 방학 기간에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객 대상 공연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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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별 효과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성별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 및 고찰하며

생물학적 성별(sex)과 사회심리학적 성별(gender)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점차 단순히 남자, 여자의 성별 구분

외에도 성 정체성(gender)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으며 연구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소비자의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심리학적 성(gender)을 분류

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설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 4절에서는 기존의

성별효과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심리학적 성(gender)

영어의 ‘sex’와 ‘gender’는 모두 우리말의 ‘성’에 해당되어 그 구분이 모

호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sex’는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특징을 의미

하는 반면 ‘gender’는 특정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적 특성 및 사회심리학적 특성을 의미한다34). gender는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심리적으로 학습된 행동과 이에 준하는 기대를 뜻하며,

남녀별로 다르게 기대되는 문화적 속성을 일컫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회적 성은 하나의 획득된 성 정체성인 반면 생물학적 성은 타고난 성

별을 의미한다35).

생물학적 성은 개인의 외적․신체적 특성에 기인하여 단순하게 남성과

여성으로 양분되는 것이지만, 사회심리학적 성은 개인의 내적․심리적 특

성에 기인하여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존재한다36).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 성은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것만이 가능하지만, 이

와 달리 사회심리학적 성은 개인의 특성의 하나로서 여성다움(feminity) 또

34) Deaux, Kay, “Sex and Gende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 pp.49-81, 1985.

35) Ibid..

36) Bem, Sandra L, “Gender Schema Theory: A Cognitive Account of Sex Typing,”

Psychological Review, 88, pp.354-364,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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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성다움(masculinity)을 말하며 자아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37).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 후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적 성에 대한 자아정체성은 한 개인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형성하고 표현하게 되는 것으로서 자신의 삶의

단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전선규 외의 연구38)에 따르면 남성성은 수단지향성과 성취지향성을 가리

키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구애 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목

표를 달성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여성성은 집단 지향성과 표

현 지향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자신과 타

인이 경험하는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의미한다39).

생물학적 성과는 달리 성 정체성은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이를테면 남성

성과 여성성 가운데 어느 하나의 특성을 중심으로 성 정체성이 강하게 형

성되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성성과 여성성과 관련한 지식과 신념이

미약한 사람도 있고, 또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지식과 신념의 강도가 비

슷하게 형성되어 양성성의 특징을 갖는 사람도 있다40). 이런 맥락에서 관

련 연구 차원에서도 동일차원의 양 극단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상호 독립적

인 차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앞선 논의를 요약하면, 생물학적 이론은 성별효과가 남녀 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가정 하에 환경요인에 의한 영향 및 개인적

차이에 주목하지 않는 반면, 사회심리학적 이론은 성 역할을 결정짓는 사

회 문화적 구조와 성 역할에 대한 개인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37) Ibid.

38) 전선규,이학식,최영진, 소비자 만족판단과정에서 성별효과, 한국마케팅학회 마케팅연구,

22(3), pp.135-157, 2007.

39) Bem, Sandra L,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pp.155-162, 1974.

4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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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행동에서의 성별효과

생물학적 성(sex)에 따른 평가의 차이․역할의 차이․편견 등은 심리학

및 사회 심리학에서도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성(性)은 소비자 특

성 중에서도 가장 일차적이고 중요한 속성으로, 소비자들의 판단 및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구학적 변인 중 하나이다. 소비자 행동 관

점에서 성(性) 연구에 관한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

스를 평가하는 데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가’를 평가하는 것이

다. 많은 연구들이 제품, 광고, 그리고 정보원에 대한 인지적, 감성적, 행동

적, 반응적 측면에서 성별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이면서 생물학적 요인

과 사회 문화적 요인을 그 원인으로 함께 지적하고 있다.

사회 문화적 이론의 시각에서 소비자의 남성성(Masculinity)과 여성성

(Femininity)은 감정표현, 광고태도, 상표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감정경험에

대한 회상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들이 있다41). 또 한

편으로는 Schmitt, Leclerc, Dube-Rioux의 연구에서는 남성적 경향의 광

고, 잡지, 제품 등에 대한 태도 형성에 있어서 성 정체성(gender)과 상관없

이 생물학적인 성(sex)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호의적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42).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성 정체성 보다는 남녀 간 생물학적

차이가 더 설명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별효과의 근원으로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심리

학적 요인이 복합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라 사

회심리학적 성별 효과가 더 설명력이 높다거나 생물학적 성별 효과가 더

설명력이 높다는 등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기도 한다.

즉, 성별 효과를 관찰하는 맥락 혹은 현상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성별효과

의 원인이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1) Chang, Chingching, “The Influence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Different

Advertising Contexts: An Accessibility Perspective,” Sex Roles, 55, 2006, pp.345-356.

42) Schmitt, Bernd H., France Leclerc, and Laurette Dube-Rioux, “Sex Typing and

Consumer Behavior: A Test of Gender Schema Theor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December), pp.287-300,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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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정보 처리에 대한 성별효과

생물학적으로 남성은 판단 전에 가능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

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알려져 있다. 남성들은 세세한 메시지보다는 여

러 가지 발견적인 방법을 신뢰한다. 그리고 추론이나 추측을 통해 접근해

간다. 이는 남성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정보의 한 단면이 판단의 기준점

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와 반대로, 여성들은 판단을 내

리기 전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들

은 모든 정보를 정교화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더 많은

정보를 해석하려고 노력하며, 특정 메시지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다43).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전

정보탐색 과정에서 생물학적 성차(sexual difference) 혹은 심리학적 성차

(gender difference)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20대 공연소비자가 공연 관람 전 정보탐색 시 성차(性

差)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 앞으

로 국악공연의 마케팅 및 홍보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제언하고자

한다.

5) 소비자 정보 탐색(情報探索)

정보 탐색이란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결정할 때, 나타나는 과정 중 하나

이다. 소비자 의사 결정은 크게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욕구)의

인식과 활성화, 정보탐색, 대안평가 및 선택, 구매결정, 구매 후 평가로 나

뉜다. 다음 [그림 7]은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43) Meyers-Levy, Joan, “The Influence of Sex Roles on Judgemen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March), pp.522-530,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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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욕구)의

인식과 활성화
정보 탐색

구매 후 평가 구매 결정

대안 평가

및 선택

[그림 7]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

문제 인식 단계에서 소비자는 본인이 어떤 것을 필요하다 느낀다. 이후,

소비자의 욕구가 강하면 다음 단계인 정보 탐색으로 이동하게 된다. 정보

탐색은 소비자의 관여 수준에 따라 세 번째 단계인 대안 평가 및 선택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관여 수준이 낮을 경우 세 번째 단계를 생략한 후 네 번

째 단계인 구매 결정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구매 후 평가에서

는 소비자가 얻게 된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한 후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이런 일반적인 의사 결정 과정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나 기관의 구매 의

사 결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44).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소비자 정보 탐색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비자 정보 탐색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하고 획득하기 위해 하는 모든 과정으로 구매 결정 과정으로 바로 진

행되기도 하는만큼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소비자 정보 탐색 과정을 좀 더

자세히 구분하자면 기존 연구에서는 탐색 목적과 정보 출처에 따라 분류하

고 있다45).

첫째, 탐색 목적에 따른 분류는 구매 전 탐색과 지속적 탐색으로 나눌

수 있다. Bloch 외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구매 전 탐색 외에도 특별한

구매 욕구 없이 일어나는 오락적 탐색 행위를 취하기도 한다. Bloch 이전

의 연구에서는 구매 전 탐색의 개념만 존재했었는데, 오락적 탐색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지속적 탐색이라는 개

44) 양윤, 『소비자 심리학』, 학지사, 2008.

45) 양윤,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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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제시했다46). 지속적 탐색의 예시로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

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쇼핑 자체를 즐기기 위해 매장을 둘러보고, 웹

사이트를 방문하고, SNS를 찾아보고, 잡지를 뒤적이고, 주변 사람들과 의

견을 나누는 등의 구매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탐색 행동을 말한다. 이들은

구매 전 탐색은 정보 획득 후 구매를 목적으로 하지만, 지속적 탐색은 정

보 획득의 목적과 더불어 오락적 목적이 함께 작용함을 밝혀 두 탐색의 차

이를 분명히 했다.

둘째, 정보 출처에 따른 분류는 내부 탐색과 외부 탐색으로 나눌 수 있

다. 소비자는 문제를 인식한 후 먼저 본인의 기억과 경험에서 정보를 찾는

내부 탐색을 한다. 여기서 내부 탐색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추가적 탐색

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부 탐색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외

부의 자원으로부터 정보를 찾는 외부 탐색이 일어난다.

내부 탐색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그

동안 축적 된 장기 기억을 통해 탐색하는 것으로, 그 정도는 해결해야 할

욕구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만일 문제가 고관여가 필요하고 광범위하면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안들의 정보를 장기 기억에서 탐색할 것이

다. 그러나 문제가 저관여만 필요하고 단순하다면, 내부 탐색은 제한적일

것이다.

내부 탐색을 통해 문제 해결이 불가능 했다면 소비자는 대안을 확인하고

비교하고자 충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외부 탐색을 실행하는

데, 외부 탐색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외

부 환경에서 찾는 행태로 ‘특정한 구매와 관련해 환경적 자료나 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 지각, 노력,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로 정의된다47).

46) Bloch, P.H., Sherrell, D., & Ridgway, N,. “Consumer search: An extended

framework”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3, pp.126-199, 1986.

47) Beatty, S.E., & Smith, S., “External search effort: An investigation across several

product categori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 p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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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설계 및 결과분석

1) 연구 설계 및 조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악공연 정보탐색을 하는 20대 소비자가 중시하는 정보 유

형에 성차(性差)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악공연관람

을 유도하기 위해 20대 관람객이 어떤 정보에 따라 공연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대 관람객의 특성을 알고, 향후 국악공연 홍보 및 관

객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

설계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연구 설계 도식

20대 공연 탐색 소비자가 중시하는 정보 유형에 관한 연구

-성차(性差)에 따라 중시하는 정보의 차이가 있는가?

�

이론고찰 설문조사

�

․대상 : 국악공연을 관람하고자 정보를 탐색하는 20대

․표집 : 편의표본추출법 (SNS채널 이용)

․측정 : 자기평가기입법

․인원 : 228명

�

․국악 공연 관람 행태

․국악공연 선택기준과 정보유형별 중요도

․소비자 정보탐색 이론조사

․인구통계학적 조사

․성정체성 조사

�

통계처리 – 빈도분석, 교차분석, 기술통계분석

�

결과분석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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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바를 토대로, 본 연구는 20대 예비 관객이 국악공연을 선택하

기 전 정보탐색에 있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비교하기 위

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상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소비자의 생물학적 성차(sex)는 기

능형 정보와 공감형 정보 중 어떤 정보에 영향을 받는가?

[연구문제 2]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소비자의 사회심리학적 성차

(gender)는 기능형 정보와 공감형 정보 중 어떤 정보에 영향을 받는가?

본 연구는 국악공연을 관람할지 선택하기 전 정보 탐색 시에 생물학적

성별(sex)과 사회심리학적 성별(gender) 차이가 중시하는 정보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20대 국악 비(非)전공자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편의표본추출방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온라인

설문에 의하여 총 25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조사하였다.

주요 측정항목에 대해 불완전하거나 답이 불확실한 것을 제외하고, 유효

응답자는 총 228명으로 남성이 100명 여성이 128명이었다. 이들의 성별 구

분은 각각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심리학적 성(gender)으로 구분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표본을 20대로 한정한 이유는 공연예술분야의 관객은 중장기적인 시간동

안 영향을 받아 관심과 참여 의지가 발생해야 공연을 구매하는 기호 생성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또한 20대의 경우 현재부터 약 20년간 생산가능

인구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 구매력 또한 점차 증가하는 세대로서 공연예

술시장의 주력 소비계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장년층의 경우 이미 기

호 생성과정을 거쳤거나, 지금 기호 생성과정을 거치더라도 앞으로 공연

관람의 주체가 되기 어렵고 소득 감소가 시작되는 구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치재적 성격을 지니는 공연예술상품 구매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기에

20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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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추출을 위한 대상이 될 공연예술상품은 국악공연으로 한정했다. 여

러 공연예술상품 중에서 국악공연 분야를 실증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는 이 논문의 연구목표 자체가 국악공연의 활성화 및 국내 공연예술시장

점유율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악공연 중에서는 약 절반가량의 비율로 공연되는 기악장르 중 재연공

연을 설문의 대상으로 삼았다. 가장 많이 공연되는 만큼 각 공연마다 내용

이 다를 수 있다는 위험이 있지만,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설문자료에는

국립국악원의 <토요명품공연>을 선정하였다. 이 공연은 2019년 1월 5일부

터 2019년 12월 28일까지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30년간 이어온 국립국악원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상설공연의 하

나이다. 전통문화예술을 위주로 공연되며 프로그램 구성을 편성해 돌아가

며 공연한다.

①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개념은 정보와 성 정체성이다. 정보

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세부 정보를 기능형 정보와 공감형 정보군으로 분류

한다. 이 분류는 정보 제공자의 사견(私見)이 있는 정보와 없는 정보를 제

공 받았을 때, 수용자(需用者)가 어떻게 인식차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류이다.

다음으로는 성 정체성의 분류인데 생물학적 성별(sex)과 사회심리학적

성별(gender)로 구분하고 각 성 정체성의 차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기능형 정보 및 공감형 정보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종류를 조작적 정의하에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기능형 정보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객관적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는 정보를

말한다. 즉, <토요명품공연>의 기본 정보(시간,장소), 가격 정보, 인물 정보

(캐스팅), 공연내용 정보를 기능형 정보로 분류하였다.

기본 정보는 공연 일자와 시간 및 장소와 같은 정보다. 가격 정보는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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켓 예매 사이트에서 좌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가격과 할인율이 제공된

가격 같은 정보다. 인물 정보는 공연에 출연하는 주 출연자들의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공연내용은 공연의 시놉시스(줄거리)나 연주곡

및 해설과 같은 정보이다.

공감형 정보는 사업자를 제외한 다른 소비자들이 인터넷 티켓 판매처와

블로그 등에서 제공하는 주관적 정보를 말한다. <토요명품공연>의 블로그

후기, 별점 및 관람후기, 기대평을 공감형 정보로 분류하였다.

블로그 후기는 공연을 관람한 사람들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공연 후기를

뜻한다. 별점 및 관람후기는 티켓 예매처에서 제공하는 관람객의 별점 및

관람후기평을 뜻한다. 기대평은 아직 공연을 보지 않았지만 기대하고 있다

는 내용의 주관적 기대평으로 이 또한 티켓 예매처에서 제공하고 있다. 기

능형 정보와 공감형 정보의 분류는 다음 <표 8>과 같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정보군의 정보들을 국악공연 탐색 시 어느정도 중요

하게 생각하는지의 ‘중요도’,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지의 ‘도움정도’, 이 정보

들을 믿을 수 있는지의 ’신뢰도’라는 세 가지 기준을 두고 설문 및 분석을

진행했다.

<표 8> 기능형 정보와 공감형 정보의 분류

기능형 정보 공감형 정보

•기본 정보(시간, 장소)

•가격 정보

•인물 정보(캐스팅)

•공연내용(시놉시스 및 연주곡)

•블로그 후기

•관람후기(별점 포함)

•기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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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정체성

본 연구에서는 성별 분류를 생물학적 성별(sex)과 사회심리학적 성별

(gender)로 나눠 두 가지의 차이를 살펴본다. 생물학적 분류는 단순히 생

물학적 분류로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전통적인 이분적 분류 방식이다. 사

회심리학적 성별은 응답자의 심리적인 성정체성을 고려한 분류 방식으로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생물학적 분류와 다른 성 정체성 인식

이 나타나기도 한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전선규 외48)가 Bem’s49)(1974) Sex-Role

Inventory(BSRI)를 평행 번역(parallel translation) 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몇 연구자들이 의문을 제기한 바 있지만50) 미국

외의 다른 문화권에서도 여전히 일정 수준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

려져있다51).

남성성을 측정하는 20개 항목들(예:‘리더처럼 행동하는 경향’,‘적극적인’

등)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52)는 0.92, 그리고 여성성을 측

정하는 20개 항목들(예: ‘다른사람의 요구에 민감한’, ‘상냥한’ 등) 의

Cronbach’s alpha는 0.88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 측면에서는 신뢰성이 확보

되었다.

남성성을 측정하는 20개 항목 중 ‘나는 남성적이다’와 여성성을 측정하는

20개 항목 중 ‘나는 여성적이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두 항목은 너무

적나라하게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항목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

48) 전선규,이학식,최영진, 앞의 논문, pp.135-157.

49) Bem, Sandra L, 앞의 논문, pp.155-162, 1974.

50) Paulhus, Delroy L, “Effects of group selection on correlations and factor Patterns in

sex role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3(2), pp.314-317,

1987.

51) Auster C, Ohm S,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Contemporary American Society:

A Reevaluation Using the Bem Sex-Role Inventory”, Sex Roles, Vol.43(7), pp.499-528,

2000.

52) 크론바흐 알파계수란 시험 문제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나타내는 계수를 뜻한다. 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보통 0.8~0.9의 값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간주하며, 0.7 이상이면 적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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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그리하여 총 19항목씩 38항목을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남성성과 여성성이 각각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는

남성성, 여성성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 상에 위치하는 것이지만

연구의 편의를 위해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분류한다.

(2) 설문지 구성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4개의 파트

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설문지 구성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척도

국악공연 관람특성 Ⅰ.1-5 5 명목척도

정보별

특성

중요도 Ⅱ.1 1

Likert 5점도움정도 Ⅱ.2 1

신뢰도 Ⅱ.3 1

인구통계적 특성 Ⅲ.1,2,4,4-1 4 명목척도

성정체성 측정 Ⅳ.1-38 38 Likert 7점

첫 번째 파트에서는 국악공연 관람특성에 대한 항목을 명목척도(nominal

scale)53)를 이용해 조사하였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20대 국악공연 정보탐

색 소비자의 정보별 중요도, 도움정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부분으로

리커트(Likert scale) 5점 척도54)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세 번째 파트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부분으로 성별, 연령, 결혼여부,

연애여부, 직업으로 나누어 명목척도를 사용하였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응

답자의 성정체성(gender)를 측정하기 위한 부분으로 리커트 7점 척도를 사

용하였다.

53) 측정대상의 속성을 분류할 목적으로 숫자를 부여한 척도를 말한다.

54) 개인, 대상, 관념, 현상 등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성향의 강도를 측정하는 기법으로 응

답자는 각각의 진술에 대해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가에 따라 3점,

5점, 혹은 7점을 부여하는 질문을 받는다. 1930년대 초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렌시스 리커트

(Rensis Likert)와 동료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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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를 위해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을 실시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에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악공연 관람행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심리학적 성(gender)에 따른 공연예술정보

인식기준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균차이 검증인 T-test를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

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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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분석

다음은 설문 응답의 기본 정보를 제시하고, 분석한 결과로 대상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 국악공연 관람행태 분석, 정보탐색 시 성차가 미치는 영

향 분석 순이다.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다음 <표 10>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10>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남성성 여성성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자 46 (43.0) 82 (67.8) 128 (56.1)

남자 61 (57.0) 39 (32.2) 100 (43.9)

연령 20세 11 (10.3) 10 (8.3) 21 (9.2)

21세 18 (16.8) 13 (10.7) 31 (13.6)

22세 13 (12.1) 17 (14.0) 30 (13.2)

23세 23 (21.5) 37 (30.6) 60 (26.3)

24세 15 (14.0) 18 (14.9) 33 (14.5)

25세 17 (15.9) 11 (9.1) 28 (12.3)

26세 7 (6.5) 2 (1.7) 9 (3.9)

27세 0 (.0) 7 (5.8) 7 (3.1)

28세 1 (.9) 3 (2.5) 4 (1.8)

29세 2 (1.9) 3 (2.5) 5 (2.2)

직업 대학생 91 (89.2) 104 (90.4) 195 (89.9)

대학원생 6 (5.9) 6 (5.2) 12 (5.5)

직장인 5 (4.9) 5 (4.3) 10 (4.6)

결혼
여부

기혼 1 (.9) 2 (1.7) 3 (1.3)

미혼 106 (99.1) 119 (98.3) 225 (98.7)

연애
여부

- 1 (.9) 2 (1.7) 3 (1.3)

비연애 60 (56.1) 66 (54.5) 126 (55.3)

연애 46 (43.0) 53 (43.8) 99 (43.4)

합계 107 (100.0) 121 (100.0) 228 (100.0)

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여자 128명(56.1%), 남자 100명(43.9%)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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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사회심리학적 성별(gender)까지 함께 보자면 여자 128명 중 남성

성을 더 많이 띄는 사람이 46명(43.0%), 여성성을 더 많이 띄는 사람이 82

명(67.8%)이었다. 남자 100명 중 남성성이 강한사람은 61명(57.0%), 여성성

이 강한사람은 39명(32.2%)로 집계됐다.

연령은 23세가 60명(26.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6세 이상의 응답은

27명으로 약 12%로 나타났다. 직업은 대학생 89.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

며 대학원생이 5.5%, 직장인이 4.6%였다.

결혼여부는 98.7%가 미혼, 1.3%가 기혼 상태였다. 이성 친구 유무 여부

는 기혼자 3명을 제외하고 없다고 응답한 126명이 55.3%였으며 있다고 응

답한 사람은 99명으로 43.4%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국악공연 관람행태 분석

다음 <표 11>는 조사대상자의 국악공연 관람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전 응답자 228명이 비

국악전공자였다. 다음으로 국악 공연 티켓 구매방법으로는 인터넷 예매가

118명(5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초대권 75명(32.9%) 순으로 나

타나 대부분 인터넷 예매나 초대권으로 국악공연 티켓을 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간 국악공연 관람횟수는 193명(84.6%)이 연 1-2회 관람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연 3-5회가 33명(14.5%), 연 6-8회는 2명(0.9%), 연 9회 이상은 0

명으로 대부분의 조사자들은 연 1-2회의 국악공연을 관람하는데 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간 국악공연 지출비용의 경우 0-2.9만원이 181명(79.4%), 3-5.9만원이

39명(17.1%), 6-8.9만원이 6명(2.6%), 9만원 이상이 2명(0.9%)으로 집계되

었다. 연간 국악공연 관람횟수와 지출비용을 보면 대부분 일회성으로 국악

공연을 관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 6-8회 공연을 관람한다고 응답

한 사람이 9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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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론고찰 부분에서 언급했던 관객개발과도 연관지을 수 있는데, 기호

형성이 완료된 관객의 경우 비싼 가격을 지니거나 총 지출 금액이 높더라

도 지속적으로 공연 구매 의사를 가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악공연 관람 시 정보를 획득하는 매체로는 친구 및 지인

73명(32.0%), 인터넷매체 69명(30.3%), SNS 45명(19.7%), 방송매체 22명

(9.6%), 기타 11명(4.8%), 인쇄매체 8명(3.5%)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 및 지

인을 통해 정보획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지만 사실상 SNS도 광의(廣義)

의 인터넷으로 해석한다면 인터넷 포털 및 SNS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

이 가장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조사대상자의 국악공연 관람행태 분석

구분 빈도(N) 비율(%)

국악전공자 여부
예

아니오

0

228

0.0%

100.0%

국악 공연

티켓 구매방법

인터넷 예매

전화 예매

현장 구매

초대권

기타

118

3

20

75

12

51.8%

1.3%

8.8%

32.9%

5.3%

연간 국악공연

관람횟수

연 1-2회

연 3-5회

연 6-8회

연 9회 이상

193

33

2

0

84.6%

14.5%

0.9%

0.0%

연간 국악공연

지출비용

0-2.9만원

3-5.9만원

6-8.9만원

9만원 이상

181

39

6

2

79.4%

17.1%

2.6%

0.9%

국악공연 관람 시

정보획득매체

인쇄매체

방송매체

인터넷매체

SNS

친구 및 지인

기타

8

22

69

45

73

11

3.5%

9.6%

30.3%

19.7%

32.0%

4.8%

전체 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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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탐색 시 성차(性差)가 미치는 영향 분석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 1]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소비자의 생물학적 성

차(sex)는 기능형 정보와 공감형 정보 중 어떤 정보에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생물학적 성(sex)차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탐색

- 중요도

<표 12>는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성별(sex)에 따

라 어떻게 다른지 나타낸 것이다.

<표 12> 생물학적 성(sex)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중요도 인식 차이

정보 종류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기능형
정보

기본정보
(장소,시간 등)

남 100 3.84 .961 .418 .677

여 128 3.79 .875

가격정보
(좌석별 가격,

할인률)

남 100 4.03 .846 -1.139 .256

여 128 4.16 .818

인물정보
(캐스팅)

남 100 3.68 1.109 -1.875 .062

여 128 3.94 .962

공연내용 남 100 4.00 .910 -1.472 .142

여 128 4.16 .771

공감형
정보

블로그 후기 남 100 2.93 .998 -2.289* .023

여 128 3.23 .949

관람후기 남 100 3.25 1.123 -1.689 .093

여 128 3.49 1.035

기대평 남 100 2.69 1.169 1.802 .03

여 128 2.43 1.009

* p<.05,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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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sex)에 따른 국악공연 선택 시 기능형 정보와 공감형 정보에 대한

중요도 인식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감형 정보인 블로그 후기의 경우

에 여자 3.23점, 남자 2.93점으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기능형 정보인 기본정보, 가격정보, 인물정

보, 공연내용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보를 제공받을 때 블로그 후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기능형 정보군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

라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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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정도

다음 <표 13>는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이 성별

(sex)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 결과이다. 공감형 정보군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능형 정보군에서 인물정보의 경우에는 남

자 3.66점, 여자 4.05점으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01),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성별에 따라 공감형 정보군에 대해 느끼는 도움 정도의 차이는 크

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만, 기능형 정보군 중 인물정보에서는 여성이 제공되

는 정보에 도움 정도를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3> 생물학적 성(sex)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도움 정도 인식 차이

정보 종류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기능형
정보

기본정보
(장소,시간 등)

남 100 4.09 .911 .304 .761

여 128 4.05 .835

가격정보
(좌석별 가격,

할인률)

남 100 4.11 .952 -.967 .334

여 128 4.23 .862

인물정보
(캐스팅)

남 100 3.66 1.130 -2.806** .005

여 128 4.05 .991

공연내용 남 100 3.92 .992 -1.198 .232

여 128 4.07 .898

공감형
정보

블로그 후기 남 100 3.04 1.136 -1.868 .063

여 128 3.32 1.115

관람후기 남 100 3.21 1.104 -1.940 .054

여 128 3.49 1.079

기대평 남 100 2.64 1.133 .713 .476

여 128 2.53 1.150

* p<.05,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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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

다음 <표 14>는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신뢰도에 대한 인식이 성별

(sex)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 결과이다. 공감형 정보군과 기능형 정

보군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p>.05).

이는 기능형 정보군과 공감형 정보군에 대해 남성, 여성 모두 신뢰하는

정도가 비슷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14> 생물학적 성(sex)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신뢰도 인식 차이

정보 종류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기능형
정보

기본정보
(장소,시간 등)

남 100 4.49 .835 -.694 .488

여 128 4.56 .740

가격정보
(좌석별 가격,

할인률)

남 100 4.25 .892 -1.570 .118

여 128 4.42 .759

인물정보
(캐스팅)

남 100 4.06 .919 -1.663 .098

여 128 4.25 .804

공연내용 남 100 3.94 .874 .388 .698

여 128 3.90 .741

공감형
정보

블로그 후기 남 100 2.68 1.014 -1.053 .293

여 128 2.80 .774

관람후기 남 100 2.87 1.041 -1.374 .171

여 128 3.04 .817

기대평 남 100 2.47 1.029 .508 .612

여 128 2.41 .864

* p<.05,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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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심리학적 성(gender)차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탐색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 2]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소비자의 사회심리학

적 성차(gender)는 기능형 정보와 공감형 정보 중 어떤 정보에 영향을 받

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중요도

<표 15>는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성별(gender)

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 결과이다.

<표 15> 사회심리학적 성(gender)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중요도 인식 차이

정보 종류 성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기능형
정보

기본정보
(장소,시간 등)

남성성 107 3.78 .945 -.555 .580

여성성 121 3.84 .885

가격정보
(좌석별 가격,

할인률)

남성성 107 3.97 .946 -2.222* .027

여성성 121 4.21 .698

인물정보
(캐스팅)

남성성 107 3.70 1.167 -1.704 .090

여성성 121 3.93 .892

공연내용 남성성 107 3.99 .916 -1.728 .085

여성성 121 4.18 .753

공감형
정보

블로그 후기 남성성 107 2.90 1.036 -2.937** .004

여성성 121 3.27 .894

관람후기 남성성 107 3.23 1.138 -2.019* .045

여성성 121 3.52 1.009

기대평 남성성 107 2.50 1.111 -.633 .528

여성성 121 2.59 1.070

* p<.05,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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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형 정보군 중 가격정보의 경우에 남성성 3.97점, 여성성 4.21점으로

나타나 여성성을 띄는 집단이 남성성을 띄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공감형 정보군의 경우에 블로그 후기에서 남성성 2.90, 여성성 3.27점으

로 나타나, 여성성을 띈 집단이 남성성을 띈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관람 후기에서 남성성 3.23, 여성성 3.52점으로

나타나, 여성성이 남성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이는 기능형 정보군에서는 가격정보, 공감형 정보군에서는 블로그 후기

와 관람후기 모두 다 여성성이 높은 소비자가 남성성이 높은 소비자에 비

해 정보 제공 받을 때 중요성이 더 크다고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

적으로 공감형 정보군에서 블로그 후기 정보가 관람후기 정보보다 더 중요

성이 크다고 느끼는 것이다.

- 도움정도

<표 16>는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이 성별

(gender)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 결과이다. 기능형 정보군 중 인물

정보의 경우에 남성성 3.71점, 여성성 4.03점으로 나타나 여성성이 높은 집

단이 남성성이 높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공감형 정보군의 경우에 관람 후기에서 남성성 3.21, 여성성 3.51점으로

나타나 여성성이 높은 집단이 남성성이 높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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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사회심리학적 성(gender)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도움정도 인식 차이

정보 종류 성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기능형
정보

기본정보
(장소,시간 등)

남성성 107 4.05 .955 -.383 .702

여성성 121 4.09 .785

가격정보
(좌석별 가격,

할인률)

남성성 107 4.10 1.027 -1.143 .254

여성성 121 4.24 .775

인물정보
(캐스팅)

남성성 107 3.71 1.229 -2.295* .023

여성성 121 4.03 .884

공연내용 남성성 107 3.90 1.046 -1.623 .106

여성성 121 4.10 .831

공감형
정보

블로그 후기 남성성 107 3.09 1.209 -1.307 .192

여성성 121 3.29 1.052

관람후기 남성성 107 3.21 1.211 -2.124* .035

여성성 121 3.51 .967

기대평 남성성 107 2.50 1.177 -.924 .357

여성성 121 2.64 1.110

* p<.05,** p<.01, *** p<.001

이러한 결과는 기능형 정보군에서는 인물정보, 공감형 정보군에서는 관

람 후기에서 여성성을 띈 사람이 정보 제공에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인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신뢰도

<표 17>는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신뢰도에 대한 인식이 성별(gender)

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 결과이다. 기능형 정보 중 인물정보의 경우

에 남성성 4.04점, 여성성 4.28점으로 나타나 여성성을 띈 집단의 경우가

남성성을 띈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공감형 정보군의 경우에 블로그 후기에서 남성성 2.62, 여성성 2.87점으

로 나타나 여성성을 띈 집단이 남성성을 띈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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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사회심리학적 성(gender)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신뢰도 인식 차이

정보 종류 성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기능형
정보

기본정보
(장소,시간 등)

남성성 107 4.51 .873 -.302 .763

여성성 121 4.55 .695

가격정보
(좌석별 가격,

할인률)

남성성 107 4.29 .952 -.980 .328

여성성 121 4.40 .689

인물정보
(캐스팅)

남성성 107 4.04 .980 -2.153* .032

여성성 121 4.28 .721

공연내용 남성성 107 3.82 .878 -1.679 .095

여성성 121 4.00 .719

공감형
정보

블로그 후기 남성성 107 2.62 .948 -2.148* .033

여성성 121 2.87 .816

관람후기 남성성 107 2.85 .960 -1.767 .079

여성성 121 3.07 .883

기대평 남성성 107 2.36 .965 -1.055 .293

여성성 121 2.50 .914

* p<.05,** p<.01, *** p<.001

이러한 결과는 기능형 정보군인 인물정보와 공감형 정보군인 블로그 후

기에서 여성성을 띈 사람이 정보 제공에서 더 신뢰도를 많이 느낀다고 인

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51 -

(4) 소결(小結)

본 연구는 국악공연을 관람하고자 정보를 탐색하는 20대 남녀가 기능형

정보와 공감형 정보에서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고자 228명을

설문조사 하였고, 조사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100명 여자 128명이었으며 그 중 여

성성이 강한 사람은 121명 남성성이 강한 사람은 107명으로 나타났다. 연

령은 23세가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직업은 대학생이었다. 3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악공연 관람행태를 살펴보면 티켓구매방법은 인터넷 예매와 초

대권을 통해 구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대체적으로 연 1-2회 정도 국

악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국악공연 지출비용은 0-2.9만원

이 약 80%의 비율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악공연을 관람하고자 할 때 정

보를 획득하는 매체로는 친구 및 지인, 인터넷매체, SNS 순으로 높았다.

셋째, 생물학적 성차(sex)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 탐색시 인식차이를 보

자면 다음과 같다. 중요도의 경우 공감형 정보인 블로그 후기를 여자가 남

자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도움정도 인식 차는 기

능형 정보 중 인물정보(캐스팅) 정보를 여자가 남자보다 더 도움이 된다

느꼈다. 마지막 신뢰도 차이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

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제공받는 정보군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 신뢰하는 정도가 비슷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넷째, 사회심리학적 성차(gender)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탐색시 인식차이

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중요도 인식 차이의 경우 기능형 정보에서는 가격

정보를, 공감형 정보에서는 블로그 후기와 관람후기에 대해 여성성을 띄는

집단이 남성성을 띄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격정보와 블로그

후기, 관람후기를 여성성이 높은 소비자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

미한다. 도움정도 인식차는 기능형 정보군에서는 인물정보, 공감형 정보군

에서는 관람 후기에서 여성성을 띈 사람이 정보 제공에 더 도움이 많이 된

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신뢰도 차이에서는 기능형 정보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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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물정보, 공감형 정보군에서 블로그 후기에서 여성성 소비자의 점수가

남성성 소비자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3가

지 설문 항목(중요도, 도움정도, 신뢰도)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결과의 흐

름이며 생물학적 성별 차이(sex)에 비해 영향을 받는 항목의 수가 더 많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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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국악공연 시장의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큰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국악공연에 대한 정보탐색 시 그들이 성별에 따라 어떤

정보를 중요하고, 도움이 되고,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자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해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100명 여자 128명이었으며 그 중 여

성성이 강한 사람은 121명 남성성이 강한 사람은 107명으로 나타났다. 연

령은 23세가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직업은 대학생이었다. 3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악공연 관람행태를 살펴보면 티켓 구매방법은 인터넷 예매와 초

대권을 통해 구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대체적으로 연 1-2회 정도 국

악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국악공연 지출비용은 0-2.9만원

이 약 80%의 비율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악공연을 관람하고자 할 때 정

보를 획득하는 매체로는 친구 및 지인, 인터넷매체, SNS 순으로 높았다.

셋째, 생물학적 성차(sex)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탐색시 중요도 인식 차

이의 경우 공감형 정보인 블로그 후기를 여자가 남자보다 더 중요하게 인

식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도움정도 인식 차는 기능형 정보 중 인물정보

(캐스팅) 정보를 여자가 남자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 신뢰도 차이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제공받는 정보군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 신뢰하는 정도가 비슷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넷째, 사회심리학적 성차(gender)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탐색시 인식차이

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중요도 인식 차이의 경우 기능형 정보에서는 가격

정보를, 공감형 정보에서는 블로그 후기와 관람후기에 대해 여성성을 띄는

집단이 남성성을 띄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격정보와 블로그

후기, 관람후기를 여성성이 높은 소비자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

미한다. 도움정도 인식차는 기능형 정보군에서는 인물정보, 공감형 정보군

에서는 블로그 후기 및 관람 후기에서 여성성을 띈 사람이 정보 제공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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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신뢰도 차이에서는

기능형 정보군에서 인물정보, 공감형 정보군에서 블로그 후기에서 여성성

소비자의 점수가 남성성 소비자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물학적 성차(sex)와 사회심리학적 성차(gender)에서 모두 점수를 더

높게 준 것은 여성 혹은 여성성이 높은 소비자였다. 상대적으로 남성 혹은

남성성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제공받은 정보의 중요도, 도움정도, 신뢰도를

여성 소비자에 비해 낮게 생각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기능

형 정보군 보다는 공감형 정보군에서 중요도, 도움정도, 신뢰도를 더 높게

느낀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시사점 및 제언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에서 국악공연 시장의 위치는 좁은 입지와 인식적

한계, 작품성 및 예술성 등의 문제로 인해 자생력을 갖추고 살아남는 것

자체를 걱정해야할 정도이다. 이런 악재들을 풀어내고 국악공연계에 현실

적으로 산재해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논

의하며 관객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마케팅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악공연을 보기 위해 정보탐색을 하는 20대 남녀에게

기능형 정보군과 공감형 정보군 중 어떤 것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은 시사점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악공연 관객의 성별(sex)과 성정체성(gender)을 고려한 마케팅

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의 주 수요자이자 앞으로 기호 형성을 통해 충성도

를 지닌 관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20대~30대 여성을 타깃으로 국악공연 시

장으로 유인할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20대의 선호매체를 통한 접근성 강

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스마트폰, QR코드, SNS 등 인터넷과 모바일

채널 운영 시 온라인•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채널을 개발하고 적극

활용하여 20대 및 젊은 세대의 참여욕구와 호감도를 높이는 공격적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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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해야한다.

둘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20대 관객이 관심을 갖는 공연정보

중 하나는 인물정보라는 것이다. 이는 소위 말하는 ‘유명인’이라 할 수

있는데 국악 분야에서도 유명인들이 존재하지만 국악분야의 특성상

유명인의 연령대가 20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뮤지컬이나 연극 등과

비교하면 그들은 캐스팅이 공연 선택에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매스컴, 유튜브 등을 통해 국악분야에도 연령대가 어린

스타들도 생기고 있으나 아직 타 분야에 비해 그 수가 극히 적은 편이다.

실제로 설문을 하며 대면 인터뷰를 잠시 진행할 때에도 클래식이나

대중음악 분야에 비해 국악에서는 비슷한 또래나 음악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연주자 혹은 아티스트에 대해 잘 모른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경향을 통해 국악공연 분야에서도 젊은 아티스트들을 양성하고

매스컴에 노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20대의 경우 기능형 정보, 즉 배급사나 공연 주최자가 제공하는

정보보다 직접 관람하고 온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인 공감형 정보군을 대

체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온라인 구전

마케팅(online-viral marketing)의 확산을 위해 공연 체험단 모집이나 대학

생 대외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의

공감형 정보군의 절대적 양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블로그, 별점

후기, SNS 운용, 대외활동 영상 등을 통해 자연스레 20대에게 국악공연이

또래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즐길 수 있는 것임을 노출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 구축을 위해 국공립 단체 혹은 관련 단

체에서도 마케팅 부서를 두거나 전문인력 고용 등을 통해 마케팅의 전문성

을 높이는 과정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그리하여 공연의 기획 단계에서부

터 협업을 통해 어떻게 공연을 홍보할 것인지, 티켓 판매 정책은 어떻게

수립해야할지 등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 56 -

2) 한계점 및 향후 방향

본 연구에서는 국악공연 시장에 대한 마케팅적 시각을 통해 20대 남녀

관객에게 국악공연 정보의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기초자

료를 제시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몇 가지 한

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설문의 국악공연 종류가 모든 국악공연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

이다. 국악공연의 세부장르는 기악, 성악, 연희 등 6개 분야로 나뉘어지는

데 설문에서 제시한 ‘국립국악원 토요명품공연’의 경우는 매 회마다 공연의

종류가 다르지만 주로 기악 공연으로 이뤄져 있고, 전통음악 위주로 편성

된 공연이다. 따라서 창작곡이나 복합 공연 등의 장르를 포함하지 못한다

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다양한 세부 장르를 포함하여 세부 장르

별 비교분석 등의 연구로 잠재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20대 남녀 관객의 국악공연 정보탐색 과정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한계를 지닌다. 정보탐색 이후 실제로 공연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연구는 좀 더 다차원적이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아 연구의

층위가 복잡해지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탐색 과정에

만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결과가 차후 공연 선택에 있어서 실질

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지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심리학적 성(gender)을 연구의 편의를 위해 ‘남성성’, ‘여성성’

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설명력의 한계를 지닌다. 성 정체성에 대한 가장

보편적 정의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성 정체성을

양분화 하는 개념이 아니라 스펙트럼 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는 다차원

이론에 바탕을 둔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성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서 설득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향후의 연구는 이런 한계점을 고려해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연

구를 진행한다면 학술적인 면과 실무적인 면 모두에서 유용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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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Gender on the Information

Retrieval of Gugak Performance

: A study on the art consumer in 20s

Hyejin Son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Growing popularity of performing art among consumers aged 20 to 29

have accounted for major parts of leisure activities. This study aims to

probe exploring process for Gugak Performance, and tell how functional

and empathic information can be reflected as empirical factors on the

selection of the Gugak Performance based on the consumer’s

sociodemographic gender.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investigate

measures to help each gender population.

First, types of information provided to consumer, and gender effects

were investigated through literature revies. Limitations of current status

were discussed to re-establish concepts of information needed to art

consumers in order to be employed in this sutdy. It was found that

both biological gender and socio-psychological gender have infl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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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functional and empathic infromation that consumers get provided in

perspectives of its significauce, helpfulness, and reliability.

This study suggests the significance of biological and

socio-psychological gender over the selection of Gugak Performances

when related information is provided upon Musicology, and consumer

science purpose. On top of that, it will provide strategic measures for

art consumers to search information they need as well as strategic

indicates for producers to provide appropriate information as marketing

purpose.

Thereforer, it is important to keep doing the research on Gugak

Performance industry and audience and making continued efforts to

improve audience satisfaction.

keywords : Gugak Performance, 20’s Art consumer, Information

search, Gender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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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설문지)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성별이 

미치는 영향

- 20대 공연소비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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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국악공연 정보탐색 시 성별이 미치는 영향 - 20대

공연소비자를 중심으로]에 관련된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 작성되었습

니다.

귀하의 대답은 본 논문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귀

하의 대답은 통계법 제 13조와 14조에 따라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

용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

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특성은 절대 노출

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약 5분정도 내에 작성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정답 혹은 오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신 대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0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과 국악기악전공

논문지도: 양 경 숙 교수님

연 구 자: 석사과정 손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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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의 국악공연 관람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

으시고 해당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국악 전공자입니까?

⓵ 예 ⓶ 아니오

2. 귀하는 국악 공연 티켓을 구매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⓵ 인터넷 예매 ⓶ 전화 예매 ⓷ 현장 구매

⓸ 초대권 ⓹ 기타

3. 귀하의 연간 국악 공연 관람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⓵ 1-2회 ⓶ 3-5회 ⓷ 6-8회 ⓸ 9회 이상

4. 귀하의 연간 국악 공연 지출 비용은 얼마입니까?

⓵ 0-2.9만원 ⓶ 3-5.9만원 ⓷ 6-8.9만원 ⓸ 9만원 이상

5. 귀하께서 국악공연 선택 시, 주로 정보를 얻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⓵ 인쇄매체(신문/잡지) ⓶ 방송매체(TV/라디오 등)

⓷ 인터넷 매체(포털사이트, 공연 예매처 등) ⓸ SNS(페이스북 등)

⓹ 친구 및 지인 ⓺ 기타( )

※ 다음 페이지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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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다음 국악 공연의 관람여부를 정한다고 가정하고, 다음

정보들을 꼼꼼히 읽어 주십시오.

①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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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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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물정보 (캐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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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연내용

⑤ 블로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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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티켓 예매처 관람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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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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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방금 접하셨던 공연예술작품 정보를 탐색하신 이후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정도의 번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기능형 정보 : 기본정보, 가격정보, 인물정보, 공연내용

•공감형 정보 : 블로그 후기, 관람후기, 기대평

1. 귀하께서는 다음 정보들이 국악 공연 선택 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문항

전혀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다
보통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기본정보

(장소,시간 등)
1 2 3 4 5

가격정보

(좌석별 가격, 

할인률)

1 2 3 4 5

인물정보

(캐스팅)
1 2 3 4 5

공연내용 1 2 3 4 5

블로그 후기 1 2 3 4 5

관람후기 1 2 3 4 5

기대평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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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께서는 국악 공연 선택 시 아래의 정보가 귀하의 공연 선택에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기본정보

(장소,시간 등)
1 2 3 4 5

가격정보

(좌석별 가격, 

할인률)

1 2 3 4 5

인물정보

(캐스팅)
1 2 3 4 5

공연내용 1 2 3 4 5

블로그 후기 1 2 3 4 5

관람후기 1 2 3 4 5

기대평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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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께서는 국악 공연 선택 시 아래의 정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께서 위에서 보신 A와 B정보유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정보를 제공받으시겠습니까?

⓵ A - 기능형 정보 ; 기본정보, 가격정보, 인물정보, 공연내용

⓶ B - 공감형 정보 ; 블로그 후기, 별점+관람후기, 기대평

문항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기본정보

(장소,시간 등)
1 2 3 4 5

가격정보

(좌석별 가격, 

할인률)

1 2 3 4 5

인물정보

(캐스팅)
1 2 3 4 5

공연내용 1 2 3 4 5

블로그 후기 1 2 3 4 5

관람후기 1 2 3 4 5

기대평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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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귀하의 인구사회학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

으시고 해당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⓵ 남성 ⓶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 세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⓵ 대학생 ⓶ 대학원생 ⓷ 주부 ⓸ 직장인

⓹ 파트타임직 ⓺기타 ( )

4. 귀하의 혼인여부는 어떻습니까?

⓵ 미혼 ⓶ 기혼

4-1. (4번에서 1번에 응답하신 경우) 귀하께서는 연인이 있습니까?

⓵ 예 ⓶ 아니오

※ 다음 페이지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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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의 성정체성을 측정하는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들

을 귀하의 감정이나 의지에 비추어 생각해 본 후에, 본인과 일치한

다고 여겨지는 곳 하나에만 체크해 주십시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비

교

적

그

렇

지

않

다

별

로

그

렇

지

않

다

그

저

그

렇

다

약

간

그

렇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자신감이 있다.

2 나는 내 주장을 양보하거나 굽힌다.

3 나는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한다.

4 나는 명랑하다.

5 나는 혼자 힘으로 일을 처리한다.

6 나는 부끄러움을 잘 탄다.

7 나는 운동을 잘 한다.

8 나는 다정다감하다.

9 나는 내 주장을 분명히 표현한다.

10 나는 다른 사람의 뜻에 잘 따른다.

11
나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다.

12 나는 성격이 온화하다.

13 나는 육체나 정신이 강하다.

14 나는 인정이 많다.

15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지도자의 역할

을 한다.

16
나는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린다.

17 나는 리더십이 있다.

18 나는 친절하다.

19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마음먹은

행동을 한다.

20 나는 동정심이 있다.

21 나는 강한 성격을 가졌다.

22 나는 판단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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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3
나는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

고 싶어 한다.

24 나는 자부심이 강하다.

25 나는 말을 부드럽게 한다.

26 나는 마음씨가 부드럽다.

27 나는 내 입장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

28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다.

29 나는 적극적이다.

30 나는 거친 말을 쓰지 않는다.

31 나는 야망이 있다.

32 나는 어린이를 좋아하고 잘 돌봐준다.

33 나는 경쟁적이다.

3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잘 한다.

35 나는 개인주의적이다.

36 나는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다.

37 나는 분석적이다.

38 나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이론적 고찰  
	1) 공연예술상품의 서비스적 특징과 관객개발  
	(1) 공연예술상품의 서비스적 특징   
	(2) 관객개발  

	2) 국악의 개요 및 유형  
	3) 국악 공연의 현황  
	4) 성별 효과의 개념  
	(1)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심리학적 성(gender)  
	(2) 소비자 행동에서의 성별효과  
	(3) 소비자 정보 처리에 대한 성별효과  

	5) 소비자 정보 탐색(情報探索)  

	3.  연구 설계 및 결과분석 
	1) 연구 설계 및 조사방법 
	(1) 연구 설계 
	① 조작적 정의 

	(2) 설문지 구성 및 분석방법 

	2) 결과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조사대상자의 국악공연 관람행태 분석 
	(3) 정보탐색 시 성차(性差)가 미치는 영향 분석 
	① 생물학적 성(sex)차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탐색 
	② 사회심리학적 성(gender)차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탐색 

	(4) 소결(小結) 


	4.  결  론
	1) 시사점 및 제언
	2) 한계점 및 향후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startpage>11
1.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2.  이론적 고찰   7
 1) 공연예술상품의 서비스적 특징과 관객개발   7
  (1) 공연예술상품의 서비스적 특징    7
  (2) 관객개발   11
 2) 국악의 개요 및 유형   12
 3) 국악 공연의 현황   15
 4) 성별 효과의 개념   27
  (1)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심리학적 성(gender)   27
  (2) 소비자 행동에서의 성별효과   29
  (3) 소비자 정보 처리에 대한 성별효과   30
 5) 소비자 정보 탐색(情報探索)   30
3.  연구 설계 및 결과분석  33
 1) 연구 설계 및 조사방법  33
  (1) 연구 설계  33
   ① 조작적 정의  35
  (2) 설문지 구성 및 분석방법  38
 2) 결과분석  40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0
  (2) 조사대상자의 국악공연 관람행태 분석  41
  (3) 정보탐색 시 성차(性差)가 미치는 영향 분석  43
   ① 생물학적 성(sex)차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탐색  43
   ② 사회심리학적 성(gender)차에 따른 국악공연 정보탐색  47
  (4) 소결(小結)  51
4.  결  론 53
 1) 시사점 및 제언 54
 2) 한계점 및 향후 방향 56
참고문헌 57
Abstract 61
부록 63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