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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클래식음악(classical music) 소비자의 공연예술

(performing arts) 애호에 관한 본질적 구조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현상학적 질적연구(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를 수행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현상의 주체로서 개인 혹은 집단의 경험에 관한 본질 구조와 의미

를 이해하고자 수행되는 질적연구의 한 방법이다. 

   클래식음악은 고급문화(high culture) 혹은 엘리트문화(elite 

culture)의 전형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종종 사치재(luxury goods)로 

오인된다.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예술은 작곡가가 엄격한 예술적 

양식에 근거하여 창작한 작품을 연주자가 무대 위에서 직접 실연

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데, 연주곡목이나 연주자의 해석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과 ‘미학적 문해력(aesthetic literacy)’의 수준은 

예술적 체험의 만족과 지속의 수준을 결정짓는다. 또한, 공연예술

의 ‘현전(présence)’과 ‘찰나적(momentary)’속성은 공연예술 

소비의 핵심가치이면서 생산과 소비를 제한하는 본질적 속성이다. 

이러한 클래식음악의 특성과 공연예술의 본질 속성은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예술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낮은 주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클래식음악은 교육 수준이 높고, 시간과 소득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고소득층과 은퇴 인구를 중심으로 소비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는 20대 ~ 40대의 소비자가 클래식음악 공연 유료 

관객의 다수를 차지하는 등 특징적인 소비 현상이 관찰된다. 

   본 연구는 클래식음악 소비자 중에서 최근 10년의 기간 중에 

클래식음악 공연을 최소 1년 이상, 연간 10회 이상 유료 관람한 



- 2 -

경험이 있는 성인 20인을 연구의 참여자로 모집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와 1:1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공연예술 애호에 관한 경험을 

청취 및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들을 현상학적 연구의 

Colaizzi(1978) 분석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클래식

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 경험은 총 9개 범주로 구성되었다. 

각 범주는‘클래식음악과의 첫 만남’, ‘강렬한 예술적 체험의 

기억’, ‘자발적 소비의 시작’, ‘소비의 지속’, ‘소비 지속을 

위한 전략 행동’, ‘소비의 확장’, ‘구매 결정요인’, ‘관람 

만족요인’, ‘클래식음악 핵심가치’로 구성되었으며, 각 범주에 

해당하는 경험의 양상들이 기술되었다. 이어 공연예술 애호 경험

의 범주와 양상들로부터 클래식음악 소비자가 공연예술을 애호하

게 되는 구조와 영향요인들을 도출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는 입장권 구매, 정보 

평가, 관람, 후원이라는 공연예술 소비 행동을 통해 예술적 체험과 

클래식음악 지식을 축적하고, 소비와 학습을 지속, 심화, 확장시켜 

나가는 지속성과 확장성을 특징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의 ‘아비투스(habitus)’, ‘예술적 체험에 관한 기억’, ‘소비자 

역량’, ‘미학적 문해력’, ‘관람 만족요인’, ‘클래식음악의 

핵심가치’와 같은 내재적 요인들과, ‘시간·소득’, ‘문화예술 

인프라 접근성’, ‘정보·지식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외재적 

요인들이 애호의 지속과 확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가 공연예술 애호를 지속, 확장시키는 

과정은 개인‘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을 축적하고, 자원과 노력

의 지속적인 투입을 수반하는 진지한 여가를 통해 ‘자아성장

(self-growth)’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또한, 공연예술의 

애호는 일상의 생활세계와는 구분되는 이상향으로서의 예술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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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 이해와 사랑을 통해 대상과 동화되는 ‘미메시스(mimesis)’

의 과정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는 관객(audience)

이나 소비자(consumer)에 머무르지 않고, ‘후원자(patron)’이자 

‘프로슈머(prosumer)’로서 예술세계에서의 참여 수준과 정체성

(identity)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클래식

음악 소비자에게 공연예술의 애호는 문화적 아비투스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아 성장과 예술적 참여의 가능성을 펼치는 등 내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장(field)’이자 ‘사회 세계(social 

world)’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의 양상

과 본질구조, 의미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여가의 선택지로서 클래식음악 공연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예술 

소비와 관련한 후속 연구의 방향과 주제를 제언하였다.

주요어 : 클래식음악 소비자, 공연예술 애호, 문화자본, 진지한 여가,   

         미메시스, 현상학적 연구

학  번 : 2019-3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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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을 유지하는 일은 우리가‘자유시간에 무엇을 

하는가?’에 관한 선택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일이 우리 삶의 외연을 

결정짓고, 물질과 기술의 가치가 정신과 목적을 압도하며, 이성이 감성

을 인도해야 하는 현대사회의 생활인에게 자유시간에 관한 선택은 중요

한 문제이다. 특히, 자유시간에 이루어지는 경험은 인간이 무엇을 감각

하고, 상상하고, 사유하는가에 관한 욕구와 능력, 의지와 관계된 것으로 

삶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삶의 결과물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시간 동안의 경험은 우리를 즐거움

과 성취감으로 고양시킬 수도 있으며, 반대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Nash, 1960) 양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자유시간 소비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4년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 2014년부터 문화권을 국민의 기본권

으로 보장한 문화기본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여가활동이 점차 활성화되

고 있다. 특히, 여가활동 중에서도 문화예술관람률은 지난 30년 동안 두 

배 가까운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이는 누구

나 누려야 할‘문화적 삶’에 관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019년도 문화예술관람률(문화체육관광부, 2019)을 살펴보면, 

대중문화(mass culture)의 영역에 관람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중문화 영역에 해당하는 영화(77%), 대중음악·연예(23.3%)에 비해, 연

극(14.9%), 전통예술(10.3%), 클래식음악(6.1%), 무용(2.4%)과 같은 예술

(arts)의 영역에 해당하는 공연예술(performing arts)의 관람률은 낮게 나



- 2 -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연예술과 같은 예술 분야에 대한 소비자의 접

근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연예술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인데, 소비와 생산의 두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연예술의 관람은 창작자(작가, 작곡가, 안무가 등)가 오랜 시간 구축한 

사유와 예술 양식의 결과물인 예술작품의 실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관객

이 “예술적 재료를 읽을 수 있거나,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Gallagher & Ihanainen, 2015)”이라고 정의되는 ‘미학적 문해력

(aesthetic literacy)’을 보유할 때 제대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는 점에

서 엘리트 문화(elite culture) 혹은 고급문화(high culture) 소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연예술이 속한 ‘예술세계(arts world)’는 

예술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또 있어야 한다는 규범성을 전제하고

(Harrington, 2015), 예술가와 예술단체 등 창·제작자를 중심으로 작동되

는(Gans, 1975) 당위적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자 중심의 당위적 

예술세계에서 소비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소비의 동기

나 경험에 대한 이해가 표피적이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기 쉽다. 정

리하면, 공연예술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낮은 이유는 엘리트 문화 

혹은 고급문화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공연예술 소비의 배타적 속성과, 

창·제작자를 중심으로 작동되는 예술세계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소비자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클래식음악 장르의 소비자를 중심으로 공연예

술 소비에 관한 흥미로운 양태가 관찰되고 있다. 2019년도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9)에 따르면, 클래식음악 공연의 전체 관람

률은 6.1%로 낮게 나타나지만, 장르별 관람 만족도에서 대중음악·연예

(5.9점)에 이어 5.89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10대 ~ 30대의 약 10%

가 향후에 클래식음악 공연을 관람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 관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젊은 세대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19년도 인터파크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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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티켓 구매자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클래식음악 공연 티켓 구매자

의 81%가 20대 ~ 40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소비 양태는 클래식음악의 본고장인 유럽과 미국

이 고학력의 백인과 남성을 중심으로 클래식음악의 애호층이 형성된 이

후 관객의 고령화와 동질화를 극복하고자(Glow, Kershaw, & Reason, 

2020) 고심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은 선

율을 위주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공연 방식과 관람의 매너가 엄격하여 

어렵고 고루하거나, 귀족적이고 고상한 예술이라는 인식 속에서 시간과 

소득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은퇴 인구와 고소득 인구를 중심으로 소비되

어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이 20대 

~ 40대를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이들이 기존의 클래식음악 고수 관

객과 정통 클래식음악 애호층과 어우러지면서 역동적인 소비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점차 더 자유시간의 향유와 문화예술 소비

에 관한 관심과 필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클래식음악 장르를 중심으로 

관찰되는 특징적인 공연예술 소비 현상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심층연구

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공연예술을 비롯한 

예술 소비에 관한 실증연구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선행

연구들은 주로 양적 분석을 기초로 하여 특정 인구 집단의 소비를 결정

하는 특정 변수의 확인과 설명에 집중함으로써 공연예술 소비의 본질적 

구조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이 공연예술 소비 분석의 대상으로 삼

는 입장권 구매 행동과 공연예술 관람 행동의 측면들을 포괄하는 공연예

술 소비 행동의 다양한 측면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예술의 수용에 

관한 미학적 논의와 소비 행동에 관한 양적 연구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예술 소비자의 실제 경험을 청취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

회에서 공연예술 소비가 어떠한 동기에서 선택되고, 소비의 본질적인 구

조와 의미는 어떻게 나타나고 이해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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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소비 현상의 주체인 클

래식음악 장르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연예술 소비 경험에 관한 구조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전통적으로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은 소득과 시간의 제한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고소득층과 은퇴 인구를 중심으로 소비되어 왔으나, 최

근 한국 사회에서는 20대 ~ 40대를 중심으로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이 

열성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이들이 중심이 되는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

의 공연예술 소비 경험의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클래식음악 장르에서 나타나는 공연예술 소비의 본질 구조와 의

미를 규명하는 것은 그동안 과소평가된 새로운 공연예술 소비자 집단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자유시간의 선택지로서 공연예술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클래식음악 공연의 소비자들은 2019년 ~ 2021년 동안 Covid가 

거의 모든 일상을 통제하고 중단시키면서 공연장을 비롯한 문화예술의 

기반 시설들과 예술단체의 운영이 제한되고, 대다수 공연들이 취소되는 

등 공연예술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입장권 구매와 공연 관람을 지

속하는 소비 행위를 통해 예술가와 공연예술의 가치를 지켜냄으로써 자

발적인 실천적 행위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들 클래식음악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공연예술 소비에 관한 경험을 청

취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오늘날 공연예술과 같은 예술 소비에 

내재한 다층적인 소비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게 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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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한국 클래식음악 장르의 열성적인 소비자가 경험하는 공연

예술 소비의 양상을 분석하여 공연예술 애호에 관한 본질 구조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현상학적 질적연구(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를 수행하였다. 현상학적 질적연구는 체험연구

(lived experience research)를 위한 연구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

단이 경험한 체험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연구나, 사실로서의 체험과 사

실적 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 적용된다(이남인, 2005). 본 연구자는 

공연예술 소비가 인간의 정신과 의식, 감정이 깊게 관여되는 ‘예술적 

경험’에 관한 소비로서, 이러한 소비의 특성과 의미를 규명하기에 질적

연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클래식음악 장르에서 나타나는 열

성적인 소비자 집단의 경험에 관한 본질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질적연구의 방법 중에서도 특정 집단의 체험에 관한 본질 구조와 의미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현상학적 연구를 선택하였다.

연구의 수행에 앞서 본 연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문화예술 관람

의 영역과 장르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표 1] 참조). 먼저, 문화예술의 

관람 대상을 예술의 영역과 대중문화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다시 예술의 

영역은 시각예술과 공연예술로 구분하였으며, 공연예술의 장르는 연극, 

한국 전통예술, 클래식음악, 무용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공연예술

(performing arts)은 “클래식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등의 장르를 극

장이나 콘서트홀과 같은 공연장 무대에서 실연하는 예술 형태(위키백과, 

2022)”로, 클래식음악(classical music)은 “일반적으로 확립된 양식(가령, 

교향곡)을 사용하여 서양음악의 전통에 따라 작곡된, 진지하고 지속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는 음악(Oxford Dictionary, 2022)”으로 정의

하였다. 

문화예술에 관한 영역과 장르의 구분은 오랜 기간 다양한 학문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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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학자들의 분석에 따라 상이한 견해가 존재하고, 여전히 논쟁적인 

연구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실증연구의 수행을 목

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 대상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고자, 전체 문화

예술 관람 영역에서 예술과 공연예술의 위치를 제시하고, 공연예술의 형

태로 제공되는 예술의 장르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문화예술 관람

의 영역과 예술 장르에 관한 국내외 주요 보고서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1] 문화예술 관람의 영역 및 장르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2019; McCarthy, 2001; Hirshman & Holbrook, 1982 정리)

예술 Arts

시각예술 Visual Arts

공연예술 Performing Arts

연극

Theater

전통

예술

Korean 

Traditional

클래식

음악

Classical 

Music

무용

Dance

대중문화 Mass Culture

영화 Cinema

 공연 Performance/Show

대중음악·연예

Popular Concert

뮤지컬

Mu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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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에 관한 학술적인 기초 이해와 질적

연구 결과의 해석 과정에서 이론적 틀로서 적용될 주요 이론들을 고찰하

였다. 본 연구자는 공연예술 소비를 예술적 경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

는 예술 소비의 대상이자, 시간과 소득에 관한 의사결정을 동반하는 여

가의 선택지이며, 완결성(completion), 총체성(unity), 심미적 질성

(aesthetic quality)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경험(Dewey, 2016)에 관한 소비

로 전제하였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에서는 예술 소비에 관한 주요이론

들을 계급론적 관점, 여가론적 관점, 문화예술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어서 클래식음악 장르의 특성과 소비 역사를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연예술 소비를 구성하는 네 가지 행동 측면을 고찰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내용들은 연구 참여자의 공연예술 소비 경험에 

대한 심층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 틀로서,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참조

됨으로써 질적연구의 해석적 타당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질적연구에서 

자료 해석의 과정은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주관적일 수 있지만,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관점과 이론에 근거하여 해석학적 순환을 반복하면서 자료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최종렬 외, 2018).  

이론적 고찰에 이어 연구자는 클래식음악 소비자 중에서 공연 관람을 

열성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경험자를 연구의 참여자로 모집 및 선정하고, 

참여자의 공연예술 소비 경험에 대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심층면담

에서는 연구의 참여자가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예술 소비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비롯하여 입장권 구매, 정보 평가, 관람, 후원 등 공연예술 소

비의 과정에서 실제 경험한 내용들과 생각들을 청취하였다. 다음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현상학적 연구의 분석법 중 

Colaizzi(1978)가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하여 참여자의 공연예술 소비 

경험을 구성하고, 경험의 범주별 양상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경험의 양상을 토대로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에 관한 

본질 구조와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애호의 본질적 의미를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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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예술 소비에 관한 이론

   

   본 연구는 클래식음악 소비의 주요 방식으로서 ‘공연예술 소비’의 

본질과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격적인 연구의 수행에 

앞서,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예술 소비를 ‘예술 소비’의 한 범주로 

전제하고 예술 소비에 관한 주요 이론을 세 가지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먼저 계급론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예술 소비에 관한 이론으로 Bourdieu

의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이론을 고찰하였으며, 여가론적 관점에

서는 Stebbins의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 이론을 중점적으로 고

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론적 관점에서 Adorno의 ‘미메시스

(mimesis)’ 개념을 고찰하였다.  

1. 예술 소비에 관한 계급론적 관점: Bourdieu의 문화자본론

   Bourdieu의 문화자본론은 ‘예술(arts)’의 수용과 소비가 교육 수준, 

보유한 지식과 경험, 아비투스(habitus)과 같은 개인의 ‘문화자본

(cultural capital)’의 수준과 관계된다고 본다. 그리고, 문화자본의 수준

은 사회적 계급(social class)을 구분 짓는 척도로 기능한다. 

   예술은 학문, 도덕, 종교와 같은 문화의 한 부분이며, 예술적 활동과 

성과를 총칭하는 개념이다(위키백과, 2022). 예술은 일찍이 Plato가 확언

했듯이, 진리, 정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진(truth), 선(goodness), 미

(beauty)라는 형이상학적 개념에 관한 것이면서 이러한 추상적 개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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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활동에 의해 특정 형식을 갖춘 예술 작품의 형태로 구체화되는 

실체이이기도 하다. 건축, 조각, 회화, 음악, 시 등이 예술의 범주에 속하

며(Hegel, 2016), 예술 작품이 예술가의 행위를 통해 구체화되는 공연예

술 또한 예술에 해당한다(위키백과, 2022). 

   이러한 예술을 수용하고 소비한다는 것은 예술 작품을 매개로 하는 

심미적 체험을 선택하여 소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구나 

예술을 소비할 수는 있지만, “예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율적이고 주

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가”라는 예술 수용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논의들을 필요로 한다. 예술을 수용한다는 것은 예술 작품을 통해 감각

적인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에서 나아가, 반성적 판단력을 기초로 “많은 

것을 사고하도록 유발하는 의미심장한 미적 이념을 공유(Kant, 1928; 

Harrington, 2015)”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예술을 단순한 

향락을 제공하는 여타의 쾌의 대상과 달리, 인간의 반성적 판단력이 동

원되어 미적 경험으로서의 쾌를 경험하게 하는 대상이라 본다. 이 때, 

미적 경험의 쾌는 전적으로 주관적일 수 없는 것으로, 상호주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Wenzel, 2012)에 기초한다. 

   문화자본론은 예술의 수용과 소비가 인간의 반성적 판단력이라는 인

식 능력과 관계되는 것으로, 개인의 예술작품에 대한 지식과 해독능력과 

같은 문화자본의 수준이 예술소비의 양상을 결정한다고 본다. 문화자본

의 수준은 ‘고등교육(advanced education)’과 같은 개인의 교육 수준과 

비례하는 것으로, 개인의 교육 수준은 계급(class)을 구분하는 주요한 척

도라고 전제한다. 문화자본론에서 제시되는 주요 개념인 문화자본, 예술

작품 해독능력, 아비투스(habitus), 장(field)과 실천(practice)을 차례로 살

펴보았다.

   1)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20세기 초, 남프랑스의 농촌에서 태어난 경험주의 사회학자 Bourdi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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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전시킨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의 개념은 현대사회의 문화적 

이해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의 연구들은 실증연구를 위한 설문지들을 비

롯하여 프랑스 하층 계급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담자료에 이르기까지 일

상생활의 경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Cresswell, 2002). 

Bourdieu는 여러 개인들의 일상생활의 경험과 행위를 반영하는 실증자료

의 분석을 기초로 사회 구조와 문화 현상을 분석하고 해석했다는 점에서 

경험론적 현상학자로 분류될 수 있다(Cresswell, 2002).

   문화자본론은 개인의 총 자본을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경제자본이 화폐의 단위로 변환이 가능하고 재산권

의 형태로 제도화되는 자본이라면, 문화자본은 개인의 문화적 취향이나 

아비투스(habitus)로 체화되거나(embodied), 학력, 기술, 자격증 등 사회적 

제도의 형태로 객관화되는 자본 등을 포함한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의무 

관계로 연결된,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김동일, 2016)를 

의미한다. 마르크스가 개인의 경제자본에 국한하여 자본과 관계 맺는 사

회적 계층과 구조에 관한 주장을 이어간 것이라면, Bourdieu는 아비투스

와 학력과 같은 문화자본과, 사회적 관계라는 사회자본을 자본의 개념에 

포함시켜(김동일, 2016) 경제, 문화, 사회라는 세 가지 자본의 형태가 상

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개인의 총 자본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문화자본론은, 가시적인 물질의 생산과 관계된 측면을 강조하는 경제

자본과 달리 개인의 행위에 내재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문화

적 요소가 불평등한 경제를 재생산(김동일, 2016) 하는 것이라 봄으로써 

문화자본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다룬다. 경제자본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화폐로 교환이 가능하고 재산권의 형태로 소유되는 것이라면, 문화자본

은 특정한 조건에서 경제자본으로 변환되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문화자본은 교육적 자격의 형태로 제도화되거나, 아비투스와 

같이 개인에 체화된 습속이나 성향의 형태로 암묵적이고 은밀한 방식으

로 경제자본의 증식과 관계되어 개인 총 자본에 기여하는 것이다.

   문화자본은 다시 객관 문화자본, 제도 문화자본, 체화 문화자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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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표 2] 참고). 객관 문화자본은 그림이나 문학작품처럼 사물의 

형태로 상속될 수 있는 문화자본이고, 제도 문화자본은 문화적 능력을 

법적으로 증명하고 보증하는 학문적인 자격증, 즉 대학 졸업증과 같은 

형태를 갖춘 문화자본이며, 마지막으로 체화 문화자본은 개인의 신체와 

관련된 것으로 아비투스와 같은 성향 혹은 취향 등 개인의 행위에 체화

되어 드러나는 문화자본(Anheier, Gerhards, & Romo, 1995; Bourdieu, 

2011; 김동일, 2016)이다. 

[표 2] 개인 자본의 구성   

(Anheier, Gerhards, & Romo (1995); Bourdieu(2011); 김동일(2016) 정리)

   

   2) 예술작품 해독능력

   Bourdieu(1984)는 개인의 문화적 욕구(cultural needs)를 양육과 교육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그는 대규모 설문조사의 결과들을 근거로 박물관·

미술관 방문, 음악회 관람, 독서 등과 같은 모든 문화적 실천들과, 문학, 

회화, 음악에 관한 취향들이 개인의 교육 수준(교육 자격 혹은 교육 기

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임을 실증하였다. 그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구 분 특성

경제자본
- 가시적인 물질 영역의 자본

- 화폐 형태로 즉각 교환이 가능하고, 재산권 등의 형태로 소유, 상속됨 

문화자본

- 객관 문화자본: 그림, 문학작품 등 사물의 형태로 소유, 상속됨

- 제도 문화자본: 교육적, 문화적 능력을 법적으로 증명, 보증하는 자격증

- 체화 문화자본: 신체와 관련되어 개인 행위에 체화되는 자본

사회자본
- 사회적 의무로 연결된 관계 자본

-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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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위계와 예술의 장르 내에서 개인의 교육 수준과 총 교육 기간은 

예술 소비자의 사회적 위계와 상응한다고 하였다(Bourdieu, 1968). 이는 

예술작품에 대한 인식이 전적으로 개인의 문화적 코드에 대한 해독 능력

과 관계된다(Bourdieu, 1968)는 주장인데, 예술 작품에 대한 해독능력은 

개인의 교육 수준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개인의 교육 수

준은 예술 작품에 대한 해독 능력과 관계되고, 해독 능력은 예술 소비의 

만족이나 지속의 수준은 결정지을 수 있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예술

의 소비의 만족이 예술 작품에 대한 해독 능력, 즉 미적 판단의 능력과 

관계된다는 주장은 예술 소비가 감각 중심의 소비 이상(Harrington, 

2015)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Bourdieu, Darbel, Schnapper(1997)는 공저 ‘예술의 사랑(Love of 

Arts)’에서 상류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학술 문화와 정보의 제공이 노

동자 계급을 예술세계로부터 소외된 채로 있게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미술관 관람객에 대한 대규모 실증조사를 목적으로 프랑스의 21개 미술

관과 유럽의 15개 미술관 관람객 15,000명을 설문조사 하였다. 연구진은 

미술관에서 관람 중인 250명을 직접 인터뷰하고, 750명에 대해서는 미술

관을 둘러보고 작품에 대해 얘기하는 내용들을 기록했다(Skot-Hansen, 

2010).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관람객의 45% 이상이 상류층에 속한 것

으로 나타났고, 4%가 노동자 계급, 그리고 1%만이 농민 계급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람객이 예술작품을 이해하는 내용은 거의 전

적으로 교육 수준에 의존하고 있는 방식임이 확인된다. 

   해당 연구에서 미술관 관람객이 작품 관람에 소요하는 시간이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노동자 계층, 중산층, 상류층에 따라 각각 평균 

22분, 35분, 47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는 관람객의 관람 소요시간

이 미술작품과 관련된 암호(code)를 해독하는 능력과 관계된다고 해석하

였다. 연구는 관람객의 작품에 대한 해독능력의 부족이 결과적으로 작품 

감상의 즐거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 관람 소요시간과 예술작품의 

해독능력이 비례한다고 보았다(Skot-Hansen, 2010). 이러한 연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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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이 예술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만큼 즐길 수 있다

는 것인데, 알고 있어서 제대로 혹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술

작품에 소요되는 관람시간 혹은 관람의 횟수와 비례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위 연구는 예술 작품에 관한 정보와 암호를 이해하고 해독하는 능력

이 개인의 전반적인 지식의 수준과 비례하는 것으로, 관람객은 자신의 

지식 자원을 능가하는 작품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곧 흥미를 잃게 되어 

자연히 관람 시간이 줄어든다고 보았다. 대체로 상류층에 속하는 교양을 

갖춘 관람객이 작품에 대한 다층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자본, 

즉 교육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작품 관람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반면, 

작품과 관련된 지식이 없는 관람객은 예술작품을 일상생활의 범주에서만 

바라보거나(Bourdieu, 1968), 단순한 감정의 표현물로써 관람하여 작품의 

감상으로부터 즐거움을 얻기 어렵다고 보았다(Skot-Hansen, 2010).

   이러한 해석은 대상에 대한 제공자의 정보는 수용자의 능력

(competence)에 상응한다는 ‘수용이론(reception theory)’을 해석의 틀

로 삼은 것으로, 개인의 교육 수준과 예술소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논증을 이어간다(Blau, 1991). 개인의 정보에 대한 수용 능력은 

곧 교육 수준과 관계되고, 이러한 제도화된 문화자본의 수준은 예술 소

비의 수준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술 작품에 내재한 다층적인 

메시지를 해독하는 능력을 보유한 개인이 예술의 가치를 즐길 수 있고, 

반대의 경우를 ‘문화적 문맹(cultural blindness)’의 상태라고 한다면

(Bourdieu, 1968), 그러한 상태는 예술 작품에 내재한 정보들이 개인의 

해독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Skot-Hansen, 2010)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예술적 양식 위에서 창작자의 주관적 의도와 사유를 담고 

있는 예술 작품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할 수 있지만, 개별 예술 작품에 

내재한 다양한 암호들과 가치들을 읽어내고 해석하여 일상의 재화와는 

다른, 예술 작품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과 감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작

품에 대한 해독능력이 전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즐거움과 지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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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과 불만족 등 예술 소비를 통해 얻게 되는 경험의 만족 수준은 예술 

작품에 대한 해독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3) 아비투스(habitus)

   문화자본론에서 체화된(embodied) 문화자본에 해당하는 ‘아비투스

(habitus)’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 배경을 가진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

고 반응하는 방식(Oxford Reference, 2022)”이다. 아비투스는 개인의 행

위에 내재되어 문화자본을 보유한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을 은밀하게 

구별 짓는다는 것이 문화자본론에서 주장하는 아비투스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버릇이자 습관(habit)인 아비투스는 개인이 취하는 행동

의 논리와 같은 것으로, 개인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용하면서 개인

의 행동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한다(김동일, 2016). 동일한 아비투스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의 계급을 형성

(Bourdieu, 2001)하고, 계급의 차이는 곧 아비투스와 생활방식의 차이로 

드러난다(김동일, 2016). 

   Bourdieu(1979)는 개인의 사회적 배경과 문화자본, 취향의 상관관계를 

논하면서 문화자본을 “고급문화와 관계된 개인의 교육과 지식의 총합

(Skot-Hansen, 2010)”으로 규정하였는데, 고급문화의 영역으로 범주화되

는 순수미술이나 클래식음악의 소비는 행위자의 계급을 드러내는 것이라

고 주장한다. 그는 예술 소비의 주체가 되는 개인의 행위에 문화적 아비

투스가 반영되는데, 예술 소비는 행위자가 자신이 속한 계급의 문화적 

습속을 드러내게 되어 계급을 구별 짓게 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고 

보았다. 예술은 장식과 오락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부터 자신을 타인과 

차별화하기 위한 상징적 표시의 목적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소비될 수 있

는데, 이 때 개인과 집단의 상이한 아비투스가 실천되는 가운데 예술이 

소비된다(Harrington, 2015)고 본 것이다.

   문화자본론이 제시하는 다수의 개념 중 가장 논쟁적인 것이 아비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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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이는 아비투스 개념의 느슨함이 비판의 여지를 제공하면서도 그 

개념적 느슨함이 예술 소비에 관한 실증연구의 해석 과정에서 잠재적 강

력함을 제공(Reay, 2004)하기 때문이다. Bourdieu(1972)는 아비투스가 

“예술적 숙달에 의해 주어지는 유일하고 지속적인 자유의 형태”라고 

강조하는데, 하나의 아비투스는 그가 제시한 또 다른 개념인 ‘장

(field)’에 특정하여 활성화될 수 있으며, 동일한 아비투스라도 관계된 

장의 상태에 따라 매우 다른 실천적 행위와 입장을 취할 수 있다(Reay 

2004). 이러한 주장은 아비투스가 체화된 문화자본이면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기도 하여 관계된 장의 상태에 따라 아비투스가 

드러나는 양상이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

한, 아비투스는 독립적 개인의 성향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동질 집단, 즉 

계급의 성향과 문화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아비투스는 체화

되고 지속되어 개인의 문화자본을 구성하고, 다시 아비투스로 드러나는 

문화자본은 경제자본의 획득과 교환에 영향을 미치면서 특정 집단이나 

계급 내에서 구조적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Bourdieu(1990)는 아비투스와 같은 문화자본이 개인과 집단, 

계급 내에서 체화되어 고착되고 지속되면서 특정 집단이나 계급 내에서 

자본이 재생산되고 독점되기 쉬운 사회적 구조를 비판하면서도, 그것들

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는 아비

투스를 ‘구조화된’ 구조이자, ‘구조화하는’ 구조로 묘사하고, 그것

이 영속적이면서(durable) 동시에 이동가능하다고(transportable) 하였다

(Bourdieu, 1990; 김동일, 2016). 이는 아비투스가 반영되는 행위가 새로

운 실천과 그러한 실천이 야기하는 변화들에 의해 재조직될 수 있다(김

동일, 2016)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아비투스는 침투성(permeability)과, 연속성(continuity)과 변화(change)를 

포착하는 능력(Reay, 2004)을 가진 것으로 논의된다. 이는 Bourdieu가 문

화자본과 사회적 계층화를 숙명론적으로 바라본다(Giroux, 1982; Gorder, 

1980)는 비판이 한편 타당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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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field)과 실천(practice)

   앞서 아비투스는 개인에 체화된 문화자본으로, “가장 개인적인 것이

면서 집단적이고 계급적인 보편의 것(김동일, 2016)”임을 알 수 있었다. 

집단적 혹은 계급적 아비투스는 하나의 장(field)을 형성하게 하고, 하나

의 장은 장에 속한 개인의 실천이 집단적인 수준에서 조율되는 공간

(Bourdieu, 1990)이다. Bourdieu & Wacquant(1992)는 고도의 분업화 사회

에서 하나의 사회적 우주는 자율적인 다양한 소우주로 구성된다고 보았

는데, 이 때 하나의 소우주, 즉 장은 다른 장으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

적인 논리와 필요의 공간이라 하였다. 이러한 장의 대표적인 사례들로, 

예술장, 종교장, 경제장, 과학장 등이 제시되는데, 하나의 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고,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지만 개인에게 막강한 강

제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사실로 존재한다(김동일, 2016).”

   하나의 장(field)은 장 내의 다양한 투쟁적 힘들이 작동하면서 장의 

유지와 재편이 발생하는 역동적인 힘의 공간이다(김동일, 2016).  

Bourdieu(1994)는 모든 장들을 투쟁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장 내 투쟁을 

“기존의 지배자와 새로운 신참자 사이에서 장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전

복하기 위한 투쟁(김동일, 2016)”으로 보았다. 하나의 장은 장에 속한 

개인의 실천이 발휘되는 참여의 공간으로, 기존의 힘과 새로운 힘이 투

쟁하고 협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장의 존립과 권위를 위해 모두가 다양

한 행위들을 실천하는 투쟁과 참여의 공간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술세계에서 나타나는 예술장에 참여하는 실천적 행위의 

핵심 주체는 예술가와 기획자 정도로 간주된다. 그리고, 예술장의 외부

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정부나 기업, 언론과 같은 존재는 장의 

자율성에 강력한 변수가 된다. 이러한 예술장의 구조에서 예술의 향유자 

혹은 소비자는 예술장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 자리하면서 ‘소비’라는 

행위를 통해 예술장의 진·출입을 결정하는 주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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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소비에 관한 여가론적 관점: Stebbins의 진지한 여가

   예술 소비는 직업 및 가사 노동과 대비되는, 여가 시간을 위한 선택

지가 된다는 점에서 여가론적 관점의 주요 이론인 Stebbins의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 이론을 살펴보았다. 앞서, 부르디외가 예술 소비

의 주체인 개인을 집단 혹은 계급의 문화적 아비투스에 영향을 받는 존

재로 바라봄으로써 개인의 주체성을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과대포장 

하지 않은(김동일, 2016)”것이라면, 여가론적 관점에서 개인은 집단이나 

계급의 일원이라기보다, 좋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선택을 결

정하는 의지를 가진 자율적 주체로서 강조된다. 진지한 여가 이론이 제

시하는 주요 개념과 핵심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1) 진지한 여가 개념의 등장과 정의

   여가 소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자본

(황덕순, 허균석, 2015)”을 관리하고, 여가 소비의 대상을 결정하는 능력

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의 대상이다. 특히, 

개인이 선택하는 여가 소비의 대상과 내용, 질적 수준은 개인 생활의 차

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의 전체적인 안녕 수준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19세기 이후 여가가 더 이상 지배 계급

의 특권이 아닌 것이 되면서 대다수의 노동 계급이 확보하게 된 증대된 

여가 시간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

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Edgar & Sedgwick, 2012). 20세기 후반에 이르

러 북미의 대표적인 여가학자이자 사회학자이면서 아마추어 뮤지션이기

도 한 Stebbins는 Veblen으로 상징되는 이전 시기의 여가에 관한 논의에

서 진일보한 시각을 제시하였다. 

   먼저, Stebbins의 주장에 앞서 Veblen(2018)은 여가를 노동이 필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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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한계급(leisure class), 즉 경제적 자산가 계급의 전형적인 삶의 양식

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는 여가 시간에 이루어지는 예술 소비와 같은 비

실용적 소비를 유한계급에 속한 개인이 자신의 고귀하고 명예로운 지위

를 드러내기 위한 과시 소비의 전형으로 보았다. Veblen(2018)은 유한계

급론(theory of leisure class)에서 19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자본을 보유한 지배 계급의 생활양식을 분석하면서 여가

를 노동이 필요 없는 자산가 계급,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과시

적 삶의 방식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최고 위치에 있는 남성에게 노동

은 열등하고 비천한 것이라는 인식이 일종의 삶의 규범으로 자리하면서, 

일이 아닌 자유시간에 “고상한 사고”를 할 수 있는 한가로운 여가 시

간이 중요시되는 것이라 하였다. 유한계급의 개인은 시간을 노동에 투입

할 의무가 사라져 한가로운 삶, 즉 한가로운 시간의 과정과 결과들을 아

름답고 고결한 것으로 채우고자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한(leisure)이

라는 것은 나태함이나 무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노동과 대비

되는 게으른, 혹은 한가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자본력의 증거

(Veblen, 2018)”라고 보았다. 

   Veblen을 지나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대표적인 여가학자인 Nash는 

보편화된 여가 시간이 내포한 양면성을 경고하면서 여가의 내용과 위계

를 여가 피라미드([그림 1] 참고)의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Nash는 여가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삶의 행복과 결부된 것으로 

보고, 여가활동을 위한 취미와 기술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여가에 

관한 그의 연구결과들은 미국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1930년대 미국 교과 

과정에 체육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포함하도록 하는 등 여가를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과 발전에 기여하였다(Zeigler, 1975). 여가의 내용과 위

계에 관한 Nash의 연구는 당시 미국 사회의 “모든 종류의 수동적 오락

들을 통칭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방관자증(spectatoris)이 팽배했던(Nash, 

1932)” 시대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제시한 여가 피

라미드는 여가시간 동안의 경험과 행위의 특성을 기준으로 여가를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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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참여, 능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방관 유형, 제로 수준, 서브 제로의 

여섯 개 수준으로 위계화하여 구분하였다(Nash, 1960; Moiseichik & 

Rolfe, 2018). 여가 피라미드는 개인이 어떻게 여가시간을 보내는가에 따

라 자존감을 높이고 절정의 경험을 지속하는 삶을 영위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과도한 음주나 흡연, 도박과 약물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여가의 이중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Nash의 여가 피라

미드의 최상부에 위치한 창의적인 참여의 여가에는 발명품의 모형 제작, 

그림이나 작곡과 같은 예술적 활동의 몰두 등이 포함된다.

[그림 1] 여가 피라미드 (Nash, 1960; Moiseichik & Rolf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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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blen과 Nash에 이어 Stebbins는 여가를 현대사회의 주체적인 개인

이 자신의 좋은 삶을 기획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자유의지와 노력에 의해 

구성되고 선택되는 것으로 보고, 점차 다채롭게 전개되는 다양한 여가의 

양상과 수준을 진지한 여가 이론으로 제시하였다. 진지한 여가에서 여가

(leisure)는 “자유시간에 하는 강제되지 않은 활동으로,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고자 

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Stebbins, 2012). Veblen이 여가를 경제적 계급

의 차원에 한정하여 논의하였다면, 진지한 여가 이론은 개인의 잠재력, 

역량, 성취의지와 같은 내재적 요인들을 중요하게 분석하면서 여가 소비

가 개인의 “자유선택(Stebbins, 2005)”에 관한 능력과 관계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진지한 여가 이론은 여가를 ‘일상적 여가(casual leisure)’부터 자주

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복잡하게 창조적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형 여

가(project-base leisure)’, 그리고 행위자가 특수 기술과 지식, 경험을 

획득하고 표현하면서 본질적 즐거움과 여가경력을 쌓아가는 성취감을 경

험하는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의 세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특

히, 진지한 여가 수준에서 여가를 소비하는 개인은 특정 분야의 아마추

어, 취미 활동가, 자원봉사자로서 체계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

이다. Stebbins(2012)가 여가를 일상적 여가, 프로젝트형 여가, 진지한 여

가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여가에 투입되는 시간, 기술·지

식·경험, 그리고, 여가 이후 얻는 보상(효용)의 성격과 수준이다. 특히, 

여가에 투입되는 시간, 여가로 얻는 보상이 지속되는 시간, 여가를 지속

하는 총 기간 등은 여가의 질적 수준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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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지한 여가의 특징과 동기요인

   진지한 여가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은 다음의 여섯 가지 차별적인 특

징을 나타낸다(Stebbins, 1992; Stebbins, 2005). 끈기, 여가경력 추구, 상

당한 수준의 노력 투입, 여덟 개의 영속적인 혹은 포괄적인 보상물 획

득, 독특한 기풍, 그리고, 여가 대상과의 강력한 동일시이다.

   첫째, 끈기 혹은 인내의 특징은 진지한 여가의 개인이 여가활동의 과

정에서 역경을 극복하는 식의 어떠한 긍정적 감정들을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진지한 여가의 개인이 여가 경력을 추구하는 것은 진지

한 여가의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발적인 상황들을 성취와 참여로 전

환시키는 노력들의 역사, 즉 여가의 과정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을 의미

한다. 셋째, 진지한 여가 활동의 개인은 여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

을 획득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개인적 노력들과 활동을 투입한다. 넷

째, 아마추어와 같은 진지한 여가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은 여가를 통해 

자기계발, 자기고양, 자기표현, 자기재활, 성취감, 자아 이미지 상승, 사

회적 교류와 소속감, 지속적인 신체활동과 같은 포괄적인 보상물을 획득

한다. 다섯째, 독특한 기풍은 진지한 여가를 추구하는 대상과 관계된 

‘사회 세계(social world)’의 중심과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특징적인 문

화 혹은 정신으로 해석할 할 수 있다. 진지한 여가의 개인은 여가의 대

상과 관계된 특정 분야의 문화나 정신을 자기 안에 내재하게 된다. 마지

막으로, 진지한 여가의 개인은 여가의 대상과 자신을 강력하게 동일시하

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는 여가를 통해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어

떠한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 혹은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tebbins는 개인이 위와 같은 특징을 드러내는 진지한 여가를 선택하

고 지속하는 강력한 동기를 개인에 내재한 ‘깊은 자아실현 추구(search 

for deep self-fulfillment)’의 욕구(Stebbins, 2005)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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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술 분야의 진지한 여가

   Stebbins(2005)는 음악회, 축제, 공연, 전시 등의 예술 활동에 참여하

거나,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의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대

다수의 사람들은 여가 경험(leisure experience)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그는 예술 분야와 관련하여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의 

사례와 활동시간, 보상의 특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표 3] 참고). 이는 

기존에 대중문화 분야의 여가 소비를 진지한 여가 이론의 차원에서 분석

한 내용을 예술 분야의 여가 소비로 확장시켜 분석한 것이다. 

   일상적 여가의 수준에서 예술작품을 관람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차

원의 감각적이고 수동적인 관람에 그치고, 관람의 횟수와 관람을 통해 

얻는 재미가 모두 일시적이다. 반면, 진지한 여가 수준에서 예술을 관람

하는 것은 아마추어, 취미활동가, 애호가 수준의 활동으로 예술과 관련

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고 동시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표현한다. 따

라서, 여가로 얻는 보상이 일시적 재미를 넘어 깊은 성취감으로 나타나

고, 이후 지속적으로 자신만의 여가 경력을 쌓아간다(Stebbins, 1992). 

[표 3]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의 사례와 특성(예술분야), Stebbins(2005)

여가 구분 하위 차원 특성

진지한여가

(Serious Leisure)

사례 아마추어, 취미 활동가, 인문학 애호가

활동 차원 특수한 기술, 지식, 경험을 획득하고 표현함

시간 차원 시간을 지속 투입하고, 성취감이 지속됨

보상 차원 깊은 성취감

일상적여가

(Casual Leisure)

사례 감각 자극, 엔터테인먼트, 휴식, 놀이 등

활동 차원 활동을 위한 특별한 훈련이 요구되지 않음

시간 차원 투입과 보상 차원의 시간이 모두 일시적임

보상 차원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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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화시대(The Information Age)와 진지한 여가

Stebbins(2001)는 일상적 여가가 산업화시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여가

의 양상이라면, 정보화시대에 진입한 개인은 일상적 여가 차원에 머무르

지 않거나, 그러한 차원에서만 여가를 영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

한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이 종말하면서(Rifkin, 2001) 인류가 확보하게 

된 증대된 자유시간이 내포한 위험성을 경고한 것인데, 그는 증대된 여

가 시간을 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주요 부작용이 발현되는

(Stebbins, 2001) 장이라고 보았다.  

노동의 종말을 앞당기는 정보화시대에 이르러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이면에는 조기은퇴, 고령화, 장기 실업, 

영구적 기간제 근로 등이 현실로 자리하게 되면서 자유시간이 양가적인 

결과들을 수반하고 됨을 지적하였다(Stebbins, 2001). 정보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더 많은 시간의 여가에 참여하는 현실

을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현실은 정보화시대가 넘겨 준 주요 유산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늘어난 여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사람들

이 일상적 여가 수준에서 여가를 영위함으로써 심리적 질병을 유발하게 

되었다고 강조하는데, 이러한 질병은‘심리적 소화불량(psychological 

dyspepsia)’ 혹은 ‘자기 패배적인 관성(self-defeating inertia)’과 같은 

증상을 유발한다(Stebbins, 2001)고 하였다.

Stebbins는 현대의 새로운 개인들이 계획하고 경험하는 여가의 양상을 

진지한 여가 이론의 틀로 분석하는 동시에, 늘어난 자유시간이 초래하는 

질병의 예방책으로서 진지한 여가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대다수 

사람들이 여전히 ‘여가’를 일상적 여가 수준에서만 인식하고, 진지한 

여가의 수준에 대해 무지한(Stebbins, 2001) 상황이 현대인을 점차 더 자

기 패배적인 관성이라는, 자유시간의 풍요가 초래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Beck(2019)이 설파한 새로운 차원의 ‘위험



- 24 -

사회’, 즉 과학기술 발달이 가능하게 만든 노동 시장의 유연함이 초래

한 새로운 위험의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가는 자유의 영역으로서, 

자유가 생래적으로 내재한 양면성인 축복이면서 위험인 것이다.

따라서, 자유시간의 풍요라는 새로운 풍요의 사회에서 일상적 여가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진지한 여가이다. 진지한 여가 수준의 활동은 개

인으로 하여금 깊은 만족과 온전한 존재감을 느끼도록 하고(Brightbell, 

1961; Stebbins, 2001), 특정 분야에서 진지한 여가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은 아마추어(amateur), 취미활동가(hobbyist), 경력 기반의 자원봉사자

(serious volunteer)로 활동하면서 복잡하고 다채로운 도전들로 여가를 구

성한다. 따라서, 진지한 여가는 심오하며, 오래 지속되고, 계속해서 상당

한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 경험을 요구한다. 이 때, 진지한 여가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은 높은 수준의 직업 경력에 버금가는 일종의 여가 경력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Stebbins, 2001). 

그러나, 여가 경력은 전적으로 금전적 무보수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

서 직업 경력의 추구와는 본질적으로 상이하다. 진지한 여가 활동을 수

행하는 개인이 얻게 되는 보상은 여가를 통해 얻게 되는 일정 정도의 순

수한 재미와 즐거움 외에 이와 다른 차원의 특징적 보상들이 부여된다. 

진지한 여가 활동은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시키고, 개인이 보유한 기술과 

지식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소중한 경험을 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여가를 통해 ‘가치 있는 정체성(valued identity)’을 개발하게 한다

(Stebbins, 2001). 또한, 개인은 진지한 여가 활동을 통해 광범위한 ‘사

회 세계(social world)’의 일원이 되는데, 여가를 통해 조직된 사회 세계

는 진지한 여가 활동을 목적으로 모인 특정 사람들의 집단이나 커뮤니티

가 될 수 있고, 일반적인 공공의 다중, 즉 팬 집단이나 관객 등을 포괄

할 수도 있다(Stebbins, 2001). 이는 진지한 여가 활동이 자기표현의 기회

를 제공하고, 잠재력과 정체성을 개발하게 하는 등 개인적 성장의 장이

면서 사회적 참여를 통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세계 혹은 장으로서 기능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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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술소비에 관한 문화예술론적 관점: Adorno의 미메시스

   예술의 소비는 예술의 생산자 혹은 창작자인 예술가의 정신이나 정체

성에 대한 감상과 동화, 혹은 동조와 같은 소비자의 사회·심리적 요인

이 반영되는 소비라고 할 수 있다. 예술소비에 관한 사회·심리적 관점

의 주요 이론으로 Adorno의 문화산업론과 미학이론을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특히, Adorno가 독창적으로 해석하여 제시한 ‘미메시스

(mimesis)’의 개념을 중심적으로 살펴보았다. 

   1) 문화산업의 동일성 원리와 예술의 자율성

   20세기 독일 태생의 유대계 사회학자이자 음악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이

기도 한 Adorno는 전체주의 파시즘을 피해 선택한 미국 LA에서의 망명 

생활 동안 미국 대중문화를 경험하면서 ‘문화산업(culture industry)’과 

‘예술(arts)’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의미 있는 분석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예술소비에 관한 사회·심리적 관점의 이해의 틀로서 Adorno

가 동료 학자인 Horkheimer와 함께 제시한 문화산업의 개념을 살펴보고, 

Adorno가 제시한 예술의 자율성과 미메시스(mimesis)에 관한 개념적 설

명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문화산업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가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예술을 예술의 영역으로 전제한 바, 예술과 대척

점에 위치한 문화산업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예술 소비에 관한 

특징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Adorno와 Horkheimer는 ‘계몽의 변증법(1947)’에서 처음 문화산업

에 관한 개념을 제기하였다(Harrington, 2015; Schweppenhauser, 2020; 신

혜경, 2021). 문화산업은 “대중매체에 의해 생산되고 유포되어 인간의 

정신 속에 동일성 원리를 실현시키는 동일화 도구로서, 대중을 포섭하고 

통제함으로써 기존 지배 관계와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역할(신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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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산업은 돈이 창

조 생활을 남김없이 몽땅 침탈하는 것으로, 경제적 이성이 창조성을 식

민화하여 인간의 물질적 욕구 뿐 아니라 정신적 욕구 또한 가장 자연스

럽게 충족시키며(Harrington, 2015)”, “문화산업의 생산물들은 예술이면

서 동시에 상품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으로 상품이기만 하다

(Schweppenhauser, 2020)”는 관점을 취한다.   

   문화산업에 관한 이러한 시각은 Adorno와 Horkheimer가 1940년대에 

미국 LA에서 이민자로서 살면서 수행했던 TV, 영화, 라디오에 대한 수

용자의 반응에 관한 실증연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TV, 영화, 라디오로 

특징되는 대중매체를 통해 문화를 수용하는 개인은 단축된 집중 시간, 

지루함, 수동성, 성적 흥분에 대한 조급증, 관음증, 히스테리 등과 같은 

반응(Harrington, 2015)을 나타내었다. 문화산업의 수용자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반응은 이윤 극대화와 경제자본의 증식을 좇는 미국 할리우드 

‘쇼 비즈니스’의 구조(Harrington, 2015)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구

조에서 문화산업의 목표는 대중 영합적이고 인기 있는 문화 상품들을 지

속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자본과 인기의 논리를 따르게 되는 문화산업의 구조는 개인의 욕구와 

정신을 동일하게 만들고, 문화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게 한다. 문화산업의 

구조에서 생산되는 인기상품은 관람객이 인식적 성찰을 통해 자극에 반

응하려는 상태를 축소시켜 지각 능력을 마비시킴으로써 대상에 대해 성

찰적으로 관여하도록 이끌지 않고, 수용자를 빨아들이기(Harrington, 

2015) 때문이다. Adorno는 20세기에 대중의 수용을 경험한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생산의 형식인 극장, 라디오, 인쇄매체, 음반, TV 등이 대중 자

신의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함’을 본질로 하여 대중의 동일성을 목

표로 계획적으로 생산된다(Schweppenhauser, 2020)고 보았다.

   문화산업이 동질적이고 대량의 인기상품을 생산하고 다중이 수용하게 

만드는 것은 인기상품의 빠른 확산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

(technology)’에서 비롯된다(Gartman, 2012). 대중매체로 대변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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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속도 우위를 기반으로 수용자에게 인식적 성찰과 반성적 사유를 위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욕구와 인식을 조작하고 기만하

는 것이 된다. 문화산업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인기상품은“질적으로 다

른 감각적 경험을 동일한 것의 대량 재생산으로 환원시켜 표준화된 쾌감

과, 대량 분배를 위한 각종 방부제와 감미료, 화학 강화제로 처리되어

(Harrington, 2015)” 수용자가 동일한 사유를 하게 하여 개인의 자율성 

혹은 “개별성과 자유(Gartman, 2012)”에 대한 욕구를 무감각하게 하거

나 억압함으로써 대중의 욕구를 조작하고 기만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문화산업이 유도하는 감각의 동일성과 수용의 수동성이 욕구와 인식

을 조작하고 기만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자 피난처, 유토피아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자율적인 예술’이다. Adorno는 문화산업을 작동시키는 

동일성 원리의 대척점에 ‘비동일성 사유’의 가능성을 두고, 개인으로 

하여금 비동일성 사유, 즉 비판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예술을 

제언한 것이다. Adorno는 Hegel의 부정의 부정을 통한 긍정이라는 변증

법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는데, 그는 부정의 부정이 긍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부정으로 남아있게 되는 사회 현상을 지적하면서 사유의 자기

반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정의 변증법’을 주장하였다(신혜경, 2021). 

그의 부정 변증법은 비동일성 사유이자 비판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

으로, 동일성을 강요하는 통제와 억압을 벗어나 비동일적 사유를 가능하

게 하는 새로운 인식과 실천(신혜경, 2021)으로의 부정 변증법이 자율적 

예술에서 가능하다고 하였다.     

   Adorno가 주장하는 진정한 자율성의 예술은 현실에 토대를 두고 있

으면서도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강요하지 않고, 동시에 현실에 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현실과의 긴장을 놓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율적 예술은 현실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자율성을 지켜냄으로써 현실과 비판적으로 대결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부정성”에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신혜경,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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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율적인 예술은 사회의 현실 속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부정하는 일종의 ‘가상’으로 존재하면서 현실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

를 제공하여 부정적 현실을 인식하도록 만든다고(신혜경, 2021) 보았다. 

이러한 예술은 하나의 가상으로 존재하는 방식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과 소비에서 비롯되는 ‘현혹 연관’의 진리를 보여줌으로써 자기반

성적인 기회(Harrington, 2015)를 제공하는 것이라 본 것이다.     

   Adorno는 예술과 대중문화가 모두 사회를 반영하고 있지만, 대중문화

와 달리 예술은 자기반성적 입장을 취함으로써(Harrington, 2015), 기계적

인 동일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진정한 예술은 

현실의 부정과 자기반성적 성찰을 통해 사회의 본질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으로, 자율적 예술은 유미주의에서 주장하는 예술을 위한 예술로서의 

순수예술이 제공하는 기만적 가상과 다르고, 기만적 쾌락을 제공하는 문

화사업과도 다른(신혜경, 2021) 것이라 할 수 있다. Adorno는 예술이 자

율성을 갖는다는 것은 예술을 위한 예술과 같은 부르주아적인 의미에서

가 아니라, 예술이 거울을 자연이 아닌 사회 현실에 비춤으로써 사회적 

관계 위에 있지만 그것과 거리를 유지하는(Harrington, 2015) 방식으로 

예술의 자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Adorno는 모국 독일에 불어 닥친 파시

즘의 광기에서 동일성 사고의 생산물, 즉 이질적이고 특수한 것에 대한 

배척과 거부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결과로서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목격하

고 해석했다. 그러한 동일성의 원리가 낳은 비극을 피해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에서 Adorno는 자유주의 체제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계획하

고 재생산하는 문화산업이 빠르게 확산시키는 정신과 욕구의 동일성과 

수동성을 다시 경험함으로써 현실에서 작동되는 동일성의 원리를 높은 

경계와 주의력으로 평생을 맞서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부정의 대상으로 

본 셈이다. 독일 전체주의 나치즘과, 미국 자본주의의 문화산업으로부터 

경험하고 목도한 동일성의 원리는 Adorno가 비동일성 사유와 개별적 자

율성이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그러한 가치를 실현시키는 매개이자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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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현으로서 예술의 특수하고 자율적인 원칙을 주장하도록 한 것으로, 

Adorno에게 동일성의 원리는 진정한 자율성의 예술을 통해 부정되어야 

하는 현실이었다.  

   2) 예술과 미메시스(mimesis)

   그렇다면, Adorno는 자율적 예술이 어떻게 비동일적 사유와 현실의 

비판, 그리고, 자기반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본 것일까? Adorno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 예술이 현실과의 관련 속에서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 힘을 ‘미메시스(mimesis)’ 개념에서 찾고자(신혜경, 2021) 하였다.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 개념이 의미하는‘모방’과는 

다른 의미에서 미메시스를 정의하였다. 

   Adorno는 ‘대상에 대한 단순한 모방’을 의미하는 개념의 미메시스

가 대상의 비동일성과 차이를 억압하는(신혜경, 2021) 것이라고 보고, 미

메시스의 개념을 확장하고 수정하여 ‘대상과의 동화’라는 의미를 제시

하였다. Adorno의 미메시스는 자연세계와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상

에 대한 단순 모방을 의미하는 미메시스의 개념을 넘어서 “대상과 교감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인간의 지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경시되어 

온 ‘감성’이 관계하여 대상이 갖는 특수성과 차이를 있는 그대로 용인

할 수 있는(신혜경, 2021)는 능력을 뜻한다. 즉, 지성과 감성을 모두 동원

하여 대상이 갖는 특수성과 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교감을 통해 대상

과 동화되려고 하는 Adorno의 미메시스는 감성이 관여되는 예술에서 달

성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Adorno는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인간의 이성, 정신, 주체를 형

성하는 핵심 논리가 되는 동일성 개념의 불충분성을 ‘친화성’의 개념

으로 보완하고, 친화성의 원리에 따른 태도가 미메시스에서 잘 드러난다

(정진범, 2016)고 하였다. 그는 이성과 합리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대상

과 동화되려는 노력과 대상과의 친화성에 기초하는 미메시스적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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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성의 주체를 퇴행시키는 것으로 터부시되기 쉬우나, 그러한 미

메시스가 합리성의 협소함을 극복하고 보다 진정한 합리성을 고양하게 

하는 교정 역할(정진범, 2016)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Adorno가 자칫 이성의 퇴행을 야기할 수도 있는, 즉 감성이 관여되고 

비동일성과 차이를 강조하는 태도인 미메시스가 보다 높은 차원의 합리

성을 추동함으로써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태도라고 주장한 배경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성을 통한 인간 정신의 계몽을 강조한 

독일 사회에서 극단의 동일성 원리가 강조된 결과로 초래된 전체주의 나

치즘을 경험한 Adorno는 계몽이 야기한 새로운 야만성과 폭력성을 문제

로 인식하고, 그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확장된 미메시스의 태도가 구

현될 수 있는 예술을 제시하고, 예술이 계몽의 사회가 던지는 폭력성과 

야만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이성이 자연과 사회

에 대한 지배와 관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이성 혹은 계몽에 대

한 반성적 사유의 필요성(원준식, 2000)이 절실하게 요구된 Adorno가 처

했던 시대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전히 현대 사회를 작동시키고 관리하는 주요 원칙이 되

는 계몽과 이성이 야기할 수 있는 야만성과 폭력성을 해결하는 대안적 

태도이자, 미적 실천의 한 원리(정진범, 2016)로서 제시된 미메시스가 예

술적 경험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자. 미메시스적 태도는 

주체가 대상을 폭력적으로 동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대상과의 

동화를 전제로 대상에 감성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려는 태도로서 그러한 

태도는 인식론적으로 ‘대상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신혜경, 

2021). Adorno는 대상의 우위를 인정할 수 있는 미메시스적 인식과 태도

가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 예술이라고 본 것이다. 

   Adorno는 나아가, 예술은 이성과 계몽이 지배하는 현실 세계를 반영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 세계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미메시스적 동화를 넘어 ‘미적 합리성’을 통한 

구성의 원리가 기존의 지배적인 합리성을 교정(신혜경, 2021)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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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가능하다. 특히, Adorno는 예술의 영역 중 음악(music)이 개인의 

인지 습관, 의식의 양식, 역사적 발전 등과 관련되어 비판 의식을 배양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Wang, 2016). 그는 “음악의 진정한 의미는 

청중을 사로잡고 감동을 주는 낭만적 정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성적으로 열어주는 것(신혜경, 

2021)”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Adorno는 현실을 부정하는 미메시스와, 부정한 현실로부터 물러나 예

술적 양식의 형태로 구현되는 자율적 예술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사유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유미주의적 예술도, 현실 참여적인 예

술도 아닌, 사유와 형식, 관계의 측면에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일 수 있는 

진정한 자율적 예술을 주장한 셈이다. 자율적 예술은 예술적 양식으로 

존재하되, 그 안에 현실에 대한 부정과 비판적 사유를 담고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예술은 미학적 경험으로서의 미메시스를 통해 철학

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Pozo, 2013)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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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클래식음악의 특성과 소비의 역사 

   ‘클래식음악(classical music)’은 서양의 고전음악을 일컫는 것으로, 

‘고급문화(high culture)’의 전형으로(Gans, 1975; Bull & Scharff, 2021) 

전달되고 인식되어 왔으며, 종종 ‘사치재(luxury goods)’로 오인된다. 

특히, 클래식음악이 공연장에서 공연예술(performing arts)의 실연이라는 

방식으로 전달될 경우, 소비의 양상과 특징은 더욱 복잡해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클래식음악에 대한 정의와 오늘날 클래식음악의 창작

과 전달, 소비의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고, 이어 클래식음악 

소비의 역사를 ‘지배 권력의 후원과 보호’, ‘관객의 소비와 애호’라

는 차원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서 클래식

음악이 수용되고 소비되어 온 과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1. 클래식음악의 특성

   클래식음악(classical music)은 서양의 고전음악의 전통에 따라 확립된 

예술 양식에 기초하여 작곡되었거나, 작곡되는 음악으로‘진지함

(seriousness)’과 ‘지속성 혹은 영속성(lastingness)’을 가치로 하는

(Cambridge dictionary, 2022; Oxford dictionary, 2022) 예술로 정의된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풀어서 기술하면, 클래식음악은 소나타, 현악 4중

주, 교향곡, 오페라와 같은 확립된 예술적 양식의 원칙과 체계 안에서 

작곡가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창작되는 예술로서, 예술적 양식이라는 객

관적 규칙과 작곡가의 사유라는 주관적 의미의 결합물로 이해될 수 있

다. 이러한 클래식음악은 특정 양식에 따라 작곡되어 악보라는 형태를 

통해 기록되고, 보관되고, 판매되고, 연주됨으로써 오랜 기간 이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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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전통으로 존재하면서 진지함과 지속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작곡가에 의해 창작된 클래식음악은 수용자에게 전달될 때, 

기록된(녹음, 녹화 등) 연주 혹은 직접적인 실연의 방식으로 전달된다. 

클래식음악의 연주는 특별한 이해 없이도 인간에게 깊은 감정을 불러일

으켜 마음과 정서를 변화시키는 음악(music)으로서 보편성을 갖는 한편, 

박자, 리듬, 화음, 선율이라는 인위적이고 특수한 법칙 위에서 흐르는

(Hegel, 2016) 전문성을 특성으로 한다. 또한,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법칙 

안에서 작곡되는 클래식음악이 수용자 혹은 관객에게 전달될 때는 가장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일종의 주술적인 힘을 가진 것으

로 평가된다. 주술적이고 신비한 힘을 가진 클래식음악의 특성은 20세기 

미국의 지휘자이자 작곡가이며, 음악학자로서 클래식음악의 관객 개발에 

일생의 열정을 쏟았던 Bernstein의 견해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음악의 

기쁨(Joy of Music)’에서 클래식음악의 수용은 “조직화된 소리

(organized sound)”에 관계 되는 인간의 독특한 반응 – 동물적 흥분에서

부터 영적 고양에 이르기까지 – 이라고 하면서 천재들 – 작곡가, 지휘자, 

연주자 – 이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술가들이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

려는 목적에서 소리를 조직적으로 구성한다(Bernstein, 2004)고 하였다. 

   클래식음악이 오랜 기간 작곡가의 작곡 훈련과 기술, 능력, 사유가 

반영되어 특정 예술 양식으로 구현된다는 것은 그것이 법칙과 다층적인 

의미의 코드들을 내재하고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그리고, 클래식음악이 

기록 예술 혹은 실연 예술의 방식으로 연주되어 전달될 때, 오랜 기간 

연주자의 연주 훈련과 기술, 능력, 그리고 작품에 대한 해석이 반영된다. 

이처럼, 클래식음악의 창작과 전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정 예술 양식

의 구현, 작곡가의 능력과 사유, 작품의 다층적 형식과 의미 구조, 연주

자의 연주력과 주관적 해석 등은 클래식음악을 소비하게 되는 고유 가치

이면서, 동시에 소비의 보편성을 제한하는 장애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클래식음악의 창작과 전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은 ‘전문성’이라

는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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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음악의 창작과 전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전문성은 교육 받은 

엘리트와 같은 특정 소수에 의해 배타적으로 수용되고 소비되는 구조를 

설명하게 한다. 객관적 형식과 주관적 의미로 구성되는 클래식음악을 소

비하기 위해서는 예술작품에 대한 해독력과 같은 미학적 인식의 능력

(Bourdieu, 1968)이 요구되어 교육과 경험의 수준이 소비의 전제조건이 

된다. 또한, 클래식음악이 속한 예술세계는 예술이 그 자체로 가치 있다

는 규범성(Harrington, 2015)을 전제하는 당위적 세계로 창작자를 중심으

로(Gans, 1975) 작동되어 소비의 접근성이 낮게 된다. 클래식음악은 창작

과 전달 과정에서의 전문성에 더해, 당위적 존재로서의 예술 중에서도 

“가장 순수하고, 가장 합법적인 장르로 간주되어(Bourdieu, 1984; 

Rössel, 2011)”차별성을 오랜 기간 유지해올 수 있었던 셈이다. 

   특히, 르네상스 시기부터 18세기 유럽의 고전시대(classic era)를 전후

하여 왕성하게 창작된 클래식음악은 당시 권력의 최상부에 속한 영국, 

이탈리아, 독일 등 중앙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제국문화 속에서 성직

자, 왕족, 귀족에 이어 근대의 자산가나 지식인 계층의 백인 남성을 중

심으로 소비, 정확하게는 “후원이 이루어지면서(나주리 외, 2017)” 

“위대한 인간(great men), 걸작(masterwork)과 같은 서사(Van Boer, 

2019)”, 즉 엘리트적이고 계급적인 가치를 설파하고 보호하는 계급성과 

차별성의 논리와 설득의 구조 속에 유지되고 발전해 왔다. 

   지금까지 살펴본 클래식음악의 특성을 종합하면, 클래식음악은 특정 

예술 양식의 틀 안에서 작곡가에 의해 창작되고, 창작된 작품은 전통으

로 축적되고 전달되면서 진지함과 지속성을 갖게 된다. 클래식음악 작품

들은 훈련 받은 전문 연주자에 의해 기록 예술 혹은 실연 예술의 형태로 

연주되면서 전문성의 특질이 배가된다. 이는 클래식음악의 소비를 위해

일정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면서 배타적인 소비의 양태를 띄게 되었다. 

클래식음악은 오랫동안 특정 계급의 주문과 후원에 의해 창작과 연주가 

이루어지고, 향유와 소비가 전개되면서 계급성과 배타성을 강화시켜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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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래식음악 소비의 역사

   클래식음악 소비의 역사는 근대 이전의 시기에는 지배 권력에 의한 

후원과 보호의 구조에서 소비되던 것이, 근대 이후의 18세기부터 현재에

는 자유로운 개인이 공연장의 관객으로서 클래식음악을 소비하고 애호하

게 되는 변화의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클래식음악이 정치적 혹

은 예술적 당위의 목적에서 생산되고 후원되던 것에서 점차 개인의 자유

의지에 기반하여 선택되는 경험적 소비의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임

을 의미한다. 클래식음악 소비의 목적과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은 사회에 

따라 다양한 전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소비에 있

어서 계급성과 배타성이 완화되고, 자발성과 주체성이 중요하게 드러나

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는 서양의 근대 이전과 이후의 시기

를 구분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클래식음악 소비의 역사를 개괄적

으로 살펴보았다. 

   1) 근대 이전의 소비 양상: 지배 권력에 의한 후원과 보호

   근대 이전의 시기에 지배 권력의 후원과 보호 아래에서 발전한 클래

식음악의 향유와 소비의 역사를 나주리 외(2017)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

찰하였다. 근대 이전의 클래식음악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를 거

치면서 주로 교회와 궁정 체제에서 성직자와 귀족의 후원을 통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온 것으로 요약된다. 클래식음악은 교회의 종교적 전례와 

궁정의 연회 행사의 배경 음악으로 기능적으로 활용되면서 지배 권력의 

명예와 권력, 부의 과시 등 정치적 도구로서 소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서양의 중세 시대는 ‘다성 음악’으로서 서양음악의 본질이 형

성되고 첫 절정을 맞이한 시기로(나주리 외, 2017) 수도원과 교회의 사제

들이 곧 음악가로 활동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중세 영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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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궁정에서 궁정의 위상과 권세를 상징하기 위한 화려한 음악 행사가 

자주 개최되면서 음악이 연주된 시기이다.

   다음으로 르네상스는 ‘인본주의’를 표방한 시대로서 중세의 신 중

심의 세계관이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과 관심으로 변화한 시기이다. 

르네상스 시대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정신적 유산들을 되살리고자 한 

문예부흥의 시기이지만, 당시 다른 예술 장르와 달리 음악은 소리나 악

보로 보존되어 내려오는 고대의 본보기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나주리 

외, 2017) 새로운 양식의 음악들이 탄생한 시기가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

의 음악은 ‘인간적 음악’을 추구하여 듣고 부르기 자연스럽고 풍성한 

선율과 화성의 구현, 가사의 감정적 의미 표현, 그리고 자연의 묘사 등

을 특징으로 한다(나주리 외, 2017). 

   르네상스 시기는 서양음악의 창작 측면과 소비를 포함한 역사의 과정

에서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 시기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상업 도시였던 

피렌체를 비롯하여 상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경제가 꽃을 피우면서 

물질적 풍요를 맞이한 시기로 “본격적이고 열성적인 후원을 통해 음악

예술이 현저하게 번성되기 시작하였다(나주리 외, 2017).” 르네상스 시

대의 공국이나 도시국가의 통치자들이 지배하는 궁정은 음악을 비롯한 

예술 후원의 주체로서 연주자와 작곡가들을 직접 고용하여 궁정악단을 

운용하고 연주하게 함으로써, 음악 연주가 훌륭한 즐길 거리이자 부와 

위세를 과시하는(나주리 외, 2017)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한편, 르네

상스 시대는 인본주의를 표방하고 다양한 예술 장르가 번창한 시기로서 

인간성의 해방과 인간성의 재탄생을 도모하고 이룬 시대로 평가되지만, 

교회의 영향력 또한 여전히 강력했던 시기로 음악인들이 궁정을 떠나 교

황과 추기경의 지배 아래 운영되는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가서(나주

리 외, 2017) 활동하였다. 교회는 여전히 음악의 생산과 소비의 주요한 

주체로서 서양음악은 종교적 목적에서 생산되고 소비되었다.

   마지막으로, 서양 근대의 마지막 시기라 할 수 있는 바로크 시대에는 

절대주의 왕권의 체제 하에서 음악의 창작과 소비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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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난다. 이전 시기까지 음악의 후원자들이 소극적인 소비자였다면 

바로크 시대에는 음악 후원자들이 예술 작품에 대한 능동적인 주문자로 

활동하게 된다(나주리 외, 2017).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들은 절대 군주의 

궁정에 고용되어 군주의 권세와 치세를 드러내게 하고, 음악의 연주는 

정치적 선전선동에 동원되기도 하였다(나주리 외, 2017). 

   또한, 바로크 시대의 교회도 음악의 주문자로서, 후원자이자 소비의 

주체였다. 당시 종교 무대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상실한 가톨릭 교회는 

남서부 유럽을 중심으로 강력한 종교적 선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악

을 활용하였으며, 개신 교회는 북유럽을 중심으로 독일 루터파 음악의 

발전을 이루어 가면서 작곡자 바흐에 의해 절정에 이른다(나주리 외, 

2017). 바흐는 독일 라이프치히 시에 위치한 토마스 교회에서 교회와 시

의 후원을 기반으로 27년을 봉직하면서(나주리 외, 2017) 서양 음악사의 

원전이라 할법한 작품들을 생산하였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들은 군주, 

시, 교회 등 고용주이자 후원자들과 엄격한 종속 관계로 연결되었는데, 

그러한 계약 관계가 예술작품의 창작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가령, 교

회의 직책에 있을 때는 종교음악들이 작곡되었으며, 궁정의 악장으로 봉

직할 때에는 세속음악과 기악음악 등이 작곡되었다(나주리 외, 2017).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대 이전의 시기에는 음악의 후원 주

체가 실질적인 음악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작품 창작과 연주의 수요

를 창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의 음악은 지배 권력의 위

상과 명예, 부 등을 과시하는 목적에서 후원되고 창작되고 연주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유지를 위한 도구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지배 권

력은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서 예술을 후원하는 외에도 당대 예술의 소

비자이자 예술적 가치(예술작품이 아니라)의 평가자로서 예술적, 음악적 

안목과 취향을 바탕으로 서양음악의 지속적인 창작과 보호를 실질적으로 

이끈 주체로서도 평가될 필요가 있다. 즉, 이들의 예술에 대한 안목과 

취향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연주되고 해석되는 음악작품의 창작을 비

롯하여 걸출한 작곡가와 연주자의 양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서양음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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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이자 보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셈이다. 

   정리하면, 근대 이전의 시기에 종교인, 군주, 왕족과 귀족, 상인 등의 

지배 권력은 음악예술의 주문자이자 후원자로서 음악작품의 창작과 연주

의 계기를 마련하고, 작곡가와 연주가 등 음악예술인을 양성하게 함으로

써 음악적, 예술적 가치의 보호라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에 클래식음악은 후원과 보호라는 매커니즘 속에서 향유와 

소비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양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에서 후원과 보호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 이전의 클래식음악 소비의 역사

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근대 이후의 소비 양상: 공연장 관객에 의한 소비와 애호

   18세기는 계몽주의 사상이 원동력이 되어 시민 계급이 사회적, 경제

적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고, 공공 음악회가 본격적으로 성장한(나주리 

외, 2017) 시기로 평가된다. 런던의 복스홀 야외 음악회, 바흐-아벨 음악

회, 라히프치히 시의 게반트하우스 음악회, 파리의 콩세르 스피리튀엘 

음악회 등 공공 음악회들이 개최되면서 음악 후원과 소비의 방식과 주체

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다(나주리 외, 2017). 공공 음악회의 방식으로 

클래식음악이 제공되고 소비되면서 입장료를 지불하는 관객의 다양한 취

향을 고려하여 음악회의 레퍼토리가 구성되었는데, 이 때 입장료 지불의 

행위는 음악적 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의미하는(나주리 외, 2017) 것

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공공 음악회의 등장이 음악예술의 본질을 

변화시키게 된 매커니즘을 설명한다. 

   공공 음악회의 등장은 작곡가들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국가나 지배 

권력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들게 되어 음악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목적

이나 기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예술적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작곡가들은 고용된 음악가에서 

자유 음악가로서 사회적 위치가 변하게 되었는데, 특히 ‘빈 고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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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들의 삶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나주리 외, 2017). 

말년의 하이든이 공공 음악회를 처음 경험하게 되면서 자유의 달콤함을 

경험했다는 언술이나, 모차르트가 잘츠부르크 대주교의 예속에서 벗어나 

빈으로 떠나 자유 음악가로 활동하면서 “자율성의 음악, 시대 비판적 

작품”을 생산하게 된 것, 그리고, 베토벤이 작품의 판매와 공공 연주 

등을 통해 자유 음악가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나주리 외, 2017) 배경

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 음악회의 등장은 18세기 이후에 유럽과 미국에서 “근대 

양식의 클래식 콘서트, 즉 조용한 청취 방식(Rössel, 2011)”을 등장하게 

한 출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선술집, 극장, 귀족의 가정에서 식사나 

대화와 함께 연주되던 클래식음악은 공공 음악회의 등장 이후, 점차 조

용한 청취 방식으로 매너가 엄격해져 갔다. 일명 이러한 “근대 양식

(modern form)”의 조용한 청취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회(Rössel, 2011)는 

근대 이후 클래식음악의 대표적인 소비 방식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19세기에 이루어진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은 시민 계급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이들은 과거 귀족이 영위했던 삶의 방식과 

교양을 모방하기도 하면서 스스로를 문화의 선도자이자 주체로 인식하게 

되었다(나주리 외, 2017). 이는 곧, 음악을 후원하고 소비하는 계층이 확

대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후원과 소비 주체의 확대는 음악가들이 왕성

하게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파가니니나 리스트와 같은 대

중적인 클래식음악의 작곡가 겸 연주자가 등장하고, 보다 넓은 대중의 

호응을 유도하는 감성적이고 독특한 음악들(가령, 드뷔시에 의한 프랑스

의 표제음악 등)이 활발히 생산되었다(나주리 외, 2017). 영향력이 증대된 

시민 계급은 직접 가정에서의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음악 후원

자로 등장한 근대의 시민계급은 음악의 본질과 존재 방식, 표현의 양식 

등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나주리 외, 2017)” 이때부터 클래식음악은 

선호와 애호에 기반하는 소비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클래식음악의 창작과 연주, 소비의 방식은 사회적, 기술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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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크게 영향을 받아(Grew, 1977) 변화를 거듭하였다. 19세기의 비엔나, 

런던, 파리에서는 클래식음악의 청취와 연주의 방식에 있어 근대화 양상

이 나타났다. 음악의 청취가 살롱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콘서트홀에서의 

청취로 변하였고, 음악의 연주가 아마추어 수준에서 전문 연주자에 의해 

전달되는 문화로 변화하면서 연주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기발전의 

수단으로 변해 갔다(Grew, 1977).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19세기 유럽

의 산업화로 인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일명 부르주아라고 하는 상류

층의 탄생(Weber, 2017)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19세기에 음악

을 비롯한 예술은 더 이상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중산 시민 계급

의 명성과 재력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Grew, 1977)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시민 계급의 명성과 재력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되기 

시작한 클래식음악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엘리트문화 혹은 고급문화로서 

발전을 거듭해 온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클래식음악은 차별적이

고 배타적인 대상물로서 소비되면서도 19세기에 부르주아 계급의 음악 

후원자이자 소비자들에 의해 ‘콘서트홀(concert hall)’과 같은 문화예술 

인프라가 건립되면서(Cressman, 2012, Wald-Fuhrmann et. al, 2021) 공공

성과 대중성을 띄기 시작하였다. 공공 다중을 수용할 수 있는 콘서트홀

의 출현은 클래식음악의 배타성과 계급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데에 

기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클래식음악의 창작과 연주, 후원과 소비에

서 드러나는 전문적이고, 계급적인 속성은 클래식음악이 콘서트홀에서 

공연예술이라는 실연의 방식으로 제공될 때 또 다른 문제 혹은 가치를 

발생시킨다. 작곡가가 엄격한 예술 양식에 근거하여 창작한 클래식음악

의 작품들은 전문 연주자의 실연 행위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되면서 점차 

전문적이고 예술적인 특수한 공연예술의 형식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때 클래식음악 공연은 관객에게 클래식음악의 작품, 즉 연주되는 곡목 

외에도 전문 연주자의 기술, 그리고 연주자의 해석에 대한 주관적 의미

까지 감상의 대상이 되면서 관객이 다루어야 할 정보와 지식, 암호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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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는 더욱 다층적인 것이 되어 관람을 위한 능력이 요구되기에 이른다. 

즉, 클래식음악의 공연은 정보와 지식, 능력, 경험 등이 전제되는 소비의 

대상물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공연예술 방식에서 ‘현전

(présence)’과 ‘찰나적(momentary)’속성이 강조되면서 현전과 찰나적 

속성에 비롯되는 희소성은 공연예술을 소비하게 되는 고유하고 차별적인 

가치이면서 동시에 낮은 접근성의 또 다른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클래식음악은 근대 이전의 시기에 소수 지배 권력에 의한 

후원과 보호의 매커니즘에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다가, 근대에 이르러 

산업화와 자유 시장 경제에서 등장한 시민 계급에 의해 소비와 애호의 

대상이 되고, 콘서트홀과 같은 공공 다중의 인프라가 건립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소비의 양상은 근대 이전과 비교

할 때, 클래식음악의 공공성과 대중성을 확장하면서 소비의 계급성과 배

타성이 완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력과 기술의 

발전 등 근대화는 클래식음악과 공연예술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향상시키

게 되었고, 클래식음악의 소비가 근대 이후 시민 계급 내에서 개인과 가

문의 명성과 지위, 재력 등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소비되면서 또 다른 성

격의 계급성과 배타성을 띄게 되었다. 이후, 20세기 후반부터 가속화된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화는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가 복잡성과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복잡성과 다원성은 문화예술 

소비의 선택지로서 클래식음악의 소비 역시 복잡하고 다층적인 양상과 

의미를 드러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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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사회의 클래식음악 수용과 소비 양상

   한국 사회의 클래식음악 수용과 소비의 양상을 기독교의 찬송가 유입

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서양음악의 수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 사

회는 아시아의 중국, 일본, 대만과 유사하게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

에서 서양음악을 수용하였다(민경찬, 2005). 한국 사회에서 서양음악의 

수용 양상은 크게 두 가지의 틀을 형성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선교사-

교회-찬송가-미션스쿨-기독교’라는 틀과, ‘국가-국가기관-공립학교-창

가-국민’이라는 틀(민경찬, 2005)이 그것이다.  

   조선 시대의 학자들에 의해 19세기 이전에 처음 수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양음악은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기독교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교 활동과 찬송가의 전달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수용

되었다(민경찬, 2005). 1876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항되어 서구

의 문물이 급속도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서양음악 또한 본격적으로 수용

되었는데, 미국인 기독교 선교사들이 전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찬송가

가 유입되었다. 이후 기독교 기반의 종교 활동이 확산되면서 일상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문화와 함께, 찬송가의 선율들이 차용되어 한국 노래가 

작곡되고 향유되면서 서양음악은 근대 이후 한국인의 음악적 취향에 결

정적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민경찬, 2005). 

   또한, 한국에서 서양음악의 수용은 음악교육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887년경부터 서울의 새문안 장로교회와 정동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를 위한 찬송가의 교육이 실시되었고, 이 때 음악에 재능을 보이는 신자

들은 오르간 연주를 배우거나 간단한 음악 이론 등을 교육받게 되었다

(민경찬, 2005). 교회에서의 음악 교육은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서양음악

이 일상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양음악은 이렇게 초보적인 사회교육의 방식에서 더 나아가, 기독교 미

션스쿨인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이 개교하면서 근대식 제도 교육의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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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의 일부로 교육되었다(민경찬, 2005). 이후 한국 정부가 근대화의 

일환으로 국가 주도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전국 공통의 의무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기초교육의 교과목에 음악을 포함시키면서 학교에

서 서양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서양음악은 교회에서의 종교 활동과 음악교육, 학교에서의 기초교육

을 통한 방식 외에 또 다른 차원에서 수용이 이루어졌다. 한국은 아시아

의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근대화의 일환으로 서양식 군대를 창설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서양식의 군악대를 만들고, 군악대 활동을 매개로 서

양음악의 수용과 음악인 양성이 이루어졌다(민경찬 2005). 군악대를 육성

할 외국인 음악가를 초빙하고 데뷔 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서양음악과 외

국 음악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군악대를 통해 초빙된 외국인 음악

가의 공연은 황실과 정부를 위한 것으로 진행되다가 점차 일반 시민들을 

위한 공개연주회로 개최(민경찬, 2005)되기도 하였다. 

   이후 20세기 중·후반의 시기 동안 한국 사회가 놀라운 속도와 규모

로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클래식음악 등 예술전공 교

육이 시작되면서 전문 연주가들이 배출되고, 클래식음악을 전문으로 하

는 예술단체와 공연장이 등장하면서 전공자들과 전공자들의 가족과 지인

들을 중심으로 클래식음악의 소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 

성장의 주역들을 중심으로 음악전공 자녀의 수가 증가하면서 클래식음악

은 상류층이 즐기는 음악으로 포지셔닝 되어 음악이 예술로서 그 기저에 

담고 있는 철학에 대한 인식과 감흥 없이(최진경, 2017) 계층을 드러내는 

대상으로서 소비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클래식음악이 기술과 

지식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교육되고, 경제적 상류층에 의해 전공 교육이 

이루어지고 음악인이 배출되면서 엘리트적이고 배타적인 방식으로 소비

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이 최근 연이어 정상급 음악인을 

배출하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시장 형성을 위한 소비자 양성에는 실패했

다고 진단하는(최진경, 2017)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이 클래식음악 소비자 양성에 실패했다는 최진경(201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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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은 좀 더 면밀하고 질적인 분석의 자료들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최진경(2017)의 연구는 클래식음악이 음악교과 등 교육을 통해 발전되어 

제도적이고 객관적인 문화자본으로 형성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개인에 

체화되고 생활화되는 경험으로서의 ‘체화 문화자본’으로는 형성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클래식음악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였고 소비자 

양성에도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1997년 ~ 2016년의 

문화예술관람률 통계 중 클래식음악 장르의 관람률 추이 분석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관람률 추이 분석만으로는 클래식음악 소비의 질적 차원 

등 소비의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파악되지 않음으로써 분석의 타

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해당 데이터로는 관람의 횟수만을 파악

할 수 있는 바, 그러한 관람이 어떠한 동기로 이루어졌는지, 직접적인 

소비 지출을 통한 관람인지, 초대나 교육 참여의 일환으로 진행된 관람

인지 등 소비의 배경과 양상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없다. 즉, 관람률의 

급감만으로 한국 사회가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양성에 실패했다고 진단하

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클래식음악

소비 양상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관람률 추이 외에 소비의 질적 차원, 

가령 소비의 동기, 소비의 자발성, 소비의 지속성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진경(2017)의 주장대로 1997년부터 상승세였던 클래식음악 장르의 

관람률이 2007년을 기점으로 급감한 것은 국악 교육 확대 등으로 국악 

장르의 관람이 증가한 것에 따른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2000년대에 

들어서 미디어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대중문화 영역의 

소비가 급증한 것에 따른 반작용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클래

식음악 장르의 관람률 감소가 클래식음악 소비자 양성에 실패한 것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본 연구가 문제제기에서 밝힌 대로, 한국 

사회에서 클래식음악 공연의 유료 관객은 80% 이상이 20대~40대로 나타

나고, 문화예술관람 중 클래식음악 장르의 만족도는 대중음악·연예 다

음으로 높은 만족도를 받으며, 10~30대의 10% 이상이 클래식음악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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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후 관람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에 한국 사회

에서 클래식음악의 소비자는 질적 차원에서 꾸준하게 양성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본 연구가 제기하였듯이, 클래식음악 

소비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와 질적 연구를 통해 소비와 관련된 

다차원적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될 수 있

을 것이다.

   종합하면, 한국 사회의 클래식음악 수용과 소비는 대략 100년 남짓의 

역사를 갖는다. 한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 전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교인들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찬송가 습득과 오르간 및 이론 등의 교육을 

통해 서양음악을 본격적으로 수용한 이래, 제도권 교육에서 기초교육의 

일환으로 음악교육을 시행하고, 군대를 중심으로 양악대 문화를 형성하

는 등 지식과 기술 기반의 클래식음악이 수용되고 정착되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20세기 후반기에 급속한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상류층

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클래식음악의 전공이 확대되고(최진경, 2017), 전

공자들과 가족, 지인들을 중심으로 음악회 소비가 본격화 되면서 클래식

음악의 주요 소비자층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클래식음악이 제도권 기초교육의 교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교육되어 지식

과 기술의 형태로써 ‘제도화 문화자본’으로 축적된 반면, 음악회 관람 

등 실질적인 소비는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체화 문화

자본으로는 형성되지 못한(최진경, 2017)”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온라인 문화의 확산

으로 대중문화 중심의 문화소비가 급증하고, 정부 문화정책 또한 문화콘

텐츠 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클래식음악과 같은 예술 영역의 노출

과 소비는 상대적으로 정체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동시에 클래식

음악 장르에서 나타나는 유료 관객의 비율과 소비의 주체, 관람 만족도 

등을 분석할 때, 클래식음악의 소비는 다소 복잡하고 미묘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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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연예술 소비 행동의 네 측면

   본 연구는 하나의 예술이자, 클래식음악 소비의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공연예술 소비에 관한 심층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공연예술의 소비

는 연극, 클래식음악, 무용 등 예술 장르가 전문 예술가 혹은 예술단체

의 행위로 구체화되어 공연장과 같은 공간에서 제공되는 작품을 관람함

으로써 심미적이고 참여적인, 하나의 완결된 경험을 기대하는 소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공연예술 소비 행동에 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해 

입장권 구매, 정보 평가, 관람, 후원([표 4] 참고)의 행동으로 구분하고, 

관련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각 행동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표 4] 공연예술 소비 행동의 네 측면

구분 정의 행동 특성

입장권

구매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함

- 공연예술 관람을 위해 입장권을 구매함 

- 관람속성, 기대혜택 등을 고려함

- 구매결과로 상품 소유의 효용이 아니라, 

관람행위가 주는 쾌락의 경험을 기대함

정보 

평가

입장권 구매 및 관람의 

정보를 탐색·습득하고 

평가(식별)·생산함

- 구매 및 관람 정보를 탐색하고 습득함

- 구매 및 관람 결과에 대해 평가함 

- 구매 및 관람 관련한 평가정보를 생산함

관람 공연예술작품을 관람함
- 공연예술작품을 감각, 인식, 해석, 평가함

- 심미적 경험, 참여적 경험을 기대함

후원

- 시즌입장권을 구매함

- 예술가(예술단체)의    

  회원에 가입함

- 예술단체 등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함

- 예술가(예술단체)에 금전, 시간 등을 기여함

- 공연예술을 정기적으로 관람함 

- 작품의 질적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음

- 예술단체의 가치에 공감을 표현함

- 후원 대상과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기대함



- 47 -

1. 입장권 구매

   공연예술의 소비를 위해서는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매 행동이 수반 

된다. 입장권의 구매 행동은 한정된 자원의 배분과 지출에 관한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으로서의 소비 행동을 의미한다. 입장권 구매 행동에 관한 

논의는 경영학과 예술경영학 등의 분야에서 공연예술을 ‘재화(goods)’ 

혹은 ‘서비스(service)’로 전제하고, 이에 관한 행동을 분석한다. 이러

한 논의는 공연예술의 수요를 개발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목적에서 전

개되고 있는 것으로, 공연예술 소비의 주체를 관객(audience)이라기보다 

‘고객(customer)’으로 규정하고, 행동의 특성을 분석한다.

   

   1) 입장권 구매와 관계되는 주요 고려요인과 영향요인

   공연예술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때, 소비자는 공연예술이 

상품으로서 갖는 ‘속성’과 ‘기대혜택’을 고려한다(남정미, 유소이, 

2015). 일반적으로 상품의 속성은 상품의 특성을 구성하는 ‘핵심속성’

과 ‘부대속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Porter, 1985), 남정미와 유소이

(2015)는 공연예술 상품의 속성과 기대혜택에 관한 전문가와 소비자의 

인식 차이를 비교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각 속성들을 정의하고 있다.

   먼저 공연예술 상품의 핵심속성은 ‘예술가나 제작자에 의해 만들어

지는 공연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콘서트홀의 무대 위에서 연주

되는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소리나 오케스트라의 교향곡 소리, 연극이 상

연되는 무대 위 배우들의 연기와 대사 같은 것이 핵심속성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부대속성은 핵심속성을 제외한 모든 속성들이 될 수 있는데, 

공연장에 도착하고 떠날 때까지 마주하는 제반 요인들 – 시설, 환경, 직

원 서비스 등 – 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연

예술 상품의 핵심 및 부대 속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는 해당 속성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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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하는 특징적 혜택을 예상하고 구매를 결정한다(Ulrich, 2004; 남정미, 

유소이, 2015). 즉, 입장권의 구매자는 공연예술 상품의 속성들을 구매한

다기보다, 구매자가 지각한 특정 속성들이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해택’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품으로서의 공연예술은 ‘서비스’ 상품의 특성을 갖는다. 

공연예술은 무형성, 생산과 소비의 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이라는 일반적

인 서비스의 특성을 충족시킨다(곽동성, 강기두, 1999; 이유재 외, 1999; 

이유재, 2004; Parasuman et al., 1985). 공연예술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찰한 이유재 외(1999)의 연구에서는 공연예술을 

작품과 작품의 외적 구성요소를 포괄하는 ‘패키지 서비스상품’으로, 

공연예술이 소비자를 예술 대중주의적 관점에서 ‘일반 대중’으로 규정

하였다. 이어 연구는 공연예술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는데, 미혼일수록 공연예술 관람 횟수가 높으며, 결혼 후 자녀가 

태어나 양육 주기로 접어들면 관람 횟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처분 ‘소득’과 ‘여가시간’, ‘가족구성

원의 특성(자녀 유무, 연령 등)’이 공연예술 관람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Belk & Andreason, 1982). 

   또 다른 연구는 공연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매가 소득이나 학력보다 

소비자의 ‘생활양식’과 보다 밀접하게 관계된다고 주장한다(Kotler & 

Scheff, 1996). 공연 관람의 구매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득과 학력 변수는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소비자의 생활양식은 시간에 따라 역동적

으로 변화하는 변수로써 공연 관람에 관한 구매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공연예술 상품의 구매가 소비자의 ‘취향’과 관계된다는 연구

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삼열, 천영준, 곽규태(2016)는 한국인의 문화예술 

소비 심리를 분석한 연구에서 문화예술 소비자의 구매 행동은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자본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자 개인의 주관적 관심과 취향이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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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연예술 소비는 개인의 ‘문화예술교육 경험’ 여부와 ‘교육 

수준’과 유의미하게 관계된다는 실증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한국인의 

문화예술소비에 관한 시계열분석 연구(박은희, 2013)에서 2000년 이후 국

민 문화예술소비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연예술 관

람과 같은 고급예술의 소비는 소비자의 문화예술교육 경험, 소득 수준, 

교육 수준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공연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매는 상품 

혹은 서비스로서 공연예술 작품에 관계된 제반 속성들과 기대혜택을 고

려하여 결정된다. 입장권의 구매는 소득과 시간이라는 주요한 가계 자원

의 분배에 관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수반하는데, 이 때 개인의 생활양식

과 취향, 문화예술경험의 여부, 교육 수준과 같은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특성이 관계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연예술 작품을 일반 

재화와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고

객으로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예측함으로써 

입장권 구매를 통한 공연예술 관람의 수요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영학

(마케팅)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입장권 구매의 목적 

   소득과 시간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반하고, 개인의 생활양식과 취향, 

교육 수준 등에 영향을 받는 공연 관람 입장권의 구매는 소비에서 포착

되는 상징적 측면을 논하는 연구들을 통해 새로운 분석의 가능성이 제기

되었다. 소비 행동의 상징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소비의 목적이 효용

이 아닌 다른 것에 있음을 탐구한 연구들로, 소비자들이 상품을 실용적 

목적만이 아니라, ‘의미(meaning)의 대상물’로서 구매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195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의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제기되기 시작(Gardner and Levy 1955; Levy 1959; Hirshman 

& Holbrook, 1982)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 소비의 심미적이고, 무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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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주관적 측면에 관한 연구들로 이어진다.

   Hirshman & Holbrook (1982)은 소비자 행동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는 

기존의 재화소비와 구분하여 ‘쾌락소비(hedonic consumption)’의 개념

을 제시하고, “상품에 대한 경험의 다원화된 감각, 판타지, 감정적 측면

과 관련된 소비자 행동의 측면”을 특징으로 하는 쾌락소비 연구의 필요

성을 주장하였다. 연구는 기존의 전통적인 제품군에 관한 소비자 행동 

연구와 대비하여, 쾌락소비 연구의 대상으로 4개 영역을 제시하였다.

‘정신적 구성, 제품의 위계, 제품의 사용, 개인차’가 그것이다. 특히, 

제품의 위계 영역에서 소비자 행동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군을 구분하

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존의 소비자 행동 연구의 대상이 패키지

재화(치약, 담배, 씨리얼, 세제, 맥주)와 주요 내구재(가전제품, 자동차)에 

한정되었다면, 쾌락소비의 대상으로 ‘공연예술(오페라, 발레, 현대무용, 

정통연극)’, ‘조형예술(그림, 사진, 조각, 공예)’, ‘대중문화상품(영화, 

록콘서트, 패션)’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행동 연구의 확장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연구는 기존 제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된 공

연예술과 같은 문화예술 상품의 구매에서 나타나는 특수성과 차이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화예술 소비 행동에 관한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연구 이후 30년간 이어진 쾌락소비에 관한 연구들의 메타분석 

연구(Alba and Williams, 2013)에서는 효용 목적의 재화소비와 구분되는 

쾌락소비의 특징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쾌락소비는 ‘즐거움과 

행복의 감정’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과거의 쾌락소비에 관한 ‘회상’으

로부터 향후 고려하는 쾌락소비 혹은 경험으로부터 얻게 될 즐거움을 

‘예상함’으로써 소비의 선택이 촉진된다. 쾌락소비에 관한 연구들은 

공연예술과 같은 문화예술의 소비가 소비자의 ‘감정적 만족’을 주된 

목적으로 고려되며, 이러한 감정에 기반 하는 소비 행동이 과거의 기억

으로부터 동기화되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쾌락소비에 관한 연

구들은 공연예술과 같은 예술 소비를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소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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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연구들로부터 진일보한 입장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쾌락소

비 관점의 연구들은 소비자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 혹은 인식이 문화

예술 소비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낸 것이다. 쾌락소비는 

‘가지는 것(having)’로부터 효용을 얻는 소비가 아니라, ‘하는 것

(doing)’의 경험으로부터 즐거운 감정을 추구하는 소비(Alba & Williams, 

2013)라는 점에서 소비 행동의 목적과 과정, 결과물이 일반 재화의 그것

들과 상이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요약하면, 공연예술 관람 입장권의 구매는 관람으로부터 얻게 되는 

속성들과 기대혜택을 고려하고, 소득과 시간이라는 경제적 자원의 배분

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구매자의 생활양식, 취향, 교육 수준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공연예술 관람을 위한 

구매 행동은 상품의 구매와 소유로부터 획득되는 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 구매자의 ‘관람’이라는 특수한 행위를 통해 즐거움이나 

행복과 같은 감정의 만족을 추구하는 쾌락소비를 본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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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평가

   공연예술 소비 행동의 또 다른 특성은 입장권 구매와 공연의 관람에 

관련한 정보들을 탐색 및 습득하고, 정보를 평가하고 식별하며, 나아가 

평가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공

연예술의 소비가 소비자의 참여적 행위를 반드시 수반하고, 예술적 체험

이라는 특수한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이기 때문이다. 일반 재화와 

비교하여 경험에 관한 소비에서 정보와 관련한 소비 행동은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정보의 탐색은 공연예술 소비 행동의 주요한 특성을 구성한다

(이유재 외, 1999). 정보는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상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공연예술 상품은 ‘경험재(Hume et 

al., 2006)’로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소비자는 정

보 탐색의 양과 노력을 증대시킨다(이유재 외, 1999). 입장권의 가격 외

에도 공연되는 작품과 출연하는 예술가 등을 포함하여 공연예술 상품의 

핵심속성들에 대한 다각도의 정보를 탐색하고, 핵심속성 외에도 방문하

는 공연장의 명성이나 접근성, 서비스 수준, 작품에 대한 전문가 리뷰나 

언론 기사, 주위 사람들의 경험과 평가 등 부대속성을 참고하여 구매를 

결정한다(남정미와 유소이, 2015). 

   이러한 정보의 탐색 활동 측면뿐 아니라, 문화소비의 지출에 있어서 

소비자 개인의 정보자본의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들

이 보고되고 있다. 이 때, 정보자본은 소비자가 소비 대상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 평가의 능력, 지인과 가족의 경험으로부터 획득 가

능한 정보 채널의 유무 등을 포함한다. 서주환과 이유진(2018)은 문화소

비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특정 

집단에서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외에도 정보자본이 문화소비의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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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소비에 있어서 정보자본의 중요성은 일찍이 문화사회학의 

이론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Broudieu & Wacquant (1992)는 정보자본을 

개념화하고, 예술 소비에는 기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고 함으로써 예술 

소비와 소비자의 지식수준이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경험재로서의 공연예술은 아는 만큼, 이후의 관람을 통해 얻는 만족과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DiMaggio & Wacquant, 1992) 공연예술의 소비

에 있어서 관람 전에 얻는 정보의 탐색과 습득은 중요한 소비 행위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정보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은 정보에 단순히 접속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좋은 

문화인지를 감지할 수 있고, 대상이 되는 예술의 장르를 이해하고 독해

할 수 있는 정보의 처리, 즉 식별 능력이 강조된다(Roose & Stichele, 

2010). 인터넷을 통해 획득한 정보들이 점차 더 문화소비에 활용되는 것

은 일종의 새로운 문화현상(Wellman, 2001)으로서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공연예술 소비자는 정보의 탐색과 습득, 평가와 식별만이 아

니라 정보의 생산자로서 행동한다. 특히, 문화예술 소비에 있어서 웹사

이트와 포털, SNS 등 온라인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의 습득이 점

차 확대되고 있으며, 주변사람을 통한 정보의 습득도 높은 비율을 차지

하는(문화체육관광부, 2019)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소비자가 쌍방향성

을 특성으로 하는 정보 습득의 경로들을 활용한다는 결과는 점차 소비자

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면과 비대면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평가하며, 정보의 생산에도 참여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백보현과 권혁인(2019)은 공연예술 소비자의 확장

된 문화소비 행동으로 정보의 소비와 콘텐츠 소비, 그리고 정보의 생산 

활동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는 공연예술 소비 행동이 온라인 상에서 

크게 정보의 소비와 정보의 생산이라는 두 축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

으며, 개인의 정보자본이 반영되는 정보의 평가자(생산자)로서의 행동이 

공연예술 소비자 행동에서 점차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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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람

   공연예술 소비가 여타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와 구분되는 핵심 특성은 

소비자가 공연장에서 관객으로서 관람 행위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다. 

공연예술의 소비자는 심미적이고 참여적인 경험의 수용자로서 공연장을 

찾아 가서 공연예술의 작품을 직접 관람한다. 공연예술 소비 행동을 구

성하는 핵심 행위로서 ‘관람’ 행동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미학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예술 수용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1) 예술 작품 관람의 목적과 특성

   예술의 수용자인 관객이 관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예술적 경험

의 가치이다. 예술적 경험의 가치는 Aristotle 미학에서 ‘정화

(purification)’ 혹은 ‘카타르시스(catharsis)’, 그리고 Kant 미학에서 주

장하는 ‘쾌(pleasure)’라고 할 수 있다. Aristotle는 ‘정치학’에서 음

악의 선율이 야기하는 힘이 인간의 정화와 교육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

다고 하였다. 그는 음악이 구성해내는 윤리적인 선율이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켜 교육적 기능을 달성한다고 보았다. 또한, 음악은 윤리적 기능 

외에도 인간을 황홀하게 만드는 최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음악의 선율에는 의학적이고 종교적인 힘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한 선

율은 인간에게 병적인 혼란들을 일으키거나 신들리게 하는 것과 같은 힘

을 부여하는데, 황홀감이나 혼란의 감정이 유도하는 최면 혹은 신들림의 

상태는 병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치료의 결과로 간주되기도 한

다고 하였다. Aristotle 미학의 논의는 현대의 해석자들로 하여금 음악의 

어떠한 선율이 관객을 신들림 혹은 최면의 상태로 만들어 감정에 무해한 

배출구를 제공함으로써 인간 내면의 묵은 감정을 해방, 즉 정화시킨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Warry, 2012).  



- 55 -

   예술적 경험의 수용에 관한 그리스 미학의 논의는 18세기에 이르러 

Kant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Kant는 미적 경험의 결과로 얻는 즐거움 혹

은 쾌라고 해석되는 ‘만족(wohlgefallen: 사람이나 사물과 관련하여 느

끼는 내면적 기쁨과 만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취미 판단력 

비판’에서 인간은 쾌적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경험할 때 내면

으로부터 환기되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Wenzel, 2012). 그

런데, 미적 경험은 정신의 정화나 만족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Kant는 미

적 경험은 아름다움에 관한 인식이기도 하여 미적 경험은 인간의 판단을 

수반한다고 하였다. 예술의 수용은 “미적 판단의 문제들, 즉 어떤 자연

의 대상이나 예술이 아름답다거나 숭고하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와 정

당화(Harrington, 2015)”에 기반 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Kant는 

미적 경험이란, 수용자의 신체와 정신이 감각적으로 반응하여 정화의 감

정과 정신적 즐거움으로 나타나지만, 진정한 미적 경험은 감각적 즐거움

에서 더 나아가 이성과 인식을 통해 아름다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때, 예술의 관람이나 감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인 혹은 보편

적인 기준과 구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Kant의 미학에 근거하면, 어떠한 음악이 아름답고 즐겁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러한 음악이 만들어지는 객관적 

표준이 되는 원전(악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판단이 되어야 한다. 예

술의 장르 중에서 가장 정서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음악

이지만, 한편 음악은 가장 인위적이고 수학적인 규범에 기초하여(Hegel, 

2018) 창조(작곡)되기 때문이다. Hegel(2018)은 음악이 예술 장르 중 특별

한 이해 없이도 인간에게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켜 마음과 감정을 변화시

키지만, 그러한 음악이 박자, 리듬, 화음, 선율이라는 인위적이고 특수한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흐른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Aristotle부터 근대로 이어지는 Kant와 Hegel의 주장에 

근거할 때, 공연예술의 관람은 “법칙이 다스리는 이성의 영역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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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적인 경험을 한정하는(Harrington, 2015)” 예술적 경험의 주체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공연예술을 관람하는 관객은 공연장 객석에서 정지된 

상태로 자리하여 공연예술 작품과 예술가의 행위를 신체의 자연적 반응

을 통해 감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성과 인식에 근거하여 감상하고, 평

가하며, 더 나아가 예술 작품과 예술가의 행위에 내재된 기호와 의미들

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즉, 관람은 목적 

지향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인 것이다.

   2) 예술 장르에 따른 관람 행동의 특성

   여기서 예술적 경험을 목적으로 공연예술을 관람하는 주체로서 관객

의 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음악, 음악극, 무용 등 장르별 

예술의 수용을 논한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음악예술 경우, 관

객은 최종적으로 음악작품에 대한 이해와 미적 판단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러한 수용의 과정에서 ‘감정’과 ‘공감’이 기여한다(우혜언, 2015). 

특히, ‘청취’의 행위를 핵심으로 하는 음악 작품의 수용에 있어서는 

인식적 판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 투사할 필요 없이, 타인

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즉각적으로 지각하고 행동으로 반응하는”‘공감

(Empathy)’이라는 감성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공감은 

감성적 판단으로서 일종의 소통 체계로 작동하여 예술작품의 해석과 평

가에 있어서 공통의 기준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관객이 

음악예술을 수용할 때에는 인식적 판단만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감성적 

판단이 우위에 있다(Eggebrecht)는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관객은 창작자의 의도와 별개로, 자신의 인식과 상황, 향유 

목적에 따라 예술작품을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수용한다는 주장이다. 

현대 독일의 극작가인 Brecht와 작곡가 Weill의 작품 창작의 의도와 그

들의 작품을 수용하는 관객에 관한 연구(신혜수, 2015)에서 특정 시기의 

독일 관객이 창작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예술을 수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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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시된다. 1920년을 전후하여 독일의 구체제가 붕괴하고 신체제가 들

어서던 시기에 Brecht는 독일 시민들의 의식을 계몽할 목적으로 사회적 

비전과 윤리적 당위를 앞세워 음악보다 ‘가사’를 부각시키는 새로운 

형식의 교훈적인 음악 작품을 발표하여 공연하였다. 그러나, 그의 작품

을 관람한 관객은 당시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불안과 우울을 해소하

고자, 그의 작품을 오히려 감각적이고 향락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는 관

객이 예술 작품을 수용함에 있어서 창작자의 의도나 형식적 목적과 무관

하게 전적으로 주관적인 의도와 목적으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공연예술 작품의 관람은 다의성과 복합성을 특성으로 하

는 인간 의식의 과정이자 결과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관객이 자신이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조건에서 예술작품의 

원전을 새롭게 구체화하여 수용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발레 지젤

(Gieselle)의 문학 텍스트를 수용미학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배금연, 2007)

한 논문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이 수용될 때, 원작자(가령, 작가, 작곡가)

의 창조적 상상력, 예리한 감수성, 통찰력 등으로 빚어진 작품을 수용하

는 또 다른 창작자(가령, 안무가), 그리고 그러한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 

모두는 예술 작품의 수용자로서, 원작자가 살았던 시대와 환경이 반영된 

작품을 보는 것인데, 이들은 어떠한 고정된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작품

의 텍스트에 숨어있는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문학 텍

스트를 해석하여 다른 형식의 예술(발레)로 창조를 하는 안무가이든, 그

러한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이든, 예술 작품의 수용자는 자신의 개별적 

의식에 기초하여 원전 예술 작품을 새롭게 해석하고 미적 평가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때 관객은 예술 작품의 원전과 창작자를 의식하는 

한편,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시대와 경험에 준거하여 원전 예술 작품을 

새롭게 인식하고 해석함으로써 창조적이고 지적인 행위의 주체가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술 작품의 수용에 관한 주장과 사례를 종합하면, 

공연예술의 관람은 소비자가 관객으로서 예술 작품의 수용자이자 감상자

가 되어 심미적이고 참여적인 경험을 기대하는 행동으로 요약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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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관객은 신체와 정신의 감각과 감정이 반응하는 쾌 혹은 정화를 경험

하며, 자신이 존재하는 시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의식이 개입되는 상태에

서 예술 작품을 인식하고 해석한다. 이러한 행위는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감각과 인식에 관한 것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 즉 작

품의 원전이나 창작자의 의도, 당시의 시대 상황 등에 관한 인식과 판단

력을 수반한다. 

   요약하면, 공연예술 소비자는 자기만의 예술적, 심미적 경험을 기대

하고 공연예술 작품의 관람을 선택하는 관객이 된다. 이때, 예술 작품의 

관람은 다의적이고 복합적인 신체적, 정신적 반응의 과정과 결과들을 수

반한다. 관객으로서의 소비자는 예술 작품의 관람을 통해 신체적 감각과 

정신적 감정의 변화를 경험한다. 또한, 작품의 원전과 창작자의 의도를 

인식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해석에 기초하여 예술 작품

과 소통한다. 관람은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감각과 인식을 통해 이루어지

지만, 창작자와 창작자의 의도와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예술 작품과 소

통하는 심미적이고 지적인 경험을 기대하는 행동이며, 공연예술의 관람

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공연장에서 집단적으로 체험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참여적인 경험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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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원

   본 연구는 공연예술 소비 행동의 범주에 후원 행동을 포함시키고,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후원(patronage)은 예술가에 대한 기관 혹은 개인의 

재정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재정적 지원에는 관람을 위해 책정

된 입장권의 가격에 대한 지불 외에도 소비자가 추가로 기여하는 금전이

나 시간, 노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후원 행동은 시즌 입장권 

구매, 개인 기부, 기업 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이사진으로서의 활동 

등을 포괄한다(artsy.net, 2020). 

   본 연구는 공연예술 소비 행동을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관점에서 이해

하고자, 소비 행동에 후원 행동을 포함시키고, 후원 행동으로는 ‘시즌 

입장권(정기공연 입장권 패키지) 구매’, ‘개인 기부’, ‘자원 봉사’ 

등을 포함하였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예술 후원은 기업의 후원이나 

협찬에 한정되어 활성화 되고 연구되었는데, 본 연구는 개인의 다양한 

후원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예술 후원 행동의 다양한 범

주와 연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는데, 문화예술 소비자가 문화예술

기관에 직접 하는 개인 기부, 공연장이나 예술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등이 후원 소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이득연, 

2014). 

   먼저 공연예술 후원 행동에 해당하는 ‘시즌 입장권의 구매’ 행동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시즌 입장권의 구매는 공연에 대한 정기적인 관람을 

목적으로 미리 다수의 관람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구매는 

단일 입장권 구매나 일시적인 구매와 달리, 공연을 제공하는 주체가 표

방하는 예술적,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공감의 표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후원 행동에 포함될 수 있다. Bamossy(1982)는 시즌 입장권을 구

매하는 행동이 어린 시절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관련한 경험의 수준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증명한다. 연구는 유년기의 문화예술활동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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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경험이 이후 성인이 되어 공연 관람의 소비에 영향이 있음을 증명

한 것인데, 유년기의 문화예술활동 경험을 보유한 소비자는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관람이 아니라, 시즌 티켓의 구매를 통해 공연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동은 정기 관람에 해당

하는 입장권의 가격을 미리 지불하는 것으로, 공연을 제공하는 주체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지원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

하다. 

   시즌 입장권의 구매가 공연을 제공하는 주체에 대한 공감과 지원을 

의미한다는 해석은 예술단체의 경영에 있어 시즌 입장권 구매자는 일반 

구매자들에 비해 낮은 마케팅 비용으로 유인과 유지가 가능하다

(Semenik, 1982)는 연구의 결과로 뒷받침된다. 해당 연구는 시즌 입장권

의 구매 행동을 예술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았다. 

단체 경영의 입장에서 시즌 입장권 구매자의 해당 예술단체에 대한 높은 

소속감은 간단한 마케팅 노력만으로도 구매와 관람을 쉽게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즌 입장권 구매자의 예술단체에 대한 소속감은 ‘사회적 정

체성’의 개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Swanson & Davis (2006)는 공연

예술 소비자의 사회적 정체성을 ‘예술조직에 대한 동일시 수준(level of 

identification of the organization)’로 정의한 후, 이들의 사회적 정체성

과 후원 의도와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 소비자의 예술조직에 대한 동

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예술조직에 대한 추천, 정기관람, 시간 및 

금전 후원에 대한 의사가 높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예술 

후원 행동이 단순히 타자에 대한 기여 행위의 차원을 넘어 자기와 동일

시된 대상 혹은 가치에 대한 인정과 옹호와 관계된 행위임을 추론하게 

한다. 예술 후원은 후원 대상과의 단순한 경제적 거래 관계가 아니라

(Swanson & Davis, 2006),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이 예술조직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행동으로 예술조직과의 장기적인 혹은 본질적인 신뢰 관계를 

인식하고 기대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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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재정적 지출을 동반하는 후원 행동이 대상에 대한 ‘장기적 

관계 맺기’를 특징으로 하고, 예술 작품의 ‘질적 수준’에 대한 높은 

기대와 요구가 반영된 행동이라는 주장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

는 재정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 포괄하는 예술 후원이 예술 작품의 탁월

성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반영된 행동임을 시사한다. King(2001)은 18세

기 로마제국의 오페라 작곡과 관계된 경제적 구조를 고찰한 연구에서 오

페라 작품의 질적 수준이 ‘후원 기반’의 경제 구조에서 창작될 경우에 

‘시장 경제’에서 창작되는 경우보다 높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연구는 

오페라 작품의 우수성을 전문가 의견과 오페라 상연의 지속성을 변수로 

하여 측정한 결과를 근거로, 18세기 궁정 후원 기반의 경제에서 보다 우

수한 오페라 작품의 창작이 가능했다는 가설을 증명한다. 연구는 시장 

경제의 원리와 차별되는 후원 경제의 원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후원 경제에서는 창작자(작곡가)의 ‘재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

여 재정적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 후원자들이 시장의 선호를 무시하고

라도 오페라 작품의 창작을 지원하는 ‘안목’과 ‘취향’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위험 감수(금전과 시간의 오랜 투자)’의 태도로 혁신을 

유도했다는 점 등이 특징으로 분석된다(King, 2001). 이러한 분석은 18세

기 로마의 궁정 후원 경제에서 이루어진 재정적 후원의 사례를 주요 분

석 자료로 삼고 있지만, 예술가의 재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후원 

주체의 안목과 취향, 장기적인 투자의 의지 등은 오늘날에도 확인되는 

보편적인 예술 후원 행동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 후원 행동은 후원자의 문화자본 수준을 반영한다. 

Coldwell과 Woodside(2003)는 공연예술 소비자 12인과의 심층인터뷰를 통

해 개인의 후원 행동과 문화자본이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는 개인의 문화자본을 “구매의 선택, 취향, 소비 활동을 결정짓는 개인

의 규칙, 가치, 믿음, 심리적 반응의 집합(Bourdieu, 1984; Holt, 1998)”으

로 정의하고, 공연예술 소비자와의 심층인터뷰를 근거로 개인의 문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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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 공연예술 관람 입장권의 구매와는 관련이 적은 반면, 후원과 관련

된 지출을 촉발하는 동기로 작용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연구 결과는 

후원 행동이 개인의 가치와 믿음, 심리적 반응의 결과로 선택되는 것임

을 확인하게 한다. 

   종합하면, 공연예술과 관련한 후원 행동은 입장권 구매와는 또 다른 

목적과 동기, 기대에서 고려되고, 문화자본으로 통칭되는 예술적 가치와 

믿음 등이 반영되어 결정되는 행동임을 시사한다. 후원 행동은 예술 작

품의 질적 수준에 대한 높은 기대가 반영되고, 후원하는 대상에 대한 장

기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예술가 혹은 예술적 가치에 대한 금전과 시간의 

투입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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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와 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소비와 애호에 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공연예술 애호의 본질 구조와, 그러한 구조

와 관계되는 영향요인, 그리고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소비와 애호의 경험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연구문제 2: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의 본질적 구조는 

어떠하며, 그러한 구조와 관계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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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의 특징과 방법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질적연구의 방법

으로 수행한 것은 소비자의 소득, 연령, 성별,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통계 

요인만으로는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예술 소비와 애호의 본질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공연예술의 

소비는 심미적이고 참여적인 경험을 핵심가치로 하는 예술 소비의 범주

로서, 인간의 정신과 감성이라는 심리적인 요인이 깊이 관여되고, 어떠

한 주관적 가치를 지향하는 소비의 과정일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소비에 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공연예술 애호의 구조와 그러한 구조와 관계되는 

영향요인, 그리고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Husserl의 현상

학(phenomenology) 철학에 토대를 두고 있는 기술적 현상학(descriptive 

phenomenology)으로부터 발전되어 온 ‘현상학적 질적연구’(이남인, 

2019)를 수행하였다. 현상학적 질적연구는 “객관적인 자연과학이 망각

한 인간 경험의 의미의 기반이자, 직관적인 경험의 세계가 구체화된 생

활세계의 사태(현상) 그 자체로 돌아가(Husserl, 2017)” 연구할 것을 강

조하는 현상학의 토대 위에 있다는 점에서, 클래식음악과 같은 공연예술 

소비의 의미와 본질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대중문화 편중 소비가 두드러지는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수

가 클래식음악을 소비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20~40대에 해당하는 새로

운 관객 집단이 열성적으로 공연예술을 소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소비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에 현상학적 질적연구가 적합하다고 보

았다. 현상학적 질적연구는 단일 혹은 소수와 관계된 특정 현상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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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패러다임에 기초하여(홍기형, 1998)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현상의 

주체로서 인간 혹은 집단의 행위와 경험에 관한 사실적 구조, 그리고 경

험의 본질적 구조와 의미를 해석하도록 하기 때문이다(Zahavi, 2021).    

   현상학적 질적연구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Edmund Husserl이 정립

한 철학으로서의 현상학(phenomenology)에 기초하여 발전해온 질적연구

의 방법론이다(이남인, 2005; 이남인, 2019). 현상학은 과학주의와 실증주

의가 팽배했던 19세기 유럽 학문계가 철학을 위시한 정신과학 혹은 인간

과학을 몰아낸다는 위기의식에서 등장한(최종렬 외, 2018, Husserl, 2017) 

이래, 질적연구의 방법으로 발전하면서 심리학, 교육학, 간호학, 행정학, 

미학의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이남인, 2005; 최종렬 외, 2018).

   현상학적 질적연구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표 5] 참고), 본 

연구는 연구자가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수집된 자료로부터 참여자들의 공통경험에 대한 사실적 구조를 분석하여 

기술하는 ‘경험적 현상학적 체험연구(이남인, 2019)’를 수행하였다. 이

어서 분석된 사실적 경험에 관한 본질적 구조와 의미를 규명하는 ‘본질

적 현상학적 체험연구(이남인, 2019)’를 수행하였다.

[표 5]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유형(이남인, 2019) 요약정리

철학 연구방법 방법적 유형 설명

현상학

Husserl

현상학적 

질적연구

경험적 

현상학적 체험연구

자연적 태도에서 1인 혹은 다수의

연구자들이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의 사실적 구조를 파악함

본질적 

현상학적 체험연구

경험적 현상학적 체험연구로부터

경험된 체험에 근거하여, 해당 체험의 

본질적 구조와 의미를 파악함

사실적 초월론적 

현상학적 체험연구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을 배제하고,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으로

체험의 사실적 혹은 본질적 구조를 파악함
본질적 초월론적 

현상학적 체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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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수행에 앞서, 현상학적 질적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자가 숙지

해야 하는 현상학의 주요 개념과,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절차와 방법의 

원리를 살펴보았다. Husserl은 인간 경험이 빚어내는 생활세계가 “의미

의 기반이자 직관적 경험의 세계가 구체화된(Husserl, 2017)” 실재라고 

보았다. 따라서, 연구자가 의미로 이루어진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생활세계에서 발생하는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가서 사태 혹은 현상

을 고유한 그 자체로 직관할 것을 강조하였다. 생활세계에서 발생하는 

인간 경험에 대한 현상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Husserl은 본질

직관, 판단중지, 현상학적 환원과 같은 현상학적 태도에 기초한 방법적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연구자에게 현상학적 

분석을 이끄는 원리(guiding principles)에 준수하여 자료를 분석할 것(김

분한 외, 1999)”을 강조하는 것이다.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수행을 위한 

주요 원리들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1) 현상학적 연구의 수행을 위한 주요 개념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는 Husserl 현상학의 철학을 구성

하는 주요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Husserl의 생활세계, 직관, 

본질직관, 판단중지, 현상학적 환원, 그리고, 지향성의 개념을 차례로 살

펴보았다.

      (1) 생활세계(Lifeworld): 선과학적 혹은 선험적 경험세계(Zahavi,   

      2021; Husserl, 2017)로 구체적, 감각적, 직관적으로 주어지는 세계  

      이며, 상황에 처해진 상대적 진리들의 세계(Zahavi, 2021)로, 이는  

      주관적인 일인칭 관점의 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자 엄밀하고  

      객관적인 지식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과학세계와 대조적      

      (Zahavi, 2019)인 세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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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관(intuition): 대상을 그 자체의 고유한 모습으로 가져다주는  

      작용(Zahavi, 2021)으로 권위나 전제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사태  

      그 자체를 직관하는 것(이남인, 2004)을 의미함

      (3) 본질직관(Wesensanschuung): 사태, 즉 현상의 본질을 직관하는  

      는 이념화의 작용으로, 대상에서 출발해 자유로운 상상으로 무수  

      한 모상을 만들고, 그러한 모상들 전체에 걸쳐 서로 겹치고 합치  

      하는 것을 종합하고 통일함으로써 불변적 일반성, 즉 본질을 이끌  

      어내는 직관(Husserl, 2017)을 의미함  

      (4) 판단중지(Epoche): 직관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자연스러운 실재  

      론적 경향에 대한 중단을 행하는 것으로, 판단중지를 행하는 목적  

      은 의심하거나 등한시하거나 방기하거나 실재를 배제하기 위한 것  

      이 아니라, 실재를 향한 연구자의 독단적 태도를 유보하거나      

      중립화하기 위해 강조되는 것으로 현상학적으로 주어진 것(현상하  

      는 바대로의 대상)에 더욱 가까이, 직접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판단중지를 수행함(Zahavi, 2021)

      (5) 현상학적 환원(phenomenological reduction): 외부세계에 대한   

      모든 관심을 괄호치고, 경험의 내부적 구조에 집중하기 위한 특수  

      한 반성의 방법으로,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의식의 내재에 남는   

      심적 표상들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Zahavi, 2021)이자, 사태 그  

      자체로 귀환하는 것(이남인, 2004)을 의미함

      (6) 지향성(intentionality): 인간의 의식은 항상 “무엇에 관한”    

      의식으로서 대상을 향해 있다(Husserl, 2017)는 것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경험적이고 사실적인 것과 관련되는  

      물리적이고 인과적 요소를 추상함을 통해 대답될 수 있음(Zahavi,  

      2021). 현상학은 인간의 경험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식하는, 즉     

      대상을 향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경험을 분석하는 것은 경험을  

      일인칭 시점에서 의식에 나타나는 주어진 바대로 기술하는 것에   

      충실함(Zahavi, 2021)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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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상학적 연구의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현상학적 질적연구 중에서 경험적 현상학적 체험연구를 수

행하고, 이어서 본질적 현상학적 체험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경험적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절차별 수행원칙(이남인, 2019)을 

차례로 기술하면 다음가 같다. 첫째, 연구준비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연구의 목표와 주제를 설정하고, 연구 관련 자료들을 숙고하면

서 심층면담을 위한 문항들을 설계한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에 대한 막연한 전체적 윤곽을 고려하게 된다. 둘째, 연구자는 참여

자와의 심층면담 자료 등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한다. 

이 때, 연구자는 경험적 현상학적 환원 및 판단중지 등 현상학의 주요 

개념이 제시하는 원칙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게 된다. 셋째, 수

집된 자료들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경험적 현상학

적 환원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체험의 구조를 규명하고, 수집된 자료들

에 대한 상호주관적 환원의 방법을 통해 자료들을 해석한다. 넷째, 연구

결과의 도출 단계이다. 연구자는 분석된 자료들로부터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하나의 통일된 내용으로 체계화하고 종합

하면서 연구의 결과를 도출한다. 이 때, 통일적 내용들을 현상학적 분석

의 방법에 따라 범주, 주제모음, 주제, 의미단위와 같은 여러 차원들로 

구성하고, 해석한다. 마지막 단계는 연구보고서 작성의 단계이다. 연구자

는 수집, 분석, 해석을 거쳐 도출된 연구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한다. 보고서의 내용은 서론, 연구방법(연구절차와 방법), 연구 결과, 논

의, 결론 및 제언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경험적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절차를 

통해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소비와 애호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

어서 경험의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본질적 현상학적 체험연구를 수행하

였다. 본질적 현상학적 체험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 절차에서 체험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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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직관하기 위한 ‘형상적 환원’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이남인, 

2019). 형상적 환원이란, 특정한 체험의 대상을 지금의 모습과 다른 것으

로 상상하고자 하는 일종의 개념적 분석이다(Zahavi, 2021). 형상적 환원

은 대상에 대한 상상적 변경의 과정이자 방법인 것으로, 이러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대상의 우연적이고 변화 가능한 속성과 구별되는, 

대상을 그 대상이게 하는 본질적 속성이자 본질을 구성하는 불변의 구조

를 밝힐 수 있다(Zahavi, 2021).  

   현상학적 연구의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 동안 다음의 두 가지 사실

에 유의하면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이남인, 2019). 첫째, 현상학적 기술

에는 연구자의 해석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상학적 기술이 경험

에 대한 분석을 기술하는 것으로, 분석의 과정은 경험에 대한 의미를 해

석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현상학적 기술과 해석은 분리되어 수행될 수 없

다. 둘째, 현상학적 질적연구는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의 내용과 관련된 선이해에 대해서 철저한 판단중지의 상

태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구자의 선이해는 연구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자료의 수집과 분석,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이해는 연구의 절차들을 거치면서 변화하게 되

는데, 점차 연구의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로 발전해간다. 즉, 현상학

적 질적연구에서 선이해와 이해는 연구의 전체와 부분들 사이에서 해석

학적 순환을 반복하면서(이남인, 2019) 연구결과의 분석과 해석의 구체성

과 타당성을 높여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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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수행절차(이남인, 2019)를 참고하여 

‘연구준비 및 주제 선정’, ‘이론적 고찰’, ‘연구의 참여자 모집’, 

‘자료의 수집’, ‘심층면담 자료전사’,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신뢰성 확보’의 절차를 거치며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준비의 단계에서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수

행을 위한 자료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연구주제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이론들과, 심층면담의 수행을 위

해 전제되어야 할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였다. 이때, 현상학적 질적연구

의 수행이 사태 혹은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판단중지를 강조하는 바, 관

련 이론의 개략적인 핵심 내용만을 파악하여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 개입

되는 연구자의 선입견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이후, 이론적 고찰에서 

제시한 이론들과 주요 개념들은, 자료의 분석·해석의 과정에서 점차 드

러나는 현상의 의미들과 비교하는 확인과 해석적 순환의 과정을 거치며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는 과정에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연구의 참여

자를 모집 및 선정하고, 심층면담을 위한 기본적인 질문문항들을 설계한 

후 참여자와의 1:1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자료들은 전사기록을 거

쳐 연구의 주요 분석자료로서 정리되고 보관되었다. 이어 전사기록된 자

료들을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분석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들

은 다시 전사기록된 자료, 이론적 고찰의 주요이론 및 개념들과 비교하

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분석의 정확성과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

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흐름도를 요약하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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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흐름도

① 연구 준비 

및 주제 선정

↓

② 이론적 고찰 →
③ 연구 참여자 

모집 및 선정

↓

↕
④ 자료의 수집

(심층면담)

↓

⑥ 자료의 

분석과 해석
↔

⑤ 심층면담의 

자료전사

↕

⑦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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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참여자 모집 및 선정 

1. 연구의 참여자 모집

   

   본 연구는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의 경험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애호 수준의 경험을 가진 

소비자를 연구의 참여자로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모집 기준은 최근 

10년(2011년 ~ 2020년)의 기간 중에 최소 1년 이상, 연 10회 이상 클래식

음악 장르의 공연을 유료로 관람한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국내 대표 클래식음악 공연장인 예

술의전당 골드회원에 대한 제공사항과 서울시향 정기공연 횟수 등을 종

합적으로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 범주에는 기악 독주, 성악, 실내악, 

관현악, 오페라의 온·오프라인 공연을 포함하였다. 클래식음악은 “일

반적으로 확립된 형식(가령, 교향곡)을 사용하여 서양음악의 전통에 따라 

작곡된, 진지하고 지속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는 음악(Oxford 

Dictionary, 2022)”으로 정의되는 바, 서양음악의 전통에 따라 작곡된 악

보를 토대로 공연되는 기악, 성악, 실내악, 관현악, 오페라 등을 포괄한 

것이다. 그리고, 오프라인 공연 외에 온라인 공연까지를 포함시킨 것은, 

대면 공연의 원칙에 엄격한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을 온라인의 방식으

로 유료로 관람한 소비자는 공연예술 애호의 수준에 해당하는 경험을 가

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모집과 선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질적연구의 윤리성과 

신뢰성,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참여자 모집문서와 참여 동의서, 그리고 

심층면담을 위한 반구조화 설문지를 개발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의 심의와 승인을 거쳤다. 승인을 통과한 연구참여자 모집문서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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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공개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와 함께 참여자의 분포가 특정 인구통계요인(성별, 연령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자, 눈덩이 표집과 목적 표집을 병행하였다. 눈덩이 표집과 

목적 표집을 병행한 것은, 본 연구 목적이 한국 사회에서 특이하게 관찰

되는 20~40대 중심의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예술 소비와 애호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모집하되 기존 클래식음악 

고수 관객과 후원 경험이 있는 관객 등을 포함하기 위함이었다. 눈덩이 

표집은 문화예술계 직무 경력이 20년 이상이 되는 연구자의 인맥을 활용

하여 진행되었고, 연구 과정에서 모집된 연구참여자 중 일부의 추천을 

받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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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 수의 크기는 질적연구의 표본 크기에 관한 논의를 참고로 

하여 결정되었다. 질적연구자는 연구주제의 특성(자명한 주제일수록 표

본의 크기가 작아짐), 연구질문의 범위(질문의 범위가 커질수록 표본의 

크기가 커짐), 관련데이터의 풍부성(데이터가 풍부할수록 표본의 크기가 

작아짐) 등을 고려하여(Morse, 2000) 참여자 수를 결정한다. 본 연구자는 

연구 주제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한지, 관객, 입장권 구매자, 정보 

평가자, 후원자를 아우르는 공연예술 소비자행동에 관한 풍부하고 충분

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연예술소비에 관한 질적연구의 

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 수를 결정하였다. 이어 목적표집의 고려

사항 (3)과 (4)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이 포함되면서 전체 참여자의 수가 

충분히 모집되었다고 판단될 때 표집을 종료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22인의 참여자가 모집되었으나, 본 연구의 목적과 면

담 방법 등에 동의하고, 연구기간 내에 심층면담에 참여할 수 있는 총 

20인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선정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모집 기준

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참여자에게 최근 10년의 기간 중 10회 이

상 공연을 관람한 년도와 관람 공연들에 대해 구두 답변하도록 하였고, 

연구자가 해당 답변의 진위를 충분히 확인한 후에 참여를 확정하였다.

   선정된 20인의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표 8>과 같이 정리하

였다. 연구참여자의 기본정보를 요약하면, 클래식음악의 향유 기간은 6 

~ 10년에 해당하는 2인을 제외하고, 모두 11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대부분은 서울 및 경기 거주자였으며, 2021년 8월 기준으로 20

대 ~ 50대의 연령대에 속하였다. 20대는 3인, 30대와 50대는 각각 4인, 

40대는 9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연구의 설계단계에서부터 모집기간 

동안, 60대 이상의 참여자들을 반드시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어렵게 1

인만을 모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이 본 연구의 주제와 부합



- 75 -

하지 않아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성별 분포는 여성과 남성이 각각 

12인과 8인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두 대학재학 이상의 교육 수준

을 보유하고 있었고, 직업은 대학생, 대학원생, 프리랜서, 공무원, 주부, 

회사원, 전문직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월 평균 공연관람 지출액은 10만

원 미만에서부터 최대 150만원까지로 답하였다. 20인의 참여자 중에서 

클래식음악의 고수 관객 기준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총 6인으로 연번의 

P9에서 P14에 해당하며, 후원 지출 경험자는 총 6인으로 연번의 P15에서 

P20에 해당한다([표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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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 참여자 기본정보 

연

번
총 향유기간

연 평균 

관람횟수  
성별 나이 교육 직업

월 평균

공연관람 

지출액

P1 6 ~ 10년 5 ~ 10회 여 20대 대학 재학 대학생 10만원 미만

P2 6 ~ 10년 5 ~ 10회 여 20대 대학원 이상 공무원 10만원 미만

P3 11 ~ 15년 5 ~ 10회 여 30대 대학원 이상 대학원생 10만원 미만

P4 16년 이상 5 ~ 10회 여 20대 대졸 교육자 10만원 미만

P5 16년 이상 5 ~ 10회 여 40대 대졸 프리랜서 10만원 미만

P6 11 ~ 15년 15 ~ 20회 여 30대 대학원 이상 프리랜서 10~20만원

P7 16년 이상 5 ~ 10회 여 30대 대학원 이상 대학원생 10만원 미만

P8 11 ~ 15년 10 ~ 15회 남 40대 대학원 이상 회사원 10~20만원

P9 16년 이상 20회 이상 남 40대 대학원 이상 연구원 20~30만원

P10 16년 이상 20회 이상 남 40대 대학원 이상 전문직 10~20만원

P11 16년 이상 20회 이상 남 40대 대졸 회사원 20~30만원

P12 16년 이상 20회 이상 여 40대 대졸 프리랜서 10~20만원

P13 16년 이상 20회 이상 여 50대 대학원 이상 주부 50~150만원

P14 16년 이상 20회 이상 남 40대 대학원 이상 전문직 30~40만원

P15 16년 이상 20회 이상 여 40대 대학원 이상 전문직 40~50만원

P16 16년 이상 20회 이상 남 50대 대학원 이상 회사원 10~20만원

P17 16년 이상 10 ~ 15회 여 30대 대학원 이상 대학강사 20~30만원

P18 16년 이상 10 ~ 15회 여 40대 대학원 이상 전문직 40~50만원

P19 16년 이상 5 ~ 10회 남 50대 대학원 이상 전문직 10~20만원

P20 16년 이상 20회 이상 남 50대 대학원 이상 전문직 30~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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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료의 수집·분석 및 신뢰성 

1. 자료의 수집  

   연구의 자료는 연구 참여자와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IRB NO. 2107/001-002, 2021.07.01.) 후에 연구

의 참여자를 모집 및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20인의 연구참여자를 대상

으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간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참여

자들은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듣고, 읽고, 숙지한 후에 면담

에 참여했으며, 연구 참여의 동의서에 직접 날인하였다.

   본 연구가 Covid-19의 절정기에 수행되어 심층면담은 비대면화상회의

(Zoom 화상회의 SW)와 일부 전화통화로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은 참여자

와 1:1 개별면담으로 평균 60분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조용하게 면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를 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담

시간을 조율하여 확정했으며, 연구자는 서재와 같은 조용한 공간에서 연

구자의 노트북을 가지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시작과 함께 녹음 

및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들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원칙

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하였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연구자가 사전에 설계한 반구조화 질문지의 문항

([표 7] 참고)에 기초하여 클래식음악공연의 관람동기, 구매, 평가, 후원 

등 공연예술소비 행동, 선택 고려요인, 소비가치, 향후의도 등에 대해 차

례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최대한 편안하

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경험을 솔직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면담의 분위

기와 진행 속도를 신경 쓰면서 청취에 집중하였다. 특히, 연구자는 현상

학적 질적연구가 강조하는 판단중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심층면담에 임하

였다. 참여자의 어떤 답변에 대해서도 가치판단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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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대한 참여자의 입장에서 진술의 내용들을 청취하고 기록하였다. 

판단중지란, 경험의 실재를 향한 연구자의 독단적 태도를 유보하거나 중

립화하기 위해 강조되는 태도로, 연구자는 판단중지를 통해 현상하는 그

대로의 대상에 더욱 가까이 집중(Zahavi, 2021) 할 수 있다.

   

[표 7] 심층면담을 위한 주요 질문문항

주제 질문문항

소비동기
- 언제, 어떠한 동기로 클래식음악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까?

- 본격적으로 클래식음악공연을 소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구매행동

- 공연 티켓을 구매하는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 구매를 전후하여 어떠한 요인들을 중요하게 고려하십니까?

- 어떠한 기대와 감정을 갖고 공연 티켓을 구매하시나요?

- 구매 과정에서 만족이나 불만족 요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정보탐색

- 티켓구매를 전후하여 관련 정보나 지식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 정보탐색 활동이 티켓구매와 관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평가행동

- 공연 프리뷰나 리뷰 등 평가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 만약, 참여한 적이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 만약, 참여한 적이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 평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하고 있나요?

후원행동

- 음악인이나 음악단체 등에 후원한 경험이 있나요?

- 만약, 후원한 적이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 만약, 후원한 적이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 후원 시, 어떠한 요인들을 고려하시나요? 

소비가치

- 클래식음악은 귀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 계속해서 공연 티켓을 구매하고, 관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공연 관람을 통해 귀하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속

가능성

- 공연 티켓구매와 관람이 경제적 혹은 시간적으로 부담으로 느껴

지는 적은 없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향후 

의도
- 향후에도 클래식음악공연의 관람을 계속하실 예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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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분석

   자료 분석은 심층면담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분

석법 중 Colaizzi(1978)가 제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기초하여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의 구체적인 과정과 자료 분석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어떤 연구를 현상학적 질적연구라고 하는 이유는 판단중지, 현상학적 

환원, 지향적 분석과 같은 현상학이 제시하는 연구 태도와 방법(이남인, 

2019)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자는 자료의 분석 단계에서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을 통해 참여자의 체험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것으

로부터 체험의 구조를 규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타인의 체

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호주관적 환원의 방법, 즉 해석의 방법

으로(이남인, 2019) 체험을 분석한다. 이 때, 자료해석의 과정은 자유롭고 

주관적일 수 있지만, 연구의 관점과 이론에 근거한 해석학적 순환을 반

복하면서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노력해야 한다(최종렬 외, 2018). 

   1) 자료 분석의 과정

   먼저 연구자는 현상학적 질적연구가 제시하는 자료분석의 방법들에 

기초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전사기록화하였다. 전사기록은 1:1 심층면담

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의 과정에서 녹취와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어 각 

면담 직후에 기록된 내용을 면담 녹취 내용과 비교하면서 전사기록지에 

바로 정리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생생한 진술에 어떠한 추가 개입

이나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전사기록 자료들은 연구

자의 암호화된 노트북에 저장하여 생명윤리위원회가 강조하는 수집자료

의 보안에 유의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전사기록으로 문서화된 자료들을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분

석법 중 Colaizzi(1978)가 제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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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질적연구에는 자료의 분석법에 따라 Giorgi, Colaizzi, van Manen, 

Moustakas와 같은 분석법이 존재하는데(김분한 외, 1999; 최종렬 외, 

2018; 이남인, 2019), 본 연구는 참여자의 개인적 속성보다 공통적 속성

을 도출해내는 것에 초점을 두는(김분한 외, 1999) Colaizzi 방법을 사용

하였다. Colaizzi가 제시하는 단계별 절차에 따라, 연구자가 수행한 분석

내용을 차례로 기술하였다. 

      (1) 수집 자료의 전체적인 검토

      수집 자료의 전체적인 검토 단계에서 연구자는 판단중지와 현상학

적 환원의 태도에 입각하여 전사를 마친 심층면담의 자료들을 가치판단

이나 선입견 없이, 전체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을 반복하면서 참여자 

경험의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였다. 특히, 평균 60분을 전후하여 진술

된 총 20인의 경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별 전사기록 자료(최소 6

페이지 ~ 최대 12페이지)를 각각 개별적으로 반복하여 읽으면서 참여자

의 개별적인 체험의 특성과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수집자료로부터 ‘의미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s)’ 추출

      자료의 전체적 검토를 통해 참여자들의 개별적이고, 전체적인 경

험의 특성과 맥락을 파악한 후에는, 연구의 주제와 관계되는 공연예술소

비자 행동의 차원을 파악하고자 수집 자료의 전체 읽기를 다시 진행하였

다. 이 과정에서 심층면담에서 사용한 반구조화 질문지의 질문문항(첫 

관람 경험, 본격적인 소비동기, 입장권 구매 시 고려요인, 정보탐색, 관

람평가 참여경험, 후원지출 경험, 향후의향 등)에 해당하는 각 참여자의 

답변 중에서 의미있는 진술들(어구, 문장 등)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질문

문항에 대한 답변 외에도 클래식음악이나 공연예술에 대해 참여자들이 

의미있게 진술한 내용들은 별도로 구분하여 추출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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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문항을 다소 벗어나는 답변이라도, 연주의 주제와 관련하여 충분

히 의미있다고 판단되는 진술들을 확보함으로써 참여자 경험의 실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3) 의미있는 진술을 ‘일반적 형태로 재진술(general 

restatement)’

   

      앞 단계에서 추출한 의미있는 진술을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하였

다. 이 과정은 참여자가 구체적으로 묘사한 유의미한 진술들을 보다 일

반적인 개념의 진술들로 축약하고, 추상화하고, 개념화하는 작업이다.  

      (4) 의미있는 진술과 일반적인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

(formulated meanings)’를 도출

   

      참여자의 유의미한 진술들과, 그것들을 연구자가 일반적인 문장으

로 재진술한 사실들을 토대로 다수의 구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s)

들을 형성하였다. 각 의미는 참여자 진술의 구체적 사실과 맥락들이 정

확하게 포괄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연구의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

였다. 참여자의 진술들과 재진술을 비교하고 종합하면서 연구의 주제 내

에서 정확하게 포착하여 구성된 의미들로 도출하는 과정은, 반복적인 비

교 분석과 종합적인 개념화의 작업이었다. 구성된 의미들은 참여자의 구

체적 진술들과 비교하여 확인하는 반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확성을 제

고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의 유의미한 진술, 연구자가 행한 재진

술, 그리고, 구성된 의미를 상호 비교하고 확인하는 분석의 과정은 연구

의 결과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계속되어 참여자들의 경험의 실제가 추상

적인 의미의 형태 안에 최대한 정확하게 담길 수 있도록 하였다. 구성된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은, 연구자가 참여자의 체험으로 돌아가 현상을 있

는 그대로 직관하여 분석하는 현상학적 환원, 그리고 분석된 체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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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주제와 이론적 배경의 논의들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해석학적 순

환을 반복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5) 구성된 의미를 ‘주제(themes)’, ‘주제모음(theme 

clusters)’, ‘범주(categories)’로 조직화

      앞 단계에서 도출된 다수의 ‘구성된 의미들’을 Colaizzi 분석법

에서 제시한 ‘주제’, ‘주제모음’, ‘범주’의 세 차원으로 조직하고, 

해석하여 참여자의 실제적 경험을 체계화하고 구조화하였다. 이 과정은 

참여자들의 경험을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맥락 안에서 추상적인 개념들로 

분석하고 통합하면서 경험의 사실적 구조들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과정

이었다. 특히, 주제에 관한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참여자들이 진술

한 자료들에서 드러나는 다수의 모상들을 겹치고 합치하는 것을 종합화

하고 통일화하는 본질직관(이종훈, 2017)을 수행하였다. 경험의 전체적 

구조를 구성하는 각 주제, 주제모음, 범주의 차원들은 연구의 종료 단계 

시까지 전사자료들과의 지속적인 확인을 거듭하면서, 경험의 구조가 정

확하고 완전한 개념화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6) 연구주제를 현상과 관련된 명확한 진술로 ‘완전하게 기술

(exhaustive description)’

      최종적으로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에 관한 실제 

경험의 내용들을 종합적이고 완전하게 기술하는 현상학적 글쓰기를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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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료 분석의 예시

   여기서는 연구자가 수행한 자료 분석의 예시를 [그림 3]과 같이 제시

하였다. 연구자가 수행한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자료 분석과 해석의 과정

을 요약하면, 참여자의 경험에 관한 진술들이 연구자의 언어로 축약되고 

통합되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험들이 개념화되고 추상화되는 분석

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체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의미들이 발견되고, 경험의 구조가 시각화되어 나타났다. 연구자는 판단

중지, 본질직관,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참여자들이 경험한 현상 그 자체

로 돌아가고 나오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도출

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참여자들의 주관적 경험들은 ‘공

연예술 애호 경험’이라는 하나의 공통 주제 아래에서 종합적이고 통일

적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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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료 분석의 예시(범주1: 클래식음악과의 첫 만남)

유의미한 진술 추출

→

일반진술로 재진술

어머니가 예술을 좋아하셔서 어릴 

때부터 전시회나 연주회를 많이 

다녔어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영향으로 

전시나 공연을 보러 다니다 

집에 항상 93.1FM이 

흘러나왔어요.
집에 클래식음악이 흐르다

옛날 음악시간에 음악시험 문제를 

내주잖아요? 초등 3~4학년 

되면요. 뭔가 알아야 되는 

필수지식 같은.

초등학교 음악시간에 클래식음악 

관련 기본지식을 배우다

대학교 때, 교양으로 서양음악의 

이해를 들었거든요. 연주회 가서 

리포트 쓰는 게 숙제였어서...

대학교 교양수업의 과제로 

클래식음악공연을 가게 되다

아주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주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다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마치면 

무조건 악기 배우고 이런 것이 

일반문화로 되어 있어서 피아노, 

플루트를 하게 되었어요.

지역/시대 문화의 영향으로 

클래식음악 악기를 배우다

피아노 전공하는 언니를 따라서 

공연을 다니게 되었어요.

지인 영향으로 공연을 함께 

다니기 시작하다

같은 반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클래식 듣는 애 보고, 나도 질 수 

없다 그런 마음에서...

또래 영향으로 클래식음악을   

듣기 시작하다

↘↙

구성된 의미

가정에서 부모의 취미활동이나 

미디어 노출을 통해 경험함

학교 교과과정이나 동네 학원에서 

음악지식 습득, 악기교습으로 경험함

학교 또래나 주변인 영향으로 경험함

↙

주제

→

주제모음

→

범주

부모취미, 미디어 가정환경 
클래식음악과의 

첫 만남
학교, 학원 교육

또래, 주변인 사회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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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신뢰성

   질적연구에서 자료수집을 전후하여 윤리성을 확보하고,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타당성을 높이는 등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의 참여자가 직접 만나는 심층면담을 기초로 하

여 현상학적 질적연구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연구 설계단계에서 기관생

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와 승인(2021년 7월 2일)을 거쳐 연구 윤리성의 

기초를 확보하였다. 이후 연구의 참여자 모집과 선정, 심층면담 과정 동

안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원칙에 충실하게 진행하고자 하였다. 

참여자의 모집 과정에서 연구의 목적과 의도를 자세하게 담은 문서를 전

달하고, 구두로 정확하게 설명한 후 먼저 구두 답변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선정된 참여자와 1:1 심층면담을 수행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연

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심층면담 직후에 참

여자 사인이 날인된 동의서를 전달 받았다. 연주자는 참여동의서와 심층

면담의 자료들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보관하였다.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심층면담의 과정에서 개별 질문에 

대한 참여자의 답변 내용을 재차 확인하면서 진행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면담의 전사자료와 연구자가 분석한 내용을 수차례 비교하는 반복확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참여자의 진술 맥락과 의미가 정확하게 분석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는 분석된 결과들을 이론적 배

경에서 고찰한 이론들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

써 해석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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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 경험 분석

   

   본 연구는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 중 공연예술을 애호하는 소비자 

20인을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여 1:1 심층면담을 수행하고, 면담 자료

들을 현상학적 분석법으로 분석하여 참여자들의 공연예술 애호에 관한 

경험을 범주화하여 구성하고, 각 범주별 양상을 기술하였다.  

1.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 경험의 구성

   본 연구 참여자와의 1:1 심층면담을 토대로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의 경험은 총 9개 범주, 

30개의 주제모음, 55개의 주제들로 구성되었다([표 8-1], [표 8-2] 참고).  

   자료의 분석은 현상학적 연구의 자료 분석법 중에서 참여자의 개인 

속성보다 공통 속성을 도출해내는 것에 초점을 두는(김분한 외, 1999) 

Colaizzi(1947) 분석법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먼저, 수집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수집 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들

(significant statements)’을 추출하였으며, 의미 있는 진술들을 ‘일반적

인 형태로 재진술(general statement)’하였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진술

과 일반적인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formulate meanings)’를 도출

하고, 구성된 의미들을 ‘주제(themes)’, ‘주제모음(theme clusters)’, 

‘범주(categories)’로 조직화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현상을 명확하고 포괄적인 진술로 ‘완전하게 기술(exhaustive 

description)’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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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 경험의 구성(범주1~4)

범주 주제모음 주제

1.

클래식 음악과의 

첫 만남

가정환경
- 부모 취미의 영향(음악 청취, 공연 관람) 

- 미디어 노출(라디오, 카세트테이프)

교육
- 학교 수업

- 음악학원 악기 교습(피아노, 플루트)

사회화 과정
- 또래 영향

- 주변인 영향

2.

강렬한 

예술적 체험의 

기억

공연예술 관람
- 소리(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선율)

- 예술가 카리스마 

예술 활동 참여
- 악기 교습(피아노, 플루트)

- 연주(오케스트라, 합창) 참여

예술적 아우라 - 유럽 아우라(도시, 공연장, 사람들, 매너, 세팅)

3.

자발적 소비의 

시작

아비투스 지속
- 습관의 지속

- 가정 문화의 지속

여가 자원 발생
- 여가시간 발생

- 소득 발생

인프라 접근성
- 공연장 접근성

- 공공 예술단체 가격정책

단체 예술 활동 참여
-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

- 교회 음악 활동(오케스트라, 성가대)

선호 형성
- 연주자 팬심

- 특정 악기의 선호

4.

소비의 지속

구매 행동
- 구매 횟수 증가

-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역량 향상

정보 행동
- 상시 정보 탐색

- 정보 평가 및 생산

관람 행동
- 관람 빈도의 증가

- 클래식음악 학습의 심화

후원 행동

- 자원봉사 참여

- 시즌티켓 구매

-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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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 경험의 구성(범주 5~9)

범주 주제모음 주제

5.

소비의 지속을 

위한 전략 행동

관리 전략
- 자원 관리

- 체력 관리

타협 전략 - 가정·직업 의무의 성실 이행

절충 전략 - 비대면 관람 대체

6.

소비의 확장

소비의 심화

- 해외 관람

- 정보 생산 활동의 심화

- 후원 차원의 확대

소비의 분화
- 비대면 관람

- 아마추어 연주 활동 

7.

구매 결정요인

예술적 요인
- 예술가·예술단체의 명성(브랜드, 연주력, 해석력)

- 선호 프로그램(선호하는 연주자, 악기, 편성, 연주곡목)

경제적 요인
- 시간(일정 가능성, 이동시간, 공연 요일, 공연 시간대)

- 지불 가격(입장권 가격대, 할인율, 예매 수수료)

인프라 요인
- 좌석 위치(시야, 음향)

- 공연장(밀집도, 분위기)

8.

관람 만족요인

 감각적 만족
- 공연직관에서 얻는 만족(카타르시스, 전율, 현장감)

- 완전히 다른 세상에 몰입해 일상에서 누릴 수 없는 희열

지적 만족 - 지적자극·성장자극으로 잘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

정신적 만족 - 정신적 힐링을 통한 안정감, 활력, 정신고양

정서적 만족
- 예술세계·예술가에 대한 존경, 애정, 사랑, 공감

- 회상과 상상을 통해 과거와 미래의 느낌과 감정을 경험

9.

클래식음악

핵심가치

예술성: 휴머니즘
- 아날로그적이고 인간의 터치를 느낄 수 있는 예술세계 

- 진짜 에센스 감정을 담은 찐음악이 주는 깊이와 감동

지속가능한 전통
- 유행을 타지 않고 지속되는 꾸준함, 전통, 정통성, 체계

-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끝이 없는 방대한 레퍼토리

해석의 다양성 - 다양한 해석 등 새로움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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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 경험의 범주별 양상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 경험은 총 9개의 범주로 분석되

었는데, 각 범주는‘클래식음악과의 첫 만남’, ‘강렬한 예술적 체험의 

기억’, ‘자발적 소비의 시작’, ‘소비의 지속’, ‘소비 지속을 위한 

전략 행동’, ‘소비의 확장’, ‘구매 결정요인’, ‘관람 만족요인’, 

‘클래식음악 핵심가치’이다. 각 범주별 양상을 차례로 기술하였다.

   1) 범주1: 클래식음악과의 첫 만남

   참여자들의 공연예술 애호 경험을 구성하는 첫 번째 범주는 ‘클래식

음악과의 첫 만남’으로 분석되었으며, 해당 범주를 구성하는 주제모음

으로는 가정환경, 교육, 사회화 과정이 도출되었다. 클래식음악과의 첫 

만남과 관련한 경험들은 참여자들이 공연예술 소비를 자발적으로 시작하

고, 지속하는 과정에서 소비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자들은 유년기에 가정에서 공연관람이나 음악청취를 취미로 하는 

부모의 영향으로 공연예술을 처음 관람하거나 클래식음악을 듣게 되었

다. 또한, 가정에서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던 클래식음악을 청취하거나, 

부모에게 선물 받은 마이마이 카세트테이프를 매개로 클래식음악을 처음 

접하기도 하였다. 

   교육을 통한 경험은 크게 학교와 동네 음악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경험은 초등학교 음악시간과 대학교 교양수업 

시간에 클래식음악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거나, 클래식음악 공연 관

람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경험하였다. 또한, 참여자들

의 많은 수가 유년기에 동네 음악학원에서 악기 교습을 배우게 되면서 

클래식음악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의 클래식음악과의 첫 만남이 사회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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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유년기 학급의 또래가 하는 행동이나, 

성인기에 이르러 주변인의 권유에 영향을 받아 처음 클래식음악을 듣거

나 클래식음악 공연을 관람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들의 공연예술 애호 경험을 구성하는 첫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클래식음악과의 첫 만남’의 주제모음과 주제들([표 9] 참고)에 관한 

주요한 진술들을 기술하였다.

[표 9] 범주1: 클래식음악과의 첫 만남 - 주제모음과 주제

    

   참여자들은 유년기에 가정에서 부모의 취미활동에 영향을 받아 처음

으로 클래식음악 공연을 관람하게 되고, 클래식전용 라디오와 같은 미디

어에 노출되어 클래식음악을 청취하고,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

서 클래식음악에 관한 카세트테이프를 듣게 되면서 처음 클래식음악을 

경험하게 된 것으로 진술하였다.

       “일단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예술을 좋아하셔서 전시회, 연주회를 많이  

       다녔어요.”

       (P4: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20대 여성, 교육자)

       “아버지 영향으로 접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애호가셨거든요. 아버지  

       회사에서 (공연을 협찬해서) 공연을 계속 볼 수 있는 자체가 좋은 기회  

범주 주제모음 주제

1.

클래식 음악과의 

첫 만남

가정환경
- 부모 취미의 영향(음악 청취, 공연 관람) 

- 미디어 노출(라디오, 카세트테이프)

교육
- 학교 수업

- 음악학원 악기 교습(피아노, 플루트)

사회화 과정
- 또래 영향

- 주변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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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어요. 초등학교 무렵부터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주로, KBS  

       교향악단 공연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항상 음악을 들으  

       셔서 집에 클래식음악 자체가 계속 틀려있었고...”

       (P10: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전문직)

       “저희 아버지는 오디오를 그렇게 들으셨어요. 늦게 들어오시고 이런 적  

       이 없는 분인데, 집에 와서 음악을 듣고 하셔서. 나는 아빠를 너무 좋아  

       해서 그 옆에서 모든 팝을 다 듣고 따라 부르고 그러다가, 스스로 AFKN  

       을 찾아 듣게 되면서 클래식을 듣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 뜨개질  

       대바늘로 막 지휘를 하고...”

       (P12: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여성, 프리랜서)

       “저는 중학생 때부터 아빠가 영어 공부하라고 마이마이를 사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팝송 대신에 카라얀의 노란 딱지 카세트테이프가 눈에 들  

       어왔어요. 그거를 늘어나면 냉동실에 넣었다 다시 듣고. 누군지도 모르  

       고 그냥 막 들었어요.”

       (P13: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50대 여성, 주부)

       “부모님이 좋아하셔서 어렸을 때 집에 항상 93.1FM(KBS 클래식 전용   

       라디오 채널)이 흘러나왔어요.” 

       (P17: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30대 여성, 대학 강사)

   다음으로, 참여자들은 교육의 방식으로 클래식음악을 처음 경험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혹은 대학교에서의 정규 교과과정에서 음

악 관련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거나, 유년기에 동네 음악학원에서 악기교

습을 받는 과정에서 클래식음악을 처음 경험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클래식음악을 처음 접하게 된거는요, 왜 옛날에 음악시간에 보면 음악  

       시험문제를 내주잖아요? 초등학교 3~4학년 즘 되면요. 그래서, 그 때는  

       (클래식음악)이 뭔가 분위기가 있고, 뭔가 교양이 있고, 다른 것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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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적인, 뭔가 알아야 되는 필수지식인 것 같고.”

       (P8: 총 향유기간 11~15년, 40대 남성, 회사원)

       “대학교 때 서양음악의 이해 과목을 교양으로 들었거든요. 연주회 가서  

       리포트 쓰고 하는 게 숙제였는데, 제가 그 때 크리스토프 호그우드 공연  

       을 가게 된 것이 처음인데, 그 당시에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P9: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대학교 연구원) 

       “제가 클래식음악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아주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피아노, 초등학교에 들어  

       가서는 바이올린을 병행했는데요. 작게나마 학원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여해서 독주 연주도 하구요.”

       (P5: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여성, 프리랜서)

       “피아노를 3세 때부터 했고. 피아노랑 플루트를 했어요.”

       (P15: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여성, 전문직)

       “(대구에서는 당시에 초등학교 마치면 무조건 악기 배우고 이런 것이 일반   

        문화로 되어 있어서) 제가 먼저 부모님께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서 피아노,  

        플루트를 하게 되었어요.

        (P1: 총 향유기간 6~10년, 20대 여성, 대학생) 

  

   마지막으로, 참여자들 중에서 청소년기에 같은 학급 친구의 행동으로

부터 영향을 받거나, 성인기에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주변인의 권유를 

계기로 클래식음악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누가 권유해서 공연을 갔다기보다 중고생 때 CD하고 카세트테이프를  

       많이 들으면서... 같은 반 공부 잘 하는 애들 중에 클래식음악 듣는 애가  

       있었는데, 나도 질 수 없다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게...”

        (P14: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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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9세인데, 제가 한 7년 전에 여행을 갔는데 여행지에서 만난   

       언니 때문에 처음 클래식음악을 접하게 되었어요. (영국의) 왕립음악원  

       에서 피아노 전공하는 언니를 만나게 돼서 그 언니가 초대권 주면 따라  

       다니면서... 악기별로 다양하니까 그냥 다니다가...”

        (P2: 총 향유기간 6~10년, 20대 여성,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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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범주2: 강렬한 예술적 체험의 기억

   참여자들의 공연예술 애호 경험을 구성하는 두 번째 범주는 ‘강렬한 

예술적 체험의 기억’으로 분석되었으며, 해당 범주를 구성하는 주제모

음으로는 공연예술 관람, 예술 활동 참여, 예술적 아우라가 도출되었다. 

강렬한 예술적 체험에 관한 기억들은 참여자들이 공연예술 소비를 지속

하는 과정에서 소비의 내재적 동기가 되고, 관람 경험의 만족에 지속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자들에게 특별히 각인되고 회상되는 예술적 체험들은 단순한 긍

정적 경험을 넘어 충격에 가까운 경험으로 기억되는 공연 관람, 참여자

들이 직접 예술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 그리고, 예술적 아우라의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연을 관람하

는 동안 충격에 가까운 전율을 경험하게 만든 클래식음악의 선율이나 예

술가의 카리스마는 참여자의 뇌리에 오랫동안 각인되고, 공연예술을 지

속적으로 애호하게 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

년기 혹은 청소년기에 동네 음악학원에서 직접 악기를 배우거나 연주회

에 참여했던 기억들은 공연 관람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참여자들의 기억

에 각인되고, 공연예술 소비에 관한 선호와 소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클래식음악 본고장인 유럽 현지에서의 공연 

관람을 통해 경험했던 예술적 아우라에 대한 기억과 느낌들이 공연예술 

소비를 지속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들의 공연예술 애호 경험을 구성하는 두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강렬한 예술적 체험의 기억’에 해당하는 주제모음과 주제들([표 10]  

참고)에 관한 주요한 진술들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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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범주2: 강렬한 예술적 체험의 기억 - 주제모음과 주제

   참여자들에게 전율과 감동을 안겨준 공연 관람의 기억은 이후 본격적

으로 공연예술 소비를 고려하게 된 계기로 작용하고, 공연예술을 소비하

고 애호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되게 강렬했던 계기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는데, 2인실에  

       같이 입원한 분이 음악 관계자였어요. 그 분이 세종문화회관이 가까우니  

       클래식 한 번 보러가자 해서 갔는데요... 그 때 한 게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이었어요. 교향곡이 아니라, 봄의 제전이라 하길래 특이해  

       서 그걸 하나 기억을 했었고. 그런데, 그 때 기억이 나는 건 피아노 협  

       연이 있었어요. 그 멜로디가 너무 유명해서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리히테르의 CD를 듣게 되었는데, 그가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듣는데, 그게 바로 봄의 제전이랑 같이 듣던 그 협주곡이었는데요.   

       어렸을 때 그게 이거였어!!! 뭔가 이게 기억도 연결이 되는데, 펀치력도  

       있는 부분인데다가 그래가지고 그 때부터... 라흐마니노프 2번이 열 몇   

       개 버전이 있는데, 그것만 한두 달을 계속 들었어요. 입으로 지금도 하  

       라고 하면 할 정도예요.”

       (P8: 총 향유기간 11~15년, 40대 남성, 회사원)

범주 주제모음 주제

2.

강렬한 

예술적 체험의 

기억

공연예술 관람
- 소리(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선율)

- 예술가 카리스마 

예술 활동 참여
- 악기 교습(피아노, 플루트)

- 연주(오케스트라, 합창) 참여

예술적 아우라 - 유럽 아우라(도시, 공연장, 사람들, 매너,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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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근무 요원하면서 삶에서 시간이 여유가 생겨서 뭘 할까... 그러던  

       중에 (집이 수원인데요) 수원시립교향악단 공연한다는 거를 우연히 포스  

       터를 봤는데, 가격이 3천원이라서 싸길래 그냥 한 번 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전기에 감전된 느낌을 받게 돼서 그렇게. 정남일 (악장)이 협연  

       한 차이코프스키 협주곡인데, 전율이 1악장 카덴차에서...! 이게 말도 없  

       는 소리가 나를 왜 이렇게 감동시키나... 하면서 그 때부터 음반도 많이  

       사고, 공연도 다니고 그랬죠.”

       (P9: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대학교 연구원) 

       “어렸을 때 피아노를 강제로 배우긴 했고요. 선생님 집에 오실 때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저희 집에는 항상 음악이 흐르긴 했으나 저는 관심이  

       없고... (그러다 커서) 대학교에서 록밴드를 했는데, 록밴드 후배가 소개  

       해서 클래식을 처음 가게 된 건데요. 대학교 3학년 때 예술의전당에 첫  

       공연으로 피아노 공연을 가게 되었는데, 세르게이 도렌스키라고 독주회  

       였는데, 쇼팽 녹턴인데 소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음반으로 듣는 거랑  

       너무 다르고. 소리가 다르니까 그 첫 경험을 못 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부터 다니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예술의전당) 3층서 시작했죠...”

       (P16: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50대 남성, 회사원)

   다음으로, 참여자들이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악기를 배워서 다루게 되

고, 교회나 대학교의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 등 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

했던 경험은 기억과 의식에 뚜렷하게 각인되고, 그러한 경험의 보유는 

참여자들이 공연예술에 관한 자발적인 소비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과정에

서 소비의 동기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음악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오케스트라 동아리에서도 활동을 했  

       고요. 2011년~2016년에는 대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악장)에서 꾸준히   

       활동 했고요. 현재는, 음악교육대학원에 다니면서 음악을 애호하는 층으  

       로 남아있게 되었어요.”

        (P3: 총 향유기간 11~15년, 30대 여성,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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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성가대가 결정적이었어요.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계속 나를 솔로  

        를 시키셨고, 1천 명 앞에서 노래를 시키고 하시니까... 그게 영향을 미친게   

        크다 싶어요. 그러면서 성가대 사람들이랑 공연을 보러 많이 다녔어요.”

        (P12: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여성, 프리랜서)

        “불문학과 94학번인데요... 대학교 가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제가 창단하  

        게 되면서 스스로 연습하면서 단원들도 1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났구요. 다른  

        대학교들과 연합으로 활동하고 그랬죠. 연합 공연도 하고 하면서 오케스트라  

        를 키웠어요. 졸업하고도 10주년 때도 연주도 하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계기  

        가 되면서 다”

        (P15: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여성, 전문직)

        

        “대학 들어가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면서, 뻔질나게 거기(세종문화  

        회관)으로 (공연을) 다녔죠.”

        (P20: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50대 남성, 전문직)

   마지막으로, 클래식음악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유럽에서의 문화적 

경험의 기억이 참여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공연예술을 애호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의 공연 관람이나 예술적 체험

의 기억이 의미있게 저장되어 회상되는 것은 예술적 ‘아우라(aura)’와 

‘분위기(atmosphere)’를 경험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

적 아우라를 내뿜는 유럽의 도시, 공연장, 그 곳의 예술가와 관객의 매

너, 예술적 세팅이 이방인인 참여자에게 보다 강렬한 인상을 갖게 하고, 

그러한 인상들에 대한 기억과 느낌이 클래식음악과 예술가에 대한 특별

한 열망을 갖게 함으로써 공연예술을 소비하고 애호하게 만드는 내재적

동기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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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그걸 보려고 유럽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비행기 표를 직접 끊어서 갔는데, 도시 전체가 음악축제로 하나가 되는,  

       음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 신기했고요. 서울하고는 다른 그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홀 자체도. 기술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사운  

       드가 다를 정도로 느껴지는. 그래서, 그 감동이 엄청났어요. 2019년에는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아예 유럽에 거주하면서 한 해에 20회가 넘게    

       (공연을) 갔구요. 정말 거기 사람들은 드레스업 해서 오니까, 관객 수준  

       도 느끼게 되고. 연주자들도 너무 다르고. 그 때 이후로는 돈을 더 투자  

       하더라도 차라리 (해외로 가서) 공연을 보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딜  

       가더라도 실망한 적이 없어서요. (해외는) 학생은 또 할인도 돼서...”

        (P7: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30대 여성, 대학원생) 

       “본격적으로 제가 좋아해서 갔던 게 고등학교 때예요. 그 당시 영국에서 공  

        부하고 있었거든요. 음악을 선택과목으로 열심히 했는데, 반 프로젝트 때문에  

        학생들끼리 바비칸(센터)에 공연을 보러 갔어요. 학교 숙제였으니까. 베토벤 8  

        번 교향곡을 했는데, 그 때 악보를 가지고 가서 봤어요. 그 때 또, 사라 장이  

        여덟 살이었는데... (본 공연의) 리허설을 보러 간 거였거든요. 그 때는 학생   

        이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후 한국에 와서 제가 조금씩 여유가 생기면,  

        (제가 좋아하는) 백건우 선생님 공연이 생기면 보러가고 그랬어요.”

        (P18: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여성, 전문직)

       “(학업으로 유럽에서 11년을 살게 되었는데) 지인 분이 슈타트오퍼에 베이스  

        솔로하는 분이랑 친해지면서 오페라를 보기 시작하다가, 비엔나로 가서는 (한  

        국에서는 원래 좋아하지 않던) 오페라에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죠. 오페라  

        는 정말 너무 급속하게 빠져서.”

        (P9: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대학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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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주3: 자발적 소비의 시작

   

   참여자들의 공연예술 애호의 경험을 구성하는 세 번째 범주는 ‘자발

적 소비의 시작’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들은 소비자로서 주체적인 의

사결정이 본격화되는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공연예술 관람을 위한 자발적

인 소비를 시작하게 된다. 

   참여자들의 자발적 소비의 시작은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습관이나 가

정 문화의 지속으로 나타나는 아비투스의 영향이나, 성인이 되어 선택한 

대학 오케스트라 등 단체 예술 활동 참여의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시간이나 소득의 발생, 공연장이나 공공예술단체와 

같은 문화예술 인프라의 접근성은 자발적인 소비를 시작하고 촉진하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참여자들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발적 소비

의 과정에서 특정 연주자나 특정 악기에 대한 선호를 갖게 되고, 그러한 

선호는 소비를 지속하게 되는 또 다른 동기로 작용하였다.

   참여자들의 공연예술 애호의 경험을 구성하는 세 번째 범주에 해당하

는 ‘자발적 소비의 시작’에 해당하는 주제모음과 주제들([표 11] 참고)

에 관한 진술들을 기술하였다.

[표 11] 범주3: 자발적 소비의 시작 - 주제모음과 주제

범주 주제모음 주제

3.

자발적 소비의 

시작

아비투스 지속
- 습관의 지속

- 가정 문화의 지속

여가 자원 발생
- 여가시간 발생

- 소득 발생

인프라 접근성
- 공연장 접근성

- 공공 예술단체 가격정책

단체 예술 활동 참여
-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

- 교회 음악 활동(오케스트라, 성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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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들이 공연예술 관람을 위한 소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계기는 유년기 경험으로부터 체화되고 내재화된 아비투스(habitus)의 영

향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 구성원 중 클래식애호가의 행위는 참여자

의 유년기 경험과 기억에 영향을 미치고, 경험과 기억은 참여자의 아비

투스 형성과 지속에 관계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비투스의 지속은 습관

의 지속이면서 가정 문화의 지속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지속되어 체화된 

아비투스는 참여자들이 공연예술 소비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공연예술에 

대한 익숙한 태도와 선호를 갖도록 하고, 이러한 태도와 선호는 소비를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연을 본격적으로 관람하게 된 계기는...) 특별한 계기는 없는 것 같고,    

        주욱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랑 여행  

        을 갈 때도, 1주일 여행을 가면 연주회 티켓을 끊는다던지 그래요.”

        (P17: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30대 여성, 대학 강사)

       “공연 보러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일상의 삶 같은 거지요. (저희 집

        에서)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P19: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50대 남성, 전문직)

        “(초등학교 무렵부터 아버지 회사에서 협찬한 공연을 계속 다녔는데) 아버지  

        가 그 회사를 그만두셔서 음악회 티켓이 안 나오면서 제 스스로 찾아보게 되  

        면서 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보고 싶어졌고,   

        찾아서 보러 다녔죠. 아르바이트랑, 용돈 받은 것으로요.”

        (P10: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전문직)

 

선호 형성
- 연주자 팬심

- 악기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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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여가시간과 소득의 발생은 소비능력과 직결되는 것으로, 

참여자들이 본격적으로 공연예술 소비를 고려하고 시작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금전적 여유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공연장도 가볼까 하다가, 그게  

        예술의전당에 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때가 29세인가, 30세인가...”

        (P11: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회사원)

        “학생 때는 시간도 돈도 없고 해서 (못하던 거를) 사회생활하면서 2000년대  

         초반 즈음 음악회를 좀 갔죠.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돈도 벌고 하니까.”

        (P14: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전문직)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맞으면 (공연을) 보러다녔고요. 그런 후에    

        2000년에 (대학) 졸업 후에 월급을 받으니까 돈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소비  

        하기 시작했어요. CD 모으고, 공연을 관람하고, 예술의전당 자료실에도 가서  

        듣고 그랬죠.”

        (P18: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여성, 전문직)

        “제가 93년도에 우면동에 있는 연구소를 다니게 되면서 월급이 들어오니까  

        94년부터 많이 다니고 그러다가... (회사와 가깝기도 하고 하니) 본격적으로 

        예술의전당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P16: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50대 남성, 회사원)

   또한, 예술의전당과 같은 문화예술 인프라의 접근성, 서울시향이나 

수원시향 등 공공예술단체의 낮은 가격정책, 학생 대상 할인율 시행 등

은 공연예술 소비를 고려하고 시작하게 하는 촉진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학교 왔는데, 그 때 마침 예당(예술의전당)이 오픈할 때여 가지고 학생   

        할인을 받아서 다니고. 일주일에 최소 세 번은 예술의전당에 갔어요. 그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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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으니까 3층에서 듣다가...” 

        (P13: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50대 여성, 주부)

        “(가격이 싸서 우연히 보게 된 수원시향 공연에서 감동받은 이후) 수원시향,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위주로 다녔어요.”

        (P9: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대학교 연구원)

        “우리나라가 그 당시 서울시향의 정명훈이 엄청 화제가 되던 그 때였어요.  

        (그런데) 학생들 대상으로 의외로 티켓 값이 아주 싸고 해서 그 전에는 음반  

        으로만 듣던 음악을 공연 관람으로 본격적으로 한 거죠.”

        (P11: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회사원)

   그리고,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악기를 배운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성인이 되어 대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 혹은 교회 성가대나 오케스트라 

등에서 활동하면서 단체 예술 활동의 일환으로 공연예술 관람을 위한 소

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도 저렇게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케스트라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오케스트라 연주에 도움이 되고자 공연을 보러가기 시작했  

        어요. 음악 전공까지 고려하기도 해서 연 10회 이상 보러 가게 되었어요.”

        (P1: 총 향유기간 6~10년, 20대 여성, 대학생)

        “교회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기도 해서 아마추어지만 계속 악기를 잡게 되어  

        가지고. 잘 하는 분들의 연주도 어떻게 연주하는지 보러 가게 되고, 어떤 곡  

        들을 연주하시는지랑 보러 가는 거죠.”

        (P5: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여성, 프리랜서)

        “2010년도에 대학 입학하면서 오케스트라 동아리에 들어가게 돼서요. 처음  

        에는 (제가) 교향곡을 모르다 보니까 많이 들어봐야 하니까... 그 때부터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공연들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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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보다가...”

        (P7: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30대 여성, 대학원생)

 

   끝으로, 참여자들은 아비투스의 지속, 여가시간과 소득의 발생, 문화

예술 인프라 접근성 등의 영향과 성인기의 단체 예술 활동의 일환으로 

공연예술을 위한 자발적인 소비를 시작하게 되면서 특정 연주자나 악기

에 대한 선호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는 가족이나 주

변인의 선호에 동조하여 결정되기도 하였다.

       “연주자에 대한 팬심. 협연자에 관심이 많았어요. 연예인 좋아하듯이.   

       (그렇지만) 저는 클래식공연에만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가졌어요.”

       (P1: 총 향유기간 6~10년, 20대 여성, 대학생)

       “바이올린 독주회 같은 걸 주로 다녀요. 장영주 씨나 정경화 선생님.   

       이런 분들 아주 어릴 때부터 늘 나오시는 분들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 그 전설들... 존경하고, 경외하고, 우상 같은 이런 거죠. 아이돌  

       스타들에 열광하는 것과 같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P5: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여성, 프리랜서)

       “공연 관람은... 음악대학에 들어가도 공연은 절대 안가는 친구들도 많  

       은데... 나는 주변에 음악 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같이 가고, 얘기  

       나누고. 또, 제가 워낙에 피아노를 좋아했고, 제가 치기도 했고 해서.”

       (P12: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여성, 프리랜서)

       “(제가 스스로) 일부러 (음악을) 찾아듣고 그러지는 않다가, (애호가인)  

       집사람이랑 결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보게 된 거죠.”

       (P8: 총 향유기간 11~15년, 40대 남성,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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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범주4: 소비의 지속

   참여자들의 공연예술 애호의 경험을 구성하는 네 번째 범주는 ‘소비

의 지속’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의 지속 과정은 참여자들이 공연예술 관

람의 빈도를 점차 더 늘려가고, 몰입 관람을 위한 사전학습 등 클래식음

악에 대한 학습을 본격화하고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참여

자들은 클래식음악에 대한 지식과 관람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공연 관람

의 행위를 지속적인 학습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소비가 지속되면서 구매에 관련한 예매 기술과 정보력을 갖추

면서 소비자로서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자들

은 소비가 지속되면서 클래식음악과 공연예술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상

시적으로 탐색하고, 관람 후에는 공연 리뷰를 자발적으로 작성하고 공유

하는 등 정보평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의 지속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경험

의 양상은 참여자들이 입장권 구매 외에도 다양한 후원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대한 순수한 지원의 목

적 외에도 경제적 실익과 내부정보의 습득, 사회자본의 형성 등을 고려

하여 후원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 행동의 양상은 

예술단체나 문화기관에서의 자원봉사, 예술단체의 시즌티켓 구매, 직접

적인 현금 기부 등으로 진술되었다.

   ‘소비의 지속’ 범주는 참여자들의 공연예술 애호의 경험을 구성하

는 핵심적인 범주로서, 소비의 지속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선호와 소비는 

지속되고 강화된다는 것이 특징으로 해석된다. 참여자들은 관람, 입장권 

구매, 정보 평가, 후원 등 공연예술 소비 행동의 측면들을 심화시키고, 

이러한 과정에서 클래식음악에 대한 지식, 구매에 관련한기술과 능력, 

음악계와 공연예술계 전반에 대한 정보력이 축적되고, 후원 행동을 통해 

예술세계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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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들의 공연예술 애호의 경험을 구성하는 네 번째 범주에 해당하

는 ‘소비의 지속’에 해당하는 주제모음과 주제들([표 12] 참고)에 관한 

진술들을 기술하였다.

[표 12] 범주4: 소비의 지속 - 주제모음과 주제

   소비의 지속을 구성하는 첫 번째 주제모음은 참여자들의 구매행동에

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참여자들은 공연 관람을 위한 자발적인 구매의 

횟수가 증가하면서 구매와 관람을 위한 정보와 지식, 예매 기술 등이 축

적되면서 소비자로서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상된 소비

자능력은 점차 소비의 전 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며, 참

여자들의 만족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자들은 공연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 외에도, 공연장의 좌석 위치에 관한 장단점, 가

격 정보와 예매 관련 규정, 예술단체의 사정 등 전반적인 공연예술 시장

의 상황을 꿰고 있었으며, 일부는 해외 시장과의 비교도 가능한 수준으

로 보인다.  

범주 주제모음 주제

4.

소비의 지속

구매 행동
- 구매 횟수 증가

-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역량 향상

정보 행동
- 상시 정보 탐색

- 정보 평가 및 생산

관람 행동
- 관람 빈도의 증가

- 클래식음악 학습의 심화

후원 행동

- 자원봉사 참여

- 시즌티켓 구매

-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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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위해서 정보 습득은 대부분 안 해요. 대부분은 할 필요 없어요.  

       이제 궂이 찾아보지는 않아요. 그런 것보다 주로 외국 공연 소식, 뉴스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보죠. 외국 온라인 사이트, 그라모폰이라든지 보고.  

       (사이트 회원) 등록하면 이메일로 아티클 보내주면 읽어보고. 평소 취미  

       생활인데 학습이 되고 있는 거죠. 약간 놓쳐 버리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때 그때 뉴스 보듯이 봐요.”

       (P10: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전문직)

       “일단 큰 공연장이나 메이저 단체들의 연말연시 시즌계획, 이런거 제일  

       먼저 훑고, 그 다음에 애호가들이 모여 있는 페이스북, 슈만과 클라라   

       블로그, 이런 데서 정보 공유하죠. 거기서 실시간으로 보고, 업계 관계자  

       들 통해서도 알게 되고. 정보, 가격대, 할인 정보들을 종합해서 짜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짜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  

       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요.”

       (P11: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회사원)

       “워낙이 예매를 많이 했어서... 예매는 잘 해요. 제가 주로 선예매를    

       (다른 분들 위해서) 해주죠.”

       (P18: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여성, 전문직)

   다음으로, 참여자들은 소비를 지속하게 되면서 상시적으로 공연예술

에 관한 정보들을 탐색하고, 자신의 평가정보를 적극적으로 작성하고, 

공유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공연과 클래식음악 전반에 관한 정보들을 

수시로 탐색하고, 공연 관람 리뷰를 직접 작성하고, 지인과 애호가 대중

과 공유하는 행동은 참여자들의 애호 행동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특히, 타인 혹은 다수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자, 자신의 SNS 채널(인

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평가정보를 작성하고, 공유하

는 행위는 애호의 감정을 강화시키면서 다시 클래식음악에 대한 정보탐

색과 학습, 공연예술 소비를 지속하게 하는 원인으로 해석된다. 또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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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리뷰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공연 관람에 대한 기록과 학습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그리고, 참여자 자신이 과거

에 지인과 애호가들 사이에서 공연 리뷰를 통해 무상으로 얻은 간접 경

험과 지식을 되돌려주고, 현재 자신만 누리고 있는 좋은 경험을 나누어

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리뷰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사례도 있었다. 

   평가정보의 작성과 공유는 개인적 기록과 학습을 위한 과정이면서, 

유사한 선호와 애호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고 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

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들이 공연예술 애호를 통해 문화자본과 사회

자본을 동시에 축적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리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리뷰를) 하면 추억으로 남길 수 있고,   

       뭔가 기록한다는 게 좋기도 하고요. 학습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  

       해요. 리뷰를 함으로써 그것에 대해 여러가지 것들을 더 찾아보게 되고,  

       공개적으로 뭔가를 쓴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고 싶은  

       거니까. 뭔가를 조사를 하게 해서 확실히 학습 효과가 있어요.”

       (P4: 총 항유기간 16년 이상, 20대 여성, 교육자) 

       “(공연에 대해) 그렇게 적는 게 분명히 계속 관람하게 하는 거랑 상관  

       이 있는 것 같아요. 기록을 한다는 것이 모든 생각을 다 기록할 수는 없  

       으니까 그걸 표현하려는 단어들을 생각해 보려고는 해요. 적는 것을 하  

       면서, 음악에 대해 안 해 봤던 생각을 한다는 것이... 글이란 게 내 몸을  

       거쳐서 나가는 것이고, 누적적이겠죠... 누적이 되면서 다른 공연을 보게  

       될 때의 기준점이 될 것 같네요.”

       (P8: 총 향유기간 11~15년, 40대 남성, 회사원)

       “SNS 상에 제가 본 공연에 대해서는 평론스럽지 않게, 가볍게 공유를  

       해요. 1주일에 한 번 공연을 가니까, 리뷰를 하는 게 루틴이예요. 다른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알기도 하고, 공감도 되고, 친화력 역할도 하고.  

       리뷰를 하는 건 저만 알고 싶지 않아서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사람들,  

       그 활동을 통해서 친근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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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이 되어서. 제 SNS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저는 이것을 이제 놓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좋아서, 제가 너무 좋아  

       하는 것이라서 나누고 싶어서 한 건데... 이제는 연결이 되고, 커뮤니티  

       형성이 되고. 지금은 알리는 거 반, 제 공부 목적이 반 그래요.” 

       (P15: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여성, 전문직)

       “비엔나 있을 때는요, 봤던 공연 거의 대부분을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  

       었구요. 그래서, 클래식 덕후 친구들이 많이 생겼죠. 비엔나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한국에 페친들이 많으니까. 핫한 공연 보면 그 사람들끼리  

       의 의사소통이 좋아보였는데... 비엔나에서는 혼자만 봤으니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비엔나에 있을 때는 ‘의무감’이 컸어요. 일종  

       의 혜택이라고 생각했어서... 한국에 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선배들  

       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흡수받은 혜택, 나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의무감”

       (P9: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대학교 연구원)

   참여자들은 소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공연 관람의 빈도가 늘어나고, 

몰입관람을 위한 클래식음악 학습이 심화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소비가 지속되면서 매 공연 관람을 그 자체로 하

나의 학습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클래식음악 연주자의 성장과 발

전을 연대기적 과정으로 바라보고, 공연예술 관람을 지속한다는 한 참여

자의 진술은 “진지하고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는 음악

(Oxford Dictionary, 2022)”인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예술 소비와 애호

를 설명하는 핵심 진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음악학이라고 해야 하나? 아는 만큼 보인다고. 계속 새로운게 보이고,  

       이론적으로 배운 게 공연에서 보이고 하니까. 잘 아니까 보는 재미가 더  

       있고. 그러면서 계속 보러가게 된 것이죠.”

       (P1: 총 항유기간 6~10년, 20대 여성, 대학생)

       “피아노를 깊이 있게 배우고 있는 애호가라 가지고, 피아노 연주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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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을 할 때 보러 가요. 문지영, 김영호 교수님이라던지, 그 다음에는   

       하우스콘서트도 좀 많이 다닌 편이예요. 그것도 시리즈 같은 거 마음에  

       들면 패키지로 (구매해서) 듣는 편이고요.”

       (P3: 총 향유기간 11~15년, 30대 여성, 대학원생)

       “귀를 녹슬지 않게 하려고 더 자주 가게 되었어요.”

       (P4: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20대 여성, 교육자)

       “(개인적 상황, 시간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주춤하다 2016년~2017년에  

       많이 갔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열심히 가자 하면서. 한 해  

       50회 정도 갔어요.”

       (P14: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전문직)

       “안 아프면 무조건 가자. 음악은 시간예술이잖아요? 한 음악인을 연대  

       기적으로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해서.” 

       (P13: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50대 여성, 주부)

   끝으로, 공연예술 소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경험은 

후원 행동이다. 참여자들의 후원 행동은 세 가지 유형으로 파악되는데, 

본 연구에서 후원 지출의 경험자로 모집된 참여자들의 후원회 가입이나 

현금 지출에 해당하는 ‘기부(donation)’, 공연장이나 예술단체에서의 

‘자원봉사활동(volunteer activities)’, 그리고 ‘시즌티켓 구매(season 

ticket purchasing)’이다. 

   참여자들의 후원 행동의 공통점은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대한 이타적

인 지원의 목적 외에도, 참여자 자신의 경제적 실익 추구, 후원에 대한 

인정 확인, 후원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예술계 내부정보의 습득 

등 경제적 효용추구의 목적과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획득이라는 이익 

추구의 목적에서 선택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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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로) 서울시향의 상황이 이래저래 어려워서 시향 후원회원  

       을 하고. 일단, 좋은 공연 볼 수 있음에 감사해서이고... 거기다 (선예매  

       가 가능하니까) 실용적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P15: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여성, 전문직)

       “서울시향이 정명훈 선생님이 맡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확 달라진 거  

       예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어느 날 책자를 봤더니 후원한   

       사람들의 이름도 쫙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후원을 처음) 서울시향   

       때문에 하게 되었고요.”

       (P16: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50대 남성, 회사원)

       “후원한 적 있어요. 최근에는 애들 이름으로 예술의전당(좌석기부)의   

       좌석을 샀어요. 지금 가족 4인이 좌석 후원되어 있어요. 2~3년 전부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기부는 하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좌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요.”

       (P17: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30대 여성, 대학강사)

       “제가 서울시향을 후원을 해가지고... 제 이름이 (시향 책자에) 굉장히  

       위에 박혀 나오더라고요. 10년 전부터 시즌티켓을 아내와 둘이 주욱 사  

       왔는데... 3년 전인가? 그때부터는 후원회원으로 하고 있어요. (시즌티켓  

       보다) 후원(회원으로) 하는 게 더 이득이더라고요. 그 전에 시즌티켓을   

       계속 하게 된 것은 정명훈 선생님이 너무 잘하셔서 한 거죠.”

       (P20: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50대 남성, 전문직)  

      

       “제가 작년에는 금호아트홀 서포터즈를 했고, 지금은 서울시향의 서포  

       터즈를 하고 있거든요. 그 활동들 수료를 하면 계속 문자가 날라 와서   

       (정보 얻는 것에)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것도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서 해요. 티켓도 할인이 되고, 무료로 받기도 하고. 클래식이 (다른 장르  

       들에 비해) 마이너해지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서 이 부분을 창의적으로  

       홍보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다가갔던 활동인데, 계속 하다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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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진로랑 연결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P1: 총 향유기간 6~10년, 20대 여성, 대학생)

       “공연은 (서울시향) A석 패키지로 계속 끊고 있는데... 지금도 1만원...  

       그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S석은 호구석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  

       는데, 차라리 A석을 잡는 게 나아요. 1년에 한 60~70만원 정도... A석이  

       가장 합리적이다 생각하죠. (거기에) 30프로 할인이 되고요.”

       (P11: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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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범주5: 소비의 지속을 위한 전략 행동

   

   참여자들의 공연예술 애호의 경험을 구성하는 다섯 번째 범주는 ‘소

비의 지속을 위한 전략 행동’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들은 시간과 가용

소득 등 자원의 한계와, 가정과 직업에서의 의무 속에서도 ‘진지한 여

가(serious leisure)’ 수준의 공연예술 소비를 지속하려는 과정에서 가치 

충돌과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은 참여

자들에게 지출과 시간소요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부담

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자원의 한계와 의무, 심신의 부담을 경험하는 가운데, 참여자들은 모

두 최소한 현재의 수준에서 공연예술 소비를 향후에도 지속하기를 희망

하고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과 가

치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인 행동을 모색하고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과 지출범위의 사전계획, 컨디션 관리, 가정과 직업 의무

의 성실이행, 비대면 관람방식의 대체 등이 전략적으로 고려되고 선택되

었다.   

   참여자들의 공연예술 애호의 경험을 구성하는 다섯 번째 범주에 해당

하는 ‘소비의 지속을 위한 전략 행동’에 해당하는 주제모음과 주제들

([표 13] 참고)에 관한 진술들을 기술하였다.

[표 13] 범주5: 소비의 지속을 위한 전략 행동 - 주제모음과 주제

범주 주제모음 주제

5.

소비의 지속을 

위한 전략 행동

관리 전략
- 자원 관리

- 체력 관리

타협 전략 - 가정·직업 의무의 성실 이행

절충 전략 - 비대면 관람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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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들은 공연예술의 지속적인 소비가 경제적, 시간적으로는 물론,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부담이 되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확실히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클래식 공연들은 저녁 7~8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클래식 공연이 있는 날, 초저녁에 일정이 있다 보면 부담이   

       되고. 그러고 나서 공연을 보다 보면 너무 피곤해요. 보고 집으로 들어  

       오면 너무 피곤하고. 공연 보러 가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하죠.  

       일찍 자거나, 자양강장제를 먹고 간다거나 해요. 요즘, 간혹 유명 연주자  

       들의 경우에 3시, 8시로 나눠서 공연을 하는데... (그래도) 클래식 공연   

       자체가 시간 소요가 많이 들고 하다 보니 부담이 되죠.”

       (P1: 총 향유기간 6~10년, 20대 여성, 대학생)

   참여자들은 가정과 직업의 의무와 여가자유의 욕구 사이에서 자원의 

사전계획, 가정 의무의 성실이행, 컨디션 관리, 대체 관람방식 선택과 같

은 전략적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소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적, 심적, 신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지속하는 것은 그러한 부담

을 상쇄시키는 만족감, 정신적 고양과 같은 공연예술 관람의 가치 때문

이라고 진술하였다.

       “작은 돈은 아니죠. 대신 다른 것 줄이니까. 다른 거에 관심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이 몇 잔인데... 이러는데,  

       그게 주는 만족감, 정신적 고양감이 비교할 수 없죠.

       시간은... 시간 많은 사람이 위너죠. (공연 시작시간에 맞춰가려고, 예술  

       의전당 앞에 도착해서) 막 뛰어가죠... 엄청 많죠... 간당 간당 세이프 할  

       때도 많고... 부채도 못 부치고 이러죠... 그치만, 그럴 만큼 좋죠.”

       (P14: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전문직) 

      “가격이 너무 비싸면 못가고요. 그런 공연들은 TV에서 해주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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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서 그런 것은 못가는 편이고. 5만 원 선까지 직관 가는 편이예요.”

       (P3: 총 향유기간 11~15년, 30대 여성, 대학원생) 

       “지금은 경제적 지출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제한이   

       있어서요. (이렇게 한 건) 계속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아내와)         

       deal을 한 것이죠.”

       (P10: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전문직)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향유를 하죠. 지금도 무리해서 뭔가를 하지는   

       않고요. 의사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인거죠. 제 일 외에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P19: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50대 남성, 전문직)

       “일단,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울 만큼 처음부터 사진 않아요. 분배, 분산  

       하고. 꼭 보고 싶은 게 생기면 (계획했던거) 두세 개 떨궈내기도 하고.” 

       (P11: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회사원)

       “금전적인 면은 쓸 수 있는 만큼의 선에서만 하는 것이라 괜찮고요.    

       시간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으므로 부담이 되죠.  

       (그래서) 다른 때에 잘 하려고 노력은 해요. 가책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느끼죠...”

       (P9: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대학교 연구원)

   그리고, 팬데믹의 영향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네이버의 온라인 공연 

생중계 스트리밍, 유튜브 공연 영상, 베를린 필하모닉 디지털콘서트홀과 

같은 온라인과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비대면 관람 방식은 참여자들이 공

연예술 소비의 부담을 해결하는 대안적 선택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한 번에 많이 보게 되면, 금전적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교향악축제 이럴 때는요. (그래서) 네이버 생중계를 해주니까 몇 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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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중계로 보고요. 매달 수입과 지출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는 편이예요.  

       그래도 생활비 다음으로 문화비가 많이 들고요.”

       (P6: 총 향유기간 11~15년, 30대 여성, 프리랜서)

       “대안으로 베를린필 디지털콘서트홀 맴버(가입하고), 유튜브에서 공연  

       을 찾아보고 있어요.”

       (P7: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30대 여성,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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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범주6: 소비의 확장  

   참여자들의 공연예술 애호 경험을 구성하는 여섯 번째 범주는 ‘소비

의 확장’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들은 공연예술 관람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경험을 원하게 되고, 또 다른 의미 있는 

차원의 후원 행동을 모색하는 등 소비의 확장 양상을 나타내었다.

   소비의 확장은 심화와 분화의 양상으로 구분하여 해석된다. 먼저, 심

화의 양상은 관람의 측면에서는 해외 현지 공연 관람, 정보 행동의 측면

에서는 정보 생산 활동의 심화, 그리고, 후원 행동의 측면에서는 후원에 

관한 범위와 기간 등 차원의 확대로 나타난다. 

   소비가 분화되는 양상은 공연예술의 직접 관람 외에도 비대면 방식의 

관람을 선택한다거나, 악기 연주가 가능한 참여자들은 공연 관람 외에도 

아마추어 연주 활동을 위한 레슨, 아마추어 연주회 기획 등 다양한 소비 

행동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공연예술 애호의 경험을 구성하는 여섯 번째 범주에 해당

하는 ‘소비의 확장’에 해당하는 주제모음과 주제들([표 14] 참고)에 관

한 진술들을 기술하였다.

[표 14] 범주6: 소비의 확장 - 주제모음과 주제

범주 주제모음 주제

6.

소비의 확장

소비의 심화

- 해외 관람

- 정보 생산 활동의 심화

- 후원 차원의 확대

소비의 분화
- 비대면 관람

- 아마추어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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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소비의 심화 양상을 기술하였다. 참여자들은 국내에서의 공연 

관람에 만족하지 않고, 해외 유명 음악축제를 직접 관람하고자 여행을 

떠난다거나, 유럽 현지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공연에 관한 정보의 평가자로서 꾸준히 활동해 온 참여자들은 

정보 생산 활동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SNS채널(인스

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자발적이고 순수한 차원의 공연리뷰 활동을 

시작했다가, 점차 공연 인플루언서 혹은 공연 칼럼니스트로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게 되었으며, 향후 새로운 차원의 활동과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모두 향후에도 최소한 현재 

수준에서 공연예술 소비를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은퇴 

후에도 공연의 애호가로서, 또는 후원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갔을 때 연간 100번도 갔어요. 일주일에 5회를 간 적도 있어요.  

       그 때는 살이 쭉쭉 빠져요. 저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요. 사진을 또 와서  

       추려야 하니까. 후기 쓰고. 연주자 분들이 막 기다려요. 제가 젤 처음 딱  

       쓰면 그 다음에 영향력을 느껴요. 돈도 안 받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 하  

       면서도... 그냥 뭐라도 그게 (저한테는) 보상이 되는 거 같아요. 그 분들  

       이 잘 되는 게 저에게 보상이다. 너무 좋은 것은 원투쓰리 나눠 올려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문장이 계속 생각나서요. 올 초에 평론 읽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더 공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이미 팔로워가  

       5천 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기자 분이나 평론가 이런 분들은 격려를  

       해주시지만 고민은 해요. 무슨 판이 있다면, 내가 좀 더 힘이 되고 싶어  

       고민이 되기는 해요. 이 끝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 외장하드는  

       팍 날아가네...”

       (P13: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50대 여성,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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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더 갈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나로 갈 것인데, 내 삶이  

       될 것인데... 그래서, 더 자주 갈 것이고. 그 삶이 너무 기대 되요. 지금  

       도 백발로 오시는 분들 오면,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P15: 총 항유기간 16년 이상, 40대 여성, 전문직)

       “제가 6년 정도 지나면 은퇴거든요. 은퇴하고 나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  

       니까... 더 하게 되겠죠. 이사를 예술의전당 근처로 갈까 싶어요. (아예)  

       걸어 다니면서 보러 다니려고요.”

       (P20: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50대 남성, 전문직)

   다음으로, 소비가 분화하는 양상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비대면 공연예술 관람을 위한 소비와, 아마추어 연주 활동을 위

한 소비 지출이었다. 비대면 공연예술 관람은 대면 공연예술 소비의 부

담을 완화하면서도 관람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적 선택지로 긍정적으로 

고려되고 있었다. 

   그리고, 유년기에 악기를 배우고, 성인이 되어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활동을 경험한 참여자들의 경우, 관람을 위한 소비 외에도 악기교습을 

위한 레슨비를 지출하면서 연주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아마추어 연

주 활동을 병행하는 등 예술 활동 참여에 관한 소비를 지속하고 있었다. 

특히, 전문 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개최되는 마스터클래

스에 참가하는 등 매우 열성적인 아마추어 활동 양상도 나타났다.

      

       “(공연 관람이나 악기 레슨과 연주를) 지금보다 덜 하게 될 것 같지는  

       않구요. 나이 들면서 이런 데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적어도  

       지금 정도는 유지할 것 같구요... 독일에 가서 2주간 시간을 내서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한 적도 있어요. 부담이 되었지만, 그게 제게는 너무 중요  

       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P19: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50대 남성,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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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범주7: 구매 결정요인

   참여자들의 공연예술 애호 경험을 구성하는 일곱 번째 범주는 ‘구매 

결정요인’으로 나타난다. 이는 참여자들이 입장권 구매의 과정에서 주

요하게 고려하여 구매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구매 결정요

인은 예술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인프라 요인의 세 개의 주제모음으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이 입장권의 구매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하는 예술적 요인

으로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의 명성과 선호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공연예술 관람을 위한 참여자들의 일정이 주요하게 

고려되었고, 입장권의 가격대와 할인율, 예매 수수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그리고, 관람하고자 하는 좌석의 위치, 공연장의 붐비는 정

도와 분위기 등 문화예술 인프라의 ‘연성(softness)’ 요인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공연예술 애호 경험을 구성하는 일곱 번째 범주에 해당하

는 ‘구매 결정요인’의 주제모음과 주제들([표 15] 참고)에 관한 진술들

을 기술하였다.

[표 15] 범주7: 구매 결정요인 - 주제모음과 주제

범주 주제모음 주제

7.

구매 결정요인

예술적 요인
- 예술가·예술단체의 명성(브랜드, 연주력, 해석력)

- 선호 프로그램(선호하는 연주자, 악기, 편성, 연주곡목)

경제적 요인
- 시간(일정 가능성, 이동시간, 공연 요일, 공연 시간대)

- 지불 가격(입장권 가격대, 할인율, 예매 수수료)

인프라 요인
- 좌석 위치(시야, 음향)

- 공연장(밀집도,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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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술적 요인

      참여자들은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명성과 연주력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여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술가의 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참여자들에게, 공연의 프로그램과 입장권의 가격은 

예술가의 명성이라는 가치를 경험하기 위한 수단과 대가로 인식되는 것

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이 예술가나 예술단체의 명성을 중요하게 고려하

는 이유는, 수준 높은 예술적 경험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

만, 참여자가 지불하게 되는 금전과 투입되는 시간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효용을 얻고자 하는 전략적 소비의 선택으로 이해된다.  

       “저는 공연을 고를 때 항상 명성 위주로 고르게 되더라고요. 브랜드를  

       따라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연주자의 명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흥미로운 프로그램 그런 거 상관없이, 저는 연주자  

       의 명성, 오케스트라의 명성을 가장 높이 보고 선택을 하게 되요.”

       (P1: 총 향유기간 6~10년, 20대 여성, 대학생) 

       “일단은 국내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 공연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피아니스트) 조성진이라고 하면 티켓이 비싸도 가거든요.”

       (P4: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20대 여성, 교육자)

       “일단은 유명한 사람이 오면 가고 싶지요 아무래도. 티켓을 구매하면서  

       까지 비용 감안하고서라도 기대하는 효과라고 하면요. 유명한 사람이 온  

       다면, (연주에) 만족하지 못할지언정 일단 최소한 한 번은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P16: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50대 남성, 회사원)

       다음으로, 공연의‘프로그램(program)’에 대한 개별적인 선호는 입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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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매를 결정하는 주요한 고려요인으로 나타났다. 공연의 프로그램은 예술가, 

연주곡목, 연주편성 등의 요인으로 구성된다. 참여자들은 선호하는 연주자, 악기, 

음악적 편성, 그리고 레퍼토리(연주곡목)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선호를 우선적으

로 고려하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제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일단 좋아하는 연주자 공연을 가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오케스트라랑 연주자가 협연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다 하면 가게 되고.”

       (P17: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30대 여성, 대학 강사)

       

       “국내에서 하는 공연들은 주로 오케스트라 위주로만 가요. 오케스트라  

       를 선호하는 편이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요.”

       (P7: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30대 여성, 대학원생)

       “믿고 듣는 연주자들의 공연은 1순위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이죠! (만약) 조성진, 양인모, 임윤찬이 겹친다 하면... 그 공연이 일회냐  

       투어냐에 따라 다르고요. 또, 내가 저번에 들어봤던 곡이냐 아니냐에 따  

       라 다르고.”

       (P13: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50대 여성, 주부)

       “일단 티켓을 구매할 때 저는 레퍼토리. 이 레퍼토리를 이 악단이 이   

       연주를 하네 하고. 레퍼토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걸 이 사람이 친  

       다면? 그렇게 되죠.”

       (P12: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여성, 프리랜서)

      (2) 경제적 요인

      참여자들은 공연이 개최되는 요일과 시간대, 입장권의 가격대와 

할인율, 예매 수수료와 같은 경제적 요인들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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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 개최되는 요일과 시간대는 참여자의 일정 가능성, 공연장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교통편 등과 함께 고려되어 입장권 구매를 위한 의사결

정에 주요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연이 열리는) 일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연주자이고요...”

       (P20: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50대 남성, 전문직)

       “금요일은 피하는 편이예요. 거리가 먼데서 가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목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공연을 선호해요. 교통요인이 작용하는 거죠.”  

       (P15: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여성, 전문직) 

      특히, 오랜 기간 왕성하고 지속적인 소비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긴 호흡으로 공연예술소비의 지속을 지향하는 참여자들에게 입장권의 할

인율이나 예매 수수료는 매우 중요한 고려요인이었다. 또, 입장권의 액

면가보다 연주자의 명성과 연주력에 근거한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급적 인터파크는 피하려고 하는 게, 수수료가 (입장권) 한 장마다   

       천원이 붙고요, (예매) 10일 지나서 취소하면 (다시) 예매가 공연 10일   

       내에서만 가능하고. 공연장들은 공연 일자 직전의 10일까지 (취소) 가능  

       하니까. 위약금 원칙이 다르고 그런 점 때문에... (다른 불만이 있어도)   

       공연장 홈페이지를 선택하는 것이죠.”

       (P11: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회사원) 

       “선예매를 하면 약간 할인이 되어서. (그리고) 기획사의 회원을 하면,   

       취소해도 수수료가 없어요. 이 부분이 (클럽발코니) 회원에 가입하게 된  

       이유가 컸어요.”

       (P18: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여성,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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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예요. 가격이 단순기준이 아니고,  

       이 사람(연주자)라면 이 정도, 상대적 기준이 있어요. 판단이 있는 거죠.  

       일정이나 시간 이런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요. 그런 건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요.”

       (P10: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전문직)

       “예매는 주로 공연장에서 할 때도 있고, 예술단체에서 할 때도 있어요.  

       (예술단체) 통해서 직접 예매할 때는 수수료가 없으니까요. 두 옵션이   

       있다면 예술단체 사이트에서 하는 것 같아요.”

       (P6: 총 향유기간 11~15년, 30대 여성, 프리랜서)

       “(학교에서) 단체구매를 해가지고 싸게 몇 장씩 사기도 하고. 또, 당일  

       할인이란 게 있어서, 50% 할인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 표로 가는 편...”

       (P4: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20대 여성, 교육자)

      (3) 인프라 요인

      공연장의 좌석 위치가 결정하는 음향과 소리, 공연장의 밀집도와 

분위기와 같은 인프라의 연성(softness) 요인은 입장권 구매 과정에서 또 

다른 주요 고려사항으로 나타났다. 클래식음악공연 애호관객인 참여자들

에게 좌석의 위치는 공연의 소리와 음향, 시야 등 현장감의 만족을 결정

하는 것으로, 의미 있게 선택되었다. 한 참여자는 경제적 요인과 인프라 

요인을 모두 중요하게 고려하는 과정에서, 동반자 없이 혼자 관람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다.

      

       “티켓 가격을 아끼고자 혼자도 가구요. (대신에) 혼자 가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예매해요. 음향이 중요해요. 궂이 공연 실황을 찾아가는 것은 좀  

       더 현장감 있게 들으려는 것이니까요. 좀 더 미세한 차이를.”  

       (P17: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30대 여성, 대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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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연 관람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한 지속성을 특징

으로 하는 참여자들에게 공연장의 밀집도와 분위기, 주변 관객의 친숙도

와 매너 같은 인프라의 연성(softness) 요인은 구매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공연장 분위기와 다른 관객을 인식하는 것

은 공연을 집중해서 안정적으로 관람하기 위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옷차림부터 후줄근한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분위기가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콘서트장에 온 것인지, 이게 야구장인지 이런 게 분간  

       이 안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제게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약간   

       오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한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공연 중에)   

       휴대폰 울리게 하고 종종 그런 게 있어요.”

       (P7: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30대 여성, 대학원생)

       “서울시향 공연을 주욱 가다보니까 친숙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KBS  

       교향악단이나 경기필은 가면 또 완전히 다른 관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숙한 관객들과 보는 게 편하더라고요. 또, 외국에서 오케스트라  

       가 오는데, 유명하고 비싼 오케스트라 (공연)에 오는 사람일수록 관객의  

       수준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유명하다 이럴수록 티켓 값도 비싸고...      

       (그런 공연들은) 관객 수준이 떨어져서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P20: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50대 남성,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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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범주8: 관람 만족요인

   참여자들의 공연예술 애호의 경험을 구성하는 여덟 번째 범주는 관람

의 결과로 얻는 만족에 해당하는 ‘관람 만족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범

주는 다시 ‘감각적 만족(sensual satisfaction)’, ‘지적 만족(intellectual 

satisfaction)’, ‘정신적 만족(mental satisfaction)’, ‘정서적 만족

(emotional satisfaction)’의 4개 주제모음으로 도출되었다. 관람 만족의 

요인들은 신체의 감각이 반응하는 전율과 카타르시스, 지적 성취감, 정

신적 안정, 정서적 공감 등으로 요약된다. 

   공연예술의 관람은 공연을 관람하는 동안 경험하는 감각적 즐거움에

서부터 심리적 안정, 예술가와의 공감과 정서적 교류에 관한 사회적이고 

심미적인 만족, 그리고, 학습과 성장에 관한 지적 성취감까지 만족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공연예술의 관람은 감각적 쾌락부터 

자아성장에 이르기까지 인간 욕구의 전 차원을 만족시키는 경험인 것으

로 확인된다. 이러한 다차원의 만족요인들은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공

연예술을 소비하고자 고려하는 동기이자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참여자들의 공연예술 애호 경험을 구성하는 여덟 번째 범주에 해당하

는 ‘관람 만족요인’의 주제모음과 주제들([표 16] 참고)에 관한 주요 

진술들을 기술하였다.

[표 16] 범주8: 관람 만족요인 - 주제모음과 주제

범주 주제모음 주제

8.

관람 만족요인

 감각적 만족
- 공연직관에서 얻는 만족(카타르시스, 전율, 현장감)

- 완전히 다른 세상에 몰입해 일상에서 누릴 수 없는 희열

지적 만족 - 지적자극·성장자극으로 잘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

정신적 만족 - 정신적 힐링을 통한 안정감, 활력, 정신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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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각적 만족 

      참여자들은 공연예술을 관람하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전율과 

카타르시스’, ‘현장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험

은 일상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예술세계로 몰입하여 누릴 수 있

는 희열”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은 공연예술 관람이 신체의 

감각들이 반응하면서 일으키는 정화와 만족을 경험하게 하는 것임을 확

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예매하고, (공연장에) 들어가는 길 하고, 듣고 나서 소름끼치는 전율들  

       을 못 잊어서... 마약하면 중독된다고 하는데, 공연장의 그 느낌이 주는  

       것들이 있어요.”

       (P7: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30대 여성, 대학원생) 

       “사실 저도 병에 걸린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상해요). 애호가들 사이  

       에서는 환자들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약은 안해봤지만, 안 들으면 금단  

       현상... 더 강력한 것을 원하게 되고. 그런 게 그것과 무척 유사하지 않  

       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뇌에서 어떤 반응일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와 유사한 수준의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공연장에서는 그것에  

       만 집중하고 몰두해서. 공연을 집중해서 보게 하는 게 공연 매력이죠.”

       (P9: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대학교 연구원)

       “가슴이 띈다.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선다.... 교류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눈물이 난다...”

       (P14: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전문직)

정서적 만족
- 예술세계·예술가에 대한 존경, 애정, 사랑, 공감

- 회상과 상상을 통해 과거와 미래의 느낌과 감정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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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대하는 순간은 절대적으로 고독하고, 온전히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예요. 몰입하고 있는 그 순간이 주는 희열이 있는 것 같  

       아요.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몰입할 수 있고.”

       (P19: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50대 남성, 전문직)

      (2) 지적 만족

      공연예술 관람은 참여자들에게 학습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스스로

의 발전과 성장을 자극하는 등 지적 만족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공연예술 관람을 통해 지적 만족을 얻는다는 진술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높은 수준의 성취에 이르고자 하는 클래식음악 장르의 

특성과 핵심가치를 인식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즉, 예술적 경험으로부터 

얻게 되는 지적 자극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심미적 경험의 만족과 문화자본의 상관관계를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연예술 관람에서 “아는 만큼 감동이 달라

진다”는 속성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한 참여자는 직접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면서 공연예술 관람이 

주는 차별적 가치를 진술하였다. 그리고, 아마추어로서 악기레슨을 받고 

연주를 지속하고 있는 참여자들에게 공연예술 관람은 예술가의 연주로부

터 자극 받아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게 하는 생산적 활동의 과정

으로 나타났다.

       “심미적 체험이 힘든데... 그것이 가장 좋은 이유는 지적 호기심, 이런  

       게 있어서 찾아보고 알아보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인데요. 그냥  

       들었을 때도 좋은데, 알고 들으면 거기서 오는 감동. 연주자들마다 해석  

       이 다른 데서 오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다른 장르들보다 심층  

       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더 있는 것 같아서. 황홀하고, 환상적이죠.”

       (P6: 총 향유기간 11~15년, 30대 여성,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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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문화에서 배우는 학습 과정이 저에게는 여가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생산성 있는... 또 자극이 있고. 이런 게 저는 여가생활이라서.”

       (P1: 총 향유기간 6~10년, 20대 여성, 대학생)

       “저는 문화적 자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문화자본, 이런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격이나 이런 걸 나누는 것이 안 좋을 수  

       도 있는데... 클래식 들으면 고급지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런 게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거나 이런 걸 하게 되요. 쉽게 영상매체나 이런 수동적인  

       것만 하면 자기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무엇을 하면서  

       쉬는가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P2: 총 향유기간 6~10년, 20대 여성, 공무원)

       “(연주자가) (저와) 같은 악기를 하는 분 같으면 저 분처럼 저렇게 연주  

       하고 싶다. 동기 부여나 자극이랄까? 더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연습을 더 많이 해야한다는 스스로  

       를 채찍질하는 이런 것도 되고. 스스로 악기를 해보니까, 더 깊은 세계  

       를 연주하는 분들의 연주를 보면 더 깊은 세계가 궁금하고요. 자기 수준  

       이나 위치, 저의 현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더 연습 하게 되는 자극  

       을 주고. 일회성으로 보고 즐기고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자극  

       이 되는 것 같아요.”

       (P5: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여성, 프리랜서)

  

      (3) 정신적 만족 

      참여자들은 공연예술 관람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 

안정과 치유를 경험함으로써 활력을 얻고, 정신을 고양하는 것으로 진술

하였다. 특히, 록밴드 활동을 한 적이 있고, 여러 장르의 음악을 소비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클래식음악이 다른 음악들과는 달리, 누구에게나 

“듣기 좋은 소리(sonorous)”를 가진 특성이 주는 편안함의 가치를 언급



- 129 -

하였다. 또, 클래식음악이 주는 정신적 치유와 즐거움이 궁극적인 소비 

가치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직업 강도가 높은 전문직(의사, 교사)에 종사

하는 참여자들의 경우, 클래식음악공연 관람을 통해 정신적 안정과 치유

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래식음악은 다른 음악들과 다르게 소리 자체가 좋더라구요. 일단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많은데, 마음이 편해지고. 그거  

       이상 없고. 소노로스(sonorous)한 거죠.”

       (P16: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50대 남성, 회사원)

       “좀 차분하게 저를 하려고요. 선생님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와 부딪히고  

       하는 일이라... 제가 외향적인데도 기가 빨려요. 내 안의 차분함을 찾고  

       싶어서. 마음정화 목적이 제일 크고요. (공연장 가면) 다 조용하니까...”

       (P2: 총 향유기간 6~10년, 20대 여성, 공무원)

       “요즘 유행하는 말로 힐링(healing)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지쳐있을 때 기분도 좋아지고, 피로도 풀리고 해서.”

       (P18: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여성, 전문직) 

       

       “일단, 정신 건강에 무지하게 좋은 것 같고요. 일하는 것의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어떻게 보면 좋은 공연을 보고 나면 그 기쁨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연주가기 전에 수술하는데도, 힘든 그 순간  

       에도, 아, 오늘 저녁에는 베토벤 트리오 들을 것을 생각하면...!”

       (P20: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50대 남성, 전문직)

      (4) 정서적 만족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공연예술 관람을 통해 정서적이고 감정적

인 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은 예술

가에 대한 애정과 존경,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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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술가들이 오랜 시간 쏟는 노력의 결과로, 비로소 이르게 되는 예술

적 성취에 공감함으로써 만족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 공연 관람은 참여

자가 행복했던 어느 시기 혹은 순간에 대한 회상을 유도하면서 과거의 

느낌과 기분을 다시 경험하게 만들기도 하고, 미래에 희망하는 순간을 

상상하도록 유도하여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너무 어렵고 신비롭잖아요! 음악이라는 게, 피아니스트가 그렇게 시간  

       을 들여서 하는 게 경건하게 느껴지고, 장인정신 느껴지고. 장인이 구두  

       만들 듯이.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그것들을 닦아 왔고... 그런 게 사실  

       재즈 같은 음악에서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즉흥적이기 때문에요.”

       (P3: 총 향유기간 11~15년, 30대 여성, 대학원생)

       “피아노를 치다 말았는데, 그런데서 오는 존경심이죠. 한계를 넘어선   

       분들에 대한 존경이죠. 공감이랄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니까.”

       (P10: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전문직)

       “여자들이 나이 먹는 거 슬퍼하지만, 저는 꼬마들이(어린 연주자들) 막  

       커서 연주하는 거 보러 가면, 제 늙는 건 생각 안 나고. 저 나중에 하늘  

       나라 가더라도 응원할께요, 막 이러고. 어쩌다가 내 생각해주면 좋겠다...  

       아, 울컥하네요. 나이를 떠나서 그 경지에 이른다는, 그 들이는 시간들에  

       대한 존경. 결국, 존경과 사랑이죠.”

       (P13: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50대 여성, 주부)

       “제가 (대학에서)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할 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인데, (공연을 보러 가면) 그 때 생각도 나면서... 연주자로서 느꼈던   

       감정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런 게 젤 큰 것 같아요.”

       (P7: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30대 여성,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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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범주9: 클래식음악 핵심가치 

   참여자들의 공연예술 애호 경험을 구성하는 마지막 범주는 ‘클래식

음악 핵심가치’로 분석되었다. 참여자들은 공연예술 소비를 자발적으로 

지속하고 확장함으로써 클래식음악(classical music)의 핵심가치에 대해 

평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래식음악의 핵심가치는 참여자들이 

꾸준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클래식음악에 내재한 다양한 속성과 특성

을 판단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가치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참여자들이 오랜 기간 클래식음악을 소비하고, 공연

예술을 애호하는 과정에서 직접 경험하고, 조정하고, 확인한 주관적 평

가의 결과이면서 참여자들의 개인 가치관이나 정체성과 관계될 수 있다

는 점에서 경험의 중요한 범주를 구성한다. 참여자들의 클래식음악에 관

한 경험과 주관적 평가를 근거로 하여 분석된 클래식음악의 핵심가치는 

‘예술성: 휴머니즘’, ‘지속가능한 전통’, ‘해석의 다양성’이다. 

   참여자들의 공연예술소비 경험을 구성하는 다섯 번째 범주에 해당하

는 ‘클래식음악 핵심가치’의 주제모음과 주제들([표 17] 참고)을 차례

로 기술하였다.

[표 17] 범주9: 클래식음악 핵심가치 - 주제모음과 주제

범주 주제모음 주제

9.

클래식음악

핵심가치

예술성: 휴머니즘
- 아날로그적이고 인간의 터치를 느낄 수 있는 예술세계 

- 진짜 에센스 감정을 담은 찐음악이 주는 깊이와 감동

지속가능한 전통
- 유행을 타지 않고 지속되는 꾸준함, 전통, 정통성, 체계

-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끝이 없는 방대한 레퍼토리

해석의 다양성 - 다양한 해석 등 새로움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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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술성: 휴머니즘  

      참여자들이 평가하는 클래식음악의 핵심가치는 ‘예술성’인 것으

로 분석되는데, 예술성은 다름 아닌 ‘휴머니즘(humanism)’의 가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가치 평가의 근거는 클래식음악이 작곡가

(composer)에 의해 창작된 악보가 연주자(musicians/orchestra)에 의해 관

객(audience)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작곡가, 연주자, 관객의 행위가 본

질적으로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행위’인 때문으로 파악

된다. 

      참여자들은 클래식음악이 땀과 노력, 인내라는 인간의 직접 행위

에 기초하여 창작되고 연주되어 전달된다는 점을 의미 있게 인식하고 있

었으며, 그러한 인간적 노력의 과정을 “고귀하고 숭고한”가치라고 평

가하였다. 또한, 클래식음악을 통해 치열한 예술가의 세계를 대리 경험

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특히, 이

러한 가치 평가는 클래식음악 외에도 다양한 예술 장르를 섭렵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이 여러 선택지들과의 비교 끝에 내리는 평가라는 점에서 

클래식음악의 고유하고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제가 기타 밴드에도 빠져서 살았는데...) 클래식음악은 전자악기 같은  

       전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의 터치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이라 좋은 것  

       같아요. 뉘앙스를 기타 소리는 알 수가 없어요. (클래식은) 가장 인간의  

       터치나 생각을 알 수 있는... 아날로그잖아요. 연주자들을 중시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 사람을, 아날로그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이니까. 물론,  

       BTS도 좋은데, 다른 종류의 음악인 것이죠.”

       (P8: 총 향유기간 11~15년, 40대 남성, 회사원)

       “좋아하는 게 너무 다양한데요... 그런데, 클래식만큼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클래식만큼 진짜의 에센스 감정을 담은 거는 없다고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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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만이 찐음악이다라고 생각해서 놓을 수가 없고요. 베토벤을 듣고,  

       바흐를 들으면, 단조로운 선율을 들으면 잠도 잘 오고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요. 테크닉이 높은 곡들은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요.”

       (P4: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20대 여성, 교육자)

       “저는 인간, 인간의 삶,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인간만이 잘 할 수 있  

       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악, 미술, 문학이 다 다른데... 음악  

       은 뭔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라 생각해요. 이 음악 안에는 사람들의 삶  

       이 담기고, 사랑, 에피소드, 생각도 담기고. 죽음도 담기고. 이런 모든 게  

       너무 고귀한 것들이고. 가장 숭고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공유하고 나누고 싶고, 사회 속에 힘을 줄 수 있고.”

       (P15: 총 향유기간 16년, 40대 여성, 전문직)

       “연주라는 게 참 힘든 거잖아요. 연주하시는 분들을 볼 때 참 많은 걸  

       느껴요. 한 시간 내내 연주를 하고 있으려면 굉장한 에너지가 요구되고,  

       게다가 암보를 하고. 그게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도 안  

       틀리고 하려면. (특히) 무반주 이런 연주를 들으러 가면, 방대한 분량의  

       연주를 다 하려면 실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볼 때 공감을  

       많이 하죠. 그걸 관객들 앞에서 한 시간 이상을 연주한다는 것은 대단하  

       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죠.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  

       도 들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P5: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여성, 프리랜서)

      (2) 지속가능한 전통  

      참여자들이 평가하는 또 다른 클래식음악의 핵심가치는 ‘지속가

능한 전통’인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자들은 유행을 타지 않는 꾸준함, 

전통과 체계에 기반 하여 작곡되고 연주되는 방대한 클래식음악의 세계

를 알아가는 재미, 악보가 존재하는 음악이 주는 신뢰와 정통성,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여 제시하려고 하는 꾸준한 노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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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음악을 지속적으로 애호하게 만드는 가치인 것으로 진술하였다. 

“(1년 간) 한 곡을 주구장창 듣고, 고아 고아서 들어도 안 질리고 지루

하지 않은” 클래식음악은 참여자들에게 긴 호흡으로 오래도록 즐길 가

치가 있는 대상으로 평가되었다.

       “이건 저의 패턴인 거 같은데,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아서 클래식음악  

       전에는 인디음악에, 그 다음에는 페스티벌에 엄청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클래식음악에 정착하게 된 느낌이 들어요. 다른 음악들  

       은 유행을 타는데, 클래식은 좋음이 꾸준히 유지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꾸준히 계속 할 거예요.”

       (P6: 총 향유기간 11~15년, 30대 여성, 프리랜서)

       “쉬운 것부터 듣다가 점차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말러 같은  

       거 들으면 들을수록 배워가는 느낌이 들죠. 

       딱딱 맞아 떨어지는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더 (클래식) 음악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빈필, 베를린필을 제일 좋아하구요. 전통성, 정통성  

       이런 거”

       (P7: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30대 여성, 대학원생)

       “각각 여러 장르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다른데, 재즈는 즉흥성, 록은   

       현장성, 클래식음악은 음악 자체가 훨씬 체계적이죠. 악보가 존재하는   

       유일한 음악이니까. 정해져 내려오는 악보 위에서, 전부 다 같은 악보를  

       가지고 더 좋은 음악을 보여주려는 (연주자들의) 노력들. 또, 작곡가들의  

       노력들, 그 이후의 노력들. 클래식음악만이 가진 고유의 특성은 이런 것  

       이죠. 클래식을 죽은 음악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앞으로도 계속 살아  

       있을 음악이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즐겨나가는 것이죠.”

       (P11: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회사원)

       “저는 앉은 자리에서 혼자 긴 호흡으로 있는 걸 좋아하는 거 같아요.   

       유행 따라서 하는 그런 것에 늦은 것 같아요. 클래식은 근데 주구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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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클래식 음은 고아서 고아서 듣고 하다가. 클래식은 안 질리고 안  

       지루해요. 한 곡에 빠져서 예전에는 1년 동안 들었던 것 같아요.”

       (P12: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여성, 프리랜서)

      (3) 해석의 다양성

 

      참여자들은 ‘해석의 다양성’을 클래식음악의 주요 가치로 평가

하고 있었다. 클래식음악은 한 곡의 작품을 여러 연주자들이 각자 고유

하게 해석하여 연주한다는 점, 그러한 연주자들이 세대를 거듭하며 새롭

게 탄생하고 등장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무한한 다름과 새로움이 주는 

다양성의 재미를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점을 고유 가치로 평가하였다. 

클래식음악이 제공하는 해석의 다양성은 참여자들이 동일한 작품을 여러 

버전으로 해석한 연주들을 계속하여 경험하고 이해하고 싶게 함으로써 

지적 욕구와 소비 욕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은 베토벤 장엄미사인데, (그 작품만) 50개   

       정도 음반을 살 정도니까요. 장엄미사는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한 곡인데,  

       다른 음반을 들을수록 다르게 느껴지고. 

       그것들을 더 알아 가고 싶은 욕구. 되게 좋아하는 작품을 더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서. 그것들의 다양한 해석들을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P9: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대학교 연구원)

       “연주자들마다 해석이 다른 데서 오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서.”

       (P6: 총 향유기간 11~15년, 30대 여성, 프리랜서)

       “클래식을 무의식적으로 많이 들었고. (라디오) 93.1을 빠져서 들었고.  

       뭔가 계속 알게 되니까 관심이 생기고. 그 때부터 비교해서 듣는 거를   

       하다 보니까. 같은 곡인데, 연주자들마다 다르고. 예술, 특히 음악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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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과거에도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해요.”

       (P15: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여성, 전문직)

       “도발적인 연주를 하는 음악인들이 좋아요. 착실하고 순응적인 연주자  

       들보다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즐겨나가는 것이죠. 그런 접근들에 자  

       극 받고. 글 쓰는 것에도 영감이 되요.”

       (P11: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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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소결: 현상학적 기술

   본 연구 참여자들의 공연예술 애호에 관한 경험은 9개의 범주, 30개

의 주제모음, 55개의 주제로 분석되었다. 분석된 자료들을 토대로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 경험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기술을 수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총 20인의 참여자들 중 2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소 

1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클래식음악을 소비하고 있었으며, 이 중 15인은 

16년 이상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 중 9인은 클래

식음악공연을 연 평균 20회 이상 관람하고 있었다.

   참여자의 대다수가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가정과 학교에서 클래식음악 

청취와 공연 관람을 취미로 갖고 있는 부모, 미디어 노출, 학급 또래나 

주변인의 영향으로 클래식음악 청취와 관람을 처음 경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유년기에 동네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혹은 플루트를 배운 경험이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성인기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중 대다수는 현재까지도 악기 

교습을 지속하면서 공연 관람 외에 아마추어 연주 활동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이루어진 음악 청취, 공연 관람, 

악기 교습과 같은 예술적 경험들은 이후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공연예

술 관람을 위한 소비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과정에서 소비의 동기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강렬했던 예술적 체험의 기억은 

참여자들이 공연예술을 본격적으로 소비하고, 지속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소비를 촉발하는 내재적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기

억들은 충격에 가까운 전율을 경험하게 한 공연 관람의 기억,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 참여하여 단원이나 리더로 활동한 기억, 그리고 유럽 현지

에서의 문화적 경험 등으로 진술되었다. 이러한 예술적 체험의 기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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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느낌으로 저장되어 참여자들이 공연예술 소비를 고려하고, 관람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회상되면서 소비를 결정하고 촉진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원시립교향악단 공연한다는 거를 우연히 포스터를 봤는데, 가격이 3     

    천원이라서 싸길래 그냥 한 번 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전기에 감전된      

    느낌을 받게 돼서 그렇게. 이게 말도 없는 소리가 나를 왜 이렇게 감동     

    시키나... 하면서 그 때부터 음반도 많이 사고, 공연도 다니고 그랬죠.”

    (P9: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연구원, 연 평균 관람횟수 20회 이상) 

   참여자들은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경험으로부터 

체화된 아비투스와 예술적 체험과 관계된 기억의 지속, 여가시간과 소득

의 발생, 문화예술 인프라 접근성의 영향, 그리고 단체 예술 활동의 일

환으로 공연예술 소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발적인 

소비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특정 연주자나 악기, 레퍼토리에 대한 개인 

선호를 파악하고 발견함으로써 소비를 지속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의 지속 과정은 참여자들이 점차 공연 관람의 빈도를 늘려가고, 

몰입 관람을 목적으로 클래식음악에 대한 학습의 시간과 범위를 심화시

켜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또한, 관람과 구매에 관한 정보와 경험이 

쌓이면서 예매 기술 등 소비자능력이 향상되고, 상시적인 정보 탐색을 

생활화 하면서 공연예술 전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섭렵하게 되는 것으

로 나타난다.

   특히, 참여자들은 공연 관람의 역사를 기록하는 차원에서 공연 티켓, 

프로그램, 커튼콜 사진 등을 꾸준히 보관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개인적 기록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공연 리뷰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SNS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등 평가정보의 생산자이자 공유자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별도의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조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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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연 리뷰를 작성하고, SNS 채널을 통해 가까운 지인과 애호가 대중

과 공유하는 일련의 행동을 하나의 학습과정이자, 타인의 공감을 얻는 

과정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공연예술에 대한 애호의 감정을 강

화시키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참여자

들은 SNS 채널을 통해 평가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선호를 가진 사

람들 외에도,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등 사회적 관계를 형성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상에 제가 본 공연에 대해서는 평론스럽지 않게, 가볍게 공유를 해요.  

   1주일에 한 번 공연을 가니까, 리뷰를 하는게 루틴이예요. 다른 분들이 공감  

   하시고, 알기도 하고, 친화력 역할도 하고. 제 SNS가 그런 역할 많이 했어요.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저는 이것을 이제 놓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라서  

   나누고 싶어서 한 건데... 이제는 연결이 되고, 커뮤니티 형성이 되고. 

   지금은 알리는 거 반, 제 공부 목적이 반 그래요.” 

   (P15: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여성, 전문직, 연 평균 관람횟수 20회 이상)

   참여자들은 공연예술 소비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예술단체에서의 자원

봉사활동(volunteer activities), 시즌티켓의 구매(season ticket purchase), 

기부(donation) 등의 후원 행동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후원 행동을 통해 티켓 할인이나 선예매 혜택과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

도 예술계 내부정보의 습득, 네트워크 확장, 후원 기여에 대한 인정의 

확인 등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획득을 기대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의) 이름이 (서울시향 책자에) 굉장히 위에 박혀 나오더라고요. 

   10년 전부터 시즌티켓을 아내와 둘이 주욱 사왔는데... 3년 전인가? 부터는   

   후원회원으로 하고 있어요. (시즌티켓 보다) 후원(회원)을 하는 게 더 이득이  

   되더라고요. 시즌티켓을 계속 하게 됐던 것은 정명훈 선생님이 너무 잘 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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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 거죠. 서울시향이 계속 잘 하기를 바래서 후원했고요. 계속 더 할까   

   고려 중에 있는데요... 그 이유는 후원자들에게 (오케스트라단원) 연주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요. (거기 클라 수석과 친해졌어요).”

   (P20: 향유기간 16년 이상, 50대 남성, 전문직, 연 평균 관람횟수 20회 이상) 

   그리고, 참여자들은 공연예술 소비를 지속함으로써 시간과 가용소득 

등 자원의 제한, 가정과 직업 의무의 소홀, 신체적 부담과 같은 문제적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방지하거나 

해결함으로써 공연예술 소비를 지속하고자 전략적 행동을 모색하고 실천

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지출과 시간 등 여가 자원을 미리 계획하고, 

컨디션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가정에서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이행하

고, 온라인 중계 관람과 같은 대체 관람방식을 선택하는 등 전략적인 행

동을 선택함으로써 공연예술 소비를 지속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공연예술 소비를 지속하는 것만 아니라, 관람, 정보 

평가, 후원 등 소비 행동의 전 측면에서 소비의 수준과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다. 관람 행동의 측면에서는, 국내에서의 관람에 그치지 않고 해외 

음악축제의 공연 관람을 선택하였으며, 선호하는 프로그램도 점차 확장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람 외에도 악기의 레슨이나 아마추어 

연주 활동을 심화시키는 등 소비의 대상이 분화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정보 평가의 측면에서는, 평가 정보의 생산과 공유에서 더 나아가 아예 

공연 인플루언서 혹은 공연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등 생산자와 전문가

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동은 자발적인 

것으로 점차 더 공연 관람의 빈도를 증가하게 하였다. 특히, 평가 정보

의 생산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참여자들은 공연예술의 애호가를 넘어 

후원자로서 소비를 지속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하게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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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최종 꿈이 뭐냐 하면요..... 0순위인데요... 부자들이 예술의전당이나   

   롯데콘서트홀에 스타인웨이 피아노 기증하실 때, (저)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제가 못하면 제 자식들에게라도 하게 하려구요. 내 이름 (기증한 피아노에)  

   새기는 게 안 되면, 내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이름으로라도 새겨서요...”

   (P13: 향유기간 16년 이상, 50대 여성, 주부, 연 평균 관람횟수 20회 이상) 

   참여자들은 공연예술 소비를 위한 입장권 구매의 과정에서 ‘예술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인프라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예술적 요인으로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명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며, 참여자 개인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연주자, 악기, 

편성, 연주곡목 등)의 요소들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으로는, 공연 개최 요일과 시간대, 일정 가능성, 공연장까지의 이동

시간 등 시간 자원에 관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으며, 입장권의 

가격대와 할인율, 예매 수수료와 같은 소득 관련 요인들이 고려되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요인으로는, 공연장 인프라의 연성(softness) 요인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공연장의 좌석 위치와 분위기 등 인프라의 연성 

요인들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이유는 관람의 집중과 편안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험의 만족도와 직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이 클래식음악 공연 관람을 통해 얻는 만족요인은 

‘감각적 만족’, ‘지적 만족’, ‘정신적 만족’, ‘정서적 만족’의 

네 가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들의 진술로부터 파악되는 클래식

음악 공연 관람의 만족 요인들은 감각적 즐거움부터 지적 자극, 정신의 

고양, 예술가에 대한 공감에 이르기까지 인간 욕구의 전 차원을 만족시

키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이 공연예술 소비를 지속하고 강화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해석된다. 

   참여자들은 클래식음악 공연의 관람을 통해 신체의 감각이 반응하는 

전율과 카타르시스, 몰입감이 주는 희열을 경험한다고 진술하였고,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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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을 문화에서 배우는 학습의 과정이자 성장을 자극하는 지적 여정의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교사, 대학원생, 의사 등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하는 참여자들은 클래식음악 공연의 관람이 일종의 정신적 치유의 

과정으로 관람을 통해 안정감과 활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한 

만족 요인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공연을 관람하는 동안 느끼는 예술가

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감정은 공연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예술가와의 정

서적 교류의 결과물로서, 참여자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난다. 참여자들이 느끼는 예술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예술가들이 오랜 

시간 인내를 통해 꾸준히 쌓아올리는 노력과 성취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진술된다.  

   “저는 문화적 자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문화자본, 이런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격이나 이런 걸 나누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클래식 들으면 고급지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런 게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거나 이런 걸 하게 되요. 쉽게 영상매체나 이런 수동적인 것만 하면   

   자기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무엇을 하면서 쉬는가가 중요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P2: 향유기간 6~10년, 20대 여성, 공무원, 연 평균 관람횟수 5~10회)

   참여자들은 오랜 기간 클래식음악 공연의 관람을 지속하고 경험을 축

적한 결과로 ‘클래식음악의 핵심가치’를 인식하고, 평가하게 되었다. 

클래식음악의 핵심가치는 클래식음악의 고유한 속성이자 특성인데, 이는  

참여자들이 클래식음악의 소비를 지속하고 확장하게 하는 본질적인 가치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참여자들이 클래식음악 공연 관람과 학습을 지속

하면서 평가하게 된 클래식음악의 핵심가치는 ‘예술성: 휴머니즘’, 

‘지속가능한 전통’, ‘해석의 다양성’으로 해석된다. 

   참여자들은 작곡가(composer)의 고뇌 끝에 창작된 악보를 연주자

(musician/orchestra)가 공연이나 소리의 형태로 관객(audience)에게 전달

하고 소통하는, 일련의 클래식음악 공연예술의 매커니즘이 오롯이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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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접 행위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였다. 

참여자들은 클래식음악을 소비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가 클래식음악이 존재하는 고유하고 본질적인 의미라

고 인식하였다. 또한, 악보라는 원칙과 체계가 존재하고, 그러한 체계들

이 오랜 시간 축적되면서 전통이 되고, 전통은 다시 새롭게 등장하는 연

주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는 등 지속의 가능성과 다양성을 클래식

음악의 고유한 가치로 평가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평가하는 클래식음악의 핵심가치는 곧 참여자들이 클래식

음악 장르의 공연예술을 애호하게 되는 가치로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클래식음악은 인간의 직접적인 손길에 의해 악보의 형태로 창작되고, 

그러한 악보가 보관되고 기록되어 시대를 거듭하여 전달되면서, 새로운 

연주자들이 자기만의 해석으로 연주하여 보여주는 예술의 장르로서, 긴 

호흡으로 오래도록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다.   

   “재즈는 즉흥성, 록은 현장성, 클래식음악은 음악 자체가 훨씬 체계적이죠.

   악보가 존재하는 유일한 음악이니까. 정해져 내려오는 악보 위에서, 전부 다  

   같은 악보를 가지고 좋은 음악을 보여주려는 (연주자의) 노력들. 또, 작곡가  

   들의 노력들, 그 이후의 노력들. 클래식음악만이 가진 고유 특성은 이런 것  

   이죠. 클래식을 죽은 음악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을  

   음악이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즐겨나가는 것이죠.”

   (P11: 향유기간 16년 이상, 40대 남성, 회사원, 연 평균 관람횟수 20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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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의 본질 구조

   본 절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공연예술 애호 경험의 범주별 양상으로 

나타나는 공연예술 소비의 동기와 행동별 특성, 관람 만족요인, 클래식

음악 핵심가치 등을 근거로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의 본질 

구조와 그러한 구조와 관계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1.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의 본질 구조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의 본질 구조는 소비의 지속

과 확장을 통해 애호의 감정이 심화되는 과정이다. 가정에서의 양육, 학

교 및 비공식 교육, 사회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적 경험이 개인의 

문화적 아비투스와 기억으로 내재화되고, 아비투스와 기억이 동기가 되

어 시작된 공연예술 소비가 지속되고 확장되는 단계를 거치면서 공연예

술에 대한 애호가 심화된다([그림 4] 참고). 

   소비의 지속과 확장은 입장권 구매, 관람, 정보평가, 후원이라는 각 

공연예술 소비 행동의 수준과 차원의 변화를 동반한다. 아비투스와 기억 

등이 동기가 되어 촉발된 소비의 시작 단계에서는 입장권 구매와 관람, 

탐색과 습득 중심의 정보 평가가 이루어지고, 소비의 지속 단계에서는 

구매와 관람의 빈도가 증가하고, 정보 생산과 공유 행동이 활성화되며, 

후원 행동을 모색하고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비의 확장 단계에서

는 정보 생산 활동이 심화되고, 후원 행동의 차원이 확장된다. 

   소비의 지속과 확장은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문화적 아비투스를 강화

하고, 소비자역량과 미학적 문해력을 향상시키며, 예술적 경험을 축적하

게 한다. 향상된 역량과 축적된 경험은 클래식음악의 고유하고 핵심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평가하게 함으로써 점차 그러한 가치에 기반 하는 소비

를 선택하고, 애호의 감정은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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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의 본질적 구조를 형성하는 

‘초기 예술적 경험’, ‘소비의 시작’, ‘소비의 지속’, ‘소비의 확장’ 

단계들을 차례로 설명하였다.  

[그림 4]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의 구조: 소비 지속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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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기 예술적 경험의 단계

   클래식음악 소비자는 유아기 혹은 청소년기에 가정에서의 양육, 학교

와 학원에서의 공식 및 비공식 교육, 그리고, 주변인의 영향으로 클래식

음악 공연의 관람을 처음 경험하게 된다. 

   가정에서의 양육 과정에서 클래식음악 청취나 공연 관람을 취미로 가

진 부모의 영향력은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소비에 관한 태도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음악 감상을 취미로 가진 부모에 

의해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클래식음악 음반과 라디오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부모와 함께 한 공연 관람의 경험은 문화적 아비투스와 기억

을 형성하고, 내재화된 아비투스와 각인된 기억은 이후 자발적 소비의 

동기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유아기 혹은 청소년기에 동네 음악학원

에서 악기를 배우고, 음악회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연을 관람한 

경험들은 문화적 아비투스와 기억으로 내재화되어 이후의 공연예술 소비

의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공연 관람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의 예술적 경험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기억되지만, 그 당시에는 특별한 인상이나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확인된다. 먼저 긍정적으로 기억되는 초기의 관람 경험은 개인의 문화적 

아비투스로 내재화되고 기억으로 저장되어 이후 공연예술 소비를 고려하

는 선택의 상황에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소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초기의 예술적 경험이 경험 당시에는 특별한 인상

이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 여가 소비 등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공연예술 소비를 선택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해석된다. 이는 예술적 경험의 유무가 경험의 만족 수준과 별개로 

공연예술 소비를 고려하는 선택의 상황에서 주요한 전제 조건으로 작용

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 147 -

   2) 소비의 시작 단계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예술 소비는 성인이 되어 대학생활 혹은 여가

의 대상으로 시작되는데, 여가를 위한 소득과 시간의 발생은 공연예술 

소비를 시작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소비 시작 단계

에서 유년기 혹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진 예술적 경험들은 개인의 문화적 

아비투스와 기억으로 내재화되어 공연예술 소비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

향을 미침으로써 소비를 촉발하는 내재적 동기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의 시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공연예술의 소비는 입장권 구매, 공연 

관람, 정보의 탐색과 습득 행동이 중심이 된다.

   공연예술 소비의 시작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 참여

한 현재 20대 ~ 50대에 해당하는 클래식음악의 소비자는 대학 생활의 주

요 활동으로 클래식음악 공연 관람과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선택은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형성된 클래식음

악과 관련한 경험들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되는데, 대학 생활 동안

의 공연예술 소비와 예술 활동의 경험은 공연예술에 대한 개인 선호를 

형성하고 강화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의 시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입장권 구매와 공연 관람의 경험은 

여가 소비의 지출과 예술적 참여를 경험하게 하면서 개인의 소비 성향을 

형성하고, 문화적 아비투스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공연예술의 소비가 주로 대학 시절 동안의 자유롭고 풍부한 문화적 경험

으로 이어지면서 이때의 예술 소비 경험들은 이후에 여가 소비를 결정하

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소득과 여가 시간의 

부족으로 공연예술 소비가 중단되더라도 이후에 여가의 여건이 조성될 

경우, 과거의 구매와 관람의 경험, 그리고 선호는 공연예술 소비를 우선

적으로 고려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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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비의 지속 단계

   소비의 지속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입장권 구매와 관람의 빈도가 

증가하고, 공연과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탐색하며, 클래식음악에 관한 

학습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과 공유 중심의 정보 행동이 활성

화되고, 후원 행동을 모색하고 선택한다.

   클래식음악 소비자가 공연예술 소비를 여가의 최우선 선택지로 고려

하여 구매와 관람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관람을 통해 얻는 만족요인 

때문으로 해석된다. 클래식음악 공연의 관람은 인간의 다차원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첫째, 공연의 직접 관람

은 전율과 카타르시스, 몰입의 희열 등 감각적 만족을 경험하게 한다. 

둘째, 클래식음악 공연의 관람은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게 하고, 음악과 

관련한 학습과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지적 자극을 경험하게 한다. 

셋째, 스트레스 해소, 정신적 활력, 자기 고양과 같은 정신적 만족을 경

험하게 한다. 끝으로, 공연을 매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작곡가, 연주자, 

예술단체와 정서적 교류를 경험한다. 

   이와 같이 클래식음악 공연 관람의 결과로 경험하는 다차원의 만족은 

공연예술 소비를 지속하도록 촉진한다. 소비의 지속 단계에서 소비자들

은 입장권 구매와 관람의 빈도를 증대시키고, 클래식음악 학습을 심화함

으로써 소비자역량과 미학적 문해력이 향상된다. 향상된 소비자역량과 

축적된 경험과 지식은 공연에 관한 정보를 평가하고, 생산하며, 공유하

는 참여적 행위를 선택하도록 한다. 즉, 소비의 지속 단계에서 공연예술 

소비는 입장권 구매와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관람에 한정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SNS,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서 클래식음악과 공연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평가하고, 자신의 평가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등 

참여적 행위를 활성화 한다. 또한, 후원에 대한 모색과 선택이 이루어지

는데, 예술단체에서의 자원봉사활동과 시즌티켓 구매 등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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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비의 확장 단계

   공연예술 소비의 확장 단계에서는 소비의 지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특징들이 지속되고 강화되는 가운데, 평가 정보의 생산과 공유 활동이 

심화되고, 후원의 차원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그동

안 관람을 지속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클래식음악의 핵심가치’

를 인식하고 이해하게 함으로써, 점차 그러한 가치에 기반 하여 소비의 

수준과 차원이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의 확장 단계에서 소비자는 상당한 수준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

게 된다. 소비자는 공연 관람의 결과로 경험하게 되는 다차원의 만족 외

에도, 클래식음악의 고유하고 핵심적인 가치들을 인지하고 평가하면서 

그러한 가치들을 자기 안에 내면화한다. 즉, 공연예술의 소비를 통해 경

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에 더해 클래식음악의 고유

하고 핵심적인 가치의 차원을 인식하고 체화하게 되는 것이다.

   클래식음악 소비자가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인식하고, 평가하는 클래식음악의 핵심가치는 ‘예술성: 휴머니즘’, 

‘지속가능한 전통’, ‘해석의 다양성’으로 분석된다. 클래식음악 공

연의 관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숭고하고 고귀한 인간적 가치, 지속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적이고 방대한 클래식음악 작품 세계, 그리고 

새로운 연주자들에 의해 재해석되어 연주되는 다양성은 클래식음악 장르

의 고유하고 특별한 가치로 평가된다. 

   클래식음악의 핵심가치를 내재화한 소비자는 입장권 구매자나 관객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의 후원자이자 옹호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며 공연

예술 소비의 영역과 차원을 확장한다. 평가정보의 생산과 공유 활동이 

심화되며, 보다 확장된 차원의 후원 행동을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또한, 관람의 지속 욕구에서 마주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비대면 

공연예술의 구매와 관람을 고려하고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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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에 관한 영향요인

   한국 클래식음악 공연의 소비자는 초기 예술적 경험, 소비의 시작, 

소비의 지속, 소비의 확장 단계를 거치면서 소비 행동의 수준과 차원을 

변화시키고, 애호의 감정이 깊어진다. 소비의 지속과 확장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의 본질 구조와 관계되는 

영향요인들을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과 애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영향요인은 아비투스, 기억, 관람 만족요인, 소비자역량, 미학적 

문해력, 클래식음악 핵심가치가 도출되었고, 외재적 영향요인은 시간·

소득, 문화예술 인프라 접근성, 정보·지식 온라인 플랫폼이 도출되었다

([그림 5] 참고). 각 요인들을 차례로 설명하였다.

[그림 5]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에 관한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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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재적 영향요인

      (1) 아비투스(habitus)

      문화자본의 형태 중 체화 문화자본(Bourdieu, 1984; 김동일, 2016)

에 해당하는 ‘아비투스(habitus)’는 “개인 행동을 특정 방식으로 조직

(김동일, 2016)”하는 성향이자 습속으로,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과 애호

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에 체화된 아비투스

는 소비의 지속을 통해 강화되고 고착되어 공연예술 애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문화적 아비투스는 양육 과정에서 부모

의 아비투스가 전이되고 재생산되는 결과이자, 교육과 주변인의 영향에 

의해서도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비투스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클래식음악 청취 혹은 공연 관람을 취미로 가진 부모의 양육, 공식 및 

비공식 음악 교육, 예술 활동 직접 참여 등 주로 가정과 학교, 학원 등

에서의 예술적 경험을 통해 체득되어 개인의 문화적 성향으로 자리한다. 

소비자의 문화적 성향은 이후 성인기에 여가 혹은 문화예술 소비의 과정

에서 고려 대상에 대한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연예술 소비

의 시작과 지속에 관계되는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소비자가 생애 주기 중 “민감한 시기(sensitive 

period)에 문화적 대상에 대한 지속적 선호(enduring preference)를 형성

한다(Holbrook과 Schindler, 1994)”는 연구에 의해 유효성이 확인된다. 

클래식음악 소비자는 문화적 감수성이 형성되고 발현되는 유년기와 청소

년기에 음악 청취와 공연 관람, 악기 교습과 같은 직·간접적인 예술적 

경험들을 통해 클래식음악과 공연예술에 대한 친숙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태도는 이후 성인기에 이르러 공연예술 소비의 

선택과 지속 과정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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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첫 예술적 경험은 거의 전적으로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특정 문화적 성향을 가진 부모의 양육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공연예술의 소비 행동 중 특히 후원 행동의 선택은 과거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아비투스가 집단 혹은 계급의 성향으로 대물림 되어 개인

의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드러낸다. 이는“동일한 아비투스

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여 하나의 계급을 형성

(Bourdieu, 2001)”하는 사례로써, 공연예술 소비가 계급적 혹은 집단적 

성향이나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 기억(memories) 

      강렬한 예술적 체험과 관계된 ‘기억들(memories)’은 공연예술의 

소비와 애호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년기와 청소

년기에 경험한 클래식음악 청취와 공연 관람, 예술 활동의 참여 등에서 

비롯되는 소리와 이미지, 느낌, 그리고 당시의 자신에 대한 기억들은 의

식에 뚜렷하게 각인되고, 공연예술 소비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회상됨

으로써 입장권 구매에 관한 의사결정과 관람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된다. 

      과거에 대한 개인의 기억이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기억에 관한 연구들에 의해 확인된다. “기억은 과거의 시간이 현재의 

시간으로 연장되는 정신의 운동으로, 무의식의 기억은 내적 지속(durée)
의 시간과 관계되고(홍경실, 2013; 박정애, 2019)”, 특히 “어린 시절의 

활동에 관한 순수기억은 이후에 언제든지 특정 시간에 우발적인 기억의 

형태로 되살아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박정애, 2019)”는 점에서 강렬한 

예술적 체험에 대한 기억들은 소비의 지속을 특징으로 하는 공연예술 애

호 경험의 구조와 관계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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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해석의 유효성은 “소비의 결정 과정에서 과거의 좋았던 

추억들(fond memories)과 향수(nostalgia)로부터 발산되는 기쁨의 감정이 

활용된다(Alba와 Williams, 2013)”는 연구들에 의해 확인된다. 의사 결정

의 과정에서 개인의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경험의 실제보다 경험에 대한 기억이 의사 

결정의 근간을 형성(Kahneman, 2011)함으로써, 비록 왜곡된 기억일지라

도 소비자가 과거의 특정 경험에 대해 인식하는 ‘기억된 경험’, 혹은 

“회상되는 순간들(Alba와 Williams, 2013)”이 소비 행동과 같은 주요 

의사 결정의 구조와 관계되는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예술 소비와 

같은 쾌락 소비(hedonic consumption)의 과정에서 소비자 개개인이 소비

의 대상에 관한 경험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신적 구조

(mental construct)가 소비의 주요한 동기 요인과 관계(Hirschman과 

Holbrook, 1982)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관람 만족요인

      클래식음악 소비자가 공연예술 관람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다차원

의 만족요인들은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을 결정하는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공연 관람으로부터 얻게 되는 만족요인들은 소비자의 기억

에 저장되어 이후의 소비 과정에서 회상되면서 구매를 촉진하고, 관람의 

경험을 보다 풍부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클래식음악의 소비자는 공연의 관람을 통해 감각적, 지적, 

정신적, 정서적 차원의 만족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만족은 인간 욕구의 

전 차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인 만족들이다. 즉, 카타르시스와 

전율과 같은 신체의 감각적 만족, 정서적인 안정, 음악 지식의 습득과 

예술적 코드의 해석과 같은 지적이고 심미적인 만족에 이르기까지 클래

식음악 공연의 관람은 Maslow가 제시한 인간 욕구의 전 단계(Ma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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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Ward & Lasen, 2009)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된다. 

      클래식음악의 소비자가 공연의 관람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심미

적이고 지적인 만족은 인간 욕구의 최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지적 욕구와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지적 욕구와 심미적 욕구는 “욕구의 해소 

여부와 무관하게 성장을 목적으로 지속되는 메타 욕구(Maslow, 1954; 

Maslow, 1970)”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클래식음악 소비자는 메타 

욕구의 지속적인 충족을 목적으로 입장권 구매와 관람을 지속하면서 공

연예술을 애호하게 되는 것이라 해석된다. 

      (4) 소비자 역량(consumer competence)

      ‘소비자 역량(consumer competence)’은 “소비자가 만족스러운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소비자 역할을 올바르고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지식과 태도, 기술 수준의 능력(이기춘 외, 2007; 전상민, 

2018)”을 의미한다. 특정 소비생활에 요구되는 소비자의 지식과 태도, 

기술 등 소비자 역량의 수준은 해당 소비의 용이함과 만족과 관계되어 

소비의 지속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 단계에서 구매와 관람의 빈도가 증가하고, 

공연에 관한 정보의 탐색과 생산 활동이 활성화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는 입장권 구매와 관람에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

와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여 공연예술 소비자로서의 역량이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령, 입장권 예매 사이트의 특성과 예매 수수료 차이, 

입장권 구매와 관련한 각종 할인율 정보, 공연장의 위치와 시설의 특성

에 관한 정보, 공연장 별 가성비 높은 좌석의 위치, 주요 예술단체들의 

연간 공연 정보 등 구매와 관람에 요구되는 예매 기술과 정보들을 섭렵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소비의 지속 단계에서 소비자는 클래식음악과 공연 전반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상시적으로 탐색하고, 클래식음악에 대한 학습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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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고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정보의 상시 탐색과 학습의 

지속은 공연예술계의 내부 정보를 비롯하여 국내외 주요 정보들을 보유

하게 하고, 상당한 수준의 음악적 지식을 갖추게 한다. 공연예술 소비자

로서의 역량 향상은 구매와 관람의 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대상에 대한 

관여도와 참여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소비의 지속을 촉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미학적 문해력(aesthetic literacy)

      “예술적 재료들을 읽을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만들어내

는 능력(Gallagher & Ihanainen, 2015)”으로 정의되는 미학적 문해력은 

곧 “작품에 내재한 암호와 의미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인 예술 

작품에 관한 해독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술 소비에서의 

만족과 지속은 예술 작품에 관한 해독 능력과 관계되고, 예술작품 해독 

능력은 전적으로 수용자의 교육 수준과 정적 관계(Bourdieu, Darbel, and 

Schnapper, 1997)에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공연 관람의 지속과 

클래식음악 학습의 심화를 통해 향상되는 미학적 문해력은 공연예술 소

비의 만족과 관계되어 소비의 지속과 확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클래식음악 공연의 소비자는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클래식음악을 최소 10년 이상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공연예술 소비의 과정을 학습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

으며, 공연 관람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지적 만족을 얻는다고 진술한다. 

가령, 동일한 음악 작품을 다양한 예술가들이 새롭게 해석하고 연주하는 

것으로부터 지적 자극을 얻고, 희열과 즐거움을 경험함으로써 소비를 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예술 작품에 대한 탐구심과 이

해력으로 대변되는 미학적 문해력이 지적 만족과 관계되고, 지적 만족이 

다시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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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클래식음악 핵심가치

      클래식음악 소비자는 클래식음악만의 고유하고 핵심적인 특성을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비자가 오랜 관람 경험과 

클래식음악 지식의 습득을 통해 평가하고 있는 클래식음악의 핵심가치는 

‘예술성: 휴머니즘’, ‘지속가능한 전통’, ‘해석의 다양성’인 것으

로 분석된다. 이러한 클래식음악의 핵심가치는 소비자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인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가치는 소비자 자신에게 내재화되어 

공연예술 소비를 지속하고 확장하게 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해석된다. 

      핵심가치의 인식과 내면화는 소비의 지속 단계에서 시작되는 예술

단체에서의 자원봉사, 시즌티켓 구매, 현금기부와 같은 후원 행동을 고

려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동기요인이자, 핵심가치의 공감과 보호를 목적

으로 후원을 지속함으로써 소비의 확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된다. 또한, 공연예술 소비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직접 경험하고 평가하

게 되는 클래식음악의 고유하고 핵심적인 가치들은 애호관객에 내면화되

면서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근거로 평가한 클래식

음악의 핵심가치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는 

음악(Oxford Dictionary, 2022)”으로 정의되는 클래식음악의 특성과 정확

히 상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에서 나타나

는 진지한 관람과 학습, 참여를 동반하는 공연예술 애호의 양상과도 정

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점은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가 궁극

적으로 클래식음악의 핵심가치들을 자신에게 내면화하고, 그러한 가치가 

소비자의 가치관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이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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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재적 영향요인

      (1) 시간·소득

      

      시간과 소득에 관한 요인은 클래식음악 소비자가 성인기에 이르러 

공연예술 소비를 본격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면서 소비가 지속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소비의 수준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진지한 여가의 수준에서 공연예술 소비를 지속하는 소비자에게 입

장권의 구매와 관람을 위한 시간과 소득의 사전 계획과 배분 등 경제 자

원의 관리는 애호 경험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특히, 소비의 지속 

과정에서 시간과 소득에 관한 의사결정은 경제적 부담이나 양심의 가책

과 같은 소비의 문제 상황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전략과 관련되어 소비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다.   

      (2) 문화예술 인프라 접근성

      문화예술 인프라의 접근성은 공연예술 소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

게 되고, 지속을 용이하게 하는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다. 예술의

전당과 같은 국공립 공연장의 건립과 활성화, 서울시향과 수원시향 등 

공립 예술단체의 낮은 가격정책과 할인율, 명망 있는 지휘자의 영입 등

과 같은 문화예술 인프라의 접근성은 소비자가 공연예술 관람을 결정하

고 지속하게 하는 촉진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공립 공연장과 예술단체는 클래식음악 소비자가 공연예술

을 지속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특징적인 소비 행동으로 나타나는 후원

행동을 모색하고 참여를 고려하는 핵심적인 플랫폼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비의 시작, 지속과 확장이라는 공연예술 애호의 구조에서 

문화예술 인프라의 접근성은 결정적인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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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보·지식 온라인 플랫폼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 경험의 구조에서 정보의 탐색

과 평가, 생산과 공유, 클래식음악 지식 습득과 관련한 행동은 주요한 

행동 특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행동은 공연 관람이 경험에 관한 소비

로서, 소비자가 관람 대상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의사

결정의 불확실성을 감소(Hume et al., 2006)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클래식음악 장르는 대표적인 예술 소비의 영역으로서, 공연 

작품과 연주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의 수준, 즉 예술작품에 대한 해독능

력과 미학적 문해력의 수준이 관람의 만족도와 비례한다는 점에서 지식

의 습득은 공연예술 애호 경험의 주요한 한 부분을 구성한다. 공연예술 

소비가 지속될수록 소비자의 몰입 관람을 위한 사전 학습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관람한 공연에 대한 리뷰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등의 평가정보 

생산 행동이 활성화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지식의 탐색, 습득, 평

가 및 공유가 상시적으로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은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

과 관계되는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포털, SNS 채널, 비대면 공연예술 스트리밍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상시성과 개방성의 속성으로 인해 클래식음악 소비자가 

구매와 관람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탐색과 공유를 활성화하고, 관여도를 

강화함으로써 소비 결정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20 ~ 40대가 클래식음악 공연 유료 관객의 80%를 

차지하는 현상은 이들이 정보·지식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특성

과 관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높은 교육 수준과 다양한 문화적 경험 수

준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들은 점차 더 다원화되는 국내외 정보·

지식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전보다 평등한 관계에서 클래식음악 및 공연, 

연주자와 관계된 정보와 지식을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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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예술단체 및 연주자들과 수시로 정서적인 교류를 하게 됨으로써 공

연예술에 대한 애호를 강화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하면, 정보·지식 플랫폼은 시·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을 

뿐 아니라, 공연예술 소비에서 연주자와 관객, 제공자와 소비자로 구분

지어진 전통적 위계 관계까지 허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상대

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소비자에서 정보·지식 플랫폼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는(한국갤럽, 2021) 일반적 경향에 근거할 때, 한국 사회에서 클래

식음악 공연이 20 ~ 40대를 중심으로 소비되는 특징적 현상에는 인스타

그램,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도가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지식 온라인 플랫폼은 

입장권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능력과, 공연예술의 관람에 요구되는 미학

적 문해력 등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문화자본을 빠른 시일 내에 급속도로 

증대시키는 효과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과 심화를 

촉진하는 요인이면서, 한국 사회에서 공연예술 소비의 핵심 주체를 변화

시키고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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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의 의미

   클래식음악 소비자는 입장권 구매, 정보 평가, 관람, 후원이라는 공연

예술 소비 행동의 지속과 확장의 단계를 거듭하면서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예술 소비에 요구되는 역량과 지식이 증대되고, 대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점차 클래식음악만의 고유하고 핵심적인 가치를 인식하게 됨

으로써 소비 행동의 차원을 확장하는 등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예술에 

대한 애호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클래식음악 소비자가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과 확장을 

통해 문화자본의 총량이 증대되고, 인식과 태도의 성숙을 수반하는 자아

성장을 경험하며, 예술세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심화되면서 예

술세계와 관계되는 참여의 수준과 소비자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됨

을 의미한다.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Bourdieu의 문화자본론, Stebbins의 진지한 여가 이론, 그리고, Adorno의 

미메시스 개념과 정체성의 개념을 근거로 해석하였다.

1. 문화자본 축적과 자아성장

   클래식음악 소비자는 소비의 지속과 확장 단계를 거치며 클래식음악 

공연이 제공하는 다차원적 만족들을 경험하고, 클래식음악에 관한 정보

와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며, 자신의 관람 경험과 보유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정보의 평가자이자 생산자로서 활동한다. 또한, 클래식음악만

이 가진 고유하고 핵심적인 가치를 판단하고 내면화한다. 이러한 과정은 

곧 개인 문화자본의 축적이자, 자아의 성장 과정을 의미한다.

   클래식음악 소비자가 공연예술 관람과 같은 예술적 경험이 필수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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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준의 금전과 시간을 투입하고, 

전문적인 학습을 심화시키는 등 진지한 여가의 수준에서 공연예술 소비

를 지속하고 확장하는 것은 소비를 통해 개인의 문화자본이 축적되고, 

자아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 문화자본의 축적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문화자본화의 양상과 의미를 설명하고자,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과 확장 과정에서 세 가지 형태의 문화자본이 상호 

관계되어 축적되는 양상, 문화자본 축적의 속도와 관계되는 주요 요인,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문화자본 축적이 갖는 의미와 문제점을 논하였다.

      (1) 세 가지 형태의 문화자본 축적 양상

      먼저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과 확장 과정에서 세 가지 형태의 문화

자본이 관계되어 축적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Bourdieu(1986)는 사회 구

조와 계급의 형성에 관여하는 가시적이고 금전적인 경제자본과 구분하여 

비가시적이고 비금전적인 자본을 문화자본으로 명명하고, 문화자본을 다

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체화된 형태(embodied state)의 문화자본은 신체와 마음의 

오래 지속되는 성향을 의미하는데, 체화 문화자본은 – 가령, 신체의 근육 

형성과 같이 – 개인이 시간을 소요하여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야만 획득

할 수 있는(Bourdieu, 1986) 자본이다. 따라서, 체화 문화자본은 시간 자

본이 전제되어야 하고, 교환이나 위임 등 거래가 불가능한 속성의 자본

이다. 특히, 체화 문화자본은 한 개인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아비투스

(habitus)로 변환되는데, 아비투스는 신속한 증여나 유증이 불가능하다

(Bourdieu, 1986)는 점에서 경제자본과 구분된다.

      둘째, 객관화된 형태(objectified state)의 문화자본은 문화적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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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로 구축되는 것으로 그림, 책, 악기, 기계 등이 해당한다. 객관 

문화자본은 경제자본과 유사하게 교환이나 위임 등 거래가 가능하고, 즉

시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체화 문화자본과 구별된다. 

      셋째, 제도화된 형태(institutionalized state)의 문화자본은 교육적 

자격증과 같이 별도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속성을 갖는 자본(Bourdieu, 

1986)이다. 대학 학위로 대표되는 제도 문화자본은 객관 문화자본처럼 

즉각적인 획득과 교환은 어렵지만, 충분히 신속한 획득이 가능한 자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기부 입학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경제자본과의 거래

가 가능하기도 하다.

      이상의 세 가지 형태의 문화자본은 소비의 지속과 확장으로 특징

되는 공연예술 애호의 구조에서 상호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

되고 축적된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예술적 경험들은 개인의 체화 문화

자본으로 축적되어 문화적 아비투스를 형성하고, 대학 학위와 같은 제도 

문화자본의 획득은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예술 소비에 요구되는 예술작

품 해독능력과 미학적 문해력을 형성하는 예술 전문지식의 획득을 가능

하게 한다. 본 연구는 체화 문화자본(아비투스)과 제도 문화자본(교육 수

준)이 공연예술 소비의 시작과 지속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고,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은 다시 체화 문화자본을 강화시키고, 예술 전문지식의 총량

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예술 소비에서 드러나는 문화자본

의 형성과 축적의 과정에서 예술작품 해독능력과 미학적 문해력을 형성

하는 ‘예술 전문지식’은 체화 문화자본과 제도 문화자본과 구분하여 

일종의 ‘객관 문화자본’의 속성을 가진 문화자본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공연예술 소비를 지속하는 클래식음악 소비자는 관람 경험의 축적

과 상시적인 정보 평가 행동을 통해 문화예술 전문가 혹은 예술 전공자

에 준하는 예술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예술 전문지식이 제도 문화자본인 공식적인 교육 제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람과 정보 평가 등의 공연예술 소비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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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형성되고 축적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클래식음악 소비자는 공연예술 소비 행동의 중심축을 이루는 관람

과 정보 평가 행동의 지속을 통해 예술 전문지식을 축적함으로써 문화자

본의 총량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예술 전문

지식이 정보·지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시적으로 습득되고 축적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사이에 평가 정보의 생산과 보유 지식

의 공유를 통해 예술 전문지식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예술 전문지식이 일종의 문화적 재화 혹은 서비스의 속성

을 띄면서 객관 문화자본으로서 형성되고 축적되며,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요약하면, 클래식음악 소비자는 초기의 예술적 경험, 소비의 시작, 

소비의 지속, 소비의 확장이라는 공연예술 애호의 구조에서 세 가지 형

태의 문화자본을 모두 형성하고, 축적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예술 전문지식은 일종의 객관 문화자본으로서 관람과 

정보 평가 행동의 지속을 통해 획득되고 축적되는데, 특히 정보·지식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과 확산은 예술 전문지식의 신속한 습득과 공유,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문화자본 형성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2) 문화자본 축적의 속도와 관계되는 주요 요인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문화자본 축적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양상은 예술 전문지식으로 대표되는 객관 문화자본 축적의 신속한 습득

과 공유, 교환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객관 문화자본의 압축적이고 

신속하며 경계 없는 형성과 축적, 공유와 교환은 한국 사회에서 클래식

음악 장르의 공연예술 소비가 20대 ~ 40대를 중심으로 선택되고 지속되

는 주요 원인이라고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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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클래식음악 소비자는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 과정에서 예술

단체의 홈페이지나 공연 예매 사이트의 일시적인 이용에 머무르지 않고, 

SNS 채널 등 정보·지식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상시적인 정보의 탐색

과 습득, 적극적인 평가 정보의 생산과 공유를 바탕으로 예술 전문지식

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SNS 채널은 개인의 개성과 정체성을 

선택하여 노출할 수 있고, 이미지, 영상,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보유 

정보와 지식을 손쉽게 편집할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한 디지털 방식으로 

정보와 지식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폭넓은 도달률을 특징으로 한다. 

즉,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공연 정보 커뮤니티 

포털과 같은 정보·지식 온라인 플랫폼은 클래식음악 소비자가 예술 관

련 전문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습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객관 문화자본 축적의 속도와 총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객관 문화자본 축적과 표

출의 활성화는 공연장이나 실생활에서의 체화 문화자본의 표출보다 개인 

문화자본의 수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하게 함으로써 문화자본의 축적 

양상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약하면, 정보·지식 온라인 플랫폼은 한국 사회의 클래식음악 

공연계라는 하나의 ‘예술장(arts field)’에서 지금의 20 ~ 40대가 기존 

클래식음악의 정통 소비층을 밀어내고, 해당 예술장의 핵심 주체로 진입

하여 소비하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든 주요 요인이자, 공연장 현장과 더불

어 소비가 펼쳐지는 또 다른 주요한 장이라고 추론된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과 문화자본 축적의 

과정에서 상시성, 개방성, 다양성을 핵심 속성으로 하는 정보·지식 온

라인 플랫폼의 활용도가 개입되면서 공연예술의 소비와 문화자본의 축적

이 이전보다 흥미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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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화자본 축적의 의미와 문제점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은 체화된 문화자본인 아비투스, 제도 문화

자본으로 획득된 학력이 공연예술 소비의 선택을 촉진하여 문화적 경험

과 미학적 문해력의 습득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학력 외에 정보·지식 

온라인 플랫폼은 객관 문화자본인 예술 전문지식의 상시적이고 신속한 

축적과 공유,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세 가지 형태의 문화자본은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을 촉진하고, 소비의 결과인 경험과 지식은 다시 

문화자본으로 축적되면서 문화자본과 공연예술 소비는 순환과 축적의 과

정을 거듭하며 확장되는 것으로 요약된다.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을 통해 제도, 객관, 체화 문화자본까지 모

두 보유하게 된 소비자는 클래식음악의 핵심 가치라는 ‘예술적 가치’

에 기반 하는 소비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예술적 가치는 일상의 생활세

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치들과 차별화되는 가치로서 클래식음악 소비

자는 비일상적인 예술적 가치 때문에 공연예술 소비를 지속하고 확장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문화자본의 축적은 성향과 선호에 기반 하던 

소비가 점차 예술적 가치에 기반 하는 소비로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역량과 예술에 대한 인식과 지식의 

수준 향상이 동반된다.

      그런데, 문화자본 축적 과정은 소비자가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까지 상당한 시간과 금전이 투입되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자본이 관계함

을 보여준다. 이는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이 문화적 격차를 초래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특히, 문화자본의 축적 과정에서 정보·지식 온라인 플

랫폼이 개입되면서 문화적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 즉,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문화자본 축적 과정은 문화자본이 이전보다 개방적

이고 압축적으로 축적 가능한 것이면서, 동시에 개방성과 압축적인 문화

자본의 축적 방식이 문화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양면성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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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개인의 정신과 신체에 내재화되어 변환과 교환이 불가능한 

문화자본에 해당하는 문화적 아비투스는 거의 전적으로 유년기와 청소년

기에 부모의 양육과 교육의 영향으로 형성되는데, 아비투스는 공연예술 

소비를 시작하고, 지속하고, 확장하는 것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개인의 문화적 아비투스가 집단 내에서 

습득되고 체화되어 개인의 문화적 성향을 형성하고 고착되면서 문화적 

재생산(Bourdieu, 1984; 김동일, 2016; Edgar & Sedgwick, 2012), 즉 문화

자본이 대물림되는 경향을 확인시켜 준다. 문화적 재생산은 개인이 속한 

문화를 학습하고 내면화하여 체화하는 사회화의 과정으로 사회 안정화에 

기여하는(Edgar & Sedgwick, 2012)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 문화적 재생

산의 과정에서 가정환경과 교육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아비투스가 문화적 

격차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문화자본론의 관점에서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예술 소비

는 전형적인 문화적 욕구의 대상물로서, 대상에 대한 해독능력이 소비의 

선택과 만족을 결정짓는다. 클래식음악은 작곡가가 확립된 예술적 양식

에 기초하여 오랜 시간의 사유와 창작 행위 끝에 탄생시키는 예술 장르

로서 다층적인 암호와 의미의 구조에 기반 한다. 나아가 작품이 관객에

게 공연예술의 형식으로 전달될 때, 작품에 대한 연주자의 해석까지 더

해지면서 관객이 해독해야 할 의미와 암호는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것

이 된다. 이러한 특성은 음악이 예술의 영역 중 가장 정서적인 예술로서

(Hegel, 2016) 작품에 대한 지식이나 해독능력 없이도 즐길 수 있는 것이

지만, 작품의 해독능력과 미학적 문해력, 즉 문화자본의 수준이 클래식

음악 장르의 공연예술 소비의 만족과 지속을 결정짓는 것임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예술 소비는 개인의 문화자본이 

관계되고, 개인이 속한 집단 혹은 계급의 아비투스가 반영되는 소비로 

요약된다. 이는 클래식음악 공연 소비가 단순히 개인적 선호나 애호의 

차원을 넘어 계급의식 혹은 개인이 속한 계급의 문화적 아비투스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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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연예술 소비가 개인 문화자본

의 수준에 상응하여 선택되고, 문화자본의 수준이 다시 소비의 선택과 

만족, 지속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연예술 소비의 과정에서 문

화자본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공연예술 소비의 선택과 지

속의 과정에서 문화자본이 전제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공연예술 소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 즉 예술이 문화자본을 보유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중심으로 소비가 심화되는 특성을 설명한다. 특정 집단 혹은 계급 내에

서 예술 소비를 통해 문화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술 소비 행위

가 문화적 구별과 격차의 원인으로 작동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Bourdieu는 문화자본의 가장 고유하고 고착적인 형태인 

아비투스가 영속적이면서도 한편 이동가능하며, 아비투스가 실천되는 장

의 상태에 따라 개인이 자유롭게 아비투스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아비투스가 특정 집단이나 계급 내에서 재생산되어 문화적 구별과 

격차를 심화시키고, 경제자본의 형성에 은밀하게 기여하는 점을 비판하

였지만, 한편으로는 특정 집단 내에서 지속되는 문화적 재생산과 불평등

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자유의지와 사회적 개입의 가

능성을 암시 혹은 제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클래식음악과 같은 

공연예술 소비가 본질적으로는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배타적으로 소비되

는 대상물이 되기 쉽지만,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소비의 주체와 규모

가 변화 가능함을 시사한다. 또한, 기초교육과 같은 사회 제도와 마케팅

과 같은 경영적 도구가 개입하고, 다양한 비대면 정보·지식 플랫폼을 

예술 소비의 접근을 위한 새로운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공연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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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아성장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가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는 

소비의 지속과 확장의 과정이 상당 수준의 시간과 금전, 노력을 자발적

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성취감과 자기 성장을 도모

하는 진지한 여가의 활동 과정이라는 것이다. 즉, 소비의 지속과 확장을 

본질로 하는 공연예술 애호는 진지한 여가 활동으로서 자아 성장을 동반

하게 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를 여가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노동이 필요 없는 유한계급의 한가하고 아름다운 과시적 여가(Veblen, 

1899)”라기 보다 직업과 가정의 의무와 책임 속에서 전략적으로 선택되

는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 통해 자아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는 “자유시간에 자발적으

로 선택되는 활동으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하기를 원하는(Stebbins, 2012)” 진지한 여가의 전형으로 

나타난다. 이들에게 클래식음악 공연의 관람은 학습의 과정이고, 관람 

리뷰의 생산과 공유를 통해 관람 기록을 축적해가는 일종의 “여가경력

을 쌓아가는(Stebbins, 1992)” 과정이다. 또한, 클래식음악 애호가이면서 

후원 차원의 확대 등 소비 영역을 확장하여 예술단체의 자원봉사자 혹은 

기부자로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Stebbins, 2005)을 수행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진지한 여가 이론에서 진지한 여가를 선택하는 개인은 일상적 여가 

활동이 제공하는 일시적인 즐거움과 재미를 경험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자원을 투입한다. 자발적 참여와 

자원의 투입이 지속되는 것은 진지한 여가를 통해 얻는 보상의 차원이 

단순한 재미와 스트레스의 해소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진지한 여가 활동

을 선택하는 개인은 여가를 통해 높은 성취감의 지속을 경험하고,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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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자기 계발과 성장을 위한 주요한 자원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특성은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에서 확인된다. 클

래식음악 소비자가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을 위해 투입하는 여가 자원은 

노동의 결과로 얻는 잉여분의 소득과 시간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예술 소비를 위한 시간과 소득 배분이 가계자원 의사결정의 최우선 

순위로 고려된다. 이는 공연예술 소비를 통해 기본 욕구에서부터 메타 

욕구에 이르는 욕구의 다차원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소비자는 신체의 전율과 같은 감각적 즐거움부터 문화적 학습에서 얻는 

지적 성취감, 예술가와의 정서적 교류와 같은 심미적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좋은 삶의 구성과 자기 성장에 대한 동기

를 부여 받는 등 공연예술의 애호를 통해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기획하

고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진지한 여가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성은 여가는 여가 활동의 과

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난제들을 풀어가는 노력과 성취의 결과들을 축

적해 나가는 일종의 또 다른 경력의 장으로 기능한다. 클래식음악 공연

의 관람은 예술작품에 내재한 복잡하고 다층적인 암호와 연주자의 해석

의 의미들을 발견하고 이해해야 하는 도전의 과정을 부여한다. 이는 클

래식음악의 심오하고 주관적이며 복잡한 암호와 의미의 구조들이 진지한 

여가 수준을 기대하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즐거움과 재미와는 다른 차원

의 만족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지한 여가는 정보과학기술이 가능하게 만든 자유시간의 

풍요로 특징되는 사회에서 일상적 여가의 대안으로서 권장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클래식음악 공연의 관람은 심오하고 다층적인 의미와 형식으로 

구성되어 이해를 위한 일정 수준의 지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진지한 여

가의 대상물로서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상적 여가의 

차원에서는 심오하고 난해한 클래식음악과 같은 예술 소비가 여가의 선

택지로 고려되기 어려운 것이라면, 진지한 여가 활동을 계획하고 고려하

는 개인에게 심오함과 방대함을 특징으로 하는 클래식음악 공연예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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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호는 도전과 성취감, 긍정 경험, 자아성장 등을 보상으로 부여하는 진

지한 여가의 대상으로서 긍정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다.

또한, 진지한 여가 수준의 활동은 유사한 여가 대상물을 보유한 개인

들을 특정의 사회 세계로 모이도록 하여 사회적 교류와 소속감을 경험하

게 하고, 여가가 지속될수록 여가 대상과 관계되는 세계의 문화와 정신, 

독특한 기풍 등을 내재화하면서 스스로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정체성

(Stebbins, 2001)”을 선택하고 내면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진지한 여가

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 형성의 매커니즘은 클래식음악 소

비자가 공연예술의 애호를 통해 얻고자 기대하는 가치들을 추론하고 해

석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클래식음악 소비자가 능동적이고 창의적이며 진지한 수준

에서 자발적인 공연예술 소비를 지속하고 심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여가를 개인의 안정과 성장의 장으로 선택하고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은 공연예술 애호의 주체가 20대 ~ 4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직업적으로는 학생과 프리랜서가 많다는 특징으로 뒷

받침 될 수 있다. 또한, 안정적 직업군으로 간주되는 전문직(의사, 교사)

에 종사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도 이들의 높은 직업 강도가 진지한 수준의 

여가 활동을 통해 정신적 안정과 관리를 추구하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진지한 여가의 수준에서 공연예술을 애호하고 소비를 지속함

으로써 개인의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공연예술 애호의 양상에서 드러나는 행동의 특성 외에 애호 주체

의 연령대와 직업의 특수성을 추가로 고려할 때 보다 타당성을 얻는다. 

이처럼 개인의 안정과 성장을 목적으로 기획되고 관리되는 진지한 여가

로서의 공연예술 애호의 양상은 한국 사회에서 예술 소비와 여가 소비의 

목적과 가치가 변화하고 있는 일면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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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메시스: 예술세계를 향한 이해와 사랑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는 일상의 생활세계와 구분되는 

예술세계(arts world)와 예술세계를 구성하는 존재들을 향한 이해와 사랑

을 의미한다. 예술세계를 향한 이해와 사랑은 “대상과의 동화(신혜경, 

2021)”를 의미하는 Adorno의 미메시스(mimesis)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

하다.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는 소비자가 대상의 우위를 인정

하는 클래식음악 작품과 예술가에 대한 존경과 사랑, 공감이자, 일상의 

생활세계와 구분하여 하나의 이상세계로 설정한 예술세계에 대한 진지하

고 지속적인 학습과 이해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예술가에 대한 존경과 

사랑, 곡목과 연주에 대한 사유와 비판적 사고, 심오한 클래식음악 세계

에 대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탐구와 동화의 노력, 그러한 노력으로부터 

축적되는 미학적 문해력과 예술작품 해독능력은 “대상과 교감할 수 있

는 능력(신혜경, 2021)”, “친화성의 원리에 따른 태도(정진범, 2016)”, 

“비판 의식의 배양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Wang, 2016)”으로서 Adorno

가 개념화한 미메시스적 태도이자 능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Adorno는 자유시간이 후기 자본주의가 확장되는 장이 되고 있는 현

상을 비판하면서 기계화한 노동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에 의해 자본주의

가 강화된다(서명준, 2015)고 보았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주

체들은 노동의 피로와 부담을 잊고자, 자유시간에 대중문화의 동질적인 

오락성과 기만적인 욕망에 수동적으로 빨려들게 됨으로써(Harrington, 

2015) 후기 자본주의에서 동일성 원리와 관리 사회의 메커니즘이 공고화

되는 현상을 비판하였다.

   Adorno는 “항상 동일함을 본질로 하여 대중의 동일성을 목적으로 

계획되고 생산되는(Schweppenhauser, 2020)” 대중문화에 대한 대안으로 

자율성의 예술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성과 계몽의 정신이 강조되는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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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총체적으로 관리되는 사회에서 야만성과 폭력성을 띄게 된 이성

의 억압적 속성을 드러낼 수 있고, 대중의 인식과 욕구를 계획하고 조작

하는 문화산업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동일성 사유와 수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예술을 주장하였다.  

   동일성 사유가 강조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비판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Adorno가 예술을 제안한 것은, 예술의 생산과 소비가 

합리성과 보편성, 동질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작동되는 현실에서 이루어

지면서도 그러한 현실을 비판하고 부정할 수 있는 감성과 특수성, 비동

질성의 태도와 정신이 가상적으로 제시되고 체험될 수 있는 것이 예술이

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한 자율성의 예술은 특정 예술적 양식 

안에서 현실을 부정하고 비판함으로써 현실의 부정을 드러내고, 대상의 

특수성과 비동질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동화와 친밀함이라는 감성적 

노력으로서 미메시스적 태도가 구현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클래식음악 소비자는 공연예술 애호

를 통해 예술세계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험의 초기 단계에서 클래식음악에 대해 가졌던 편견은 점차 

대상에 대한 이해로 변화하고, 공연에 대한 무비판적 선호는 점차 미적 

판단과 분별에 근거한 애호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연을 왜 좋아하냐? 라고 묻는다면, 중고등학교 때는 겉멋이 들어서      

   갔던 거죠...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30, 40대부터 느낀 것은 음악이 오디오로 듣는 것보다 라이브 음악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달아서죠. 음향 좋다는 오디오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현장에서 듣는 음악이 훨씬 좋다 생각되고요. 오디오로 안 들리는 소리      

   들이 실연에 가야만 느낄 수 있고요.”

   - P20: 총 향유기간 16년 이상, 50대 남성, 전문직

   “연주자나 오케스트라 명성을 가장 높게 보고 선택을 하게 돼서 가격      

   을 별로 상관 안하고 보기는 하지만, 그 가격만큼 내가 연주자 명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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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 식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연주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고, 조사를 한 다음에 보러 가요.”

   - P1: 총 향유기간 6~10년, 20대 여성, 대학생

   공연예술 애호의 경험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변화는 예술 소비의 대상

에 대한 비판적 사유와 판단, 그리고 대상과의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 이

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대상과의 동화와 친밀함에 기초하면서도 

대상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Adorno의 미메시스적 태도와 

능력이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예술 애호의 과정에서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클래식음악 소비자는 관람과 정보 평가, 후원 등의 공연예술 소비를 

선택함으로써 예술작품, 예술가, 예술세계와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대상

에 대한 동화와 친밀함을 강화해 나간다. 소비자가 공연예술 소비 과정

에서 이러한 미메시스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일상의 생활세계와는 구분

되는 자신의 이상향인 예술세계와의 소통을 통해 다른 세계를 향한 이해

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해와 사랑은 곧 자기 내면에 내재

하지만 잠자고 있어야 하는 본질, 즉 숭고함과 아름다움이라는 예술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사랑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메시스적 태도로서 예술

세계를 향한 이해와 사랑은 곧 자기 안에 내재한 숭고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이자 사랑으로, 미메시스적 태도는 궁극적으로 자기긍정의 경

험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긍정의 경험은 클

래식음악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공연예술을 소비하고 애호하게 하는 본질

적인 이유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상향인 예술세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면서 자기애적 사랑

을 본질로 하는 미메시스적 이해와 사랑이 관람과 학습의 지속을 통해 

대상에 대한 이성적 판단과 비판적 이해의 과정을 거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 즉 예술세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며 비판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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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술세계 참여 수준과 정체성의 변화

   클래식음악 소비자는 공연예술 소비를 시작하고, 지속하고, 확장하는 

단계에서 단순히 입장권 구매와 관람의 주체에 머무르지 않고, 평가 정

보의 생산자이자 공유자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더 나아가 예술의 후

원자로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클래식음악 소비자

가 생활세계의 소비자로서 예술세계의 외부에서 공연예술을 소비하던 것

에서 점차 생활세계와 예술세계를 넘나드는 경계인으로서, 더 나아가 예

술세계의 내부자로 참여의 수준이 변화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

한 과정에서 소비자 정체성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

서 나타나는(Toefler, 2006)” 프로슈머(prosumer)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클래식음악 소비자가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과 확

장을 거듭하면서 클래식음악의 고유하고 핵심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평가

하고, 그러한 가치들을 자기 안에 내면화함으로써 예술세계에 대한 공감

과 소속감, 동일시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클래식음악 소비자가 공연예술 소비를 통해 예술세계에 참여하

는 수준은 여가 피라미드의 정서적 참여, 능동적 참여, 창의적 참여

(Nash, 1960; Merry & David, 2018)의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비자는 공연예술 관람을 통해 예술가들의 노력에 감동하고, 그들의 성

취에 대해 대리만족을 경험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보의 평가자이

자 생산자로서 자기만의 감상적 경험을 축적하고 공유한다. 공연예술의 

관람은 절정의 희열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 예술적 체험이면서 

지속적인 학습 욕구를 자극하여 문화자본을 축적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속적인 소비와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클래식음악 소비자는 공연예술 소비가 지속되면서 정보의 

생산자나 후원자로서의 행동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비자는 클

래식음악 공연의 관객으로 자발적 소비를 시작한 이후, 소비를 지속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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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보의 평가와 생산 활동을 거듭하면서 예술세계 일원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특정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홍보하고 지지하는 SNS 인플루언서나 공연 리뷰를 

정기적으로 생산하는 공연 칼럼니스트로서 활동하면서 예술가와 예술단

체의 옹호자로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행동은 소

비자 개인의 이익이나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에 해당하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외부 기획자이자 프로듀서로, 혹은 독립적

인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클래

식음악 소비자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문화의 매개자 혹은 생산

자로서 정체성이 변화하는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약하면, 클래식음악 소비자가 예술세계에 대한 참여의 수준을 확대

하면서 프로슈머로서 정체성이 변화하는 것은 공연예술의 소비가 자신이 

이상향으로 설정한 클래식음악 공연계라는 하나의 예술세계에서 관람과 

학습, 정보 생산, 그리고 후원이라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 사회적 참여를 

펼쳐내는 하나의 장(field)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

한 양상은 현재 20대 ~ 50대에 해당하는 클래식음악 공연의 애호 집단이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과 열성적인 학습, 그리고 적극적인 정보의 생산과 

공유, 후원 참여 등을 통해 클래식음악계 혹은 공연예술계라는 하나의 

예술장을 역동적인 힘의 공간으로 재편하고 유지하는(김동일, 2016) 핵심

적인 주체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이들은 

소비와 학습의 지속, 그리고 예술세계의 참여를 통해 클래식음악 공연계

의 소비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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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 ‘문화적 삶’과 ‘여가’

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문화예술 관람의 선택지 중 공연예술

(performing arts)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낮은 현실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심층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공연예술을 포함한 

예술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낮은 현실 속에서도 클래식음악 관객의 

80% 이상이 20~40대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소비현상에 주목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공연예술소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클래식음악은 고급문화(high culture) 혹은 엘리트문화(elite culture)의 

전형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종종 사치재(luxury goods)로 오인된다. 클래

식음악 장르의 공연예술은 작곡가가 엄격한 예술적 양식에 근거하여 창

작한 작품을 연주자가 무대 위에서 직접 실연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 연주곡목이나 연주자의 해석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과 ‘미학적 문해

력(aesthetic literacy)’의 수준은 예술적 체험의 만족과 지속의 수준을 

결정짓는다. 또한, 공연예술의 ‘현전(présence)’과 ‘찰나적

(momentary)’속성은 공연예술 소비의 핵심가치이면서 생산과 소비를 

제한하는 본질적 속성이다. 이러한 클래식음악의 특성과 공연예술의 본

질 속성은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예술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낮은 주

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클래식음악은 교육 수준이 높고, 시간과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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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교적 자유로운 고소득층과 은퇴 인구를 중심으로 소비되었다. 그러

나, 최근 한국에서는 20대 ~ 40대의 소비자가 클래식음악 공연 유료 관

객의 다수를 차지하는 등 특징적인 소비 현상이 관찰된다. 

   본 연구는 클래식음악 소비자 중에서 최근 10년의 기간 중에 클래식

음악 공연을 최소 1년 이상, 연간 10회 이상 유료 관람한 경험이 있는 

성인 20인을 연구의 참여자로 모집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와 1:1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공연예술 애호에 관한 경험을 청취 및 수집하고, 수집

된 자료들을 현상학적 연구의 Colaizzi(1978) 분석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 경험은 총 9개 범

주로 구성되었다. 각 범주는‘클래식음악과의 첫 만남’, ‘강렬한 예술

적 체험의 기억’, ‘자발적 소비의 시작’, ‘소비의 지속’, ‘소비 지

속을 위한 전략 행동’, ‘소비의 확장’, ‘구매 결정요인’, ‘관람 만

족요인’, ‘클래식음악 핵심가치’로 구성되었으며, 각 범주에 해당하

는 경험의 양상들이 기술되었다. 이어 공연예술 애호 경험의 범주와 양

상들로부터 클래식음악 소비자가 공연예술을 애호하게 되는 구조와 영향

요인들을 도출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는 입장권 구매, 정보 평가, 

관람, 후원이라는 공연예술 소비 행동을 통해 예술적 체험과 클래식음악 

지식을 축적하고, 소비와 학습을 지속, 심화, 확장시켜 나가는 지속성과 

확장성을 특징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아비투스(habitus)’, 

‘예술적 체험에 관한 기억’, ‘소비자 역량’, ‘미학적 문해력’, 

‘관람 만족요인’, ‘클래식음악의 핵심가치’와 같은 내재적 요인들

과, ‘시간·소득’, ‘문화예술 인프라 접근성’, ‘정보·지식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외재적 요인들이 애호의 지속과 확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가 공연예술 애호를 지속하고, 확장시켜 나가

는 과정은 개인의‘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을 축적하고, 자원과 노력

의 지속적인 투입을 수반하는 진지한 여가를 통해 ‘자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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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growth)’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또한, 공연예술의 애호는 

일상의 생활세계와는 구분되는 일종의 이상향으로서의 예술세계를 향한 

이해와 사랑을 통해 대상과 동화되는 ‘미메시스(mimesis)’의 과정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는 관객(audience)이나 소비자

(consumer)에 머무르지 않고, ‘후원자(patron)’이자 ‘프로슈머

(prosumer)’로서 예술세계에서의 참여 수준과 정체성(identity)이 변화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에게 공연예

술 애호는 소비의 지속과 확장을 통해 문화적 아비투스와 정체성을 확인

하고, 자아 성장과 예술적 참여의 가능성을 펼치는 등 내적 안정과 성장

을 도모하는 ‘장(field)’이자 ‘사회 세계(social world)’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의 양상과 본질

구조, 의미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

하고, 여가의 선택지로서 클래식음악 공연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예술 소비와 관련한 후속 연구

의 방향과 주제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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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결론 

   

   본 연구는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예술세계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거나 과소

평가되는 소비자의 예술적 체험과 소비 경험을 심층적으로 청취하고 분

석하여 예술 소비자의 의식과 감정, 소비 행동을 포함하는 다층적인 경

험의 양상을 기술하고, 소비자의 경험을 근거로 공연예술 소비의 본질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양적 연구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클래식음악 공연예술 소비의 사회·심리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예술 소

비의 본질 구조와 의미를 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진

술로부터 공연예술 소비의 시작과 지속, 심화와 확장에 관계되는 맥락과 

요인들을 파악하고, 소비자가 경험하고 평가하는 공연예술 소비에 관한 

만족의 차원들과 클래식음악의 핵심가치들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는 소비의 지속과 확장 단계

를 거치면서 공연예술에 대한 애호가 심화되고, 클래식음악의 핵심가치

를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문화자본화의 과정이자 자아성장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20대 ~ 40대 중심으로 클래식음악 공연이 열성적으

로 소비되는 현상은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을 통해 문화자본을 축적하고, 

진지한 수준의 여가를 구성함으로써 꾸준한 자아성장의 계기를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과 확

장은 생활세계와 구분되는, 일종의 이상향으로 설정된 예술세계를 향한 

이해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해와 사랑에는 경험의 

초기에 가졌던 클래식음악에 대한 편견이 대상에 대한 이해로, 공연예술

에 대한 무비판적 선호가 미적 판단과 분별에 근거한 애호로 변화하는 

등 태도와 인식의 성숙을 동반한다. 또한, 소비자는 공연 관람을 지속하

고, 소비 행동의 수준과 차원을 확장함으로써 초심자 수준의 관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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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정보의 평가자이자 생산자로서, 더 나아가 예술 후원자로서 성

장하고 발전하면서 예술세계의 바깥에서 중심부로 나아가며 참여의 수준

과 정체성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클래식음악 소비

자가 소비자와 생산자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나타나는 프로슈머로서 

소비하게 하고, 예술세계 참여의 욕구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면, 본 연구에 참여한 클래식음악 공연 

애호 집단은 클래식음악 공연을 사치재로 소비하거나, 자신이 속한 계급 

혹은 집단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배타적 상징재로 소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에게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예술 소비는 개인의 

성장과 안정을 목적으로 선택되는 진지하고 꾸준한 학습이자, 생산적인 

여가를 위한 소비이다. 클래식음악 공연 관람은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 

공연 관람을 전후하여 이루어지는 작품과 연주자에 대한 학습과 평가는 

소비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또한, 클래식음악 공연의 관람

은 소비자 욕구의 다차원을 만족시키는 긍정 경험들을 제공하고, 관람에 

관한 평가 정보의 생산과 후원 행동은 예술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확장으로 이어진다. 

클래식음악 소비자가 공연예술 소비를 통해 자신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

고 평가하는 예술세계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예술세계와 자신을 동일시

함으로써 문화적 아비투스와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지,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소비가 또 다른 의미의 상징재 소비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때 상징재 소비는 배타적이고 계급적 구별짓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 예술세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통해 정서적 소속감과 

자기긍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소비의 시작

과 지속, 확장에 관계되는 영향요인들을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도출된 요인들 중에서 클래식음악 공연 애호 집단

의 소비 지속과 확장에 가장 유의미하게 관계되는 요인으로 아비투스, 

기억, 문화예술 인프라 접근성, 정보·지식 온라인 플랫폼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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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모의 취미 동반, 교육, 예술활동 참여 등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양육과 교육으로부터 형성되는 ‘아비투스’와 

‘기억’이다. 특히, 개인의 문화적 아비투스와 예술적 경험에 관한 기

억은 공연예술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낮은 결정적 원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개인의 문화적 아비투스를 유년기

와 청소년기의 예술적 경험에서 비롯되는 클래식음악과 공연예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로부터 파악하였는데,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는 공연예술 소

비의 선택 과정에서 소비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문화적 아비투스가 개인이 취하게 되는 행동의 논

리로 작동하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행동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한다(김동일, 2016)는 점에서 공연예술 소비의 선택과 지속에 아비투

스가 결정적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유년기의 예술적 체험에 관한 경험과 기억은 그 순간의 영향에 그치지 

않고, 여가의 선택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회상되어 공연예술 소비를 결정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해당하는 유년기의 경험에 관계되는 기억들이 

이후 언제든지 회상되어 소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은 공연예술 소비의 선택에 있어서 과거의 선경험이 갖는 변수

로서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술적 경험의 유무와 

수준은 공연예술 소비의 선택을 결정짓는 전제조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문화적 아비투스와 기억과 함께, 공연예술 소비 지속과 확장의 과정

에서 ‘문화예술 인프라의 접근성’과 ‘정보·지식 온라인 플랫폼’의 

의미 있는 영향력이 확인된다. 특히, 여전히 클래식음악 공연예술을 위

한 전문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일부에 공연장이 한정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예술의전당은 공연예술에 대한 접근과 소비의 지속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서울시향과 

수원시향과 같은 공공 예술단체의 정기공연 프로그램과 낮은 가격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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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가 공연예술 소비의 시작과 지속을 촉진시키는 주요한 동기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문화예술 인프라는 공연예술 관람

을 위한 플랫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클래식음악 소비자가 소비의 

지속과 확장의 단계에서 후원 행동을 모색하고 예술세계 참여를 고려하

는 핵심 플랫폼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연예술 소비 지속에 관계되는 또 다른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정보·

지식 온라인 플랫폼이 도출되었다. 상시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SNS,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공연정보 커뮤니티 포털과 같은 정보·지식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가 예술 관련 정보와 지식을 상시적이고 신속하

게 습득하고 공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역량과 미학적 문해력을 빠른 속

도로 축적하도록 한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과 확장

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소비 행동인 정보의 평가와 생산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소비의 장(field)으로서, 클래식음악 소비자가 가장 

높은 빈도로 접촉하고 소비하는 인프라인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점차 

소비자 친화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활성화되고 있는 

SNS 채널과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클래식음악 소비자가 객관 

문화자본에 해당하는 예술 전문지식을 압축적으로 습득하고 축적하게 함

으로써 예술 소비의 주체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주요한 동인인 것으로 파

악된다. 또한, 공연장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던 예술가와의 정서적 교류가 

SNS 채널을 통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정보·

지식 플랫폼이 대상에 대한 정서적 거리를 좁히고 친밀감을 강화함으로

써 정보 행동과 관람 행동 모두를 심화하게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클래

식음악 공연 애호 집단에게 정보·지식 온라인 플랫폼은 사실상 가장 실

질적이고 유효한 공연예술 소비와 참여의 장으로서 공연장에 버금가는 

예술 소비의 장이자 사회세계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클래식음악 소비자가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과 확장 과정

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게 되는 공연예술 관람의 만족 요인들

과 클래식음악의 핵심가치는 공연예술 애호의 본질 의미와 관계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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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클래식음악 공연의 관람을 통해 얻게 되

는 다차원의 만족요인들과, 직접적인 체험과 확인이 가능한 클래식음악 

핵심가치는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지속적인 소비와 학습, 예술세계를 향

한 사랑, 예술세계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선택과 같은 애호 행동을 설명

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클래식음악 소비자는 공연 관람을 통해 

신체의 감각이 반응하는 전율과 카타르시스와 같은 감각적 만족에서부터 

스트레스 해소로 얻는 정신적 만족, 예술가와의 정서적 교류에서 기인하

는 감정적 만족, 다양한 연주 해석으로부터 경험하는 지적 만족, 그리고, 

예술가의 직접적인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만 성취되는 연주와 삶에서 자

극받아 자아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받는 등 다차원의 만족들을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소비자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클래식음악

의 고유하고 핵심적인 가치라고 평가하는 예술성: 휴머니즘, 지속가능한 

전통, 해석의 다양성은 소비자가 지향하는 정체성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클래식음악 핵심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

와 공감은 클래식음악 소비자가 현재는 물론이고 향후에도 꾸준히 공연

예술 소비를 지속하고자 열망하고 기대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해석된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클래식음악 공연 애호 소비자로 모집되어 

연구에 참여한 20대 ~ 50대의 클래식음악 소비자는 유년기와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Bourdieu가 제시한 체화, 제도, 객관 문화자본을 모두 

습득한 집단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유년기부터 오랜 시간 다양한 

차원의 문화자본을 체득하고, 자발적으로 공연예술 소비와 학습을 지속

함으로써 기존 클래식음악 소비층을 능가하는 클래식음악 공연 소비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여 시장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클래식음악 공연 애호 집단은 감수성이 민감한 유년기에 부모

의 양육과 교육 과정에서 경험한 초기의 예술적 경험들을 문화적 아비투

스와 기억이라는 체화 문화자본으로 내재화하고, 체화 문화자본은 대학 

교육으로 획득한 제도 문화자본과 결합되면서 클래식음악 공연의 소비를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체화 및 제도 문화자본은 공연 관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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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음악 학습, 정보 생산과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공연예술 소비를 

지속하게 함으로써 예술적 경험과 예술 전문지식과 같은 객관 문화자본

의 축적으로 이어지고, 또한 체화 문화자본의 강화로 이어지며 일련의 

문화자본 축적을 동반한다. 

   이렇듯 오랜 시간 습득하고 경험하여 체득된 풍부한 문화자본은 이들

이 클래식음악 공연 소비를 과시나 배타적 구별 짓기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성장과 안정을 위해 선택하고 지속하는 원인으로 해석된다. 

또한, 전문가나 전공자에 준하는 문화자본을 보유한 이들은 클래식음악

만의 고유하고 핵심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음으로써 가치의 

인정과 옹호, 보호를 목적으로 후원 행동을 고려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

이라 해석된다. 특히, 체화 문화자본의 형성과 제도 문화자본의 획득이 

오랜 시간과 직접적인 노력을 투입하여 획득되는 문화자본이라면, 객관 

문화자본에 해당하는 예술 관련 전문지식과 정보는 상시적 습득과 공유

가 가능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20대 ~ 40대가 클래식음악 시장의 실질

적인 핵심 소비자로 부상하게 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다양한 

국내외 정보·지식 온라인 플랫폼을 공연장 현장에 버금가는 공연예술 

소비의 주요 장으로 삼고, 방대한 양의 클래식음악과 공연예술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상시적으로 용이하게 습득하고, 공유하며, 또한 직접적인 

정보와 지식의 생산자로서 행동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객관 문화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약하면, 한국의 클래식음악 소비자는 체화, 제도, 객관 문화자본을 

모두 풍부하게 체득하고, 이러한 풍부한 문화자본을 토대로 관람과 학습

을 지속하면서 클래식음악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인식하게 됨으로

써 점차 가치에 기반 하여 소비의 수준과 차원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에게 클래식음악 공연은 일시적인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알아감과 관계 맺기를 특징으로 하는 깊은 이해와 사랑의 대상

으로서 상호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평생을 동반해야 하는 대상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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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클래식음악 공연은 클래식음악 장르에 내재한 전문적이고 엘리트적인 

속성과, 공연예술 형식의 비경제적 속성으로 인해 소비 선택지로서 진입 

장벽이 높은 대상임이 확인된다. 동시에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경험을 통

해 기술되는 소비 만족의 차원과 클래식음악의 핵심가치들은 클래식음악 

공연의 소비가 문화생활을 위한 품질 높은 선택지이자, 의미 있는 여가

의 선택지로서 갖는 가치들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의 종말과 자유시간 확대로 특징되는 새로운 위험사회(Beck, 2019)

에서 클래식음악 공연을 비롯한 예술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소비 활성화

를 가능하게 하는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상당 수준의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공연예술 

소비의 지속을 통해 개인 수준의 만족과 성장 뿐 아니라, 문화예술 현장

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있는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축적된 개인 역량과 지식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정보의 생산자이

자 공유자로 활동하고, 예술의 옹호자이자 후원자로서 참여와 기여를 고

민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참여와 후원의 행동은 클래식

음악과 공연예술이라는 예술 분야의 창작과 생산에 요구되는 오랜 시간

과 노력의 투입, 어려움 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파악되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는 한 명의 

예술가 탄생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예술을 애호하는 소

비자의 양성에도 오랜 시간과 다차원적인 노력이 투입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인구 집단이 예술을 애호하는 소비자로서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자유로운 문화적 삶을 기획하고, 생산적인 자유시간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영과 정책 분야의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 클래식음악 공연 

소비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소비를 보장할 수 있는 실무 차원

의 제언들을 제시하고, 이어서 후속 연구의 방향과 주제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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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적 제언 

   본 연구는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예술 소비를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경험하는 애호 집단의 실제 소비 경험을 청취하고 분석하였다. 분석을 

토대로 공연예술 소비의 과정과 지속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의 

구조와 영향요인들을 파악하고, 애호 경험의 구체적인 양상들과 의미들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경영과 정책의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1) 경영적 제언

   

   경영적 제언에서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의  

클래식음악 공연 애호 집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경영전략

의 모색을 제언하고자 한다. 예술단체와 문화기관의 보다 포용적인 경영 

전략을 통해 새로운 애호 집단의 지속적인 소비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만족과 참여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 클래식음악 공연 애호 집단의 소비자에게 공연예술 관람은 사치

재로서의 선택지가 아니며, 일회성 재미와 오락을 위한 일상적 여가가 

아닌 진지한 여가의 대상으로 소비되고 있다. 공연예술 소비는 꾸준한 

학습과 문화자본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자, 정서적인 만족과 지적 성장

의 자극을 경험하며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모하게 하는 진지한 

여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확인된다. 이들 소비자는 입장권 구매

와 공연의 관람만을 반복하는 주체가 아니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 의견

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공유하고자 노력하는 정보의 생산자이며, 예술

세계의 중심부에서 보다 의미 있는 참여를 실천하고자 모색하는 후원자

로서 소비의 차원을 확장하기를 기대한다. 즉, 한국 클래식음악 소비자

는 예술세계의 일원으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예술의 매개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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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슈머로서 행위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예술경영의 현장은 새롭게 부상하는 클래식음악 공연 애호 

집단의 소비 목적과 양상, 의미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의 

인식과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의 의지를 포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관객 프로그램들을 재편

할 필요가 있다. 가령, 현재 소수의 명망가와 대기업의 참여를 중심으로 

설계된 대다수의 예술 후원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한 집단의 예술 소비자

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재편하거나 다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클래식음악 소비자에게 공연예술 소비는 개인의 문화적 아

비투스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기재로 작동함으로써 상징 소비의 

양상을 나타내지만, 이는 Bourdieu가 주장한 고등교육의 수준으로 대변

되는 계급적 구별 짓기 성격의 상징 소비와는 다른 의미의 차원인 것으

로 파악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고등교육

이 확대되어 고등교육의 여부가 계급적 척도로서 기능이 느슨해진 측면

을 반영한다. 또한, 현재 20대 ~ 40대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글로벌 문화

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의 대상물을 경험한 세대로서, 클래식음악이라는 

예술 장르를 계급적 구별 짓기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양질의 품질이 보장

되는 문화적 선택지로서 인식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들이 인식하고 평가하는 클래식음악의 핵심가치를 살펴보면, 그동안 

클래식음악계가 자산가 혹은 교육 받은 소수 엘리트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의 서사로 강조한 위대한 남성, 거장, 걸작(Boer, 2019), 품격과 

같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가치보다 한 인간의 일생을 건 노력과 피와 

땀으로 이룬 경쟁에서의 승리, 자아성취 등 보다 공정하고 평등적 서사

로서 클래식음악 가치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예술단체와 문화예술기관은 새로운 세대의 인식과 가치관을 

포용하여 보다 다양한 개인들이 예술 소비를 고려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통과 설득의 서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88 -

   2) 정책적 제언

   소비의 지속과 확장을 본질로 하는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애호의 구조와 영향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들을 토대로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예술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의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문화예술 관람이 대중문화에 편중되어 있는 소비 불균형

을 해소하고, 고도의 정보·기술 중심 사회에서 증대되는 자유시간의  

비생산적이고 병리적인(Nash, 1960; Brightbill, 1961; Stebbins, 2001) 소비

의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클래식음악 소비자의 공연예술 소비의 촉발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문화적 아비투스와 예술적 체험에 관한 기억이 도출되

었다. 문화적 아비투스와 예술적 체험의 기억은 거의 전적으로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양육과 교육, 주변인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특히, 감수성이 

가장 높은 시기에 해당하는 유년기 동안의 예술적 체험은 비록 그것이 

당시에는 특별한 만족과 인상을 주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여가 소비

의 대상을 고려할 때 공연예술을 주요한 선택지로서 고려하는 동기요인

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예술적 경험의 유무가 예술 소비를 고려하

는 과정에서 선택을 결정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클래식음악 공연 소비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보다 다양한 인

구 집단이 여가의 주요 선택지로서 공연예술 관람을 고려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의 주요 과제로서 공연예술 문화의 노출과 

예술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고 채택할 필요가 있다. 

가령, 서울·경기 지역 외에도 전국 각 지역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

으로, 그리고 그동안 문화예술의 경험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대다수

의 현재 70세 이상의 고령 인구들을 대상으로 공공 예술교육과 예술참여 

활동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고, 다수의 미디어 채널들을 통해 예술 관련 

콘텐츠의 노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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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공 영역의 예술단체들은 한국 국민이 여가의 장소로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집 근처 공터나 공원(통계청, 2020) 등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공공 예술지원 프로그램(arts outreach program)

과 같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연예술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공공의 수요자를 위한 것

일 뿐 아니라, 공공 재원의 지원을 받는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정책 부처

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책무이기도 하다. 

예술단체와 정책 부처의 공공책무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

은 예술의 세계를 당위적 세계이자 규범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면서, 여전히 의미 있는 수가 예술인을 희망하는 새로운 세대의 

미래 예술인의 활동과 직업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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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한 클래식음악 공연 애호 집단

의 소비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상학적 연구의 자료수집과 분석법을 토대로 클래식음악 공연 소비와 

관계되는 구조와 주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 해당 소비의 본질적 의미

들을 해석하였다. 

   먼저 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공연예술 소비의 시작과 지속의 과정에 

관계되는 문화적 아비투스, 기억, 정체성과 같은 문화적이고 사회·심리

적인 요인들을 확인하고, 관련 요인들이 소비와 관계되는 구체적인 양상

들을 기술하고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클래식음악 장르의 공연예술 소비의 

낮은 접근성의 원인과 구조를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실험 연구 혹은 양적 분석의 연구를 통해 해당 요인들이 변수로서 갖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클래식음악 장르 외에도 연극, 무용, 전통예술과 같은 공연

예술의 또 다른 장르들을 비롯하여 시각예술 장르에 관한 소비 경험의 

양상과 의미들이 질적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되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특정 장르의 예술 소비가 전개되는 

양상과 의미는 해당 장르의 본질적인 특성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예술 소비가 개인의 성향과 취향과 같은 문화적 아비투스

를 형성할 뿐 아니라, 개인의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면서 세계

에 대한 인식과 집단 문화의 형성에 깊게 관여되는 양상과 구조를 이해

하게 한다. 따라서, 다양한 예술 장르의 소비자에 대한 질적연구의 수행

은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확립되는 전개 양상

에 대한 실제적이고 심층적인 이해의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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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클래식음악 공연 애호 집단이라는 특정 

집단의 공연예술 소비 경험에 대한 사실적 구조와 경험의 양상을 분석하

고, 그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공연예술 소비의 본질 구조를 도출하고 의

미를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의 보편적 해석과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면서 향후 일회적이거나 간헐적으로 공연예술을 소비

하는 관객 집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양 집단 간 비교를 통해 결과에 

대한 해석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의 지속 기간에 

따른 집단 간 비교 연구를 통해 각 집단이 경험하는 소비의 촉발과 지속 

혹은 중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 구조와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등 예술 분야의 소비자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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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n Consumer’s 

Love of Classical Music Concerts  

Younglee Ahn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nducted phenomenological research to gai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consumer's love of 

classical music concerts. The researcher recruited 20 consumers who 

love classical music concerts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study participant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Colaizzi (1978) method, and total 9 categorical aspects of the experience 

were analyzed.

Consumer’s love of classical music concerts was characterized by the 

continuation and expansion of the consumption and learning of classical 

music. Intrinsic factors such as consumer’s 'habitus', 'memories of artistic 

experience', 'consumer competence', 'aesthetic literacy', 'satisfaction', 

'classical music core value', and extrinsic factors such as 'free tim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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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access to cultural infrastructure', and 'ICT platform' were found 

to influence the love.

Consumer’s continuation and expansion of the consumption and learning 

of classical music is understood as the process of accumulating 'cultural 

capital' and pursuing 'self-growth' through serious leisure. It is also 

interpreted as a process of 'mimesis' assimilating with the object through 

an understanding and love for the art world that is distinct from the 

everyday living world. In this structure, the consumer appears to be a 

'patron' and a 'prosumer' whose level of participation in the art world is 

chang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researcher proposed ways to 

ensure the choice of classical music concerts and expand access to 

classical music performances. The direction and the topics of future 

research related to arts consumption were also suggested.

key words : classical music consumer, love of classical music concert,      

           cultural capital, serious leisure, mimesis, 

           phenomenologic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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