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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 1,000 가구를 상으로 시행된 일 일 개별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의 사회․경제  

변수가 공연 람  공연 람지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수요를 분석할 경우 공연
람 경험이 없거나 공연 람 지출이  없는 다수의 응답자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wo-equation 모형과 
Tobit모형을 활용하여 이를 고려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소득수
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연령 가 상 으로 을수록, 상 으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 서울 거주자일수록 문화공연
에 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소득에 해서는 비탄력 이며 일정연령(peak age)가 지나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demanders for cultural performance. To 
take into account zero responses (no expenditure or no experience for cultural performance, this paper employed a
two-equation model and tobit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obtained the following conclusion. The demands
of performing arts tend to be increased to people as they were younger, women, more earned and higher educated.
In addition, the income is inelastic to demand. And after a certain age (peak age), the demand is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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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민들의 소득수 이 높아짐에 따라 공연 술에 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문화체육 부의 

‘공연 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의 공연 객수는 

약 24백만명 수 이었으나 2011년에는 30백만명 수
으로 증가하 다[1]. 이러한 국민들의 공연문화에 한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신규 공연시설의 건립 뿐만 아니

라 질 인 측면에서도 보다 수  높은 양질의 규모 공

연에 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 민간이 주

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연 술산업의 상황에서 민간

부문이 주체가 되어 규모 투자가 필요한 최첨단 시설

을 갖춘 형공연시설을 건립하기에는 아직 산업의 규모

가 세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체가 되어 형공연시설을 

건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화체육 부의 ‘공연
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을 기 으로 우리나라

의 1,000석 이상 규모의 형공연시설은 총 52개이며 이
 민간 공연시설은 2개에 불과하다. 한 1,500석 이상
의 시설 18개  민간 공연 시설은 1개에 불과하다. 
이에 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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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각 지역의 공연 술 활성화를 해서 형공연시설

의 건립을 추진 이다. 지난 2013년에 주에 국립무형
문화유산원이 건립되었으며, 세종시에 세종시 아트센터, 
부산시에 국립아트센터, 강릉시에 올림픽 아트센터 등이 
추진 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공연시설을 건립하기 
해서는 막 한 정부의 재정이 투입이 된다. 따라서 사
에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사업의 경제성과 건립이후 수

요 측에 한 엄 한 분석이 요구된다. 실제로 총사업
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재정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주 으로 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야 하는데 형공연시설에 한 비타당성조사에서는 

련 수요분석을 어떻게 하는가가 매우 요한 쟁 사항 

 하나이다. 
일반 으로 문화공연시설의 수요 측 기법은 시계열

(time-series) 자료를 활용하여 과거의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미래의 수요를 측하는 시

계열모형과 횡단면(cross-sectional)자료를 활용하여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 계를 함수로 나타내어 수

요를 측하는 횡단면분석으로 나  수 있다. 시계열 분
석의 경우 국내에 련 자료가 제한 이고, 개별 인 신

규 공연시설에 한 수요 측에는 부 하다. 한편 횡
단면분석의 경우 정량 인 수요의 측이 어렵지만 문화

공연 람에 향을 미치는 일반인들의 사회․경제  특

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문화․ 술상품의 수요에 한 기존의 해외 연구들은 

주로 문화․ 술 상품의 가격과 소비자의 소득이 수요에 

미치는 향을 심으로 분석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활용하여 문화․

술상품이 사치재인지 여부에 한 분석에 을 맞추고 

있다[2]. 한 문화․ 술상품의 이질성이 수요에 미치

는 향에 하여 분석하 다[3,4]. 이와 같이 기존의 해
외 문헌들은 횡단면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공연 람에 

향을 미치는 일반인들의 사회․경제  특성을 분석하는

데 을 맞춰왔다.
한편 국내의 경우, 거래비용과 공연 술에 한 연구

가 수행되었는데 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연 술의 가격

과 수요는 일정 가격 이상에서는 정비례 계로 나타났

다[5]. 한편 소비자가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축
한 문화 소비자본(cultural consumption capital)과 문
화· 술상품의 수요와 상 계가 존재함을 규명한 연구

도 존재한다[6]. 그러나 앞서 언 한 몇 몇 연구를 제외

하면 국내의 련 연구는 아직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

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 1,000 가구를 상으로 시

행된 일 일 개별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의 

사회․경제  변수가 공연 람  공연 람지출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함으로써 학술 인 측면과 정책 인 측면

에서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의 설문조
사결과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공연 람 경험이 없거

나 공연 람 지출이  없다고 응답하 다. 공연 람

이 없거나 지출이  없다는 응답자들의 단은 합리

인 소비결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고 분석

하는 것은 불완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기존의 해외 
연구에서는 (0)의 측 자료를 고려하기 하여 표본 
선택모형(sample selection model)과 유사한 two-equation 
모형을 용하 다[7,8]. 이에 본 연구에서는 two-equation 
모형과 tobit모형을 용하고자 한다. 
이후 본 논문은 2장에서 연구방법론을 논하고 3장에

서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 장에서 시사 을 제공

한다. 

2. 연구방법론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최근 
1년간 공연 람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 다. 공연 람 경

험이 없다는 응답자들 역시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 하지 않고 분석을 할 경우 불완

한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0)의 측치를 고려하기 하여 tobit 모형과 two-equation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Two-equation 모형은 람여부를 결정하는 방정식과 
람할 경우 람 수 을 결정하는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두 수 의 결정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분석에 있어

서 람하지 않는 상의 향을 반 할 수 있고, 람여
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람 시 람 횟수나 지출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Tobit 모형의 경우 종속변수가 제한 인 변

수인 경우에 용되며 일반 으로 종속변수가 비율 혹은 

양(positive)의 연속변수 형태로 나타나는 자료에 합한 
모형이다. Tobit 모형은 일반 인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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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 에 방할 수 있는 장 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로그 형태의 two-equation 모형을 

통해 람여부와 람지출에 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변수와 이의 탄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람지
출 액과 람횟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선형형태의 tobit 
모형을 활용하여 람여부와 람지출에 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변수와 추정 계수를 활용하여 peak age 
즉, 공연 람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연령 를 살

펴보고자 하 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람지출 액과 

람횟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two-equation을 우선 으

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람횟수의 경우 람횟수가 부

분 5회 미만이고 0의 응답이 많아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고 이에 한 안으로 tobit모형을 활용하 다.  

2.1 Two-equation 모형

Two equation모형은 최근 1년간 공연 람여부를 묘

사하는 한 개의 변량과 최근 1년간 공연 람 경험이 있

는 경우, 련 지출 수 을 묘사하는 한 개의 변량이 결

합된 이변량(bivariate) 함수로 구성된다. 만약 최근 1년
간 공연 람 여부를 결정하는 방정식과 공연 람 지출비

용의 수 을 결정하는 방정식 간의 연 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최근 1년간 공연 람 여부와 공연

람 지출비용을 종속변수로 추정하는는 단변량(univariate) 
모형으로 추정할 수 있다[7,8,9].

Two equation모형에서는 각 응답자에 해 

와 



를 각각 번째 응답자의 최근 1년간 공연 람 여부

에 한 질문에 응답할 확률과 응답한 번째 응답자의 

조건부 공연 람 지출비용의 수 이라고 하면 최근 1년
간 공연 람 여부를 결정하는 방정식과 공연 람 지출비

용의 수 을 결정하는 방정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  (1)

  ′  (2)

여기서 과 는 추정해야할 모수의 벡터, 과 

는 교란항이며 과 는 설명변수 벡터이다. 본 연구

에서 활용한 설명변수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 , 
소득, 그리고 여가시간의 측정수단으로 주당 근로시간과 

서울거주여부를 활용하 다. 한 의 값은 측되지 

않으며 

이 0보다 큰지 아닌지만 측된다. 따라서 


  신 다음 식(3)과 같은 만이 측된다. 

  
    (3)

여기서 ∙은 값이 참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취하는 

인디 이터(indicator)함수이다. 즉, 는 번째 응답자

가 최근 1년간 공연 람 경험이 있을 경우, 1이고 아니

면 0의 값을 갖는다. 한 이 0보다 큰 경우에 한해

서 공연 람 지출비용인 

가 측된다. 이때 우도 함

수는 다음 식(4)와 같다.

  
  

 
 ≤ 

× 
  

 
  

(4)

이제 (
 , 

 )가 이변량 정규분포

  
 

 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이 모형을 결합분포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각각 

 , 
  한계분포(marginal distribution)

의 표 편차와 이 둘의 상 계수를 의미한다. 교란항의 

상 계수 는 최근 1년간 공연 람 여부에 한 응답여

부의 결정과 공연 람 지출비용 수 의 결정 사이의 상

호작용을 반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로 가정한다[10]. 

2.2 Tobit 모형

Tobit 모형의 경우, 최근 1년간 공연 람 지출비용규

모 혹은 최근 1년간 공연 람 경험 여부에 해서 각각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는 다음 식(5)와 같이 표 이 가능

하다.  

  ′  (5)

여기서   는 추정해야할 모수의 벡터, 는 교란항이며 

는 설명변수 벡터이다. 한 의 값은 측되지 않

으며 가 0보다 큰지 아닌지만 측된다. 따라서   

신 다음 식(6)과 같은 만이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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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기서   ‧는 값이 와    큰 값을 취하는 함

수이다. 즉, 는 번째 응답자가 최근 1년간 공연 람 

경험이 있을 경우 혹은 최근 1년간 공연 람에 비용을 

지출했을 때에는 그 값을 나타내지만, 경험이 없거나 비
용을 지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0의 값을 갖는다. 이때 우
도함수의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7)

이제 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

른다고 가정하여 값을 최 화하는 와 를 추정할 

수 있다.

3. 수요특성분석결과 

3.1 분석대상자들의 특성

Variable
explanation for 

variable mean
standard 
diviation

Dummy for 
watching 

performance
1=yes
 0=no 0.295 0.456

Annual expenditure 
for performance 

(1,000 won)

total respondents 27.508 73,761.7
respondents who 

have ever watched 
performance 111.919  112.718

Annual number of 
watching 

performance

total respondents 0.519 `1.010
respondents who 

have ever watched 
performance  1.759 1.130

Gender of 
respondents 1=man 0=woman 0.503 0.500

Age Age of respondents 45.062 9.090

Education level of 
respondents

1= under middle 
school

2= high school
3= over college 2.457 0.561

Income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436.71 170.24

Work
Workig hours for 

week 36.81 23.54
Dummy for living 

Seoul
1=yes
 0=no  0.229 0.420

Table 1. Statistics of respondents

본 연구의 설문 상은 소득이 있는 가구의 가구주 

는 배우자이며, 표본은 제주도를 제외한 국의 시( ) 
단  이상 지역의 가구수 비 을 기 으로 설계하여 총 

1,000명의 응답자들을 상으로 일 일 개별면  방식

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이  최근 1년간 공연을 
람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체의 29.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응답자들은 평균 으로 약 2만 7천원을 
공연 람을 해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평균 교육수 은 고졸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세후 소득
수 은  436.7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 
Table 1에 요약되어 있다.

3.2 공연관람에 대한 수요특성 분석결과

다음 Table 2는 Two equation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 다. Table 2에 따르면, 와 가 통계 으

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1년간 공연 람 여부

와 최근 1년간 공연 람 비용 지출액 수 이 상 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성일수록, 그리고 연
령이 낮을수록, 교육수 과 소득수 이 높을수록 최근 1
년간 공연을 람한 경험이 있음을 보여 다. 서울에 거
주할수록 최근 1년간 공연을 람한 경험이 있음을 보여
다. 그러나 최근 1년간 공연 람 비용 지출의 경우, 교
육수 이 높을수록, 소득수 이 높을수록, 마지막으로 
서울거주자일수록 공연 람 비용 지출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연 람 비용 지출 결정식을 이용할 때에는 더

미(dummy)변수로 표시되는 성별, 지불의사자, 서울거주
자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에 자연로그 함수를 취하여 계

수를 추정하 다. 그 결과 모두 1,000명의 응답자들  
공연 람 경험이 있지만, 지출비용이 0인 49명의 응답
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951명의 응답자들을 이용하여 계
수들을 추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도출된 각각
의 추정계수들은 모두 공연 람 비용 지출에 한 탄력

성을 의미한다. 
Table 2에 따르면, 공연 람에 한 소득탄력성은 

0.4825로 유의수  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도출

되었는데, 이는 공연 람 비용이 소득에 비탄력 인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수 의 경우 1.3584로 유의수
 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었는데, 이는 교
육수 이 변화할 때, 공연 람 비용 지출 수 이 상

으로 크게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득수 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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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the number of watching 

performance
the expenditure for 

watching performance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constant 36.9774 2.20 
*[0.028] 3.5813 1.77 

[0.077]

Gender -4.9620 -2.59 
**[0.009] -0.7906 -3.43 

**[0.001]

Age -3.2285 -4.22 
**[0.000] -0.3460 -3.79 

**[0.000]

Square of age 0.0305 3.59 
**[0.000] 0.0033 3.28 

**[0.001]

Education 6.6129 3.65 
**[0.000] 1.0246 4.79 

**[0.000]

Income 0.3226 5.92 
**[0.000] 0.0029 4.62 

**[0.000]

SEOUL 6.6058 3.79 
**[0.000] 0.6755 3.18 

**[0.001]

Work -0.0027 -0.07 
[0.947] 0.0026 0.53 

[0.594]

 17.8281 19.60 
**[.000] 2.2893 21.00 

**[0.000]
Log -

likelihood -1322.439 -966.9679

Table 3. Estimation results of tobit model 

화할 때보다, 교육수 이 변화할 때 공연 람 비용 지출 

수 이 상 으로 크게 변함을 알 수 있다. 
 

The equation of dummy for watching performance
variable coefficient t-value
constant -0.1095 -0.10 [0.922]

Age -1.4873 -5.55 **[0.000]
Education 0.8353 3.20 **[0.001]

Income 0.7211 4.95 **[0.000]
Gender -0.3323 -2.82 **[0.005]
Work -0.0002 -0.08 [0.932]

SEOUL 0.3838 3.55 **[0.000]
The equation of expenditure for watching performance

variable coefficient t-value
constant -0.9023 -0.76 [0.447]

Age -0.6081 -1.65 [0.099]
Education 1.3584 3.80 **[0.000]

Income 0.4825 2.58 **[0.010]
Gender -0.2319 -1.63 [0.102]
Work 0.0040 1.42 [0.155]

SEOUL 0.3803 3.04 **[0.002]

 0.9469 7.96 **[0.000]

 0.7691 6.39 **[0.000]
Log -likelihood  -736.0319

Table 2. Estimation results of two-equation model 

한편 Table 3은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최근 1년간 공
연 람 횟수와 공연 람 비용 지출 수 에 해서 추정

한 결과를 보여 다. 이 Table 3은 앞서 Table 2와 유사
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성일수록, 연

령이 낮을수록, 교육수 이 높을수록, 소득수 이 높을

수록 최근 1년간 공연 람이 잦은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최근 1년간 공연 람이 

잦은 것을 알 수 있다. 공연 람비용 지출 수 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연령뿐만 아니라 응답자 연

령의 제곱항을 분석에 고려하 으며 두 변수 모두 유의

수  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공연 람횟수와 공연 람 비

용 지출액 감소는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체감

함을 알 수 있다. 한 응답자의 연령에 한 계수값을 

2*가구주의 연령 제곱의 계수값으로 나눠주면 peak age 
즉, 공연 람횟수와 공연 람 비용 지출액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을 계산할 수 있다. 아래 [Table 3]의 결과
를 활용하면 52.93세부터 공연 람횟수가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52.42세부터 공연 람 지출 비용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 으로 

은 세 가 많은 지역일수록 람수요가 많은 것을 의

미하며 다만 자녀 양육이 끝나고 일정수 이상 소득수

이 있는 년․노년층의 경우 문화공연 람수요가 증가

함을 추측할 수 있다. 

4.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소득수 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연령 가 상

으로 을수록, 상 으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 
서울 거주자일수록 문화공연에 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할수록 람수요가 증가될 확률은 

증가하지만 람수요 지출이 소득에 하여 비탄력 이

기 때문에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향후 문화공연

에 한 람수요의 증가가 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

으로 단된다. 실제로 문화 체육부에서 발간하는 

‘공연 술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년 비 

객증가율이 33.1%~-25.0% 사이에서 연도에 따라 큰 폭
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연령 가 상 으로 을수록 문화공연 람의 

수요가 많지만 일정연령(peak age)이 지나면 오히려 문
화공연 람에 한 수요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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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여러 가지 정책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우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막 한 산이 투자되는 형공연시설 건설

과 련된 수요 측에 요한 단근거로 활용될 수 있

다. 를 들어 형문화공연시설의 건립을 추진 인 
상 지역의 사회․경제  특성이 상 으로 국 평균보

다 소득이 거나 연령 가 높거나 교육수 이 낮다면 

상지역의 수요가 제한 임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문화공연산업의 발

을 한 략수립에 정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 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선 문화
공연 람을 경험한 응답자의 비  자체가 30% 미만으
로 여 히 일반인들이 쉽게 근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

었다. 특히 소득과 교육수 이 문화공연 람의 수요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일반인들에게는 여 히 고

문화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은 연
령 뿐만 아니라 50  반 이후 ․노년 연령 에서

도 문화공연 람에 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상 으로 여가시간이 많은 ․노년층을 한 보다 많

은 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문화공연의 수요는 람료와 시설 등 보다는 공

연 수 과 내용에 따라 큰 변동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문화공연 람의 보다 엄 한 수요분석을 해서는 

뮤지컬, 연극, 음악회 등 보다 세분화된 장르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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