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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뮤지컬의 음악과 배우에 대한 평가가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총 1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자의 성별, 전공, 예술관심도, 연간 뮤지컬 관람 
횟수, 그리고 관람동기(음악 감상, 배우)를 통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견했다. 첫째, 음악과 배우에 대한 높은
평가는 관람의도와 정(+)의 관계를 갖는다. 둘째, 음악 평가와 관람의도는 뮤지컬의 관람동기가 음악 감상인 경우 더욱 
높아지나 관람동기가 배우 보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셋째, 중국 응답자의 경우 뮤지컬 평가와 관람의도와의 관계
에서 관람의도는 어떠한 상호작용효과도 일으키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배우를 보기 위해 뮤지컬을 관람하는 사람들보다 
음악 감상을 위해 뮤지컬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뮤지컬 평가가 보다 직접적으로 관람의도를 유발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한국과 상이한 공연 관람문화를 가진 중국에서는 관람동기가 갖는 이러한 차별적 조절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usic and actor evaluation on musical watching intention
by performing a survey on 187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in Korea and China. Controlling 
respondents' gender, major, interests on arts, annual number of musicals attended and musical 
participation motivation grouped by music and actor, we found three things. First, a high evaluation of
music and actor leads to high watching intention. Second, when a person is motivated by music, high
evaluation on music increases the watching intention, but this is not the case for the actor. Third, 
Chinese people do not show any interaction effects of watching motivation between musical evaluation 
and watching intention. In conclusion, people are found to have a greater musical watching intention
when they are motivated by music and evaluate high on music, rather than when they are motivated by
the actor and evaluate high on actor. Also, the differential effects of evaluation on the musical do not
exist in China, where a different musical participation culture prev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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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뮤지컬은 문화산업 중 규모가 가장 큰 분야 중 하나이
다[1]. 이에 뮤지컬 관람의도와 관련이 있는 요소들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뮤지컬
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 중 음악, 배우, 내용 등 뮤지
컬의 내적 속성에 대한 연구와[2,3,4] 공연 장소, 티켓 가
격 등 뮤지컬의 외적 속성에 대한 연구[5]로 분류될 수 
있다. 일반적인 문화상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사전 평가는 상품의 소비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6-8].

그런데 특정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기대하는 측면이 
상이한 경우 각각의 측면에 대한 평가가 소비의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뮤지컬에서 기대하는 
경험은 음악을 감상하는 것, 배우를 보는 것, 무대장치를 
보는 것 등 다양할 수 있다. 특히 경험재의 특성을 갖는 
뮤지컬에 있어서 이러한 세부적인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8]. 선행연구에서는 음악 및 배우에 대한 평가
와[3,4] 개인이 지닌 관람동기[18,19]가 각각 뮤지컬 관
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뮤지컬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설문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정 요소에 대한 평가와 관람의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사람들이 가진 관람동기
와 국가별 뮤지컬 관람 문화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음악 감상을 위해 뮤지컬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있
어서 음악에 대한 평가는 관람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국가별로도 상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에서의 설문을 통해 이에 대해 조사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뮤지컬 관람의도
에 대해 음악과 배우 요인으로 분류하여 선행 연구를 설
명한다. 또한 관람동기에 대해서도 음악과 배우 요인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음악 및 배우 평가가 관람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고 자료와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
향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뮤지컬 평가와 관람의도
뮤지컬을 비롯한 공연의 관람의도는 작품 내용, 공연 

장소의 접근성,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 다양한 요
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9]. 이를 세분화하면 작품의 
품질, 배우의 전문성, 음악성 등 공연 자체의 요인과
[2,3,4,10]. 공연 장소, 공연장 주변 대중교통, 주차장, 티
켓 가격 등 외부적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5].

이 중 뮤지컬에 대한 평가는 작품 자체의 요인으로서 
외부적 요인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8]. 그런데 작
품 평가의 요소도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뮤지컬은 노
래와 음악이 중심이 되어 안무, 연기와 함께 극적인 요소
가 어우러지는 종합 예술이다[11]. 즉 뮤지컬을 평가하는 
다양한 요소 중 음악 평가 및 배우 평가는 직접적으로 관
람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 뮤지컬 평가에 있어서의 음악 요소와 배우 요소 
뮤지컬에서의 음악은 다른 장르에 비해 특별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12]. 특히 뮤지컬에서의 인물 설정 및 스
토리 전개에 있어서 음악은 중요한 도구로 이용된다[13]. 
그 때문에 음악에 대한 평가는 뮤지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뮤지컬의 관람의도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배우는 스토리를 언어와 동작으로 전달하는 직
접적인 역할을 담당한다[11]. 뮤지컬 배우의 전문성에 따
라 관람객이 뮤지컬을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지며[3] 스타 
효과를 통해 관람을 유도한다[14]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배
우에 대한 뮤지컬 평가는 관람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4]. 

2.3 관람동기로서의 음악 요소와 배우 요소
구매동기는 상품의 특정 요소에 대한 기대와 이미지를 

포함하며 이것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15-17]. 예
를 들어 상품의 구매의도가 특정 용도인 경우 그 용도에 
대한 높은 평가는 구매의도를 더 높이게 된다. 문화상품
인 뮤지컬의 구매동기는 관람동기에 해당하며 이는 해당 
요소에 대한 사람들이 갖는 다양한 기대와 이미지가 반
영되어 뮤지컬 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뮤지컬을 관람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로서 음악 감상에 대한 니즈를 들 수 있다
[18,19,20].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 휴식과 예술적 충족을 
추구하며 예술 감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
기도 한다[21]. 이처럼 뮤지컬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추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9호, 2020

452

구하는 경우 음악적 요소에 대한 높은 평가는 관람의도
를 높일 수 있다. 

뮤지컬에서 특정 배우가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도 뮤지컬 관람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19,20]. 배우가 뮤지컬 관람동기가 될 수 있는 이유로서 
특정 배우가 가진 높은 수준의 연기나 노래의 전문적 역
량을 경험하고 싶거나[14], 또는 배우의 전문성과는 관계
없이 특정 배우를 보고 싶은 이유를 들 수 있다[22]. 그런
데 이 두 가지 이유를 정확히 분리하기는 쉽지 않으며, 
따라서 좋아하는 배우를 보기 위해 뮤지컬을 관람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람동기인 경우에는 본인이 선호하지 않
는 배우가 출연하지 않는 뮤지컬에 출연하는 배우에 대
해 높게 평가한다고 해도 해당 뮤지컬의 관람의도는 높
지 않을 수 있다.

3. 실증분석

3.1 가설 
앞에서 설명한 뮤지컬 평가, 관람동기, 관람의도의 관

계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뮤지컬의 
평가와 관람의도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구매를 하기에 앞서 상품
의 속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대해 평가를 
한다. 뮤지컬이라는 문화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속성으로서 음악적 요소와 배우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12,11], 이들 각각의 요소에 대한 높은 평가는 
뮤지컬의 관람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뮤지컬의 평가가 높으면 관람의도가 높을 것이다.
H1a. 뮤지컬의 음악 평가가 높으면 관람의도가 높을 

것이다.  
H1b. 뮤지컬의 배우 평가가 높으면 관람의도가 높을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 구매동기를 가진 경우 

해당 요소에 대한 좋은 평가는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다
[17]. 구매자는 본인이 원하는 상품속성을 주목하기 마련
인데 구매의 동기가 상품의 특정 속성에 있는 경우 해당 
속성에 대한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선행연구에서는 뮤지컬 관람동기로서 음악 즐기기, 일
상탈출, 취미생활 및 출연자 등 다양한 요소를 제시했다
[19,23]. 본 연구에서는 뮤지컬 평가의 요소와 동일한 부
류로서 뮤지컬 관람동기를 음악 감상의 동기와 배우 보
기의 동기를 선정하여 각각의 동기가 해당 평가 요소와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였다. 즉 음악 감상
의 동기를 가진 사람은 음악 평가에 대해, 배우 보기의 
동기를 가진 사람은 배우 평가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를 
일으켜서 뮤지컬 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을 설정하였다.

H2. 뮤지컬의 평가와 관람의도의 관계에 있어서 평가
의 형태와 동일한 관람동기는 정(+)의 조절효과
를 가질 것이다.

H2a. 음악 감상의 동기는 음악평가와 관람의도의 관
계에 있어서 정(+)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H2b. 배우 보기의 동기는 배우평가와 관람의도의 관
계에 있어서 정(+)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마지막 가설은 위의 관계가 한국과 중국의 상황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것이다. 한국의 뮤지컬 시장
에 비해 중국의 뮤지컬 시장은 중국 전통극의 강세로 인
해 아직 대중들에게 친숙하지 않고 소비자가 많지 않다
[24]. 또한 중국에서의 공연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소비되지 않는다[25].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뮤지컬의 음악 감상 
동기와 배우 보기 동기가 뮤지컬 평가와 관람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보다 명확하지 않은 패
턴이 발견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뮤지컬 평가와 관람의도의 관계에 있어서 음악 
감상 동기의 조절효과와 배우 보기 동기의 조절
효과는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
이다.

3.2 데이터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대학의 

예술 및 기타 전공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107명과 중국 
베이징 소재 대학의 예술 및 기타 전공의 학부생 83명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각 일주일동안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 대상으로 대학생을 선택한 것은 뮤지컬의 
주요 관객층이 대학생이라는 국내외 선행연구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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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5,27,28]. 즉 대학생은 공연관객의 가장 중요한 잠
재고객으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동질적 집단에 대한 조사
를 통해 내적 일관성이 높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2019년 2월에 발표된 2018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
면 문화예술행사 관람율은 모든 연령대 중 20대에서 가
장 높은 97.1%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다[29]. 설문지
에서는 가상 뮤지컬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공
연 시간, 주제, 음악 장르, 출연배우, 내용 등의 설명이 포
함되어 이를 통해 음악과 배우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
록 하였다. 뮤지컬 내용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로맨스 스
토리를 제시하였으며 가상 포스터를 통해 이미지를 연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포된 190개의 설문지 중에서 불
성실한 답변, 미완성 답변 등을 제외한 187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각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다음 <표 1>과 같다. 또한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다음 <표 2>, <표 3>과 같다.

Var N Min Max Ave Sd
Watching 
intention 187 1 5 3.25 1.08

Sex 187 0 1 0.58 0,49
Major 187 0 1 0.13 0.34
Artistic 
attention rate 187 1 7 4.47 1.46

Watching times 187 0 60 1.91 4.67
Musical 
motivation 187 1 5 3.60 1.18

Actor 
motivation 187 1 5 2.98 1.20

Music 
evaluation 187 1 5 3.56 0.98

Actor 
evaluation 187 1 5 3.14 1.04

Table 1. Statistics (Total)

Var N Min Max Ave Sd
Watching 
intention 107 1 5 3.28 1.06

Sex 107 0 1 0.65 0.48
Major 107 0 1 0.10 0.31
Artistic attention 
rate 107 1 7 4.40 1.46

Watching times 107 0 60 2.17 5.98
Musical 
motivation 107 1 5 3.65 1.13

Actor 
motivation 107 1 5 3.03 1.15

Music evaluation 107 1 5 3.63 1.01
Actor evaluation 107 1 5 3.12 0.89

Table 2. Statistics (Korean)

Var N Min Max Ave Sd

Watching 
intention 80 1 5 3.21 1.10

Sex 80 0 1 0.49 0.50

Major 80 0 1 0.17 0.38
Artistic 
attention rate 80 1 7 4.56 1.48

Watching 
times 80 0 10 1.55 1.79

Musical 
motivation 80 1 5 3.52 1.25

Actor 
motivation 80 1 5 2.93 1.27

Music 
evaluation 80 1 5 3.46 0.95

Actor 
evaluation 80 1 5 3.18 1.21

Table 3. Statistics (Chinese)

3.3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뮤지컬 관람의도는 관람하고 싶

은 정도로 정의되며 ‘나는 이 뮤지컬을 관람하고 싶다‘의 
단일 질문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1=그렇지 않다, 5=매
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로서 음악평가는 음악
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이 뮤지컬의 음악적 요소(장르, 
조합 등)’에 대한 단일 질문에 대해, 그리고 배우평가는 
출연 배우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이 뮤지컬에 등장하
는 출연 배우’에 대한 단일 질문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
(1=좋지 않다, 5=매우 좋다)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뮤지컬 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측정하였다. 먼저 성별로서 여성에 경우는 “1”
로, 남성은 “0”으로 코딩하였고, 관람객의 객관적 지식이 
문화 공연 몰입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26] 설문 
대상자의 전공이 예술 관련인 경우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전공과 무관하게 갖는 예
술에 대해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뮤지컬 관람 빈도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뮤지컬 연간 관람 횟수를 질문하여 코딩하였다.

조절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뮤지컬 관람동기에 대해 질
문하였는데, ‘귀하기 뮤지컬을 관람하는 목적은 일반적으
로 무엇인지 체크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있어서 ‘음
악 감상을 위해’의 항목과 ‘관심이 있는 배우를 보기 위해
‘의 항목에 대해 각각 리커트 5점 척도(1=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각각 음악 감상 동기 변수와 
배우 보기 동기 변수를 측정했다. 이러한 변수들의 상관
관계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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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Watching intention 1
2.Sex .208** 1

3.Major .098 -.018 1
4.Artistic attention rate .278** .160* .353** 1

5.Watching times .058 .118 .089 .152* 1
6.Musical motivation .266** .274** .054 .369** .217** 1

7.Actor motivation .220** .288** .005 .177* .167* .151* 1
8.Music evaluation .334** .247** .018 .220** .008 .406** .181* 1

9.Actor evaluation .349** .097 .036 .122 -.001 .140 .397** .422** 1
 *p<0.05, **p<0.01

Table 4. Correlations (Total)

M0 M1a M1b M2a M2b Full

Constant 1.653**
(.319)

1.171**
(.351)

1.117**
(.335)

2.654**
(.736)

1.836**
(.525)

2.929**
(.756)

Sex .220
(.162)

.159
(.160)

.244
(.156)

.194
(.159)

.255
(.155)

.251
(.155)

Major .107
(.234)

.119
(.229)

.082
(.225)

.123
(.227)

.086
(.224)

.098
(.220)

Artistic attention rate .126*
(.059)

.114
(.058)

.121*
(.057)

.116*
(.057)

.123*
(.057)

.118*
(.056)

Watching times -.010
(.016)

-.004
(.016)

-.004
(.016)

-.003
(.016)

-.003
(.016)

.001
(,016)

Musical motivation .147*
(.071)

.073
(.073)

.121
(.068)

-.366
(.205)

.117
(.068)

-.372
(.205)

Actor motivation .128
(.066)

.109
(.065)

.024
(.069)

.132*
(.065)

-.247
(.168)

-.142
(.171)

Music evaluation .249**
(.083)

-.242
(.230)

-.362
(.237)

Actor evaluation .299**
(.076)

.038
(.165)

.083
(.173)

Music evaluation X
Musical motivation

.131*
(.057)

.134*
(.058)

Actor evaluation X 
Actor motivation

.092
(.052)

.065
(.053)

N 187 187 187 187 187 187
F-value 5.050** 5.808** 6.897** 5.855** 6.499** 6.238**
adj R² .116 .153 .182 .173 .191 .220
*p<0.05, **p<0.01

Table 5. Regression results (Total)

3.4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

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표 6>과 같다. 
<표 5>의 M1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음악 평가는 관

람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1a는 지지되었다. M1b에서는 출연배우 평가가 관람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1b는 
지지되었다. M2a에서 뮤지컬에 대한 음악 평가와 관람

의도의 관계가 있어서 음악 감상 동기는 정(+)의 조절효
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2a는 지지되었다. M2b에
서 뮤지컬의 출연배우 평가와 관람의도의 관계에 있어서 
배우를 보기 위한 동기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므로 가설 2b는 지지되지 않았다. 모든 변수를 
투입한 Full 모델에서 음악평가와 배우평가가 독립적으
로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서 모든 관람동기를 고려할 때 이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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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 M5 M6 Full

Constant 1.653**
(.319)

1.352*
(.642)

1.779**
(.653)

1.499*
(.741)

Sex .220
(.162)

.164
(.161)

.257
(.156)

.213
(.158)

Major .107
(.234)

.119
(.230)

.090
(.225)

.103
(.225)

Artistic 
attention 
rate

.126*
(.059)

.114
(.058)

.116*
(.057)

.108
(.057)

Watching 
times

-.010
(.016)

-.004
(.016)

-.003
(.016)

-.001
(,016)

Musical 
motivation

.147*
(.071)

.075
(.074)

-.062
(.169)

-.143
(.185)

Actor 
motivation

.128
(.066)

.036
(.225)

.023
(.069)

.117
(.236)

Music 
evaluation

.192
(.188)

.221
(.199)

Actor 
evaluation

.069
(.209)

-.033
(.226)

Music 
evaluation 
X
Musical 
motivation

.021
(.063)

-.026
(.067)

Table 8. Additional regression results

추가적으로 <표 8>에서는 뮤지컬에 대한 음악평가와 
관람의도 관계에서 배우동기의 조절효과와, 배우평가와 
관람의도 관계에서 음악동기의 조절효과를 추가로 분석
한 결과 아무런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뮤지
컬에 대한 평가와 관람동기는 동일한 유형(음악 또는 배
우)에서만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뮤지컬에 대한 평가와 관람의도의 관계에 있어서 
관람동기의 조절효과는 한국과 중국에 상이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였다. <표 6>과 <표 7>의 M3a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인 응답자에서만 뮤지컬의 음
악평가와 관람의도의 관계에 있어서 음악동기가 조절효
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M0 M3a M3b Full

Constant 1.931**
(.442)

3.591**
(1.130)

1.630
(.969)

3.245*
(1.242)

Sex -.114
(.221)

-.161
(.220)

-.069
(.221)

-.108
(.222)

Major -.429
(.353)

-.381
(.344)

-.279
(.353)

-.277
(.345)

Artistic 
attention 
rate

.183*
(.079)

.160*
(.078)

.170*
(.078)

.162*
(.077)

Watching 
times

-.004
(.018)

.003
(.017)

-.001
(.017)

.004
(.017)

Musical 
motivation

.181
(.102)

-.479
(.318)

.170
(.100)

-.545
(.327)

Actor 
motivation

.003
(.093)

.023
(.091)

-.162
(.290)

.043
(.299)

Music 
evaluation

-.415
(.327)

-.577
(.346)

Actor 
evaluation

.149
(.291)

.300
(.304)

Music 
evaluation 
X
Musical 
motivation

.169*
(.084)

.191*
(.087)

Actor 
evaluation 
X 
Actor 
motivation

.040
(.091)

-.019
(.094)

N 107 107 107 107
F-value 2.296* 2.787** 2.460* 2.682**

adj R² .068 .119 .099 .137
*p<0.05, **p<0.01

Table 6. Regression results (Korean)

M0 M3a M3b Full

Constant 1.597**
(.451)

2.252*
(.972)

2.003**
(.616)

2.682**
(.983)

Sex .543*
(.239)

.581*
(.231)

.526*
(.231)

.556*
(.230)

Major .442
(.311)

.395
(.299)

.311
(.300)

.311
(.296)

Artistic 
attention 
rate

.032
(.089)

.052
(.086)

.062
(.086)

.070
(.085)

Watching 
times

.020
(.067)

.024
(.064)

.016
(.064)

.021
(.063)

Musical 
motivation

.129
(.096)

-.351
(.267)

.082
(.093)

-.303
(.267)

Actor 
motivation

.220*
(.094)

.197*
(.095)

-.241
(.216)

-.169
(.221)

Music 
evaluation

-.156
(.333)

-.201
(.344)

Actor 
evaluation

-.036
(.211)

-.063
(.221)

Music 
evaluation 
X
Musical 
motivation

.121
(.080)

.106
(.080)

Actor 
evaluation 
X 
Actor 
motivation

.111
(.066)

.096
(.067)

N 80 80 80 80
F-value 5.081** 5.167** 5.381** 4.838**
adj R² .237 .297 .307 .327
*p<0.05, **p<0.01

Table 7. Regression results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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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or 
evaluation 
X 
Actor 
motivation

.064
(.055)

.078
(.059)

N 187 187 187 187
F-value 5.050** 5.071** 6.223** 5.322**
adj R² .116 .149 .183 .189
*p<0.05, **p<0.01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뮤지컬에 대한 음악 및 배우 평가가 음
악 감상 및 배우 보기의 관람의도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관람의도를 증폭시키는가에 대해 가설을 수립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뮤지컬에 대한 
긍정적인 음악 평가와 배우 평가는 관람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는 상품의 사전 평가로 인한 기대
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4,15,16]. 둘째, 음악 감상을 관람동기로 하는 사
람들에게 있어서 음악 평가와 관람의도는 유의한 관계를 
갖지만 배우 보기를 관람동기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우 평가와 관람의도과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배우 보기의 관람동기는 존재하지만[19,20] 이것이 배우
평가와 관람동기의 조절작용은 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특징적인 발견점을 제시하는 결과였다. 즉 뮤지컬 출연배
우의 스타효과는 관람의도를 높이고[22] 본 연구에서도 
배우 보기 동기와 관람의도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
했지만(<표 4> 참조) 이러한 효과는 배우 평가와 관람의
도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한 상승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 감상의 동기는 배우 보기의 동기
와 차별화되는 강한 효과를 가지며 따라서 스타배우의 
효과는[19,20,22]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
을 던진다. 셋째, 중국인 응답자들에게 있어서는 위와 같
은 음악 감상의 관람동기의 조절효과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서 중국은 한국보다 뮤지컬 관람이 대중화되지 
않고 따라서 음악 감상과 배우 보기 등의 구체적인 관람
동기가 관람의도에 대해 충분한 상호작용효과를 갖지 않
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 대신 특징적인 사항으로
서 <표 7>의 M0와 M3a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대학생
의 배우 보기 동기는 관람의도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
력을 보였다. 이것은 배우를 보기 위해 뮤지컬을 관람하
는 성향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뮤지컬을 관람하려는 의
도가 높다는 중국 관람객의 특징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설

문을 활용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설문 대상에 한계가 있
다. 또한 설문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했고 그 수가 비교
적 소수인 187명인 것도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는 뮤지컬의 잠재적 구매력이 가장 큰 대학생에 대한
[27,28] 단일집단 연구를 수행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기대
한다. 둘째,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평가는 뮤지컬 속성인 
음악과 출연배우의 관점에서만 분석하지만 평가는 뮤지
컬 자체적인 속성 외에 광고도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에서는 관람동기에 대해 음악 감상과 배우 두 
가지 요소만을 고려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동기들
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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