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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다양한 산업 역에서 향수 마 이 활발히 개되고 있다. 화 산업에서도 향수라는 주제는 새로운 

트 드를 형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수를 심으로 기   평가가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 다. 향수는 과거의 장소나 시간을 그리워하는 감정이다. 기 는 실용  기

와 정서  기 로 나 어지며, 평가는 객  평가와 주  평가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다섯 가지 

요소가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연구 결과 높은 연령이 낮은 연령보다, 여성이 남성보

다 향수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20 는 정서  기 ․주  평가․향수 순으로, 30  이상은 

정서  기 ․향수의 순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정서  기 ․향수․

주  평가 순으로, 여성의 경우 정서  기 ․주  평가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과 성별

에 따라 마  략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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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ostalgia marketing is active in various industrial areas. The nostalgic theme is emerging 

as a new trend in the film industry. This thesis attempts to investigate empirically the effect 

of nostalgia, the expectation and the evaluation on the intention to watch a movie. Nostalgia is 

a sentimental yearning for a former place or time. Expectation is classified into the utilitarian 

and the hedonic one; the evaluation into the subjective and the objective one. This thesis 

analyzed the effects of these five factors on the intention to watch a movie. The result shows 

that the older group felt more nostalgic than the younger; women more than men. Regarding 

the age, 10-20s are affected by the hedonic expectation, the subjective evaluation, and nostalgia, 

and over 30s are affected in order of the hedonic expectation and nostalgia. In terms of sex, men 

are affected most in order of the hedonic expectation, nostalgia and the subjective evaluation. 

Women are affected most in order of the hedonic expectation and the subjective evalu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marketing strategy needs to vary according to age and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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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세계 인 장기 불황의 그늘 속에서 소비자들의 감성

을 자극하는 향수 마 (nostalgia marketing)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이는 기성세 에게는 과거를 추억하게 해 

주는 매개체로, 은 세 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신선한 

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략이다. 불확실

한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더 행복했던 시 의 감정

을 회복하게 해 주는 상품을 소비하려 하며, 은 사람

들은 복고풍을 멋있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1].

이러한 상은 화 산업에도 용되어 2011년 5월에 

개 한 <써니>가 향수를 자극하는 주제로 700만 객

을 동원하 으며, 2012년에도 < 싱퀸>이나 <건축학

개론> 등 향수를 활용한 화가 흥행하 다. 2011～

2012년 한국 화계의 복고 열풍은 하나의 사회  신드

롬이라고까지 평가할 만한 상이었다[2]. 미국과 국

에서도 <Boogie Nights>, <The Wedding Singer> 등

이 객들의 향수를 자극하여 성공하기도 하 다[3].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향수

를 비롯하여 기   평가라는 요인이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화가 실을 반

한다는 에서 향수를 자극하는 화의 유행은 

시 가 기를 맞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으며[4], 기

와 평가도 화 선택에 향을 미침으로써 시 상을 반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쟁․학창시

 등을 소재로 남성들의 향수를 다루었는데 <써니>를 

기 으로 여성들의 과거도 조명받고 있으며, 그 기 때

문에 의 세 가지 요인들이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을 성별로 구분해 볼 필요성도 제기된다. 화를 

통해 동시 의  심사를 분석해 으로써  

사회를 고찰함과 함께 화 마  략 수립에도 일조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논문의 구성
향수, 기   평가가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기 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며 

논의를 개한다. 제2장에서는 향수, 기 , 평가  

화 람의도의 개념과 의미를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방법과 가설을 제시하고 조사 설계  통계분석방

법 등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며 연구의 한계

와 제언으로 마무리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영화 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술 으로 화 람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연구

되는 요인들  본 논문에서는 향수(nostalgia), 기

(expectation)  평가(evaluation)를 다룰 것이다.

향수는 과거의 것에 한 애착을 기반으로 한 감성  

요인으로써, 화뿐 아니라 드라마․음악․ 고․패

션․가구 등의 역에 매우 범 하게 용되고 있다

[5]. 화에서는 <써니>가 표 이며 드라마로는 ‘사

랑비’, ‘빛과 그림자’ 등이 있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해질 것으로 상된다.

화는 직  체험해 보기 에는 그 특성을 악할 

수 없는 경험재(experience goods)이기 때문에 개  직

까지도 흥행 여부를 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6], 따라서 화라는 상품을 소비할 때 화 

자체의 품질에 한 평가보다 그것에 한 기 감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된다[7]. 즉 사 에 형성된 기 치가 

화 람의도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8]. 

화의 핵심 요소인 배우나 감독 등은 기존에 형성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객에게 일정 수 의 간  경험

이 존재할 수 있다는 에서[9] 더욱 그러하다.

화의 경험재  속성 때문에 람 에 화의 질

인 수 을 단하기 어려워[9][10] 이미 그 화를 람

한 사람들의 의견을 근거로 람 여부를 결정하게 된

다. 이러한 자료를 개념화한 것이 평가이다[11][12]. 평

가의 향력에 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평가가 화의 흥행을 측할 수 있는 주된 요인이라는 

연구[13]가 있는 반면에 평가가 화를 선택하는 데에 

 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14]도 있으며, 화

에 한 평가가 화 흥행과 역(-)의 상 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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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15]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은 화에 한 정

보가 무 많아 객들이 혼란을 겪기 때문에 생길 수

도 있고, 술 화가 후한 수를 얻는 경향이 있어 

객들이 평가가 좋은 화는 재미없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16].

화 람의도는 화를 람하려고 하는 행동의도

인데,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는 소비자가 특정 

상품에 한 태도를 취한 다음 추후에 의지 으로 행동

으로 옮기고자 하는 신념을 의미한다[17]. 이는 고객 만

족의 결과를 설명하는 포 인 개념으로 제품․서비

스에 한 불평행동, 구 , 재구매의도 등을 포함한다

[18]. 화 람의도는 이러한 요소들에 향을 받아 특

정 화를 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를 뜻한다

고 할 수 있다. 일반 상품은 실용 인 목 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화와 같은 문화상품은 쾌락  

요소가 람의도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19]. 화와 

유사한 문화상품인 무용 공연의 람의도 연구[20]에

서, 과거에 무용을 해 본 객들이 일상탈출․여가선

용 목 의 람의도를 많이 보인다고 한다. 상 에 

도착한 후에야 람하고자 하는 화를 아무 게나 고

르는 객이 다수인 실에서[21] 화 람도 일상

탈출 등의 목 을 지니고 있어 무용 공연의 사례와 유

사하며, 그 기 때문에 특정 화에 한 직․간  

경험이 화 람의도와 연 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향수(Nostalgia)
2.1 향수의 의의
‘향수’는 nostos(집으로 돌아오기)에 algos(고통스러

운 상태)가 더해진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끊임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바램에서 비롯된 심리  고

통’을 뜻한다[22]. 사회학 인 측면에서는 인생의 환

(아동기에서 사춘기로, 사춘기에서 청년으로, 청년에

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등)에서 기의식이나 단 감을 

경험할 때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자기 치를 악하

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는 년 이후에 뚜렷

하게 나타나는 특성이다[23]. 구체 으로 향수를 느끼

는 시기는 30  후반부터 40   노년층이라고 한다

[24]. 향수의 상이 되는 연령 는 10 부터 20  반

까지로, 그 시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경향이 많다[23].

2.2 영화와 향수
과거를 재 하려는 화도 과거를 사실 그 로 완벽

하게 표 할 수는 없다. 이는 꼭 화라는 매개체 자체

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 때문만이 아니라 향수가 유발하

는 정서  효과로 인하여 과거가 아름답게 포장되기 때

문이기도 하다[4]. 향수를 자극하는 화는 과거가 재

와 유사하다는 을 인식하게 하는 반면에, 우리의 

재와는 이하게 다른 실재를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

을 하기도 한다[25]. 이런 화를 통해 객들은 이상화

된 과거를 경험함으로써 고통스러운 재 상황을 잠시

나마 잊을 수 있지만 이는 한 재가 요구하는 역사

를 과거를 통해 추출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4].

3. 기대(Expectation)
3.1 개관
기 는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서비스 달에 한 신

념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직  제품을 사용하면

서 얻은 경험, 유사한 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 등을 통해 

기 가 형성된다[9]. 일반 으로 기 는 실용  기 와 

정서  기 로 구분된다[9][19].

3.2 실용적 기대(Utilitarian Expectation)
실용  기 에는 스토리, 연기, 캐스  등 핵심  속

성과 배경, 의상, 배경음악, 특수효과 등 주변  속성이 

포함된다[19]. 감독과 배우의 과거 화에 한 만족은 

실용  기 에 향을 미친다[9]. 화에 한 실용  

기 는 화 람의도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기는 하

지만 람의도로 직  연결되지는 않았다[19]. 즉 실

용  기 는 정서  기 를 매개체로 하여 간 으로 

화 람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3.3 정서적 기대(Hedonic Expectation)
정서  기 는 기 의 쾌락  측면을 표상하는데 재

미있는, 호소력 있는, 흥미 있는, 흥분시키는, 매혹 인 

등의 감정  경험이라 할 수 있다[19]. 본 논문에서는 

‘재미있을 것이다, 감동 일 것이다, 만족스러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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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잘 만들어졌을 것이다, 볼 만할 것이다, 흥미로울 것

이다, 유쾌할 것이다, 기분이 좋을 것이다’ 의 여덟 가지

로 정서  기 의 조작  정의를 개념화하 다.

화의 흥행 요소와 련하여, 감독보다 배우의 과거 

화에 한 만족이 정서  기 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된다[9]. 구  효과의 측면에서는 정 인 구  

정보가 부정 인 구  정보보다 정서  기 에 큰 향

을 미친다[19]. 화에 한 정서  기 는 직 으로 

화 람의도에 향을 미치며, 실용  기 는 정서  

자극에 한 기 에 투 되어 화 람의도로 이어진

다[9][19]. 그러므로 잠재 객들의 향수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정서  자극이 정 인 구  효과로 이

어지도록 하는 략이 요하다[19].

4. 평가(Evaluation)
4.1 개관
일반 으로 화 객들은 람하고자 하는 화를 

선택할 때 그 화에 한 평가를 고려하며 정보를 탐

색한다[11][26]. 일반 으로 평가는 불특정 다수 평가, 

주변인 평가, 흥행 성   순 , 문가 평가 등 네 가

지로 분류된다[11]. 본 논문에서는 불특정 다수 평가와 

주변인 평가는 주  평가로, 흥행 성   순 와 

문가 평가는 객  평가로 분류한다[27].

4.2 주관적 평가(Subjective Evaluation)
주  평가의 일종인 람객 평 은 문가가 아닌 

일반 객들의 평가로, 화 개  이 부터 시사회 등

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26]. 이 연구에 

의하면 시사회에 한 객들의 평가가 좋으면 개  스

크린 수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을 해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람객 평 이 개  첫 주 객 

수와 체 객 수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12]. 

외국 화뿐 아니라 한국 화에서도 람객 평 이 

체 객 수에 정(+)의 향을 미친다고 한다[26].

주  사람들의 권유도 화 람에 큰 힘을 발휘한다.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 평가보다 친

구나 가족 등에 의한 주변인 평가가 화 람에 훨씬 

큰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16].

4.3 객관적 평가(Objective Evaluation)
과거에는 문가 평가가 시되었으나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구  효과를 통한 주변인 평가가 

각 받기 시작하면서 문가 평가에 한 견해가 엇갈

리고 있다. 문가 비평이 화 흥행에 큰 향을 미치

지 못한다는 견해[26]가 다수 등장하는 가운데, 화 

객들은 평론가와 언론 화평에 근거하여 화를 결정

한다고 하는 연구도 여 히 존재한다[28].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가설
1.1 연구방법
향수, 기   평가 요인이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화 <써니>를 소재로 삼아 

일반인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독립변수는 향수․정서  기 ․실용  기 ․주

 평가․객  평가이며, 종속변수는 화 람의도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각각의 독립변수들  특별

히 향수에 주목하여, 연령과 성별에 따른 향수의 차이

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그 다음에는 다섯 가지 독립변

수가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에 해서도 검증할 것이다.

1.2 가설
향수에 해 화 객들의 연령별, 성별로 가설을 

설정하고 기 와 평가 요인까지 아우르면서 화 람

의도와의 계에 한 가설을 설정한 후 이들의 계를 

다시 연령별․성별로 구분하며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1. 화 객  연령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

다 향수가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2. 화 객  여성이 남성보다 향수가 보다 높

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3. 향수, 기 , 평가 요인은 화 람의도에 각

각 다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향수, 기 , 평가 요인이 화 람의도에 미치

는 향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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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5. 향수, 기 , 평가 요인이 화 람의도에 미치

는 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2.1 향수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사  연구[3][29][30]를 바탕으

로 향수의 개념을 조정하여 사용하 다. 설문 항목으로

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화는 과거 생각이 

나게 만든다”, “이 화는 과거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이 화는 과거의 경험을 연상시킨다”, “이 화는 과

거에 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 화는 향수

를 느끼게 한다” 등 다섯 가지를 활용하 다.

각 설문에 한 측정 방식은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방식의 6  척도를 사용하 고, 1 은 ‘  동

의하지 않음’으로, 6 은 ‘매우 동의함’으로 측정하 다.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여 20명을 상으로 사  테

스트를 시행한 결과 립성 답변인 3 의 빈도가 지나

치게 높게 나타나, 본 조사에서는 리커트 6  척도를 활

용하여 응답의 분포가 넓어지도록 배려하 다.

2.2 기대
실용  기 는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세 문항을 선

정하여 정리하 다. 즉 설문 항목으로 “이 화의 이야

기(story)에 해 기 하 다”, “이 화의 배우의 연기

에 해 기 하 다”, “이 화의 감독의 연출에 해 

기 하 다” 등 세 가지를 활용하 다[표 3].

정서  기 는 에서 언 한 8문항 에서 4문항을 

추출하여 조정하 다. 설문 항목으로는 [표 4]에서와 같

이 “이 화는 감동 일 것으로 기 하 다”, “이 화

는 잘 만들어졌을 것으로 기 하 다”, “이 화는 볼 

만할 것으로 기 하 다”, “이 화는 재미있을 것으로 

기 하 다” 등 네 가지를 활용하 다.

2.3 평가
평가를 측정하기 한 설문 항목으로 “이 화에 

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고려하 다”, “이 화에 한 

주변 사람의 평가를 고려하 다”, “이 화의 흥행 성

이나 순 를 고려하 다”, “이 화에 한 문가의 평

가를 고려하 다”, “이 화에 한 언론 기사를 고려하

다” 등 다섯 가지를 활용하 다[표 5]. 이들 에서 

앞의 두 가지 항목은 ‘주  평가’로, 뒤의 세 가지 항

목은 ‘객  평가’로 명명하 다.

2.4 영화 관람의도
화 람의도를 측정하기 한 기존의 연구에서 “이 

화는 볼 만할 것이다”, “나는 이 화가 보고 싶다”, 

“나는 이 화를 볼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 화가 

상 되면 꼭 볼 것이다” 등의 항목이 사용된 바 있다

[31][32]. 본 논문에서는 화 람의도를 측정하기 

한 설문 항목으로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회가 

되면 이 화를 보겠다고 생각했다”, “이 화를 보고 

싶은 충동을 느 다” 등 두 가지를 활용하 다.

3. 조사 설계
‘향수’ 아이콘의 상징 작품  2011년 최고의 화제작 

<써니>를 상으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는 

양  연구방법을 활용하 다. 설문조사는 2012년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조사 상은 서

울․경기에 거주하는 남녀 170명이었다. 총 170부의 설

문지  락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1부를 제외

하고 159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 이 자료는 데이

터 코딩을 거친 후 통계 패키지 로그램인 SPSS 15.0

을 통해 가공  처리되었다.

4. 통계분석방법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을 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 으며, 

설문 문항의 내  일 성을 분석하기 한 신뢰도 검증

에 크론바하 알 (Cronbach's Alpha) 값을 사용하 다. 

향수에 한 연령별 차이를 악하기 하여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 으며, 사후검정(post-hoc test)은 

집단 간의 차이를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는 LSD(Least 

Square Difference)를 활용하 다. 향수에 한 성별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t검정(t-test)을 활용하 다. 연

령과 성별의 차이에 따른 향수, 기 , 평가 요인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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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Ⅳ.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상자는 남성 61.6%(98명), 여성 38.4%(61명)

로 나타났다[표 1]. 연령층은 20  39%(62명), 30  

34%(54명), 40  18.9%(30명), 50  이상 8.1%(13명)로 

분포되었다. 응답자  20 의 비 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30 , 40 , 50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

업별로는 직장인이 47.2%(75명)로 가장 높았으며, 학

생 25.1%(40명), 자 업자 10.1%(16명), 주부 9.4%(15

명), 학원생 6.3%(10명) 등으로 분포되었다.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98 61.6
여성 61 38.4

연령
10～20대 62 39.0

30대 54 34.0
40대 30 18.9

50대 이상 13 8.1

직업

대학생 40 25.1
대학원생 10 6.3
직장인 75 47.2
자영업자 16 10.1
주부 15 9.4
기타 3 1.9

합    계 159 100.0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정
2.1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의 기준
요인분석에는 주성분 분석 추출 모델을 사용하 고, 

회  방식은 배리맥스(Varimax) 방식을 이용하 다. 

요인분석에서 KMO(Kaiser-Meyer-Olkin) 측도는 보

편 으로 활용되는 0.5를 기 으로 하 다[33]. 항목 간 

상 계를 나타내는 공통성은 리 사용되는 0.4를 기

으로 삼았다[33]. 요인 재량(factor loadings)은 유

의성 기  0.4 이상이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단하 다[34]. 요인추출 기 은 아이겐값 1 이상인 요인

의 수에 의하여 결정하 다. 크론바하 알  값은 일반

인 수용 한계치 0.6을 기 으로 하 다[35].

2.2 향수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분석 결과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KMO 측도는 0.854로 나타났다(p<.001). 다섯 개 설문

항목 모두 공통성이 0.6을 과하 고, 요인 재량도 

0.7을 과하여 기 치를 충족하 다. 크론바하 알  

계수는 0.901로 나타나 이 역시 기 치를 충족하 다.

따라서 향수를 측정하는 다섯 개의 설문 항목 모두가 

하나의 척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합한 것으로 단

되었으며, 모두 분석에 활용하 다.

설문 항목 공통성
요인
재량

KMO
측도

Cron-
bach's α

이 영화는 과거 생각이
나게 만든다 .746 .864

.854 .901

이 영화는 과거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629 .793

이 영화는 과거의 경험을
연상시킨다 .663 .815

이 영화는 과거에 관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749 .865

이 영화는 향수를
느끼게 한다 .805 .897

표 2. 향수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2.3 실용적 기대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분석 결과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KMO 측도는 0.684로 나타났다(p<.001). 공통성은 세 

개의 항목 모두 기 치인 0.6을 과하 으며, 요인 

재량도 모두 0.7 이상으로 기 치를 과하 다. 크론

바하 알  계수 역시 0.800으로 기 치를 충족하 다.

따라서 실용  기 를 측정하는 세 개의 설문 항목 

모두가 하나의 척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합한 것으

로 단되었으며, 모두 분석에 활용하 다.

설문 항목 공통성
요인
재량

KMO
측도

Cron-
bach's α

이 영화의 이야기(story)에
대해 기대하였다 .616 .785

.684 .800이 영화의 배우의 연기에
대해 기대하였다 .767 .876

이 영화의 감독의 연출에
대해 기대하였다 .762 .873

표 3. 실용적 기대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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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서적 기대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분석 결과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KMO 측도는 0.753으로 나타났다(p<.001). 네 가지의 

설문항목 모두 공통성은 0.6 이상, 요인 재량은 0.8 이

상으로 역시 기 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서  기 를 측정하는 네 개의 설문 항목 

모두가 하나의 척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합한 것으

로 단되었으며, 모두 분석에 활용하 다.

설문 항목 공통성
요인
재량

KMO
측도

Cron-
bach's α

이 영화는 감동적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668 .818

.753 .882
이 영화는 잘 만들어졌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755 .869
이 영화는 볼 만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803 .896
이 영화는 재미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726 .852

표 4. 정서적 기대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2.5 평가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분석 결과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섯 항목 모

두 공통성은 기 치를 만족하 으나 요인 재량에서 

두 부류로 나 어졌다.

설문 항목 공통성
요인 재량 KMO

측도요인1 요인2
이 영화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고려하였다 .871 .256 .897

.706

이 영화에 대한 주변 사람의
평가를 고려하였다 .884 .069 .938

이 영화의 흥행 성적이나
순위를 고려하였다 .685 .677 .476

이 영화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고려하였다 .814 .896 .104
이 영화에 대한 언론
기사를 고려하였다 .820 .898 .111

표 5. 평가에 대한 1차 요인분석

에서 언 한 로 앞의 두 가지 항목은 ‘주  평

가’로, 뒤의 세 가지 항목은 ‘객  평가’로 명명하 다.

이상의 1차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인 요인 

분석을 진행하 다. 우선 주  평가를 측정하는 두 

개의 항목에 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서 확인할 수 있다. KMO 측도는 0.500으로 나타났으며

(p<.001), 공통성은 두 항목 모두 0.8을 과하 고 요

인 재량도 0.6을 과하여 기 치를 충족하 다. 

한 크론바하 알  계수가 .868로 기 치를 만족하 다.

따라서 주  평가를 측정하는 두 개의 항목 모두 

분석에 활용하 다.

설문 항목 공통성
요인
재량

KMO
측도

Cron-
bach's α

이 영화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고려하였다 .884 .940

.500 .868이 영화에 대한 주변 사람의
평가를 고려하였다 .884 .940

표 6. 주관적 평가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객  평가를 측정하는 세 가지의 항목에 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KMO 측

도는 0.695로 나타났다(p<.001). 공통성은 0.6을 과하

고 요인 재량도 0.8을 과하여 기 치를 충족하

다. 크론바하 알  계수도 .822로 기 치를 만족하 다.

따라서 객  평가를 측정하는 세 개의 항목 모두 

분석에 활용하 다.

설문 항목 공통성
요인
재량

KMO
측도

Cron-
bach's α

이 영화의 흥행 성적이나
순위를 고려하였다 .649 .806

.695 .822이 영화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고려하였다 .777 .881

이 영화에 대한 언론
기사를 고려하였다 .786 .886

표 7. 객관적 평가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2.6 영화 관람의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분석 결과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KMO 측도는 0.500으로 나타났으며(p<.001), 두 가지 

설문 항목 모두 공통성이 0.7을 과하 고 요인 재

량도 0.8을 과하 다. 크론바하 알  계수는 0.716으

로 이 역시 기 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 람의도를 측정하는 두 가지 설문 항목 

모두 분석에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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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항목 공통성
요인
재량

KMO
측도

Cron-
bach's α

기회가 되면 이 영화를
보겠다고 생각했다 .779 .883

.500 .716이 영화를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779 .883

표 8. 영화 관람의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3. 가설검증
3.1 향수에 대한 연령별 차이 분석
‘가설1’을 검증하기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 (평균=4.4111, 

표 편차=1.00671)와 40  이상(평균=4.6140, 표 편차

=.66246)은 10～20 (평균=3.7581, 표 편차=1.08288)보

다 향수가 높게 나타났다(각각 p<.001). 30 와 40  간

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  령 n
평균
(Mean)

표 편차
(SD)

Post-hoc Test
(LSD)

10~20대(a) 62 3.7581 1.08288 b>a***
c>a***30대(b) 54 4.4111 1.00671

40대 이상(c) 43 4.6140 .66246

표 9. 향수에 대한 연령별 차이 분석

 ***p<.001

3.2 향수에 대한 성별 차이 분석
‘가설2’를 검증하기 하여 t검정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평균=4.4721, 표

편차=1.06084)이 남성(평균=4.0490, 표 편차=.97009)

보다 향수가 높게 나타났다(p<.05).

구분
남성 (n=98) 여성 (n=61)

t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향수 4.0490 .97009 4.4721 1.06084 -2.526*

표 10. 향수에 대한 성별 차이 분석

 *p<.05

3.3 향수, 기대 및 평가가 영화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설3’을 검증하기 하여 소비자의 화와 련한 

향수, 실용  기 , 정서  기 , 주  평가  객  

평가가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 

결과 [표 11]에서 보듯이 정서  기 는 베타계수 .458

로(p<.001), 그 다음 주  평가는 베타계수 

.265(p<.001)로 나타나, 이 두 가지 요인이  순서 로 

화 람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수

는 베타계수 .162(p<.01)로 화 람의도에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  기 와 객  평가는 유

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값

은 33.027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계수

(beta)
t

B 표 오차

영화
관람
의도

향 수 .169 .062 .162 2.783**
실용적 기대 .144 .097 .127 1.484
정서적 기대 .501 .091 .458 5.518***
주관적 평가 .250 .061 .265 4.079***
객관적 평가 -.061 .060 -.064 -1.016

표 11. 향수, 기대 및 평가가 영화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p<.01 ***p<.001

3.4 향수, 기대 및 평가가 영화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
향력의 연령에 따른 차이

‘가설4’를 검증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우선 10～20 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향수, 정서  기

, 주  평가가 화 람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화 람의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  

기 로써 베타계수가 .421로 나타났고(p<.01), 다음은 

주  평가(베타계수=.354, p<.01), 향수(베타계수

=.118, p<.05) 순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beta)
t

B 표 오차

영화
관람
의도

향 수 .223 .110 .181 2.021*
실용적 기대 .147 .167 .118 .882
정서적 기대 .514 .166 .421 3.094**
주관적 평가 .370 .115 .354 .3220**
객관적 평가 -.09

0 .113 -.081 -.791

표 12. 10~20대의 향수, 기대 및 평가가 영화 관람의도
에 미치는 영향 분석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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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을 분석한 결과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 람의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  

기 로써 베타계수가 .442 고(p<.001), 다음은 향수로

써 베타계수가 .189로 나타났다(p<.05).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beta)
t

B 표 오차

영화
관람
의도

향 수 .188 .088 .189 2.127*
실용적 기대 .162 .123 .161 1.318
정서적 기대 .428 .116 .442 3.694***
주관적 평가 .149 .079 .182 1.886
객관적 평가 -.082 .073 -.100 -1.124

표 13. 30대 이상의 향수, 기대 및 평가가 영화 관람의도
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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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향수, 기대 및 평가가 영화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
향력의 성별에 따른 차이

‘가설5’를 검증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남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 람의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  

기 로써 베타계수가 .475로 나타났고(p<.01), 다음은 

향수(베타계수=.265, p<.001)․주  평가(베타계수

=.257, p<.01) 순으로 확인되었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beta)
t

B 표 오차

영화
관람
의도

향 수 .294 .086 .265 3.419***
실용적 기대 .043 .124 .038 .349
정서적 기대 .523 .121 .475 4.317***
주관적 평가 .234 .077 .257 3.058**
객관적 평가 -.100 .081 -.102 -1.227

표 14. 남성의 향수, 기대 및 평가가 영화 관람의도에 미치
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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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화 람의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

서  기 로써 베타계수가 .479 고(p<.001), 다음은 주

 평가로써 베타계수가 .290으로 나타났다(p<.01).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beta)
t

B 표 오차

영화
관람
의도

향 수 -.049 .081 -.057 -.608
실용적 기대 .243 .151 .223 1.609
정서적 기대 .466 .127 .479 3.668***
주관적 평가 .273 .098 .290 2.780**
객관적 평가 -.072 .086 -.079 -.842

표 15. 여성의 향수, 기대 및 평가가 영화 관람의도에 미치
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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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결론 및 논의

1. 연구결과 요약
지 까지의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을 요약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 객  연령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

다 향수가 보다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첫 번째 가설은 

지지되었다. 둘째, 화 객  여성이 남성보다 향수

가 보다 높게 나타난다. 향수 요인과 성별을 두고 t-test

로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향수가 높게 나타났으

므로, 두 번째 가설은 지지되었다. 셋째, 향수․기 ․

평가 에서 정서  기 ․주  평가․향수만이 

화 람의도에 향을 미친다. 세 가지 요인들은 앞에

서 나열한 순서 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번째 가설도 지지되었다. 넷째, 향수․기 ․

평가가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은 연령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난다. 연령별로 10～20 와 30  이상으로 분

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에 따라 향을 미

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 네 번째 가설도 지지되었

다. 다섯째, 향수․기 ․평가가 화 람의도에 미치

는 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다섯 번째 가설

도 지지되었다.

2. 연구결과의 시사점
2012년은 지속 인 세계 경기 침체의 여 로 례없

는 불황이 이어지는 매우 힘든 시기 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한국 화시장은 지속 인 성장세를 보여, 2012

년 11월 20일 기 으로 2012년에 한국 화를 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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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객 수가 1억 명을 돌 하 다[36]. 이는 화 제

작  투자 시스템에 한 신뢰도의 기라는 내  요

인과 세계 인 경기 침체라는 외  요인을 모두 극복한 

쾌거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 화산업을 지

속 으로 발 시켜 나갈 화 제작자  마  담당자

들에게 실무 인 시사 을 제공해 다.

향수가 화 람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

인되었다. 향수가 미다스의 손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모

든 역에서 화 람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분명히 입증되었다. 정서  기 도 화 람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

[9]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주  평가도 화 람의

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수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이 입증

되었다. 연령별로는 30  이상에서 향수를 강하게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향수 마 을 해서는 

년 이상의 향수를 자극하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써니> 이후에도 드라마나 음악 등

의 분야에서 년층을 겨냥한 복고 열풍이 불고 있는 

상도 이를 입증한다 하겠다. 한편 <써니>의 사례에

서처럼[37] 향수를 자극하는 화는 그 시 을 직  경

험해 보지 못한 은 세 들의 심도 충분히 유발할 

수 있어, 결과 으로는 년 이상과 함께 은층까지 

흡수할 수 있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성보다 여성 객

들에게 향수의 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향수를 자극하는 화는 여성에게 더 많은 호소력

을 지닌다는 의미가 된다. <써니>를 기 으로 어머니

와 딸로 구성된 여성 객들의 티켓 워가 부각되기 

시작하 으며, 드라마 <겨울연가>로 수많은 일본 팬을 

확보한 배용 은 일본 년 여성들의 향수를 자극하여 

큰 성공을 거둔 표 인 경우라 할 수 있다.

30  이상과는 달리 20  이하 객들에게는 주  

평가가 매우 요한 요인으로 밝 졌으므로, 은층에

게 어필하기 해서는 정서  기 와 향수뿐 아니라 주

 평가에도 을 맞추어야 한다. 인터넷과 SNS에 

민감한 은 세 의 특성이 반 된 결과라 생각되는데, 

그러므로 이들 객을 상으로 하는 화에서는 특히 

구  략에 유의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보았을 때 각각의 화 람의

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  기 로 나

타났다. 특정 성별을 타켓으로 삼아 화를 제작하는 

경우 정서  기 를 자극하는 기법은 성별에 계없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정서  기 를 유발

하는 요인으로는 해당 화에 출연하는 배우에 한 만

족감, 정 인 구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평소에 자

기 리를 철 히 해서 쌓아올린 배우의 면면이 객들

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갈 때 그 화가 성공할 수 있으

며, 제작자 측에서 객들과 진실되게 소통하는 활동이 

지속 으로 이루어질 때 정 인 구  효과가 유발되

어 객을 응집시키는 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향수에 민감한 연령 는 년 이후인데 본 논문의 연

구 상자 에서 년층의 비 이 상 으로 은 것

을 한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추후 년층의 다양

한 샘 을 활용하여 연구를 개할 경우 흥미로운 결과

를 할 수 있으리라 기 해 본다. 본 논문에서 향수를 

느끼는 양상이 연령 별로 선명히 구분되게 나타난 결

과는  하나의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고 하겠다. 즉 향

수를 느끼는 연령 별, 성별 차이 에 한 내용을 보

다 세부 으로 나 어 분석하는 작업이 후속연구로 진

행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

고 있는 화 람의도  흥행 요인에 한 연구도 끊

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화 산업뿐 

아니라 문화․ 술  고 등 다양한 역에서 향수 

마 의 다채로운 활용이 개되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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