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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문제제기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이후 지역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지역문화를 문화

상품으로 재조명하기 시작하 다. 우리나라에서 지역 문화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문화정책의 목표로 설정한 1980년 부터이다.

이러한 지역문화를 최 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지역축제를 포함한 문화이벤트이며 축

제와 이벤트는 자원 가장빠르게 성장하는 형태의 하나이다(Mayfield & crompton

1995).

문화 부에서는 2007년도 문화 축제를 한국을 표할 수 있는 표축제인 최우수

축제, 우수축제와 표축제로발 가능성이있는 유망축제로구분하여 산을지원하고있

다. 문화 부지정축제1)는 1995년 2개로 시작하여 2007년 재 33개의 축제가 지정되어

있다.

문화축제로 지정된 축제에 해서는 축제 문가의 자문 평가, 축제 워크샵 개최, 한

국 공사를 통한 마 등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제주도의 축제 에는 정월 보름 들

불 축제와 서귀포칠십리 축제도 유망축제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문화 부 선정 유망축제이며 제주지역의 표 인 지역축제인

정월 보름 들불축제를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정월 보름 들불축제는 1997년부터

11년째 제주시민의 화합과 단결등에 많은 향을 미치고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객 유치에도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표 인 축제 하나이다.

그러나 2001년~2002년 2년간만 우수 축제로 지정되고 그 후 우수축제나 최우수축제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문화 부 선정 문화 축제는 1995년 2개, 1996년 8개, 1997년 10개, 1998년 18개, 1999년

21개, 2000년 25개, 2001년 30개, 2002년 29개, 2003년 23개, 2004년 23개, 2005년 18개, 2006년

27개, 2007년 33개가 선정되었다.



- 2 -

따라서정월 보름 들불축제의 만족속성에 한 방문객의 만족을 살펴보고이런 만족요

인이 재방문의사와 타인추천의사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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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앞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축제와 방문객 만

족에 한 개념을 고찰하고, 지역축제의 방문객 만족형성과정에 있어 제주의 정

월 보름 들불축제는 어떠한 만족속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만족속성이

방문객 만족과 재방문 그리고 타인추천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

함으로써 향후 지역축제의 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 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세부 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지역축제의 개념과 유형, 들불축제의 황, 그리고

방문객 만족에 한 이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지역축제

의 만족과 재방문과의 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둘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설정한 만족속성항목을 바탕으로 들불축제의 방문객

을 심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하여 지역축제의 만족속성과 재방문 그리고 타인

추천과의 계성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실증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들불축제의 향후 발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3 연구의 범 와 연구방법

1. 연구 범

본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의 시간 범 는 본 연구를 실시한 2006년 9월～

2007년 6월이고공간 범 로는 정월 보름 들불축제행사장으로 설정하 으며, 연구의

상은 정월 보름 들불축제를 방문한 방문객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의 내용 범 는 체 5장으로 구성되어 졌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 , 연구의 범 와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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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은 연구의 이론 배경으로 지역축제의 이론 배경, 만족과 재방문 등의 이론

고찰과 황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제3장은 조사 설계와 분석방법으로 연구가설 모형, 변수의 조작 정의, 설문 구성

연구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제4장은 실증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의 분석결과 종합토의로서 표본의 일반

특성, 측정척도의 평가, 연구가설의 검증, 종합토의로 이루어졌다.

제5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반 인 요약과 시사 , 연구의 한계성을 기술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 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지역축제의 방문객 만족도를 조사하기 한 것으로서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 다.

첫째, 문헌연구에서는 지역축제 련 서 과 지역축제 만족도 련 논문 기타 련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이론 토 를 구축하고 실증조사에 필요한 개념의

정립과 측정요소의 설정과 성을 통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 다. 그리고 만족

도와 재방문과의 련성을 악하여 분석의 거로 삼았다.

둘째, 실증연구는 문헌연구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향요인을 토 로 작성한 설문지

를 배포하여 자기기입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으로 응답 하

는 설문지법(questionnaire)을 사용하 다.

실증조사의 조사기간은 2007년 3월 1일부터 2007년 3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하

고 조사지역은 정월 보름 들불축제행사장 지역으로 한정하 으며, 조사 상은 정월

보름 들불축제를 방문한 방문객들 상으로 총 2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으며 자료

의 수집은 응답률을 높이기 하여 조사자가 직 방문객과 면담을 한 후에 응답토록하

다.

본 연구의 분석은 사회과학 분야의 통계패키지로 리 활용되고 있는 SPSS 12.0 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이용 통계기법으로는 자료입력에 한 정확성을 검

하기 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고, 측정도구에 한 신뢰도를 악하기 해 크론

바하 알 (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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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월 보름 들불축제 만족도 속성을 탐색하기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참여형태에 따른 만족요인과 재방문의사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해서 T-test와 일원변

량분석(Anova)을 하 다. , 축제의 반 인 만족도, 재방문 타인추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림1-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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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 고찰

제 1 지역축제의 이론 배경

1. 지역축제의 개념 의의

축제는 인간의 삶을 윤택하고 부드럽게 하며 오락성과 유희본능이 복합 으

로 작용하면서 신과 우주에 한 경외감을 나타내는 제례의식이 합쳐진 종합․

술 성격을 가지고 있다. 축제에 한 우리말의 사 의미를 되새겨보면

축(祝)은 경축하여 벌이는 큰 잔치나 행사를 이르는 말이며, 제(祭)는 조상이나

신에게 음식 등을 공양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 두 가지를 합하여 축제라

표 하고 있다. 축제는 최 에 신과 조상을 섬기는 성스러운 종교 제의에서

시작되었으나 시 의 변천과 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라 그 본래 의미가 퇴색되

고 오락성과 유희본능이 부각되면서 차츰 종교 신성성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

다고 해서 축제가 원 으로 가지고 있는 신성성이 모두 상실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아직도 축제의 근본 바탕에는 종교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고 보아

야 한다. 고 인들은 축제를 통해서 그들의 소망을 빌었고 자손들의 무탈과 액

운을 떨쳐 버리려고 하 다. 이러한 상은 종교 신앙심이 축제 속에 녹아있

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며, 오늘날의 축제는 이 같은 종교 신비성이 산업화. 문

명화와 더불어 약화되고 과학주의와 실용주의 개인주의 사고가 팽배되면

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쪽의 오락성과 유희본능이 고조되었기 때문에 종교 신

성성은 엷어 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축제에 한 용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의 경우 제 (祭典),축 (祝典)이란 표 이 있으나 이보다는 잔치나 놀이라는 표

이 오늘날의 축제개념에 더욱 더 익숙한 표 일 것 같다(김선기, 2003).

여러 사람들이 한데모여 놀이 을 만들고 지역특성에 맞는 갖가지의 놀이들

을 개발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만들어 낸 것이 우리식의 축제 이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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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몇 가지 를 들어 본다면 강강술래, 탈춤, 무당춤, 농악 등이 바로 우리

식 놀이요 축제인 것이다. 축제에 한 어식 표 은 페스티발(festival)이라는

말과 카니발(carnival)이라는 말이 있는데, 페스티발은 축제라는 개념에 가장 가

깝게 사용되는 말이며, 카니발은 사순 (四旬節)직 의 야에 행해지는 기독교

축제를 말한다. 한 페스티발과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는 어권의 말로

이트(Rite), 리튜얼(Ritual), 세 모니(Ceremony)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종

교와 련된 용어로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Rite를 의례( 禮)로, Ritual을 제

의(祭 )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Ritual이 Rite보다는 통 구속력이 다소 강하

지만 둘 다 동질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지역축제에 한 개념 정의를 해 통 인 의미와 의의 의미의 두 가지

측면에서 근해 볼 수 있다. 통 의미에서의 지역축제라는 것은 지역과의 역

사 인 상 성 속에서 생성, 승된 통 인 문화유산을 축제화한 것이다(김성

외, 2000). 반면 의의 의미에서의 지역축제는 문화 환경의 변화와 인간의

욕구, 교육수 의 변화로 인하여 생성된 지식과 정보를 축제화 하는 것이 포함

된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문화가 종합되고 상징화된 행사로서 한 지역을

상품화 하는 것이므로(박철·손해식, 1998), 행동을 발할 만큼의 매력을 갖

고 있다(Getz, 1991).

지역축제를 지역계획과 연 시킬 경우, 축제는 지역의 매력물로서, 이미지 창

출자로서, 지시설 활성화의 자극제로서, 지개발의 매자로서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Getz, 1991).무엇보다도 지역축제는 지역의 부정 향

을 축소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지역축제를 정부와

민간이 한 개입을 통해 그 지역의 문화 자원의 발굴 개발과 그 지역

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 문화 환경에 향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욕구수 ,

지식과 정보를 유형화하고 이러한 정책 인 결과물을 지역주민 객에게

제공하는 이벤트(서휘석 외, 2002)로 정의하기도 한다.

지역축제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가장 요시하는 행사 의 하나이다. 지방자

치 단체장은 지역주민과 가장 한 커뮤니 이션수단으로 지역축제를 활용하

기 때문이다. 즉, 지역의 문화 속에 주민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

고 공감 를 형성하는 길은 축제보다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하는 것이 없다.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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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주민과의 지속 인 정감의 교감에는 최고의 커뮤니 이터로서 선진국에

서는 일 부터 리 활용되어 왔다. 문화의 시 에는 보다 더 수용하기 쉬운 요

소와 문화 정체성에 입각한 주제가 언론에서도 환 을 받고 주민과 지방자치

단체 등의 정책홍보에도 매우 효과 이다(안경모, 1998). 이러한 지역축제는 공

익, 사회 가치를 진시키거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공공 계를 통한 지역

의 이미지 제고 등의 목 을 가지고 있다(박흥식, 2001).

2. 지역축제의 기능

축제나 이벤트는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노는’것을 통해 ‘재생산’을 꾀하는

고도의 인간 활동이다. 따라서 축제는 특정 지역 공동체가 지닌 문화 의식과 비

례해서 역동 생산성을 발휘한다. 그 게 때문에 축제는 지역 발 의 디딤돌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결속시키는데 이바지한다.

형축제는 주민화합, 경제 효과, 의 효과, 외교의 효과, 이미지 개선, 시

민의식 함양, 국민 자부심 등 효과가 크며, 소규모 지역축제도 나름 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고, 특히 오늘날과 같은 지방화시 에는 그 기능이 더욱

요하다.

1) 매력물의 기능

시 가 변함에 따라 인의 패턴도 달라지고 있다. 기존의 유명 경승지

를 구경하는 람자의 입장에서 스포츠, 축제 등 행사에 직 참여하는 주

인공의 입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축제와 이벤트는 변화되어 가는 객의 욕구

와 동기를 충족시키기 해서 가장 빠르게 응할 수 있는 형태이다.

축제의 재미와 즐거움의 요소는 자연스럽게 객을 유인한다. 비 일상성, 동

화의 세계, 신비, 환상, 몰입을 체험하고자 하는 인의 축제는 가장 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최근 국내에도 많은 축제가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그때마

다 수많은 객이 몰려들고 있어 축제의 매력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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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1995).

2) 지의 활성화

지역축제는 활성화 요인으로서 정 자원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다. 축제는 지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객에게 심을 구하고 재

방문을 유도한다. 방문객은 한번 유람한 지를 재방문하기보다 다른 지

를 방문하려고 한다. 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시일이 지나도 같은 장소

에 같은 모습으로 있어서 재방문을 유도하기 힘들다. 여기에 축제와 같이 생동

감 있는 행사를 개최하면 지가 활성화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유

럽, 남미,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이 기존의 문화유 지와 축제를 결합한 상

품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일본선 회의, 1994).

3) 비수기와 계 성 극복

축제는 성수기를 연장하거나 비수기를 오히려 새로운 시즌으로 환

하기도 한다. 즉, 축제에 참가하는 객은 비 참가 객에 비하여 숙박여행

을 많이 하며, 체재일수도 길어진다. 한 북부지역은 장애요인인 겨울기후

를 스키경주 회나 겨울카니발, 심지어는 추 를 참아내는 내한(耐寒)페스티벌

과 같은 동계 이벤트를 개최하여 새로운 시즌을 창출해 내고, 남쪽지역은

무더운 계 에 문화행사 등으로 계 변수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정

강환, 1996).

4) 홍보 이미지 메이커의 기능

지의 이미지는 지 지에서 느끼는 개인의 심정뿐만 아니라 여행

․후에 가지게 되는 개개인의 인상, 평가, 태도들의 합이다. 지에 한 이

미지는 방문의사결정과 재방문에 향을 미치므로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미지

를 호의 으로 표 하기 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 축제와 이벤트는 지역

의 이미지를 고양시킨다. 하나의 성공 인 축제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할로아펙

(halo effect, 후 효과)을 발생하여 지속 인 객의 방문을 유도한다. 축제는

개최기간동안 언론방송매체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이미지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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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고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 이다.

3. 지역축제의 분류

축제는 인간생활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규정된 형식이나 고정된

형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축제가 개최되는 형식이나 참가하는 주민들의

형태, 추구하는 목표 등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축제와 이벤트는

사람들의 지식수 이 증가하고 객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

화, 복합화, 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축제의 유형에 해서

는 지 까지 부분의 축제연구에서 분류자나 분류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기

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축제는 그 상이나 성격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목

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개최목 이나 행사 로그램의 내용

과 구성, 주제 자원의 유형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다(이장주, 2003).

축제는 그 상이나 성격, 개최목 , 행사 로그램의 내용과 구성, 주제 자

원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한국 연구원, 2001).지역마다 수

많은 축제를 개최하여 양 증가를 이룬 재의 축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러

한 축제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지역축제 발 의 차원에서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축제의 지원과 육성을 해서 축제를 한 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근하

기 보다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려하고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축제의 경제 효과가 크다고 하여 경제 효과가 높은 축제에만 지나치게 집

하는 것은 상 으로 축제의 사회 효과와 환경 효과가 소외 시 되어 지속

가능한 으로서의 바람직한 축제발 에 합하지 않게 되므로 경제 효과

를 목표로 하는 외부지향 인 특성과 지역사회의 유 감을 목 으로 하는 내부

지향 인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함께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 등이 고려되어져

야 한다.

1) 개최 목 에 따른 분류

문화체육부(1996)는 개최목 에 따라 축제를 주민화합축제, 축제, 산업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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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특수목 축제 등으로 나 었다. 여기에서 주민화합축제는 주로 해당지역에

서 통 으로 개최되어 온 통문화축제를 포함하여 최근에 많이 개최하고 있

는 군민의 날이나 시, 구민의 날과 같은 형태를 의미하며, 축제는 산업

의 발 과 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육성을 목 으로 하는 축제라고 하겠

다. 한, 산업축제는 산업의 발 을 제외한 다른 산업분야, 즉 농림 축산업,

어업, 상업 등의 발 을 목 으로 하는 축제로 정의될 수 있으며,특수목 축제

는 환경보호 는 역사 인물이나 사실을 추모하거나 재 하는 것을 목 으로

하여 개최하는 축제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축제의 유형 에서

지역을 방문하는 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 발 을 통

해 궁극 으로 지역경제 발 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 축제를 연구의 상

으로 하고자 한다.

2) 행사의 내용이나 구성형식에 따른 분류

한편, 축제는 행사내용이나 행사 구성의 형식에 따라 통문화축제, 술축제,

종합축제, 기타축제로 구분되기도 한다(한국 연구원, 2001). 지역 고유의 설

화나 풍습에서 유래되어 개최되며, 축제 로그램이 통 인 문화요소를 강하

게 반 하는 것은 통문화축제라고 할 수 있다. 술축제는 인 시 술

과 공연 술 등이 표 인 로, 축제의 테마로서 주로 문화 인 소재와 술

인 소재가 활용되는 축제를 말한다. 종합축제는 이러한 통문화축제와 술

축제이외에도 체육행사 오락 로그램이 함께 도입, 종합 으로 진행되어 나

타나는 축제를 의미한다. 기타 축제에는 에서 분류한 축제 이외에 체육행사를

비롯한 오락 로그램 주의 축제를 뜻한다.

3) 역사 시 에 의한 분류

역사 인 차원에서 지역축제는 통 축제와 축제로 나 어 질 수 있

다(안경모, 1994; 김홍운, 1997). 통 인 축제는 주로 지역에 근거한 통 인

축제로서 개화기 이후 흔히 향토축제로서 정의되어졌던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 축제는 지역주민의 일상 인 생활문화가 심이 되기 때문에 과거부터

내려져 오는 통과 무속 인 측면이 강조되어 제의 이며 종교 인 성격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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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축제는 지역의 통문화가 심이 아닌 연극,

화 등 인 문화매개체를 축제테마로 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축제형태를

의미한다.

4) 자원 혹은 주제 형태에 따른 분류

축제는 개최목 , 행사내용, 역사 시 이외에 자원 혹은 주제형태의 측면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정강환, 1996). 과거축제의 주제는 일반 으로 농

업 특산물, 통 공업 특산물, 지역의 기후 지형 특성, 꽃(식물), 음식,

음료 등을 주로 다루었지만, 에 들어서는 역사 사건, 인물, 연극, 음악,

화 등 문화 인 요소를 포함하면서 축제의 주제가 더욱 확 되고 있는 추세이

다.

5) 민족 특성에 따른 분류

축제는 개최민족 로그램의 내용 등에 따라 단일민족 축제와 다문화 축제

로 구분할 수 있다(Dawson,1991). 국내 다수 축제는 단일민족 축제의 유형을

띠고 있지만, 국외에서는 다문화 축제가 성행하고 있다.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

해 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앞으로 다문화 축제가 많이 생겨날 망이다. 단일민

족 축제는 말 그 로 단일 민족이 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축제이며, 축제가 단

일 민족의 문화유산을 경축한다. 반면, 다문화 축제는 다양한 민족문화를 재 하

는 축제와 문화 공유의 행사로서 하나 이상의 민족 문화 그룹의 활발한 참여

를 포함한다. 한 단일민족 축제는 일반 으로 특정문화유산의 보존과 확인, 표

하고 싶은 욕구와 같은 동기에서 행하여지고 민족그룹이 그들의 유산을 진

하고 재생하고, 보존하는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다문화 축제는 다양

한 민족에게 공동체 사회인식을 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6) 지향성에 따른 분류

김병철(1998)은 개최목 이나 목표 상에 따라 축제가 내부지향형과 외부지

향형으로 구분된다고 하 다. 내부 지향형은 축제의 본연의 의미를 강조하고 사

회 효과와 환경 효과를 목표로 하는 축제를 의미하며, 외부지향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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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으로서 축제의 경제 가치를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한, 이러한 내부지향

축제는 축제의 소재나 로그램 형식에 의해서 통 축제와 축제로 세

분화되어 질 수 있다. 내부지향 통 축제는 지역주민의 귀속감과 공동체 의

식을 강화하는 목 을 가지고 지역의 통 문화 배경을 토 로 개최되는 축제

이며, 내부지향 축제는 지역주민의 화합, 지역 문화 술의 발 등 사

회․문화 인 목 을 가진 축제로서 축제의 테마 가 문화 요소를 심으

로 구성되는 축제를 말한다.

한편, 외부지향형 축제도 내부지향 축제와 마찬가지로 외부지향형 통 축

제와 외부지향형 축제로 구분할 수 있다.외부지향형 통 축제는 통 문

화 인 요소를 심으로 구성되는 형식의 축제로서 지역경제에 한 축제의 경

제 효과를 목 으로 하는 축제를 의미하고, 외부지향 축제는 객

유치확 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 으로 하면서, 축제 로그램이

소재로 구성된 지역축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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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지역 축제의 분류

분류기 축제유형 내용

문

화

부

개최

목

주민화합축제
-해당지역에서 통 으로 개최되어 온 통문화축제

-시, 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벌이는 축제

축제
- 산업 발 과 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육성

을 목 으로 하는 축제

산업축제
- 축제를 제외한 다른 사업 분야(농림축산업, 어

업, 상업)등의 발 을 한 축제

특수목 축제
-환경보호 는 역사 인물이나 사실을 추모하거나

재

행사

내용

구성

통문화축제 -제례의식, 통 술 민속놀이 주로 구성

술축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인 시 술

공연 술 주

종합축제
- 통문화축제, 술축제, 체육행사 오락 로그램

등이 혼재한 축제

기타축제
-오락 로그램 주의 축제, 아가씨 선발 회 주의

축 제,추모제사 등

김병철

(1998)

축제의

지향성

내향성축제

-지역주민의 지역귀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목 을 가지고 통문화 인 요소를 심으로 하는

축제

외향성축제
-지역경제의 효과를 목 으로 객 유치를 하

기 한 벚꽃축제, 섬문화 축제, 경주엑스포 등

정강환

(1996)

주제

형태
-

-농업 특산물, 통공 특산물, 지형 특성, 꽃, 음식,

음료 등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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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 축제유형 내용

이 훈

(1997)
-

종교 감사축제
- 라질의 리우 카니발, 독일의 라인 카니발, 이탈리

아의 베네치아 카니발 등

술

축

제

종합 술 - 국의 에딘버러 축제 등

음악 -찰스부르크 음악축제 등

연극 - 국의 셰익스피어 축제, 랑스 아비뇽 연극축제 등

미술
-베니스 비엔날 , 상 울로 비엔날 , 주 비엔날

등

화
-독일의 베를린 화제, 랑스 칸느 화제,이탈리아

베니스 화제 등

부족축제 -아 리카의 루족 축제, 피그미족 축제 등

계 축제
-러시아 백야축제, 스웨덴 하지축제, 미국 알래스카

백야제, 일본 삿포로 축제 등

스포츠축제 -올림픽, 월드컵 등

장정룡

(1994)
-

종합형 문화축제 - 통민속행사, 항경축행사,체육 회,문화제 등

역사 ․ 제의

축제
-추모제, 산신제, 부락제 등

민속놀이 경연

심
- 국 미술 술 경연 회, 도민 민속 술 경연 회 등

술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시 술 등

속

자료: 임지형, 문화 축제 방문동기에 한 연구(2005)

이상에서의 분류 기 외에도 운 방식에 따라 국가 심형 축제, 지방자치

단체 심형 축제, 민간주도형 축제, 주민 심형 축제, 행사 심형 축제, 네

트워크형 축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실시형태별로 시형 축제, 축연형 축제,

공연형 축제, 카니발, 퍼 이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개최주기가 1회로 끝나는

일회성 축제와 1, 2, 3년 등의 주기로 개최되는 주기성 축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최지역 단독으로 개최하는 축제와 여러 지역에 공동으로 개최하는 축제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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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있다.

4. 지역축제의 효과

지난날 통 축제는 지역민의 단합과 제의 인 성격이 강했지만, 에는 경

제, 사회, 문화, 교육, 정치, 지역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까지 지역

축제로서의 효과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특히 지역축제는 경제 효과

를 일으키는 메가 이벤트로서의 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 지역축제는 축제

에 참가하는 방문객들을 통하여 문화이벤트에 한 직 인 지출과 숙박비, 교

통비, 식비, 상품 지역 특산품 매 수입, 인근지역 에 한 지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아울러 규모의 각 지역의 지역축제를 심으로 한

문화이벤트는 다양한 투자와 고용창출효과를 유발한다(송시열, 2003). 다시 말하

자면, 지방자치 단체들이 축제를 개최하는 가장 요한 이유는 투입된 비용보다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경제 효과에 한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Getz, 1996). 그러나 단편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을 한 경제 효과

에만 을 두고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험할 수 있으며,축제가 경제

효과 이외에 사회·문화 효과, 정치 효과, 교육 효과 등 다양한 부문 에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고려해야 한다(Chacko & Schaffer, 1993). 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향에 해 Ritchie(1984)는 경제 , . 상업 , 물리 .

환경 , 사회 ․문화 , 심리 , 정치 향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장주

(1997)는 지역축제의 효과를 경제 , 사회․문화 , 환경 등으

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 인 측면으로서 경제 효과, 정치 효과, 사회 효과,

문화 효과, 교육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부정 인 효과에 해서

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 효과

축제와 련된 많은 연구들이 축제의 효과 에서도 경제 효과에 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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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다(Formica, 1988; Getz, 1989; Walle, 1993; Carmichael & Murphy,

1996; Ritchie, 1996; 오순환, 1999; 김길수, 2001). Formica(1988)는 축제와 이벤

트 련 논문들을 상으로 한 내용분석에서 축제가 개최된 이후 개최지역에 경

제 인 부, 고용효과, 인구통계학 . 사회문화 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

다. Getz(1991)는 축제의 경제 효과를 크게 객 지출효과, 소득효과 고

용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객은 축제에 한 직 인 지출과 숙박

비, 교통비, 식비, 상품 특산품 구입, 인근지역 에 한 지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규모 축제의 경우에는 고용창출효과도 유발한다.

Getz는 경제 효과를 언 하면서 여러 부수 인 문제발생에도 불구하고 축제

는 지역을 방문한 객들의 지출에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축제개최의

기본 인 이유는 경제 인 것이라고 하 다. 축제 개최 시 객의 증가와 지

출의 증가에 한 기 는 어느 축제나 공통 인 것이고(Murphy & Carmichael,

1991), 객들이 지출한 비용은 지역경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고 믿는 경

향이 강하다.

축제를 행함으로서 기 할 수 있는 경제 인 효과는 직 효과, 간 효과 그리

고 유발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직 인 효과로서 수입, 즉 축제에 참

가하는 객들이 문화이벤트에 한 직 지출과 숙박비, 교통비, 식비,

상품 특산품 매 수입, 인근지역 에 한 지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

한다. 한 규모 지역축제를 심으로 한 문화이벤트는 각종 투자로 인한 생

산유발 고용 창출효과를 가져온다(송시열, 2003). 간 효과는 지역사회 정비

를 한 수단으로 지역축제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장은주, 1996). 유발효과

로는 지역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며, 장기 으로 지역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박상수, 1996).

축제나 이벤트에서 방문객들이 지출하는 경제효과는 엄청난 경우가 많다. 월

드컵이나 올림픽 등의 형축제 뿐만 아니라 지역축제들도 지역 을 활성

화시켜 경제 효과를 얻게 한다.

축제를 통해 지역이미지가 개선되고 인식이 높아짐으로서 지역을 찾은

객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근래에는

축제나 이벤트를 통한 지역이미지의 개선효과가 차 강조되고 있다. 축제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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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트를 통한 지역 이미지의 제고 효과가 경제 효과를 앞서거나 그에 못지않다

는 연구들도 있다(Getz, 1991; Uysal, Gahan & Martin, 1993; Backman et al,

1995; Mules& Faulkner, 1996).

2) 정치 효과

성공 인 지역축제는 개최국의 지 를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정치 효과를

유발한다. Ritchie(1984)는 국가 혹은 지역차원의 정부 민간단체들이 정치

목 으로 축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축제는 국제 으로 혹은 지역 으로

개최지역을 노출시켜 그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고,이를 통해 민간외교의 진흥

에 기여할 수 있다.

한 지역주민의 자발 이고 극 인 참가에 의해 진행되는 축제는 지역의

정치 · 행정 발 을 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효과는 자칫 부정

인 차원의 정치 목 을 성취하기 한 도구로 축제를 이용함으로써 그 본질

을 왜곡시킬 수 있는 험이 있다.

3) 사회 효과

지역축제는 사회 측면에서 지역과 지역주민에게 정 향을 미친다

(Smith, 1975; Ritchie, 1984; Chacko & Schaffer, 1993). 사회 측면에서의 정

인 효과들을 보면, 우선 지역주민들에게 자 심을 고취하고, 지역 공감 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발 에 정 인 기능을 한다. 성공 인

축제를 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극 인 참가가 무엇보다 요하다. 주민들이

축제에 다양한 형태로 참가함으로서 특정 문화축제가 자기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공 인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일조를 했다고 하는 것에 해 자

심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 지역사회 문화에 해 특별한 애정을 가지게 된

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자 심은 지역 주민들로 하여 지역에 한 귀속감을

갖도록 해 다. 한 지역주민들은 지역문화 축제를 비하는 과정에 참가함으

로써 서로간의 유 를 강화할 수 있고,지역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다(Ritchie,

1984). 둘째,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한다. 각 지역은 그 나름 로의

독특한 문화와 통을 가지고 있다. 축제가 그 지역의 통과 고유한 문화와 역



- 19 -

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그 지역의 정통성을 찾고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이것은 지역의 축제를 통하여 그 지역의 참모습을 유지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 간, 국가 간의 문화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

를 진하는 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문화교류를 목 으로 하는 축제뿐만 아

니라 문화교류를 목 으로 하는 축제가 아니더라도 축제를 통해 서로 간의 교류

가 이루어진다. 서로의 축제에 참가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와 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산업분야의 교류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다. 넷째, 지역축

제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지역주민은 축제의 주최자인

동시에 참가자로서 축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인 면을 릴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다. 문화의 앙 집 화가 심각한 실에서 이러한 축제는 지역

주민의 문화 기회를 확 시켜 지역문화에 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이러한

것들이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의 지

역축제는 단조로운 일상에서 탈출하여 해방감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며,

억압되고 간과되었던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표 할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4) 문화 효과

지역축제는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발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

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유 기회

의 확 를 통해 문화 술에 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문화 변을 확 하는 역할을 한다. 축제를 통한 문화

활동은 해당 지역에 내재된 문화성을 재화함은 물론, 이를 육성 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역문화의 창조력을 향상시키며, 지역 통문화를 승하

는 문화보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제주발 연구원, 2000).

문화 효과는 객,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의 측면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객의 입장에서 축제는 여행자의 요한 동기인 타 지역의 생활문화에 한

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계기가 되며(Mill & Morrison, 1985), 통 춤, 음식,

민요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람하고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Gitelson & Kierna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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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측면에서는 문화 활동 참가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문화

술 생활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된다. 한 기존의 고유문화에 축제 비를 한

시민 문화 활동이 결합되어 새로운 문화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기도 한다. 지역

의 입장에서 축제는 지역문화를 계승하고 발 시키는 계기가 되며, 지역의 통

인 문화자원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Uysal & Gitelson,

1994). 한 지속 인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의 문화 술 창작수 을 향상시킬

수 있다.

5) 교육 효과

타 지역의 생활과 문화에 한 지 욕구는 여행자의 요한 동기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축제를 통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고 문화를 하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교육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Gitelson et al , 1995). 축제의 주제나 성격 자체가 교육 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축제 로그램에 참가 하는 것만으로도 객이나 지역주민들에게 교육

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분의 지역축제는 그 본질 인 특성만으

로도 방문객의 문화, 술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감상수 을 높일 수

있다는 에서 교육 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한 지역축제는 미래의 잠재

인 문화 술인 문화 람객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교육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다.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지역축제가 더 이상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불

충분하다. 주민이나 객들이 직 참가하는 장학습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과서를 통한 간 교육이 아닌 장에서 실제로 경험함으로써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물론 문화상품화로 인한 문화변용

에, 범죄 유발, 지역의 문화유산의 괴 등과 같은 지역축제의 부정 인 효과도

발생하지만 축제기획자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에서 언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차원의 정 인 목표를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6) 부정 효과

모든 축제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객이나 지역주민의 심을 유발할

매력물을 만드는데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Getz, 1996). 재 우리나라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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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들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수많은 지역축제들 , 다수의 축제

가 기 한 만큼의 경제 효과, 지역 이미지의개선, 지역민의 화합과 자 심 고

취 등의 효과를 유발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축제로 인한 부정 효과로 가장 자주 언 되는 것이 바로 문화상품화로

인한 문화변용이다. 체계 인 계획과 문성이 부족한 축제의 개최는 문화인류

학자와 사회학자들로부터 문화의 지나친 상품화와 문화의 변질을 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 통제되지 않은 객들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치며, 다양한 범죄를 유발하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괴할 수 있다

(Ritchie, 1984: 2-11). 이외에도 수용력을 과하는 축제의 운 은 교통 혼잡과

자연환경의 오염등과 같은 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반 인 부정 효과를

래할 수 있다(Kern & Rasmussen, 1995).

따라서 축제기획자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정치 , 경

제 , 사회 , 문화 차원의 정 인 목표를 추구하는 한편, 부정 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안 마련을 해 노력해야 한다.

이상에서 지역축제의 정 효과와 부정 효과들에 해 살펴보았는데, 주

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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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지역축제의 정 ․부정 효과

축제효과 주요내용

정

효과

경제 효과

-직 효과: 수입을 통한 지역경제에 기여, 각종 투자로 인

한 생산유발 고용창출효과

-간 효과: 지역축제가 지역사회 정비를 한 수단으로 작용

-유발효과: 지역 산업을 진흥계기마련, 장기 으로 지역이

미지 개선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

정치 효과
-지역 이미지 제고와 민간외교의 진흥

-주민참여로 인한 지역의 정치 행정 발

사회 효과

-자 심과 애향심 고취 지역 공감 형성

-지역정체성 확립에기여

-지역, 국가 간 문화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를 진하는

매제 역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여가공간으로서의 역할

문화 효과

-타 지역의 생활문화에 한 지 욕구 충족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 할 기회제공

-지역문화의 계승과 발

-지역문화의 보호와 강화

-지역의 문화 술 창작수 향상

교육 효과

-문화 술의 감상 기회 제공으로 감상수 의 향상

-미래의 잠재 인 문화 술인 문화 람객을 육성

-직 참여하는 장학습의 기능

부정

효과
부정 효과

-문화상품화로 인한 문화변용

-통제되지 않은 객들로 인한 향: 지역 청소년에게 부정

인 향, 다양한 범죄유발, 지역의 문화유산을 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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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만족과 재방문

1. 만족

만족에 한 연구는 1960년 이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80년 와

1990년 에 걸쳐 고객만족과 불만족, 불평행동에 해 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고객만족 연구는 고객만족이 행동에 미치는 향을 다루는 독립변수로서,

는 요인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을 다루는 종속변수로서 두 가지 방향에서 진

행되어 왔다. 즉, 독립변수로서 고객만족은 구매 후 용인으로 고객의 구매에

한 경험이나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어 고객충성이

나 재구매 의도의 선행요인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한 종속변수로서 고객만족

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기 나 선호, 평가기 으로서의 경험이나 응수 ,

서비스 품질 등에 따라 향을 받게 되는 구매 후 평가요인으로서 나타나, 주로

기 불일치 이론과 공평성 이론, 귀인이론을 심으로 개되었다.

고객만족에 해, 올리버(Oliver)는 제품구매 후 소비경험과 련하여 발생하

는 감정 상태에 한 평가로 정의하고 있다. 웨스트 룩과 릴리(Westbrook &

Reilly)는 제품과 서비스, 소매 , 고객의 활동에 한 평가로부터 생기는 유쾌한

감정 상태로 만족에 한 설명을 기 보다 가치의 에서 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티세와 튼(Tse & Wilton)은 제품에 한 구매 이 의 기 와 구매 후

실제 성과의 지각 차이에 한 소비자 반응으로 고객만족을 다루고 있다. 따라

서 고객만족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유쾌하거나 불쾌하게 인

지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체 반응이나 단을 의미하고 있다.

고객만족이 재구매와 좋은 구 홍보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며, 특히 연구를 통

해 시장이 정체되었을 때, 고객만족은 기업의 요한 자산이 되고 있으며, 고객

만족은 퇴출장벽으로도 작용하여 고객을 유지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고 제시하 다.

고객만족은 고객유지의 핵심요인으로 신규고객의 창출보다 고정고객의 유지

가 은 비용을 발생한다는데 있다.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비용은 기존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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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을 유지하는 비용에 비해 약 6배나 많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나고 있

으며, 기업은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기보다 기존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과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비스마 에서 고객만족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으며, 만족이

일정한 서비스 상황의 평가와 체서비스에 한 평가로 구분하고 있다. 즉, 고

객은 만족을 2가지 차원에서 평가하는데, 반 인 수 과 특정거래에 한 만

족으로 나뉘게 된다. 특정거래의 만족은 고객이 개별 인 서비스 과정에 한

만족을 나타내고, 서비스 기업과 고객이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반면,

반 인 서비스 만족은 고객이 체 서비스 과정에 해 특정한 기업과의 경험에

한 반 인 만족을 의미하고 있다.

<표 2-3> 고객만족에 한 선행연구

구 분 선 행 요 인 연 구 결 과

올리버(Oliver)-1980 기 , 불일치
재구매 의도,

구매 후 태도에 향

쳐칠과 슈 리넷

(Churchill & Suprenat)-1982
기 , 불일치, 성과 재구매 의도, 성과에 향

베어든과 틸

(Bearden & Teel)-1983
기 , 불일치

재구매 의도,

구매 후 태도에 정의 향,

불평보고에 부의 향

올리버와 스완

(Oliver & Swan)-1989
기 , 공정성 재구매 의도에 향

볼튼과 드루

(Bolton & Drew)-1991
기 , 불일치, 성과 구매 후 태도에 향

올리버(Oliver)-1993
불일치, 공정성, 감성

소구
구매 후 태도에 향

스 렝(Spreng)-1996
기 불일치, 기 , 욕구,

성과
재구매 의도, 성과에 향

패터슨(Patterson)-1997
기 불일치, 성과,

공정성
재구매 의도에 향

자료: 조재완, “호텔서비스의 고객만족과 재구매 의도의 계에 한 연구”,

동아 학교 박사학 논문, 1999, p.14.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자들이 소비자 만족을 정의하는 입장이 차이를 나



- 25 -

타내고 있으나 이들을 종합 정의하면, "소비자 만족 혹은 고객만족이란 소비자

들이 제품, 서비스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부터 소비 후에까지 지니게 되는 제품

서비스에 한 인식 감정이며, 이 감정은 기 와 사용경험과의 차이에

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이후 서비스산업의 고객만족에 해 많은 연구가 진 되고, 그 결과

고객만족을 개선하기 해 다양한 제안을 내놓게 되었다. 서비스는 고객에게 제

공되는 유. 무형의 인 , 물 , 시스템 인 활동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서비스는

가시 으로 나타나는 원천 인 물리 서비스와 종사원과 고객의 이 발생

하는 인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성과 편리성 등의 입지, 고

객의 이미지와 비용 등이 서비스에 속한다. 고객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과

제품, 인 서비스가 결합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재고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

객의 요구에 따라 바로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실행하게 된다.

1) 방문객 만족

방문객 만족은 활동의 궁극 목 이라고 할 정도로 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방문객 만족은 개념 으로는 방문객이 기 했던 지와 방문 성과

측면에서 방문의 투자비용과 편익을 비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방문객 만

족은 방문객의 방문 기 와 방문 성과와의 일치여부 과정에서 형성되는 소비

자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방문객 만족을 정의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별하여 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비경허에서 발생한 결과(outcome)와 다른 하나는 평가과정(process)

에 을 두고 방문객 만족에 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소비경험에서 발생한 결과로 보는 입장에서 방문객 만족을 정의하면, “방

문객 자신이 경험 총체에 한 사후 이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경험

총체에 한 일조의 태도”(Lounsbury & Polik, 1998: 7), " 지에 한 방문객

이 가졌던 기 와 방문객 경험과의 상호작용의 결과”(Pizam et al, 1978), “기

에 해 불일치를 경험하는 경우의 감정과 과 소비 경허에 해 사 으로

방문객이 갖는 감정이 복합 으로 야기 시키는 체 인 심리 인 상태”(Dann,

1979) 등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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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과정에서 방문객 만족을 정의하면, “소비경험이 최소한 기 되었던 것보

다는 좋았다는 평가”(Hunt, 1977), “선택된 안이 사 에 갖고 있던 신념과 일

치성을 가진다는 평가”(Geva & Goldman, 1991), “사 기 와 사용 후 느낀

제품의 성과 사이의 지각된 불일치 평가”(van Raaij & Francken, 1984)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평가과정의 입장에서 방문객 만족을 보는 근은 방문객의 체 경험을

다루고 있어 각 단계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각 요소들을 개별 으로 측정하여

요한 과정을 확인시킨다는 에서 결과 지향 근보다 이 을 가지고 있다.

한 방문객 만족을 형성하는 지각 , 평가 , 심리 과정 모두에 한 검토를

가능하게 해주어 방문객 만족에 한 연구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Noe(1987)는 평가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만족은 지의 물리 특성과

지 리 유형 수 , 객의 사회 문화 특성과 휴식제공시설, 교통, 상업

서비스, 믿음, 안 시설, 여가활동과 련된 상황뿐만 아니라 무형 상품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하 다.

방문객 만족을 포함한 후속 변수로서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와의 계에

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총체 방문객 만족’

은 활동을 통하여 여러 욕구가 충족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방문객 자

신의 총체 경험에 하 평가이며 둘째, ‘재방문 의도’는 지 하 속성

과 련된 체험들에 근거하여 방문객이 해당 지를 다시 방문할 욕구를 느끼

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추천의도’는 지의 여러 속성과 련된 여러 체험에

근거하여 그 개인이 타인에게 정 으로 구 할 의향의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총체 만족’이 경험에 한 반 인 평가라면,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

는 지 련 체험에 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Pizam(1978)은 목 지의 방문객 만족에 소비자만족 근법을 본격 으로

용시켰다. 이 연구에서 방문객 만족의 결정요인을 실증 으로 규명하려 했다.

지에 한 방문객 만족의 경험 인자를 찾아내어 방문객 만족을 ‘ 지에

해 그가 가졌던 기 와 방문객 경험과의 상호작용의결과’라고 설명하고 경험

의 총체가 기 와 비교되어 희열을 느낌으로 나타날 때 방문객은 만족하고 방문

객의 실제 활동이 그의 기 와 비교하여 불유쾌한 감정으로 나타나면 방문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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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느낀다는 것이다.

Van Raail & Francken(1984)은 소비자 만족 문헌에서 가장 리 사용되는 정

의를 에 도입해서 기 와 실제 성과간의 차이로써 만족을 정의하 으며, 비

용과 편익에 한 불일치, 기 는 불공정한 공평성이 불만족을 발생시킨다고

하 다.

Whipple & Thach(1988)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 자동차 여행자의

참여 만족을 연구했다. 이들은 Oliver(1980, 1983)에 의해 제시되었던 소비자 만

족/불만족의 기 불일치 이론을 이용하여 기 , 성과, 불일치, 만족, 재구매 의도

를 측정하 다. 결과로 서비스와 자원이 방문객 만족과 재구매 의도에

유의 이라는 사실을 도출하 다.

2) 지역축제 방문객의 만족

축제 방문객의 만족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Mohr 등(1993)

의 연구가 축제 방문객의 동기와 만족간의 계를 악하려는 연구의 시 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에서 열린 “Freedom

Weekend Aloft” 방문객의 방문동기와 만족을 연구하면서 축제 방문객의 동기와

만족은 처음 방문객, 재방문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 냈다. 한 재방

문 의도 여부에 따라 축제 방문의 주요 동기에 차이가 있음을 밝 내고 동기를

요인 분석한 결과 사회화, 가족화합, 독특성과 흥미, 도피, 이벤트 신기성 등 다

섯 가지 그룹으로 묶었다. 이를 통해 축제 방문객의 만족은 방문동기에 따라 달

라진다고 강조했다.

이훈과 Deboah(1997)는 지역 술축제에 참가한 지역주민 참가자, 방문객 사

이의 참가동기, 축제행사 평가, 그리고 만족도를 비교분석하 다. 미국 센트럴

펜실베니아 술 축제를 상으로 축제 참가자들을 조사해 지역주민 참가자와

방문객 사이에는 참가동기에서 순 차이가 있고 지역주민과 방문객 사이에는

축제에 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 냈다. 지역주민 참가

자와 방문객들의 만족수 을 비교했을 때, 방문객들이 지역주민 참가자들보다

더 높은 만족을 느끼고 있지만 두 집단의 만족수 은 모두 높은 편이었다고 검

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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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기(1999)는 ‘98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축제이미지 요인을 분석하고 이미

지 요인과 체 인 만족도를 분석하 다. 축제 이미지는 재방문의사와 만족도

에 많은 향을 미침을 밝혔다.

신도길과 곽재용(1999)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방문객을 상으로 방문동기

유형에 따른 만족도를 연구하 다. 연구결과를 보면 문화동기가 강한 방문객이

근성과 시설의 다양성에 더 많은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훈과 고승익(2000)은 ‘98 세계 섬 문화 축제’를 사례로 축제 방문동기를

조사하여 동기세분화를 실시, 세분시장별로 지각된 방문성과와 체만족이 어떻

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체만족에 한 지각된 방문성과의 향을 연구하

다. 축제 방문동기 집단에 따른 지각된 방문성과와 체만족은 동기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체만족에 향을 미치는 지각된 방문성과 요인 한 방문

동기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권정택(2000)은 이벤트 방문객의 만족에 향을 미치는 방문동기와 사후

이미지 속성을 악하고 그것이 이벤트를 찾는 방문객에게 어떻게 만족과

재방문 의사에 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방문동기 요인

에서 방문객의 만족도에 상 으로 많은 향을 주는 요인은 문화 용인, 사

후 이미지 속성으로는 행사 내용과 로그램, 행사장의 쾌 성과 안내시설, 스

텝, 참여의 용이성으로 밝 졌다.

노 숙(2000)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발 방문객들을 상으로 축제에 한 기

수 과 만족도에 해 연구하 다. 경험수 의 만족도는 기 수주에 비해 낮

은 것으로 나타났고 축제의 특이성이나 문화 , 역사 인 특성, 교육 인 부문에

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 졌다.

박미정(2001)은 ‘부산국제아트페스티발’ 방문객을 상으로 동기와 만족도를

연구하 다. 연구결과, 축제방문객의 동기는 성별, 연령, 직업, 소득에 따라 차이

를 보 으며, 한 성별과 연령에 따라 만족수 은 차이를 보 다. 이벤트 매력

과 시설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성과 다양성의 경

우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30 와 50 는 이벤트 매력에 만족한 반

면, 20세 이하와 50 는 불만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정학 등(2002)의 연구를 보면 최 방문객이 재방문객보다 더 높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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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을 보여 Mohr 등(1993)의 결과와 차이를 보 다. 이벤트는 스포츠 이

벤트와 달리 재방문객들이 타 지역의 행사에도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타 지역의 행사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즉, 스포

츠를 주제로 한 이벤트에서 재방문객의 만족도는 타 지역의 이벤트 참가경

험과 일정한 련이 있다고 주장하 다.

만족은 소비자의 동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잠재능력에 한 기 와 실제로 구

매한 후 소비경험이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한다. 부분의

소비자 행동에 한 이론들은 만족을 구입하기 이 에 소비자가 상품에 갖는 기

와 이것을 구입한 후에 사용함으로써 알게 되는 실제 성과와의 비교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비교과정은 기억 속에 장된 경험의 폭을 넓 주고

추후의 소비자 행동에 하여 방법을 제시해주는 피드백 역할을 한다. 행동

후의 평가과정에서 역시 기 에 한 성과의 일치와 불일치에 따라 나타나게 되

는 만족과 불만족이 매우 비슷한 동질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방문객 만족에 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 구 내 용

Pizam et al(1978)
지의 7가지 경험요소에 한 평균 만족 값의 합이 체

인 만족으로

Whiple &

Thach(1988)
서비스와 자원이 만족과 재방문 의도에 유의 임을 연구

Raaji &

Francken(1984)
방문객의 만족은 기 와 실제성과간의 차이에 의함을 연구

Mohr et al(1993)
이벤트 방문객의 만족은 재방문 최 방문 유형별, 동기

유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연구

권해도(1989)

기 불일치 패러다임을 용해 스토랑 이용자들의 만족을

연구, 기 보다는 지각된 제품의 성과가 만족에 향을 미침

을 연구

신도길(1993)

방한 외국 객들의 해외 지 선택 심리 지 속

성과 만족도,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이 재방문 의도에 어느

정도 향을 주는지와 인구통계학 변수별로 지선택 속

성의 차이를 제시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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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1993)
방문객의 만족은 지에 한 기 와 이미지로부터 향을

받음

정강환(1995)
이벤트 방문객들의 동방형태, 방문동기, 정보원천을 조사,

만족도를 연구

장희정(1996)

해외여행객의 많고 연구에서 과거 여행경험, 정보원천 등이 만

족에 향을 미침을 밝히고 만족은 재방문 의도와 타인에의 권

유의사에 요한 변수로 작용

이훈 ․ Deborah

(1997)

지역 술축제에 참가한 지역주민과 방문객 사이의 참가동기,

축제 행사평가,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여 로그램 구성 시 참가

집단의 차이를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함

홍남기(1997)

방문객은 여러 매체로부터 정보를 얻어 기 이미지를 형성하

고 목 지 방문 후 실제와 기 이미지를 비교평가하고 그 결

과와 만족․불만족을 좌우함을 연구

이충기(1999)
지역축제 방문객의 축제 만족도 요인 도출하여 요인별 만족도

수 평가

신도길, 곽재용(1999)
이벤트 방문객을 상으로 방문동기 유형에 따른 만족도를 연

구

권정택(2000)

이벤트 방문객의 만족에 향을 미치는 방문동기와 사후

이미지 속성을 악하고 그것이 이벤트를 찾는 방문객에게

어떻게 만족과 재방문 의사에 향을 끼치는지를 분석

고승익 외(2000)

축제 방문객의 동기세분화, 세분시장별로 지각된 방문성과와

체 만족의 향, 체만족에 한 지각된 방문성과 향에

한 연구

노 숙(2000)
지역축제 방문객들의 기 수 과 만족도 연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제시

박미정(2001)
축제 방문객을 상으로 동기와 만족도를 연구한 결과, 축제방

문객의 동기는 인 사항에 따라 만족수 의 차이를 보임

오정학(2002)
이벤트의 최 방문객과 재방문객의 만족도의 차이에

한 연구

김태희(2003)
축제의 만족요인이 방문객들의 재방문과 타인추천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미야기 이나(2005)
통축제의 속성이 방문개의 만족과 재방문 추천의사에 미

치는 향 연구

양우철(2006)
축제 방문객을 상으로 만족도를 연구한 결과, 축제방문객의

만족도는 재방문 의사에 향을 미침

자료: 연구자가 조사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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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축제의 만족속성

1) 축제 만족속성

축제 속성에 련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장주(1998)는 축제 이미지 속

성의 개발과 용에 한 연구에서 진도 등제를 상으로 편의 요소, 놀이

요소, 심리 요소, 지역 요소, 제의 요소, 참여 요소로 구성된 30개의

측정항목을 개발하여 이용성, 유희성, 신기성, 향토성, 통성, 체험성, 교육성이

라는 7개의 속성 항목을 밝 냈다. 서태양(1999)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한

이미지 속성을 행사몰입 충실성, 문화체험성, 행사의 편의성, 한국 분 기

로 구성하 다. 권정택(2000)은 주비엔날 에 방문한 방문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축제 이미지 속성을 행사내용, 역사 ․ 교육 가치, 지역 특성,

행사정보, 행사시설, 행사안내 ․ 쾌 성, 참여 용이성으로 구성하 다. 김성

외(2000)는 10 지역축제에 방문한 방문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축제 선택

속성을 이용의 편리성, 새로운 문화교류, 오락 편의시설, 일상생활탈피, 자연

경 과 향토음식, 통문화습득의 6가지로 구분하 다. 이상일(1998 & 2003)과

류정아(2003)는 문화인류학, 민속학 에서 축제의 정신을 그 원류인 놀이

문화에서 축제를 해석하려 하 다. 김계섭(1995)과 이훈․김정은(2000) 등은

학, 경 학 에서 축제의 주제가 드러나 있는 로그램에 하여 평가

를 함으로써 그 축제가 담고 있는 속성을 간 으로 찾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

다.

이훈(2005)은 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축제 체험을 일탈성, 놀이성, 동성,

신성성, 장소성 등 총 5가지 속성으로 분류하 으며, 그 장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성들이 축제의 경험을 특성화시키는 요소(2003 & 2004)라고 하 다.

한 축제 체험속성을 5가지속성으로 포함된 개념으로 역치, 몰입, 놀이, 공동체,

서회교환, 고유성 등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참가자의 입장에서는 축제 그 자

체보다는 축제를 즐기는 과정이며 질 측면으로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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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축제만족 속성에 한 선행연구

연구자 축제 속성

이장주(1998)
이용성, 유희성, 신기성, 향토성,

통성, 체험성, 교육성

서태양(1999)
행사몰입 충실성, 문화체험성,

행사의 편의성, 한국 분 기

김계섭(1995), 이훈․김정은(2000)
학, 경 학 에서 간 으로 찾

음

권정택(2000)

행사내용, 역사 ․ 교육 가치,

지역 특성, 행사정보, 행사시설,

행사안내 ․ 쾌 성, 참여 용이성

김성 외(2000)

이용의 편리성, 새로운 문화교류,

오락 편의시설, 일상생활탈피,

자연경 과 향토음식, 통문화습득

이상일(1998 & 2003), 류정아(2003)
문화인류학, 민속학 에서 축제의

속성 연구

이훈(2005) 일탈성, 놀이성, 동성, 신성성, 장소성

자료: 연구자가 재구성

본 연구에서는 축제만족속성 련 선행연구 분석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24개의 축제만족속성을 본 연구 상 항목으로 선정하 다.

사 홍보를 통해 축제의 내용 일정을 잘 알고 있다. 행사장내 안내시설(표

지 )이 잘 되어 있다. 행사장의 안내요원은 친 하고 극 이다. 축제에 한

팜 렛 등의 정보가 풍부하다. 행사요원의 복장이 하다. 축제는 교육 이고

유익하다. 축제 로그램이 독창 이고 제주만의 특색이 있다. 축제 행사의 내용

이 다양하다. 축제의 내용이 재미있고 신명난다. 직 참여하는 체험 로그램에

만족한다. 일정 시간 수가 잘 이루어졌다. 축제 련 상품과 기념품의 가격

은 하다. 상품과 기념품은 축제나 지역의 특색을 잘 반 했다. 축제 련 상

품과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축제 련 상품과 기념품의 품질이 좋다. 음식

의 종류가 다양하다. 음식의 맛과 가격에 만족한다. 음식이 깨끗하고 청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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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의 주차공간은 넓고 편리하다. 축제장내 화장실이 청결하고 편리하다. 장

애인 편의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휴식 공간(벤치, 공간, 휴게시설)이 잘

되어 있다. 축제 련 부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축제 장소는 안 하고 쾌

하다.

3. 재방문

1) 재방문 의도

재방문 의도는 지역축제 방문에 한 평가 의미이다. 따라서 재방문 의도는

지역축제에 한 만족과 불만족에 의해 결정되며, 다음 지역축제에 한 방문객

의 계속 인 방문과 매우 계가 깊다. 지역축제 방문객의 평가가 좋으면 재

방문 의도가 커질 것이고, 평가가 나쁘면 낮아질 것이다. 재방문 의도는 단순히

단골 방문객에 한 고객확보 차원을 넘어 잠재 인 수요시장 확보의 요한 변

수가 된다.

지역축제의 만족은 방문객이 지역축제에 방문하자마자 정서 .감정 으로 느

끼는 단기 형성과정을 거치는 것이지만, 재방문 구 의도는 다양한 정

태도나 느낌들이 장기 이고 지속 으로 유지될 때 방문객들 간에 형성될 수

있는 정 인 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축제는 로그램과 같은 내용뿐만 아니라 행사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등

종합 인 요소가 배경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지역축제 운 의 주체인 지역주민

이 내부방문객 자원 사자로서의 직. 간 인 참여는 재방문 결정의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구 홍보 는 방문추천도 재방문 결정의 일익을 담당한

다. 지역축제 방문객은 축제 방문 후 만족도에 한 간 인 의사표시로 주

사람들에게 방문한 지역축제에 한 만족과 불만족을 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에 의한 추천의사는 다른 홍보 고보다도 수요시장에 많은 향을 미친

다. 따라서 지역축제 방문객에 의한 방문추천 는 구 홍보는 어떤 다른 홍보

방법보다도 재방문을 결정하는데 매우 효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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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축제 방문객 만족과 재방문 의도와의 계

지역축제가 치열한 유치경쟁과 개최지역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 에

서 지역축제 기획자들은 차 증가하는 지역축제 공 시장과 기존 방문객들에

의한 재방문을 유도 하는 데에 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만족이라는 평가는 행

를 강화함으로써 재방문을 증진시킨다.

그러므로 지역축제 개최지역이 방문객에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재방문되기를

바란다면 방문했던 지역축제에 해 만족하 는지의 여부가 매우 요하다. 따

라서 학에 있어서의 방문객 행동연구는 방문객의 구매 사후행 와 연 된

주제인 무엇이 그들을 만족/불만족 시켰으며, 무엇이 그들을 재방문 는 재방

문 취소를 하게 하 는지에 한 연구에 더욱 큰 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축제 방문객의 만족과 재방문의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고동우(1998)는

의 심리 체험과 만족과의 계에서 방문객을 상으로 체험의 심리

차원을 확인하고, 반 만족, 재방문 의도, 추천의도 각각을 기 으로 차원

간의 상 요도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목 지별 체험과 후속 평가와

의 계에서 지별로 평가 후 행 의도에 미치는 변수간의 계는, 조사 상

목 지별로 각각 가지고 있는 복합 인 이미지로 인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기철과 황윤용(2001)은 한국 문화 상품에 한 일본 여행자의 만족과

재방문의도에 한 연구에서, 크게 방문 시 과 방문 후 시 으로 구분하여,

상품의 만족과 여행사제공 서비스 만족을 독립변수로, 상품에 한 재

구매 의도와 여행제공 서비스 업자에 한 재 구매 의도를 종속변수로 구분하여

연구하 다. 그 결과 방문 상품에 한 재 구매 의도는 방문 후 재 구매

의도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만족이라는 개념이 그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권정택(2000)은 이벤트의 방문동기와 사후이미지가 만족과 재방문 의도

에 미치는 향 연구에서 실증분석 결과, 각 요인 간에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재방문 의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만족, 동기 문화

경험, 가족친화성이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높을

수록 재방문 의도가 높아지고, 사후이미지 속성 역사 , 교육 가치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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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한 이벤트에 참가한 방문객들

은 이벤트에 해 만족하게 되면 이벤트의 추천의사, 재방문 의사와 같

은 재방문 의도에서 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 다.

윤동구(2001)는 객 만족 구조 모형의 개발에 한 연구에서 기 ,

욕구, 지각된 성과품질, 지각된 경험품질, 기 일치, 욕구일치, 반 만족, 불

평행동, 미래행 의도 등 9개의 잠재변수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조사 상의 반 만족과 불평행동 미래행 의도에 가장 향을 미치는 결

정요인으로는 지각된 경험품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엽(2003)은 지역이벤트 객의 추구편익에 따른 만족에 한 실증연구

에서 이천도자기 축제의 객의 만족도 요인과 재방문의사 추천의사 간의

향분석을 실시하여 만족도요인과 재방문의사간, 추천의사간에 정 향

계가 있다는 실증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Moutinho(1987)와 Pearce(1988)는 방문객들은 그들의 만족/불만족의 결과에

따라 재방문을 하거나 다른 지로 목 지를 바꾼다고 주장하 고, 정 인

결과(만족)를 갖는 방문객은 재방문하거나, 다른 방문객들에게 그 지를 권

유하거나, 해당 지에 하여 호의 인 설명으로 표 하지만 그 지 못한

(불만족)방문객들은 재방문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지 않고 부정

인 설명으로 표 하여서 해당 지의 평 에 크게 손해를 입힌다고 설명하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 자와 마 터들은 방문객이 재방문과 다른 사

람들에게 휴가경험의 추천을 하는데 결정 역할을 하는 만족으로서 방문객 만

족을 분석하는데 심을 가져야만 한다.

Backman(1995)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South Carolina Greenvill)

에서 열린 “Freedom Weekend Aloft” 방문객의 방문동기와 만족을 연구하면서

이벤트 방문객의 동기와 만족은 이벤트 첫 방문객, 재방문객 여부에 따라 차이

가 있음을 밝 냈다. 이들은 방문객의 재방문의도 여부에 따라 이벤트 방문의

주요 동기에 차이가 있음을 알아내고 동기를 요인 분석한 결과 사교성, 가족친

화성, 독특성과 흥분, 일상탈출, 축제자체의 진기함으로 그룹을 통해 이벤트 방

문객의 만족은 방문동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지역축제 방문객의 만족은 재방문 의도와 권유 의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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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침을 조사했다. 만족이 재방문에 미치는 향 즉, 만족이 재방문 행동

에 반드시 정 으로 향을 미치는가의 여부에 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으나

선행연구들로 미루어 보아, 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만족한 방문객이

재방문을 극 으로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 축제에 방문 한 후의

만족이 항상 재방문에 직 인 향은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재방문에 향을 다고 할 수 있다.

4. 타인추천 (추천의사)

소비자가 어떠한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았을 때 만족하 거나

불만족 하 을 때 이러한 심리 인 상태를 가족이나 친지, 직장동료, 친구들에게

의사를 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심리상태를 보고받은 주변인들은 이

에 향을 받아 제품을 구입할 때나 서비스 제공 등을 선택하게 될 때 들었던

것을 상기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추천의사 는 구 커뮤니 이션,

구 효과라 칭한다.

즉 타인추천이란 소비자들이 이해 계를 떠나서 비공식 으로 정 인 혹은

부정 인 정보를 교환하는 의사소통 행 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미경, 2003).

이러한 추천의사는 기업이나 서비스제공자 특히 문화 축제에 엄청난 향

을 가져다 다. 특히 정 추천의도일 경우 제품의 이미지, 상품선택 과정에

좋은 향력을 수 있으며, 고객들에게는 더욱더 신뢰감을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천의사는 정 일 때만 가능하다. 가령 소비자가 상품의 질과

서비스에 불만족하 다면 추천의사로 인해 오히려 부정 인 향을 수도 있

다. 따라서 구 은 소비후의 행동으로서 잠재 비즈니스에 많은 향을 미친다.

추천의사는 고객이 만족을 하 을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극 인 추천의사

는 만족하 을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고객이 불만족하 을 경우에도

타인추천 상은 발생하나 그 제품에 하여 추천의 행 가 이루어지지 않으므

로 추천의사란 재방문의사와 같이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만족하 을 경

우에만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추천의사가 미래 구매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이유는 첫째, 서비스에 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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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 구 내 용

Pizam et al(1978)
지의 7가지 경험요소에 한 평균 만족 값의 합이 체 인

만족으로

Whiple &

Thach(1988)
서비스와 자원이 만족과 재방문 의도에 유의 임을 연구

Raaji &

Francken(1984)
방문객의 만족은 기 와 실제성과간의 차이에 의함을 연구

Mohr et al(1993)
이벤트 방문객의 만족은 재방문 최 방문 유형별, 동기 유형별

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연구

가는 경험에 의해 개념화되기 때문에 서비스구매에 따른 험을 회피하기 한

방안으로 인 자원정보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김경욱, 2004). 두 번째로는

서비스구매 시 효과 인 정보는 객 이며 기술 인 측면보다 시 , 주 ,

감성 인 것이 더욱 소구력이 강하기 때문이다(김경욱, 2004).

Richins 와 Terorrot-Shaffer(1987)는 구 에 의해 달되는 내용을 제품뉴스,

조언제공, 개인 경험의 세 가지로 보았으며, 김 순(1995)은 제품 련지식이

낮은 경우가 제품 련지식이 높은 경우보다 구 정보를 더 많이 수용한다고 하

다.

구 은 고객들로 하여 기업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 새로운 고객을 끌

어들이는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고객의 약30%가 정

인 구 을 통하여 기업을 선택하여 고객만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 한 정

인 구 의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은 문화 축제에서도 외가

될 수는 없다.

방문객이 지역축제를 다녀온 후에 그곳의 서비스와 경 , 이벤트 등에 하여

어떻게 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축제의 이미지가 변화할 것이며, 방문객의

방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벤트에 참가했던 방문

객이 이벤트에 해서 어떻게 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달려있다. 따라서

방문객의 만족을 극 화하여 정 인 추천의도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표 2-6> 방문객 재방문에 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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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도(1989)
기 불일치 패러다임을 용해 스토랑 이용자들의 만족을 연구,

기 보다는 지각된 제품의 성과가 만족에 향을 미침을 연구

신도길(1993)

방한 외국 객들의 해외 지 선택 심리 지 속성과

만족도,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이 재방문 의도에 어느 정도 향을

주는지와 인구통계학 변수별로 지선택 속성의 차이를 제시

김인호(1993) 방문객의 만족은 지에 한 기 와 이미지로부터 향을 받음

정강환(1995)
이벤트 방문객들의 동방형태, 방문동기, 정보원천을 조사,

만족도를 연구

장희정(1996)

해외연행객의 맍고 연구에서 과거 여행경험, 정보원천 등이 만족에

향을 미침을 밝히고 만족은 재방문 의도와 타인에의 권유의사에

요한 변수로 작용

이훈 ․ Deborah

(1997)

지역 술축제에 참가한 지역주민과 방문객 사이의 참가동기, 축제

행사평가,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여 로그램 구성 시 참가집단의 차

이를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함

홍남기(1997)

방문객은 여러 매체로부터 정보를 얻어 기 이미지를 형성하고

목 지 방문 후 실제와 기 이미지를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와 만

족․불만족을 좌우함을 연구

이충기(1999)
지역축제 방문객의 축제 만족도 요인 도출하여 요인별 만족도 수

평가

신도길,곽재용(1999) 이벤트 방문객을 상으로 방문동기 유형에 따른 만족도를 연구

권정택(2000)

이벤트 방문객의 만족에 향을 미치는 방문동기와 사후 이미

지 속성을 악하고 그것이 이벤트를 찾는 방문객에게 어떻게

만족과 재방문 의사에 향을 끼치는지를 분석

고승익 외(2000)
축제 방문객의 동기세분화, 세분시장별로 지각된 방문성과와 체

만족의 향, 체만족에 한 지각된 방문성과 향에 한 연구

노 숙(2000)
지역축제 방문객들의 기 수 과 만족도 연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제시

박미정(2001)
축제 방문객을 상으로 동기와 만족도를 연구한 결과, 축제방문객

의 동기는 인 사항에 따라 만족수 의 차이를 보임

오정학(2002)
이벤트의 최 방문객과 재방문객의 만족도의 차이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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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황분석

1. 국내지역축제 황 특성

1)국내지역축제 황

국내지역축제는 재 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4년~2006년 지역별 축

제 개최 황인 <표 2-7>에 따르면, 2004년 569개의 축제가 2005년 726개, 2006

년 842개로 증가하 고, 지자체의 단 축제까지 포함하면 1000여 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표 2-7>2006년 시.도별 축제 개최 황

구분
개최빈도

2004년 2005년 2006년

서울특별시 32 15 48(5.7%)

부산 역시 64 60 56(6.6%)

구 역시 13 26 24(2.9%)

인천 역시 11 20 21(2.5%)

주 역시 15 10 15(1.8%)
역시 8 8 10(1.2%)

울산 역시 9 20 19(2.3%)

경기도 59 63 100(11.9%)

강원도 74 117 121(14.4%)

충청북도 35 59 61(7.2%)

충청남도 41 67 72(8.6%)

라북도 32 33 33(3.9%)

라남도 41 46 61(7.2%)

경상북도 52 65 65(7.7%)

경상남도 68 56 86(10.2%)

제주도 15 61 50(5.9%)

합계 569 726 842(100.0%)

자료: 문화 부 홈페이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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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개최 황을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우선 강원도가 121개(14.4%)로

가장 많이 개최되고 있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100개(11.9%), 경상남도가 86개

(10.2%), 충청남도가 72(8.6)개 등의 순으로 개최되고 있다. 역시가 가장

은 10개(1.2%)가 개최되고 있다. 강원도가 가장 많은 이유는 2000년 이후 강

원도가 특구( 재 강원도는 강릉ㆍ동해ㆍ평창ㆍ횡성 일원의 령지역과

속 시ㆍ고성군ㆍ양양군 일부지역을 포함한 설악산지역이 특구로 지정되어

있다)로 지정된 다음부터 객의 숫자가 늘고, 이에 호응하여 지자체에서 지

역축제를 많이 구상하게 된 이유일 것이라고 추정된다(차은 , 2006).

2) 국내지역축제의 특성

첫째, 주체와 성격에 따라 주도형, 민간주도형 민 ㆍ 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도형이란 산과 계획ㆍ행사 반을 행정당국 이 책임지고 있는

축제를 말하며, 민간주도형은 개인이나 단체 혹은 공동체에서 주 하는 축제를

가리킨다. 그리고 민ㆍ 충형은 주로 에서 산을 지원하고 행사의 추진은

민간에서 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90%이상이 에서

개입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민간주도로 행해지는 것이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재정 인 측면 뿐 아니라 각종 행정직 지원이 필요하므로 당연히 그 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시기와 공간에 따라 개최시기는 [그림 2-2]의 국 시ㆍ도의 월 별 축제

개최 황에서 알 수 있듯이 10월에 가장 집 되어 있고, 다음으로 9월, 4월, 8월

7월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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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최 시 기 별  축 제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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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국 시ㆍ도의 월별 축제 개최 황2)

3) 국내지역축제의 권역별 특성3)

(1)서울․경기권 축제

서울특별시에서 인 축제가 벌어진 시기는 그다지 역사가 오래되지 않

는다. 서울시는 최 의 축제인 1967년 <명동축제>를 시작으로 상업축제의 목

으로 미스 명동선발, 헤어 쇼, 의상 쇼, 시회 등과 같은 행사를 주로 열었다고

한다. 이후 1990 년 에 들어서 서울시의 25개 모든 구청에서 축제를 개최하므

로 지자제의 출발과 한 상 성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 시울시내에서 강남구

ㆍ서 구ㆍ구로구 등과 같이 새로 개발된 지역에서는 주민에게 문화의 시간을

제공하기 한 공연 심으로 기획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인천 역시에서는 재 21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경기지역은 100

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경기지역 축제 가운데 도에서 주 하는 지역축제

는 거의 없고, 부분 시․군 단 로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경기 종합

술제와 경기도 민속 술공연경연 회는 외 으로 도에서 주 하고 있다. 경기

지역의 축제가 행하여지는 시기를 분석해 보면 사계 에 계없이 다양한 시기

에 진행되고 있다.

2) 2006 문화 부 자료 재구성

3)차은 (2006)지역축제 활성화를 한 매거진(雜誌)디자인 로젝트 참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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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원권 축제

강원지역 축제의 성격을 크게 구분하면 통 인 축제와 인 축제로

별할 수 있다. 통축제에는 동제의 형태로 승되는 명 축제와 별신굿이 있다.

그러나 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사시기, 장소, 상신, 행사방식

등이 인 으로 가공된 것은 화된 축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강원지역은

재 121개 이상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4) 이러한 강원도 축제의 부분은 90

년 에 새로 생겨난 것들이다. 이들 축제의 유형을 분류하면 수성문화제ㆍ설악

문화제ㆍ무릉제 등과 같이 각 지역의 제례와 종합행사로 치러지는 표축제와

지역 특산물과 음식을 심으로 행해지는 상업축제, 자연을 상으로 한 축

제, 마임ㆍ인형극ㆍ낚시 화ㆍ만화 화 등 연극ㆍ 화를 심으로 한 술축제

등으로 나 수 있다. 이 밖에 각 지역의 면 단 에서 치러지는 명 축제 등이

있다.

(3)충청권 축제

충남의 표 인 축제는 공주와 부여가 격년으로 주최하는 백제문화제이다.

1995년부터 이어져 온 백제문화제는 타 지역 축제에 비교하여 역사문화 축제로

서 우 를 하며 축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 다른 표 인 축제는 계룡산 산

신제이다. 충남의 표 인 명산이며 진산인 계룡산은 고 사회 이래로 국가나

지역 단 에서 공식 으로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공간이었다. 이외에도 충남지

역에서는 매년 지역별로 수십 개의 향토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반 이상은 지

역민들의 수입과 직결된다. 천안시의 성환 배 축제는 특히 산업축제로서 요하

다. 천의 꽃게 축제, 논산의 딸기축제, 강경의 통 맛갈 축제, 백마강의 수박

축제, 홍성의 하축제 등의 특산물 축제들은 경제성 있는 산업축제로서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한편 충북지역의 축제는 시ㆍ군마다 지역의 문화 기반에 따라 독특한 행사

로 자리 잡고 있다. 충북지역 축제는 목 에 따라 지역주민의 화합의 축제, 특산

물 의 축제, 축제 그리고 각 지역별 특수한 목 의 축제로 나 어 볼 수

있다. 지역주민 들의 화합을 목 으로 하는 축제는 충북 술제를 비롯하여 청주

4)문화 부에서 악이 안되는 소규모 마을축제까지 포함하면 121개를 훨씬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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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날 행사, 우륵 문화제 등이 있으며, 청주 인쇄출 축제와 제천 의병제와

같은 지역의 특수한 목 을 가지고 있는 축제도 있다. 한 특산물 을 한

축제는 각 계 별로 생산되는 농ㆍ특산품을 매하는데 목 을 두고 있어 이미

국에 리 알려진 축제만도 여러 가지가 있다.

(4) 남권 축제

구ㆍ경북은 신라 천년의 역사가 숨 쉬는 곳으로 다른 지역의 축제와는 달리

깊은 역사와 통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이 지역 축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통 문화행사에 잘 나타난다. 우선 구 달구벌 축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약령시

개장은 그 역사가 조선 효종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신라 세계문화엑스포는

우리나라 최 의 통일국가인 신라 문화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안동 국제탈

춤페스티발의 하회별신굿, 산 탈춤과 경산자인의 단오 한장군 놀이도 조선시

에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이 듯 구ㆍ경북의 축제는 깊은 역사성을 지니

고 있고, 주요행사는 지역의 통놀이, 굿, 농요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놀

이는 지역민들이 지역의 자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수해온 것으로 지역민들

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경남지역은 체 으로 자연경 과 정유재란이라는 역사 배경을 지역

축제의 소재로 삼고 있다. 아울러 멍게ㆍ 복ㆍ유채꽃ㆍ멸치축제 등 개의 축

제가 청정해역이라는 이 지역의 자연 환경을 토 로 부분 4~5월과 10월에

집 되어있다. 경남지역축제의 뚜렷한 특징은 바다를 해있는 지역이 많은 까

닭에 이를 발 시킨 해양 련 축제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은 피서지로서

국 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 하여 해 변 축제가 여름철 부

산의 해수욕장을 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5)호남권 축제

남지역의 축제는 자연에서 소재를 취한 볼거리 심의 향토축제가 많으며

역사 사실이나 지역의 특산품을 축제의 이름으로 하는 도 많다. 축제의 개

최는 과 가을에 많으며 이는 나들이와 가을나들이에 알맞은 날씨를 고려해

서 축제가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지역의 표 인 지역축제는 목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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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축제, 여수의 진남제, 문안의 연꽃 축제, 완도의 장보고 축제, 신안의 게르

마늄 갯벌축제 등이다. 남지역의 향토축제들은 주도형의 이벤트성 사업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주 역시에서는 최근 비엔날 와 주김치 축

제가 성황리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5ㆍ18 주민주화항쟁과 련된 다양한 행사

가 새로운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 제주지역 축제 황 특성

제주도의 축제는 2007년 6월 기 으로 42개가 개최되고 있다. 이는 년도에

비해 어든 수치로서 타 지역의 축제와 비교했을 때 향토문화 승축제, 역사

인물기념축제, 주민화합축제, 산업축제보다는 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

성화를 주목 으로 하는 자연자원 심의 문화 축제 성격이 강하다. 제주

도의 요한 축제는 탐라문화제, 정월 보름 들불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최근에 기존의 행사성 이벤트를 통․폐합하여 형

화 ㆍ특색화 하는 방안과 계 별 차별화된 축제 형태로 추진하고, 이를 1차 산

업과 연계시키는 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김병인, 2004).

3.정월 보름 들불 축제 황

정월 보름 들불축제는 옛 제주의 목축문화를 계승하여 감각에 맞게

이벤트화 한 축제다.

30여 년 만 하더라도 제주의 산간 마을에서는 가가호호 2～3마리 정도의

소를 기르며 밭 경작 등 주요 노동력으로 삼아 왔다. 농번기가 끝나면 산간 지

역 마을 공동목장에 소를 방목하 고, 새 을 맞아서는 마을마다 소를 기르는

가구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며 아침 일 소를 이끌고 풀 먹이러 다니던 풍습이

있다. 이처럼 소를 모아 풀을 먹이도록 하자면 지 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한 쉽지 않아 산간 지역 양질의 목 가 자란 들 을 찾아다녀야 했다. 이

를 해 제주선민들은 산간 지의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해 마을별로 늦겨울에서 사이 들 에 불을 놓았다. 이러한 불놓기를 일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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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들불놓기(방애 놓기)라 한다. 정월 보름들불축제는 바로 이러한 제주선민들

의 옛 생활풍속을 감각에 맞게 승화 발 시킨 축제인 것이다.

2007정월 보름 들불축제는 지난 97년에 처음으로 개최되기 시작하여 올해

11회째를 맞았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 부지정 유망축제로 선

정되어 정부지원 속에 개최되었다.5)

특히, 이번 정월 보름 들불축제는 지난해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

면서 기존의 북제주군과 통합을 이룬 제주시가 처음으로 주최․주 이 되어 개

최하 다. 제주시는 지난 10회 개최의 노하우를 계승하고 ‘2007제주민속문화의

해’와 연계하여 제주의 다양한 민속과 생활문화 체험 로그램의 비 을 확 하

다.

특히, 불〔火〕ㆍ말〔馬〕ㆍ달〔月〕ㆍ오름〔岳〕을 핵심소재로 하여 타지방

향토축제와 차별화해 나가는 것을 축제운 의 방침이자 실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축제의 특성을 살려 3일간 각 날짜별로 주제가 있는 마당으로 축제가

펼쳐졌다.

▷ 축제 첫째 날인 3월1일 첫마당 행사는 ‘도민 통합의 날’로 정하여 오 10

시 30분부터 새별오름 정월 보름 들불축제장에서 도내 읍면동 풍물놀이패가

출연 도민이 함께 어우러져 신명을 울리는 도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그 막이

열렸다. 특히, 3월 1일이 국경일 휴일임을 감안 학생과 부모 등 가족이 함께 참

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잔디썰매타기 운 등 다채로운 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개막특별행사로 새별오름 언 리에서 50여 마리의 제주조랑말이 힘찬

질주를 펼치는 퍼 이드로 축제에 역동성을 불러일으키고, 오후 2시에 탐라개국

의 성지 삼성 과 제주시의 최동단 우도와 최서단 수월 에서 채화된 성화가 새

별오름에 집결함과 동시에 개막행사가 이루어졌다. 개막선언과 함께 로고 이

새겨진 풍선을 개최년도에 맞춰 2007개를 하늘로 날려 보냈다. 이날 축제마당은

집 놓기 경연 회와 제주어 말하기, 소원기원 메시지 달도민 통합 도

둥베기 회와 난타공연, 도민 통합기원 횃불 행진, 소형달집태우기 등 녁 8

시까지 다양한 로그램이 펼쳐졌다.

5) 2001, 2002년-우수축제2회, 2004,2005년- 비축제 2회, 2006,2007년-유망축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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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둘째 날인 2일 둘째마당은 ‘무사안녕과 평회기원의 날’로 오 11시

듬돌 들기를 시작으로 말사랑 싸움놀이, 해동검도 시범공연, 청소년 스경연

회, 국 b-boy 청 회, 외국자매도시 공연을 비롯해 불꽃놀이 등 행사가

녁 7시까지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제주도민은 물론 지구 가족 모두의 무사안

녕과 평화를 기원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조화로운 발 을 염원하는 마당으로

치러졌다.

▷ 축제 셋째 날인 3일 마지막 날 셋째 마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성공기원의

날’로 치러졌다. 오 11시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밭갈이 농경문화시연, 말사랑

싸움놀이, 미국 샌타로사시와 국 래주시 등 국제자매도시공연, 국악명창 김

임의 민요명창 축하공연, 난타공연, 도립 술단의 민속 술공연, 제주특별자치

도 성공기원 굿 메시지 낭독, 횃불 달집 화, 오름불 놓기와 오름 정상 화

산 분출쇼, 조명 이 쇼, 불 깡통 돌리기 등으로 축제분 기가 무르익었고

통 민요와 풍물놀이 한마당이 펼쳐진 가운데 축제에 참가한 도민과 객이

한데 어우러져 강강술래를 돌며 축제의 미를 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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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조사 설계와 분석방법

제 1 연구가설 모형

1. 연구가설의 설정 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개된 연구의 이론 개념모형에 따라 지역축제 방문

객의 만족에 미치는 향과, 만족이 재방문과 타인추천에 미치는 향을 토 로

가설을 설정하 다. 이를 한 연구 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정월 보름 들불축제가 축제방문객들에게 주는 만족요인이 방문객들의 재방

문 의사와 타인추천의사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기 해 다음과 같

이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인구통계학 특성은 축제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축제의 만족속성은 축제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축제만족은 재방문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축제만족은 타인추천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검증을 통해 축제 방문객 축제 참여에 있어 재방문의

사와 타인추천의사에 정 으로 작용하는 만족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축

제 발 방안을 도출하려한다.



- 48 -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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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변수의 조작 정의

1. 만족

만족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한 감정 반응인 정서 상태의 반 만족으로서

축제 체험 후 경험에 한 총체 인 평가라고 설정하고 리커트식 5 척도로 질문하

다.

2. 재방문

축제 방문객들 에서 축제 방문 후 만족을 느낀 방문객이 해당 축제에 재차 방문

할 것인가 여부로 정의하 다.

3. 타인 추천

축제 방문 후 만족을 느낀 방문객이 다른 방문객에게 해당 축제 방문을 권유하는

효과를 측정하기 해 추천할 것인가 여부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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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설문구성 연구방법

1. 설문의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 설계는 선행연구를 토 로 작성하 다. 설문지 구성은 제주

지역축제에 한 만족속성에 해 24개 문항으로 설정하 으며, 만족요인과

련하여 반 인 만족도, 재 방문의사, 타인추천의향 등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 특성 6문항, 활동특성 7문항으로 총 34문항

으로 이루어졌다.

본 설문지의 주요 항목별 내용은 <표 3-1>와 같다.

<표 3-1> 설문지 구성내용

내 용 문항수 척 도

방문객 설문조사 특성 24 리커드 5 척도

만족도, 재방문, 타인추천의향 3 리커드 5 척도

인구통계학 특성 6 명목 척도

활동 특성 7 명목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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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2006.12.31～2007.1.10

비 조사

4 단계
2007.3.1～2007.3.3

축제 방문객 상 설문지 배포 회수

5 단계
2007.3.4～2007.4.20

자료의 정리

6 단계
2007.4.20～2007.5.20

시사 도출

3 단계
2007.1.15～2007.2.25

설문지 구성

2. 표본의 추출과 자료수집 분석 방법

1 단계
2006.9.1～2006.11.20

문헌 조사: 이론 고찰 조사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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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와 종합토의

제 1 표본의 일반 특성

1. 인구통계학 특성

본 조사는 제주지역축제 정월 보름 들불축제 방문객을 상으로 조사자

가 응답자와의 개별면담 방식으로 설문하게 하 다. 자료 수집을 해 2007년 3

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총 3일 동안 참가한 방문객을 상으로 직 설문 조

사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택하 다.

배포된 설문지수는 총 230부 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221부 으나 그 에 설

문항목을 부 응답하지 않았거나 일 성이 없다고 단되는 설문지 6부를 제

외하여, 총 215부의 유효 표본을 얻을 수 있었다. 이용 통계기법으로는 크게 기

술 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과 다변량 통계분석(multivariate

statistical) 방법을 활용하 다. 기술 통계는 단순빈도(simple frequency), 백

분율(%), 평균(mean)등을 산출하 으며, 다변량 통계분석으로는 신뢰도분석

(reliability analysis), T-검정(T-test), 분산분석(Anova analysis),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등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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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인구통계학 분석결과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10 51.2

직업

문직 9 4.2

여 105 48.8 생산기술직 18 8.4

소계 215 100.0 사무행정 57 26.5

연령

20세미만 16 7.4 매서비스 24 11.2

20-29세 42 19.5 농림축산업 18 8.4

30-39세 54 25.1 자 업 18 8.4

40-49 54 25.1 주부 37 17.2

50세이상 49 22.8 학생 30 13.9

소계 215 100.0 기타 4 1.8

소득

150만원미만 55 25.6 소계 215 100

150-250만원 66 30.7

거주지

도내 201 93.5

250-350만원 49 22.8 도외 14 6.5

350-450만원 22 10.2 소계 215 100.0

450만원이상 23 10.7

학력

재/ 졸 122 56.7

소계 215 100.0 학원이상 10 4.7

학력 고졸이하 83 38.6 소계 215 100

본 조사에 의한 방문객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4-1>과 같다. 성별에 있

어서는 남성은 110명으로 51.2%로 나타났고, 여성은 105명으로 48.8%로 나타났

다. 연령은 20 미만이 16명으로 7.4%로 나타났고 20 가 42명으로 19.5%, 30

가 54명으로 25.1%, 40 가 54명으로 25.1%, 50 이상 49명으로 22.8%로 나

타났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83명으로 38.6%, 재/ 졸( 문 포함)이 122명으

로 56.7%, 학원 이상이 10명으로 4.7%로 나타났다. 직업은 문직(의료, 언론,

법조, 교육 등)이 9명으로 4.2%로 나타났고 생산․기술직(엔지니어, 건축,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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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18명으로 8.4%, 사무행정․ 리직(기업체 리, 공무원, 일반기업, 융

등) 이 57명으로 26.5%, 매서비스직이 24명으로 11.2%, 농․임․어․축산업이

18명으로 8.4%, 자 업이 18명으로 8.4%, 주부가 37명으로 17.2%, 학생이 30명

으로 13.9%, 기타가 4명으로 1.8%로 나타났다. 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55명으로

25.6%, 150-250만원은 66명으로 30.7%, 250-350만원은 49명으로 22.8%,

350-450만원은 22명으로 10.2%, 450만원 이상은 23명으로 10.7%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제주도민이 201명으로 93.5%로 나타났고, 도외가 14명으로 6.5%로 나

타났다.

2. 조사 상의 행태에 한 특성

조사 상자의 정월 보름 들불축제의 형태 특성을 악하기 해서 빈도

분석(Frequency)을 한 결과 다음 <표 4-2>와 같다. 총 215명의 응답자 들불

축제에 참여한 축제정보원천은 언론매체가 129명으로 60.0%, 주 의 권유가 25

명으로 체의 11.6%, 팜 렛, 로셔 등의 홍보물이 19명으로 8.8%로 나타났

다. 축제의 사 인지 여부는 체의 74.4%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정월 보름 들

불축제에 참여한 자의 방문행태를 살펴보면, 가족동반이 84명으로 체의

39.1%로 가장 많은 방문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월 보름 들불축제에 참여한 횟수는 처음방문이 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

회 이상 참여한 자도 57명으로 26.5%를 차지하 다. 자의 체재장소는

당일 방문객이 199명으로 92.4% 으며, 민박 는 펜션 등이 9명으로 4.2%로 조

사되었으며, 지출비용은 5만원 미만 지출이 149명으로 69.3% 으며, 5-10만원이

45명으로 20.9%로 조사되었다. 체류시간은 3시간이상이 99명으로 46.4% 으며,

2-3시간이 80명으로 37.2%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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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활동 특성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방문

형태

혼자 15 7.0

방문

횟수

처음방문 88 40.9

가족동반 84 39.1 2회 35 16.3

친구동반 44 20.5 3회 35 16.3

연인동반 13 6.0 4회 이상 57 26.5

단체 20 9.3 소계 215 100.0

기타 39 18.1

체재

장소

당일방문 199 92.4

소계 215 100.0 여 2 1.0

정보

원천

언론매체 129 60.0 민박 는펜션 9 4.2

인터넷 3 1.4 호텔 1 0.5

팜 렛, 로셔 등 19 8.8 기타 4 1.9

주 의 권유 25 11.6 소계 215 100.0

기타 39 18.1

지출

비용

5만원 미만 149 69.3

소계 215 100.0 5-10만원 45 20.9

사

인지

몰랐다 7 3.3 10-15만원 14 6.5

몰랐다 16 7.4 15-20만원 3 1.4

보통 32 14.9 20만원 이상 4 1.9

조 알았다 65 30.2 소계 215 100.0

많이알았다 95 44.2

체류

시간

1-2시간 32 14.9

소계 215 100.0 2-3시간 80 37.2

체류

시간

30분미만 1 0.5 3시간이상 99 46.4

30-1시간 3 1.4 소계 215 100.0

3. 기술통계량 분석결과 해석

응답자들은 제주정월 보름 들불축제 련 만족도에 한 기술 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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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 항목에 한 평균 수를 계산하 다. <표 4-3>에서 보듯이 행사장의

주차공간은 넓고 편리하다(M=3.65)에 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행

사장의 안내요원의 친 하고 극 이다 와 축제 로그램이 독창 이고 제주만

의 특성이 있다(M=3.44)에 한 만족도도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한 사

홍보를 통해 축제의 내용 일정을 잘 알고 있다와 행사장내 안내시설(표지 )

이 잘 되어있다(M=3.43)에 한 만족도도 높은 평균값을 보 다. 그러나 축제

련 상품과 기념품의 가격의 성(M=2.80)과 휴식공간이 잘되어있다(M=2.80),

음식의 맛과 가격에 만족한다(M=2.81)에 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 개선의 노

력이 필요함으로 평가되었으므로 향후 이 부분에 한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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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만족도변수의 기술 분석

항 목 평균값 표 편차 왜도 첨도

사 홍보를 통해 축제의 내용 일정을 잘

알고 있다
3.43 .834 .250 -.009

행사장내 안내시설(표지 )이 잘 되어있다 3.43 .893 -.067 -.406

행사장의 안내요원은 친 하고 극 이다 3.44 .899 -.111 -.261

축제에 한 팜 렛 등의 정보가 풍부하다 3.25 .908 .199 -.281

행사요원의 복장이 하다 3.34 .845 -.032 .443

축제는 교육 이고 유익하다 3.40 .836 -.043 .098

축제 로그램이독창 이고제주만의 특색이있다 3.44 .988 -.218 -.359

축제행사의 내용이 다양하다 3.29 .928 -.157 -.060

축제의 내용이 재미있고 신명난다 3.29 .928 -.051 .037

직 참여하는 체험 로그램에 만족한다 3.13 .941 -.045 -.133

일정 시간 수가잘이루어졌다 3.25 .849 .002 .284

축제 련 상품과 기념품의 가격은 하다 2.80 .962 -.128 -.048

상품과 기념품은 축제나 지역의 특색을 잘 반

했다
3.08 .889 -.094 .274

축제 련 상품과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2.94 .897 .023 .177

축제 련 상품과 기념품의 품질이 좋다 2.90 .872 .064 .365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다 3.10 1.001 .009 -.358

음식의 맛과 가격에 만족한다 2.81 1.022 .080 -.428

음식이 깨끗하고 청결하다 2.95 .987 .114 -.096

행사장의 주차공간은 넓고 편리하다 3.65 .977 -.535 .028

축제장 내 화장실이 청결하고 편리하다 3.17 1.077 -.213 -.274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2.86 1.019 .051 -.402

휴식공간(벤치, 공간, 휴게시설)이 잘 되어있다 2.80 1.073 .132 -.581

축제 련 부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3.06 .967 .066 -.003

축제장소는 안 하고 쾌 하다 3.23 .968 -.181 -.111

※ 측정척도 : 1=매우불만족 3=보통 5=매우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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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측정척도의 평가

1. 인구통계학 특성과 축제 만족도

인구통계학 특성과 축제 만족도에 미치는 향여부를 악하기 해 차이

검증을 실시하 다. 성별과 거주 지역은 T-test를, 이를 제외한 나머지 6항목인

연령, 최종학력수 , 직업, 가계소득은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1) 성별에 따른 T-test

축제방문객의 인구통계학 특성 성별이 방문 만족도에 미치는지 여부를

가리기 하여 차이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수 이 0.490으로, P<0.05보다 높게 나타나 방문객의 만족

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성별에 따른 T-test 분석결과

요인

성별

T값 유의도남성 여성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만족도 3.609 0.929 3.523 0.878 0.691 0.490

P<0.05

2) 거주지역에 따른 T-test

축제방문객의 인구통계학 특성 거주지역이 방문 만족도에 미치는지 여

부를 가리기 하여 차이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도외가 도내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수 이 0.01로, P<0.05보다 높게 나타나 방문객의 만

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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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거주지역에 따른 T-test 분석결과

요인

거주지역

T값 유의도도내 도외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만족도 3.527 0.900 4.142 0.770 -2.494 0.013

P<0.05

3) 최종학력에 따른 분산분석

축제 방문객의 만족도에 하여 최종학력별로 구분하여 차이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만족도에서는 학원 이상이 3.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F값

이 2.031, P값이 0.134로 P<0.05보다 높게 나타나 방문객의 만족도에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최종학력에 따른 ANOVA 분석결과

요인

집단간 평균값

F값 유의도
고졸이하 재/ 졸 학원이상

만족도 3.674 3.467 3.900 2.031 0.013

P<0.05

4) 연령에 따른 분산분석

축제 방문객의 만족도에 하여 연령별로 구분하여 차이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만족도에서는 20세미만이 3.8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F값이 2.020,

P값이 0.093으로 P<0.05보다 높게 나타나 방문객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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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연령에 따른 ANOVA 분석결과

요인

집단간 평균값

F값 유의도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만족도 3.812 3.238 3.629 3.685 3.571 2.020 0.093

P<0.05

5)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른 분산분석

축제 방문객의 만족도에 하여 가구당 월평균 소득별로 구분하여 차이분석

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만족도에서는 20세미만이 3.8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F값이 0.605, P값이 0.659로 P<0.05보다 높게 나타나 방문객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소득에 따른 ANOVA 분석결과

요인

집단간 평균값

F값 유의도
150미만 150-250 250-350 350-450 450이상

만족도 3.527 3.651 3.510 3.727 3.391 0.605 0.659

P<0.05

6) 직업에 따른 분산분석

축제 방문객의 만족도에 하여 직업별로 구분하여 차이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만족도에서는 서비스직이 3.7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F값이 0.707,

P값이 0.666으로 P<0.05보다 높게 나타나 방문객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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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소득에 따른 ANOVA 분석결과

요인

집단간 평균값

F값 유의도
문직

생산

기술직

사무

행정
서비스 농림업 자 업 주부 기타

만족도 3.111 3.388 3.631 3.708 3.667 3.667 3.595 3.442 0.707 0.666

P<0.05

2. 신뢰성 분석

연구결과를 기 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려면, 데이터 수집단계에서 신뢰성을

갖춘 측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결한 일이다. 신뢰성이란 측정결과에 오차

가 들어 있지 않은 정도, 즉 분산에 한 체계 정보를 반 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알 (Cronbach's alpha)계수를 사용하 다.

Cronbach's alpha계수는 테스트나 척도가 어느 정도 상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신뢰도계수의 하나로서, 상 계수와 마찬가지로 ‘1’에 가

까울수록 테스트 항목의 신뢰도가 높다.

방문객의 평가항목에 한 신뢰성 검증에서 평가항목에 한 신뢰도 분석결

과 Cronbach's alpha계수는 0.944로 나타나고 있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한 각각의 요인별 신뢰성은 상품 음식요인은 Cronbach's alpha 값이 0.906,

두 번째로 로그램요인은 0.862, 세 번째로 홍보 안내요인은 0.830, 네 번째

로 부 시설요인은 0.842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8을 넘는

수 으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요인분석

요인추출모델로는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 고,

요인 재치의 단순화를 해서 직각회 (Orthogonal Rotation) Varimax 방

식을 택하 으며, 이 때 요인의 수는 고유값(Eignvalue)이 1 이상인 범주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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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하 다.

방문객의 축제평가항목의 만족도에 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4개 항목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표 4-4>와 같다. 축제속성에 한 고유치가 상

품 음식은 5.298, 로그램은 3.579, 홍보 안내는 3.148, 부 시설은 3.098

로 총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분산율은 63.011%로 나타났다.

<표 4-10> 만족도에 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내용 아이겐값 요인 재량
크롬바하

알 계수

분산

설명력
평균

요인1:상품 음식

●음식의 맛과 가격에 만족한다.

●축제 련 상품과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축제 련 상품과 기념품의 품질이 좋다.

●축제 련 상품과 기념품은 지역특성을 잘

반 했다.

●음식의 깨끗하고 청결하다.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다.

●휴식공간이 잘되어 있다.

●축제 련 상품과 기념품 가격이 하다.

5.298

.788

.766

.740

.722

.662

.633

.598

.567

0.906 22.074 2.928

요인2: 로그램

●축제의 내용이 재미있고 신난다.

●축제의 내용이 다양하다.

●축제 로그램이 독창 이고 제주만의 특색

이 있다.

●직 참여하는 체험 로그램에 만족한다.

●일정 시간 수가 잘 이루어졌다.

3.579

.771

.730

.691

.654

.544

0.862 14.911 3.284

요인3:홍보 안내

●행사장 안내시설이 잘되어 있다.

●사 홍보를 통해 축제의 내용 일정을 잘

알고 있다.

●행사장의 안내요원은 친 하고 극 이다.

●행사요원의 복장이 하다.

●축제에 한 팜 렛 등의 정보가 풍부하다.

●축제는 교육 이고 유익하다.

3.148

.791

.724

.647

.570

.559

.495

0.830 13.117 3.387

요인4:부 시설

●행사장의 주차공간은 넓고 편리하다.

●축제장내 화장실이 청결하고 편리하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다.

●축제 장소는 안 하고 쾌 하다.

●축제 련 부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3.098

.753

.601

.554

.542

0.842 12.910 3.199

*추출된 요인들의 체설명력은 63.01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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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증을 한 축제의 속성을 평가하는 변수와 체 구성개념을 형성하

는 체 항목간의 상 성 ‘행사장 안내요원이 친 하 다’가 0.791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축제는 교육 이고 유익하다’가 0.49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요인 1은 음식의 맛과 가격에 만족한다, 축제 련 상품과 기념품의 종류가 다

양하다, 축제 련 상품과 기념품의 품질이 좋다, 축제 련 상품과 기념품은 지역

특성을 잘 반 했다, 음식의 깨끗하고 청결하다,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다, 휴식

공간이 잘되어 있다 등으로 ‘상품 음식’으로 명명하 다.

요인 2는 축제의 내용이 재미있고 신난다, 축제의 내용이 다양하다, 축제 로

그램이 독창 이고 제주만의 특색이 있다, 직 참여하는 체험 로그램에 만족

한다 등으로 ‘ 로그램’이라 명명하 고, 요인 3은 행사장 안내시설이 잘되어 있

다, 사 홍보를 통해 축제의 내용 일정을 잘 알고 있다, 행사장의 안내요원은

친 하고 극 이다, 행사요원의 복장이 하다, 축제에 한 팜 렛 등의 정

보가 풍부하다, 축제는 교육 이고 유익하다 등으로 ‘홍보 안내’라 명명하

다.

요인 4는 행사장의 주차공간은 넓고 편리하다, 축제장내 화장실이 청결하고

편리하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다, 축제 장소는 안 하고 쾌 하

다, 축제 련 부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등으로 ‘부 시설’이라 명명하

다

각 요인의 분산설명력은 22.074%, 14.911%, 13.117%, 12.910% 등으로 나타났

다. 체설명력은 63.01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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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가설의 검증

회귀분석(regression)은 변수들 간의 함수 인 련성을 규명하기 해, 어떠

한 수학 모형을 가정하고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추정을 행하는 분석

방법을 말하며, 자료로부터 얻어진 계식을 이용하여 종속변수의 움직임을 독

립변수들을 통하여 측하고, 모형 체와 독립변수들의 향력에 한 통계 검

증과 추정을 행하는데 사용된다.

즉, 회귀분석은 하나의 변수를 이용하여 그 변수를 제어하거나 측할 때 사

용되는데, 일반 으로 측의 목 으로 많이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 측하고

자 하는 변수를 목 변수라 하며, 측에 사용하는 변수를 설명변수라고도 한다.

회귀분석은 한 개 는 그 이상의 독립변수들과 한 개의 종속변수와의 계를

악하기 한 기법이며 단순회귀분석과 다 회귀분석으로 구분된다. 단순회귀

분석은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 변수가 하나일 경우에 사용되고 다 회귀분

석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 경우에 사용한다.

다 회귀분석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종속변수를 설명하고자

하는 방식의 회귀분석으로, 회귀분석을 하게 되면 하나의 독립변수를 사용한

경우보다 종속변수를 더 정확하게 측할 수 있고,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

에서 개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부분 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하여 단순회귀분석 다 회귀분석을 사

용하 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구통계학 특성과 방문객 만족도와의 계검증

1) 가설1의 검증

H1 : 인구통계학 특성은 축제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은 지역축제에 있어 방문객의 인구통계학 특성이 축제 만족도에 향

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기 한 가설이다.

인구통계학 특성은 방문객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수 , 직업, 월평균 가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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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거주지역 등 6개의 세부요인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른 세부가설은 아래와 같

다.

H1-1 : 방문객의 성별은 축제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에서 만족도가 유의수 0.490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H1-2 : 방문객의 거주 지역은 축제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는 만족도가 유의수 0.013으로 검증되어 가

설이 채택되었다.

H1-3 : 방문객의 최종학력은 축제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방문객의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는 만족도가 유의수 0.013으로 검증

되어 가설이 채택되었다.

H1-4 : 방문객의 연령은 축제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는 만족도가 유의수 0.093으로 나타나 가설이 기

각되었다.

H1-5 : 방문객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축제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

다

방문객의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는 만족도가 유의수 0.659로

검증되어 가설이 기각되었다.

H1-6 : 방문객의 직업은 축제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방문객의 직업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는 만족도가 유의수 0.666으로 검증되어

가설이 기각되었다.

2. 축제의 만족속성과 방문객 만족도와의 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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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 축제의 만족속성은 축제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표 4-11> 방문객 만족에 한 회귀분석결과

분 류
비 표 화계수 표 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3.567 .055 64.329 .000

요인 1: 상품 음식 .226 .056 .250 4.073 .000

요인 2: 로그램 .257 .056 .284 4.621 .000

요인 3: 홍보 안내 .099 .056 .109 1.779 .077

요인 4: 부 시설 .202 .056 .224 3.635 .000

R2 = .206 수정된 R2 = .190 F = 13.581 P-Value = 0.000

주) *p<0.05에서 유의함. 종속변수 : 반 만족도

가설 2는 제주지역축제에 참가한 방문객의 만족요인과 반 인 만족도 사이

의 계에 한 것들로, 4개의 하 가설이 설정되었다. 이의 검증을 해 요인분

석을 통해 도출된 지역축제속성 4개의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축제만족을 종속변

수로 하여 다 회귀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측정항목들이 축제만족

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값을 추정한 것이다. 결정계수인 R2값은 0.206로 만

족도의 원인변수가 총 분산의 20.6%를 설명하고 있으며, 회귀식에 한 F값이

13.581로써 유의수 (P<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

개의 요인 3개의 요인이 유의수 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4개의 요인은 상품 음식, 로그램, 홍보 안내, 부 시설로 나타났으며,

표 화 계수를 살펴본 결과 로그램이 0.284, 상품 음식이 0.250, 부 시설이

0.224 조사되어 이 3개의 요인이 체만족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사되었으

며, 로그램의 표 화 계수가 다른 3가지의 표 화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

으므로, 로그램은 체만족에 가장 높은 정(+)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가설 H2는 부분 채택되어 제주지역축제의 방문객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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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은 반 만족도에 향을 다고 볼 수 있다.

3. 축제 만족과 재방문과의 계 검증

H3 : 축제만족은 재방문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에서는 축제만족의 재방문에 미치는 향에 한 계를 조 한 것으로

제주지역축제의 만족과 재방문의 향 계를 회귀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6>과 같다.

<표 4-6>에서는 R2값은 0.265로 만족도의 원인변수가 총 분산의 26.5%를 설

명하고 있으며, 회귀식에 한 F값이 76.753으로써 유의수 (p<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12> 축제 반 만족도의 표 화, 비표 화 계수

분류
비 표 화계수 표 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1.797 .227 7.915 .000

축제 반 만족도 .541 .062 .515 8.761 .000

R2 = .265 수정된 R2 = .261 F = 76.754 P-Value = 0.000

주) *p<0.05에서 유의함. 종속변수 : 재방문 의사

정월 보름 들불축제의 재방문에 향을 미치는 원인변수의 향은 0.000으로

유의 인 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표 화계수 베터값은 0.515로 나타났다.

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설 H3는 채택되어 정월 보름 들불축제의 방문

객의 만족은 재방문에 향을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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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제 만족과 타인추천과의 계검증

H4 : 축제만족은 타인추천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는 축제 만족도에 따른 타인추천의향에 한 것으로 회귀 분석한 결과

는 다음 <표 4-7>과 같다.

<표 4-13> 축제 반 만족도가 추천의향에 미치는 향분석

분류
비표 화 계수 표 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1.627 .197 8.253 .000

축제 반 만족도 .571 .054 .590 10.665 .000

R2 = .348 수정된 R2 = .345 F = 113.746 P-Value = .000

주) *p<0.05에서 유의함. 종속변수 : 타인추천의향

<표 4-7>에서는 R2값은 0.348로 만족도의 원인변수가 총 분산의 34.8%를 설

명하고 있으며, 회귀식에 한 F값이 113.746으로써 유의수 (p<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월 보름 들불축제의 방문추천의향에 향을 미치는 원인변수의 향은

0.000으로 유의 인 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표 화계수 베터값은 0.590으로 나

타났다.

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설 H4는 채택되어 제주지역축제의 만족은 타인

추천권유의향에 향을 다고 볼 수 있다.



- 69 -

제 4 실증분석결과 종합

1. 실증분석결과 요약

지역축제의 만족속성이 방문객 만족도에 미치는 향 여부와 방문객 만족도

와 재방문의 상 계에 한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제 방문객의 인구통계학 특성인 거주 지역, 최종학력이 방문객 만족

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축제의 만족속성요인은 방문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조사분석을 통한 지역축제의 특성요인은 ‘상품 음식’, ‘ 로그램’, ‘홍보

안내’, ‘부 시설’로 구성되며, 이 ‘홍보 안내’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요

소들이 방문객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제의 내용의 재미있고 신난다. 축제내용이 다양하다. 축제 로그램이

독창 이고 제주만의 특색이 있다 등 ‘ 로그램’이 방문 만족도에 가장 큰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방문객 만족도에 한 회귀분석결과 지역축제의 만족속성으로 인한 방

문객 만족도는 재방문과 타인추천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설의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표 4-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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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가설의 검증결과

구분 검증된 향요인
가설채

택여부

H1 인구통계학 특성은 축제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H1-1 방문객의 성별은 축제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2 방문객의 거주 지역은 축제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3 방문객의 최종학력은 축제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4 방문객의 연령은 축제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5 방문객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축제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6 방문객의 직업은 축제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2 지역축제의 만족속성은 축제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H3 지역축제만족은 만족은 재방문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4 지역축제만족은 만족은 타인추천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 연구의 시사

본 논문은 지역축제의 만족속성요인을 도출하고 이들이 가지는 축제 방문객 만족

도와의 향 계를 악하는 것은 물론 방문객 만족도가 재방문에 미치는 향 여부

를 검증하여 지역축제의 질 향상을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실시된 연구․조사의 분석결과를 통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방문객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일반 으로 표 시장 선정에 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축제에서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시장을 측하여 축제 로그램 구성, 홍

보 략 그리고 기타 편의시설 등 만족속성의 맞춤화에 도움을 다.

이러한 맞춤형 만족속성으로 인해 축제 방문객은 방문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축

제 주최자는 기존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마 략에 비해 상 으로 마 비용

감효과는 물론,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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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정월 보름 들불축제에서는 방문객의 거주지역과 최종학력이 방문객 만족도

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축제주최자는 방문객의 만족도의 향상을

하여 학력에 따른 축제 로그램 구성 서비스 제공, 거주 지역 별 홍보 활동 등

의 략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방문객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지역축제의 만족속성요인으로는 ‘상품 음식’,

‘ 로그램’, ‘부 시설’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방문객 만족도와 유의한 향 계

에 있다는 것이 조사결과에 의해 검증되었다. 이는 축제의 질 향상을 한

략수립에 직 인 효과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축제에서는 다양한 내용으로

방문객이 직 참여할 수 있고 교육 효과가 있는 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한 독창 인 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한 행사장 안내 의 재정비 축제장 내의 안내시설 보완, 그리고 축제와

련한 극 인 사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축제장 내에서 매되는 특산품의

경우 가격, 품질에 한 기 마련을 해야 할 것이며, 축제의 주제 범 내에서

다양한 특산품 마련 등이 요구된다. 한 축제의 행사진행요원을 상으로 한

친 교육 축제에 한 사 지식교육 등이 이루어져 방문객의 불편사항과 축

제에 한 정보습득을 돕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즉 축제의 만족속성요인 강 은 유지하며, 취약부분은 개선․보완하여 축

제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제만족도가 재방문 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는 방문객

의 만족을 한 축제 만족 략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그것이 기존 방문객

확보는 물론 구 효과 등을 통한 신규 방문객 확보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을 축제 주최자는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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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결론

지방자치제가 본격 으로 실시된 1990년 이후 지역축제의 개최율은 속히 증

가되었다. 특히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축제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

이 지방산업의 략 도구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지역축제의 마 개념의 부재,

축제조직 원회, 개최시기의 편 등의 문제로 지역축제를 일회성 행사로 락시키

는 결과를 래하 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해당 지역축제의 특성을 악하는

것이 선무이며 그에 따른 요인별 특성을 내실 있는 지역축제를 한 략 방안

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축제의 만족 속성요인에 따른 방문객의 축제만족도와 재방

문 타인추천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조사하 다.

연구의 목 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는 연구의 범 를 시간 , 공간 , 내용 범

로 구분하여 설정하 으며,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연구이론을 체계화하기 하여 만

족속성요인 지역축제, 방문객 만족도에 련한 논문, 서 각종 통계자료를 이

용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연구의 거로 삼았다.

둘째, 지역축제의 만족속성요인이 방문객 만족도에 미치는 향분석을 하여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설문결과는 통계

로그램인 SPSS 12.0 Window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차이검증, 요인분

석, 신뢰도분석, 그리고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 다.

본조사의 조사기간은 2007년 3월 1일부터 2007년 3월 3일까지 으며, 설문지

230부를 배포하여 이 미회수 자료부실 등 총 15부를 제외한 215를 유효 표

본으로 하 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이분석결과, 인구통계학 특성 방문객의 거주 지역, 최종학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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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뢰도 요인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값이 0.944, 총 분산 설

명력이 63.011%로 지역축제의 만족속성요인에 한 설명력이 충분하며 만족속

성요인이 축제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귀분석을 통하여 방문 만족도와 재방문 타인추천과의 인과 계를

증명하 다.

실증분석 결과, 인구통계학 특성, 지역축제의 만족속성 요인이 방문 만족도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재방문 타인추천에 인과

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가설 1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시장정립, 가설 2의 축제 만족속성요

인은 마 믹스에 해당하는 4Ps, 그리고 가설 3, 가설 4는 축제의 객 인 필

요성을 나타내는 피드백(Feedback)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제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시간 공간 배경을 2007년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제주시 애

월읍 성리에 치한 새별오름에서 들불축제를 상으로 실시하 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물들이 제주지역 더 나아가 우리나라 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사 상의 확 를 통한 보다 보편 인 결

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기간의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유형의 모집단이 표본에 포함되지 못

하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의 추출을 통한 각각의 유형의 방

문자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하여 여러 지역

축제에 한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에서 제시한 부분에 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면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성공 인 축

제기획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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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1.설 문 지

제주 학교 개발학과

2007. 03

정월 보름 들불 축제 만족도에 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는 제주 학교 일반 학원 개발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인 학생으로 ‘정

월 보름 들불축제’에 참가하신 방문객들을 상으로 반 인 만족도를 분석하

여 향후 축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는 정답이 없으므로 귀하의 진솔한 생각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순수 통계 처리이외의 목

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밝 드립니다.

귀하의 력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07. 03

연구자 :제주 학교 학원 개발학과

석사과정 김 재 일

064)754-3104

fax:064)724-3105

E-mail: jaeil0426@hanmail.net

※ 각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음 질문 사항을 읽고 알맞은 번호

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다음은 정월 보름 들불 축제의 인지 탐색에 한 사항입니다.

해당사항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축제의 동반자는?

① 혼자 ② 가족과 함께 ③ 친구와 함께 ④ 연인과 함께 ⑤ 단체 ⑥기타

2. 축제의 정보는 어디서 얻었습니까?

① TV, 신문 등의 언론매체 ② 인터넷 검색 ③ 팜 렛, 로셔 등의 홍보물

④ 주 의 권유 ⑤ 기타

3. 귀하는 참가하신 축제에 하여 사 에 얼마나 알고 오셨습니까?

① 몰랐다 ② 몰랐다 ③ 보통이다 ④ 조 알았다 ⑤ 많이 알았다.

Ⅱ. 정월 보름 들불축제에 련한 일반 사항입니다. 해당사항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이번 방문은 몇 번째이십니까?

① 처음 방문 ② 두 번째 방문 ③ 세 번째 방문 ④ 네 번째 방문이상

5. 축제기간동안 어디에 머무르십니까?

① 당일방문 ② 여 ③ 민박 는 펜션 ④ 호텔 ⑤ 기타( )

6. 귀하가 축제에서 소비하실 비용은 얼마입니까?

① 5만원미만 ② 5만원이상 ～ 10만원미만 ③ 10만원이상 ～ 15만원미만

④ 15만원이상 ～ 20만원미만 ⑤ 20만원이상

7. 귀하는 축제 행사장에 얼마나 머무를 정입니까?

① 30분 이내 ② 30분～1시간 ③ 1시간～2시간 ④ 2시간～3시간 ⑤3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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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방문객 상 축제항목에 한 질문입니다. 한 곳에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사 홍보를 통해 축제의 내용 일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행사장내 안내시설(표지 )이 잘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행사장의 안내요원은 친 하고 극 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축제에 한 팜 렛 등의 정보가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5. 행사요원의 복장이 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축제는 교육 이고 유익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축제 로그램이 독창 이고제주만의특색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축제행사의 내용이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축제의 내용이 재미있고 신명난다 ① ② ③ ④ ⑤

10. 직 참여하는 체험 로그램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일정 시간 수가 잘 이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12. 축제 련 상품과 기념품의 가격은 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상품과 기념품은 축제나 지역의 특색을 잘 반

했다
① ② ③ ④ ⑤

14. 축제 련 상품과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축제 련 상품과 기념품의 품질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6.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음식의 맛과 가격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음식이 깨끗하고 청결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행사장의 주차공간은 넓고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20. 축제장 내 화장실이 청결하고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휴식공간(벤치, 공간, 휴게시설)이 잘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축제 련 부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축제장소는 안 하고 쾌 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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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축제의 반 인 만족도에 한 질문입니다. 한 곳에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귀하는 정월 보름 들불 축제에 만족하십니까?

① 그 지 않다 ② 그 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 다 ⑤ 매우 그 다

9. 귀하는 정월 보름 들불 축제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만족

10. 귀하는 정월 보름 들불 축제를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그 지 않다 ② 그 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 다 ⑤ 매우 그 다

11. 귀하는 정월 보름 들불 축제를 재방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그 지 않다 ② 그 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 다 ⑤ 매우 그 다

12. 정월 보름 들불축제를 발 시키기 해서는 어떤 부분에 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안내 시설 서비스 강화 ②지역 특화 상품 기념품 개발

③지역특색 로그램 개발 ④체험 로그램 확 ⑤행사장 치 재선정

⑥지역특화 먹거리 개발 ⑦행사장 내 편의 시설 확충 ⑧기타

Ⅴ. 다음은 귀하의 인 사항에 한 질문입니다.

13.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14. 귀하의 거주지는?

①도내 ②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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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귀하의 연령은?

① 20세 미만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세 이상

16. 귀하의 가족 체 월평균 소득은?

① 150만원 미만 ② 150만원 이상 ～ 250만원미만

③ 250만원 이상 ～ 350만원미만 ④ 350만원 이상 ～ 450만원 미만

⑤ 450만원 이상

17.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이하 ② 졸/ 재 ③ 학원 이상

18. 귀하의 직업은?

① 문직(의사, 교수, 변호사, 언론 등) ② 생산, 기술직(엔지니어, 건축, 토목)

③ 사무, 행정, 리직(회사원, 공무원, 융 종사자 등) ④ 매․서비스직

⑤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⑥ 자 업 ⑦ 주부 ⑧기타(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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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축제 황

2007년도 문화 부 지정 축제

등
최우수

(축제당 2억5천
만원 지원)

우수
(축제당 1억원

지원)

유망
(축제당 5천만원

지원)

비
( 산지원 없음)

시도

서울특별시 하이서울페스티벌

부산 역시 부산자갈치축제

구 역시 구약령시축제

인천 역시
인천소래포구축제(신

규)

주 역시 주김치 축제

역시
사이언스페스티
벌 (신규)

울산 역시 외고산옹기축제

경 기 도 연천구석기축제 이천 문화축제
주장단콩축제

자라섬국제재즈페스
티벌 (신규)

강 원 도
춘천국제마임축제
양양송이축제

인제빙어축제
화천산천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원주한지문화제

충청북도 동난계국악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국음성품바축제

괴산청결고추축제

충청남도 보령머드축제
산인삼축제
강경젓갈축제

한산모시문화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천안흥타령축제

라북도 김제지평선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남원춘향제 고창모양성제

라남도 강진청자문화제
함평나비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진도신비의바닷길

보성다향제
담양 나무축제
무안백련 축제

경상북도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경주한국의술과떡잔치
풍기인삼축제
문경찻사발축제

화춘양목송이축제

경상남도 진주남강유등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지리산한방약 축제
합천팔만 장경축제
한산 첩축제

제 주 도
정월 보름들불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

제주왕벚꽃축제(신
규)

계 7 9 1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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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축 제 명 지 역 주최/주 행사내용

1월

성산일출제 성산 일출
성산일출제

축제 원회

•일출제

• 통민속놀이

•치어방류 등

함덕 서우

일출제

함덕리

서우

함덕마을회

/연합청년회

•일출제

• 통민속놀이

세화 월랑 일출제 세화리 월랑 세화리 마을회
•일출제

• 통민속놀이

겨울바다 펭귄수

회

서귀포시

문해수욕장

의회

/연합청년회

•펭귄에어로빅

•겨울바다 수 체험

•감귤농축액 맛사지

한라산

만설제
어승생악 정상 제주도 산악연맹

•만설제 산악인의 안녕

과 화합을 다짐

2월 탐라국 입춘굿놀이
시청 장,

제주목 아

제주시

/민 총도지회

•거리굿, 상놀이,

  축하공연, 세경놀이,

  입춘탈굿놀이,

  입춘굿

3월

정월 보름

들불축제
새별오름 제주시

•오름불놓기,

  불꽃놀이

•말싸움놀이,

  민속공연

서귀포칠십리

국제걷기축제
서귀포시 일원

서귀포시

/문화체육과

•10, 20, 30㎞ 걷기 회

•국제친교의 밤, 페스티발

남원매화꽃

잔치

남원읍

신례리

신례리

축제 비 원회

•사생 회

•압화

•매실 련음식

  품평회

3. 2007년도 제주도 지역축제 황

제주특별자치도 시기별 축제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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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축 제 명 지 역 주최/주 행사내용

4월

제주왕벚꽃축제 제주종합

경기장

제주시 /왕벚꽃축제조

직 원회

•왕벚꽃건강걷기  회

•향토음식경연 회

•축하공연

제주유채꽃잔치 제주시
제주시

/KBS제주방송

• 국노래자랑

•다양한 무 공연

고사리축제
남원읍

수망리

서귀포시

/고사리축제 원회

•고사리 꺾기 체험

•고사리요리경연 등

5월

제주도새기 축제
제주경마

공원

제주양돈농

/JIBS제주방송

•도새기 월드컵, 제주

  도감 회, 풍물놀이,

  어린이사생 회

철쭉제
한라산

윗세오름
제주산악연맹

•철쭉제례,

  다함께자연보호

6월

제주마라톤

축제

구좌체육공원운동

장  ↔ 종달리

(해안도로)

제주도

/제주도 회

•풀코스(42㎞), 하 코스

(21㎞), 10㎞

•김치만들기 체험 등

서귀포

칠선녀축제

서귀포시

천제연폭포

서귀포시

/칠선녀 축제 원회

•칠선녀 행제,

(※짝수년→축제, 홀수년→

제 행)

서귀포 뚜벅이축

제

서귀포 정로 일

, 명동로 서귀포

아 이드상가 일

원

JCI KOREA - 서귀

포 (서귀포청년회의

소)

•마칭밴드퍼 이드행사

•무용단공연, 매직쇼

•시화 , 훌라후 경연

•청소년 페스티벌 등

2007 Beauty

Festival

(B.F2007)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 등

B.F2007조직 원회

/B.F2007집행 원회

•메인행사장내테마별  체

험

•외부체험 로그램운

• 시이벤트행사 등

강정천

올림은어축제

서귀포시

강정천

축제추진 원회

/강정어 계,

마을회

•은어 낚시체험,

  통은어잡기시연 등

보목자리돔큰잔치
서귀포시

보목항포구

추진 원회

/보목어 계, 마을회

•보목해 탐방

•자리돔 체험 마당 등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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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축 제 명 지 역 주최/주 행사내용

7월

제주

스포츠축제
제주시일원

제주시

/조직 원회

•마스터즈수 회,

  드서핑, 철인3종,   

낚시 회

•해변자 거 행진

• 국인라인스 이

  등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제주시

해변 공연장
제주시

•기악,합창,무용,   국악,

술 등

  체무 장르 공연

래생태마을해변

축제

서귀포시

래동

논짓물해변

래동

주민자치 원회

•맨손으로 넙치잡기

  낚시체험

• 청공연 공연

환경사랑

쇠소깍

해변축제

효돈동 쇠소깍 해

변
효돈동연합청년회

•해변가요제,     

  사생 회 등

8월 성산조개바다축제

성산리,

오조리

바다일원

성산조개바다축제

원회

•조개잡이체험

•자리돔잡기

이호테우 축제 이호해수욕장일원
이호동주민자치 원

회

•멸치잡이 통어로문화 재

, 축하 민요한마당

•테우노젓기 잠수 회, 테

우 끌기 회 등

한수풀

해변축제

한수리

해변야외

특설무

한림청년

회의소

•청소년어울림마당

•해변가요제

함덕바당

모살축제

북제주군

함덕 해수욕장

함덕마을회

/연합청년회

• 스공연,

  바다 콘서트 등

표선해변

백사 축제

남제주군

표선 해수욕장

표선마을회

/표선청년회

•모래성 쌓기,

  모래밭 썰매끌기 등

•해변 화상 등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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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축 제 명 지 역 주최/주 행사내용

8월

제주국제

악제

제주시

해변공연장,

문 회 ,

한라아트홀

제주시

/조직 원회

•국제콩쿨, 순회

  연주

•세계 악 연주

법환일품

한치큰잔치

서귀포시

법환포구

추진 원회

/법환어 계, 마을회

•한치 맛자랑 경연

•최 장군배 재

서귀포 여름음악축

제

천지연 폭포야외공

연장

한국음악 회 서귀포

지부

•사물놀이, 민요, 독주

• 악 주, 앙상블

•퓨 밴드, 합창 등
삼양검은

모래축제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삼양동

연합청년회

•해변노래자랑

•모래성 쌓기 등

도두동오래물 수산

물 축제

제주시

도두동유람선 선착

장

도두동

연합청년회

•테우경연, 축하공연

  맛자랑 경연 등

9월 이 섭 술제

서귀포시

이 섭

시

서귀포시

/ 총서귀포지부

•설치미술,

  술공연,

  풍물놀이

용연야범풍류재

축제

용연포구,제주 목

아

제주시

/추진 원회

•한시백일장,

통활쏘기,

용연선상음악회 등

조배머들축제 태흥리 미연합청년회 •노래자랑 등

제주마축제 제주경마공원 KRA제주본부
•마상무 , 로데오경기

•말사랑싸움 회

서귀포

칠십리축제

서귀포시일원

(천지연 장)

서귀포시

/서귀포시

축제 원회

•최 장군목호토벌

  승재

•바다체험,민속체험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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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축 제 명 지 역 주최/주 행사내용

11월

최남단

방어축제

  

모슬포항 

최남단 방어축제 추진

원회

•선상낚시 회

•방어 손으로 잡기

•해양체험 등

제주감귤축제 미정
도․KBS/제주감귤

동조합

•감귤아가씨선발    회

•감귤품평회 등

미정 촘 어축제 미정
제주해수어류

양식수 조합
•음식시식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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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Jeongwol Daeboreum Fire Festival

-Focus on Festival visitor's satisfaction and Revisiting -

Jae-Il Kim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Cheju University

Advisor：Professor Yong-Bok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factors effecting to visitor's

satisfaction of festival events for promoting regional economy and

enhancing an image of Jeju island. in order to archive the purpose of the

study, literature reviews and various theories related to regional festival

have been examined. Based on these examinations, the systematic

questionnaire for survey has been developed Jeongwol Daeboreum Fire

Festival has been selected for this research Statistical analysis for finding

factors effecting the visitor's satisfaction has been proceeded. Data were

collected from visitor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Jeongwol Daeboreum

Fire Festival in 2007.

The result comes from this study by analysing the data and it is like as

follows.

First of all, according to study for the result of difference analysis, the

factors, which are a residential district of visitors, an educational background

and so on among the feature of demography, affect the visitor's satisfaction.

Second, according to the confidence index and factor analysis, the

satisfaction of the visitors about the regional festival is verifi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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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 which is Cronbach's alpha value, 0944, and variance description,

63.011%.

Third, through the regression analysis, it is possible to figure out the

relation between the satisfaction of visitors and revisit or recommendation to

others.

In conclusion, from the study which are an actual proof of the analysis ,a

trait of the population statistics, and the factor of the satisfaction of visitors

about the regional festival is affected by the feature of demography and the

factors of satisfaction about a regional festival. Also, it is revisited with

revisit or recommendation to others.

From the assumption of the first, a trait of the population statistics is

similar to the positioning of target market, and from the assumption of the

second, the factor of the satisfaction of visitors about the regional festival is

similar to the 4Ps for marketing mix, from the assumption of the third and

forth are similar to feedback for the necessity of the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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