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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축제는 그 지역을 표하고 지역문화를 발 시키며, 외부 객을 유입함으로써 새로운 자원으로 

각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지자체는 축제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다. 축제를 검색하는 방법은 

앱을 많이 이용해 왔는데 최근에는 모바일 랫폼의 발 으로 모바일 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

다.
  기존의 모바일 랫폼 기반의 축제검색은 단순히 축제의 지역별, 월별, 테마별 그리고 실시간 순  등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학자들의 련연구와 문화체육 부 문화

축제 종합평가 보고서를 이용하여 4개의 품질요인인 연계 , 근성, 사교성 그리고 행사장환경의 

품질요인을 도출하 다. 도출된 품질요인은 모바일 랫폼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원하는 상황에 맞는 

축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1. 서론

  축제는 그 지역을 표하고 지역문화를 발 시키며, 외

부 객을 유입함으로써 새로운 자원으로 발돋움 하

다. 오늘날 각 지자체는 축제활성화에 심 을 기울여 축

제를 개최하는 추세이다.

  재 국내에서는 1년에 약 900여개 이상의 축제가 개최

되고 있다. 문화체육 부는 해마다 열리는 축제  40여

개의 우수축제를 선정하여 각 축제별로 람객을 상으

로 만족도  소비지출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방문객 만족도 측정을 해 2002년부터 재까지 국

의 모든 문화 축제에 공통 으로 용한 공통평가항목

은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속성에 따라 근

성, 홍보안내, 행사내용, 축제상품, 먹을거리, 연계 , 편

의시설 등으로 묶을 수 있다[1].

  1990년  국내에 휴 폰이 처음으로 출시되었을 때만해

도 재의 모바일 랫폼을 상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

을 것이다. 재 모바일 랫폼은 들고 다니는 컴퓨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바일 랫폼을 통하여 축

제를 검색하는 앱(application)은 재 많이 상용화되어 있

다. 재 상용되는 앱은 일률 인 화면으로 축제장소를 소

개하고 지역별, 월별, 테마별 그리고 인기순  등 사용자

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 기본 검색화면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랫폼에서의 일률 인 검색시스

템 신 국내·외 학자들의 축제 련 품질요인과 문화

축제 종합평가보고서의 품질요인을 기 으로 사용자들이 

모바일 랫폼을 통하여 원하는 축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2. 본론

 2.1 품질요인

  품질요인을 정리하면 서철 은 체험성, 신기성, 이용성, 

유희성, 향토성, 구매성등의 요인을 분석하 으며, 유희성

에 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2].

  최승국은 축제 참여요인에 한 만족도 평가 항목은 

근성, 시설환경, 행사요원의 환 성, 축제내용  운 , 식

음료  기념품으로 구성하 다. 이  근성이 비교  만

족수 을 보 다[3].

  안태기, 김희진은 지각된 환경단서가 축제 만족과 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분석결과에 한 요

약과 시사 은 18개의 축제 환경단서에 한 요인분석결

과 행사내용, 축제상품, 편의시설, 홍보안내, 음식, 근성

과 홍보의 6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그  음식, 편의시

설, 행사내용 요인이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4]. 

  Crompton & Childress는 축제행사에서 불일치 측정모

델을 용하여 축제품질을 평가함에 있어 볼거리, 안내자 

친 , 음식물 품질  가격, 로그램 구성, 로그램 유

익, 즐거움, 주차용이성, 근성, 행사장 안 과 청결, 안내

시설, 상  친 도를 측정하 다[5].

  국내·외 학자들의 품질요인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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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표 1> 국내·외 학자들의 품질요인

자 논문제목 축제명 내용 도출내용

서철

(2001)

지역축제에 한 사

후이미지가 방문객 

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

청도 

소싸움 

축제를 

심으로

체험성, 

신기성, 

이용성, 

유희성, 

향토성,

구매성

유희성

최승국

(2006)

제천 한방 축제 

참가자 만족도 연구

제천 

한방 

축제

근성, 

시설환경, 

행사요원의 

환 성,

축제내용  

운 , 식음료 

 기념품

근성

안태기, 

김희진

(2008)

지각된 환경단서가 

축제 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

2008 

주 

충장제를 

심으로

행사내용,

축제상품, 

편의시설, 

홍보안내,

음식,

근성과 

홍보

음식, 

편의시설, 

행사내용

Crompton 

& 

Childress

(1997)

A Comparison of Altemative 

Direct and discrepancy 

Approaches to Measuring 

Quality of Performances at a 

Festival

빅토리아

크리스마

스 축제

볼거리, 안내자 친 , 

음식물 품질  가격, 

로그램 구성, 

로그램 유익, 즐거움, 

주차용이성, 근성, 

행사장 안 과 청결, 

안내시설, 상  친 도

2.2 품질요인 실증분석

  본 연구의 모집단은 서울 공원 장미원축제를 방문한 

람객을 상으로 조사하 으며, 2013년 6월1일 부터 

2013년 6월2일 까지 2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결과 총 350매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이 불성실한 

25매를 제외한 325매의 유효표본(92.85%)을 확보하 다. 

  국내·외 학자들의 품질요인과 문화체육 부의 문화

축제 종합평가보고서를 심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은 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을 실

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에서 [KMO와 Bartlett의 검정해석]의 

KMO(Kaiser-Meyer-Olkin)는 변수들 간의 상 계가 다

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

값이 으면 요인분석을 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지 못함

을 나타내며, 0.90이상이면 상당히 좋은 편이고 0.80-0.89

는 꽤좋은 편, 0.70-0.79는 당한 편, 0.60-0.69는 평범한 

편, 0.50이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로 단한다[6].

  본 논문의 KMO 값은 0.781로 당한 편이며 논문작성

을 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KMO와 Bartlett의 검정해석

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KMO와 Bartlett의 검정해석

표 형성 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78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카이제곱 404.620

자유도 120

유의확률 .000

      

  확인  요인분석에서는 탐색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4

개 품질요인인 연계 , 근성, 사교성 그리고 행사장환

경을 가지고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를 이

용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확인  요인분석 

결과 화면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확인  요인분석 결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해

석방법은 RMSEA<.05는 좋은 합도, RMSEA<.08은 괜

찮은 합도, RMSEA<.10은 보통 합도, RMSEA>.10은 

나쁜 합도로 단한다[6].

  확인  요인분석결과 합도 지수 RMSEA는 0.051로 

괜찮은 합도이다. RMSEA 결과 값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RMSEA 결과 값

Model RMSEA LO90 HI90 PCLOSE

Default .051 .039 .062 .453

Independence 

Model
.090 .081 .09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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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론

  최근 주 5일 근무로 여가생활을 하는 인들은 주말

에 시행되는 축제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가족이나 친구

들과의 람을 통해 주말을 보내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축제를 즐기는 과정에서 축제 검색 시 웹을 이

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의 사용자들은 모바일 랫

폼을 통하여 검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 모바일 랫폼

을 통한 검색 앱은 단순히 축제지역별, 날짜별, 테마별 그

리고 실시간 순  등으로 화면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선택폭은 넓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학자들의 련연구와 문화체육 부의 문화 축제 종

합평가 보고서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에서 4개의 품질요인인 연계 , 근성, 사교성 

그리고 행사장환경을 도출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확인  요인분석에서 합도 지수 RMSEA 값은 

0.051의 결과로써 괜찮은 합도이다. 도출된 품질요인은 

모바일 랫폼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원하는 상황에 맞

는 축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본 논문은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_충남(과제번호 

: A001100187)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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