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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미 성공 인 지역문화축제로 인정을 받은 두 개의 지역축제를 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들을 제품생명주기이론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 하 다. 분석결과 두 축제
모두 축제의 도입기에는 축제의 핵심 로그램의 안착과 축제의 주제에 한 인지도를 제고하는데 심과 
역량을 집 했으며, 성장기에는 인지도 향상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를 유지하기 하여 핵심 로그램들의 
질  향상, 새로운 로그램의 개발과 보완, 방문객 편의와 안 에 한 로그램의 확장에 을 두었고 
도입기에서의 인지도 제고에 한 홍보 략도 축제의 내용과 로그램에 한 홍보로 수정하 으며,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 한 홍보 략도 수립하 다. 마지막으로 성숙기에는 감소되거나 둔화되는 방문객수와 
경제  효과를 극복하기 해 두 축제는 새로운 수요의 창출과 기존의 소비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방문객
의 편의, 안 을 한 로그램과 핵심 로그램의 개선과 보완을 통한 서비스질의 향상과 입장료 인하 
는 상품권의 제공과 같은 경제  이익의 제공, 성장기에서 추진했던 외국홍보의 강화 그리고 소외계층의 
참여확 를 통한 사회  기여 이미지 제고 등의 략  변화를 보 다. 따라서 두 축제의 이러한 성장단계
별 략  변화는 새로이 지역축제를 기획하거나 이미 개최 이지만 미온  성장에 그치고 있는 지역축제
들의 주체들에게 정책  함의를 제시한다.  

■ 중심어 :∣제품생명주기이론∣도입기∣성장기∣성숙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wo local festivals, already 
recognized as a successful regional cultural festival, over a period of time to apply the product 
life cycle theo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two festivals, in introduction stage,  the festival organizers 

have focused mainly on settling down the festival’s core programs and raising awareness on the 
subject of the festival for the stimulation for basic demands. Second, for maintaining increasing 
demands,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the core program, the development of new programs 
and the expansion of the programs for the visitors’ convenience and safety were focused on. In 
addition, strategies for promoting awareness of the festival had modified the strategy to promote 
on the contents and programs of the festival, as well as public relations strategy, not only 
domestic but also the foreign countries, was established and fulfilled. Lastly, in maturity stage, 
to overcome declining the number of visitors and economic effect both festivals have showed 
providing sophisticated programs for the visitors’ convenience and safety, improving service 
quali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existing programs, providing economic benefits such as 
admission cuts or giving gift certificates and expanding number of foreign visitors with 
strengthening the promotion that was implemented in growth stage and enhancing the better 
image of the festival through the social contribution. Therefore, strategies for the each stage 
mentioned above present the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for festival organizers who were 
planning to establish a new festival or implementing a festival with experiencing the tepid 
growth. 

■ keyword :∣Product Life Cycle Theory∣Introduction∣Growth∣Maturit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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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61년 5.16 군사정변이후 단되었던 지방자치가 30

년 만에 부활함에 따라 지방정부들이 개선하고 해결해

야할 과제 가운데 하나가 수도권과 지방간의 인력과 재

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지역주민의 

단합과 자 심 고취, 지역문화의 보존  계승, 지역내

외에  여가의 제공 등도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지방정

부들은 이러한 여러 과제들을 포 으로 해결할 수 있

는 수단으로 ‘지역문화 축제’(이하 지역축제)를 

략 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앙정부도 이들 지역축제의 경제, 사회, 문화부문에 

한 정  효과를 인정하여 1996년부터 개별 축

제를 선정하여 직 인 재정지원을 통한 육성을 실행

에 옮기기 시작했다. 특히, 1999년에는 5  국정지표 

의 하나로 “문화 의 진흥”을 채택하고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우선 인 정책과제로 삼았으며, 한 지역축

제의 문화  상품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표할 수 있

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10]. 

이러한 지방정부의 욕구와 앙정부의 지원결과로 

1990년에 75개에 불과했던 지역축제는 2000년에 358개, 

2010년에 674개, 2014년에는 758개의 지역축제가 개최

됨으로 지난 25년간 양 으로 약 10배 이상이 증가 되

었다[21]. 이러한 지역축제의 양 증가에는 앙정부의 

역할도 요하게 작용했다. 실제로 문화체육 부는 

1999년부터 지역축제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 평가 제도를 통해 우수 지역축제를 선정하

고 인센티 형 재정지원을 병행하여 축제의 내용  측

면의 발 과 축제 간 경쟁을 유발하는데 기여를 해왔

다. 문화체육 부는 1995년 처음으로 2개의 축제에 

지원을 시작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인 2000년에 25

개, 2015년에는 44개의 축제를 표, 최우수, 우수  유

망 축제로 등 을 나 어 선정하고 등 에 따라 축제보

조 도 차등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 선정된 축제들은 

각각 표축제에 해서는 5억 원, 최우수 축제는 2억5

천만 원, 우수축제는 1억5천만 원, 유망축제는 9천만 원

으로 총 68억 원의 재원이 진흥기 에서 지원이 된

다[22].

하지만 이러한 앙정부의 체계 인 지원과 축제의 

근본 인 목 과는 다르게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한 

고려 는 장기 인 계획 없이 타 지방정부의 행태를 

따라하는 모방형 축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콘텐

츠가 부족한 축제, 시효과와 홍보에만 을 둔 축

제 등 일반 인 축제의 의미와 개념 수 에 도달하지 

못하는 축제들이 경쟁 으로 등장함에 따라 지역축제

를 통한 생산  결과보다는 소모 이고 낭비 인 측면

이 연동되어 나타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이

미지제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화합에 오히려 부정 인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2014년 국에서 개최되었던 문

화 축제는 758개로 이들 가운데 5.2%인 40개의 지

역축제만이 문화체육 부로부터 표, 최우수, 우수,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지

역축제가 양 인 성장에 비해 질 인 성장이 동반되지 

못하고 있는 실을 투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 증가와 질 증가의 불균형 인 실을 

극복하기 해서는 지역축제를 다른 차원에서 근해

야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축제의 활성화

방안’, ‘축제 련 요인들 간의 인과 계분석’, ‘경제  

효과 분석’, ‘재방문의사에 향을 주는 요인분석’ 등 

축제의 발 방안에 한 제언 는 축제의 활성화나 경

제  효과에 미치는 요인들에 한 분석에 집 되어져

왔다. 그리고 시기별로 분석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지역축제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산업화과

정별로 요구되는 략을 제시하거나 축제의 발달과정

을 역사 으로 분석하여 SWOT분석을 실행하거나 

는 연 별로 시기를 구분하고 그 시기별 요인분석을 실

행한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지역축제를 지방정부가 추

구하는 다양한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존의 이론에 용하

여 결과나 략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부족하 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문화체육 부로부터 최우수축제로 선

정된 함평나비축제와 표축제로 선정된 화천산천어축

제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제품생명주기이론

(product life cycle theory)을 응용하여 분석하기 해 

처음 축제가 개최된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을 방문객수, 경제 인 효과, 축제의 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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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등 세 가지 변수를 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이를 두 

축제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성장단계별 특징을 정

형화하여 지역축제의 성장, 발 략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방법  

1. 축제의 개념과 유형 
축제는 술과 문화 그리고 종교  제례의 성격이 모

두 융합되어 있는 종합 술 인 특성을 갖고 있다. 축

제의 사  의미는 “축하하고 제사지냄”, 는 “경사

를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이르는 말” 등으

로 이해되고 있으며, 축제의 어표 인 Festival은 14

세기에 만들어 졌으며, 의미는 즐겁고 흥겹다는 뜻을 

지닌 라틴어 festivus에서 유래되었고 Canival이라고도 

한다[24]. 한 한문에서 유래된 우리  단어 ‘축제’에서

의 ‘축’은 ‘빌다, 기원하다’의 의미를 갖고 ‘제’는 ‘제사 

는 제사를 지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축제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다양하고 포 이지

만 그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나 다면  종교 인 제례

의 개념과 놀이  문화의 통합체라고 볼 수 있다. 축제

의 종교  개념은 기 사회인들이 자연  상과 자

연  재해의 두려움에 한 극복과, 부족의 공동체  

통합을 이루기 하여 월 인 존재를 향한 신성한 제

사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축제의 놀이  개념은 

종교  제례의식 이후에 음식을 나 고 음주가무를 즐

기며 부족 간의 공동체  통일성을 유지하기 해 나타

난 것이다. 축제가 자연이나 신에게 제를 지내거나 경

사를 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도 문명화를 거

치면서 종교성은 퇴색되어 부분 으로 남아있거나 사

라진 경우가 다수이며 의 축제는 시 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사회 , 문화 , 경제 인 환경의 향을 

받으며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해왔다. 특히 미국, 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지방자치가 잘 정착된 지역에서는 

축제에 한 본질  의미보다는 소득증 와 고용창출

을 통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상품’ 는 이를 생

산해내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게 축제가 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형태로 표

출되기 때문에 명확히 유형화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축

제의 소재, 추진목표, 운 방식의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첫째, 소재에 따라서는 지역의 자연물이나 조형물

을 소재로 한 축제, 역사나 인물을 소재로 한 축제, 특정

음식을 주제로 한 축제 그리고 문화나 민속행사를 소재

로 한축제로 구분을 하고 둘째, 축제의 목표에 따라서 

지역민의 단합과 단결 그리고 자 심 고취에 있는지 아

니면 외부홍보를 통해 객을 유입하고 이를 지역경

제 발 의 동력으로 삼으려하는데 있는지 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추구하는가에 따라 내부형, 외부형 

그리고 방형으로 분류를 하며, 끝으로 축제의 운 주

체를 기 으로 국가 심형, 지방자치단체 심형, 민간

주도형, 행사 심형, 네트워크형으로 나 어 유형화

를 시도 하 다[23].     

2. 지역축제와 제품수명주기 이론
제품수명주기론(product life cycle theory)은 하나의 

상품이 생물이나 인간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수명을 갖

고 변화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하버드의 경 학

원 버논(Raymond Vernon)교수에 의해 1966년에 주창

되었으며, 상품이 시장에 신제품으로 도입된 이후 성장

품목이 되었다가 안정 인 성숙시기를 거쳐 결국엔 사

양품목이 되어 시장에서 도태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구

분하고 이에 맞는 최 의 마  략을 수립하는데 활

용되어져 왔으며 국제경 부문에서는 제품의 해외직

투자 략을 세우는데도 이용되어져 왔다. 따라서 지역

축제를 포 인 문화를 제공하는 하나의 상품으로 인

식을 한다면 이 이론의 용을 통한 시기별 략의 도

출이 가능하다.  

이 이론의 단계별 특징에 한 내용이나 주장에는 학

자들마다 이견이 존재한다. 이는 상품이 갖고 있는 특

성에 따라 주기별 시간의 길이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

문이다. 하지만 [표 1]에서와 같이 제품이 도입기

(introduction), 성장기(growth), 성숙기(maturity), 그리

고 쇠퇴기(decline)의 과정과 과정별 특징에 해서는 

이견이 없다. 

각 단계별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도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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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이디어가 기술을 통해 하나의 상품으로 탄생하여 

시장에 처음 소개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상품이 

시장에 처음 노출되었기 때문에 거의 독 인 치를 

확보할 수 있지만 상품에 한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하

기 때문에 수요와 경쟁이 미약한 단계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상품에 한 기본 인 수요를 자극시켜야하

기에 신제품의 존재, 능력, 이 , 사용방법 등에 한 홍

보에 집 을 하는 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성장기는 상품의 경제  가치가 확인되면서 수요

가 속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규모 생산과 수익이 

늘어남에 따라 경쟁도 심화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

는 시장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기 해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제품의 특성이나 새로운 모델을 추가하거

나 보장서비스와 융지원을 제공하는 등 총체 인 제

품의 질 향상에 을 두어야 한다. 더불어 고도 도

입기에는 제품의 인지도 향상에 을 두었다면 이 시

기에는 제품에 한 호감도 제고로 략의 수정이 필요

하다. 세 번째 성숙기는 생산이 늘고 이윤이 차 커짐

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경쟁자들이 지속 으로 늘어

나 경쟁은 치열하게 개가 되고 체 인 상품의 수요

량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감소가 된다. 한 이익

은 정 을 넘어서게 되고 매출 성장률은 둔화되는 시기

이다. 이 단계에서의 략은 시장수정(market 

modification)과 제품수정(product modification)이다. 

새로운 소비자와 성장속도가 빠른 새로운 시장을 탐색

하고 기존의 소비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품의 내구

성, 속도, 용도, 안 성, 편익을 확장시키는 활동과 더불

어 제품의 색상, 포장, 디자인을 변경하여 제품의 매력

을 증가시키는 략들을 구사해야 한다. 한 비용 감

을 통한 가격인하, 선물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통한 

매 진활동과 같은 마 략을 수행한다. 마지막 

단계는 쇠퇴기로서 소비자의 기호 변화, 기술의 변화 

는 국내외 경쟁의 심화 등 여러 요소로 인해 시장에

서 수요량 감소와 극심한 가격경쟁이 나타나고 이 때문

에 생산은 축소가 되며 이익은 최 로서 자가 발생되

는 단계로 환된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의 략은 

유지 략과 철수 략 두 가지가 있다. 유지 략은 다른 

경쟁사들이 해당 산업에서 철수할 것으로 상될 때 제

품생산을 그 로 유지하는 것이다. 비용은 축소시키고 

생산량을 여 매량을 유지하는 략이다. 철수 략

은 쇠퇴기에 있다고 단되는 제품을 해당시장에서 철

수시키는 것이다[26]. 

표 1. 제품수명주기 단계별 변화
구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성장
속도 미약 급격 완만 감소

매출 낮음 급속증가 최고점 감소
수익 적자 확대 최대 감소
고객 혁신층 조기 수용층 중간 수용층 후발용층층

전략 제품인지도  
  제고

제품호감도  
 제고 

브랜드, 모델 
다양화 비용절감

제품의 성장단계별 마  략수립 이외에 제품수

명주기론이 응용되는  다른 분야는 국제경 이다. 도

입기에는 연구개발과 기술이 뒷받침이 되는 고소득국

가에 의해 신 인 제품이 시장에 소개되지만 성장기

에는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고소득국가로 기

술이 이 되고 시장이 확 되면서 생산시설이 이 되

기 시작한다. 성숙기에는 고소득국가의 매출은 어들

고 개발국가에서의 매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흡

수하기 해 생산시설이 고소득 국가에서 소득 국가

로 이 된다. 쇠퇴기에는 고소득국가의 시장은 보다 빠

르게 감소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생산

이 가능한 개발국가가 제품 생산을 주도하고 이 시기

에는 최 의 제품개발 국가가 이들 소득 국가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수입국으로 환된다. 결론 으로 국

제경 분야에서는 비용 감과 수익 극 화를 해 상

품의 단계별 성장에 한 치 악을 통해 경 략을 

다르게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25]. 이 게 제품생명

주기론은 버논이 주창한 이후에 경 분야에서 모형의 

형태나 응용분야가 조 씩 달리 활용되거나 주장되기

도 하 다. 를 들어 생명주기론의 도입기, 성장기, 성

숙기, 쇠퇴기를 세분화하여 성숙기와 쇠퇴기 사이에 수

요가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증가율이 정지하고 이익도 

감소하는 포화기를 한 단계 더 삽입하기도 하 고[6], 

 다른 연구는 제품수명주기를 개발단계, 성숙단계 그

리고 표 화의 세단계로 축약하여 구분하기도 하 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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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장두 (2007)은 지역축제가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격한 양 증가를 보여 왔지만 부분의 국내 지역축제

들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 으로 수행하지 못하

고 있는 것은 지역축제를 경제, 사회, 문화  가치를 창

출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산업화의 단계별로 

한 략  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

내 지역축제의 부분은 상업지배  상품화가 특징인 

불완 산업화 단계 는 기산업화 단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고 하 으며,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지역축

제에 한 산업  근, 즉 지역축제의 산업화가 필요

하다고 하 다. 

기본 으로 지역축제의 산업화는 첫째, 통 인 지

역축제에서 경제 가치의 창출기능을 시하는  

지역축제로 환되는 지역축제의 상품화 과정인 기 

산업화단계 둘째, 지역축제의 문화콘텐츠가 상품화되

고 경 체계화도 이루어짐으로 산업화가 단일 업종으

로 심화되는 과정인 단순 산업화단계, 마지막으로 단일

산업을 심으로 연  산업 는 지연 산업이 결합함으

로서 산업화의 외연이 확장되는 복합 산업화 단계로 구

분하 다. 

이러한 산업화 단계에 따라 용할 수 있는 략으로 

첫째, 새로운 소재의 개발 는 발굴 략이다. 역지역 

내에 같은 소재로 두 개 이상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거

나 련축제가 비교열 상태에 있는 경우, 는 새로이 

축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용할 수 있는 략으로 지

역의 경제  상과 지역의 사회문화  이미지의 상

에 따라 축제의 소재를 새롭게 창출하거나 개선 는 

강화하는 략을 선택 으로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특성화 략이다. 이는 축제내용의 독창성확보를 

통한 특성화추진 략이다. 원칙 으로 지역축제시장

은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언제든지 지

역축제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소재의 축제가 다

수일 경우 산과 인력의 낭비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지역축제정책을 통해 구조조정의 실행 는 축

제 간 연합이나 클러스터형성을 통해 동일하거나 상호

연계가 가능한 소재를 심으로 상호보완  로그램

을 개발하거나 지역축제를 형화하여 특성화를 이루

어야 하며, 이러한 략을 통해서 기  산업화단계에서 

단순 산업화단계로의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랜드화이다. 동일한 소재를 갖고 있는 축제가 역지

역 내외에 둘 이상 존재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축제들이 고유의 이미지를 창출하거나 개선하기 

해 선택하고 추진해야하는 략이다. 하지만 지역 고

유의 소재를 개발하여 특성화가 되어 지역축제의 이미

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역축제들도 축제이미지를 

언어 는 비언어 으로 형상화한 랜드를 개발하고 

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 체계화 략

이다. 이는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내‧외부 활동  조직 

간 력을 가치를 심으로 분할하여 가치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 참여하는 조직들이 체계 으로 력할 수 

있는 경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민간기구와 지

방정부의 역할을 구분하여 집 과 력을 동시에 진행

함으로 지역축제 차원에서는 물론 지역차원에서도 경

제  가치의 극 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략 역시 단순 산업화와 복합 산업화단계 모두에서 

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 으로 지역축제

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 네 가지 략들  

축제의 산업화 단계 는 경로를 악하여 이들 단계나 

경로에 합한 략의 조합을 정책으로 실행함으로 지

역축제의 산업화를 진시킬 수 있으며, 궁극 으로 지

역의 발 도 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15]. 

김민수, 형구(2011)는 국내 지역축제의 발달과정을 

생성기, 정착기, 발 기, 성숙기, 흥기의 5단계로 구분

하여 역사 으로 고찰하고 이들 지역축제들의 산업화

를 해 SWOT 분석을 실행하 다. 이 분석에서 강

(strength)의 항목으로 주도형으로 변화와 문제에 빠

른 처, 주민들의 높은 참여의식,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약 (weakness)으로는 과시형 축제경향, 축제

련 문 인력의 부족, 축제 로그램 기획력 부족, 기회

(opportunity)는 정부의 극 인 지원, 지역문화 발굴

의 새로운 인식이 생김, 지자체의 강한 의지, 기

(Threat)로는 축제의 획일성, 속성과 희소성의 부족, 

주인이 없는 축제 등을 도출해내고 이들 간의 요도와 

우선순 를 확인하기 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기법을 사용하는 비교(pai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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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를 활용하 다. 이를 토 로 지역축제의 성

장과 발 을 도모하기 해서는 지역축제산업의 발

략을 약 을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하는 만회 인 

WO 략, 약 을 최소화하고 험을 회피하는 방어  

WT 략, 강 사용과 기회를 활용하는 공격  SO 략, 

강 을 사용하고 험을 회피하는 ST 략을 순서 로 

실행에 옮겨야하며 이러한 략 인 근과 선택 통해 

지역축제의 가치와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 다[8].  

장병권(2001)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412개의 지역축

제를 최 개최 연도를 기 으로 1979년 이 , 1980년 , 

1990년 , 그리고 2000년 이후의 4단계로 시기를 구분

하고 시 별로 축제들을 민주성, 독창성, 지역성, 경제

성, 문화성, 성, 홍보성의 7개 요인으로 분석을 하

다. 이를 통해 첫째, 지방형 축제의 양  증가와 함께 

도시형 축제의 증가 둘째, 지방자치단체들의 축제 공간

의 확산의 모색 셋째, 축제의 기획과 운 에 주민참여

의 비활성화, 넷째, 축제의 특정계  편 화, 다섯째, 주

민화합을 한 주민 지향  축제에서  지향  축제

로의 변화, 여섯째, 문화성은 약화되고 경제  측면이 

강조되는 추세, 일곱째, 축제의 , 홍보 도구화의 특

징  변화를 도출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국내의 지역축

제가 진화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이들 가운데 부정

인 측면은 약화시키고 정 인 측면은 강화하는 방향

으로 략  근을 해야만 축제의 지나친 상업성, 축

제 아이덴터티(identity)의 부재, 축제개최경쟁으로 인

한 지역갈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하 다[16].  

 

4. 연구 분석방법  
문화체육 부가 1995년부터 ‘문화 축제’로 선정

하여 지원하고 있는 지역축제 가운데 최우수축제로 인

정받은 함평나비축제와 표축제로 인정된 화천산천어

축제를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함평나비축제는 친

환경농업과 청정지역임을 효과 으로 알리기 해 

국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나비’라는 곤충을 축제

테마로 설정하고 발 시킨 독창성이 있는 축제이며, 화

천산천어 축제는 겨울과 청정지역이라는 환경과 지역

의 특산물인 산천어를 축제테마로 설정하여 불과 10년 

만에 아시아 3  겨울축제로 인정받은 성공한 축제이

다. 이들 지역축제들에 해 수집된 2차 자료를 토 로 

축제개최시기별 방문객 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

과 그리고 축제의 목표와 략 등의 변수를 제품수명주

기이론에서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두 축

제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성장단계별 특징들을 정

형화하여 지역축제의 성장, 발 략으로 제시한다.   

 

  표 2. 분석방법   

변수 주기

방문객수
경제효과
전략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Ⅲ. 지역축제의 실증분석 

함평군은 1988년 최  축제를 기획하면서 ‘유채꽃 축

제’로 주제를 설정하 으나 유채꽃만으로는 제주도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아래 친환경

농업과 청정지역임을 효과 으로 알릴 수 있도록 나비

축제로 주제를 환하 다. 결국, 국 어디에서나 찰

할 수 있는 ‘나비’라는 곤충을 주제로 지역축제를 창조

해 낸 것이다. 함평군은 1999년 ‘함평으로 나비 보러 오

세요’라는 주제로 축제를 개최한 이래로 2003년 문화체

육 부로부터 육성축제로 선정되었고, 2005년, 2006

년에 우수축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우수 축제로 

연이어 선정되었으며, 2013년에는 라남도 표축제

로 선정이 되었다. 축제의 개최시기가 5월 이기 때문

에 2014년에는 세월호 문제로 인하여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 기에 개최이후 재까지 총 15회의 축제를 개최

하 다[22].

화천산천어축제는 면 의 86%가 산악지 이며 이러

한 지형  특성으로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다른 지역

보다 크게 나타나며 특히, 겨울은 낮은 기온으로 인해 

얼음이 두껍게 얼고 이 내리면 잘 녹지 않는 자연  

특성과 1 수에서만 서식하는 토종 냉수성 민물고기인 

산천어라는 지역특산물을 결합하여 축제의 테마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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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표 인 겨울축제이다. 화천산천어축제는 ‘얼지 

않는 인정, 녹지 않는 추억’이라는 슬로건 아래 2003년 

처음 축제를 개최한 이래 2004년부터 문체부로부터 

비, 유망, 우수, 최우수 축제로 연이어 선정이 되었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국내 표축제로 선정이 되었다. 

2011년에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해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 기에 재 총 10회의 축제가 개최되었다[19]. 함

평군은 농업과 청정지역, 화천군의 경우에는 겨울과 청

정지역이란 지역의 특수성과 자원을 축제로 승화시켰

으며, 함평군은 ‘나비’, 화천군은 ‘산천어’라는 곤충과 물

고기라는 생물이 축제의 핵심주제라는 공통 을 갖고 

있다. 이들 두 축제에 해 제품수명주기이론의 단계별 

특성을 구분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방문객수, 경제  

효과, 그리고 축제의 목표 는 략의 변화의 세 가지 

변수를 심으로 비교분석을 하 다.  

1. 방문객 수  
함평나비축제의 방문객수는 최 개최인 1999년에 약 

60만 명에서 출발하여 2000년 약 75만 명으로 증가했으

며 2001년 약 123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넘어선 이후 2006년 171만 명으로 최고조에 

도달했고, 이 시기 이후 차 어들어 2009년에는 53

만 명으로 2006년에 비해 1/3 수 으로 었으며[18], 

가장최근인 2013년에는 24만 명으로 방문객 수가 상당

히 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개최첫해인 2003년에 22만 명에

서 시작하여 2004년 58만 명, 2005년 87만 명으로 증가

했으며, 2006년에 처음으로 방문객수가 100만 명을 넘

어선 이후 지속 으로 유지가 되었으며, 2012년 144만 

명으로 정 을 형성한 이후에는 진 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19]. 결과 으로 두 축제 모두 방문객수는 

세 가지 시기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도입기에는 

증 인 형태, 성장기에는 정 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  

증가, 성숙기에는 진 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1].

표 3. 연도별 방문객 수 변화 및 정부지원 선정내역  
함평나비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연  도 방문객수 
(단위:천명) 

정부선정
내역

방문객수
(단위:천명) 정부선정내역 

1999 600 - - -
2000 750 - - -
2001 1,230 - - -
2002 1,310 - - -
2003 1,430 육성축제  220 -
2004 1,540 육성축제 580 -
2005 1,630 우수축제 870 -
2006 1,710 우수축제 1,030 예비축제 
2007 1,021 최우수축제 1,250 유망축제 
2008 431 최우수축제 1,300 유망축제 
2009 531 최우수축제 1,000 우수축제 
2010 301 최우수축제 1,330 우수축제 
2011 294 최우수축제 축제취소(구제역)
2012 281 최우수축제 1,448 최우수축제 
2013 243 전라남도 

대표축제 1,383 최우수축제 
2014 축제취소(세월호) 1,317 대표축제 

2. 경제적 파급효과 
함평나비축제는 축제 첫해인 1999년에 약 63억 원의 

지역경제에 한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고 2002

년까지 진 인 증가를 하 으며, 2003년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어선 이후 2007년까지 100억 원 이상을 

유지하 으며,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2008년에는 180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고 2009년 289억 원으로 격

히 증가했다가 2010년 266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2011년 

320억 원, 2012년 393억 원, 2013년에는 419억 원의 경

제  효과를 나타내며 지속 인 증가추세를 보 다. 이

를 종합하면 경제  효과도 3단계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축제최  개최년도인 1999년부터 정부의 지원

을 받기 이 의 2002년까지 그리고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그리고 2008년부터 재로 도입기에서는 경제  

효과가 진 으로 증가하고, 성장기에서는 1백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유지하다가 성숙기에는 2010

년 한 번의 감소 이후 지속 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1]. 

둘째, 화천산천어축제는 2003년 축제 개최연도에 23

억 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으며 2004년에 94억 원, 

2005년에 132억 원, 2006년에는 420억 원으로 격히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1,000억 원을 넘어섰고,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2012년에는 2천4백억 원으로 불과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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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100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 왔다. 이후 2013년에는 

1천3백67억 원으로 감소하 으며 2014년에는 1천6백78

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를 요약

하면 축제개최이후 기 3년간은 경제  효과가 진

으로 증가하 으며, 이후 5년간 격한 증가추세를 

보 고, 2012년에 정 을 형성한 이후 2013년에 한번 

감소하 다가 2014년에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19].

표 4. 두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함평나비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연도 총    액                   
(단위: 천원) 

1999 6,364,010 -
2000 8,115,427 -
2001 8,242,042 -
2002 8,206,909 -
2003 10,249,459 2,300,000
2004 10,378,142 9,400,000
2005 10,569,426 13,200,000
2006 12,298,760 42,000,000
2007 10,087,176 54,900,000
2008 18,007,000 96,700,000
2009 28,928,922 84,100,000
2010 26,691,149 116,400,000
2011 32,031,895 축제취소
2012 39,301,855 240,500,000
2013 41,969,354 136,710,000
2014 축제취소 167,820,000

   

3. 축제의 목표 및 전략 
1999년 처음 축제를 개최하면서 함평군은 자연환경

에 한 인지도향상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축

제의 목표로 삼았으며, 축제의 핵심 테마인 ‘나비’를 

심으로 나비 날리기, 나비표본 시 등의 행사로 축제를 

구성하 다. 2000년에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생태학

습축제, 친환경축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생산  축

제 그리고 군민이 참여하는 군민화합 분 기조성을 축

제의 방향으로 설정하 다. 2003년에는 소비형 축제를 

지양하고 객 체험 주의 로그램 편성에 을 

두었으며, 2006년에는 머무는 이 될 수 있도록 야

간 객들의 참여 로그램 개발과 운 에 을 맞

추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외국인 참여 로그램 확  

개발을 통해 세계 인 축제로의 이미지제고를 목표로 

삼았고, 이후 문화 술행사는 이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과 체험 로그램을 확 했다. 그리

고 2008년과 2009년에는 축제의 내용이나 로그램의 

다양화에 을 두고 체험학습과 생태교육 등과 연

된 곤충생태학습, 나비, 곤충 공 체험 등 ‘나비’와 련

된 체험 로그램과 ‘나비’와 련성이 은 통가축몰

이, 농경사회문화체험, 보리∙완두 불에 그슬려 먹기, 

천연염색 등의 로그램 모두에서 축제콘텐츠를 확

하 다. 그리고 야간에도 머무를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야간문화 술공연’ 로그램을 추가로 실행하

으며, 2011년에는 노인, 청소년, 어린이에 한 배려

를 통해 참여확 와 사회  기여를 해 무료쿠폰지

을 확 하 고, 2012년에는 군민소득증 를 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계  축제에 선정되기 한 홍보  

비 작업을 목표로 삼았으며 2013년에는 체험학습장

의 확 와 온라인 홍보 등을 축제의 목표로 설정하 다

[21].

표 5. 함평나비대축제 연도별 목표 변화 
연도 함평나비 축제의 연도별 특성  목표  

1999
자연과 환경의 조화, 친환경 농업정책 실현, 고부가가치 농
산물 생산기반구축 (나비날리기, 나비표본전시)

2000
생태학습축제, 친환경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생산적 축제, 
군민전체가 공동체로 참여하는 군민대화합 분위기 조성을 
방향으로 설정

2001 상 동 
2002 상 동 

2003
도시민들에게 자연속의 감동을 지역민들에게는 자부심과 화
합의 한마당 생활문화축제, 소비형 축제를 지향하고 관광객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에 역점 

2004 상 동 
2005

축제의 주 무대를 읍 시가지로 이동 운영, 민간 참여프로그
램 확대 운영 

2006
머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방문객 야간 참여 프로그램 확
대 개발 운영,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고 관리하는 
축제추진

2007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 확대 개발로 세계적인 축제로의 이미
지 제고, 외국가정과 나비 고을 만남의 장 운영, 나비와 곤충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

2008
야간 프로그램 확대운영(문화예술공연; 음악회, 연주회, 공
연), 체험프로그램 확대운영, 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나비, 곤충열차 운행) 

2009
환경친화적 초가형 부스 설치, 문화예술행사를 가급적 줄이
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부여 

2010 상 동 

2011
생태체험학습장 운영,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간 확대, 나
비와 한우연계, 경제적 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구폰 발행 
확대(노인, 청소년, 어린이) 

2012
체험학습장 확대운영, 군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 세
계축제도시 선정 준비작업 

2013 체험학습장 확대운영, 경제축제, 온라인 홍보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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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산천어축제도 2003년 축제개최 첫해에는 산천어 

얼음낚시 회, 썰매장, 얼음축구장, 빙상 장, 창작썰

매제작 등 핵심주제와 연 된 겨울 포츠 체험행사가 

축제콘텐츠의 주를 이루었다. 2004년에는 산천어 얼음

낚시를 포함한 메인 로그램 5종, 상설체험 로그램 16

종, 시 로그램 3종 등 총 24개의 로그램을 확 해 

운 하고, 2006년에는 문화이벤트와 축제먹거리 등을 

추가해 40개의 로그램을 운 하 다. 2007년에는 낚

시체험  겨울 포츠 체험, 시체험, 공연, 이벤트

회, 사랑방 마실, 축제 먹거리 터 등 40개의 행사를 상설 

로그램으로 환하여 운 하기 시작했으며, 국 하

얼빈 얼음조각가를 청 빙등 조각  형  조각 조

형물을 시함으로 볼거리를 추가로 제공하 으며 축

제의 로벌화를 해 해외홍보마  기본계획도 수

립하 다. 2008년에는 기존의 축제 로그램을 30여개

로 축소하 고, 쉼터, 셔틀  교통, 흡연부스, 응 의료

센터, 재난구조 등 안 과 편의 로그램은 오히려 늘

리는 형태로 변화하 다. 2009연에는 양 성장이 아닌 

방문객을 한 서비스 질과 편리성 고 화를 목표로 축

제의 핵심 테마인 산천어 얼음 낚시터를 폭 130m에 길

이 2km로 확 하여 소한 낚시터 공간의 문제  개선

에 주력하 다. 2011년에는 구제역으로 인해 축제를 개

최하지 못하 으며, 2012년에는 야간에도 방문객이 참

여하고 즐길 수 있는 야간 로그램 운 에 을 두었

다.[20] 야간에 사랑방 마실, 산천어 공방, 산천어 문화

, 선등문화이벤트 등의 로그램을 운 함으로 축제

의 콘텐츠 다양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 다. 2013년에

는 군부 의 날, 산악자 거 회, 그리고 국의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 원생, 다문화가족들을 청하는 ‘천사

의 날’ 로그램을 운 하여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축제

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 다. 2014년에는 기존의 산천어 

련 축제와 겨울스포츠 련축제, 그리고 이들과 련

이 없는 목재문화 체험장, 통 등 시, 3D 디지털 미

술 , 민속공 , 산천어 갤러리 등 총 60여개의 로그

램으로 확 하 다[19]. 

표 6. 화천산천어축제의 연도별 목표 변화   
연도 화천산천어축제의  특성  목표  

2003
산천어 얼음낚시대회, 눈썰매장, 얼음축구장, 빙상 장, 창작썰매
제작 등 겨울레포츠 체험행사, 축제의 인지도 제고, 지역주민의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

2004
산천어 얼음낚시를 포함한 메인프로그램 5종, 상설체험프로그램 
16종, 전시프로그램 3종 등 총 24개의 프로그램, 축제 프로그
램 개발 

2005
얼음썰매, 도깨비성, 눈성, 얼음나라열차, 봅슬레이, 수생생물전 
추가 운영, 새로운 축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2006 문화이벤트와 축제먹거리 등을 추가해 4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2007
낚시체험 및 겨울레포츠 체험, 전시체험, 공연, 이벤트대회, 사랑
방 마실, 축제 먹거리 터 등 40개의 행사를 상설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운영

2008
산천어체험, 눈얼음체험, 문화이벤트, 전시, 편의 프로그램, 축제
먹거리 등 30여개로 축소하였고, 쉼터, 셔틀 및 교통, 흡연부스, 
응급의료센터, 재난구조대등 편의 프로그램은 늘리는 형태

2009
양적성장이 아닌 방문객을 위한 서비스 질과 편리성 고급화를 목
표, 야간 선등거리 운영

2010
아시아 빙등광장, 외국인 전용 얼음낚시터 운영 등 외국홍보를 
통한 외국인 방문객 확대를 통한 세계적 축제로의 전환 

2011 축제 취소(구제역)

2012

유사겨울축제와의 차별성, 축제와 지역발전 연계성강화, 축제에
의 지속가능성 확보, 외국 언론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야간 축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야간 축제로의 전환, 새로운 축제 콘텐
츠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다양성 제공 시도 

2013

기후변화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발전방향 모색, 축제의 질적 성
장에 대한 노력, 군부대의 날, 산악자전거 대회, 그리고 전국의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원생, 다문화가족들을 초청하는 ‘천사
의 날’ 프로그램을 운영

2014
새로운 축제콘텐츠와 프로그램개발, 축제운영의 체계화, 주민참
여 시스템 확충, 지속적인 축제의 질적 성장 목표, 60여개의 프
로그램으로 확대

Ⅳ. 분석의 함의 및 정책과제  

이 두 축제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변화되는 요인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우선 함평

나비축제의 경우, 첫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는 기간은 

1999년 최  축제를 개최하고 정부로부터 ‘문화 축

제’로 선정되어 지원 을 받는 2003년까지 4년이다. 이 

시기에 축제 방문객은 격히 증가 했으며, 경제  

효과는 진 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 다. 그리고 

축제의 목표와 략은 친환경축제, 자연과 환경의 조화, 

군민의 화합과 참여, 생산  축제 등 축제의 근본  목

과 부합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 단계 이후에는 

2006년까지 방문객수는 1백만 명 이상 진 인 증가

추세를 보 으며, 경제  효과도 100억 원 이상을 

유지하 다. 축제의 내용에  있어서도 민간 참여 로그

램의 확 와 지역민이 직  참여, 운 , 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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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환하고 방문객들이 야간에도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야간 로그램을 운 하기 시작했으며 외국인의 

참여확 를 한 참여 로그램과 홍보를 병행하기 시

작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2007부터는 방문객수가 

진 으로 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제  효

과는 년도에 비교하여 2008년에 약80억 원, 2009년엔 

약 100억 원 등 격히 증가하여 2013년엔 체 경제효

과가 400억 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축제의 내용도 체험

로그램, 보고 즐길 수 있는 로그램, 야간 로그램

의 확 와 더불어 경제  약자의 축제참여도를 높이기 

한 무료쿠폰발행 확 와 온라인 홍보확  등 축제핵

심 로그램과 더불어 부가 서비스 로그램의 확 에

도 을 두는 상이 나타났다.  

화천산천어 축제의 경우도 2003년 처음 축제를 개최

하여 2006년 문 부로부터 ‘ 비축제’로 선정되기까지 

3년이 소요되었다. 정부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이 시기

가 첫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는 기간이다. 이 시기에 방

문객수는 2003년 22만 명에서 2005년 87만 명으로 증가

하고, 경제  효과 역시 2003년 23억에서 2005년 

132억으로 증가한다. 축제의 내용을 보면 기단계인 

이 단계에서는 축제의 핵심 테마인 ‘산천어’ 그리고 ‘얼

음’, ‘ ’과 련된 로그램의 신설과 확 에 주력을 했

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방문

객수는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경제  효과도 

지속 으로 증가해 2010년에 1천1백64억 원으로 나타

났다. 축제의 내용과 목표를 살펴보면 이 시기에는 오

히려 산천어체험, 얼음체험, 문화이벤트는 축소하고 

방문객 편의와 련된 로그램은 늘리는 행태가 나타

났으며 아시아 빙등 장, 외국인 용 낚시터의 운 과 

같은 외국과의 연계나 외국인 방문객에 한 배려가 나

타나기 시작한다. 그 다음단계에서는 방문객수가 2012

년 144만 명에서 2014년 131만 명으로 진 인 감소추

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  효과는 2012년 2천4백5억 

원에서 2013년 1천3백67억 원으로 감소하 다가 2014

년 1천6백78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

다. 한 축제의 내용과 목 을 살펴보면 지난 단계에

서 축소했던 로그램들을 체하는 새로운 로그램

들을 신설하고 방문객들이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야간 

로그램을 확  운 하 으며, 함께하는 축제라는 주

제 하에 지역 내 군부  장병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군

부 의 날’ 행사와 국의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원생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을 청하는 ‘천사의 날’ 로그램

을 운 하고 축제참여자에게 상품권을 지 하는 등 축

제에 복지의 개념을 도입하는 략  변화를 보 다.  

이들 두 축제의 성장단계별 특징들을 세단계로 구분

하여 정리하면 도입기 단계에서는 축제의 핵심테마와 

련된 로그램과 축제에 한 인식 제고 등 축제개최

의 기본목 달성에 집 을 하는 략을 수행하 으며, 

성장기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축제의 핵심 테마 이외의 

체험 로그램의 신설과 확 와 더불어 함평군의 경우

에는 ‘야간 문화 술공연’, 화천군의 경우에는 ‘선등거

리’에서의 공연과 이벤트와 같은 야간 축제 로그램의 

신설 등 방문객들이 축제 장소에 보다 오래 머물 수 있

도록 축제의 략이 변화했다. 한 함평군의 경우는 

외국인 가정의 참여 확 를 한 홍보 략과 로그램

운 , 화천군의 경우는 외국 언론에 한 축제홍보와 

국(상하이), 일본(삿포로) 등의 겨울축제와의 연계 등 

축제의 외연을 확 하기 한 략  근이 나타났다. 

세 번째 성숙기에는 축제의 핵심주제와 련된 로그

램의 세 화와 안정화와 더불어 함평군의 경우 유아 수

유실, 물품보 소, 의료소, 그늘벤치 쉼터, 이동 출소

의 운  그리고 화천군은 몸 녹임 유아쉼터, 얼음나라

방송국, 응 의료센터, 재난구조 , 교통편의 제공, 흡

연부스운  등 방문객의 편의와 안 과 련된 로그

램의 신설과 보완에 더 많은 역량을 집 하 으며, 

한 함평군의 경우에는 노인, 청소년, 어린이에 한 무

료쿠폰발행확 , 화천군의 경우에는 축제참여자에 

한 지역상품권 지 확  그리고 군인, 장애우, 다문화가

정 등 축제의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등 배려를 통한 참

여확 략이 실행되었다. 끝으로 오 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축제의 홍보, 참여, 제안 등이 이

루어지는 축제의 진화가 나타났다. 이를 정리해볼 때 

지역축제를 신규로 개최하거나 이미 개최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미미함을 경험하고 있는 축제주최들은 도입

기에는 축제의 핵심주제와 련한 로그램의 안정  

착근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축제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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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함평 나비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도
입
기

기간 1999~2002년 ; 
육성축제선정 이전 

2003~2005년 ;
예비축제선정이전

방문객수 약 두 배 증가 ;
60만 ~131만 명

약 세배증가 ;
23만~87만 명 

경제적효과 점진적 증가 ;
63억~82억 원

점진적 증가 ;
23억~132억 원

목표

친환경축제, 자연과 환
경의 조화, 군민의 화합
과 참여, 생산적 축제 
등을 목표로 축제홍보
와 축제핵심 테마 프로
그램에 집중 ; 나비와 
나비축제 홍보

겨울, 청정지역을 자산으로 
지역주민의 화합, 경제회생
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축제의 
인지도 제고와 축제 핵심 테
마프로그램에 집중 : 산천어 
얼음낚시, 겨울레포츠 

성
장
기

기간 2003~2006년 ; 
최우수축제 선정 이전

2006~2010 ;
최우수축제 선정 이전
(2011년 구제역으로 축제 
취소) 

방문객수 100만 명 이상 유지  100만 명 이상 유지 
경제적효과 100억 원 이상 유지 420억~1천164억 원 

목표 

체험프로그램 신설확대
와 야간프로그램 신설
확대를 통한 머무는 축
제, 외국인 가정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축제의 세계화 추진, 인
지도 제고가 아닌 축제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한 외연확대 

양적성장이 아닌 서비스 질
과 편의성 확보를 통한 축제
의 고급화전략, 체험프로그
램의 신설과 확대를 통해 상
설프로그램운영, 편의와 안
전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시
행, 외국인 방문객 확대와 
외국연계를 통한 세계적 축
제로의 전환전략 추진 

성
숙
기

 기간 2007~ 2013년 : 
최우수축제선정 이후 

2012년~2014년 ;
최우수축제 선정 이후 

방문객수 감소 ; 43만 ~24만명 점진감소 ; 
144만 ~131만 

경제적효과 급증 ; 180억 ~ 419
억 원 

감소 후 증가 ; 2,405
억~1,367억 ~1,678억

목표
 

기존프로그램 확대 및 
축제핵심테마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신

타 겨울 축제와의 차별성 확
보, 야간프로그램의 확대 및 
다양한 축제콘텐츠 개발, 외

설 및 확대, 매출 및 홍
보 극대화를 위한 온라
인 홍보시행, 축제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시행 (노인, 청소년, 어
린이 무료쿠폰지급), 온
라인 예약제

국 언론에 대한 지속적인 홍
보, 주민참여프로그램 확대,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축제
지향, 축제의 서비스 질 향
상(상품권지급확대), 온라인 
홍보 

화되면서 인지도가 상승하는 성장기에 어들면 핵심

주제와 련된 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로

그램으로의 확 로 방문객의 확 와 체류시간을 늘리

며 외국에 한 홍보를 통한 축제의 외연확 를 한 

략 이고 정책 인 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

숙기에 어들면 쇠퇴기로의 진입을 막고 성장을 증

시키거나 유지하기 해서 핵심 로그램과 체험 로그

램은 물론 편의와 안 을 한 로그램의 보완과 신설

로 세 한 서비스제공과 함께 축제참여에 있어서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는 집단에 한 배려를 통해 참여확

와 사회 기여 이미지구축은 물론 축제의 홍보와 진행

의 온라인화를 통한 근용이성의 제공 등을 복합 으

로 정책화하는 노력이 나타났다.    

      

표 7. 두 축제의 시기별 특징 및 전략 변화 비교 

Ⅴ. 결론

두 축제를 분석한 결과 방문객의 수, 경제  효

과, 축제의 목표와 략 그리고 축제를 처음개최한 시

기에 이르기까지 변수 간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성

장단계별로 나타나는 형태와 략은 유사하게 나타났

으며, 제품생명주기이론과도 맥을 같이 하는 형태로 분

석되었다. 이는 지역축제도 하나의 ‘상품’이나 ‘산업’으

로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에 제품생명주기이론의 단계별 특징과 다르게 나타나

는 부분도 있었다. 바로 성숙기이다. 제품생명주기에서 

성숙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익이 정 을 넘어서게 되고 

성장은 둔화되는 시기로 구분이 된다. 그러나 이 단계

에서 함평나비축제의 경우 방문객수는 차 감소하지

만 경제  효과는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화천산

천어축제의 경우도 방문객수는 낮은 비율로 감소하지

만 경제  효과는 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

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게 두 축제의 성숙기에서 제품주기이론의 성숙

기와 쇠퇴기의 특징이 복합 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일

반제품의 생명주기이론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

기의 네 단계로 구분되지만, 지역축제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쇠퇴기가 없이 지속 으로 발 해야 하는 특성으

로 인하여 쇠퇴기가 존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성숙

기에 쇠퇴기의 특징이 나타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서 일반상품과는 다른 형태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성장주기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

별 축제 리 방향을 정리하면 첫째, 축제의 도입기에

는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본 인 수요를 자극해야

하기 때문에 축제주체는 축제의 핵심 로그램의 안착

과 축제의 주제에 한 인지도를 제고하는데 심과 역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Vol. 15 No. 5548

량을 집 해야 하며 둘째, 성장기에는 인지도 향상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증

가의 유지와 수요에 따른 욕구충족을 해서 축제의 핵

심 로그램들의 질  향상과 더불어 핵심 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로그램의 개발과 보완 그리고 

방문객 편의와 안  등 서비스의 질  향상에 을 

두어야 한다. 한 도입기에서의 인지도 제고에 한 

홍보 략도 축제의 내용과 로그램들에 한 홍보로 

략을 수정해야할 것이며, 지속 인 성장과 수요유지

를 해서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 한 홍보 략도 수

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숙기에는 방문

객의 수와 경제  효과가 정 을 넘어서 감소되거

나 둔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시기에는 지속 인 수요

창출을 한 새로운 방문객의 증가와 기존 소비량을 늘

리기 한 재방문객 유치확 를 략  목표로 삼아 방

문객의 편의, 안 을 한 로그램을 다양하고 폭넓게 

제공함으로 축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며, 기존 로그

램의 개선과 발 을 통한 서비스질의 향상, 입장료 인

하 는 상품권의 제공 등과 같은 경제  이익의 제공, 

외국  외국인을 상으로 한 홍보 강화, 소외계층의 

참여확 를 한 로그램의 운 으로 축제참여의 확

와 사회  기여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략의 조합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으로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두 지역축제에서 

성장 단계별로 공통 으로 나타나는 행태와 략은 지

역축제를 통해 경제, 사회, 문화  목 을 달성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축제주체들에게 정형화된 략  

근의 경로를 제시해주고 있다. 덧붙여 기본 으로 본 

연구가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내용과는 다른 분석과 결

과를 도출하 다는 함의는 있지만, 두 가지 축제만을 

비교하 다는 과 BASS모형과 같은 이미 검증된 모

형의 활용이 아니라 기존의 제품수명주기이론을 용

했다는 한계가 있기에 시기별 략경로의 신뢰성을 높

이기 한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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