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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순천시의 원도심권에서 열린 푸드 & 아트 페스티벌에 따른 축제장 방문객들의 만족도와 재방문 결정  

향을 악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가설을 설정한 뒤 축제에 참여한 방문객을 상으로 장 

설문조사를 후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시행하 다. 한 페스티벌 개최로 인해 원도심 지역의 

 발 과정과 향후에 다시 재방문하는 객들이 순천의 정원과 음식 에 한 4차산업의 융합연구에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인이 축제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조사한 결과  상품  푸드, 안내  홍보 행사

로그램의 순서 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상품  음식 편의시설. 안내  홍보 부분은 축제의 

재방문에 향력을 미치며 축제의 추천의사에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 으로 순천 푸드& 아트 페스티벌

의 만족도 평가요인의 속성을 확인하고 방문객들의 만족이 행동의도에 정(+) 의 향력을 있어 인과 계를 도출되

었다. 하지만 축제만족도를 측정함에 있어 만족도와 인지된 만족의 결과에 한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 이 연구

의 한계로 남는다.

• 주제어 : 순천시, 푸드, 아트, 페스티벌, 만족도, 재방문, 결정 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satisfaction and return impact of the Festival 
visitors visiting the food and art festivals in Suncheon city. which successfully hosted the Suncheon Bay 
Garden Expo.. In order to carry out this research, hypothesis was set up, and after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visitors participating in the festival,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the 
survey. Also, I would like to present the implications for the tourism development process and the 
convergence research of the fourth industry for the garden and food tourism of the tourists coming back 
again in the future due to the festival. The effect of factors on festival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influential in order of tourism product, food, guide and public event program. Also products and food 
facilit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guide and publicity part had an influence on the revisit of the festival 
and also the recommendation of the festival. As a result, the attributes of satisfaction factor of Suncheon 
Food & Art Festival were confirmed and causality was derived because visitors' satisfaction had positive 
influence on behavior intention.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remain in that it does not reveal the 
subdivision factors of the satisfaction and perceived satisfaction in measuring the festival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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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화체육 부는 지역축제가 미래의 산업의 

추 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상하고 있으며, 지역발 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객들 간의 융합과 상생을 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 

한 소득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새

로운 여가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목 으로 지역

축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축제는 지역 랜드 

뿐만 아니라 객 참여를 높이기 한 방법으로 한 

지역경제발 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여 발 방향 속도

를 가속화 하고 있다[1]. 지방자치정부들은 그 고유의 지

역만의 표 인 문화, 특산품, 지역민의 삶의 질 등 지역

의 자원을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 술콘텐츠를 찾아내어 

발 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경제 활

성화시킴으로써 표 인 랜드마크로 만들기 해 많은 

노력을 보이고[2] 있으며, 지역 통  특색에 맞는 여러 

가지 지역축제 콘텐츠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3].

이처럼 지역 랜드마크 인 랜드축제가 타 지역

과 차별화를 갖추며, 살아남기 해서는 축제의 로모

션을 통해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를 개발하는 략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축제의 활성화는 지역축제의 

자산에 많은 심을 이슈화 하고 있다. 특히 축제방문자

의 체험이 강력한 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에서 축

제의 체험 로그램은 축제의 랜드구성과 강화는 무엇

보다도 요한 숙제일 것이다[4]. 축제는 체험  공간으

로서 다양한 체험을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서 축제가치에 

한 친 감과 호감도를 높여 축제방문객에 한 다시 

찾아오는 데 제고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랜드 축제를 

발 하게  하는 것  지역의 특색 있는 체험이 방문객의 

만족도와 연계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정부는 이 같은 축제

에 한 참여율을 높이는 축제가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

고 있다[5].

축제 방문객들이 다양한 축제 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의 랜드 자산에 한 조사와 인식에 한 연구들은 부

족할 형편이다[6,7]. 그리고 지방지자체에서 지역축제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지역축제 목표 달성과 성과를 극 화

하는 측면에서도 축제에 한 만족도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8,9].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축제에 한 연구로서 순천 푸

드 & 아트페스티벌을 찾는 방문객 만족도 분석을 조사해 

보고 축제평가요인과 방문객의 만족과 행동의도간의 

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한 구체 으로는 순천 푸드 

& 아트페스티벌의 어떠한 축제평가요인들이 방문객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고 있고 한 방문객의 만족이 방

문객의 행동의도(재방문, 추천)에 직 으로 향을 미

치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순천 푸드 & 아트페스티벌의 평가에 한 원

도심 지역경제발 략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축제 평가 속성

국내의 경우에는 각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 등 그 지

역만의 차별화 된 축제들이 있지만 장르와 종류에 따라 

다양한 축제들이다 보니 실질 인 축제평가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 체육부에서는 질 인 

축제를 해서 축제평가 에 한 지표를 만들어 평가하

고 있다. 축제의 평가지표는 축제의 개최 수만큼이나 다

양하다. 한 축제의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항목과 기법

과 자료의 형태를 제시하면 축제 참여규모, 방문객의 특

징, 송출자  여행 행태, 마 과 동기, 활동  소비지

출, 경제  향, 기타 향, 비용편익분석 등 8개의 항목

으로 분류하고 있다[10].

본 연구도 문화체육 부의 축제평가지표를 토 로 

설문에 용하 다. 

2.2 지역축제 방문 만족도

지역을 방문한 객 만족도의 개념은 지역주민 만

족과 방문객 만족과 연계되어 있는 개념이다. 방문객 만

족이란 어떤 체험과 차별화 된 로그램 는 서비

스의 만족이나 경험에 한 방문자의 반 인 평가

만족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만족 반응은 느낌이나 

감정뿐만 아니라 재방문의 동기를 유발한다[11].  

2.3 지역축제 만족도와 행동의도간의 영향관계

축제에서 만족도는 축제를 방문하기 에 기 와 축

제를 경험한 과정 후의 결과를 비교하여 주 인 단

의 감정 상태로서, 체험하거나 비교 ·선택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 와 실제 경험과의 차이에 한 평가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12]. 

축제만족도는 방문객의 축제 참여 후 만족과 불만족

의 결과에 따라 재방문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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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frequency %

gender male 168 60.2

age 30s 121 43.4

education College graduate 117 41.9

job employee 62 22.2

stay duration day 179 64.2

인 설명으로 표 하고 추천하게 되거나 는 부정 인 

구 을 유발하는 등 방문객의 사후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 아울러 행동의도는 행동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구매의도와 동등한 개념으로 고객이 어떤 상에 태

도를 형성한 후 특정한 미래행동으로 나타내려 는 개인

의 의지와 신념과 태도가 행동화 될 주   가능성이다[13]. 

이 연구에서 축제를 찾아오는 방문객 만족을 방문객

이 축제장에 해 가졌던 기 와 방문자 가 지각한 경험

과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  으며, 방문자 만족의 선

호하는 요인을 실질 으 로 조사고자 탐색  요인분석 

등의 지속 인 방법을 제시하 다[14].

2.4 재방문과 추천의도

지역축제의 성공은 방문객들이 원하는 컨셉을 발견하

고 차별화와 행사 로그램개발과 서비스 질의 제고를 

통해 방문객들의 방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 축제

참여의 추천요인이 재방문에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14,15,16].

방문객의 만족과 불만족은 방문객들 다음에 찾아오는 

데 큰 향을 미치게 된다[17,18]. 

반  축제만족과 함께 재방문과 추천과  경험

이 방문객 재방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 이며, 이에 조

사 변수라고 정의하는 연구들이 입증되고 있다[19,20,21].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설정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여러 학자들의 실증연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가설들의 변수간의 계를 악하고자 가설을 설정하 다.

H1. 지역축제평가에 한 요인은 축제를 찾는 방문객

의 축제 만족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H2. 지역축제평가에 한 요인은 방문객의 행동 의도

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H3.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의 축제만족도는 행동의도

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3.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 달성을 해 설문조사는 순천 푸드 & 

아트 페스티벌 행사기간 인 2017년05월26일( ) ~ 207

년05월28일(일)기간 에 방문객 300명을 상으로 실시

하 다. 불성실한 설문지 21매를 제외하고 나머지 279부

를 데이터에 용하 다. 수집된 데이터자료의 Coding과

정을 실시하고, 로그램인 SPSS 21.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고 축제방문객 인구 통계  특성 악

을 해 빈도분석, 축제평가요인에 한 신뢰도분석, 행

동의도의 요인분석, 향 계를 확인하기 한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4. 실증분석

4.1 방문객 인구 통계적 결과 대표값 요약

<Table 1> 표본의 인구 통계  특성은 성별로는 남성 

168명(60.2%)이 여성 111명(39.8%)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 가 43.4% 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

타났다. 직업에 있어서는 회사원이 22.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고, 학력에서는 학졸업자가 41.9%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있어서는 남/

주이외 60.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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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on 2~4 199 71.3

Accommodation hotel 28 10

Information TV/radio 90 32.3

traffic Car 227 81.4

residence Jeonnam/Gwangju outside 169 60.9

4.2 신뢰성분석 및 요인분석

4.2.1 영향요인의 신뢰성분석과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설문문항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하

여 체항목과 구성요소 별로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 다. 검증결과 신뢰도 알 값이 0.876으로 측정 

항목들의 동질성이 높고 내  일치성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총 15개의 항목으로 측정된 향요인을 <Table 

2> 향요인에 한 지역축제평가의 요인 추출과정에 있

어서는 고유치의 기 을 용하여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들을 요인화하는 방법을 사용하 으며, 요인 범주 

내에서 속성들의 결합이 내  일 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 고, 이를 

Cronbach's α 값으로 제시하 다.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d Variable 

Name

factor

loading

Common 

value

Eigenvalue

( %)
CF

Products and 

Food

A3 .774 .880

2.589

(15.230)
.753

A2 .659 .876

A1 .573 .866

A4 .567 .865

PR and 

information

B4 .751 .862

2.149

(12.640)
.793

B2 .599 .863

B1 .550 .868

B3 .544 .868

Event contents

C2 .699 .866

2.087

(12.275)
.758

C1 .661 .866

C3 .540 .870

C4 .416 .871

Facilities

D2 .712 .872
1.546

(9.092)
.746D1 .605 .869

D3 .587 .874

Total Vari : 49.237%

KMO : .886

Cronbach’s Alpha = .876

Bartlett Check politics : 1026.902(p-value : 0.000)

도출된 요인들에 하여 Cronbach'a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상품  음식’ .753, ‘홍보  안내’.793, ‘행사

내용’ .758, 편의시설 .746로 각각 나타났다.

4.3 가설검증

4.3.1 가설1의 검증

H1. 지역축제평가에 한 요인은 축제를 찾는 방문객

    의 축제 만족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을 검증결과 회귀식은 R2 은 .388로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축제평가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 <Table 3>에서처럼 분산분석 결과 

F값이 43.478로 나타났으며, 유의도 수  p<0.01에서 

향을 미쳤다. 가설1은 채택되었다.

<Table 3> Visitors' evaluation factors are visitor satisfac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V IV
N-SF  SF

T p-value
B Error β

Festival 

evaluation

4.849 .052 93.569  .000*

Products and 

Food
.397 .060 .362 6.653  .000*

PR and 

information
.242 .056 .221 4.352  .000*

Event contents .216 .057 .197 3.812  .000*

Facilities .105 .056 .095 1.872 .062

R2 = .388   F = 43.478   p=.000

 * p<0.01 

4.3.2 가설2의 검증

H2. 지역축제평가에 한 요인은 방문객의 행동의도 

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검증결과 재방문의사에 향을 미치는 만족요인에 

한 분석결과 회귀식은 R2 은 .236으로서 서로간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 

<Table 4>에서처럼 분산분석 결과 F값이 21.156으로 나

타났으며, 유의도 수  p<0.01에서 향을 미쳤다. 한 

추천의사에 향을 미치는 만족도요인에 해서는 회귀

식은 통계 으로 유의하며 R2는 .218로서 서로 간에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s of 

festival evaluation factors on return visit intention

DV IV
N-SF  SF

T p-value
B Error β

Return 

visit 

physician

5.093 .064 79.029  .000

Products and 

Food
.282 .074 .230 3.789  .000*

PR and 

information
.289 .069 .236 4.171  .000*

Event contents .138 .071 .113 1.952  .052

Facilities .150 .069 .123 2.157  .032**

R2 = .236  F = 21.156   p=.000

 *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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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festival evaluation factors on recommendation 

intention

DV IV
N-SF  SF

T p-value
B Error β

Recomm

endation

5.308 .062 85.407 .000

Products and 

Food
.264 .072 .226 3.683  .000*

PR and 

information
.276 .067 .237 4.127  .000*

Event contents .108 .068 .093 1.590 .113

Facilities .132 .067 .113 1.968  .050**

R2 = .218 F = 19.065   p=.000

 * p<0.01, **p<0.05

표 화 계수 베타값 결과 안내  홍보가 축제의 추천

의사에 향력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다 회귀

분석을 한 결과 <Table 5>에서처럼 분산분석 결과 F값

이 19.065로 나타났다. 축제평가요인은 방문자의 행동의

도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2는 채택되었다.

4.3.3 가설3의 검증

H3.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의 축제만족도는 행동의도 

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결과 만족도가 재방문, 추천에 향을 미치는 분석결

과 재방문의사의 회귀식은 R2는 .451로 조사되었고 추천

의사의 회귀식은 R2는 .385로 나타난다. 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 <Table 6>에서처럼 분산분석 결과 재방문의 F

값이 2227.840과 추천의사 F값이 173.591로 나타났으며, 

유의도 수  p<0.01에서 향을 미쳤음으로 서로 간에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가설3은 채

택되었다.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 of 

Festival Satisfaction on Behavioral Intention

DV IV
N-SF  SF

T p-value  R2  F
B Error β

satisfa
ction

Revision 
inquiry

.747 .050 .672 5.963 .000* .451 227.840

Recom
mendati

on
.658 .050 .621 13.175 .000* .385 173.591

 * p<0.01 

5. 결론

본 연구는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성공 으로 개최한 

순천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개최한 순천 푸드& 

아트 페스티벌로 도심의 심지인 원도심의 축제를 통한 

지역발 과 이곳을 찾는 지역민과 방문객들을 상으로 

각 변인들 간의 상 계를 규명해보고 차후 개최 시 보

완하고 확 시켜 성공 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문화 술 체험의 융·복합  연구   축제를 수행하

는 단체  이해당사자에게 시사 을 제공하고자 수행되

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실무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제평가요인의 하 요인인 상품  음식, 홍보 

 안내, 행사내용, 편의시설의 4가지요인을 추출하 다. 

요인이 축제만족도에 미치는 향에서 상품과 음식이 가

장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내와 홍보

요인은 재방문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천의사에도 가장 큰 향이 미친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제 만족도가 재 방문의사와 추천에 미치

는 향력을 알아보기 해 표 화 계수를 조사한 결과 

재방문과 추천에 강한 상 계를 나타냈다. 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순천 푸드&아트페스티벌 축제의 발

략을 제시해 보면 첫째 상품  음식 요인으로 이와 

계된 개발이 다각 인 략이 필요하며, 둘째, 안내  홍

보 요인에서 조사된바와 같이 온라인 홍보 략의 개선

이 요구된다. 셋째 행사 로그램 요인에서는 축제 기획

과 운 에 한 문성이 많이 필요하다. 넷째 편의시설 

요인에서는 휴게  편의시설이 요구된다. 이는 인근 지

역인 여수, 양 방문객들이 많고 순천의 갈 밭과 순천

만정원의 자연경 과 환경 인 문화와 환경에 목 을 두

고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이 이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 로 

순천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축제가 주민과 지자체가 

업하여 박람회성공개최의 명성을 다시 살리고 순천지

역만의 차별화되고 독특한 상품 발굴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속 인 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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