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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문화체육 부의 기 조사인 평가문항을 지표로 하여 조사 되었으며, 여러 연구학자들의 선행

연구들을 토 로 가설을 설정하여 나무 축제에 참여한 방문객을 상으로 장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결과, 

요인분석을 통해 축제서비스품질요인으로 행사장 시설(하드웨어), 홍보  안내, 로그램의  3가지 요인이 추출하

여 연구되었다. 연구 결과 홍보  안내 .463 으로 가장 큰 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한 행사 로그램은 

.446로 축제의 재방문의도에 향이 크고, 정  추천에도 향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축제 만족도가 재방

문과 추천에 미치는 향결과 베타(β)값을 조사한 결과 재방문 .584, 추천 .651으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냈

다. 그동안 세계 나무 박람회와 담양의 축제를 통해 지속되어야 할 요인들을 제시해 보고, 재방문하는 방문객 니즈

를 악하고 담양의 서비스 4차 산업과 친환경산업과 융·복합연구에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제어 : 지역축제, 축제서비스품질, 만족도, 행동의도, 재방문, 추천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evaluation items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an index.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es of various researchers, hypotheses were set 

up to survey the visitors who participated in the bamboo festival. As a result of the study, three factors 

of the festival service quality factors (hardware, promotion, guidance, and program) were studied through 

fact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PR and. Also, the event progra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visit inquiry of the festival at .446. The effect of festival satisfaction on repeat 

visits and recommendation results. Beta (β) values were found to be correlated with return visit (.584) and 

recommendation (.651). We will present the factors that need to be maintained through the World Bamboo 

Expo and the Festival of Damyang, identify the visitors' needs to visit again, and suggest some 

suggestions for Daelim's tourism industry, the fourth industry and eco-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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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축제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발 하여 주5일 근

무가 실행되면서부터 삶의 질을 우선시 하는 기 에서 

여가와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건강과 

웰빙, 문화  심의 확 와 지역 소비가 빠르게 발

되고 있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특징 인 문화와 술 그리고 

통 으로 내려오는 그 지역의 정체성에 근원을 두고 

들과 함께하며 특색 있고 차별 인 주제가 있는 행사, 

는 볼거리·놀거리·먹거리·배울거리 등을 객에게 

제공하여 요구를 충족시키고 객들이 방문하여 그 지

역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체 인 행사

를 말한다[1].

지역축제는 지역과 역사, 통성을 기본으로 지역 주

민들이 공유하고 특별한 지역의 가치를 로그램으로 의

인화하고 기획 연출되는 이벤트로서 외지 방문객들과 함

께 할 수 있는 공유 인 행사를 말하고 있다[2]. 그 지역

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 스토리가 있는 요소가 지역

발 을 진시키는 향력 있는 행사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도시마  이미지와 타지역 방문객 

유치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발 과 지역민의 경제에 한 

기 와 함께 문화 의 확 로 그 성장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다[3][4]. 한 지역경제발 과 소득과 맞춤

형 일자리 창출, 새로운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목

으로 지역축제가 추진되어지고 있다. 최근 지역축제 

련해 기획,  상품, 차별화 된 로그램 등을 스토리텔

링을 개발하는 데 시도하고 있으며, 지역축제를 상으

로 한 스토리텔링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5,6,7]. 하지만, 

재의 지역축제는 여러 곳에서 비슷비슷한 축제들이 응

용되고 있으며 행사 로그램도 모방되고 가고 있어 지역 

축제매력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축제 방

문객과의 상호작용을 해 여러 가지 로그램을 시도하

고 있다[8,9].

한 각 지자체는 지역을 마 하려는 목 으로 다

양한 축제를 다투어 개최하고 연구자들은 그러한 축제의 

방문객인 참가자의 경험과 인식을 탐구하려는 노력을 활

발하게 개하고 있으 며, 그 심에서 축제서비스품질

을 측정하기 해 여러 척도들을 개발하고 축제서비스품

질과 다른 변수와의 계를 밝히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10].

지역주민과 축제주최자들은 지역축제의 부족한 서비

스 품질과 운 체계를 보완하고 리하려고 노력하고 있

다. 이런 지역축제의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는 차별화된 서비스품질이나 지역  상품, 축제행사 

로그램 등 축제의 품질에 신경 쓰기보다는 정치 인 

략  리로 보여 주기식 활동과 형식 인 행정으로 

집 투자만 이루어지고 있다[11]. 이런 지역축제의 서비

스 품질과 서비스의 질의 감소는 방문객들에게 있어

서 가장 큰 불만 요인과 재방문에  큰 향을 미치고 있

으며, 이런 과정들이 계속 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

다. 이런 축제의 서비스품질과 운 리에 해 연구조

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축제 품

질 평가를 통해 어느 부분이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해 

보고 성공 인 축제발 을 한 내용들을 제시해보고 축

제서비스 품질을 도출하여 찾아오는 방문객과 지역민들

이 행사의 축제서비스품질의 어떠한 요인에 만족을 느끼

고, 방문객 만족이 재방문과 추천과 같은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으로써 조사의 목 이기도 한다. 

이런 연구하기 해 문화체육 부의 축제평가 자료들

을 바탕으로 축제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지속 인 지역

축제를 만들어나가기 한 략의 확립에 공헌하고자 한

다. 한 방문객의 만족이 방문객의 행동의도(재방문, 추

천)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

해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향후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

제발 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지역축제의 개념

지역축제는 오래 부터 종교 인 행사가 시작되면서 

그 배경에서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한 개인 는 공

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의미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는 행 를 말하고 있다[12]. 이처럼 기에는 종교  

제의에서 출발했으나 유희성을 강하게 지니게 되어 오늘

날에는 제(際) 인 의미는 사실상 거의 퇴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주로 축제를 나타내는 단어로 페스

티발(festival)이나 카니발로 불리고 있다.

축제의 개념을 공공 이며 테마를 가진 의식이라고 

정의를 하 으며, 축제를 인간의 종교·사회·문화 등의 제

도와 활동이 확립되는 월 인 내지 자연  역으로 

정의하 다[13].

축제에 한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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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공통 인 특징은 지역주민들의 총체 인 삶

과 통 문화  요소와 공동체 인 성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4]. 

2.2 지역축제의 서비스품질 

서비스품질이란 실제 장에서 서비스 질과 서비

스의 형태와 축제주최자들의 서비스에 응 와 기 하는 

것을 비교한 결과에 한 축제 참가자의 태도라는 의미

라고 학자들은 정의하고 있다[15]. 

축제서비스품질은 지역 축제에 참가하는 방문객 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주고 축제이해당사자 에게는 지역경제

발 에 기여하고 공헌하기 해 서이고 지역축제와 련

된 모든 로그램과 행사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개발하는 

진행 과정 이라고 말하고 있다[16].

한 지역축제 서비스품질을 ‘축제 참가자가 축제참가

를 통해 받은 유 · 무형의 서비스와 자신의 경험을 근거

로 하여 얻을 수 있는 성과에 한 주  단’ 이라고 

정의하 다[17]. 

2.3 지역축제 서비스품질과 축제 만족도

방문객만족은 축제이미지, 방문객의 감정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향을 받지만, 해당 축제가 갖고 있

는 서비스 품질에 의해서도 향 을 받는다[18]. 즉, 축제

장을 방문객이 경험하고 난 후 느끼는 반 인 만족을 

의미하는데 자신 들이 경험한 축제서비스품질에 한 지

각에 의해 향을 받는다. 

축제서비스 품질은 연구자들의 에 따라 다 양하

게 정의되며, 구성요인들은 사회 , 환경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축제서비스 품질의 측정과 련하여 다

양한 논의들도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축제의 서비스품질을 구성하는 요인을 

행사장 시설(하드웨어), 홍보  안내, 행사 로그램 등 3

개로 분류했다. 

2.4 방문객 만족과 행동의도의 관계

축제에서 방문객들에 미치는 지역축제서비스품질과 

찾아오는 방문객 만족은 행동의도에 아주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만족의 요인에 따라 태도, 재방문, 충성도, 지

역애호도, 구 , 불평행동 등이 방문자의 행동으로 이루

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축제방문객의 태도에 심을 두

고 표 인 결과변수로 보여지는 행동의도를 재방문과 

정  구 의도로 한계를 두고자 한다. 특히 방문객의 

만족에는 정성 요인에 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성 요인은 놀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등을 주요 구성

요소로 포함하 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설정

[Fig. 1]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본 연구는 지역축제 서비스품질 요인을 도출해 보고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이 축제장에 와서 어떤 요인들에 

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런 선행연구들

을 토 로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3.2 연구가설 설정

H1. 지역축제 서비스품질은 방문객의 축제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 지역축제서비스품질은 방문객의 재방문의도와 

정 인 행동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3. 방문객의 축제만족도는 방문객의 재방문의도와 

정 인 행동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 달성을 해 설문조사는 공간  범

는 담양군 세계 나무박람회가 열린 행사장인 죽녹원 

 담양 종합체육  일원이며, 축제 시작일인 2017년05

월02일(화) ~ 2017년05월07일(일)기간에 조사되었으며, 

총 설문표본 방문객 29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내용

면에서 합하지 않는 34부를 조사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56부를 분석에 이용하 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

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정을 거쳐, SPSS 20.0 for 

Windows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8권 제11호282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 다.

조사 설계 방법으로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선행연구와 문헌 연구와 실증방법을 병행하 다. 나무

축제의 개념과 보고서, 홈페이지 자료 등을 활용하 고 

설문지구성을 한 항목들은 문화체육 부 종합평가

를 기 로 하 다. 

4. 실증분석

4.1 방문객 인구통계학적 빈도분석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은 성별로는 남성 122명

(47.7%)이 여성 134명(52.3%)보다 더 은 것으로 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30 가 43%으로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하 다. 거주지는 담양지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방문객이 35.2%, 주 26.6%, 남지역주민 

20.3%, 북 18.0%로 지역주민보다 근거리 객과 외

지 객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학력

은 학졸업자가 39.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고졸 

28.1%, 문 학 16.4%, 학원졸 이상 3.1%로 조사되었

다. 직업은 직장인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주부 

14.8%, 공무원/교직 7.0%, 문직 7.8%의 순으로 조사되

었다. 가장주부와 직장인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축제에 참가한 방문객들의 일반사항 분석 결과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 항목을 살펴보면 체류기간 

 당일방문자가 50.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반  

<Table 1> Visitor General Analysis

division
frequency
(personnel)

ratio(%)

stay duration 1 day 130 50.8

Companion type 2-4 124 48.4

Accommodation type
Friends/ 
relatives

28 10.9

Visits 1 164 64.1

Information 
acquisition

Word of 
mouth

140 54.7

Transportation own car 148 57.8

Purchase souvenirs
Agricultural 
products

40 15.6

Revisit usually 132 51.6

Post-visit imagery usually 120 46.9

Satisfaction usually 142 55.5

recommendation usually 112 43.8

만족도는 보통이 55.5%, 축제 방문 후 다시 찾고자 하는 

이미지 변화는 그 다하다가 46.9%로 나타냈다. 방문객

의 동반자 유형은 2-4명과 함께 48.4%, 숙박형태로는 친

구/친지 10.9%, 축제에 한 정보 취득 원천에 한 분포

는 구 을 통해서가 54.7%로 조사되었다.

한 축제 방문 시 이용하는 주된 교통수단은 자가용

이 81.4%로 조사되었다.

4.2 신뢰성분석 및 요인분석

4.2.1 신뢰성분석과 요인분석 결과

12개의 항목으로 측정된 향요인을 <Table 2> 향

요인에 한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이

상인 3개의 공통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

성분분석법(Principal Comp onent Analysis)을 이용하

고, 요인 재량의 단순화를 해서 직각회  방법인 

Varimax 방식으로 분석하 다.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Item

factor
Cronbach's 

Alpha
Festival 
facilities

PR & 
information

Festival 
contents

A3 ,763 .843

A2 .727 .840

A1 .752 .832

B5 .799 .816

B4 .787 .811

B2 .736 .817

B1 .695 .815

B3 .619 .814

C2 .806 .823

C1 .791 .826

C3 .765 .823

C4 .577 .810

Eigenvalue 1.847 3.154 2.440 .

Description 
Value

20.331 26.283 15.388 .

KMO : .804, Total Vari : 62.002%

  Cronbach's Alpha = .846

p-value : 0.000

따라서 본 연구의 <Table 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2개 측정항목 검증결과 신뢰도 알 값이 0.846으로 측

정 항목들의 동질성이 높고 내  일치성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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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설검증

4.3.1 가설1의 검증

H1. 축제서비스 요인은 방문객의 축제 만족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을 검증결과 축제 서비스품질요인이 축제 만족

도에 향을 미치는 만족에 한 분석결과 회귀식은 R2 

.425로 조사되었으며, 그 내용은 <Table 3>에서처럼 F값

이 63.846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도 수  p<0.01에서 향

을 미쳤다. 가설 1은 채택되었다.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 of 

Festive Service Quality on Festival Satisfaction

IV

Dependent variable (satisfaction)

N-SF SF

T p-value
B

Err
or

β

4.477 .050 89.532 .000*

Event Facilities .188 .050 .178 3.752 .000*

PR and information .488 .056 .463 9.749 .000*

Program contents .045 .057 .431 9.078 .000*

         R2 = .425  F = 63.846  p=.000

 * p<0.01

4.3.2 가설2의 검증

H2. 축제서비스품질은 방문객의 행동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를 검증결과 재방문 의사에 향을 미치는 만족

요인에 한 분석결과 회귀식은 R2는 .371로서 상 계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베타값은 축제내용, 홍보  안

내 순으로 재방문 의사에 향이 미치고 있음을 입증했

고 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 <Table 4>에 결과 F값이 

51.137로 나타났으며, 유의도 수  p<0.01에서 향을 미

쳤다.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s of 

festival service quality on return visit intention

IV

Deputy Chief (Willing to Visit)

N-SF SF

T p-value
B

Err
or

β

4.773 .057 83.294 .000

Event Facilities .025 .057 .022 .444 .658

PR and information .490 .057 .423 8.526 .000*

Program contents .515 .057 .446 8.974 .000*

         R2 = .371  F = 51.137  p=.000

 * p<0.01

한 추천의사에 향을 미치는 만족도에 해서는 

회귀식은 R2은 .347로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축제서비스품질요인이 반 인 만족도에 미치

는 향력으로 홍보  안내(.424), 내용(.386), 시설(.137)

의 순서로 나타났다. 결국 축제를 알리는 홍보에 집 해

야 한다는 것이다.

표 화 계수 베타값 결과 홍보  안내가 축제의 추천

의사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Table 5>에서처럼 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 분산분석 

결과 F값이 44.707로 나타났다. 축제평가요인은 방문자

의 행동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2는 채택되었다.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 of 

festival service quality on recommendation 

intention

IV

Deputy Chief (Visit)

N-SF SF

T p-value
B

Err
or

β

4.883 .053 91.339 .000

Event Facilities .144 .054 .137 2.690 .008*

PR and information .446 .054 .424 8.335 .000*

Program contents .406 .054 .386 7.578 .000*

         R2 = .347  F = 44.707  p=.000

 * p<0.01

4.3.3 가설3의 검증

H3. 방문객의 축제만족도는 행동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을 검증결과 축제의 만족도가 재방문의사, 추천

의사에 향을 미치는 분석결과 재방문의사(.584)  추

천의사(.651)로 나타났고, 회귀식은 R2 .338로 조사되었

고 추천의사의 회귀식은 R2 .421로 나타난다. 결국 방문

객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계속 으로 보여주면서 재방문

과 추천에 집 해야 할 것이다. 

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 <Table 6>에서처럼 재방문

의사 F값이 131.429와 추천의사 F값이 186.653로 나타났

으며, 분산분석 결과 유의도 수  p<0.01에서 향을 미

쳤고 서로 간에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가설3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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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 of 

Festival Satisfaction on Behavioral Intention

IV DV
N-SF  SF

T
p-

value
 R2   F

B Error β

satisfa
ction

Revisit .640 .056 .584 11.464 .000* .338 131.429

recomme
ndation

.649 .048 .651 13.662 .000* .421 186.652

 * p<0.01 

5. 결론

본 연구는 나무박람회를 개최한 라남도 담양군에

서 매년 열리는 나무 축제는 문화체육 부 지정 우

수 축제이며, 나무를 통한 랜드로 지역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성공 인 축제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민과 방문객들을 상

으로 각 변인들 간의 상 계를 규명해보고자 하 으며, 

이미 세계 나무박람회라는 메인이벤트를 개최한 뒤 축

제에 한 인식과 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축제

로 발 하기 해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역민과 방문객

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게 개발을 제안해보고 앞

으로의 담양군의 서비스와 재방문 그리고 통문화

술 체험의 융·복합하여 연구  축제주최자  이해당

사자에게 시사 을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한 본 연구는 축제 서비스품질의 기본 인 향분

석보다는 불만족사례 에서 증명해 보고자 하 으며, 

설문자료는 문화체육 부 기본분석 자료를 토 로 선

행요인들을 토 로 실증  분석을 검증해 보았다. 그 결

과 아래와 같이 연구결과에 제시해보고 실무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요인분석을 통해 축제서비스품질요인으로 

행사장시설(하드웨어), 홍보  안내, 행사 로그램의 3

가지 요인이 추출하여 조사연구 되었다. 요인이 축제 만

족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해 본 결과 홍보  안내 .463

으로 가장 큰 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한 행

사 로그램은 .446로 축제의 재방문에 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축제의 추천에도 향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

되었다. 축제 만족도가 재방문과 추천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베타(β)값을 조사한 결과 재방문 .584와 

추천 .651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나무축제의 지속 인 

축제발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제시설요인에서 편의시설 확충과 휴게실 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5월의 햇살과 더 에 휴게실과 

친환경 인 공간시설이 더 확충되어 편안한 쉼터가 요구

된다고 조사되었다.

둘째, 홍보  안내로 홍보 략의 개선이 요구된다. 

SNS서포터즈를 사 에 모집하여 홍보를 지속 으로 운

하고 축제 웹 사이트 리에서 블로그와 연계하여 홍보 

략을 짜야 할 것이다.

한 구 효과로 담양의 맛과 멋을 지속 으로 알리

는 것에도 홍보를 집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행사 로그

램 요인에서는 컨셉과 주제에 맞게 기획되어야 하고 담

양만의 차별화된 로그램이 필요하다. 담양은 인근에 

주 역시라는 큰 도시가 있어 주로 찾는 주요 객

들이다. 실질 인 맞춤형  상품과 담양에서 힐링하

는 축제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축제 기간만이 아니라 사

계 인 매력을  수 있는 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이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 로 

담양지역  산업  경제 활성화 방향에서 나무 축

제가 주민이 주체가 되어 담양군 지원하는 업 계를 

통해 나무의 고장 담양지역만의 차별화되고 독특한 

 상품과 담양의 캐릭터를 개발하여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담양 나무 

축제를 발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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