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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high value-added cultural product design with 
local cultural resources, and to contribute to promoting cultural tourism festivals. To accomplish 
this study, first, a preliminary survey is carried out the investigation of cultural product stores 
and visitors' questionnaire survey. Next, based on these survey and prior study, this study estab-
lished the development direction and concept of fashion cultural products and to developed fash-
ion cultural products using local cultural resources. Adobe Photoshop 6.0, and Adobe Illustrator 
CS Program were used for the standardization of patterns, textile design and illustration. The re-
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based on preliminary research results, the problems of 
the design of cultural tourism festival products were derived. As one solution to solve this prob-
lem, this study established the development direction and concept of fashion cultural products to 
develop fashion cultural products. The concept of the Andong Maskdance Festival was 
'Tribal-Holic'; the Boryeong Mud Festival, 'Get away form it all'; the Gangjin Celadon Festival, 
'Timeless Memories'; the Jinju Namgang Yudeung Festival, 'Lighting up the River'; the Chungju 
World Martial Arts Festival, 'Next Ergonomics Gym'; and the Muju Firefly Festival, 'Eco-Purity'. 
Second, based on the desired items of festival organizers and the survey of visitor's preference for 
cultural products, 4 items were selected by festival type. Then a total of 96 designs of 4 kinds 
each were developed using logos or characters, traditional patterns, special products, symbolizing 
region, or festival as a motif. Third, the strategy for development of cultural products design for 
promotion of cultural tourism festivals were 'Place identity design strategy', 'Market oriented de-
sign strategy', 'Buyer-Based pricing strategy', 'Regional brand strategy', and 'Distribution networks 
expansion strategy'.

Key words: cultural product(문화상품), cultural tourism festival(문화 축제), design(디자인), 
promotion(활성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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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문화 소비에 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경험재인 문

화상품에 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측면에서도 문화콘텐츠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

능하고 문화 ․경제  효과가 큰 산업으로 인

식되고 있다1). 이에 문화체육 부는 2005년 창의

성(creativity)과 문화(culture)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

률과 고용효과를 가진 문화, ,  스포츠 분야

의 다양한 콘텐츠(contents)를 가공 활용함으로써 

2010년까지 국민소득 3만불 시 를 조기에 견인하는 

‘문화강국(C-KOREA)2010’ 략을 발표하 다. ‘문

화강국(C-KOREA)2010’의 3  정책 목표  ‘세계 

5  문화산업 강국 실 ’의 한류 세계화를 통한 국가 

랜드 워 강화 략에서는 아시아는 물론 남미, 

동유럽 등 주요 거  지역에 15개소의 한류 문화

 상품을 상설 시, 매, 체험할 수 있는 코리아 

라자(Korea plaza)2)를 설립하고 ‘한(韓) 랜드’ 

세계화 지원을 추진키로 하 다3). 

한,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는 직  어떤 지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문화상품을 구매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하 다. 미국의 경

우 다양한 국가의 문화상품을 는 웹사이트들이 다

수 생겨났으며, 이미 백만에 달하는 소비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한, 문화상품의 인터넷 매 규모가 

 증가하여, 미국에서만 220억불,  세계 으로

는 2천 8백억 불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4). 

이 듯 문화상품은 정보화 속에서 시장 확 를 통해 

세계인 모두의 것으로 공유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문화의 정체성을 더 개성화 하고 독창 인 것으로 

만들기를 요구하고 있다5). 따라서 패션문화상품에 

지역문화의 독창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은 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문화 축제의 발 과 더불어 문화상

품 시장이 확 되고 있는 시 에서 지역의 문화자원

을 효과 으로 홍보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한 차별화된 디자인의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을 제시하고 고부가가치

의 문화상품 개발 략을 수립함으로써 문화 축

제 활성화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제 1보에서는 문화 축제의 개

념  유형, 문화 축제 활성화 요인으로서의 문화

상품에 한 문헌연구와 문화 축제의 문화상품 

황과 방문객 구매행동에 한 실증  연구를 실시

하 는데 이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 축제는 문화 인 요소와 테마를 지닌 지

역축제가 자원화의 목 을 지닐 때 ‘문화 ’과 

‘축제’의 합성어인 ‘문화 축제’라는 용어로 정의 

되며, 이는 인의 시 에 맞는 변화 욕구에 따라 

축제의 경제    의의를 국내외 객 유

치에 활용하기 한 시도하고 할 수 있다6). 이러한 

문화 축제의 활성화는 기획과 산, 조직, 홍보, 

지역주민 참여, 축제 평가 등이 효율 으로 수행될 

때 비로소 가능해 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화

상품은 축제 홍보  재원확보 등의 측면에서 문화

축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문화 축제의 문화상

품 황  축제 방문객을 상으로 구매행동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축제 문화상품은 지역 

는 축제의 상징성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

며, 문화 축제의 방문객 특성이 반 된 아이템과 

다양한 가격 의 문화상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

다. 문화상품 구매 행동에서는 응답자의 약 3분의 1 

정도가 축제에서 문화상품을 구입하 는데 문화상품 

디자인 황과 련지어 분석했을 때 체 으로 문

화상품의 아이템과 디자인이 다양하고, 축제 는 지

역의 이미지를 잘 표 하고 있는 축제에서의 구매율

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 아이템은 인형, 열쇠

고리, 핸드폰 , 티셔츠이며 문화상품 구입에 소비

한 액은 1-3만원 미만이 가장 높았다. 문화상품을 

구입하는 않은 방문객들은 기존 문화상품들에 해

서 실용성, 독특성, 선물 가능성, 상징성, 가격 인 

측면에서 불만족하여 구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문화상품 구매 시에 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은 

디자인, 상징성, 가격, 독특성, 신성, 선물 가능성 

이었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상품군은 의류  잡

화, 패션액세서리류로 패션문화상품에 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 로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략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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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해 본 결과, 문화상품은 지역의 문화  특징과 축

제의 성격을 반 해야 하고, 축제 방문객의 특성에 

맞춘 아이템 구성  디자인을 개발해야 하며, 방문

객들이 자신의 소득과 취향에 맞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격 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7)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제 1보에서 수립한 문

화 축제 상품 디자인 개발 략을 토 로 문화

축제의 패션문화상품 디자인을 개발하기에 앞서, 

지역과 축제 련 선행 연구  웹사이트, 방문 조사

를 통해 문화 축제의 유형별 특징  지역문화자

원을 고찰하 다. 그리고 계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

된 상품 개발 방향과 문화상품 황을 반 하여 축

제 유형별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컨셉과 개발 

방향을 설정한 다음, 축제 유형별로 4개의 아이템을 

선정하여 각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패션문화상

품 디자인을 하 다.

Ⅱ. 문화 축제의 유형별 특징  

지역문화자원

1.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문화 술축제)
안동은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지역이기도 하며, 

동시에 동양의 미학을 드러내는 곳이기도 하다.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도 많이 남아있어 이

러한 문화  자산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가능하

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8). 

안동시의 슬로건은 ‘ 통과 문화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 선비의식과 한국

통문화의 심지임을 나타내고 있다. 심벌은 태극 형

태로 안동이 통문화의 심지임을 형상화 하고 있

으며, ‘양반’, ‘연이낭자’, ‘어진할배’, ‘ 기’와 같은 지

역 캐릭터에서도 한국문화의 정체성과 선비의식을 

표 하고 있다. 안동의 상징물은 매화, 은행나무, 까

치이고 주요 특산물로는 하회탈, 안동포, 한지, 소주, 

한우 등이 있다. 안동의 명소로는 하회마을과 도

산서원 등이 있고,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건물인 정

사 극락 (국보 제 15호)을 시한 4 의 국보문화

재를 포함하여 총 239 의 유․무형문화재가 있다9).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안동지역의 고유한 문화

술자원인 ‘하회별신굿 탈놀이’를 문화축제로 개발

하여 세계무 에 소개함으로써 통탈춤의 보존  

발 , 계승을 도모하는 동시에 안동을 세계 인 문화

 도시로 개발하여 산업 신을 통해 지역경

제를 활성화한다는 목 에서 1997년부터 개최되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축제 방문객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최우수 

문화 축제, 2008년에는 표축제로 선정되어 우리

나라의 표 인 문화 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재 1997년에 개발된 축

제 용심벌과 로고를 사용하고 있으며, 캐릭터는 

1998년부터 ‘ 랭이’, 1999년 ‘이매’, 2000년 ‘주지’ 등 

매년 하회탈춤 캐릭터를 개발하여 축제 주제로 활용

하 다. 심볼은 하회탈 형상으로 축제의 문화  주제

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며, 이미지가 단순 명료하여 

폭넓게 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 이다. 탈춤 역할별

로 개발된 9가지의 캐릭터 한 축제를 잘 상징하고 

다양한 부문에 활용이 가능도록 개발되어있다.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의 문화상품은 기획에서부터 매

까지 외주 는 공모  당선자가 주체가 되고 있다. 

축제장 내 문화상품 매장은 2곳이 있고, 축제 기간 

외에 문화상품을 매하는 상설 매장은 민간업체에

서 운 하고 있는 하회동 탈 박물  내 하회동 탈방, 

공 문화 시  문화상품 매장이 있다. 안동 하회마

을에는 안동 한국 명품 10)이 있었으나 인근 지

역의 장기간 도로공사로 운 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매실  부진으로 운 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11).

2. 보령머드축제(지역특성축제)
보령시는 보령머드의 우수성을 리 알리고 상품

화로 성공한 ‘보령머드 화장품’과 천해수욕장을 비

롯한 지역  특성을  상품화하여 1998년 처음으

로 보령머드축제를 개최하여 재까지 세계 인 축

제로 육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령시의 슬로건은 ‘VIVA Boryeong’으로 해양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로고는 머드를 연상시

키는 컬러를 활용하고 있고 심벌은 동백꽃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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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자연환경에 한 부드러운 조화의 이미지를 

타원형으로 표 한 이미지가 형상화되어있다. 랜드 

슬로건은 보령 통합 랜드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보

령 랜드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농․특산물, 

머드 화장품, 벼루, 항아리 등의 상품을 매하고 있

다. 캐릭터는 보령시의 시조인 갈매기이고 상징물은 

동백꽃, 소나무, 갈매기이며 주요 특산물은 머드, 남

포벼루, 김, , 젓갈 등이 있다. 보령의 명소로

는 보령 8경이 있고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 탑비(국

보 제 8호)를 비롯하여 총 44 의 유․무형문화재가 

있다12).

보령머드축제는 자연의 머드 체험과 외국 객들

이 다수 참여하는 이국 인 행사로 차별화시켜 성공

한 축제로, 2003년부터 문화 체육부 우수축제로 선

정되어 표 인 문화 축제로서 확고한 치를 확

보하고 있다. 한 국제 축제  이벤트 회(IFEA)

가 주 한 2007 피 클 어워드(International Festivals 

and Events Association Pinnacle Awards)에서 4개 

부문을 수상하며 한국의 표 인 축제이자 세계

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령머드축제는 일탈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객이 어우러지는 축제

분 기를 형성하고 있고 축제를 통해 ‘보령머드’의 

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300억원의 지역경제 가치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등 지역 이미지를 향상  

, 머드와 련한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보령머드축제는 축제 용 심벌과 로고, 캐릭터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축제 상징 요소들은 

축제의 특징을 잘 반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 용시키기 좋은 디자인으로 개발되어있다. 

특히 보령머드 축제의 ‘머돌이, 머순이’ 캐릭터는 머

드를 몸에 바른 반구상  상징 심벌이 어울려 있는 

모습으로 축제의 소재를 잘 표 하고 있다13). 축제장 

내 문화상품 매장은 2곳이 있었고 상설 매장은 민

간업체에서 운 하고 있는 천해수욕장에 치한 

회에서만 문화상품을 매하고 있었다. 한 

보령머드축제에서는 축제 홈페이지에서도 상품을 

매하고 있었다.

3. 강진청자문화제(지역특산물축제)
강진은 청자의 원료가 되는 고령토가 생산되어 고

려  10세기부터 14세기 까지 약 400여 년간 고려

청자를 굽던 도요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14). 강진군

은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고려청

자의 역사, 문화  가치를 내․외에 알림으로써 강

진의 지역이미지를 높이고, 이를 통해 강진의 지역경

제를 활성화시키기 해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강

진청자문화제를 199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강진군의 슬로건은 ‘남도답사 1번지 청자골 강진’

이고 심벌은 청자와 강진만의 바닷물결을 모티 로 

맑고 청아한 강진의 기상을 표 하고 있다. 캐릭터는 

불과 물이 청자와 어우러진 모습을 형상화한 ‘강도령’

과 ‘진낭자’가 있다. 상징물은 동백꽃, 은행나무, 까치

이며, 주요 특산물은 청자, , 강진맥우, 고막, 토하

젓 등이 있다. 강진의 명소로는 고려청자도요지, 

정다산유 지, 랑생가, 백련사 등이 있고 무 사극

락 (국보 제 13호), 월남사지삼층석탑(보물 제 298

호)을 비롯하여 총 50 의 유․무형문화재가 있다15).

강진청자문화제는 용 로고와 캐릭터만을 보유하

고 있다. 로고는 2006년에 화 형태의 새로운 서체

로 바  로고를 사용하고 있고 1997년에 개발된 ‘청

낭자, 청도령’ 캐릭터는 축제 상품이나 인쇄물에 

 활용되고 있지 않다. 

강진군은 강진의 이미지 개선과 차별화된 문화상

품 개발을 해 2007년부터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2008년 ‘1300℃’라는 랜드를 런칭했는데, ‘1300℃’는 

청자의 고장, 강진의 상징인 고려청자 소성온도를 네

이 하여 고령토에서 청자의 아름다운 비색으로 도

약하는 단계를 시각화하고 있다. ‘1300℃’에서는 축제 

문화상품, 유니폼, 명함, 서식, 투, 편지지, 쇼핑백, 

신분증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 에 있으며, 개발된 

상품은 군내 문화상품 매소와 한․일 기념  등 

각 지에서 매될 정이라고 한다. 강진청자문

화제의 문화상품은 상품 기획부터 매까지 축제 주

최단체가 주도 으로 개발하고 있었다. 축제장 내 문

화상품 매장은 2곳이 있었고 상설 매장은 시․군

이 리하는 청자박물  내 강진군고려청자사업소와 

개인 도자기 제작업체16)가 청자 문화상품을 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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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4. 진주남강유등축제(역사인물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임진왜란 당시의 진주성 첩

에 기원을 둔 역사  문화에 근거를 두고 개최되었

다. 남강유등축제는 남강이라는 자연 인 조건과 역

사  사건, 그리고 재의 문화  자원  유등이 가

진 심미  가치가 새롭게 축제로 재창조된 것으로, 

남강의 진주성에서 조망할 수 있는 축제의 환경은 

환경 으로 시각  효과가 뛰어나다17). 

진주시의 슬로건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 진주’로, 

천년 고도의 역사를 간직한 충 과 교육, 문화, 술

의 고장임을 표방하고 있다. 심벌은 명과 희망, 약

진의 시상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캐릭터는 ‘논개’로 

호국충 의 강인한 의지 21세기 당찬 여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상징물은 석류꽃, 추나무, 백로이며, 

주요 특산물은 실크, 단감, 버섯 등이 있고 명소

로는 진주성, 석루, 진양호, 월아산, 청곡사 등이 

있고 청곡사 산회괘불탱(국보 제 302호)을 비롯하

여 총 167 의 유․무형문화재가 있다. 진주시 랜

드 슬로건으로는 ‘참진주’가 개발되어 있는데, 도시 

생활  분야에서 매력이 넘쳐나는 진주, 참되고 진

실된 모습으로 발 하는 진주를 의미한다. 랜드의 

심벌  로고는 통 놀이에서의 상모돌리기와 하트 

모양을 결합시켜 역사, 교육, 문화, 술의 표도시

인 진주의 역동성과 힘, 흥겨움, 삶의 행복을 형상화 

하고 있다. 컬러는 오방색으로, 블루는 진주의 참된 

미래, 드는 진주의 열정과 힘, 오 지는 진주의 흥

겨움과 문화, 그린은 진주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상징

한다18).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재 축제 용 심벌과 로고

만이 개발되어 있는데, 심벌은 물 에 오색등이 떠있

는 이미지를 표 하여 축제의 이미지를 상징 으로 

잘 표 하고 있으며, 심미 으로 단순하게 표 되어 

문화상품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19). 진주남강유등

축제의 문화상품의 기획과 매는 주최측이 주도

으로 진행하고 디자인은 외주를 주는 방식을 채택하

고 있다. 축제장 내 문화상품 매장은 1곳이 있었고 

축제 기간 외에 문화 축제 상품을 매하는 상설 

매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충주세계무술축제( 통문화축제)
충주시가 무술축제를 개최한 배경에는 통무술 

택견의 본고장이라는 지역이미지와 로부터 철의 3

 주산지이자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해 삼국이 치

열하게 각축을 벌 던 지정학 인 특성이 어울려 무

기생산과 더불어 무술연마 등 무술과 련된 원문

화를 형성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20). 충주시는 이러

한 지정학  특성과 역사  배경을 심으로 요무

형문화제 제 76호인 택견의 발상지로써 무술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와 원문화의 계승 발 을 추구하

고자 1998년을 시작으로 충주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하

게 되었다.

충주시의 슬로건은 ‘Good 충주’로, 한(Great) 

발  가능성이 있고 성공의 기회(Opportunity)가 주

어지며, 기업에게 열려있는(Open) 계속 발 (Deve- 

lopment)하는 도시, 충주를 표 하고 있으며 슬로건

은 충주시 표 랜드의 명칭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심벌은 충주가 21세기 한반도의 심도시로 우뚝 솟

아,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 나가는 충주시민의 기

상을 표 한다. 충주시 랜드의 심벌과 캐릭터는 

‘모든 면이 러스(+)로 작용한다’, ‘국토의 심부’, 

‘무한한 발  가능성’의 의미를 상징할 수 있도록 디

자인 되어 있다. 충주시는 2006년부터 충주에서 생산

되는 문화상품을 매하는 ‘e-충주몰’이이라는 상설 

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요 품

목은 농․특산물로, 천연염색 스카 와 자기류에 해

당하는 문화상품이 일부 매되고 있다. 상징물은 국

화, 사과나무, 원앙이며, 주요 특산물은 사과, 충북칠

보, 맥반석제품 등이 있다. 충주의 명소로는 충

주호, 탄 호 음악분수, 충주 고구려 천문 과학  등

이 있고 원고구려비(국보 제 205호)를 비롯하여 

총 85 의 유․무형문화재가 있다21).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용 심벌과 로고만이 개발되

어 있는데, 축제 심벌은 발동작을 하는 무술 동작을 

추상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의 통 인 

구름 문양을 삽입하여, 통과 의 문화  의미를 

표 한다. 그러나 사람의 인체동작과 구름 문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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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문화상품에 용하기에 

어려운 이 있다22). 충주세계무술축제의 문화상품은 

기획에서부터 매까지 외주 는 공모  당선자가 

주체가 되고 있다. 축제장 내 문화상품 매장은 2곳

이 있었고 상설 매장은 택견 시리즈 도자기기 인형

을 매하는 ‘도 공방 필’이라는 개인사업체만이 있

었다. 

6. 무주반딧불축제(자연환경축제)
1990년  반 경제 으로 침체되어 있던 무주는 

지역발 을 한 새로운 환 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군내 설천면 청량리 일원의 반딧불과 그 먹

이인 다슬기의 서식지 보호구역을 소재로 1997년부

터 반딧불축제를 개최하 다.

무주군의 슬로건은 ‘자연주의가 좋다. 생명 존 의 

땅 무주’로, 자연과 생명, 문화와 통이 어우러진 생

태문화도시 무주를 표 하고 있다. 무주군의 심벌은 

기본 심벌 1종과 보조 심벌 2종이 있는데 기본 심벌

은 무주의 문 첫 자인 ‘M’자와 천연기념물로 지정

된 반딧불이의 모양을 형상화하여 ‘무공해 청정지역

으로서의 무주’라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보조 

심벌은 무주의 표 랜드 반딧불을 형상화한 심벌

과 문자 ‘M’을 자연의 나라 무주의 청정 환경인 

산과 물로 시각화하고 반딧불이의 비상을 통한 꿈과 

희망의 미래비 을 표 한다. 캐릭터 역시 기본 캐릭

터와 보조 캐릭터가 있는데, 기본 캐릭터는 어린아이

들이 반딧불 흉내를 내어보는 형태를 모티 로 하고 

있으며, 보조 캐릭터는 반딧불을 형상화하고 있다. 

상징물은 철쭉, 주목, 원앙이며 주요 특산물은 사과, 

배 고추 등이 있다. 무주의 명소로는 무주구천동 

33경, 무주리조트 등이 있고 안국사 산회괘불탱(보

물 제 1267호)을 비롯하여 총 26 의 유․무형문화

재가 있다23).

무주군은 2001년 공 산업과 통음식을 기반으로 

통산업을 실과 목한 문화상품 랜드 통산

업 랜드 ‘반딧불’을 개발하여 통산업 특화도시로 

성장하기 해 개발하 다. 랜드의 로고는 반딧불

을 형상화한 이미지와 랜드명이 조합된 캘리그라

피 서체의 낙  형태 로고이고 캐릭터는 무주군의 

보조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다. ‘반딧불’ 랜드의 주요 

상품은 통식품, 통 수공 품, 통 먹거리이며, 

수공 품으로 짚공 , 넝쿨공 , 목공 , 싸리공 , 

한지공 , 도자기, 수의가 있으나 아직 공식 상설 매

장 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하지는 않고 있다24). 

무주반딧불축제는 재 축제 용로고, 캐릭터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캐릭터의 경우 개발 시 이 

오래되고 매력도가 떨어져 축제 상품이나 홈페이지, 

인쇄물에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무주군은 ‘ 리와 아로’라는 반딧불 캐릭터를 

새롭게 개발하 으며 내년부터는 새로운 캐릭터를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심벌은 무주군 심벌

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무주반딧불축제의 문화상품

은 기획과 매 단계에서 주최측이 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장 내 문화상품 매장은 1곳

이 있었고 축제 기간 외에는 무주군청 내에서 문화

상품을 매하거나 체험학습장에서 탁 매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문화 축제의 자치단체 상징 

이미지와 슬로건, 랜드 B.I, 축제 상징 이미지를 정

리하면 <표 1>25)과 같다.

Ⅲ.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1. 개발 방법

문화 축제 활성화를 한 고부가가치 패션문화

상품 개발 과정은 크게 디자인 기획 단계, 디자인 

개 단계로 진행되었다.

디자인 기획 단계에서는 제 1보에서 수립한 문화

축제 상품 디자인 개발 략을 토 로 문화

축제 계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상품 개발 방향

과 문화상품 황을 반 하여 축제 유형별로 패션문

화상품 디자인 컨셉과 개발 방향을 설정하 다. 그리

고 문화 축제 유형별 개발 아이템은 축제 개최측

의 개발 희망 상품과 방문객 설문조사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아이템을 종합하여 개발 아이템을 선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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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축제

자치단체 축제

로고 슬로건 심벌 캐릭터 기타 랜드 로고 심벌 캐릭터

문

화

술

안동

국제

탈춤

페스

티벌

통과 

문화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양반 
연이
낭자  

어진할
배 기

시화: 매화

시목: 은행나무

시조: 까치

특산물: 안동포, 

한지, 간고등어

명소: 하회마을, 

도산서원 등

문화재: 정사 

극락  등

없음

양반
 

할미
 
각시

 

백정
 

부네
 

선비
 

주지 이매 랭이

지

역

특

성

보령

머드

축제

V: Vacation 
Land

I: Impress  
City

V: Variety  
City

A: Adven- 
ture City

시화: 동백꽃

시목: 소나무

시조: 갈매기

특산물: 머드

명소: 천해수욕

장, 무창포바닷길 

문화재: 보령수

부리귀부 이

수 등

  머돌이  머순이

지

역

특

산

물

강진

청자

문화

제

남도답사 

1번지

청자골 강진 강도령 

진낭자

시화: 동백꽃

시목: 은행나무

시조: 까치

특산물: 청자

명소:정다산유

지, 랑생가, 

백련사

문화재: 월남사

지3층석탑 등

없음

청낭자   청도령

역

사

인

물

진주

남강

유등

축제

역사와 

문화의 고장 

진주

시화: 석류꽃

시목: 추나무

시조: 백로

특산물: 실크 

명소: 진주성, 

석루 등

문화재: 청곡사 

산회괘불탱 등

없음 없음

통

문

화

충주

세계

무술

축제

Good 충주

시화: 국화

시목: 사과

시조: 원앙

특산물: 사과

명소: 충주호, 탄

호 음악분수

문화재: 원고

구려비 등

없음

자

연

환

경

무주

반딧

불

축제

자연주의가 

좋다. 생명 

존 의 땅 

무주

군화:철쭉

군목:주목

시조:원앙

군충:반딧불이

특산물: 사과,배, 

고추 등

명소:무주구천동

문화재: 안국사

산회괘불탱

<표 1> 자치단체  축제 상징 이미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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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패션문화상품 개발 과정

디자인 개 단계에서는 디자인 모티  선정  

문양 개, 패션문화상품 아이템별 디자인 개를 하

다. 디자인 모티 는 각 지역의 문화자원인 문화재 

 문화재에서 나타나는 통문양, 특산물, 지역이나 

축제를 상징하는 로고나 캐릭터, 지역 랜드 로고나 

심벌을 수집하고 이  컨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역의 문화자원 모티 를 추출하 으며, 선정된 모

티 를 심으로 정형화와 문양 개를 하 다. 그리

고 아이템별 디자인 개는 개발된 문양과 텍스타일 

디자인을 다양한 종류의 패션문화상품에 용시키는 

방식으로 디자인하 다. 문화 축제 유형별로 4개

의 아이템을 각각 4세트씩, 총 96개의 디자인을 개

하 고 문양의 정형화 작업과 문양 개, 텍스타일 

디자인, 일러스트 이션 작업은 Adobe Photoshop 

6.0과 Adobe Illustrator CS 로그램을 사용하 다. 

이상의 패션문화상품 개발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2. 문화 축제 상품 개발

1) 디자인 기획

디자인 기획에 앞서 문화 축제 계자 인터뷰

를 통해 문화상품 개발 방향과 개최측의 개발 희망 

아이템을 조사하 다. 조사 결과,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문화상품에 해서 문화 축제 계자들 모

두 지역과 축제의 이미지가 잘 드러나는 상품을 

요시 했다. 희망 상품군으로 가장 많이 언 된 아이

템은 티셔츠 으며 그 외에는 축제 유형별로 탈, 모

자, 액세서리, 인형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별로 보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무거운 나

무 소재가 아닌 실제로 가볍게 쓸 수 있는 탈과 탈

춤 복장을 으로 변화시켜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의류상품, 보령머드축제는 해변에서 착용하기 

쉬운 캐릭터 티셔츠와 모자, 강진청자문화제에서는 

‘1300℃’ 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티셔츠, 진주남강

유등축제는 축제 소재인 등을 상징할 수 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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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패션문화상품 개발 컨셉  방향

밤에 밝게 빛나는 LED 소재를 사용한 액세서리류, 

충주세계무술축제는 티셔츠와 무술 동작을 하고 있

는 인형, 무주반딧불축제는 반딧불축제와 무주군에 

건립될 태권도 공원을 모티 로 활용한 기념 티셔츠

의 개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문화 축제 계자 인터뷰와 문화상품 

황, 방문객 문화상품 구매 행동 분석 결과를 반 하여 

축제 유형별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컨셉과 개

발 방향을 설정하고 개발 아이템은 축제 개최측의 개

발 희망 상품과 방문객 설문조사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아이템을 종합하여 각각 4종류를 선정하 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Tribal-Holic’을 컨셉으로 

한국 인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모던한 감각을 

히 조화시킨, 해학 인 이미지의 티셔츠, 스카 , 탈, 

인형을 개발한다. 보령머드축제는 은층의 국내․외 

방문객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Get away from it all’

이라는 컨셉으로 유머러스한 감성의 커  티셔츠, 모

자, 핸드폰 , 컵 디자인을 개한다. 강진청자문화

제는 ‘Timeless Memories’를 컨셉으로 통성과 

성을 믹스시킨 티셔츠와 그릇, 커피잔 세트, 테이블

웨어 세트를 진주남강유등축제는 ‘Lighting up the 

River’를 컨셉으로 야간에 진행되는 축제의 특성을 

살린 티셔츠와 스카 , 모자, 인형을 디자인한다. 충

주세계무술축제는 ‘Next Ergonomics Gym’을 컨셉으

로 티셔츠, 모자, 열쇠고리, 인형을 무주반딧불축제는 

‘Eco- Purity’를 컨셉으로 설정, 티셔츠와 모자, 열쇠

고리, 액자 디자인을 개발한다<그림 2>26).

2) 디자인 개

(1) 디자인 모티  선정  문양 개

각 문화 축제의 지역 이미지와 축제를 표하는 

상징물을 찾기 해, 시․군,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지

역 심벌  캐릭터, 상징물, 지역 표 랜드, 문화재, 

자원, 특산물, 축제 캐릭터, 심벌 등의 이미지를 수

집하고 패션문화상품에 하게 용할 수 있는 모티

를 추출하 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서는 안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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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문양 개

하사 7층 탑지의 당 문 벽돌과 축제 캐릭터, 하회

탈, 탈춤, 한 , 보령머드축제는 보령 수부리귀부 이수, 

머드축제의 캐릭터와 ‘I ♥ mud’로고, 천해수욕장과 

머드를 선정하 다. 강진청자문화제에서는 월남사지 3

층 석탑, 청자의 색채와 형태, 청자에서 나타나는 통

문양, 강진 표 랜드 ‘1300℃’의 로고와 컬러, 진주남

강유등축제는 축제장 이미지, 진주성과 석루, 남강 

유등, 진주시 심벌  캐릭터, 시조, 시화, 충주세계무

술축제는 택견과 충주지역의 특산물인 사과, 무주반딧

불축제는 무주군과 축제 심벌  캐릭터, 반딧불, 태권

도 공원, 무주 설천면 벚꽃축제를 선정하 다.

추출된 문양  모티 들을 패션문화상품에 용

하기 해 정형화 과정을 거쳐 단독, 혹은 연속문양

으로 개하 다. 문양과 함께 패션문화상품 개발에 

사용한 서체는 여러 종류의 형태로 작업한 후 최종

으로 한 디자인의 서체를 선정하 으며, 컬러

는 각 지역과 축제의 로고, 캐릭터, 심벌과 문화자원

의 이미지를 참고하 다<표 2~7>.

이미지 

원형
정형화 문양 개

 
  

 

    

  

   

  

  

<표 3> 보령머드축제 모티  문양 개

<표 4> 강진청자문화제 문양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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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진주남강유등축제 문양 개

<표 6> 충주세계무술축제 문양 개

<표 7> 무주반딧불축제 문양 개

(2) 아이템별 디자인

문화 축제의 문화상품 아이템별 디자인은 앞에

서 제시한 개발 컨셉에 맞추어 유형별 축제의 특성

을 고려해서 축제와 지역의 문화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형태와 색채를 활용해 디자인 하 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Tribal-Holic’을 컨셉으로 

안동의 유서 깊은 문화와 탈춤의 흥겨움에 흠뻑 취

해 있는 모습을 형상화 하고자 하 다. 안동 임하사 

7층 탑지의 당 문 벽돌과 하회탈, 탈춤, 한 , 축

제 캐릭터를 모티 로 활용하 고 안동의 특산물인 

안동포와 양단, 비즈, 펠트, 털실 등의 다용한 소재를 

사용해 해학 인 이미지의 티셔츠, 스카 , 탈, 인형 

디자인을 개발하 다<표 8>. 

보령머드축제는 ‘Get away from it all’이라는 컨셉

으로 도시의 바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온몸에 머드를 

바르며 일탈의 시간을 즐기는 모습을 표 하고자 하

다. 축제의 캐릭터(머돌이, 머순이)의 모습을 형상화 

한 카무 라주 패턴과 수부리귀부 이수, 머드축제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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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스타일 개

티셔츠

 

 

모자

  

  

핸드폰 

컵

   

<표 9> 보령머드축제 패션문화상품

아이템 스타일 개

티셔츠

스카

 

 

탈

 

인형

<표 8>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패션문화상품

릭터와 ‘I ♥ mud’ 로고 등의 모티 를 활용하여 ‘Fun’

한 감성의 디테일과 액세서리로 즐거운 마린 룩의 티

셔츠와 모자, 핸드폰 , 컵을 디자인하 다<표 9>.

강진청자문화제는 ‘Timeless Memories’를 컨셉으로 변

하지 않는 청자의 고귀한 아름다움과 강진에서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형상화 하 다. 강진의 문화재와 청자의 

색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 본 청자의 형태와 문양, 강

진 표 랜드(1300℃)의 로고 등을 디자인 모티 로 

활용하여 통성과 성을 믹스시킨 티셔츠와 그릇, 

커피잔 세트, 테이블 웨어 세트를 디자인하 다<표 10>.

진주남강유등축제는 ‘Lighting up the River’를 컨

셉으로 진주보석처럼 빛나는 유등의 롱한 불빛으

로 인해 빛의 도시로 변한 진주 남강의 이미지를 형

상화하고자 하 다. 진주 남강, 유등, 진주시 상징물

과 캐릭터를 모티 로 활용하고 야간에 진행되는 축

제의 특성을 살려 비즈, 스톤 장식과 LED 소재를 이

용하여 유등의 밝은 빛을 표 한 티셔츠와 스카 , 

모자, 인형 디자인을 하 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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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스타일 개

티셔츠
 

 

스카   

모자

   

     

인형

 

<표 11> 진주남강유등축제 패션문화상품

아이템 스타일 개

티셔츠

  

 

그릇․

커피잔

세트 

테이블

웨어

세트

<표 10> 강진청자문화제 패션문화상품

 

충주세계무술축제는 ‘Next Ergonomics Gym’을 컨

셉으로 택견과 충주 지역의 특산물인 사과를 모티

로 활용하고 첨단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충주

의 미래 이미지를 통 무술 택견과 융합시켜 도시

 감성의 테크놀로지와 스포티즘이 표 된 티셔츠, 

모자, 열쇠고리, 인형을 개발하 다<표 12>.

무주반딧불축제는 ‘Eco-Purity’를 컨셉으로 숲의 

요정 반딧불이 노니는 무주의 청정 자연 환경의 이

미지를 형상화 하 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 의 

방문객들이 많은 것을 고려한 패 리 웨어로, 지역 

이미지를 모티 로 한 성인용, 지역과 축제 캐릭터 

등을 활용한 아동용을 디자인 하 고 자연스러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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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의 천연섬유와 나무, 토 등의 소재와 핸드 페인

, DTP 기법 등을 활용하여 생태환경축제의 친환경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티셔츠와 모자, 열쇠고리, 

액자 디자인을 개발하 다<표 13>.

아이템 스타일 개

티셔츠

 

 

모자

  

  

열쇠

고리

인형

 

   

<표 12> 충주세계무술축제 패션문화상품

 

아이템 스타일 개

티셔츠

모자

  

 

열쇠

고리

액자

<표 13> 무주반딧불축제 패션문화상품

 

Ⅳ. 결론

본 연구는 문화 축제의 발 과 더불어 문화상

품 시장이 확 되고 있는 시 에서 지역의 문화자원

을 효과 으로 홍보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한 차별화된 디자인의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을 제시하고 고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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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상품 개발 략을 수립함으로써 문화 축

제 활성화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한 연구 방법으로 제 1보에서 제시

한 문화상품 황조사  방문객 구매행동에 한 

실증  연구 결과를 토 로, 유형별 문화 축제의 

특징  축제 계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상품 개

발 방향과 문화상품 황을 반 하여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컨셉과 개발 방향을 설정한 다음, 축제 

유형별로 4개의 아이템을 선정하여 각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을 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 기획단계에서는 제 1보에서 문화상

품 디자인 황, 방문객 구매행동 분석 결과를 통해 

수립한 문화 축제 상품 디자인 개발 략을 토

로 문화 축제 계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상품 

개발 방향과 문화상품 황을 반 하여 축제 유형별

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컨셉과 개발 방향을 설정하

다. 그리고 문화 축제 유형별 개발 아이템은 축

제 개최측의 개발 희망 상품과 방문객 설문조사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아이템을 종합하여 축제 유형

별로 4개의 개발 아이템을 선정하 다.

둘째, 디자인 개단계에서는 먼  시․군,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심벌  캐릭터, 상징물, 지역 

표 랜드, 문화재, 자원, 특산물, 축제 캐릭터, 

심벌 등의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  지역과 축제 이

미지를 효과 으로 표 하면서 패션문화상품에 

하게 용할 수 있는 디자인 모티 들을 추출하 다. 

추출된 문양  모티 들을 정형화 과정을 거쳐 단

독, 혹은 연속문양으로 개하 다. 그리고 이를 활

용하여 문화 축제 유형별로 4 종류씩, 총 96개의 

패션문화상품을 디자인 하 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Tribal- Holic’을 컨셉으

로 안동 임하사 7층 탑지의 당 문 벽돌과 하회탈, 

탈춤, 한 , 축제 캐릭터를 활용하여 통성을 강조

하면서 모던한 감각을 히 조화시킨 해학 인 이

미지의 티셔츠, 스카 , 탈, 인형 디자인을 개하

다. 보령머드축제는 은층의 국내․외 방문객이 많

은 것을 감안하여 ‘Get away from it all’을 컨셉으로 

설정하고 축제 캐릭터와 바다와 머드를 형상화 한 

카무 라주 패턴과 보령 수부리귀부 이수, 머드축제 

캐릭터와 ‘I ♥ mud’ 로고 등의 모티 를 활용하여 

유머러스한 감성의 커  티셔츠, 모자, 핸드폰 , 컵 

디자인을 개하 다. 강진청자문화제는 ‘Timeless 

Memories’를 컨셉으로 강진 문화재와 청자의 색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 본 청자의 형태와 문양, 강진 

표 랜드의 로고 등을 활용하여 통성과 성

을 믹스시킨 티셔츠와 그릇, 커피잔 세트, 테이블웨어 

세트를 디자인하 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Lighting 

up the River’를 컨셉으로 진주 남강, 유등, 진주시 

상징물과 캐릭터를 활용하여 야간에 진행되는 축제

의 특성을 살려 비즈, 스톤 장식과 LED 소재를 이용

한 티셔츠와 스카 , 모자, 인형 디자인을 하 다. 충

주세계무술축제는 ‘Next Ergonomics Gym’을 컨셉으

로 택견과 충주 지역의 특산물인 사과를 모티 로 

활용하여 첨단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충주의 

미래 이미지를 통 무술 택견과 융합시켜 도시  

감성의 테크놀로지와 스포티즘이 표 된 티셔츠, 모

자, 열쇠고리, 인형을 개발하 다. 무주반딧불축제는 

‘Eco-Purity’를 컨셉으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

의 방문객들이 많은 것을 고려한 패 리 웨어로, 자

연스러운 질감의 천연섬유와 나무, 토 등의 소재와 

핸드 페인 , DTP 기법 등을 활용하여 생태환경축제

의 친환경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티셔츠와 모자, 

열쇠고리, 액자 디자인을 개발하 다.

이상의 제 1보와 제 2보의 연구결과를 토 로 고

부가가치 문화상품 개발 략을 수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 아이덴티티 디자인 략(Place identity 

design strategy)이다. 지역의 문화  특징을 반 한 

문화상품의 개발은 지역과 축제의 문화자원 즉, 상징

물과 캐릭터, 특산물, 명소, 문화재 등의 용을 

통해 근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 문화상품 자체가 

주는 시각 인 감동, 내재  가치와 상징성을 이야기

와 이미지로 풀어내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 

하는 방법을 통해 상품의 매력 요소를 강화해야 한

다. 한, 지역의 상징성을 내포하면서도 다양한 이

미지들의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방문객의 

심을 자극하여 지역의 문화특징을 인지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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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요자 맞춤형 디자인 략(Market oriented 

design strategy)으로, 방문객의 특성에 맞춘 아이템 

구성  디자인의 개이다. 이는 축제 방문객의 유

형과 련되는 것으로 축제 방문객의 연령, 동반자 

유형, 선호도 등을 잘 악하여 지역과 축제의 문화

 특성을 내포하면서도 방문객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수요자 심 가격결정 략(Buyer-Based pri- 

cing strategy)이다. 축제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 모

든 축제에서 1-3만원 미만의 문화상품을 가장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령머드축제와 진주유등축

제에서 매되고 있는 문화상품은 1만원 미만의 상

품이 60.0%, 40.0%로 가장 많았고, 강진청자문화제

의 경우에는 9만원 이상이 52.7%를 차지하고 있으므

로 축제 방문객의 선호도를 고려한 가격 의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 강진청자문화제의 경우에는 3만원 

이상의 문화상품을 선호하는 방문객도 27%를 차지

하고 있으므로 가격 세분화 략을 통해 다양한 계

층의 방문객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역 통합 랜드 략(Regional brand stra- 

tegy)이다. 재 부분의 문화 축제에서는 지역 

문화상품 통합 랜드의 부재로 인해 지역 는 축

제 이미지와 계가 없는 문화상품들이 매되는 경

향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신뢰도  후 효과를 이

용하여 품질을 보증하거나 구매를 진시키기 어렵

고, 오히려 지역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래한다. 부분의 방문객들이 문화상품의 품질을 

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상품 통합 

랜드의 도입과 랜드 리를 통해 소비자로 하여

 지역 랜드 문화상품의 품질에 해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유통 네트워크 확  략(Distribution net- 

works expansion strategy)이다. 지역 내․외부로의 

극 인 상품  활동과 제휴 업체와의 유통망 

확보를 통해 축제 개최기간에 국한된 한시 인 것이 

아닌 지속 인 상품 매와 지역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설 매장 확보와 유통망 확  등

의 문제는 단독 지자체 차원에서는 산 는 운  

등의 문제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에는 ‘한국 명

품 ’이 있으나 각종 공모 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업

체 심으로 입 해 있어 지자체의 문화상품 보다는 

한국 통공 품 주로 매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이미지를 홍보하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일본의 안테나 샵과 같은 매장 구축을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 객에게 각 지역 문화에 한 

심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지역 내로 을 유도하

는 효과를 창출하고, 문화상품의 지속 인 매가 이

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상품이 문화 축제의 활성화에 

있어서 축제 홍보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문화

자원을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개발의 필요성에 해 

새롭게 인식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문화

축제의 발 과 더불어 문화상품 시장이 확 되고 있

는 시 에서 축제 개최지역의 문화자원  문화상품

의 황 조사와 방문객 실태 조사를 토 로 고부가

가치 문화 축제 상품 개발 략을 수립하는데 그

치지 않고 축제 유형별로 차별화된 디자인 개발을 

제시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문화 축제 상품 기획

이나 문화상품 개발 략 수립에 필요한 구체 인 

과정을 제시하 다는데 그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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