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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개요
(1) 연구배경
 ‘문화관광축제’는 지역축제 중에서 특산물, 전통문화･민속,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외래관광객
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를 관광상품화한 축제1)로써 문화체육
관광부가 1996년부터 선별해 지원하고 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축제는 지역의 문화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지역이미지 창출 또는 지역홍보 차원에서 축제를 활용하는 소
프트웨어 관광 상품으로 부각됨.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1994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
라 관광업무가 교통부에서 문화체육부로 이관되면서 문화를 접목한 관광진흥이 정부차원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됨2)
-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된 가운데 지역축제의 관광자원화 방침이 설정되어
지역문화에 바탕을 둔 축제 중에서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축제를
선별하여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함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2021년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로 보령 머드축제, 김제 지평선축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 유등축제, 화천 산천어축제를 선정하고, ‘직접재정지원종료
문화관광축제’로 금산인삼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문경찻사발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진도신비
의바닷길축제, 천안흥타령춤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양양송이축제, 함평나
비축제, 강진청자축제, 남원춘향제, 풍기인삼축제를 선정함. 또한, 이들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
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이행,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지방 관광 분산, 관광 비수기 극복, 지역 이미지 제고 등의 경제･비경
제적 효과를 거뒀으며, 육성지원을 통해 명예대표축제･직접재정지원종료축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함

1) 이병국 (2010),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방안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문화관광축제 정책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2

연구 개요 및 방법

Exhibit. 2020-2021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현황
분류

축제 수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5

화천산천어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보령머드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명예(직접재정지원종료)
문화관광축제

13

금산인삼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문경찻사발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진도신비
의바닷길축제, 천안흥타령춤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양양
송이축제, 함평나비축제, 강진청자축제, 남원춘향제, 풍기인삼축제

35

부산광안리어방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인천펜타포
트음악축제, 추억의충장축제, 울산옹기축제, 연천구석기축제, 시흥갯골축제, 안
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여주오곡나루축제, 평창송어축제,
춘천마임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강릉커피축제, 정선
아리랑제, 횡성한우축제, 음성품바축제, 한산모시문화제, 서산해미읍성역사체
험축제, 임실N치즈축제, 진안홍삼축제, 순창장류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담양
대나무축제, 보성다향대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 봉화은어
축제, 청송사과축제, 밀양아리랑대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제주들불축제

33

한성백제문화제, 관악강감찬축제, 영도다리축제, 동래읍성축제, 금호강바람소
리길축제, 수성못페스티벌, 부평풍물대축제, 소래포구축제, 광주세계김치축제,
영산강서창들녘억새축제,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울산쇠
부리축제, 울산고래축제, 세종축제, 부천국제만화축제, 화성뱃놀이축제, 원주한
지문화제, 태백산눈축제, 지용제, 괴산고추축제, 강경젓갈축제, 석장리세계구석
기축제, 부안마실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 목포항구축제, 곡성세계장미축제, 영
덕대게축제, 고령대가야축제, 알프스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 김해분청도자기
축제, 탐라국입춘굿, 탐라문화제

문화관광축제

예비문화관광축제

축제명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 및 예비 문화관광축제 목록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는 약 20여년의 역사를 보유한 국내 대표 축제로, 한국 고유 농경 및 전통
문화를 반영한 민속축제와 시즌성(여름･겨울 등) 엔터테인먼트형 축제로 분류됨. 축제당 매년
수십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축제장을 방문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 효과가 매우 큼
- 한국 고유 문화 및 전통에 기반한 축제는 ‘김제 지평선축제’, ‘진주남강 유등축제’, ‘안동 국제
탈춤페스티벌’임
- 시즌성 엔터테인먼트형 축제는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보령 머드축제’와 겨울철 얼
음낚시터에서 개최되는 ‘화천 산천어축제’임
- 연간 관람객 수의 경우, ‘김제 지평선축제’를 제외한 4개 축제는 1백만 명을 웃도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3)
 본 과제의 5대 명예대표축제 심층컨설팅은 밀집된 공간을 기피하는 관광 소비행태 변화가 예
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프로
그램 경쟁력 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따라서 향후 5대 명예대표축제의 비대면축제 개최방
3) 김제 지평선축제 2019년 방문객수는 약 71만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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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객 행태변화 이해 및 축제장 중심의 고객 체험 기회 축소에 따른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체험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함
- 체험 기회 축소는 고객 축소 및 재정 축소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축제가 제공할 수 있는 고객 체험 기회의 총량적 가치를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함
- 온･오프라인 측면에서 프로그램 접근성 및 체험 기회 확대, 프로그램 인지도 제고 및 사전체
험 기회 확대를 위한 ICT 기술 적용 등 기존 축제가 가지고 있는 시･공간적 제약에 대한 경
계를 제거하는 방향에서 접근함
- 축제의 장소(Here)와 동시성(Now)이 충족되는 ‘현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속성
을 식별함
Exhibit. 명예대표축제 개최 현황 (2020)
화천 산천어축제

보령 머드축제

김제 지평선축제

진주 남강유등축제

안동 탈춤축제

최초
개최연도

2003

1998

1999

2002

1997

축제
개최방식

오프라인

온라인

온라인

개최 취소

개최 취소

-

-

진주시, 진주
문화예술 재단

안동시,
(재)안동축제관광재
단

축제명

축제 기간
개최 및
주관기관

2020.7.17 –
2020.10.7 –
2020.1.27 –
2020.2.16 (21일)4) 2020.7.26 (10일) 2020.10.11 (5일)
화천군,
재단법인나라

*산천어체험,
눈･얼음 체험,
주요
문화･이벤트,
프로그램 및
선등거리페스티벌,
시설 현황
산천어공방 등

보령시,
보령축제관광재단

김제시청,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머드 유튜브 채널, *지평선 별빛
릴레이 머드버킷
드론쇼, 벽골제
챌린지,
쌍룡놀이, 지평선 코로나 19
코로나 19
집콕머드체험,
쿠킹클래스,
확산으로 개최 취소 확산으로 개최 취소
집콕머드 라이브 등 라이브 커머스,
지평선 체험꾸러미 등

출처: 각 축제 홈페이지 (2021)

 직접재정지원종료 문화관광축제는 크게 지역 특산물형 축제(이천 쌀문화축제, 하동 야생차문화축
제, 금산 인삼축제, 양양 송이축제, 풍기 인삼축제), 생태자원 체험형 축제(무주 반딧불이축제,
함평 나비축제,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공연예술형 축제(영동 난계국악축제, 남원 춘향제, 천
안 흥타령춤축제), 전시형 축제(문경 찻사발축제, 강진 청자축제)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직접
재정지원종료축제를 위한 컨설팅 과제에서는 축제별 분석 및 진단을 수행하고, 개별 축제의 핵
4) 2020년 화천 산천어축제는 화천천 결빙이 이루어지지 않아 2차례 연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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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이슈와 당면 과제를 발굴해 지원사업 마련의 기초로 활용함
- 축제 분석 및 진단은 프로그램･콘텐츠, 고객 홍보･마케팅, 인프라(수용태세) 등의 영역을 포
함함
- 진단 결과를 기초로 이슈 해결 방향을 제시하며, 시급성과 중요도가 높은 핵심 이슈는 심층
분석해 해결 방안을 모색함
Exhibit. 13개 직접재정지원종료축제 개최 현황 (2019)
이천 쌀문화축제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금산 인삼축제

양양 송이축제

풍기 인삼축제

1999

1996

1981

1997

1998

축제명

최초
개최연도
축제 기간

2018.10.17–2018.
2019.5.10 –
10.21 (5일)
2019.5.13 (4일)

개최 장소 이천 설봉공원 일원
개최 및
주관기관
방문객 수5)
대표
프로그램

하동군 화개면,
악양면 일원

이천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이천쌀문화축제추진
조직위원회
위원회
42만

4만명

2019.9.27 –
2019.10.6 (10일)

2019.9.26 –
2019.10.12–2019.
2019.9.29 (4일)
10.20 (9일)

금산인삼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

양양 남대천 둔치 풍기읍 남원천 일원

금산군,
금산축제관광재단

양양군,
양양군축제위원회

영주시,
영주풍기인삼축제조
직위원회

13만명

6만명

26만명

무지개가래떡, 이천 천년 차밭을 누비자
인삼캐기, 인삼요리
표고버섯따기 체험,
쌀밥 명인전,
(스탬프행사),
인삼캐기체험여행,
시식,
송이보물찿기,
가마솥
별천지 하동 차문화
인삼제전 등
풍기인삼아가씨
산신제 등
이천명이천원 등
학교 등
선발대회 등
무주 반딧불이축제

함평 나비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문경 찻사발축제

강진 청자축제

최초
개최연도

1997

1999

1978

1999

1996

축제 기간

2019.8.31 –
2019.9.8 (9일)

2019.4.26 –
2019.5.6 (11일)

2019.3.21 –
2019.3.24 (4일)

2019.4.27 –
2019.5.6 (10일)

2019.10.3 –
2019.10.9 (7일)6)

개최 장소

무주군 일원,
지남공원

함평엑스포공원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

문경시 문경새재
일원 오픈세트장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축제명

개최 및
주관기관

무주군,
함평군,
진도군,
문경시, 문경
무주반딧불축제제전 함평군축제추진위원 진도군관광진흥협의 문화관광재단, 문경
위원회
회
회
찻사발축제추진위원회

방문객 수

45만명

37만명

대표
프로그램

반딧불이 신비탐사,
1박2일 생태탐험,
반디별 소풍 등

나비 날리기체험,
나비･곤충 표본
만들기 등

10만명

강진군, 강진군
향토축제위원회

22만명

10만명
뽕할머니 소망띠
도자기 경매, 나의 고려청자 시연･체험,
잇기, 새벽 바닷길 수제자가 되어주겠나? 오물락 조물락 청자
만들기 등
횃불 퍼레이드 등 (도자기 빚기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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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난계국악축제

남원 춘향제

천안 흥타령춤축제

최초
개최연도

1965

1931

2003

축제 기간

2019.10.3 –
2019.10.6 (4일)

2019.5.8 –
2019.5.12 (5일)

2019.9.25 –
2019.9.29 (5일)

개최 장소

충북 영동,
하상주차장 일원,
난계사 등

광한루원 및 요천
일원

천안삼거리공원 및
시내 일원

개최 및
주관기관

영동축제관광재단,
난계기념사업회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천안문화재단

방문객 수

4만명

38만명

34만명

대표
프로그램

타북식, 어가행렬
및 종묘제례,
국악기 연주 및
제작체험 등

춘향제향,
춘향선발대회 등

전국춤 경연 대회,
거리댄스 퍼레이드,
막춤대첩 등

축제명

(1) 연구개요
 명예대표축제 연구는 기존 ‘2019 글로벌 육성축제 심층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고객분석
및 고객세분화 진단컨설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의하여 과업 내용이 변경됨. 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대다수 지역축제들이 취소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해 비대면 개최를 시도
한 45개 축제의 사례조사 및 문헌조사, 해외 비대면축제 관계자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하이브
리드형 축제 개최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이를 통한 5대 명예대표축제별 하이브리드형 축제
개최(안)을 마련함
- (온라인 축제 한계) 사례조사 결과, 비대면 개최 축제의 상당수는 전면 온라인 개최를 시도했
으나,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환 방안 미흡, 전환 기준 부재, 현장감 저하, 관객 및 지역주민 참
여 저조와 같은 한계점이 나타남
- (축제 콘텐츠 경쟁력 약화) 축제의 핵심 소재인 공연, 특산물, 전시물 등은 온라인 환경에서 구
현 시 기존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축제 본래 목적 상실 우려) 온라인 콘텐츠와 경쟁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고비용･이
슈화 프로그램 기획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지역주민 참여나 관광 활성화 등에 대
한 고려는 부족함
- (온･오프라인 이원화 방안 필요) 지자체는 차년도 축제에서 올해와 같은 전면 온라인 방식을
축제를 지속하는 것에 회의적임. 이에 따라 온라인 축제의 한계를 인지하고, 현장 축소 운영
과 온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온･오프라인 이원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5)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빅데이터결과, 이천 쌀문화축제의 방문객 수는 평가 보고서(2018)를 참고함
6) 강진 청자축제는 10월 3일- 10월 9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10월 5일로 개막식 일정을 변경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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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재정지원종료축제 연구는 개별축제의 Business Model을 분석한 후, 축제별 내･외부 환경
여건과 핵심 이슈를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함
- 축제는 연간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성 비즈니스 모델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품･서비스(프로그램, 기념품, 먹거리 등), 고객, 인프라, 비용･수익 등 다면적인 관점에서
축제의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함
- 축제별 이슈 트리 분석(Issue trees)을 통해 내･외부 환경 여건과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주는 핵심 이슈를 파악함
 이후 개별 축제에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도출하고, 13개 직접재정지원종료축제의 지원사업 추
진방향과 로드맵을 설정함
- 개별 축제별 지원사업은 Value chain (가치 사슬)과 Plan-Do-See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지원사업 영역을 정의함
- 13개 직접재정지원종료축제 전반의 지원사업은 Value chain을 기반으로 세부 내용을 제시
하고, 과제별 추진방향과 사업 유형을 제시함
Exhibit. 직접재정지원종료 문화관광축제 연구 개요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연구 수행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및 분석, 축제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및 워크숍, 국내외 벤
치마킹 사례조사를 활용함
- 문헌 연구는 축제별 평가보고서, 서면자료 (축제 기본구상･계획, 과거 축제 개최 현황 자료
등) 및 유관 보고서 분석을 통해 수행함
- 심층 인터뷰 및 워크샵은 각 축제별 이해관계자 (지자체 및 재단, 제전위원회 등 수행기관 관
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축제 현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 조사는 각 축제별 핵심이슈의 해결 방안과 관련한 축제 및 타산업 분
야 Best Practice를 조사하고,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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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연구 수행체계

출처: Evermint Partner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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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제 비즈니스 모델 분석
 연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직접재정지원종료축제는 매년 시행되는 기획-실행-평가 방식의
프로젝트성 비즈니스 모델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파트너･채널 전략 등 다면적인
관점에서 축제의 Biz-Model을 평가함

(1)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개요
 축제 비즈니스 분석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 분석 프레임을
활용함.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기업 전반, 또는 개별 사업에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요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비즈니스 분석 툴(tool)로, 9개의 주요 영역으로 구성됨
- 9개 영역은 가치 제안 (Value Proposition), 타깃 고객 (Customer Segments), 고객 관계
(Customer Relationships), 수익 (Revenue Streams), 핵심 활동 (Key Activities), 핵심
자원 (Key Resources), 핵심 파트너 (Key Partners), 비용 구조 (Cost Structure)임
 각 영역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기업의 수익 창출 구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현
장에서는 기존 사업 모델 개편뿐만 아니라 신규 비즈니스 기획 및 체계적인 수익 구조 설계 시
에도 활용됨
Exhibit. Business Model Canvas Framework

*가치(value):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가치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출처: Osterwalder, Pigneur & al. (2010) 토대로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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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상품･서비스 등 기업의 ‘가치 제안’을 중심으로 하며, 이를 고객에게 전
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가치 전달(우측)’과, 해당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서 수행하
는 ‘가치 생산(좌측)’ 부분으로 구성됨
- ‘가치 전달’ 부분은 고객 측면의 활동으로, 기업이 어떤 가치(상품 혹은 서비스)를 어떤 고객
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지, 그리고 어떻게 타깃 고객과 관계를 유
지하는지 등이 해당됨
- ‘가치 생산’은 기업 측면의 활동으로, 기업이 어떤 자원과 활동을 통해 가치를 생산하는지, 어
떤 비용 구조를 갖고 있는지 등이 해당됨

(2) 축제 비즈니스 모델 구성
 축제는 단순 유희･오락적 기능을 벗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력적인
지역 콘텐츠를 형성함으로써 지역 이미지 제고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
- 지역축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대표관광상품으로서 파급효과가 크며,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함
 축제는 ‘일정기간동안 매년 반복적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일상을 벗어난 차별화된 경험과 활동
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로 정의할 수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지자체･재단 등 주최기관은 ‘차별화된
지역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며(가치 제안),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수익을 창출함(가치 전달). 또
한, 지역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연중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활동을 수행(가치 생산)
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정의할 수 있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공공 단체, 비영리 단체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9개 영역의 수정･최적화가 필요함. 축제의 경우, 덴마크 Frost Festival의 비즈니스 모델
을 분석한 선행연구7)와 Kaplan & Norton의 Balanced Scorecard8)를 바탕으로 크게 아래
와 같이 구분함
① 축제 상품 및 서비스 (Product)
- 고객에게 전달하는 축제의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② 고객 접점 (Customer Inferface)
- 고객 접점은 축제의 상품 및 서비스 전달 측면으로, ‘타깃 고객’ 세그먼트와 홍보, 판매를 위
한 ‘채널’ 및 축제 고객과 지역상권･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관계’가 해당됨
③ 축제 인프라 (Infrastructure)
- 축제 인프라는 상품 및 서비스 생산 측면으로, 축제 기획과 운영 등의 ‘핵심 활동’, 축제 브랜
드 경쟁력과 매력도 높은 콘텐츠 등의 ‘핵심 경쟁력’, 프로그램 수행 파트너와 후원기관 등을
통칭하는 ‘파트너 네트워크’가 포함됨

7) Copenhagen Business School, EM Frost (2014), Business Model Innovation at FROST Festival
8) ‘Kaplan & Norton (1992), The Balanced Scorecard – 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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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용 및 수익 (Financial Aspects)
- 비용 및 수익은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효율적인 ‘비용 구조’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수익 모
델’이 해당됨
Exhibit. 축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Framework

출처: EM Frost (2014),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3) Product 측면 (축제 상품 및 서비스)
① Value Proposition (가치 제안)
 기업이 고객에게 전달하는 가치 (value)로, 타깃 세그먼트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상품･서비스･
경험 등을 의미함. 축제의 경우,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가치 제안으로 정의
할 수 있음
 가치 제안 (상품&서비스)은 타깃 세그먼트에 따라 달라지며, 각각의 수요층에 맞는 상품･서비
스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축제의 주요 고객은 크게 일반 소비자 (B2C)와 기업･기관 (B2B)
으로 분류되며, 각 분류 내에서도 세그먼트별로 적합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축제는 B2C 관람객에게 다른 축제와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며, 연령･성별･가족구성 등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 등을 제공함. 또한, 관광객의 관점에서 축제의 살거리 (상
품 및 기념품), 먹거리, 즐길거리 (체험 및 관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 기업체･기관 등 B2B 고객에게는 단기간 높은 집객효과를 갖는 축제에서 자사 이미지 구축과
인지도 향상, 제품 홍보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축제는 B2B 고객이 속한 산
업 카테고리 (식품 기업, 교육 기관 등)에 적합한 홍보 방안, 소비자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상품 등 차별화된 가치를 제안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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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ustomer Interface 측면 (고객 접점)
① Target Segments (타깃 고객)
 기업이나 단체에서 자사의 상품･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설정한 주요 고객층을 의미하며, 세그
먼트에 따라 차별화된 가치를 제안해야 함. 타깃 고객은 크게B2B 고객과 B2C 고객으로 분류
되며, 축제에서도 동일한 분류를 적용할 수 있음
 B2C 소비자는 축제를 방문하고 관람하는 소비층에 해당하며, 동일 축제 내에서도 우선순위에
따라 1차 타깃 (primary target customer)과 2차 타깃 (secondary target customer) 소비
자로 분류됨. 축제는 테마와 프로그램에 따라 주로 유치하고자 하는 소비자 세그먼트가 상이하
며, 가족 관광객, 연인, 학생, 국적별 외국인 FIT 관광객 등, 각 축제에 따라 다양한 세그먼트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음
 B2B 고객은 축제를 후원하는 기관･기업으로, 축제 테마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군에 속한 기업,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해당함. B2B 고객은 축제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축제
운영과 재정 자립도 측면에 큰 영향을 끼침.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는 B2B 기관･기업을 고객
으로 분류하고, 축제에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점검함

② Distribution Channels (채널)
 기업의 상품･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활용하는 다양한 채널을 의미함.
기업 내부에서 운영하는 직접 채널(direct channels)과 외부 파트너사에서 운영하는 간접 채
널(intermediaries)로 분류되며,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
리할 수 있는 적절한 채널을 선정해야 함
 축제의 직접 채널은 주최측에서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SNS가 대표적이며, 간접 채널은
예매처, 언론사, 후원기관･협찬사 홈페이지 및 공식 SNS, 광고･홍보 채널 등이 해당됨

③ Relationships (관계)
 타깃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상품･서비스의 재구매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게 되는 주요한 활동임.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이벤
트, 멤버십, 뉴스레터 등 고객을 확보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반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됨
 축제의 경우, 직접적인 고객 (B2C 관람객 및 B2B 후원･협찬사)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에
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개최지 주민이나 상인 등 축제에 참여하는 다
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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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frastructure 측면 (축제 인프라)
① Key Activities (핵심 활동)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 관계를 유지하며, 공급 채널을 관리하는 등 원활하게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활동을 의미함.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에 따라 제조･생산,
인적 자원 확보,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음
 축제의 경우 연중 특정 기간 동안 축제를 개최하고, 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주요 활동으
로 정의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는 축제 기획 (Plan) – 축제 진행 (Do) – 평가 및 환류 (See)
단계에 수반되는 활동들이 포함됨

② Core Competences (핵심 자원 및 경쟁력)
 소비자에게 상품･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자원을 의미하며, 이들이 기
업의 경쟁력에 해당함. 핵심 자원은 물리적 자원 (생산 시설, 건물, 기기 등), 인적 자원, 재정
자원, 지적 재산권 (특허, 브랜드 자산, 고객 데이터) 등을 의미함
 축제의 핵심 자원은 브랜드 및 소비자 인지도, 차별화된 콘텐츠 (프로그램), 장기 후원 유치에
따른 재정 자원 확보, 물리적 자원 (축제장, 시설)등이 포함됨

③ Partner Network (파트너 네트워크)
 파트너 네트워크는 기업이 비즈니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함. 비
용 절감을 위한 외부 아웃소싱 (구매자-공급자 관계), 리스크 감소를 위한 파트너십, 자원 공유
를 위한 협업 네트워크 등이 대표적임
 직접재정지원종료축제는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의 집합체로, 각 프로그램별로 단체 및 개인 참
가자가 수행 파트너로 참여함. 또한 기획 및 운영 파트너, 후원사 및 기관, 일반 협찬사 및 기
관이 주요 파트너로 분류됨.
 이에 더해,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여행사와의 모객 파트너십 또한 중요한 파트너 네트
워크임

(6) Financial Aspects 측면 (비용 및 수익)
① Cost Structure (비용 구조)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핵심 자원과 활동을 유지하
고, 파트너를 관리하기 위한 모든 비용이 포함됨
 축제 개최를 위한 주요 비용은 축제 기획, 프로그램 운영 (공연료 지불 등), 홍보 및 마케팅, 축
제 조직 운영 (행정), 인력 고용 등에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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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Revenue Model (수익 모델)
 기업이 타깃 고객으로부터 창출하는 수익을 의미하며, 타깃 세그먼트별, 상품･서비스별로 수익
원이 다양화됨. 광고료, 라이센싱, 가입비, 중개 수수료 또한 수익 모델의 일부로 포함되며, 각
각의 수익원이 전체 수익에 기여하는 정도는 상이하게 나타남
 축제의 주요 수익 모델은 후원･협찬 유치와 입장권･티켓 판매, 축제장 부스 임대, 기념품 판매
로 나눌 수 있음
- 후원 및 협찬 유치는 크게 공공 후원과 민간 후원･협찬으로 구분됨

3. 축제 이슈 트리 분석
(1) 이슈 트리 (Issue Tree Framework) 개요
 비즈니스 모델의 성과는 내외부 환경여건 및 개별 이슈와 연관되어 분석할 수 있음. 분석 로직
은 내외부 환경에서 식별되고 있는 내재화된 이슈(inherent issue)와 이를 원인으로 각각 파
생된 개별 이슈(issues)를 먼저 도출하고, 이에 따른 핵심 이슈(Key Issue)를 파악하면, 결론적
으로 비즈니스 영역의 문제(Problem)를 정의할 수 있음
 즉, 내재화된 이슈는 다양한 이슈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고, 이렇게 파생된 이슈등은 하나의
핵심 이슈(key issue)로 도출되는, 소위 cause & effect (원인 & 결과)라는 연결고리를 만들
게 되기 때문임. 결국 근본원인이 핵심이슈로, 핵심이슈는 최종적으로 해결해야할 비즈니스 문
제(Problem)로 연결되는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
Exhibit. Issue Tree Framework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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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요 및 방법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먼저 4개의 범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Exhibit. 축제 Issue Tree Framework
1.
Infrastructure
(축제 운영측면)

축제의 핵심 경쟁력, 축제 운영 역량,
외부파트너 관리 등 축제 프로그램
기획-운영-평가 측면

2. Customer
(고객∙홍보 등
고객접점 측면)

타겟 고객 설정, 고객 유치 마케팅
및 홍보전략, 고객 관계 관리 측면

3. Cost &
Revenue
(축제 재정측면)

재정자립도 제고활동,
비용절감활동측면

4. Value
Proposition
(축제 상품∙
서비스 측면)

프로그램 경쟁력, 지역관광자원
연계 측면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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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 모델 분석
(1) Overview
 이천 쌀문화축제는 특산물 축제로서 이천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 농촌 풍경 속에서 즐기는
전통 농경문화 체험 및 공연과 쌀 프로그램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성공요인임
- 해당 축제는 2019년 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2018년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됨9)
Exhibit. 이천 쌀문화축제 Business Model Canvas

출처: 이천시, 이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2018), 제20회 이천 쌀문화축제 평가 보고서,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2) Product (축제 상품 및 서비스)
① Value Proposition (가치 제안)
 이천 쌀문화축제는 ‘우리나라 고유의 쌀 문화와 전통농경문화 경험’과 ‘우수한 이천 쌀을 구매
할 기회’를 핵심가치로 제시함
 2018년 축제의 세부 프로그램은 풍년마당, 공연마당, 글로벌마당, 농경마당, 동화마당, 햅쌀거
리, 놀이마당, 기원마당, 상설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이 중 대부분은 볼거리 프로그램이며 축제
테마인 ‘쌀’ 및 ‘농경문화’와 연관성이 강한 프로그램 비중이 다소 낮은 것으로 집계됨
- 프로그램을 ‘즐길거리(체험, 참여)’, ‘볼거리(공연, 전시, 홍보관 등)’, ‘살거리(기념품 및 상품
판매)’, ‘먹거리(식음료)’로 구분할 경우, 볼거리 프로그램이 75.0%, 즐길거리 14.1%, 살거리
9) 2019년 쌀문화축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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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먹거리 4.3%, 기타 2.2%로 집계됨
- 프로그램을 ‘테마 연관(O, 쌀, 농경문화 관련 프로그램)’, ‘테마 비연관(-)’으로 구분한다면,
테마 비연관(-) 프로그램 비중은 75.0%, 테마 연관(O)도는 25.0%임
- 글로벌 쌀 요리 경연, 이천쌀밥 명인전 등 축제 테마 ‘쌀’과 연관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볼거
리인 경우가 많음
Exhibit. 이천 쌀문화축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분류
(수)

구분

테마
연관성

비고

거북이길놀이10)

볼거리

O

민속놀이

개막식

볼거리

O

-

프로그램

무지개가래떡
거북고사 대동굿
용줄다리기
풍년마당

먹거리
볼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O
O
O

약 600m 5색 가래떡 뽑기
이천시 신둔면의 전통놀이
일반 관광객 참여 유도

저잣거리 난장

볼거리

-

-

전통혼례 풍년마당 경사났네

볼거리

-

-

풍년 판놀음

볼거리

-

전통음악 공연

즐길거리

O

-

이천풍물놀이

볼거리

-

-

젊음의 향연 광대열전

볼거리

-

광대들의 개인놀음 열전

무형문화재 초청 공연

볼거리

-

-

이천 거북놀이

볼거리

-

-

축하공연

볼거리

-

-

개막놀이(진상마차행렬)

볼거리

O

-

찾아가는 풍년마당(이천국악협회)

볼거리

-

-

7080음악여행(빌리지 밴드)

볼거리

-

-

이천시노인회 윷놀이

볼거리

-

마을노인회 회원 참여

국악한마당(이천국악협회)

볼거리

-

-

밸리댄스(이천연예협회)

볼거리

-

-

경기민요(이천국악협회)

볼거리

-

-

한국무용(이천무용협회)

볼거리

-

-

댄스&뮤직(이천연예협회)

볼거리

-

-

평양예술단초청공연(이천자유총연맹)

볼거리

-

-

즐길거리

-

-

글로벌 쌀 요리 경연

볼거리

O

-

길놀이&풍물판굿(공연마당→호수마당→공연마당)

볼거리

-

-

농사체험 - 거북이 달린다-

공연마당

즐길거리

한마음 걷기대회

이천 쌀문화축제 연계 치막파티

즐길거리
먹거리

-

BBQ 비비큐 치막캠프
-

신비한 마술공연(이천연극협회)

볼거리

-

-

얼쑤~우리춤(이천무용협회)

볼거리

-

-

가을날의 클래식여행(이천음악협회)

볼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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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분류
(수)

글로벌마당

농경마당

동화마당

햅쌀거리
놀이마당

구분

테마
연관성

비고

8개국 쌀문화, 전통놀이, 쌀요리 소개

볼거리

O

러시아 등 8개국 참여

전문쉐프 쌀 요리 쿠킹쇼

볼거리

O

-

스타쉐프 쿠킹쇼

볼거리

-

-

8개국 참가국가 쿠킹쇼

볼거리

-

-

외국인과 함께하는 대동놀이 한마당

볼거리

-

-

8개국 전통공연

볼거리

-

-

볏짚공예 시연

볼거리

-

-

방문객 짚공예경진

볼거리

-

-

읍면동 볏짚공연

볼거리

-

-

유치원 발표회

볼거리

-

-

토끼와자라의 용궁구경

볼거리

-

-

마임&마술

볼거리

-

-

호랑이와 곶감

볼거리

-

-

이천쌀과의좋은형제

볼거리

-

-

아기돼지 삼형제

볼거리

-

-

풍년 대동놀이

볼거리

-

-

폐막 대동놀이

볼거리

-

-

진상마차와 보부상

볼거리

O

임금님에게 이천쌀 진상
행렬 재연 및 퍼레이드

즐길거리

-

목공, 염색, 요리 체험 등

볼거리

-

-

즐길거리

-

-

볼거리

-

-

즐길거리

-

-

공양미 삼백석

볼거리

-

기원 마당극

햅쌀대동놀이 '강강술래 난장'

볼거리

-

-

즐길거리

-

-

마당극 이천천지밥

볼거리

-

-

마당극 놀보밥

볼거리

-

-

품바품바

볼거리

-

-

마당극 뺑파전

볼거리

-

-

이천쌀 해원상생 대동 장승굿

볼거리

-

-

이천쌀밥 명인전

볼거리

O

-

이천쌀밥 명인전 한솥밥

볼거리

O

-

가마솥 이천명 이천원

먹거리

O

2,000인분 쌀밥 짓기

가족명인전

볼거리

-

-

오늘의 쌀밥 명인

볼거리

O

-

20회 이천쌀밥 명인

볼거리

O

-

임금님표이천쌀 판매장, 햅쌀도정･판매, 이천과일
전시장, 화훼전시, 화훼포토존, 뻥튀기 등

볼거리

프로그램

체험놀이 등 100가지 체험
이천 쌀문화축제 기원제
기원 놀이체험
이천쌀 탈굿
쌀기원놀이 도전99초

기원마당

가마솥마당

햅쌀마당

지신밞기놀이

10) 수숫대로 거북의 모양을 만들고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는 민속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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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분류
(수)

구분

테마
연관성

비고

볼거리

-

-

기타 (행사)

-

-

즐길거리

-

-

볼거리

-

-

거리공연

볼거리

-

-

농특산물의 전시, 시식, 판매

살거리

-

-

프로그램
공연(매직버블)
게릴라이벤트

동네장터

관광객 팔씨름 및 장터 노래자랑

누룽지파티, 가마솥 포토존, 솥뚜껑 귀, 손모내기, 즐길거리
탈곡, 도정과정 보여주기(벼, 쌀, 쌀겨, 왕겨), 짚
공예전시 및 체험, 농경유물 전시, 황금들녘 포토 볼거리
존, 장승, 솟대, 매듭공예, 소원거북이 만들기 등

O

게릴라 줄넘기, 전통엿 만들기, 민속의상 체험, 윷
놀이와 윷점, 운수대통놀이, 소원지쓰기 등

즐길거리

-

-

먹거리

-

-

거북이 주막
상시
프로그램*

거북극장
야생화 전시
대장간

볼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볼거리
살거리

-

O
-

-

이천 거북놀이 체험, 홍보관
-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식품 전시, 판매

살거리

-

-

글로벌 쌀 문화 체험관

볼거리

O

8개국 쌀문화, 쌀요리 소개

이천쌀홍보관

볼거리

O

임금님표 이천브랜드 홍보

4-H 과제전

기타

-

경진대회

출처: 이천 쌀문화축제 일정표 (2018),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즐길거리는 ‘쌀’, ‘농경문화’와 연관된 프로그램인 ‘가마솥 이천명 이천원’, 약 600m 5색 가래
떡을 뽑는 프로그램 ’무지개가래떡’, ‘용줄다리기’, ‘농사체험 - 거북이 달린다’ 등이 있음
- 그 외에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연계해 우리 쌀로 만든 막걸리와 치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치킨과 막걸리’ 프로그램이 진행됨
 볼거리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를 타깃으로 한 동화마당의 ‘토끼와 자라의 용궁 구경 이야기’, ‘마
임&마술’가 있고 축제 소재인 쌀을 활용한 쿠킹쇼 등이 있음
 살거리는 지역 농특산물, 이천쌀 등이 있음. 햅쌀마당에서는 임금님표 이천쌀이 판매되며, 동
네장터에서는 쌀을 제외한 이천 농특산물이 전시･판매됨. 또한, 축제장 내 이천 햅쌀을 구매할
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먹거리는 축제장에서 이천 쌀을 주된 메뉴로 하는 음식과 국밥, 도토리묵, 해물파전 등이 판매됨
 B2B 기업 고객에게는 단기간 42만 명의 집객효과11) 있는 축제에서 기업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함

11) 이천시,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2018), 제20회 이천쌀문화축제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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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ustomer Interface (고객 접점)
① Target Segments (타깃 고객)
 이천 쌀문화축제의 주요 방문객은 50-60대 장년층 관광객과 가족 관광객임
 2018년 축제위원회에서 실시한 방문객 분석자료12)에 따르면 방문객 중 여성(69.0%), 60대 이
상(44.5%), 가족 동반(47.6%), 인천/경기권 거주자(45.8%), 4회 이상 방문(43.0%) 비율이 가
장 높았음. 이와 더하여 이천시 거주자의 방문(30.9%)과 50대(21.5%)의 비율도 높게 나타남
Exhibit. 이천 쌀문화축제 주요 방문객
장년층 관광객

아이 동반 가족 관광객

출처: 뉴스원 (2018), 연합뉴스 (2015)

② Distribution Channels (채널)
 이천 쌀문화축제는 축제 자체 채널(홈페이지･SNS) 및 다양한 간접 채널을 이용해 축제를 홍보
함. 간접 채널은 프로그램 여행사 및 협찬사를 포함한 파트너사 운영 채널, 국내 주요 커뮤니
티, 국내 방송매체･언론사 채널이며, 이들을 통해 이천 쌀문화축제 인지도를 제고함
Exhibit. 이천 쌀문화축제 채널 분류

출처: 이천시, 이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2018), 제20회 이천 쌀문화축제 평가 보고서,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이천 쌀문화축제 관련 기사 토대로 재구성

12) 이천시,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2018), 제20회 이천쌀문화축제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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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파트너사 채널은 한국관광공사, BBQ, 하이트진로, 샘표, 세람저축은행, 이천거북놀이
보존회 등임
- 커뮤니티 채널로 전광판, 지하철 내 광고, 지자체 유관단체, 지역 읍면동, 예스파크, 이천시
립박물관 등에서 축제를 홍보함
- 국내 미디어는 지역 지상파･케이블TV, 온라인 미디어, 중앙･지역 신문, 잡지 등임

③ Relationships (관계)
 이천 쌀문화축제는 국내 소비자의 축제 참여도를 높이고, 주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사전
홍보 및 이벤트를 실시함
 이천 쌀문화축제는SNS 채널들을 통해 쌀로 만든 식혜 사진을 업로드할 경우 기프티콘을 제공
하는 식의 이벤트를 진행함
 이천시 무형문화재 ‘용줄다리기’는 읍면동 주민 행사일 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도 참여 가능
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됨
 지역 주민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축제에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 및 사회
직능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함
 특히 이천시 다문화가족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함. 회원들은 축제 프로그램으로 자국의 농경문
화와 공연, 음식 등을 선보이고 관광객이 자국의 문화를 체험하도록 함

(4) Infrastructure (축제 인프라)
① Key activities (핵심 활동)
 이천 쌀문화축제의 핵심 활동은 전통 농경문화 분위기 조성, 마당별 프로그램 구성 및 이천쌀
을 이용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임
 2018년에는 설봉공원 전체로 축제공간을 확장하고 축제풍년마당 등 13개 마당을 체험, 전시,
포토존 등 100개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고, 볏가리, 낟가리, 볏짚 등을 활용해 농경문화
분위기를 조성했음. 또한, 마당 배치 및 명칭도 일부 변경하며, 대공연장이 공연마당으로, 햅쌀
장터는 동네 장터로, 문화마당은 햅쌀 마당으로 변경함
 놀이마당은 전통 및 현대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젊은 층을 타깃으로 트렌
드를 반영한 쌀 슬라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신설했음
 가마솥마당에서는 ‘가마솥 이천명 이천원’, ‘이천쌀밥명인전’, ‘가마솥밥짓기체험’, ‘솥뚜껑구
이’ 등 쌀과 연관된 프로그램이 운영됨. 농경마당에는 모내기 및 탈곡하기, 짚풀공예 체험 등
농경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활동으로 구성됨
 과거 햅쌀장터에서는 쌀 이외에 농산･가공품 판매가 모두 이루어졌지만, 2018년에는 공간을
분리함. 동네장터를 시민을 위한 농산･가공품 판매 공간으로 구성하고, 햅쌀 마당에서는 임금
님표 이천쌀 홍보관과 10개의 농협이 운영하는 이천쌀 판매장이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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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쌀의 가격은 이천농협에서 결정되며, 쌀문화축제장 내 쌀 판매 가격은 농협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2,000원-3,000원(20kg기준) 낮게 판매하고 있음

② Core Competences (핵심 자원 및 경쟁력)
 이천 쌀문화축제의 핵심 자원 및 경쟁력은 높은 이천 쌀 브랜드 인지도, 이천 지역의 쌀 문화
역사과 전통 문화요소임
 진상미의 고장이라는 이름을 계승하고자 기획된 지역 공동 브랜드인 ‘임금님표 이천쌀’은
‘2019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13) 에서 올해의 쌀 부문의 대상을 수상했고, 2007년과 2011년,
2018년에도 브랜드 대상을 수상함. 이처럼, 이천 쌀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브랜드와 협업 활동을 통해 제품이 기획됨
- 그 예로, 이마트24는 이천쌀을 활용한 ‘아임이 이천쌀콘’ 아이스크림 상품을 출시했으며 이
천 쌀 소비량이 10톤에 달함. 또한 ‘이천쌀콘’ 소비자들이 인스타그램 등 SNS에 후기를 남
겨 자연스레 이천 쌀 콘텐츠의 바이럴마케팅이 이루어짐
 또한 이천 지역은 쌀과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자진방아’, ‘방아타령’ 등 민요와
‘성종실록’, ‘행포지’ 등 역사 문헌에서 이천 지역의 쌀에 대한 역사성이 나타남. 이천 지역은
여러 전설과 설화가 내려오고 있으며 과거 44가지 민속놀이가 행해졌다고 보고됨14). 이천 지
역은 전통문화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축제의 대표 볼거리 프로그램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민
속놀이인 ‘거북놀이’와 ‘줄다리기’ 등이 활용됨

③ Partner Network (파트너 네트워크)
 이천 쌀문화축제는 이천시에서 주최하고, 이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기획･운영됨.
후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하이트진로, 샘표, 세람저축은
행 등이 있음

13) 2019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하고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는 올 한해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는 시상식임
14) 1941년 무라야마 지준이 조사보고한 『조선의 향토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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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이슈 및 문제점 도출
(1) 이천 쌀문화축제 이슈트리 분석
 이천 쌀문화축제는 프로그램 구성에 ‘쌀 문화’ 축제를 대표할 만한 킬러(Killer) 콘텐츠가 부재
해 단조로운 먹거리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쌀 소재 기념품 및 먹거리가 한정적이
라는 이슈가 존재함. 이에 프로그램 구성에 핵심 소재인 ‘이천 쌀’외 주변 소재의 활용의 범위
가 넓음. 뿐만 아니라, 젊은 층을 유입시킬 홍보채널 운영 미흡 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음
 이러한 이유로 축제 브랜딩에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추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특산품 판매와 같은 살거리 홍보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특
산품 축제로서의 명성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임
 결국, 핵심소재인 ‘이천 쌀’을 중심으로 축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쌀 가공품 다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특산물 축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재 도출된 다양한 이슈간의 원인-결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근본원인 해결에 초점을 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함. 각 근본원인 별 상세
이슈 분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Exhibit. 이천 쌀문화축제 이슈트리 분석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1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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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조로운 먹거리 프로그램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이천 쌀문화축제는 쌀을 이용한 먹거리 프로그
램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임. 축제의 가마솥마당
에서는 <이천쌀밥 명인전 한솥밥>, <가마솥이천
명이천원>, <오늘의 쌀밥 명인>, <누룽지 파티>
등 쌀밥을 이용한 먹거리 제공이 이루어지나,
이에 비해 쌀 가공품의 개발 및 판매는 미흡함.
그 동안의 쌀 가공품 활용 현황은 축제장 내에
위치한 길거리 카페에서 쌀 음료 및 쌀 제과류
(이천쌀컵케이크, 이천현미스콘 등)를 판매하였
던 정도로 파악됨
 현재 쌀을 활용한 먹거리 판매는 축제장 내에서
제공하는 쌀 요리를 제외하고는 ‘고품질 이천
쌀’의 판매에 치중되어 있음. 이 때 축제장 판매
용 쌀의 가격은 이천쌀 가격 책정 기관인 농협
의 판매가보다 약 2,000~3,000원(20kg 기준)
낮은 수준으로, 단순히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먹거리 판매 전략을 활용함. 그러나 쌀의 경우
개발할 수 있는 가공품의 종류가 다양하고(유기
농 쌀과자, 에너지바 등), 명품 쌀이라는 이천
쌀문화축제만의 소재 차별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 경쟁력 있는 이천 쌀 판매’만으로
는 먹거리 개발 및 판매 전략의 잠재성을 충분
히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특
산품 축제로서 먹거리 판매 측면에서 축제 지속
가능성 약화 이슈가 발생함

(3)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이천 쌀문화축제의 경우, 축제를 대표할 만한 킬
러(Killer) 콘텐츠가 부재함. 축제는 이천의 쌀
문화, 농경문화, 글로벌 쌀문화 등을 연관지어
타 축제에 비해 양적으로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으나, 밥짓기 경연, 농촌 문화 계승 공
연(풍물놀이, 대동놀이)과 같이old한 성격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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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구성에 편중됨. 이에 따라 축제를 대표하고 관광객의 방문 욕구를 불러 일으킬 만한 킬
러 콘텐츠가 자리잡지 못하다는 한계가 존재함
 획일적인 프로그램 구성은 킬러 콘텐츠의 개발과 육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쌀 문화에 대한
젊은층의 방문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없음. 따라서, 이천 쌀문화축제는 쌀문화, 농경문화라는
old한 소재를 바탕으로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따라 지역주민 외 신규 외지인과
젊은층 관광객 유치가 미흡하다는 이슈가 있음

(4) SNS 홍보 채널 운영 미흡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이천 쌀문화축제는 SNS 홍보 채널 운영 미흡으
로 인해, 고객층 편중이 발생하는 이슈가 발생
함. 현재 축제의 주 고객층은 5060세대 관광객
으로 전체 관광객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1020세대는 전체 13% 미만임15). 이처럼 이천
쌀문화 축제는 고객의 고령화로 인해 젊은 층 유
입이 절실한 상황이나, 젊은 감성을 반영한 프로
그램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젊은층에서 소구할
근본적인 홍보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임
 2018년 축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축제 정보
입수 경로 중 SNS를 통한 홍보 효과가 2017년
대비 약 6%가 하락했음. 이는 축제 관련 사전 홍
보가 잘 되었다는 고객 의견과 대조되는 부분으
로, 사전 홍보에서 젊은 층 유입을 위한 SNS 홍
보채널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임. 특히, 이천 쌀문화 축제SNS 채널은 콘텐츠가 많은 반면, 그 콘텐츠에 대한 참여
도와 조회수가 낮음. 이에 고객 층을 젊은이들에게 소구할 콘텐츠를 기반으로 SNS 채널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함
 한편, 이천 쌀문화축제의 경우, SNS 홍보채널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어 적정시간에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홍보･마케팅 업무의 연속성이 방해된다는 또 다른 이슈가 발생함. 이에 축제 측의
주가 되고 축제 SNS 홍보채널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채널 운영 전략 수립이 필요함

(5) 축제 콘셉트의 방향성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이천 쌀문화축제의 경우, 중심소재인 ‘이천 쌀’ 외에 주변 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많아 쌀
문화 축제로서의 콘셉트 방향이 명확하지 않음. 현재 프로그램의 소재는 크게 1)이천 쌀, 2)농
15)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2018), 제 20회 이천 쌀문화 축제 평가용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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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화, 3)글로벌 쌀문화 세 가지로, 이천 쌀이 축제의 중심 소재라면 농경문화와 글로벌 쌀문
화는 ‘쌀’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일종의 주변 소재라고 할 수 있음.
 중심 소재인 이천 쌀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는 햅쌀마당에서 진행되는 ‘임금님표 이천 쌀 홍보
마당’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농경문화 관련 프로그램으로 ‘농사체험-거북이 달린다’, ‘풍년 대
동놀이’, ‘폐막 대동놀이’, ‘외국인과 함께하는 대동놀이 한마당’, 글로벌 쌀문화 관련 프로그램
으로 ‘8개국 각 나라별 쌀문화, 쌀요리 소개’, ‘8개국 전통놀이’ 등이 있음
 또한, 주변 소재와 콘셉트를 맞춘 연장선상에서 공연(글로벌)마당의 볼거리는 글로벌 쌀문화
국가로 소개되는 일본, 미얀마, 태국,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중국, 캄보디아 8개국의 전통 공
연과 쿠킹쇼가 진행됨. 그러나 이와 같이 주변 소재로부터 파생된 프로그램의 경우, 축제 전반
의 중심 소재인 ‘이천 쌀문화’ 콘셉트와의 연관성을 다소 떨어뜨리게 됨. 이에 따라 관광객이
축제의 명칭을 듣고 연상하는 축제 콘텐츠와 실제 프로그램 구성에 갭(gap)이 발생하고, 이천
쌀문화 축제의 브랜딩 약화 우려가 있음. 현재 축제는 ‘이천 쌀문화’에 브랜딩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대동놀이, 풍물놀이 등과 같은 전통 농경문화 체험형 프로그램이 다수 구성된 것으
로 보아 축제 자체에서 중심소재와 주변소재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콘셉트 지향점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6) Key Findings
 앞서서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해 파악된 다양한 비즈니스 핵심이슈와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다시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성이 높은 축제 본연의 가치사슬(value chain)과 축제 운영체계
안에서 지원사업이 필요한 업무 영역을 정의함
- 축제 가치사슬 영역은 이천 쌀문화축제의 경우, 소재 R&D 영역을 제외한 새로운 쌀 문화
제품 구성과 브랜딩 방안을 포함한 상품화 영역, 고객분석 영역 그리고 마케팅활성화 영역으
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기업의 가치사슬 영역 중 기술개발, 오퍼레이션 및 마케
팅 영역을 강조하여, 축제 고유의 비즈니스 특징으로 재정의하여 핵심영역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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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치사슬 각각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전략(Strategy)-계획(Plan)-실행(Do)-평가(See)
의 업무의 흐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축제 운영 체계라 말할 수 있음. 결국 축제 운영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치사슬과 운영체계의 매트릭스에서 앞
서 살펴본 비즈니스 이슈를 새롭게 매칭하는 것이 본 연구과제의 목표인 지원사업 발굴영역
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음
 이천 쌀문화축제는 상기와 같이 총 5개 영역에서 key findings를 도출함
- 목표 및 전략수립_all strategy: old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관광객의 체류시간 감소 및 다양
한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는 기존 축제를 상품화부터 브랜딩 영역까지 전략수립이 필요함
- 상품화_Plan: 젊은층 유입 및 관광객의 체류시간 확대를 위해 라이프스타일 소비문화 트렌
드에 부합하는 상품화 기획이 필요함
- 고객분석_Plan: 내방 관광객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계획 및 분석설계가 필요함
- 상품화_Do: 쌀을 소재로하는 라이프스타일 소비제품 중심의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
하고 확보해야 함
- 고객분석_See: 기존 고객분석을 단순 만족도 수준 측정에서 벗어나야하며, 고객분석을 통해
마케팅 방향 수립 및 개별 프로그램 유지 및 폐지 등의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Exhibit. 이천 쌀문화축제 Key Findings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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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사업 도출 및 수행 로드맵
(1) 지원과제 Pool
 도출된 Key findings을 기초로 세부 영역 (가치사슬&운영체계 매트릭스)에서 필요한 지원사업
과제 Pool은 다음과 같음
Exhibit. 이천 쌀문화축제 지원사업 과제 Pool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화 전략과 고급화 브랜딩 전략: 모든 가치 사슬영역에서 필요한 지원
업무로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화 전략과 고급화 브랜딩 전략이 해당됨
- 이천 쌀의 다양화 및 쌀문화의 스펙트럼 확대를 통한 젊은층 유치안 기획: 상품화_Plan 단계
에 지원이 필요한 업무임
- 타깃 고객층 공략 실행계획 수립 및 고객분석 방법 설계: 고객분석_Plan 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내방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타깃 선정기준과 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를
위한 고객분석 방안 설계지원 업무임
-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 마련: 고객분석_See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축제 성과 진단 및
평가가 해당됨
- 다양한 분야의 쌀 제품 및 연관제품 발굴: 상품화_Do 단계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이천 쌀
고유의 특성을 차별화한 다양한 분야의 쌀 제품 및 연관제품 발굴 등의 지원사업이 해당됨
 이 중 상품화_Plan 단계 및 상품화_Do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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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지원사업 벤치마킹 사례
① 현황 및 이슈
 [프로그램 다양성의 부족] 이천 쌀문화축제는 이천 쌀이라는 대표적인 쌀 브랜드의 우수성을 확
보하고 있으나 대표 프로그램과 먹거리 이벤트는 중장년 층에 소구하고 있음. 쌀 문화의 정체
성을 반영하고 오랜 전통을 지닌 기존 대표 프로그램은 해를 거듭할수록 단조롭고 옛날 방식
위주로 진행되어 젊은 층에게 옛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또한, 특산물 축제임에도 기념품 및 상품 살거리와 음식 콘텐츠 개발이 부족하여 주요 고객층
이 선호하는 소수의 대표 프로그램 구성이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평가됨
- 축제를 대표하는 대형 프로그램은 ‘우마차(牛馬車) 타기 체험’, ‘대형 무지개 가래떡 만들기’,
‘가마솥 이천명이천원’, ‘용줄달리기’ 등임. 해당 프로그램에서 젊은 층의 문화

트렌드 반영

이 부족하고, 젊은 감성을 자극하는 프로그램 및 부대시설 등의 조성이 미흡한 상황임
Exhibit. 이천 쌀문화 축제의 대형･전통문화 프로그램

우마차(牛馬車) 타기 체험

대형 무지개 가래떡 만들기

가마솥 이천명이천원

출처: 한국경제 (2018), 국민일보 (2017)

 [주식(主食)의 변화에 따른 쌀 소비 감소 이슈] 국민 식생활이 자연스럽게 변화함에 따라 빵과 국
수에 주식의 자리를 내준 쌀이 점차 기호 식품으로 변함. 한국인의 주식으로써 쌀 대신 HMR
(가정간편식) 제품, 면과 빵 등 밀가루 음식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1인당 쌀 소비량도 줄어
들고 있어, 쌀은 자신만의 매력을 소비자에게 어필해야 함
- 한국인의 주식은 오랫동안 쌀이었으나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주식 및 부식의
개념조차 모호해지며 밥과 반찬 대신 빵, 면, 시리얼, 과자, 과일 등을 주식으로 삼는 사람이
많아짐
 [쌀문화를 담아낸 프로그램 실행 및 예산 이슈] 이천 쌀문화축제는 쌀을 중심으로 한국 식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한상차림’ 프로그램을 기획함. 하지만, 밥상차림을 위한 그릇･키트 등이 부족
해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존재했음. 또한, 밥과 반찬을 도자기에 담아 한국 고유의 쌀문화
를 전달하고자 했으나, 높은 도자기 비용으로 인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이
에 쌀문화를 반영한 ‘한상차림’ 프로그램 운영은 불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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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벤치마킹 케이스
 [현대인의 쌀문화 체험을 위해 쌀을 트렌디하게 재해석한 일본 긴자 ‘아코메야’] 쌀가게 아코메야
(AKOMEYA)16)는 변화한 현대인의 식습관에 맞춰 ‘쌀’에서 ‘밥’으로의 가치를 연결하고 쌀의
본질을 모색함. 이에 대량 포장된 쌀만을 판매하는 일차원적인 접근이 아닌 소량화･고급화･다
양화한 쌀 상품을 판매하며 변화를 꾀함.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쌀’이 주인공이 되는 ‘밥’상
에 어울리는 조미료, 반찬, 식재료와 ‘밥’상을 차리기 위해 필요한 그릇, 주방 집기 등 모든 소
품을 판매함. 이와 함께, 쌀 문화 체험에 적합한 분위기를 조성해 흥미를 유발하고자 노력함.
쌀을 주 성분으로 제조된 화장품, 술 등 가공제품 등을 판매하며, 아코메야를 ‘쌀 관련 제품의
원스톱 쇼핑 공간’이자 ‘밥집’으로 포지셔닝 함. 아코메야는 일본인과 쌀 소비권 국가의 여행객
을 비롯해 일본문화 상품을 찾는 서양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높음
- 소비자는 일본 각지에서 생산된 품종 가운데 엄선된 쌀을 5단계 도정 중 원하는 단계를 선택
하여 구매할 수 있음. 소량으로 진공 포장된 쌀 샘플 패키지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마케팅의
일환으로 선물용 쌀자루에 한정판 새해 포장지를 제공함
- 아코메야 내부에 자체 운영 중인 식당 ‘추보’에서는 쌀을 메인 메뉴로 한 한상차림을 통해
‘갓 지은 밥이 전하는 행복’을 전달함
Exhibit. 아코메야(AKOMEYA) 판매 상품

아코메야 햅쌀 진공 패키지 5종 세트 아코메야 긴자 본점 ‘추보’의 한상차림

쌀과 함께 판매되는 주방집기

출처: 아코메야(AKOMEYA) (2020)

- 특히 쌀의 생산지별 지도, 쌀의 특성별 매트리스를 제작해 고객에게 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함. 직원들도 각 요리에 적합한 쌀을 추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의 기호와 상황에
맞는 쌀을 고를 수 있도록 도움

16) 아코메야는 일본 내 총 1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쿄의 긴자에 본점이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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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쌀에 대한 정보 전달 방법

쌀의 생산지별 지도

쌀의 특성별 매트리스

출처: 아코메야(AKOMEYA) (2020)

 [서울 ‘동네정미소’] 서울의 동네정미소는 ‘쌀가게’이자 ‘밥집’으로 갓 도정한 다양한 쌀 품종, 농
가 직거래 농산물을 판매하고, 40인분의 밥상을 한정 판매함. 동네정미소는 1-2인 가구가 많
은 마포구의 작은 골목과 시골 동네가 교류하는 커뮤니티로, 쌀이 주식으로서 자리를 잃은 상
황에서 소외되는 농민들을 돕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됨
- 쌀의 경우 독특한 이름을 가진 추정, 신동진, 하야미 등을 약 400g 정도 소포장한 상품을 선
보임. 밥 지을 때 첨가하면 쌀 맛을 풍부하게 하는 해조류, 쌀로 만든 지역 막걸리, 공정 무역
으로 수입된 목재 식기류 등도 함께 판매함. 이처럼, 서울 동네정미소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쌀 판매가게가 아닌 ‘쌀 복합문화공간’으로 공간을 재해석해 쌀의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함
- 동네정미소는 소비자에게 ‘쌀의 특징마다 미세한 차이를 찾아가는 재미’를 제공하고자 노력
하고 있음. 이는 아메리카노, 마키아토 등의 음료를 통해 커피 전반에 대한 관심이 산지와 로
스팅 기간에 대한 세세한 관심으로 확장되는 것과 같은 맥락임. 이처럼, 쌀을 일상의 일부분
으로 녹아내 쌀 전반에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희망함
Exhibit. 동네정미소 판매 상품 및 커뮤니티 공간

소포장 된 매일 도정한 쌀 및 콩

갓 도정한 쌀로 만든 밥상

동네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출처: 동네정미소 네이버 블로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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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축제 솔루션 제시: 쌀 스펙트럼의 확대
 젊은 관광객 유입을 위해 라이프스타일 소비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쌀 소재의 다양한 상품 개
발, 패키지 발굴 및 브랜딩 전략 수립을 제안함. 해당 솔루션은 해외 우수 사례를 통해 그 방향
성을 모색할 수 있음
 [활용성이 높은 다양한 쌀 소재 상품 개발] 소비자들의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쌀 원료자체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음. 이에 축제 측은 단순히 품질 좋은 이천 쌀만을 피력하는 것이 아
니라, 소비패턴과 트렌드를 고려한 소재 및 상품 개발의 노력이 필요함. 그러므로, 관람객의
다이닝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쌀’ 소재 개발로 축제의 핵심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젊
은 감성을 불어넣어 변화를 꾀할 수 있음
- 일본의 YANMAR 기업은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새로운 식자재 ‘라이스쥬레(Rice gelée)’17)
를 개발함. ‘라이스쥬레’는 밀가루를 대체해 빵이나 과자 등 다양한 먹거리 재료로 사용 가능
한 제품이며, 밀가루 알레르기 체질이나 다이어트 중인 소비자를 타깃함.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쌀 점토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 쌀 소재 개발을 통해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임
Exhibit. 쌀소재 상품 ‘라이스쥬레’

새로운 식재료 ‘라이스쥬레(Rice gelée)’

‘라이스 쥬레’를 활용한 음식 및 쌀 점토

출처: YANMAR 홈페이지 (2020)

- 미국의 Elements Snacks는 쌀과자 스낵을 주력으로 한 기업으로 기존 쌀과자의 건강함에
트렌디함을 입힌 라이프스타일 디저트 제품임. 압축된 쌀과자에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초콜
릿, 딸기 등의 맛을 첨가해, 현대 디저트 소비문화를 반영함. 더 나아가, 쌀과자 활용 레시피
를 온라인에 공유해 단순한 스낵에서 데일리 라이프스타일에 녹아들 수 있도록 활용방법을
제시해 줌

17) 라이스쥬레는 쌀 소비 감소를 막을 대안으로 쌀과 물로 만든 젤리 형태의 새로운 식재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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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Elements Snacks의 쌀 제품

트렌드를 반영한 Elements의 쌀과자 쌀과자를 활용한 라이프스타일 레시피

쌀과자의 건강 디저트 이미지 각인

출처: Elements Snacks 홈페이지 (2020)

 [고급화･소량화를 강조한 ‘오늘의 쌀’ 브랜딩 방안] 일차원적으로 쌀 구매만을 장려했던 축제에서
‘오늘의 쌀’을 도정해 주고 다양해진 고객의 기호에 맞는 패키지를 제공해 축제 이미지 변신을
꾀함. 패키징에 따라 상품 이미지가 영향을 받는 만큼, 이를 활용해 이천 쌀문화축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브랜드 색채를 강화할 수 있음.
- 쌀은 도정한 순간부터 그 신선도가 하락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최상의 퀄리티를 제공하고자
‘오늘의 쌀’을 기획함. 이는 쌀 소량분배를 통해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쌀 용량에 맞춰 패키
징하며, 신선한 품질을 강조할 수 있는 쌀 고급화 전략을 적용할 수 있음
- 예시로, 예스럽고 멋스러운 보자기 매듭으로 포장된 ‘오늘의 쌀’ 등을 선보일 수 있음
- Riceman은 농부들의 노고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농부를 형상화한 패키지로 쌀을 포장
했으며, 2 종류로 소분해 고객이 선호하는 용량의 쌀을 제공하고자 함
Exhibit. 소비자 기호에 맞춘 ‘오늘의 쌀’ 기획 및 소분화 패키징 사례

예스럽고 멋스러운 보자기 매듭으로 포장된 ‘오늘의 쌀

쌀농부를 형상화한 ‘Rice Man’패키지

출처: Packing of the World 홈페이지 (2020)

 [재해석을 통한 ‘쌀 리브랜딩’] 쌀을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지 않고 재해석해 내놓은 사
례를 대만의 쌀 카페 ‘카페 드 리즈’와 쌀 도매점 ‘예진파샹하오’에서 찾을 수 있음
 ‘카페 드 리즈’는 1) 익숙한 소재를 매개로 한 접근 방식, 2) 명성 있는 외부 브랜드와의 협업
3) 소비자에게 친숙한 문화 벤치마킹으로 일상 속 쌀 재해석에 성공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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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드 리즈’는 ‘디저트를 파는 쌀가게’가 아닌 ‘쌀을 테마로 하는 카페’로 포지셔닝해, 소
비자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고자함. 고급 카페에서나 맛볼 수 있는 애프터눈 티 세트를 무리
하게 쌀 디저트로만 구성하기보다는 케이크 등 소비자들이 흔히 디저트로 인식하는 메뉴를
포함시켜 디저트를 선보임. 이처럼, 소비자 인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일상
속에 녹아 드는 것을 목표로 ‘쌀 요리도 디저트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
- 또한, 식사 메뉴와 함께 곁들일 수 있는 프리미엄 카레, ‘카페 드 리즈 x 조셉 비스트로’를
선보이고, ‘로(RAW)’와 쌀 블렌드 작업을 함께 추진해 ‘로(RAW) 스페셜 블렌드’를 판매함.
이와 같이 명성 있는 외부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견인함
- 카페 드 리즈는 대만인들에게 익숙한 일본문화를 적극 활용해 카페 시그니처 메뉴인 ‘디럭스
오니기리 세트’와 ‘선물용 쌀’18)을 구상함. 선물용 쌀은 일본의 전통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대만산과 일본산 쌀을 1kg의 무게로 소분하여 진공포장하고 BI(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그려
진 에코백과 함께 ‘쌀 되’를 모티브로 한 상자 패키지에 제공됨
Exhibit. 쌀을 재해석한 타이페이의 ‘카페 드 리즈’

카페 드 리즈에서 판매하는 ‘선물용쌀’

쌀을 활용한 ‘애프터눈 티 세트’

출처: 네이버 포스트 트래블 코드 (2019), 커피향 대신 밥내음 나는 카페

프리미엄 카레,
‘카페 드 리즈 x 조셉 비스트로’ 메뉴

 ’예진파샹하오’는 1923년부터 이어온 쌀 도매점으로 2016년에 재오픈해 대만 각지의 미식문
화를 소개함. 단순한 쌀 판매장이 아닌 ‘쌀 전시장과 문화가 융합된 복합공간’으로 대만 벼농
사의 역사, 쌀 활용법 등 소비자에게 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 이 사례는 소비자에게 쌀 도매
점을 재해석해 쌀문화 복합공간으로 선보인 사례임

18) 일본은 쌀을 선물하는 전통 문화가 있으며,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 축하 의미로 쌀을 선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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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쌀 도매점을 재해석한 타이페이의 ‘예진파샹하오’

예진파샹하오의 내부 전경

쌀 판매장이자 전시장인 ‘예진파샹하오‘

대만산 쌀 및 소스 판매 부스

출처: 네이버 포스트 트래블 코드 (2019), 커피향 대신 밥내음 나는 카페

(3) 과제 우선 추진순위_기준수립 및 우선순위 도출
 축제 비즈니스 가치사슬 영역 內에서 각 영역별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단계 (step1~step4)를 정의하고, 각 영역 間 선후관계 식별을 통해 도출된 과제Pool의 우선순
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함
Exhibit. 과제 영역별 우선순위 도출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앞에서 기술한 비즈니스 진단 결과와 상기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향후 1~2년차에 수행되어야 할
과제 (Do First!)와 향후 2~3년차에 수행할 (Do Next)과제 및 중기적으로 수행할 (Do Later)
과제 등으로 분류함
 이러한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는 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이천 쌀문화축제의 경우 1~2년차에 지원받아야 할 사업으로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화 및 고
급화 브랜딩 전략’, ‘이천쌀 상품의 다양화･스펙트럼 확대’ 및 ‘다양한 분야의 쌀 제품 및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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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발굴’이 있으며, 2~3년차에는 ‘고객 데이터 확보방안 마련’ 및 ‘타깃 고객층 공략 실행계
획 수립 지원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이와 더불어, 아직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
적인 마케팅 강화는 비즈니스 중요도와 시급성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hibit.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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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 모델 분석
(1) Overview
 하동 야생차문화축제는 특산물 축제로, 하동 차(茶) 문화 및 전통 체험 프로그램과 관내 다원이
진행하는 우수한 하동 차(茶) 시음 프로그램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성공 요인임
Exhibit.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Business Model Canvas

출처: (사)하동야생차문화축제조직위원회 (2019), 제23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2) Product (축제 상품 및 서비스)
① Value Proposition (가치 제안)
 하동 야생차문화축제는 하동의 차 문화와 전통을 체험하는 것을 핵심가치로 제시함. 하동의 화
개면 도심다원에는 천년차라고 불리는 한국 최고(最古) 차나무가 자생하며, 천년고찰 쌍계사에
위치한 야생차밭은 국내 차 역사를 대변함
 프로그램에서 볼거리 비중과 축제 테마인 ‘차(茶)’와의 연관도가 높게 나타나며, 2019년에는
전체 프로그램 60개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18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함
- 프로그램을 ‘즐길거리(체험, 참여)’, ‘볼거리(공연, 전시, 홍보관 등)’, ‘살거리(기념품 및 상품
판매)’, ‘먹거리’, ‘기타’로 구분할 경우, 볼거리 프로그램이 52.3%, 즐길거리 29.5%, 살거리
6.8%, 먹거리 2.3%, 기타 9.1%로 집계됨
- 프로그램을 ‘테마 연관(O, 차 관련 프로그램)’, ‘테마 비연관(-)’으로 구분한다면, 테마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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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O) 비중은 68.3%, 테마 비연관(-)은 31.7%임
 대표 볼거리 프로그램은 ‘노래자랑’, ‘티 블렌딩 대회’, ‘야생차 정원 콘테스트’ 등이 있음. 특
별행사로 ‘KBS전국노래자랑’이 열려 노래자랑 마니아층의 축제 방문을 유도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
 즐길거리로 ‘티 카페 및 체험존(야외 제다체험)’과 ‘녹차족욕체험’ 등은 축제 테마와 연관성이
높고. ‘추억의 달고나 체험’, ‘추억의 만화가와 함께하는 여행스케치’ 등의 프로그램은은 테마
연관성이 낮음
 먹거리는 지역 단체가 중심으로 운영하는 식당 3곳과 푸드트럭에서 판매됨
 대표 살거리인 녹차, 차 제품은 하동 녹차시장과 세계 차문화 페스티벌에서 주로 판매되며, 녹
차 이외의 상품은 하동 농특산물판매장, 읍면동 농특산물 판매장, 남중권협의회 농특산물판매
장,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 판매장 등에서 판매됨
- 하동 녹차시장 프로그램은 축제장 내 다양한 차를 시음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총 33개의 다
원이 참여함. 관광객은 천변방향에 위치한 다원 부스 앞 의자에 앉아 여러 다원에서 재배한
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음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B2B 고객(기업 및 기관)에게는 단기간 약 4만 2천 명의 집객효과가 있는 축제에서 기업 인지
도 제고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함19)
Exhibit.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분류
(수)

구분

테마
연관성

비고

볼거리

O

-

즐길거리

O

도자기 체험장과 협업

볼거리

O

우리나라 차인들의 경연

즐길거리

O

12 개국 차문화 체험

별천지 하동 차문화 학교

즐길거리

O

13개의 체험 및 교육 운영

천년 차밭을 누비자(스탬프행사)

즐길거리

O

천년차밭길 걷기행사

기타 (홍보)

O

슬로건: 왕의차! 다향표원

볼거리

-

소설 토지의 배경 조씨고가

핵심프로그램 하동야생차 정원 콘테스트
(6)
지역민과 함께하는 내고장 “멋” 자랑대회

볼거리

-

대학교 조경학과, 조경업체

볼거리

-

지역 주민･가수, 재능기부자

차 음식 전시 및 체험관

즐길거리

O

찻잎을 이용한 음식 등

야생차 야외제다 체험장

즐길거리

O

-

기타 (학술)

O

-

볼거리

-

-

볼거리

O

-

볼거리

O

-

볼거리

O

-

프로그램
축제 주제관
티 카페 및 체험존(야외 제다체험)

대표프로그램 대한민국 아름다운 찻자리 최고 대회
(6)
세계 차문화 페스티벌

하동야생차밭 사진 촬영대회
악양 조씨 고가 음악회

제7회 칠불사 선차 학술발표대회
딩동댕 군민화합 노래자랑
단위프로그램
대한민국 다례 경연대회
(48)
올해의 좋은 차 품평회
하동 티 블렌딩 대회

19) 뉴스원 (2020), 하동야생차문화축제도 코로나19 여파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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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분류
(수)

프로그램
차 그림책 展
제23회 남대우 백일장
녹차 푸드 트럭존
녹차 족욕 체험
하동 차시장 개장식

구분

테마
연관성

볼거리

O

기타 (대회)

-

비고
장소: 매암박물관
-

먹거리

O

-

즐길거리

O

-

살거리
볼거리

O

-

개막식

볼거리

O

폐막식

볼거리

O

-

즐길거리

-

-

볼거리

-

-

추억의 달고나 체험
통일메아리 악단 공연
(주)파리크라상 홍보 및 판매관
하동 차 산업관

볼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O

거미 등 축하공연

-

하동 농특산물 판매장

살거리

-

-

티 블렌딩, 티 칵테일

즐길거리

O

-

볼거리

O

-

차와 함께하는 예절교실(최참판댁)

즐길거리

O

-

차의 고장에서 즐기는 목공 DIY체험

즐길거리

-

-

찻일소리 공연

볼거리

O

-

하울림 특별공연
(하동야생차! 다향표원(茶香飄遠)) 및 길놀이

볼거리

O

-

권원태 줄타기 공연

볼거리

-

-

즐길거리

-

-

(고)다촌 정상구 박사 헌다례

볼거리

O

-

제1회 대렴차문화대상 시상

기타 (대회)

O

-

그대안의 고운 찻자리 ‘화사별서’ 고택음악회'

볼거리

O

-

김해 시립 가야금 연주단 공연

볼거리

-

-

하동야생차박물관 특별전

추억의 만화가와 함께하는 여행스케치

상단 프로그램 표 내 KBS 전국 노래자랑(녹화) 미포함
출처: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리플렛 (2019), 하동문화관광 홈페이지 (2020), 진주신문 (2019),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신규 프로
그램 대폭 확대

(3) Customer Interface (고객 접점)
① Target Segments (타깃 고객)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의 주요 방문객은 ‘차’ 매니아층과 가족 관광객임. 2019년 축제 평가 보
고서20)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관광객은 여성 관광객(67.6%), 가족 관광객(49.8%), 경
상남도 거주자(40.2%), 하동 지역주민이 아닌 타지 관광객(85.1%) 비율이 높게 조사됨
- 가족 관광객(49.8%) 다음으로 단체 관광객(23.9%), 친구 동반 관광객(17.4%) 비율이 높음
20) (사)하동야생차문화축제조직위원회 (2019), 제23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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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주요 고객
‘차(茶)’ 매니아층

가족 관광객

출처: 인스타그램 @danjeongtea (2019), @gyeolehana.lee (2018)

 관광공사 소비자평가 보고서21)에 따르면,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의 평가에 참여한 소비자의 거
주지역은 동일지역인 경남(25.5%)의 비중이 가장 높게 집계됨. 뒤이어 서울(23.0%), 경기
(16.0%) 순으로 조사됨
Exhibit.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의 소비자 평가 응답자 거주지역 분석 (%, n=200)
구분

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동일지역 25.5

-

동일권역 22.5

-

타지역

52.0 23.0

-

-

14.0 5.5
-

-

-

-

-

-

-

-

-

-

-

-

-

25.5

-

-

-

-

-

1.5

-

-

-

-

-

-

1.5

-

-

-

0.5 3.5

-

-

-

2.0 2.5 2.0

-

0.5 16.0 1.5 0.5

-

출처: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보고서

② Distribution Channels (채널)
 하동 야생차문화축제는 축제 전용 홈페이지는 없으나 하동군(홈페이지･SNS) 및 다양한 간접
채널을 통해 축제를 홍보함. 간접채널은 협찬사, 티켓 및 관광 상품 판매처를 포함한 파트너사
운영 채널, 국내 주요 커뮤니티, 국내 방송매체･언론사 채널이며, 이들을 통해 축제의 인지도
를 제고함
 주요 파트너사 채널로는 한국관광공사, 2018년 MOU를 체결한 파리크라상(SPC그룹 계열
사)22), 지리산 칠불사 선다원(불교사찰)23), 하동 야생차박물관, 후원사인 농협중앙회, BNK 경
남은행, 화개악양농협 등이 있음
 커뮤니티 채널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24)의 1기 국산 차(茶) 매니아 서포터즈와 하동 내
다원, 축제장 인근의 켄싱턴리조트 등에서 축제를 홍보함
 국내 미디어는 지상파･케이블TV(KBS, YTN), 중앙･지역지 등의 지면 및 온라인신문을 포함함
21)
22)
23)
24)

한국관광공사 (2019), 2019년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 보고서
뉴스프리존 (2018), 하동군-파리크라상 하동야생차 소비촉진 협력체결
제7회 선차 학술발표대회’가 칠불사(불교사찰)에서 열림
협동조합 농장과 식탁의 팜News (2019), ‘제1기 국산 차(茶) 매니아 서포터즈 수료식’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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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채널 분류

출처: (사)하동야생차문화축제조직위원회 (2019), 제23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뉴스프리존 (2018),
협동조합 농장과 식탁의 팜News (2019),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관련 기사 토대로 재구성

③ Relationships (관계)
 국내 소비자의 축제 관여도를 높이고, 주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사전 이벤트 및 홍보를
온･오프라인에서 실시함
 온라인에서는 하동군 Facebook이 ‘제 23회 야생화차문화축제 기념 알프스 하동 SNS 이벤트’
를 실시하여 경품으로 하동녹차를 제공함
 축제 개최 전, 4월 20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왕의 녹차 진상식’ 사
전 행사를 개최함. 어가 및 왕의 녹차 진상행렬단의 행렬, 국왕에게 햇차를 올리는 진상의례,
전통놀이 장터마당, 다양한 녹차제품 전시,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하동 홍
보관 등 볼거리･즐길거리･살거리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를 통해 하동 야생차의 브랜드 이미지
를 서울시민에게 알리고 축제를 홍보함
 지역 주민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축제에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축제장
부스를 운영하고, 개막식 등 공연 프로그램에 지역 예술공동체들이 참여함. 이들은 하동군의
야생차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선보임
- 개막식은 지역 극단(예술공동체 ‘큰들’)이 ‘차’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연출했으며, 퍼포먼스에
는 하동군의 야생차 관련 실적 및 우수성을 높인 내용이 포함됨
- 축제 개최 전, 식목일을 기념해 하동 궁항초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이 화분에 하동을 대표하는
녹차 심기, 녹찻잎따기 체험 활동 등을 진행함. 이를 통해 지역 초등학생의 야생차에 대한 관
심을 제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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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frastructure (축제 인프라)
① Key activities (핵심 활동)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의 핵심 활동은 다원과의 관계 형성과 차와 관련된 트렌드를 파악해 축제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임
 축제장의 다원 부스는 차에 관한 전문가가 차의 특징, 차 마시는 방법, 차 재배 방법 등 차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과 다양한 차를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방문객에게 제공함. 따라
서 하동 차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을 제고하는 다원과의 관계 형성은 축제의 핵심활동임. 2019
년에는 33개의 다원이 축제장 내 하동녹차시장에서 개별 부스를 운영해 축제 관광객에게 차
시음과 전문 차(茶) 지식을 제공함
 또한, 새로운 풍미를 선호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블렌딩 허브티가 주목받고 있어, 이러한 트
렌드를 반영하여 현대인이 선호하는 차(茶)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함. 녹차와 홍차를 주재료로
사용한 블렌딩 티와 칵테일 티를 시음하거나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년
축제 마지막날 개최한 티 블렌딩대회를 2019년부터 상설화함

② Core Competences (핵심 자원 및 경쟁력)
 핵심 경쟁력은 하동 차의 ‘명차 이미지’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특화사업과 국내외 중요농업
유산 등재를 수행함. 핵심 자원은 천년차밭길로 인근 차시배지와 차 관련 시설을 연결함
 하동 차의 명차 이미지는 하동의 친환경 재배 방식과 가내수공업 형태로 오랫동안 전해져 온
하동만의 전통 제다법(무쇠가마솥 덖음 방식) 등으로부터 형성됐으며, 하동녹차 브랜드는 지리
적표시제도에 등록25) 되어 있고 하동 전통차농업이 국내외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됨
- 하동 화개면은 2006년 3월 8일에 재정경제부로부터 ‘하동 야생차산업 특구’로 지정됨. 하
동은 전국 녹차 재배면적의 23%를 차지하며 기후조건과 토질이 녹차 재배에 유리함. 차문화
센터, 녹차체험관 등 차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리산 산록변의 야생다원에서 생산되는 하
동 야생녹차의 세계적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음
- 하동 전통차농업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됨. 통일신라 시대부터 현대까지 유지되어온
차밭의 역사성과 야생차밭 조성에서 재배까지 자연훼손 최소화, 생물다양성 유지, 다양한 차
문화 형성 및 보전을 이유로 함
- 2017년 11월에 하동 전통차농업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GIAHS)
에 등재되어 전통 방식으로 차밭을 관리한 농업이 국제기관의 인정을 받음
 천년차밭길은 정금차밭에서 신촌차밭을 거쳐 쌍계사 인근 차시배지로 이어지는 2.7km 구간의
탐방로임. 탐방로는 걸어서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며 야생차밭을 조망하면서 깨끗한 공기도
마시고 심신을 정화하는 힐링코스임. 인근 천년고찰 쌍계사와 칠불사, 하동차의 천년 역사와

25) 지리적 표시제도는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의 명성･품질･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특성에 기인할 때 국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고 국제적으로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표시 협약」에 의한 원산지 명칭의 개념으로 보호받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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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화를 소개하는 야생차박물관, 전통 덖음차를 체험할 수 있는 차체험관 등 차 관련 인프라
와 체험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하여 연중 관광객이 방문함
- 하동 차의 천년 역사와 차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야생차박물관, 전통 덖음차를 체험할 수
있는 차 체험관이 축제 장소에서 상시 운영 중이고, 인근 천년고찰 쌍계사의 템플스테이에서
도 녹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③ Partner Network (파트너 네트워크)
 하동야생차문화축제는 (사)하동야생차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주최 및 주관으로 기획･운영됨. 후
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관광공사, 경상남도, 농협중앙회, BNK 경남은행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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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이슈 및 문제점 도출
(1)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이슈 트리 분석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현황 분석을 통해 파악된 이슈는 축제가 지닌 희소가치 및 경쟁력 브랜
딩이 부족한 점, ‘차(茶)’문화 축제인 반면 특색을 살린 환경 조성이 미비한 점 등이며, 이를 통
해 홍보마케팅 역량 부족, 고객 니즈 파악 미흡 등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음
 하동은 전국 차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며 하동 녹차는 다른 지역의 녹차보다 성분은 물론이
고 맛과 품질이 우수해 삼국시대부터 왕에게 진상된 ‘왕의 녹차’로 2017년에는 유엔 식량농업
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됨. 특히 2017년부터는 고급 가루녹차가 스타벅스에 지속
적으로 납품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스타벅스를 비롯해 독일, 프랑스, 호주 등 8개국에 약
170t의 녹차를 수출할 계획임.
 이렇듯 세계가 인정하는 고품질 하동 차(茶)의 ‘축제’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상황임. 축제
소재의 대중적 인지도 부재는 축제 전체 브랜딩을 약화시키며, 이는 추후 개최될 2022 하동
세계 차 엑스포의 인지도에도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대
표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 형성과 고품질의 하동 차(茶)를 살릴 만한 브랜딩 방법을 찾아 인
지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임
 각 근본원인 별 상세 이슈 분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Exhibit.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이슈트리 분석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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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산지 대비 하동 녹차 우수성 인식 미흡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하동은 축제의 소재가 지닌 희소가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는 곧 축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
질 수 있음
 하동은 1,200여 년을 이어온 우리나라 차 문화의
성지로서 차나무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 차 생산량의 30%를 차지함. 이와
더불어, 하동 녹차는 맛과 품질이 우수해 삼국시
대부터 왕에게 진상된 ‘왕의 녹차’로 입지를 굳힘
 또한, 2018년 파리크라상과 야생차 홍보 및 소
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
고, 2017년 11월 하동 전통 차(茶) 농업이 차 분
야로는 세계 최초로, 하물며 차(茶)로 잘 알려진
보성과 제주를 제치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로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음
 특히 2017년부터는 고급 가루녹차가 스타벅스에
지속적으로 납품되고 있는 등 세계가 인정하는 고품질 하동 차(茶)는 축제까지 열리고 있지만,
축제에 대한 일반 축제 방문객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상황임. 하동군청 녹차산업담당 부서에서
녹차의 수출과 내수판매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나, 해당 부서와 별도로 축제
차원에서의 하동 녹차 우수성 연계 효과가 미미함. 이에 축제 전체의 브랜딩을 약화할 수 있다
는 핵심이슈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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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 문화 정취 반영 공간연출 미흡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커피에 이어 ‘차(茶)’에 대한 관심
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제주 차를 모티브로
한 오설록에 이어, 스타벅스(Starbucks)에서
도 다양한 찻잎과 향신료 등 개성 있는 재료를
혼합하여 세련된 현대적 감각의 차를 추구하
는Teavana라는 브랜드를 런칭함. 이와 더불
어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차 문화를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을 추구하
는 ‘온고지신(溫故知新)’, 국내 최초 티 로스팅
전문 브랜드 ‘포지티브(Positeave)’, 홍차 브랜
드 ‘다질리언(Darjeelian)’, 꽃차 브랜드 ‘우리
꽃연구소’ 등이 있음
 차 문화를 선호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는 추세
임에도 불구하고, 하동야생차문화 축제는 이러
한 트렌드를 반영한 환경 조성 및 공간 연출을
통한 젊은층 유치 방안이 미비함
 평소 녹차에 조예가 깊은 고객은 상품을 시음 없이 바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 별도의 시음방
식 안내나 시음 기회 제공이 불필요할 수 있으나, 대다수의 일반 방문객 입장에서는 차 제품을
접할 수 있는 부스가 작은 공간으로 이뤄져 있고, 대나무 발과 포장마차 의자로 인해 차 시음
분위기 형성이 어렵고, 심지어 차 구매를 강요받는 느낌을 느꼈다는 고객이 있었음26)
 고품질의 하동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장이 되어야 할 축제장이 고객으로 하여금 하
동 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이는 곧 고객의 만족도 저하 및 재방문율 저하로
이어짐
 ‘차 생산자협의회’를 통해 차(茶) 판매부스 운영자에게 호객행위나 구매강요 금지와 관련한 지
속적 교육이 필요하며, 젊은층 방문객의 참여 유발 및 차(茶) 시음에서 구매까지 자유롭게 이뤄
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하천부지를 활용해 카페 공간을 조성하고, 행사장 입구에서 개인
찻잔을 판매하는 등의 방안 마련 및 정착이 필요함
 젊은층 유치 방안 미흡과 축제의 주제관인 ‘차(茶) 문화’를 살리지 못한 부스 운영의 주된 근본
원인은 고객 니즈 파악 미흡에 있으며, 이는 곧 축제의 지속가능성 위기로 이어질 것임. 따라
서, 2022 주제관을 살리고 자유로운 시음 문화를 형성하며,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재방문고객
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중장기적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임
(사)하동야생차문화축제조직위원회 (2019), 제23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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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 홍보 미흡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2019년 하동 야생차문화축제는 전국의 유튜버를
대상으로 축제 사전여행 콘셉트의1~5분 분량 영
상 촬영을 통한 사전홍보, 온라인 카페 및 포털사
이트 홍보채널 확보, 덕수궁~세종로 광화문광장에
이르는 하동 야생차 진상행렬 및 연예기획사를 통
한 사전홍보를 실시해 기존 사전홍보방식에서 다
차원적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했으나 성과는 높
지 않음. 2019년 축제 방문객 중 서울경기 관광객
의 비중(9.5%)이 낮음과 동시에 2018년(관광객 비
중 91.3%)에 비해 관광객 비중이 소폭 감소했음
 유튜브 채널인 ‘지금하동TV’,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방안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긴 하나, 전반적인
축제 인지도 부족 및 재방문율 저하에는 미흡한
홍보마케팅 역량에 주 원인이 있으며, 이는 곧
수익률 저하 및 축제의 지속가능성 위기로 이어
져 브랜딩 역량 강화 필요성이 시급함

(5) Key Findings
 앞서서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해 파악된 다양한 비즈니스 핵심이슈와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다시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성이 높은 축제 본연의 가치사슬 (value chain)과 축제 운영체계
안에서 지원사업이 필요한 업무 영역을 정의함

- 축제 가치사슬 영역은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의 경우, 소재R&D 영역을 제외한 상품화 영역,
고객분석 영역 그리고 하동 차 브랜딩 전략 및 홍보 콘텐츠 기획이 포함된 마케팅활성화 영
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기업의 가치사슬 영역 중 기술개발, 오퍼레이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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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영역을 강조하여, 축제 고유의 비즈니스 특징으로 재정의하여 핵심영역으로 구성함
- 또한, 가치사슬 각각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전략(Strategy)-계획(Plan)-실행(Do)-평가(See)
의 업무의 흐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축제 운영 체계라 말할 수 있음. 결국 축제 운영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치사슬과 운영체계의 매트릭스에서 앞
서 살펴본 비즈니스 이슈를 새롭게 매칭하는 것이 본 연구과제의 목표인 지원사업 발굴영역
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음
 하동 야생차문화축제는 상기와 같이 총 5개 영역에서 key findings를 도출함
- 목표 및 전략수립_all strategy: 하동 차(茶)는 유네스코 세계중요농업유산이라는 경쟁력이
있음에도, 보성, 제주보다 대중적 인지도가 낮고, 젊은층 고객 확보가 어려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함
- 고객분석_Plan: 내방 관광객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계획 및 분석설계가 필요하며, 젊은층
유입을 위한 관광 트렌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마케팅활성화_Plan: 하동 차의 우수성을 알리는 하동 차 브랜딩 전략과 젊은층 유입확대 목
표 달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 식별 및 홍보 콘텐츠 기획이 필요함
- 마케팅활성화_Do: 사전홍보 단계부터 축제기간 및 축제 사후 기간에 걸쳐 기간별 적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타깃 채널별 홍보를 수행해야 함
- 고객분석_See: 기존 고객분석을 단순 만족도 수준 측정에서 벗어나야하며, 고객분석을 통해
마케팅 방향 수립 및 개별 프로그램 유지 및 폐지 등의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Exhibit.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Key Findings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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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사업 도출 및 수행 로드맵
(1) 지원과제 Pool
 도출된 Key findings을 기초로 세부 영역 (가치사슬&운영체계 매트릭스)에서 필요한 지원사업
과제 Pool은 다음과 같음
Exhibit.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지원사업 과제 Pool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 중장기 비전 & 전략수립: 모든 가치 사슬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업무로 비즈니스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해당됨
- 타깃 고객층 공략 실행계획 수립 및 고객분석 방법 설계: 고객분석_Plan 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내방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타깃 선정기준과 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를
위한 고객분석 방안 설계지원 업무가 해당됨
-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 마련: 고객분석_See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축제 성과 진단 및
평가가 해당됨
- 온･오프라인 홍보계획 및 피크닉존 구상 계획 수립: 마케팅활성화_Plan 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고객유치 홍보계획 및 협동조합 주민공정여행사 놀루와(nolluwa)와
연계한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의 축제장 외연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업무가 해당됨
- 축제홍보 지원 및 피크닉존 지원 사업: 마케팅활성화_Do 단계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홍보체계 구
축 및 자료화를 지원하는 업무와 축제장 외연확대를 위한 피크닉존 구상 등의 지원사업이 해당됨
 이 중 마케팅활성화_Plan 단계 및 마케팅활성화_Do에서 활용이 가능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
킹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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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지원사업 벤치마킹 사례
① 현황 및 이슈
 [차(茶)문화 정취를 반영하지 못한 축제장] 하동 야생차문화축제는 지역 다원에서 생산되는 고장
명물인 야생차를 알리고 차문화 보급을 목표하는 축제임. 그러나, 현재 축제장의 부스들은 몽
골 텐트, 간이 의자 등으로 구성되어있어 차문화 분위기를 담기에 한계가 있음. 그뿐만 아니
라, 개별 다원에서 시음 행사 및 판매를 진행하므로 관람객이 각 부스를 방문해 시음을 요청해
야하는 번거로움과 구매에 대한 부담감을 유발함. 이에 시장과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관람
객들이 차를 생각할 때 연상되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일차원적 이미지를 구현하기 어려워 궁극
적으로, 축제장 내 차를 즐길 수 있는 정취를 조성하지 못한다는 이슈가 야기됨

② ‘벤치마킹’ 케이스
 [최근 트렌드 ‘소풍(피크닉) 대여 서비스’] 피크닉 세트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서비스로, 돗자리와 먹거리, 음료, 꽃 등을 담은 피크닉 바구니를 대여해 2-3시간 동안 소풍을
즐길 수 있음. 이러한 트렌드와 더불어 카페와 호텔에서도 여러 테마로 구성된 피크닉 패키지
판매를 진행함
- 호텔 피크닉 패키지는 호텔로 바캉스를 즐기는 ‘호캉스’ 휴가 트렌드와 더불어 호텔 소비자
가 도심 바캉스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됨. 그랜드 힐튼 서울은 호텔 베이커
리숍 ‘알파인델리’에서 맥주, 와인 주류를 포함, 함께 곁들이기 좋은 메뉴들로 구성된 ‘테이크
아웃, 칠링 아웃(Take out, Chillin out)’ 패키지를 판매함. 이 중 ‘비어 치어스 세트(Beer
Cheers Set)’는 맥주와 치킨윙 등이 포함되고 ‘와인 파인 세트(Wine Fine Set)’는 와인과
샐러드, 치킨윙, 디저트 등으로 구성됨
- 제주도의 토끼썸 카페는 피크닉 메뉴를 구성하여 고객이 수려한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보며
음료와 간식을 즐길 수 있게 함. 또한, 고객이 직접 돗자리, 테이블소품, 데코용품 등의 피크
닉 소품을 고르도록 해 고객이 원하는 테마를 직접 구성할 수 있음
Exhibit. 피크닉 바구니 예시

그랜드 힐튼 서울 ‘테이크 아웃, 칠링 아웃‘ 패키지

제주 카페 토끼썸 ‘피크닉 세트’

출처: 그랜드 힐튼 서울 공식 포스트 (2019), 네이버 블로그 @랑랑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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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달이 하동] ‘다달이 하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하동군 협동 조합 여행사 ‘놀루와’가
진행 중인 2020년 생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관광 지역이 가진 고유 문화를 경험하고 로
컬처럼 살아보는 체험형 여행을 할 수 있음
- 하동은 화개장터, 쌍계사, 삼성궁, 최참판댁, 섬진강 평사리공원, 지역 다원, 레일바이크 스
팟 등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함
- 다달이 하동은 사전 준비 없이 마음껏 하동을 누릴 수 있게 키트를 제공해, 나만의 차마실을
경험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임. 해당 프로그램은 야생차밭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하동 차마
실과 섬진강을 즐길 수 있는 섬진강 달마중의 테마로 구분할 수 있음
 특히 젊은층을 타깃팅하는 다달이 하동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찻자리로 축제장 내부뿐만 아
니라 지역 명소까지 축제장 외연을 확대할 수 있음. 축제 방문객은 키트를 이용해 축제장 외부
에서 하동의 자연 정취와 관광자원27)을 느끼며 차를 즐길 수 있음
Exhibit. ‘다달이 하동’ 차마실 키트 구성

‘다달이 하동’ 차(茶) 마실 키트

‘다달이 하동’ 섬진강 달마중 키트

출처: 하동협동조합여행사 ‘놀루와’(2020)

Exhibit. ‘다달이 하동’을 통한 축제장 외연 확대

하동군 협동조합주민여행사 ‘놀루와(Nolluwa)’
지역사회 연계협력 관계망

‘다달이 하동’을 활용한 야생차문화축제 피크닉 존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27) 한국은 예로부터 간단한 다구를 활용하여 자연을 관망하며 자연에 동화될 수 있는 장소를 찻자리로 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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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달이 하동’의 피크닉 바구니는 현재의 피크닉 키트 트렌드와 부합하며, 하동지역의 관광자원
을 소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으나, 1) 녹차 다원 선택지의 한계, 2) 부족한 먹거리 구성,
3) 단조로운 키트의 구성 등의 문제점이 존재함
- 하동군 협동조합주민여행사 ‘놀루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다달이 하동’ 차마실 키트
는 네이버 폼(form)을 통해 선택이 가능한데, 다원 종류 보기가 제공되지 않아 정보 노출에 한
계가 있음. 기본적으로 하동 여행자들은 다원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으며, 정보 누락 시 ‘놀루
와’ 측에서 랜덤으로 다원을 배정하므로 관광객에게 다원 노출의 기회가 제약되는 한계가 있음
- ‘다달이 하동’ 키트는 크리스피 다식만을 제공해, ‘차와 함께 즐기는 먹거리의 즐거움’을 전
달하기에 부족해 추가 먹거리 구성이 필요함
- ‘차마실’ 키트는 다원의 종류만 다를 뿐, 그 구성이 단조로워 다양한 동반자 유형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테마 또한 단편적이므로 ‘다달이 하동’이 전달하고자
하는 고객 경험이 한정적임

③ 축제 솔루션 제시: 축제장 외연 확대 및 차(茶) 문화 정취 조성
 기존 차마실 키트를 축제에 맞춰 보완한다면 축제 방문객이 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차를 더욱
즐길 수 있음. 이에 차 선택의 폭을 넓히고 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로컬 빵 혹은 다양한 음식,
차를 즐길 수 있는 관광 핫스팟 지도 등을 함께 제공하는 등 경쟁력을 높여야 함
 이와 함께, 야생차(茶)마실 키트의 가격과 구성의 스펙트럼을 넓혀 키트상품을 다양화하고 연
인, 가족, 친구와 같은 동반자 유형에 맞는 테마를 선보여 관광객을 타깃할 필요가 있음. 해당
솔루션은 피크닉이란 특성을 반영해 지역 내 주요 관광지에서 차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문화 정취 조성이 가능하게 함
Exhibit.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야생차(茶)마실 키트 구성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기존 다달이 하동의 차(茶)마실 키트 재구성

57

2020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야생 차(茶)마실 키트의 핵심 성공 요인(Critical Success Factor) 세가지는 1) 축제장 내 하
동 다원 야생차, 2) 하동 로컬 인기 베이커리의 당일 갓 구운 빵, 3) 축제장 내 먹거리부스 음
식 포장 등임
- 축제장 내 하동 다원 야생차를 활용하기 위해 키트 구매자가 다양한 다원 부스에서 2종류의
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함. 이 과정을 통해 키트 구매자는 축제장 내 여러 다원을 방문해 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음하는 기회를 얻음. 동시에 온라인에서 키트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다원
및 차 정보를 영상 등으로 제공해 선호하는 차 종류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하동 로컬 인기 베이커리의 당일 갓 구운 빵을 키트에 추가함으로써, 키트 만족도를 제고하
고 지역상권의 매출 상승과 연계할 수 있음. 온라인 SNS에서 로컬 베이커리(#해쉬태깅) 포
스팅을 통한 홍보효과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음
- 차마실 키트를 대여한 고객은 추가 비용 지불없이 축제장 내 먹거리부스에서 먹거리 1가지
를 선택해 포장할 수 있음. 이는 축제장 내 분위기를 북돋을 수 있으며, 여러 공간으로 인원
이 분산되어 먹거리부스 내 비좁은 공간으로 인한 고객불만 사항도 해결 가능함
 [야생차(茶)마실 키트 기대효과] 축제 맞춤형 야생차마실 키트를 활용한다면 기존 차마실 키트의
경쟁력을 높이고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며, 축제장 외연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축제 방문객은 야생차마실 키트를 가지고 차를 마시며 느긋하게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함. 인근 다원들과 녹차 재배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경관은 축제에서 판매되는 ‘차(茶)’와
만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축제 잠재 방문객은 축제장 내 집단
감염을 우려할 것으로 전망됨. ‘야생차마실’ 키트 등은 축제 방문객이 한정된 축제 공간을 벗
어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이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축제장 외연 확대 방안으로 자
리매김할 것으로 여겨짐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축제장 외연을 확대하고 차와 어울리는 정취를 조성하는 야생차마실 키트
는 2022 하동세계차엑스포 개최와 연계해 축제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차를 즐기는 정취를 고
조시킬 것으로 기대됨

(3) 과제 우선 추진순위_기준수립 및 우선순위 도출
 축제 비즈니스 가치사슬 영역 內에서 각 영역별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단계 (step1~step4)를 정의하고, 각 영역 間 선후관계 식별을 통해 도출된 과제Pool의 우선순
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함
 앞에서 기술한 비즈니스 진단 결과와 상기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향후 1~2년차에 수행되어야 할
과제 (Do First!)와 향후 2~3년차에 수행할 (Do Next)과제 및 중기적으로 수행할 (Do Later)
과제 등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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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과제 영역별 우선순위 도출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이러한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는 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의 경우 1~2년차에 지원받아야 할 사업으로 ‘주민협동조합 놀루와(nolluwa)
연계를 통한 축제장 외연 확대 방안’, ‘브랜딩 전략 수립’ 및 ‘국내 관광객 마케팅 강화’가 있으
며, 2~3년차에는 ‘기존 프로그램 upgrade’, ‘고객 데이터 확보방안 마련’ 및 ‘타깃 고객층 공
략 실행계획 수립 지원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이와 더불어, 아직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강화는 비즈니스 중요도와 시급성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됨
Exhibit.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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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 모델 분석
(1) Overview
 금산 인삼축제는 인삼을 테마로 하는 특산물 축제이며, 1,500년 역사를 가진 고려 인삼의 종
주지에서 ‘깨끗한 자연과 강인한 에너지가 삶의 활력을 주는 건강축제’를 핵심 가치로 제시함.
인삼 체험 프로그램과 인삼 및 인삼 제품을 축제장 내 유통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성
공요인임
Exhibit. 금산 인삼축제 Business Model Canvas

출처: (재)금산축제관광재단 (2019), 제38회 금산 인삼축제 축제평가 및 방문객 분석,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2) Product (축제 상품 및 서비스)
① Value Proposition (가치 제안)
 금산 인삼축제는 지역 특산물인 인삼을 소재로 ‘깨끗한 자연과 강인한 에너지가 삶의 활력을
주는 건강축제’를 핵심 가치로 제시함
- ‘강처사효행설화’28)의 유래에 따라 강처사가 처음으로 인삼씨를 뿌리고 인삼 재배를 시작한
개삼터(開蔘止)에서 축제 첫날의 ‘인삼제전’ 행사를 진행함

28) 1,500여 년 전, 강씨 성을 가진 선비가 모친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산신령이 신비의 영약을 알려줘 모친의
병환이 나았다는 설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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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금산 인삼축제의 세부 프로그램은 공식행사, 체험참여행사, 공연행사, 경연행사, 전시
행사, 학술교역, 부대행사로 구분되며, 약 4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프로그램 중 체험참여행
사의 프로그램은 축제 테마인 ‘인삼’과 연관성이 강함
- 프로그램을 ‘즐길거리(체험, 참여)’, ‘볼거리(공연, 전시, 홍보관 등)’, ‘살거리(기념품 및 상품
판매)’, ‘먹거리’, ‘기타’로 구분할 경우, 볼거리 프로그램이 60.0%, 즐길거리 22.9%, 살거리
5.7%, 먹거리 2.9%, 기타 8.6%로 집계됨
- 프로그램을 ‘테마 연관(O, 인삼 관련 프로그램)’, ‘테마 비연관(-)’으로 구분한다면, 테마 비
연관(-) 프로그램 비중은 61.3%, 테마 연관(O)은 38.7%임
Exhibit. 금산 인삼축제 프로그램
구분

테마
연관성

비고

인삼제전29)

볼거리

O

-

개막식

볼거리

-

-

프로그램 분류 (수)
공식행사 (3)

프로그램

볼거리

-

-

인삼캐기체험여행

즐길거리

O

-

건강체험관

즐길거리

O

홍삼팩, 인삼초보약 체험 등

폐막식

금산인삼문화촌
체험참여 (9)

공연 (10)

경연 (12)

인삼공방거리 (다양한 인삼아트체험)

볼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O
O

인삼깎기 및 말리기 등
인삼주병, 에코백 등 만들기
강처사 퓨전마당극

강처사 마을 (관음굴 소원지 등 백제시대
‘강처사’ 설화를 주제로 한 체험마을)

즐길거리

어린이 건강놀이터

즐길거리

-

에어바운스, 볼풀장 등

건강미인관

즐길거리

O

여성을 위한 미용체험

CMB 프라임 콘서트

볼거리

-

CMB충청방송 주관

국악 퓨전 뮤지컬 쇼

볼거리

-

-

금산문화예술한마당

볼거리

-

-

추억의 7080콘서트

볼거리

-

-

장날 열린 음악회

볼거리

-

-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볼거리

-

-

전국 금산인삼 창작동요대회

볼거리

O

-

금산 인삼골 가요제

볼거리

-

-

건강댄스 경연대회

볼거리

-

-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

볼거리

-

-

직장인 밴드 경연대회

볼거리

-

-

주부가요제

볼거리

-

-

금산인삼관
전시행사 (5)

즐길거리

인삼골 홍보장터
테마가 있는 약초꽃 전시

볼거리
살거리
살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O

O
-

효자탕 만들기

금산 농･특산물 판매
인삼재배 모습 일부 재현
동물농장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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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테마
연관성

비고

국제인삼교역전

기타 (홍보)

O

세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금산인삼 세계화 심포지엄

기타 (홍보)

O

-

글로벌 축제 세미나

프로그램 분류 (수)
학술교역 (3)
부대행사 (5)

프로그램

기타 (홍보)

-

-

인삼고을 어르신 한궁대회

볼거리

-

-

어르신 미니게이트볼대회

볼거리

-

-

먹거리

O

-

인삼음식판매장 (1) 인삼약초요리 판매장터

 볼거리는 주로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7080콘서트’, ‘음악회’, ‘뮤지컬 쇼’, ‘개막식’ 등 공연 관
람 행사와 경연행사, 전시행사,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되며, 즐길거리의 대표 프로그램은 ‘인삼
캐기체험’, ‘건강체험관’, ‘어린이 건강놀이터’ 등이 있음
 2019년 신설된 ‘어린이 건강놀이터’는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참여 가능한 다양한 신
체 활동 및 체험 활동으로 구성됨
 살거리는 수삼, 가공인삼, 인삼 가공식품, 지역 농･특산물이 있음. 2019년에 처음 기획된 ‘인
삼골 홍보장터’에서는 농업경영인연합회, 생활개선회, 품목농업인연구회, 금산로컬푸드, 추부
깻잎연합회 등 농업 관련 단체가 금산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음. 더하여, 금산지역
33여 개 인삼 전문 제조업체가 생산한 다양한 인삼약초제품들이 축제장 내 38개의 홍보 판매
부스에서 전시･판매됨
 주요 먹거리는 인삼 및 금강 상류에서 잡은 민물고기, 금산 한우 등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메
뉴로 구성되며, 인삼요리 판매부스와 읍면 음식부스 10곳에서 판매됨. 예를 들어 인삼튀김, 인
삼막걸리, 인삼갈비탕 등 인삼 요리들이 바비큐, 해물파전 등과 함께 판매됨
- 참고로 인삼막걸리, 인삼수수부꾸미, 인삼소프트아이스크림 등 인삼을 활용한 간단한 간식류
와 디저트 종류는 맛보기 체험으로 진행됨
 B2B 기업 고객에게는 단기간 약 13만 명의 집객효과30)가 있는 축제에서 기업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함

(3) Customer Interface 측면 (고객 접점)
① Target Segments (타깃 고객)
 금산 인삼축제의 주요 타깃은 장년층 관광객과 아이 동반 관광객임
 축제가 열리는 10일 중 평일에 40~60대 장년층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주말에는 새로 개발
한 어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 동반 가족 관광객이 다수 방
문함

29) 금산군은 매년 금산 인삼축제 첫날 개삼터에서 인삼을 처음 재배하게 해준 진악산 산신령께 감사하고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행사 ‘인삼제전’을 진행함
30)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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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금산 인삼축제 주요 방문객
중장년층 관광객

아이 동반 관광객

출처: 굿뉴스 (2019), 네이버블로그 또가자 (2019)

 2019년 축제재단에서 실시한 방문객 분석 자료31)에 따르면, 방문객 중 40대-60대가 차지하
는 비율이 71.9%임. 또한, 70대 이상 방문객이 12.8%를 차지하고 20대 및 30대의 비중은
15.3%로 장년층과 비교해 낮게 집계됨
- 방문객 중 가족 관광객(59.7%) 비중이 가장 높게 조사되며, 방문객은 주로 축제를 즐기고
(46.3%), 인삼을 구매(14.1%)하기 위해 축제를 방문함
 이들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대전이 44.2%를 차지하고 충청남도가 16.0%로 가장 비중이 높
고, 2018년 대비 대전, 충남, 경기도, 경북, 울산에서 온 방문객 비율이 증가함. 특히 금산과
인접한 대전에서 온 방문객이 44.2%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결과는 2018년의
35.3%에서 8.9% 증가한 수치임
 또한, 관광공사 소비자평가 보고서32)에 따르면, 금산 인삼축제의 평가에 참여한 소비자의 거주
지역은 타지역인 서울(34.0%)과 동일권역인 대전(18.0%)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Exhibit. 금산 인삼축제의 소비자 평가 응답자 거주지역 분석 (%, n=200)
구분

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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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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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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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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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0

-

-

-

-

-

-

-

-

0.5

-

17.5 1.5

-

-

1.0

-

타지역

71.0 34.0 2.0 2.5 8.0 1.0

1.5 1.5

-

출처: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보고서

② Distribution Channels (채널)
 금산 인삼축제는 자체채널(홈페이지･SNS) 및 다양한 간접 채널을 이용해 축제가 홍보됨. 간접
채널은 프로그램 수행사, 여행사, 협찬사를 포함한 파트너사 운영 채널, 국내 주요 커뮤니티,
국내 방송매체･언론사 채널이며, 이들을 통해 금산 인삼축제의 인지도를 제고함
- 주요 파트너사는 한국관광공사, 국내여행사, 후원사인 한국타이어 및 (주)맥키스 컴퍼니, 금
산군 공무원, 지역 민간단체 또는 기관 등임. 향토기업 (주)맥키스 컴퍼니의 경우, ‘이제 우
린’ 소주 50만병의 보조라벨에 축제 홍보문구를 넣어 디자인함
31) (재)금산축제관광재단 (2019), 제38회 금산 인삼축제 축제평가 및 방문객 분석
32) 한국관광공사 (2019), 2019년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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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채널로 대형 전광판(대구시 복합터미널, 대전시 갤러리아백화점), 금산 인근 지역인
대전, 충남, 세종 지역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영화관 스크린 광고, 농협ATM 광고 등이
활용됨. 일상생활에서 노출되기 쉽고 자주 접하는 홍보수단을 주로 이용함
- 국내 미디어는 지상파･케이블TV, IPTV, 온라인 미디어, 중앙･지방 신문, 라디오 등이며, 이
를 통해 축제를 홍보함
Exhibit. 금산 인삼축제 채널 분류

출처: (재)금산축제관광재단 (2019), 제38회 금산 인삼축제 축제평가 및 방문객 분석,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금산 인삼축제 관련 기사 토대로 재구성

③ Relationships (관계)
 금산 인삼축제는 국내 소비자의 축제 관여도를 높이고, 주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사전
홍보를 실시함
- 6월부터 고속도로에 광고판을 설치하고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을 제작･배포함. 7월에는 온
라인 SNS 홍보를 시작하고 8월부터 축제 개최일까지 대도시의 영화관, 전광판, 지상파･케이
블TV 등을 통해 축제를 홍보함
 지역 주민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축제에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 ‘인삼고을 어르신 한
궁대회･미니게이트볼대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등을 진행함
- 다만, 금산 인삼축제의 행사평가항목 설문조사33)에 따르면, 지역주민 만족도는 접근성을 제
외한 살거리, 먹거리, 프로그램 흥미, 재방문, 지역문화이해 등 대부분 항목에서 외지 관광객
보다 낮은 만족도를 나타냄.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수가 다소 적은 것으로 조사됨

(4) Infrastructure 측면 (축제 인프라)
① Key Activities (핵심 활동)
 금산 인삼축제의 핵심활동은 고품질 인삼 확보와 타깃 연령을 확대한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하
는 것임
33) (재)금산축제관광재단 (2019), 제38회 금산 인삼축제 축제평가 및 방문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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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산물 축제로서 지역 특산물인 금산 인삼을 확보하는 것은 핵심적인 활동으로, 축제장을 방문
하는 관광객에게 고품질의 인삼을 판매하고 ‘인삼캐기체험’과 같이 인삼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축제장 내 충분한 수량의 인삼이 유통되어야 함. 이에 더해 다양한 인삼약초제품
들을 축제장 내 유통하기 위한 관내 인삼 전문 제조업체의 축제 참여를 제고하는 활동도 주요
활동임
 또한 핵심 활동인 프로그램의 타깃 연령대 확대의 경우, 기존 장년층 중심이었던 ‘건강체험관’
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 및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VR, 3D를 활용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새로 기획함

② Core Competences (핵심 자원 및 경쟁력)
 금산 인삼축제의 핵심 자원은 금산 인삼의 역사･브랜드이며, 경쟁력은 상시 운영하는 인근 인
삼･약초 판매장임
 금산은 1,500년 역사를 가진 고려인삼의 종주지로 금산 인삼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금산인삼관을 2011년에 개관해 운영하고 있음.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
유산(GIAHS)으로 금산 전통인삼 농업을 2018년에 등재해 금산 인삼이 친화경적인 농업으로
재배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알림
- 금산 전통인삼농업은 토양환경과 생물다양성을 회복하는 ‘순환식 이동농법’과 직사광선을 피
하고 여름철에 햇빛을 적게 받도록 방향과 바람의 순환을 이용한 ‘해가림농법’34) 등 자연친
화 농법이 특징임
 금산 지역에서는 전국 인삼 생산량의 70-80%가 유통되고, 수삼센터, 약초시장, 쇼핑센터 등
8개 시장에서 소비자는 금산 인삼과 약초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음. 특히 금산 인삼약
초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35) 인삼은 연간 1만6천317톤(5천472억원), 약초는 연간
6천851톤(735억원)이 거래되며, 이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거래량임
- 축제장 내 위치한 국제인삼 교역관은 인삼정과, 엑기스, 홍삼 스틱･사탕, 흑삼, ‘금홍’ 제품
등을 판매함. ‘금홍’제품은 금산군수가 제조시설을 허가하고 품질 및 안정성을 보증한 제품
으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를 통과한 GAP 인삼을 원료로 사용하며 철저한 품질관리(GMP시
설)를 거침
- 축제장 내 국제인삼약초유통센터는 2019년에 오픈한 대형매장 형태의 인삼약초 쇼핑매장으
로 관내 인삼약초 전문 27개 기업이 입주해 있음

③ Partner Network (파트너 네트워크)
 금산 인삼축제는 금산군에서 주최하고, (재)금산축제관광재단 주관으로 기획･운영됨. 후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주)맥키스 컴퍼니 등이 있음

34) 인삼은 반음지성 식물로 직접적인 직사광선은 피해야 함
35) 중부매일 (2019), 인삼 생산량 80% 금산서 유통… '전국 최대 복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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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이슈 및 문제점 도출
(1) 금산 인삼축제 이슈 트리 분석
 금산 인삼축제 현황 분석을 통해 파악된 이슈는 젊은층 유치 방안 부재로 인한 시니어 계층에
편중된 방문객, 금산 인삼축제의 차별성과 정통성 이미지 부여 미흡, 재단의 재정자립화 도모
를 위한 수익사업 부족 등임. 이를 통해 홍보역량 부족, 소재 R&D 부족에 따른 old한 콘텐츠
활용 및 프로그램 구성, 소비 트렌드 이해 부족 및 수익성 있는 콘텐츠 개발 미흡 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음
 금산 인삼축제를 방문한 고객은 타 축제에 비해 비(非)차별적인 축제 프로그램 및 살거리, 인삼
을 활용한 먹거리 시식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만족도가 저하되고, 젊은층을 위한 프로그램 미
비 등은 결국 ‘축제 경쟁력 약화’라는 핵심이슈로 이어짐. 이와 더불어 축제의 수익사업 부족
으로 인한 낮은 재정자립도는 곧 ‘축제 지속가능성 위기’로 이어져 축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엔
진이 필요한 시점임
 젊은층 유치전략 확립 및 접근성 개선, 소재 R&D를 통한 신규 프로그램 운영, 소비 트렌드 이
해를 기반으로 한 수익성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함. 각 근본원인 별 상세 이슈 분석에 대
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Exhibit. 금산 인삼축제 이슈트리 분석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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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프로그램 개발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금산 인삼축제는 2018년에 이어 2019년 ‘어
린이 건강놀이터’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미취
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겨냥함. 다양한 신체
활동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청소년 문
화난장’과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청소년층의 참여를 도모
하여 세대공감 콘텐츠를 선보이고자 노력함.
또한, 건강체험관에서는 매년 프로그램을 바
꾸고자 노력하고 있고, 2019년에는 VR, 3D
를 활용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함으
로써 전 연령대의 참여를 유도한 바 있음
 다만, 축제 측은 대표 프로그램인 인삼캐기체
험이나 건강체험관, 국제인삼교역장 및 연속
성을 이어가야만 하는 경연대회형 프로그램
을 제외하면 신설 가능한 프로그램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축제 운영 측면에서의 한
계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한편, 대표 프로그램인 인삼캐기체험은 이동 및 축제장과의 거리, 수용인원의 한계가 존재하
며, 신설 프로그램인 홍삼족욕 또한 공급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방문객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이로 인해 축제를 찾아오는 고객은 매년 프로그램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젊은층을
겨냥한 홍보 전략이 미비함에 따라 젊은층 유입이 적음. 2019년 기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방문객 비중이 84.7%인 반면, 20대 방문객의 비중은 6.9%에 그쳤음
 이에 따라 축제 측이 목표하고 준비한 축제와 관광객이 실제 인식하는 축제 간의 괴리(乖離)가
발생하고, 이는 곧 관광객의 만족도 저하 및 재방문율 저하로 이어짐. 결국 신규 및 젊은층 관
광객 유치 난항은 ‘축제 경쟁력 약화’라는 핵심이슈로 이어질 것이며,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해
서 신규 프로그램 신설 및 젊은층 유입 방안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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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산 인삼 브랜딩(branding)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금산은 1,500여 년 전부터 인삼을 재배한 인
삼 종주지(宗主地)이자 전국 인삼의 70%가
유통되는 인삼의 허브 도시임. 이와 더불어
금산

인삼은

2018년

유엔식량농업기구

(FAO)가 운영하고 있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인삼 품목으로는 세계 최초로 등재36)되었음
 이와 같은 금산 인삼의 우수성과 차별성, 정
통성 이미지는 소재 R&D 부족에 따른 old
한 콘텐츠 활용 및 프로그램 구성 등의 브랜
딩(branding) 미흡으로 인해 관광객에게 제
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일례로 2019년 금산 인삼축제의 경우, 프로
그램의 전반이 인삼의 구체성과 상이한 간접
체험이거나 관람형 또는 전시형에 그쳐 각
구역별 동종 유사프로그램이 중복 배치된 바
있음. 실제 방문객 인터뷰 조사결과, 강처사
마을과 금산인삼문화촌의 경우 방문객은 콘
텐츠 또는 체험에 대한 큰 차별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2019년 금산 인삼축제 방문 고객의 만족도 조사 결과, 타 축제에 비해 비(非)차별적인 축제 프
로그램 및 살거리, 인삼을 활용한 먹거리 시식 부족이라는 불만 사항이 제기되었음. 이는 반복
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축제에 대한 인식과 지속적인 축제 매력 하락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36) 산자락의 순환식 이동 농법을 통한 자연친화적 토지 이용, 햇빛의 방향과 바람 순환을 중시하는 해가림 농법, 발아시간
단축을 위한 전통적 개갑(開匣) 처리 등 전통 인삼농업기술 등의 문화･사회적 가치 등을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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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제의 재정자립도 및 사전홍보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축제의 비전과 재단의 목표가 일치해야만
축제가 발전할 수 있고, 축제가 성공적일 때
지역경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이
에 따라, 축제의 자생력 강화 및 자립화가
공론화되었고, 2019년 재단으로 출범하였
으나, 지속가능한 수입 사업은 미비한 상황
임. 타 축제의 경우, 관광과 축제를 연계하
거나, 축제장 내 유료 체험존을 조성해 입장
료를 받는 시스템이 있으나, 금산 인삼축제
의 경우 축제장과 1,500개의 수삼센터 및
대형 시장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축
제에서 수익성을 내기가 어려움
 따라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금산은 전북 무주군, 충북 영동군과
함께 2007년 12월 3도 3군 관광협의회를
출범하여 2018년까지 3년간 2016년도 국
비사업인 ’금강 따라 걷는 삼도삼미삼락‘을
진행하였으나, 현재(2020년 8월 기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는 소비 트렌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수익성 있는 콘텐츠 개발 미흡’에서 발생
하며, 축제의 수익사업 부족으로 인한 낮은 재정자립도는 곧 ‘축제의 지속가능성 위기’로 이어
져 축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엔진이 필요한 시점으로 해석됨
 사전 홍보의 경우, 전국 케이블 TV광고와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광고, 영화관 스크린광
고, 대형 전광판 영상광고 등과 같이 매스미디어 위주로 이뤄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금산은
축제 측에서 제작 및 배포하는 ‘인삼! 이것이 궁금해!’ 만화를 공식 홈페이지 및 유투브에 게재
함으로써 젊은층을 타겟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치고자 했으나 실제 젊은층 유입이
적어 마케팅 효과가 미미했음.
 한편, 코로나19 이후 축제 분야에서도 비대면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온라인 홍보 방식
및 온라인 축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축제 측은 2015년부터 일찍이 ‘금산인삼TV’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미디어, 영상을 활용한 사전 홍보에 힘을 쏟고 있음. 다만, 구독자가
1,000명 미만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 유튜브 채널 활용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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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ey Findings
 앞서서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해 파악된 다양한 비즈니스 핵심이슈와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다시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성이 높은 축제 본연의 가치사슬(value chain)과 축제 운영체계
안에서 지원사업이 필요한 업무 영역을 정의함
- 축제 가치사슬 영역은 금산 인삼축제의 경우, 소재 R&D 영역을 제외한 고부가 패키지 투어
기획의 상품화 영역, 고객분석 영역 그리고 마케팅활성화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기업의 가치사슬 영역 중 기술개발, 오퍼레이션 및 마케팅 영역을 강조하여, 축제
고유의 비즈니스 특징으로 재정의하여 핵심영역으로 구성함

- 또한, 가치사슬 각각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전략(Strategy)-계획(Plan)-실행(Do)-평가(See)
의 업무의 흐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축제 운영 체계라 말할 수 있음. 결국 축제 운영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치사슬과 운영체계의 매트릭스에서 앞
서 살펴본 비즈니스 이슈를 새롭게 매칭하는 것이 본 연구과제의 목표인 지원사업 발굴영역
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음
 금산 인삼축제는 상기와 같이 총 5개 영역에서 key findings를 도출함
- 목표 및 전략수립_all strategy: 우수한 금산 인삼이라는 브랜드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
수삼센터 및 대형시장의 축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상생 및 성장 목표전략 수립이 필요함
- 상품화_Plan: 수삼센터 및 대형시장의 참여로 운영할 수 있는 고부가 대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함
- 고객분석_Plan: 내방 관광객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계획 및 분석설계가 필요함
- 상품화_Do: 고부가 패키지투어 사업 실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제작, 상품 패키지 구성, 가
격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함
- 고객분석_See: 기존 고객분석을 단순 만족도 수준 측정에서 벗어나야하며, 고객분석을 통해
마케팅 방향 수립 및 개별 프로그램 유지 및 폐지 등의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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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금산 인삼축제 Key Findings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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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사업 도출 및 수행 로드맵
(1) 지원과제 Pool
 도출된 Key findings을 기초로 세부 영역 (가치사슬&운영체계 매트릭스)에서 필요한 지원사업
과제 Pool은 다음과 같음
Exhibit. 금산 인삼축제 지원사업 과제 Pool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 중장기 비전 & 전략수립: 모든 가치 사슬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업무로 비즈니스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해당됨
- 고부가 패키지투어 기획: 상품화_Plan 단계에 지원이 필요한 업무로, 지역 이해관계자 모두
축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및 타겟 고객 세그먼트별 고부가 패키지투어의 타당
성(feasibility) 분석이 필요함
- 타깃 고객층 공략 실행계획 수립 및 고객분석 방법 설계: 고객분석_Plan 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내방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타깃 선정기준과 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를
위한 고객분석 방안 설계지원 업무
-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 마련: 고객분석_See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축제 성과 진단 및
평가가 해당됨
- 고부가 패키지투어 마련: 상품화_Do 단계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고객경험을 도출할 수 있
는 대표프로그램으로써 고부가 패키지 투어 마련 등의 지원사업이 해당됨
 이 중 상품화_Plan 단계 및 상품화_Do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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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지원사업 벤치마킹 사례
① 현황 및 이슈
 [금산 인삼축제의 차별성 및 정통성 이미지 부여 미흡] 금산 인삼축제가 개최되는 금산은 1,500여
년부터 인삼을 재배한 인삼 종주지로 위상을 확립함. 그러나, 금산 인삼의 우수성과 차별성,
정통성, 이미지는 소재 연구개발(R&D) 부족에 따른 올드(old)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해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고객 평가에 따르면 매년 축제가 유사하다
는 인식37)이 팽배해 있어 축제 매력도는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프로그램 차별성이 부족함. 따
라서, 다른 인삼 축제와의 차별화 방안 수립이 요구됨
- 2018년 금산 인삼농업은 인삼 품목으로서 세계 최초로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의 세계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됨38). 금산 인삼의 오랜 역사와 축적된 재배 기술, 전통문화를 계승･보존한
점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음

② ‘벤치마킹’ 케이스
 [미국 Oregon Truffle Festival] 미국 Oregon Truffle Festival은 지역 특산물인 트러플(송로
버섯)을 홍보하는 축제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 고객에게 ‘주말’ 미식여행으로 포지셔
닝함. 해당 축제는 지역 특산물인 트러플을 홍보하고, 북미 트러플 산업 진흥을 위해 협력 및
정보 교류의 장으로 축제를 활용함
- 축제 주요 프로그램은 그랜드 트러플 저녁 만찬(The Grand Truffle Dinner)과 트러플 탐
지견 대회 및 훈련(Truffle Dog Competition & Training), 트러플 세미나 및 재배지 투어
(Truffle Seminar & Field Touring), 트러플 판매 시장(Truffle Marketplace) 등으로 축
제 소재와 연관됨
- 지역 하이엔드 레스토랑과 협업한 300인 한정 고급 트러플 디너는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그
램이며, 디너가 포함된 인기 패키지 상품은 5일안에 전량 매진됨
- 트러플은 세계 3대 식재료 중 하나이며 독특한 향과 식감을 지닌 버섯으로 프랑스와 이탈리
아 요리에 주로 사용됨. 특정 지역의 땅속 깊이 자라는 균근성 버섯으로 채취가 어려워 유럽
에서는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기도 하며 가격이 매우 높음. 야생 트러플 채취에는 전문
훈련을 받은 트러플 탐지견이 활용됨

37) 2020 축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진단 컨설팅 관련 금산축제관광재단 관계자 인터뷰 (2020.08.13.)
38) 산자락의 순환식 이동 농법을 통한 자연친화적 토지 이용, 햇빛의 방향과 바람 순환을 중시하는 해가림 농법, 발아시간
단축을 위한 전통적 개갑 처리 등 전통 인삼농업기술 등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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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Oregon Truffle Festival 주요 소재 연관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명
그랜드 트러플
저녁 만찬
(The Grand
Truffle Dinner)

사진

세부 내용
-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며, 300인 한정 예약제로 운영됨
고급스럽게 꾸며진 공간에서 6코스로 구성된 디너 및 와인이 서빙됨
각 코스 요리 서빙 전, 코스 요리를 조리한 셰프의 설명이 진행됨
와인은 지역 와이너리 및 양조장이 협업해 제공함
Oregon 지역 유명 레스토랑 셰프들과 협업해 축제를 위해 지역 특산
품인 트러플과 와인이 활용한 특별 메뉴를 개발함

트러플 탐지견
대회 및 훈련
(Truffle Dog
Competition &
Training)

- 개막식 행사로, 땅속에서 자라는 트러플을 찾기 위해 훈련된 탐지견을
이용하던 전통에서 비롯된 경주 프로그램임. 별도의 자격 제한 없이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 북미 트러플 탐지견 경주인 조리아드 북미 트러플 독 챔피언십(Joriad
™ North American Truffle Dog Championship)과 파트너십으로
진행됨. 트러플 향이 배어 있는 물품을 숲속에서 먼저 찾는 반려견이
우승함
- 트러플 탐지 훈련 2일 코스(2-Day Truffle Dog Training)는 트러플
탐지가 처음인 반려견을 대상으로 이틀 동안 숲속에서 트러플 탐색
방법을 훈련시킴

트러플 세미나
및 재배지 투어
(Truffle
Seminar &
Field Touring)

- 트러플 산업 관계자와 재배, 요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세미나
- 세미나 참여객은 생물학자, 셰프, 트러플 재배 농부 등 트러플과 연관
된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실제 트러플 재배지(field)를
둘러보며 실무적인 노하우를 배움

트러플 판매
시장
(Truffle
Marketplace)

- 폐막일 대표 행사로, 트러플 생산자와 지역 와이너리, 로컬 식품업체
등이 참가하여 지역 특산품을 판매함
- 축제 소재 ‘트러플’ 관련 여러 행사를 진행함. 예를 들어, 셰프의 트
러플 요리 시연 등임

출처: Oregon Truffle Festival (2020), EATER, Portland, OR (2017)

 트러플 축제는 고가의 트러플을 구매할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는 50대 이상 중･장년층 고객에게
주말 미식 여행으로 포지셔닝하고, 최소 $675(한화 75만원)39)부터 $1,000(한화112만원)대인
고부가 패키지를 판매함. 하이엔드 패키지로 트러플 산지에서 트러플 재배부터 요리법, 와인
페어링, 트러플 브런치, 오찬, 디너까지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2박 이상의 일정이 구성됨
 2020년에는 ‘Truffle Farming A-Z’, ‘Terroir of Truffle’ 등 6가지 ‘All-inclusive’ 패키지
를 판매했으며, 인기 패키지는 5일 만에 품절됨
 각 패키지는 축제 핵심 프로그램인 ‘그랜드 트러플 디너(Grand Truffle Dinner)’, ‘쿠킹 클래
스’, ‘트러플 찾기(Truffle Hunt)’ 등으로 구성됨. 과거에 개별 프로그램으로 판매했을 때 보
다, 한 번에 구매 가능한 패키지로 기획한 뒤 판매량이 급증함

39) 환율 2020.01.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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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Oregon Truffle Festival 주요 패키지 (2020)
패키지 명

사진

패키지 포함 프로그램

Truffle Farming
A-Z (2일,
$1,000)

-

Friday breakfast and lunch
Lectures and Orchard Case Studies
Truffles, Tapas and Taps evening
Saturday truffle breakfast
Orchard Tours
Winery Luncheon
The Grand Truffle Dinner
Sunday brunch
Oregon Fresh Truffle Marketplace w/wine

Terroir of Truffle
(3일, $775)

-

Friday’s Treasures of Earth and Sea
Food is Love! supper club dining event
Saturday breakfast
Forage & Feast truffle hunt with dogs
Winery luncheon
Shaved & Infused walk around dinner at Abbey Road Farm
Sunday’s Fresh Truffle Marketplace w/wine

The Epicurious
(3일, $675)

-

Friday evening Truffles, Tapas & Taps
Saturday truffle breakfast
Truffle hunt
Winery or brewery luncheon
The Grand Truffle Dinner
Sunday brunch
Oregon Fresh Truffle Marketplace w/wine

출처: Oregon Truffle Festival (2020); PDXFood Press(2019), EATER, Portland, OR (2017)

③ 축제 비전 제시: 고가(高價)의 고부가(高附加) 인삼 패키지 투어 개발
 소비자가 트러플을 고급 식재료로 인식하듯이 인삼과 홍삼을 한약재 및 건강제품으로 인식하
도록하는 패키지 투어를 기획함. 인삼은 이미 건강한 약재 및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금산 인삼의 경우 ‘금산’ 지역 브랜드가 금산 인삼의 우수성과 차별성, 정통성을
뒷받침함
 [금산 인삼축제의 차별성] 금산은 약 1,5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국내 대표 인삼 재배지이자 전
국 인삼의 70%가 유통되는 인삼의 허브도시로, 타 인삼 축제와의 차별성을 지님. 특히 2019
년 제38회 금산 인삼축제는 금산 브랜드를 기반으로 약 1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큼
- 제38회 금산 인삼축제에 98만 7천 명이 방문했고, 수삼판매 462억 원, 약초판매 39억 원,
국제인삼교역전 매출 286억 원 등 총 787억 원의 인삼약초 매출 성과를 달성함
- 또한, 2018년 기준 KOSIS 국가통계에 따르면, 금산은 1,217가구의 인삼 재배농가(재배면
적 499ha) 및 623(M/T)40) 생산량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함

40) M/T:

메트릭 톤(metric ton)의 약자로 무역거래에서 중량을 사용할 때 1톤으로 하는 수량단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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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高價) 고부가(高附加) 인삼 패키지 관광 프로그램 개발] 트러플 축제의 중･장년층 고객을 대
상으로 한 고부가 패키지를 벤치마킹하여, 축제의 개별 프로그램을 묶어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
는 고가(高價)의 고부가(高附加) 인삼 패키지 투어 개발을 제안함
- 트러플 축제의 패키지 중 하나인 ‘Truffle Farming A-Z’ 2일 패키지는 높은 가격($1,000)
에도 불구하고 2019-2020년 모든 물량이 사전에 매진됨
- 고급화 전략은 높은 가격대를 유지해 프로그램 및 패키지 운영 비용, 인삼 유통 비용을 상쇄
하고 참여 업체들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음
- 인삼 및 홍삼은 주로 건강기능 식품으로 활용되며, 최근 인삼 및 홍삼의 효능과 성분을 활용
해 고급화한 제품이 판매됨. 예를 들어 인삼 유래 화장품, 치약, 정관장 카페 사푼사푼41)의
6년근 홍삼을 첨가한 제조 음료 등이 있음
 고가(高價)의 고부가(高附加) 인삼 패키지 투어 개발 시, 주요 트러플 패키지들의 ‘소수정예’,
‘사전예약 프로그램’, ‘고부가’, ‘고급 이미지’에 대한 특징을 고려하고, 타지역 인삼축제에 비
해 경쟁우위에 있는 금산 브랜드의 차별성을 활용해야 함
 따라서, 패키지는 한정판 판매 및 소수정예를 전제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을 유치하
기 위해 미식, 효도, 건강 등의 다양한 테마를 확보하고 고급화 전략을 수립함. 다양한 테마를
갖춘 희소성 있는 투어 도입을 통해 체험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할 수 있음
 금산 인삼축제 방문객 중 84.7%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의 세그먼트를 세분화해 효도관광,
환자를 위한 건강여행, 미식여행 등의 다양한 선호 테마를 선정함. 이를 기반으로, 숙박 시설,
레스토랑, 인삼 재배 시설 등의 부합하는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함
 예를 들어, 미국 Oregon Truffle Festival의 트러플을 중점으로 한 프로그램 패키지를 벤치마
킹하여 금산 인삼축제의 패키지를 체험, 먹거리,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음. 체험 프
로그램은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금산 인삼캐기 체험을 활용하고, 먹거리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즐기는 셰프의 인삼 코스 요리, 인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인삼 활
용 방법을 배우는 인삼 전문가와의 만남 등을 기획함
- (체험) 인삼캐기 체험은 인삼축제의 대표 체험 프로그램임. 다만, 인삼을 캐는 체험 활동뿐만
아니라 금산 인삼의 유래부터 재배 방법 및 시설, 인삼 캐는 방법까지 인삼 캐기 전 상세히
안내해야 함. 해당 프로그램은 체험객들이 인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캔 경험을 바탕으
로 다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먹거리) 인삼 코스 요리 프로그램을 위해 고급스러운 식사 공간을 조성하고 실력 있고 인지
도 높은 금산 지역 셰프, 레스토랑과 협업해 축제 맞춤형 코스 요리 개발 활동이 요구됨. 패
키지 소비자는 금산 인삼과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영양과 정성이 가득한 요리를 체험할 수
있음. 축제에서 선보인 인삼 요리의 레시피 책을 판매 및 제공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어
다양한 연령층이 금산 인삼을 집에서 즐기도록 유도할 수 있음
41) 정관장 사푼사푼 카페는 KGC인삼공사의 첫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브랜드로, 일반 커피 메뉴와 홍삼(ginseng)과 카푸치
노를 혼합한 ‘진생치노’ 시리즈 등을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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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지식공유) 인삼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에게 한의사 등 인삼을 약재로 다루는
전문가와 만날 기회를 제공함. 전문가에게 실시간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통해
전문가 노하우 공유, 인삼의 효능, 복용 방법, 활용 방법 등을 배워 인삼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이고 금산 인삼의 소비자 신뢰를 높임
- (소규모 사전 예약) 소규모 그룹, 사전 예약 시스템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프로그램 중 타인과의 접촉이 우려되는 점을 사전에 예방함. 이러한 운영 방안은 포스트 코
로나 시대에도 적용 가능하며, 밀집된 공간 내 집단 감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완화함
Exhibit. 금산 고부가(高附加) 인삼 패키지 예시

Truffle Dog Competition &
Training (체험프로그램)

The Grand Truffle Dinner
(300인 한정)

Truffle Seminar & Field Touring
(전문지식공유)



금산 인삼캐기 체험
(소규모 사전예약 진행)

영양듬뿍 인삼 코스요리
(소규모 사전예약 진행)

한의사 등 인삼을 약재로 쓰는
전문가와의 만남

출처: Oregon Truffle Festival (2020), 매일신문 (2018), 제9회 김천CEO포럼 오찬 세미나 개최

(3) 과제 우선 추진순위_기준수립 및 우선순위 도출
 축제 비즈니스 가치사슬 영역 內에서 각 영역별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단계 (step1~step4)를
정의하고, 각 영역 間 선후관계 식별을 통해 도출된 과제Pool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함
 앞에서 기술한 비즈니스 진단 결과와 상기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향후 1~2년차에 수행되어야 할
과제 (Do First!)와 향후 2~3년차에 수행할 (Do Next)과제 및 중기적으로 수행할 (Do Later)
과제 등으로 분류함
 이러한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는 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금산 인삼축제의 경우 1~2년차에 지원받아야 할 사업으로 ‘타깃 고객을 세분화한 금산인삼 고
부가 패키지 투어 기획’, ‘브랜딩 전략 수립’ 및 ‘기존 프로그램 upgrade’, ‘국내 관광객 마케
팅 강화’가 있으며, 2~3년차에는 ‘고객 데이터 확보방안 마련’ 및 ‘타깃 고객층 공략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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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지원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이와 더불어, 아직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
인 마케팅 강화는 비즈니스 중요도와 시급성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hibit. 과제 영역별 우선순위 도출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hibit.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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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 모델 분석
(1) Overview
 양양 송이축제는 특산물 축제로서 지역 대표 특산물인 자연산 송이버섯에 관한 프로그램과 송
이버섯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가치임. 우수한 품질의 양양군 송이버섯을 확보함으로
써 축제장 내 유통과 프로그램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성공 요인임
Exhibit. 양양송이축제 Business Model Canvas

출처: 양양군 (2019), 2019양양송이축제 추진계획,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2) Product (축제 상품 및 서비스)
① Value Proposition (가치 제안)
 양양 송이축제는 양양군 대표 특산물 ‘송이버섯’을 주제로 하며, 송이버섯 및 버섯류, 특산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기획함. 관광객에게 송이 및 버섯 관련 프로그램 체험 기회와 자연산 송이
버섯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가치로 제시됨
 송이버섯축제의 세부 프로그램은 개막행사, 현장체험행사, 맛체험행사, 기타행사, 상설행사, 거
리행사로 구분되며, 2019년에는 ‘VIP송이요리 전문점’, ‘송이명품관’ 프로그램을 신설함
 프로그램을 ‘즐길거리(체험, 참여)’, ‘볼거리(공연, 전시, 홍보관 등)’, ‘살거리(기념품 및 상품
판매)’, ‘먹거리(식음료)’로 구분할 경우, 2019년 양양 송이축제의 즐길거리 프로그램 비중은
34.9%, 볼거리 32.6%, 먹거리 14.0%, 살거리 14.0%, 기타 4.7%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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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 및 먹거리, 살거리 부문은 축제 테마인 ‘송이버섯’과 연관성이 높으며 공연 및 전시 프로
그램은 테마 연관성이 낮게 나타남
- 프로그램을 ‘테마 연관(O, 송이 및 버섯 프로그램)’, ‘테마 비연관(-)’으로 구분한다면, 테마
연관 프로그램(O) 비중은 35.9%, 테마 비연관(-)은 64.1%임
 즐길거리 중 대표 테마 연관 프로그램은 ‘송이보물찾기’, ‘표고버섯 따기 체험’으로 셔틀버스를 이
용해 송이밸리 휴양림 산에서 진행됨. 축제장에서는 ‘송이볼링대회’, ‘송이판화 찍기’ 등이 운영됨
- 비관련 프로그램은 ‘전래놀이체험’, ‘전통놀이 체험’, ‘이벤트체험존(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어린이 놀이존’, ‘수상레포츠 체험존’, ‘군장비 전시/체험’ 등임
 볼거리로 탁장사 대회, 축하공연, 버스킹, 발라드 콘서트 등이 공연됨. ‘탁장사 대회’는 조선시
대 경복궁 중건 시 양양군의 탁장사 전설에 따른 민속놀이임
 먹거리는 축제장 내 VIP송이요리 전문점, 양양향토음식마당, 양양호텔송이식당, 송이주막, 푸
드트럭존 등에서 지역과 축제 테마를 반영한 메뉴들로 구성함
- 송이를 활용한 송이 불고기덮밥, 송이 칼국수, 송이 불고기 전골, 송이버섯 비빔밥 등이 대표
먹거리임
 주요 살거리는 자연산 양양 송이버섯이며 그밖에 표고버섯, 낙산 배 등의 특산품이 양양특산물
마당과 판매 부스에서 판매됨. 축제 방문객은 자연산 송이버섯 구매 또는 시식에 큰 관심을 두
고 있으며, 고품질 송이버섯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관광객은 축제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송
이버섯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음
Exhibit. 양양송이축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분류
(수)
개막행사
현장체험행사

구분

테마
연관성

볼거리

O

송이보물 찾기

즐길거리

O

-

표고버섯 따기체험

즐길거리

O

-

송이축제 축하공연

볼거리

-

스페셜 양양문화의 밤

볼거리

-

문화콘텐츠 ‘손님’ 공연

감성발라드 콘서트

볼거리

-

투빅, 김보형 등 공연

볼거리

-

칠리치크, 심근휘 공연

버블쇼

볼거리

-

슈퍼스타 양양

볼거리

-

장기자랑(노래, 춤 등)

탁장사 대회42)

볼거리

-

양양군 민속놀이

향토음식점

먹거리

O

송이음식 및 향토음식 판매

VIP송이요리전문점

먹거리

O

송이음식 호텔 식당 운영

푸드트럭

먹거리

-

송이빵

먹거리

O

프로그램
산신제

문화예술행사 버스킹 공연

맛체험행사

해뜨미 시식행사
무료음료봉사

살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

비고
산신에게 감사의 인사

트로트 공연, 불꽃놀이 등

-

송이 캐릭터 빵
잡곡, 해뜨미 쌀 판매
룰렛 이벤트
커피, 녹차 등 차 무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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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분류
(수)

구분

테마
연관성

먹거리

O

송이배강원도 배드민턴대회

기타 (대회)

-

38선 돌파기념 화합한마당

볼거리

-

양양 육군8군단 주관

양양송이 직거래 장터운영

살거리

O

양양산 송이판매

분재전시

볼거리

-

분재 150점 전시

사진전시 및 인화(‘양양에 살어리랏다’)

볼거리

-

사진가모임 ’설악팔경’ 주관

지역특산물 전시 및 판매

살거리

-

표고, 산채, 낙산배 등 판매

볼거리

-

-

살거리

-

-

송이판화 찍기

즐길거리

O

송이돌이 만들기

즐길거리

O

-

스탬프랠리

즐길거리

O

체험 후 스탬프를 받아 오면 사은품 증정

달팽이우체국

즐길거리

-

엽서 작성 후, 1년 뒤 발송

목공예체험

즐길거리

-

-

캘리그라피공예

즐길거리

-

-

살거리

-

-

기타 (홍보)

-

-

살거리

-

한과, 된장국 등 판매

꽃누름

즐길거리

-

꽃누르미 체험

송이볼링대회

즐길거리

O

송이과녁컬링

즐길거리

O

송이과녁컬링대회

수륙양용차체험

즐길거리

-

해담마을의 수륙양용차

즐길거리

-

군부대 장비체험

볼거리

-

군부대 장비전시

볼거리

O

송이돌이 캐릭터 운영

즐길거리

-

풍선아트

프로그램
송이주막

기타행사

낙산배 품평회 및 전시

상설행사

아나바다장터
중소기업제품 홍보

군부대 장비 전시
거리행사

송이캐릭터 운영
삐에로 풍선퍼포먼스

비고
송이동동주, 파전 등 판매
-

송이판화 체험

-

출처: 양양군 (2019), 2019양양송이축제 추진계획,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B2B 고객(기업 및 기관)에게는 단기간 약 6만 5천명의 집객효과가 있는 축제에서 기업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함43)

42) 강원도 양양군에서 ‘탁장사 전설’을 바탕으로 전승되는 민속놀이임. 통나무 던지기, 통나무 줄다리기, 탁장사 지게지기,
목도놀이 등 힘겨루기 방식으로 진행됨
43)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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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ustomer Interface (고객 접점)
① Target Segments (타깃 고객)
 양양 송이축제의 주요 방문객은 장년층과 2-4인 가족 관광객(63.0%)44)임
 2019년 축제 평가 보고서45) 따르면, 양양 송이축제 방문객46) 중 여성 관광객(65.2%), 60대
관광객(26.9%), 강원도 거주자(46.9%)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재방문 비율이 높은 지역은 양양군(88.4%), 강원도(76.6%), 대구경북(75.0%) 지역으
로 조사됨
Exhibit. 양양 송이축제 주요 고객
장년층 관광객

가족 관광객

출처: 설악신문 (2012), 강릉뉴스 (2019)

 관광공사 소비자평가 보고서47)에 따르면, 양양 송이축제에 대한 총 200명의 응답자의 거주지
역 중 서울(42.0%)과 경기(27.0%) 비중이 높게 집계됨
Exhibit. 양양송이축제의 소비자 평가 응답자 거주지역 분석 (%, n=200)
구분

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동일지역

3.0

-

-

-

-

-

-

-

-

-

-

-

-

-

-

-

3.0

-

동일권역

3.0

-

-

-

-

-

-

-

-

-

-

-

-

-

-

-

3.0

-

-

27.0

-

1.5 0.5

-

타지역

94.0 42.0 1.5 4.0 9.5 1.0 2.0 1.0

3.0 0.5 0.5

-

출처: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보고서

② Distribution Channels (채널)
 양양 송이축제는 축제 자체 채널(홈페이지･SNS)이 없으나 양양군 자체 채널 및 다양한 간접
채널을 통해 축제를 홍보함. 간접 채널은 협찬사 및 관광 상품 판매처를 포함한 파트너사 운영
채널, 국내 주요 커뮤니티, 국내 방송매체･언론사 채널임. 송이축제는 온라인마케팅을 중심으
로 축제의 인지도를 제고함
44)
45)
46)
47)

순수방문객을 포함한 전체 방문객의 동반유형은 가족/친지가 63.0%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으로 집계됨
양양군 (2019), 2019년 양양송이축제 평가보고서
순수하게 축제관람을 위해 축제장을 방문한 방문객
한국관광공사 (2019), 2019년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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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파트너사 채널로는 한국관광공사, 여행사, 양양국제공항, 체험 프로그램 신청 사이트
maketicket,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사진가모임(설악팔경), 광고대행사 기린아 등이 있음
 커뮤니티 채널에는 지자체 유관단체, 옥외광고, 거리현수막, 한화솔루션/첨단소재 홈페이지 내
라이프N컬쳐, 솔밭가족캠프촌, 양양군 내 호텔 등에서 축제를 홍보함
 국내 미디어는 지상파･케이블TV(MBC, YTN 등), 중앙･지역지 등의 지면 및 온라인 신문, 잡
지, 안내책자 등임
Exhibit. 양양 송이축제 채널 분류

출처: 양양군 (2019), 2019년 양양송이축제 평가보고서,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양양
송이축제 관련 기사 토대로 재구성

③ Relationships (관계)
 양양 송이축제는 국내 소비자의 축제 관여도를 높이고, 주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사전
프로그램 접수와 사전 이벤트 및 온라인마케팅을 실시함
-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송이보물찾기, 표고버섯 따기 체험의 경우 80%가 사전 인터넷 예약
으로 접수되고 20%는 현장 접수로 진행됨.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직접 채취한 자연산 송이
1개 또는 표고버섯 1kg와 축제장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제공됨. 또한 송이와 생표고버섯을 무료로 맛볼 수 있음
- 광고대행사를 통해 축제 개최 2개월 전(7월)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를 통
해 온라인 마케팅을 실시함. 송이보물찾기 이벤트와 축제에 초청한 유튜버 2명의 축제 방문
vlog 영상 등을 통해 전국 SNS 이용자의 축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
 지역 주민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축제에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 양양 농가와 지역주
민들이 축제기간 동안 송이버섯 및 특산물 판매자로서 축제에 참여함
- 산지 송이버섯 판매부스의 참가자격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된 농업인, 군 내 농업단체 및
영업장을 둔 제품･가공품 업체임
- 다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나타남
 양양송이축제는 양양에 주둔한 육군8군단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육군은 프로그램
중 38선 돌파 기념식과 8군단 장비전시, 체험행사를 주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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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frastructure (축제 인프라)
① Key activities (핵심 활동)
 양양 송이축제의 핵심활동은 송이버섯 및 표고버섯의 확보와 버섯 관련 체험 공간 조성이며,
다양한 송이 요리 및 프로그램 기획임. 해당 활동은 대표 프로그램 운영과 살거리 확보 등 축
제를 운영하기 위한 활동임
 특산물 축제로서 지역 특산물인 자연산 송이버섯을 확보하는 것은 핵심 활동이며, 축제장 내
양양지역의 송이버섯이 유통되어야 함. 축제측은 양양 속초 산림조합 공판장을 통해 양양군에
서 생산된 송이버섯 물량을 확보해야함. 또한 송이버섯과 표고버섯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주요 활동임
- ‘송이보물찾기’ 프로그램은 축제장이 아닌 송이산 보물찾기 체험장에서 진행되고 송이버섯을
체험장에 숨겨놓아야 함. 따라서 재단 측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송이버섯 물량을 확보해야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송이버섯 전문가 및 봉사자 등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함
- ‘표고버섯 따기 체험’ 프로그램은 관내 표고버섯 재배단지가 체험장으로 조성되며, 체험장은
버섯 따기 체험이 가능하고 충분한 물량의 표고버섯을 보유하고 있어야함. 이에 따라 축제측
은 버섯체험이 가능한 관내 표고버섯 농장을 찾고 프로그램을 주관할 기업을 섭외함. 2019
년에는 양양기능성버섯향토사업단과 NH농렵 네트윅스가 ‘표고버섯 따기 체험’을 주관함
 이에 더해 2019년에는 축제 테마인 ‘송이버섯’과 연관도가 높은 신규 프로그인램VIP송이요리
전문점(부스), 송이명품관을 기획함. 송이명품관은 축제의 주제관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고
품질 송이버섯을 판매할뿐만 아니라 송이 효능, 송이 생육과정, 양양송이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며 이해도를 제고함
- VIP송이요리 전문점은 송이 관련 먹거리를 고급화하기 위해 양양 지역 오색그린야드호텔이
운영함. TFS텐트를 설치해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호텔 직원이 파견되어 방문객에게 서비
스를 제공함

② Core Competences (핵심 자원 및 경쟁력)
 양양 송이축제의 핵심 자원 및 경쟁력은 지리적 표시 임산물로 등록된 자연산 양양 송이버섯
와 송이의 높은 희소가치, 농특산물 등을 판매하는 강원도 시장임
 송이버섯의 주산지는 강원도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일원이며, 강원도 양양과 경북의 봉화, 영
덕, 울진의 송이가 지리적 표시 임산물로 등록됨. 이 중 양양송이가 지리적 표시제48) 1호를 취
득했으며 이는 양양송이의 지역성, 유명성, 역사성의 우수함을 보증함.

48)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해 농산물 및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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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산림청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현황 (송이)
등록번호

등록 품목

등록일

제1호

양양 송이

2006.03.27

제10호

봉화 송이

2007.01.03

제14호

영덕 송이

2008.02.12

제21호

울진 송이

2009.04.01

출처: 산림청 (2020),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현황(2020.8월)

 송이버섯은 산속의 보물, 버섯의 왕이라 불리며, 인공적으로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희소가치
가 높고 자연채취가 어려워 높은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음. 송이 작황에 따라 가격은 상이하나,
평균 1kg당 30-40만원(1등급 기준) 이상으로 판매됨49)
- 2020년 8월 28일 기준 1등급 공판가는 513,500원/kg임
 송이버섯은 맛과 효능이 뛰어나 과거부터 귀한 귀한 식재료로 인식되고 있으며 과거에 임금에
게 바치는 진상품이나 세금으로 이용되기도 함. 이는 여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음. 삼국사기
에 따르면 신라 성덕왕에게 송이버섯이 진상 되었고 동의보감에서는 기운을 돋우는 데 좋으며
‘맛이 매우 향미하고 나무에서 나는 버섯 가운데서 으뜸이다‘라고 기록됨
 또한, 축제장 인근에는 양양 5일장 및 토요장터가 있어 송이철에 방문하면, 송이와 설악권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음. 양양 5일장은 강원도 지역 최대 규모이며 보통 4일과 9일
에 5일장이 서지만, 평상시에도 상설 운영함

③ Partner Network (파트너 네트워크)
 양양 송이축제는 양양군에서 주최하고 양양군 축제위원회의 주관으로 기획･운영됨

49) 국립산림과학원 블로그 (2020), [그것이 궁금하다] 송이버섯은 왜 인공재배가 어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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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이슈 및 문제점 도출
(1) 양양 송이축제 이슈 트리 분석
 양양 송이축제 현황 분석을 통해 파악된 이슈는 축제가 지닌 ‘국내산 송이 집결지’라는 희소가
치 브랜딩이 부족한 점, 대표 프로그램의 고객 만족도가 낮은 점, 비관련된 콘셉트 프로그램이
구성되는 점 등이며, 이를 통해 지역 홍보에 의존한 축제 마케팅, 송이 생산량의 불확실성 등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음
 축제에서는 젊은층을 타깃한 SNS,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채널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작 실질
적으로는 젊은층을 타깃할만한 축제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양양 송이의 생산량이 부
족할 경우, 양양 송이를 활용한 대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생겨 고객 만족도가 낮아지게 되
며, 테마 비연관 프로그램의 많아 축제의 브랜딩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결국 양양 송이버섯 생산량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 마련, 양양 명품 송이를 활용한 대표 프로
그램의 한계 극복, 송이 관련 양질의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도출된 다양한 이슈간의
원인-결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근본원인 해결에 초점을 둔 방향으로 해결해가야함. 각 근
본원인 별 상세 이슈 분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Exhibit. 양양송이축제 이슈트리 분석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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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프로그램 운영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양양송이축제는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에 대한 고
객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메인 프로그
램으로는 셔틀을 타고 송이밸리 휴양림으로 이동
해 직접 송이버섯을 채취하는 10년 전통의 ‘송이
보물찾기’를 비롯하여 ‘양양송이 판매장/명품관’,
‘표고버섯 따기 체험’ 등이 있음. 그러나, 2019 양
양송이축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프로그램 26개 중 위에서 언급한
메인 프로그램은 모두 고객 만족도 하위 5위 안에
드는 것으로 집계됨
 즉, 축제 차원에서 인지하고 홍보하는 메인 프로
그램과 실제 관광객이 만족도를 느끼는 프로그램
에는 갭(gap)이 존재하는데, 그 근본 원인으로는
양양 송이 버섯의 생산량 부족과 그 변수를 보완
할 방안의 부재라고 할 수 있음. 실제로 2019년
양양송이축제의 경우, 예년에 비해 송이 생산량이
많지 않아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축제의 주제관이자 판매장 역할을 하는
‘양양송이 판매장/명품관’ 운영을 기획하였지만 예기치 않은 송이버섯의 품귀로 인하여 송이버
섯 판매상들이 입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관광객은 메인 프로그램 참
여에서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됨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만큼 프로그램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일
례로,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으로 파악된 ‘송이보물찾기’의 경우, 행사용 송이 구입,
체험객 수송차량 임차 등 비용이 소요되는데, 송이 생산량의 불확실성은 프로그램 준비 차원에
서도 행사용 송이 구입 비용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낮은 고객
만족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산 집행 차원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소재 활용
범위를 확대한 대체 프로그램 기획이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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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연관 프로그램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양양송이축제에는 콘셉트와 연관도가 낮은 프로그
램이 다수 구성되고 있음. 축제의 특성상,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유희성’도 갖
추어야 하기 때문에, 축제의 모든 프로그램이 콘
셉트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나, 양
양송이축제의 경우 양양 송이와 연관이 없는 군
(軍) 관련 프로그램이 고객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
램으로 집계된다는 점이 이슈임
 축제는 양양 지역에 육군 8군단이 주둔하고 있다
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축제 기간동안 축제장
에서 이색적인 군사 장비를 체험하고 볼거리를 즐
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 2019년 양
양송이축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프로그램
26개 중 ‘8군단 화합한마당’ 프로그램에서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됨
 지역적 특색을 이용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추후 양양송이축제가
송이 전문 프로그램의 강화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 강화, 이를 통한 축제의 만족도 강화를 표
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축제 콘셉트의 연관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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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깃 프로그램 부족 및 마케팅 누수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양양송이축제의 주요 고객은 50-60대 중장년층 가
족 관광객으로, 재방문 고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
는 것에 반해, 젊은층 신규 관광객 유치 효과는 미
흡한 상황임
 그 원인은, 양양송이축제가SNS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젊은층 타깃 홍보 채널을 사용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정작 젊은층을 타깃한 프로그램 콘텐
츠가 미비하기 때문임
 실제로 양양송이축제는 대행사를 통해 SNS 홍보를
진행하거나 젊은층에 인지도가 높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양양송이축제를 홍보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축제 프로그램은 ‘송이 보물찾기’, ‘양
양송이 명품관/판매장’, ‘전통문화체험’ 등과 같이
중장년층에 편중된 것을 파악할 수 있어 젊은층의
방문 욕구를 자극하지 못함
 따라서, 젊은층 타깃의 축제 콘텐츠 개발 없이 기존 콘텐츠를 홍보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마케
팅에 이른바 ‘누수’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실제 마케팅 효과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5) Key Findings
 앞서서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해 파악된 다양한 비즈니스 핵심이슈와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다시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성이 높은 축제 본연의 가치사슬(value chain)과 축제 운영체계
안에서 지원사업이 필요한 업무 영역을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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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가치사슬 영역은 양양 송이축제의 경우, 소재 R&D 영역을 제외한 고부가 패키지 투어
기획의 상품화 영역, 고객분석 영역 그리고 마케팅활성화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기업의 가치사슬 영역 중 기술개발, 오퍼레이션 및 마케팅 영역을 강조하여, 축제
고유의 비즈니스 특징으로 재정의하여 핵심영역으로 구성함
- 또한, 가치사슬 각각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전략(Strategy)-계획(Plan)-실행(Do)-평가(See)
의 업무의 흐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축제 운영 체계라 말할 수 있음. 결국 축제 운영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치사슬과 운영체계의 매트릭스에서 앞
서 살펴본 비즈니스 이슈를 새롭게 매칭하는 것이 본 연구과제의 목표인 지원사업 발굴영역
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음
 양양 송이축제는 상기와 같이 총 5개 영역에서 key findings를 도출함
- 목표 및 전략수립_all strategy: 기후에 따라 변동폭이 큰 자연산 송이 생산량에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 지속가능 전략이 요구되며, 장기적인 포지셔닝 전략수립이 필요함
- 상품화_Plan: ‘기후에 의한 생산량 변동’이라는 외부환경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축제 소재
인 송이를 고부가 상품으로 활용하는 대표프로그램 마련 및 상품화 기획이 필요함
- 고객분석_Plan: 내방 관광객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계획 및 분석설계가 필요함
- 상품화_Do: 생산량 변동으로 인한 송이의 희소가치를 높이며,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부가 패키지 투어 사업’ 실행을 위한 패키지 구성 등이 필요함
- 고객분석_See: 기존 고객분석을 단순 만족도 수준 측정에서 벗어나야하며, 고객분석을 통해
마케팅 방향 수립 및 개별 프로그램 유지 및 폐지 등의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Exhibit. 양양 송이축제 Key Findings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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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사업 도출 및 수행 로드맵
(1) 지원과제 Pool
 도출된 Key findings을 기초로 세부 영역 (가치사슬&운영체계 매트릭스)에서 필요한 지원사업
과제 Pool은 다음과 같음
Exhibit. 양양 송이축제 지원사업 과제 Pool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 중장기 비전 & 전략수립: 모든 가치 사슬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업무로 비즈니스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해당됨
- 고부가 패키지투어 기획: 상품화_Plan 단계에 지원이 필요한 업무로, 축제 소재인 송이의 기
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변동에 대비할 대안 마련 및 고부가 패키지투어의 타당성(feasibility)
분석이 필요함
- 타깃 고객층 공략 실행계획 수립 및 고객분석 방법 설계: 고객분석_Plan 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내방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타깃 선정기준과 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를
위한 고객분석 방안 설계지원 업무
-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 마련: 고객분석_See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축제 성과 진단 및
평가가 해당됨
- 고부가 패키지투어 마련: 상품화_Do 단계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송이 생
산량 변동에 대비하여,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리브랜딩(re-branding) 및 고부가 패키
지투어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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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상품화_Plan 단계 및 상품화_Do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시함

(2) 핵심지원사업 벤치마킹 사례
① 현황 및 이슈
 [축제 소재인 특산물 생산의 변동성에 의한 축제 운영 제약] 자연산 송이 생산량은 기후에 따라 변
동폭이 큼. 자연산 송이 생산량의 편차는 매년 발생하며, 예측이 어려워2019년 양양 송이축제
에서는 송이 출하 물량 부족으로 인한 대표 프로그램 운영과 살거리 확보 등 축제 운영에 차질
을 빚음. 자연산 양양송이 품귀현상으로 인해 고성, 인제 등 인근 지역 송이를 활용해 공급량
을 충족시키려 함. 이에 따라 외지 송이 판매장으로 전략했다는 이미지로, ‘양양 송이’ 브랜드
전체에 혼란을 야기함. 그 뿐만 아니라, 표고 등 다른 버섯으로까지 소재를 확대하여 축제 테
마가 송이에서 ‘버섯’으로 확장됨. 따라서, 지역 특산물 생산의 불확실함은 축제 운영의 장애물
이 되며, 이는 축제 지속 가능성 이슈로 확장될 수 있음
- 양양군에서 생산된 송이만을 수매하는 양양 속초 산림조합 공판장에서는 산주(山主)들이 아
침부터 산에 올라 채취한 송이를 가져오면 크기와 모양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무게 측정 작
업을 이어감. 송이 작황은 기후 변화에 민감해, 산지에 고온이 지속되면 악영향을 미침
- 2017년 양양 송이축제의 경우50) 물량 확보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금(金)송이’라 불렸고,
2016년 대비 수확량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여파로 2017년 1등급 송이의 공판가격은
1kg에 90만원 안팎으로, 전년도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었고, 관광객의 구매 심리가 위축되며
판매가 감소함
-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2013년 양양 송이축제는51) 송이 작황이 부진했음. 이에 축제 개최에
난항을 겪음. 해당 연도의 출하량은 2012년 대비 20% 수준에 불과했으며, 이는 축제 대표
프로그램 진행에 영향을 미침
Exhibit. 양양 송이축제의 현황 및 이슈

작황 부진으로 치솟는 송이 값

중장년층에 편향된 고객

축제장에서 판매되는 타 지역 버섯

출처: 강원도민일보 (2017), 작황 부진에 사재기로 1kg에 100만원 ’황금 송이’, 네이버 블로그 ‘양양아지매’ (2018. 09. 29)
50) YTN (2017. 09. 30) ‘ 금송이’ 1kg에 77만원.. 축제 ’비상’
51) 연합뉴스 (2013.09.25) 폭염･가뭄에 송이 작황 부진..축제 개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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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송이 보물 찾기’는 고객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반면, 이를 보조
할 송이 관련 신규 콘텐츠 기획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송이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중장
년층을 타깃으로 소구됨에 따라 편중된 고객 군을 보유함. 그러나 젊은 층 유입을 위한 구체적
인 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임
- 기존 양양 송이축제의 송이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사전 신청을 받는 ‘송이 보물 찾기’ (참가비
25,000원), 오색 그린야드호텔에서 개발한 송이 메뉴를 선보이는 ‘VIP 송이 요리 전문점’,
인증된 양양송이만을 판매하는 ‘양양송이 명품관’ 등이 있음
Exhibit. 양양 송이축제의 기존 프로그램

‘송이 보물찾기’

‘VIP 송이요리전문점’

‘양양송이명품관’

출처: 네이버 블로그 ‘쪼쪼의 행복한 여행’ (2017.10.1), 2019 양양송이축제 평가보고서 (2019), 투어코리아 (2019), 양양
송이축제 관광객 20만 유치 ‘성료’

② ‘벤치마킹’ 케이스
 [미국 Oregon Truffle Festival]52) 미국 Oregon Truffle Festival은 지역(Willamette Valley)
의 특산물인 송로버섯을 홍보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정보교류의 장’으로 축제를
활용함. 해당 축제는 트러플 재배 세미나, 반려견을 위한 트러플 탐지 트레이닝, 지역 고급 레
스토랑과의 협업을 통한 300인 한정 디너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송로버섯 탐색견 경주 &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축제 개막식 행사로, 땅속에서 자라는 트러플
을 찾기 위해 훈련된 탐색견을 이용하던 전통에서 비롯된 경주에서 유래함. 사전 신청을 한
다면, 반려견과 함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북미 트러플 탐색견 경주인 ‘북아메
리카 송로버섯 탐색견 챔피언십’과 파트너십을 채결해 진행되며, 트러플 향이 배어있는 물품
을 먼저 찾는 반려견이 우승함. 첫 참가일 경우. 반려견은 ‘송로버섯 2일 훈련’ 수업을 수강
할 수 있음
- 트러플 축제는 ‘all-inclusive’ 주말 미식 여행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이들을 타깃해, 축
제 방문을 럭셔리 여행으로 포지셔닝함. 축제 여행 관련 패키지들은 대부분 품절되며, 지역
숙박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함. 꾸준한 축제 인기는 지역 스폰서 및 파트너사 관계 유치에도
용이하게 작용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순환구조가 잘 유지된 사례로도 꼽을 수 있음
52) Forbes (2019), 3 Reasons Why You Shouldn’t Miss Willamette Valley's Oregon Truffle Festival에 따르면,
단순히 축제장을 넘어 Oregon Truffle Festival은 음식, 교육, 지역 관광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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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d Truffle Dinner 프로그램은 Oregon 특산품인 트러플과 와인을 활용한 6코스의 요
리를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유명 레스토랑 셰프와 협업을 통해 특별 메뉴를 구성
함. 해당 프로그램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오직 300명만이 참가할 수 있는 한정 프로그램으로
축제 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임
- 송로버섯 세미나 & 재배지 투어는 전문가들과 보다 심도 있게 송로버섯을 접하고자 하는 방
문객들을 타깃으로 한 프로그램임. 트러플을 주제로 세미나에 참석해 생물학자, 셰프, 트러플
재배 농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재배지를 둘러보며 실무적인 노하우를 제공받게 됨
- 트러플 마켓은 폐막일의 대표 행사로, 트러플 생산자와 지역 와이너리, 로컬 식품 업체 등이
참가해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고, 요리법 시연과 관련 행사가 진행됨
Exhibit. 벤치마킹 사례 Oregon Truffle Festival

트러플 탐색견 경주 & 훈련

그랜드 트러플 디너

트러플 세미나 & 재배지 투어

트러플 마켓

출처: Oregon Truffle Festival 공식사이트 (2020)

③ 축제 솔루션 제시: 축제 소재 고급화 방안
 [양양 고부가 송이패키지투어] 기존 축제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희소가치가 높은 송이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기후변화로 인한 송이 생산량 변동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양양 고
부가 송이 패키지투어’를 기획할 수 있음. 앞서 소개되었던 미국 Oregon Truffle Fesitval의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고급 특산물인 양양 송이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음
- 이탈리아 북부지역의 피에몬테(Piemonte)주 랑게(Langhe)의 중심도시 알바(Alba)에서 이
뤄지는 화이트 트러플 축제(White Truffle Festival)는 흰 송로 버섯을 부각해 고급화에 성
공함
- 알바(Alba)는 10분 안에 전체 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 만큼 작은 마을이지만, 화이트 트러플
(흰 송로버섯)의 희소성을 강조하며, 매년 11월 화이트 트러플 산지로 관광객들과 전 세계의
미식가들을 모객함. 이에 해당 축제는 귀한 흰 송로버섯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
는 곳으로 포지셔닝 함
- 이처럼, 양양 송이축제 또한 양양송이의 희소가치를 부각하고 최고의 송이를 만날 수 있는
축제장으로 포지셔닝 해야 함. 고급화 전략은 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송이 생산량 감소
의 외부요인과 별개로 적극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함
- 화이트 트러플 축제의 경우, 세라믹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리모주(Limoges) 지역과 협업을 추
진해, ‘알바 화이트 트러플 키트’를 제작함. 키트는 송로버섯 채취를 위해 필요한 도구53) 위주
로 구성됐으며, 최고급 상품들로 제작해 축제 전체와 알바 트러플의 고급 이미지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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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이탈리아 알바(Alba)의 ‘화이트 트러플 축제’

이탈리아 알바의 ‘화이트 트러플 축제’

세계 최고가의 알바 트러플과
송로버섯 탐색견 라고토(Lagotto)

알바 화이트 트러플 축제 키트

출처: AUNIE FRISCH (2017), White Truffle Festival In Alba

 ‘고부가’ 양양송이패키지는 별개로 진행되었던 기존 프로그램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양양
송이축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 제공을 구성함. ‘고부가’ 양양송이패키지는 오
전 오후로 나눠, 하루에 2번 특정 기간에 진행할 수 있고, 송이 보물찾기, VIP 송이요리전문
점, 양양송이명품관, 송이의 고장 양양의 정취(양양 지역관광)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해당 패
키지는 Oregon Festival과 같이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로 구성하되 여러 주말에 거치는
등 분산 개최하는 방안이 필요함
- ‘송이 보물찾기’의 경우 약 300명의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들과 송이를 접하고자 하는 방
문객들을 타깃으로 진행함. 단순히 채취 방법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송이 전문가들을 초
청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실무적인 노하우를 제공함. 1일 2회(오전･오후) 진행하고, 참
가비는 당해 송이의 생산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책정함
- ‘VIP 송이 요리 전문점’은 호텔이나 고급레스토랑 등에서 운영하고, 송이를 테마로 메뉴를
구성하되 사전예약제로 운영함. 이는 일반 먹거리 음식부스와 차별화를 두기 위함임. 식사
자리에서 음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송이의 우수성과 효능에 대해 송이 전문가들로부터
들을 수 있으며, 호텔 셰프들의 시연을 통해 조리과정을 관람할 수 있음
- ‘양양송이 명품관’은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는 양양송이만을 판매하는 판매상이 입점하
여, 다양한 정보를 전달함. 주제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공고히 하며, 야외부스에서 이뤄지
는 경매보다 고급화된 장소에서 한정 물량만을 판매함으로써 고객 경험을 증대시키고, 생산
수량에 따라 유동적인 부스 운영으로 규모 문제를 해결함
- ‘송이의 고장 양양의 정취’ 프로그램은 소규모 인원이 함께 양양의 지역 관광자원인 낙산사,
의상대 등을 관광하며 양양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음

53) 키트 도구는 송로 버섯의 아로마를 맡는 페피타(Pepita), 트러플 슬라이서(slicer), 디자이너 Patricia Urquiola가 제작한
장갑, 럭셔리 기구 업체 Gufram과 콜라보한 트러플 브러쉬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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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신규 패키지 관련 사진

1

신규 패키지 오전 프로그램 (안)

개선된 ‘양양송이 명품관’(안)

출처: 네이버 블로그 양양펜션 샐비어 감성 (2019.09.28). 롯데호텔 블로그, 송이특선요리 (2018.09.11). 알바 화이트 트러플
축제 홈페이지 (2019)

(3) 과제 우선 추진순위_기준수립 및 우선순위 도출
 축제 비즈니스 가치사슬 영역 內에서 각 영역별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단계 (step1~step4)를 정의하고, 각 영역 間 선후관계 식별을 통해 도출된 과제Pool의 우선순
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함
Exhibit. 과제 영역별 우선순위 도출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앞에서 기술한 비즈니스 진단 결과와 상기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향후 1~2년차에 수행되어야 할
과제 (Do First!)와 향후 2~3년차에 수행할 (Do Next)과제 및 중기적으로 수행할 (Do Later)
과제 등으로 분류함
 이러한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는 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양양 송이축제의 경우 1~2년차에 지원받아야 할 사업으로 ‘타깃 고객을 세분화한 양양송이 고
부가 패키지 투어 기획’, ‘브랜딩 전략 수립’ 및 ‘기존 프로그램 upgrade’, ‘국내 관광객 마케
팅 강화’가 있으며, 2~3년차에는 ‘고객 데이터 확보방안 마련’ 및 ‘타깃 고객층 공략 실행계획
수립 지원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이와 더불어, 아직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
인 마케팅 강화는 비즈니스 중요도와 시급성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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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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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
인삼축제
1. 비즈니스 모델 분석
2. 핵심 이슈 및 문제점 도출
3. 지원사업 도출 및 수행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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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 모델 분석
(1) Overview
 풍기 인삼축제는 인삼을 소재로 한 특산물 축제로 ‘우수한 인삼과 지역 농특산물이 있는 건강
먹거리 축제’를 핵심 가치로 제시함. 우수한 품질의 풍기 인삼을 확보해 축제장 내 유통하고
특산물인 인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지역 농특산물 축제에 있어 핵심 성공 요인임
Exhibit. 풍기 인삼축제 Business Model Canvas

출처: 영주 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2019), 2019 경북 영주 풍기인삼축제 평가보고서,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2) Product (축제 상품 및 서비스)
① Value Proposition (가치 제안)
 풍기 인삼축제는 관광객에게 ‘우수한 인삼과 지역 농특산물이 있는 건강 먹거리 축제’를 핵심
가치로 제시함. 축제의 소재는 지역 특산물인 ‘인삼’이며 주제를 ‘천년건강 풍기인삼’으로 선정함
 2019년 축제의 세부 프로그램은 특별행사, 공연행사, 전시･체험행사, 연계행사로 구분되며 약
59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이 중 대부분이 볼거리(58.5%, 인삼유등, 마임 퍼포먼스 등)와 즐
길거리(26.2%, 풍기인삼 캐기 체험, 인삼병주 만들기 등) 프로그램임54)
- 프로그램을 ‘즐길거리(체험, 참여)’, ‘볼거리(공연, 전시, 홍보관 등)’, ‘살거리(기념품 및 상품

54) 2019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 준비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약 236개의 축제부스 중 전시･체험장은 61개로 계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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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먹거리(식음료)’로 구분할 경우, 볼거리 프로그램이 58.5%, 즐길거리 26.2%, 살거리
4.6%, 먹거리 4.6%, 기타 6.2%로 집계됨
- 프로그램을 ‘테마 연관(O, 인삼 관련 프로그램)’, ‘테마 비연관(-)’으로 구분한다면, 테마 비
연관(-) 프로그램 비중은 62.7%, 테마 연관(O)은 37.3%임
Exhibit. 풍기 인삼축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분류
(수)

구분

테마
연관성

풍기인삼 개삼터 고유제55)

볼거리

O

주세붕군수 행차 재연

볼거리

O

인삼대제

볼거리

-

극단영주 주관

볼거리

-

(구)풍기인삼아가씨 선발대회

풍년기원제

볼거리

O

-

어린이 궁중한복 패션쇼

볼거리

-

-

경품행사(자동차)

즐길거리

-

경품권 추첨

개막 축하 공연

볼거리

-

신유, 강진, 박주희 등 10팀

영주시 주민자치 한마음대회

볼거리

-

읍면동 별 동아리 공연팀

어린이 환경 노래자랑

볼거리

-

유치원생 참여

평양예술단공연

볼거리

-

-

어린이 범죄 예방 뮤지컬

볼거리

-

-

축제 얼라이언스 참여 공연 (예천 활춤, 안동 탈춤)

볼거리

O

축제 간의 교류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

프로그램

특별행사 (7) 풍기인삼홍보대사 선발대회

제례의식, 극단영주 주관
-

볼거리

-

-

마당극56)

볼거리

O

-

전국 댄스 경연대회

볼거리

-

-

경찰 오케스트라

볼거리

-

-

소백산 인삼 가요제

볼거리

O

-

영주 시민 노래자랑

볼거리

O

-

거리난장, 비보잉, 퍼포먼스댄스, 밴드 공연

볼거리

O

-

공연행사 (14) 덴동어미

관광객 노래자랑
인삼 캐기 체험
경북 우량인삼 선발대회 수상작 전시
인삼병주 만들기
인삼홍보관 (조형물) 운영
전시체험행사
(24)

비고

인절미 떡메치기
웰빙인삼요리 전시 및 체험

즐길거리
볼거리

O

-

즐길거리

O

-

볼거리

O

-

즐길거리

O

-

볼거리

O

-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먹거리

O
O

-

소백분재 전시회

볼거리

-

-

영주 향토음식 체험 및 시식

먹거리

-

-

2019년 영주쌀 소비촉진행사

기타 (홍보)

-

-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판매 행사

기타 (홍보)

-

-

103

2020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분류
(수)

프로그램
인삼가공제품 홍보전시 판매
기념사진 무료 인화

구분

테마
연관성

비고

살거리

O

-

즐길거리

-

-

볼거리

다문화 전시 및 체험

즐길거리

-

나라별 전통의상 체험 등

볼거리

-

-

여우가면 만들기

즐길거리

-

-

인삼 유등 전시

볼거리

O

-

환경 캠페인

볼거리

-

-

천연 염색체험

즐길거리

-

-

대장간 체험

즐길거리

-

-

마임 퍼포먼스

볼거리

추억의 학창시절

즐길거리
즐길거리

어린이 재활용 만들기

즐길거리

인삼 경매

살거리

O

7080년대 학교교실 조성
교복 체험
재활용품을 활용한 체험
-

기타 (홍보)

-

즐길거리

O

-

사진으로 본 인삼이야기

볼거리

O

-

마당놀이 덴동어미

볼거리

-

인삼축제기념 장승깎기대회

볼거리

O

-

2019영주 농산물 홍보행사

살거리

-

-

명품쌀 홍보

즐길거리

-

-

2019 영주 소백힐링 걷기대회

즐길거리

-

-

볼거리

O

-

볼거리

-

경상북도보디빌딩협회･영주시
보디빌딩협회 주관

제12회 영주풍기인삼배 생활체육 동호인초청 족
구대회

볼거리

-

-

제12회 영주풍기인삼배 경북동호인 게이트볼대회

볼거리

-

-

제42회 영주풍기인삼배 전국동호인 및 이순테니
스대회

볼거리

-

-

제7회영주풍기인삼장사 전국동호인 및 씨름대회

볼거리

-

-

읍면동 한마음 대회

볼거리

-

-

즐길거리

-

안자육훈 엽서쓰기, 퍼즐 등

선비정신실천 홍보 체험
인삼깎기 대회

경북 도지사기 보디빌딩대회 및 홍삼맨&홍삼걸
선발대회
연계행사 (14) 제49회 Mr.YMCA

선비정신 실천매뉴얼 체험

선비도시인 영주시 홍보

덴동어미 화전놀이 공연57)

출처: 영주 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2019), 2019 경북 영주 풍기인삼축제 평가보고서,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55) 소백산 풍기인삼 개삼터 신에게 제를 올림
56) 마당놀이 덴동어미는 '불에 덴 아이의 엄마'라는
파란만장한 인생유전을 화전놀이를 통해 집단적
57) 마당놀이 덴동어미는 '불에 덴 아이의 엄마'라는
파란만장한 인생유전을 화전놀이를 통해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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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으로
신명과
뜻으로
신명과

조선말
희망적
조선말
희망적

영주
삶의
영주
삶의

순흥 지역을 배경으로 쓰여진 작품임. 주인공의
의지를 그려낸 한국 내방가사임
순흥 지역을 배경으로 쓰여진 작품임. 주인공의
의지를 그려낸 한국 내방가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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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거리에서는 주 관광객인 50대 이상의 시니어들을 위해 노래자랑(3개), 보디빌딩대회(2개),
경찰 오케스트라 등 여러 공연 및 대회 관람 비중이 높음
- 경찰 오케스트라 공연(경우회), 버스킹, 노래자랑, 축제 얼라이언스(품앗이) 문화공연 등 신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보디빌딩대회를 관광객에게 확대 개최해 볼거리를 제공함
 즐길거리의 대표 프로그램은 인삼캐기 체험 프로그램이며, 시니어 관광객을 위한 인삼병주 만
들기, 7080년대 학교교실 체험 부스에서 추억의 학창시절 프로그램을 운영함. 또한 아이 동반
가족 관광객을 위한 어린이 재활용 만들기, 여우가면 만들기 등이 기획됨
 살거리 및 먹거리 판매를 위해 축제장 내 무대가 안쪽에 배치되고 2개의 통로가 있는 구조로
부스 및 시설이 배치됨
- 먹거리 부스는 총 48개로 입점 업체가 인삼이 첨가된 음식을 함께 판매하도록 기획되었고
인삼튀김이 주로 판매됨. 특산물인 수삼 시식 프로그램이 없어 관광객은 먹거리 부스에서 수
삼튀김을 구매해야지 수삼 시식 체험이 가능함
- 살거리는 수삼을 중심으로 홍삼, 가공식품, 지역 농특산물이고 수삼 판매 부스는 30개가 배
치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인삼가공제품 전시 및 판매 부스는 20개, 공산품 부스는
15개, 농･특산물 부스 31개(사과 4개, 인견 8, 산양삼 2개, 기타 농산물 17개) 등을 운영함
Exhibit. 풍기 인삼축제 행사장 안내도

출처: 영주 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2019), 2019 경북 영주 풍기인삼축제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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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B 기업 고객에게는 단기간 26만 명의 집객효과58)가 있는 축제에서 기업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함

(3) Customer Interface (고객 접점)
① Target Segments (타깃 고객)
 풍기 인삼축제의 주요 고객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50세 이상의 시니어 관광객과 가족 관광객임
 2019년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실시한 축제 방문객 분석자료59)에 따르면, 풍기인삼축제는 여성 방
문객(58.8%), 가족/친지 동반(52.8%), 2인 동반(28.0%), 재방문객(68.4%) 비중이 높게 집계됨
- 또한, 방문객 연령은 60대(38.9%), 50대(28.7%), 70대 이상(14.5%)이 대다수이며 10-40대
(합계 17.9%) 비중이 낮음. 그로인해 50대 이상의 시니어 방문객(82.1%)을 대상으로 한 성
인 중심 프로그램 및 먹거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축제 방문객 중 영주 거주 고객 비중이 30.3%, 경상북도는 29.8%로 조사됨
Exhibit. 풍기 인삼축제 주요 고객
시니어 관광객

가족 관광객

출처: 경북일보 (2020), 영주시민신문 (2019)

 관광공사 소비자평가 보고서60)에 따르면, 풍기 인삼축제의 평가에 참여한 소비자의 거주지역
은 서울(25.0%)과 경북(21.5%)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Exhibit. 풍기 인삼축제의 소비자 평가 응답자 거주지역 분석 (%, n=200)
구분

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동일지역 21.5

-

동일권역 26.5

-

타지역

52.0 25.0

-

-

5.5 17.5
-

-

-

-

-

-

-

-

-

-

-

-

21.5

-

-

-

-

-

-

1.5

-

-

-

-

-

-

-

2.0

-

-

5.0

-

1.5

-

-

-

-

0.5 14.0 3.0 1.0 0.5 0.5 1.0

출처: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보고서
58)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결과
59) 영주 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2019), 2019 경북 영주 풍기인삼축제 평가보고서
60) 한국관광공사 (2019), 2019년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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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Distribution Channels (채널)
 풍기 인삼축제는 자체 채널(홈페이지)과 영주시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양한 간접채널
을 통해 축제를 홍보하고 있음. 후원사･여행사를 비롯한 파트너사 운영 채널, 국내 주요 커뮤
니티, 국내외 언론사 채널에서 풍기 인삼축제의 인지도를 제고함
- 주요 파트너사 채널로는 한국관광공사, 주요 후원･협찬사 홍보채널 (풍기인삼 농협, 풍기인삼
생산자판매조합, 인삼발전연구회 등), 영주시 보디빌딩협회, 경북 축제 얼라이언스 등이 있음
- 커뮤니티 채널에는 영주시가 초청한 코레일･여행사 팸투어, 각종 체육대회, 시정홍보지
「36.5 영주」, 옥외광고물(애드벌룬, 홍보아치탑, 만국기, 윈드배너), 대도시 LED전광판 광고
및 주요 도시 와이드 칼라 광고, 시청 읍면동 및 산하 홈페이지 내 팝업 광고 등임
- 국내 미디어는 지상파 및 케이블 TV(안동MBC, CJ헬로비전, YTN), 중앙･지역 신문, 국제
저널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함
Exhibit. 풍기 인삼축제 채널 분류

출처: 영주시･(재)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2019), 2019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 준비상황보고,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풍기 인삼축제 관련 기사 토대로 재구성

③ Relationships (관계)
 풍기 인삼축제는 입소문을 통해 시니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SNS를 활발히 사용하는 젊
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 이벤트･홍보를 수행함. 이를 통해 풍기인삼의 우수한 품질
및 할인 이벤트(블랙프라이데이), 주요 프로그램을 홍보함. 또한, 축제 기간 중에 영주시 인스
타그램 계정은 ‘풍기인삼축제 방문 인증샷 이벤트’를 실시해 영주시 캐릭터인 힐리 볼펜을 제
공함
- 사전 이벤트로, 영주시 페이스북은 축제 홍보 게시글에 댓글로 친구를 태그하면 커피 기프티
콘을 제공하는 추첨 이벤트를 실시함
- 주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인삼캐기’ 프로그램의 경우, 현장 접수와 온라인 사전 참가
접수 제도를 운영함. 또한 영주시 인스타그램 계정은 신규 프로그램인 ‘추억의 학창시절’에
관한 게시물을 업로드해 홍보함
107

2020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역 주민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축제에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 주민 참여 프로그램
인 ‘주민자치 한마음대회’, ‘영주 농산물 홍보행사’, ‘영주 시민 노래자랑’을 기획함
- 영주시 주민자치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한마음대회’는 영주시 19개 읍･면동 주민
자치위원회 위원, 동아리 수강생,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주민자치 동아리 공연, 한
마음체육대회, 화합행사 등이 진행됨
- 다만, 농특산물, 먹거리의 경우 지역 주민의 부스 운영이 가능함에도 외지인들이 먹거리 및
살거리 부스에 입점하고 있음. 예를 들어, 할머니손 잡곡 잡목반이라는 현수막을 건 잡곡 판
매 부스는 제천시의 상인들이 운영했으며, 천연 염색 부스는 경남 하동의 상인이 운영함

(4) Infrastructure (축제 인프라)
① Key Activities (핵심 활동)
 풍기 인삼축제의 핵심활동은 축제장 내 인삼 유통을 위한 인삼 확보 및 인삼 판매 부스 조성,
인삼의 원산지 관리와 구매편의성 향상임. 해당 활동들은 관광객의 풍기 인삼 구매를 유도하고
관광객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인삼캐기 체험’, ‘인삼깎기 대회’, ‘인삼 경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활동임
 인삼을 확보하는 것은 특산물 축제로서 핵심적인 활동으로, 축제장 내 판매부스와 체험 프로그
램 운영을 위해 충분한 물량의 인삼을 확보해야 함. 이에 더해, 인삼의 특성을 고려해 축제장
내 인삼 판매 부스를 조성하는 것도 핵심 활동임. 축제 기간 동안 주요 판매 품목인 수삼의 건
조를 방지하고 품질 유지하기 위해 수삼 판매 부스를 북쪽 방향에 배치함
 핵심활동인 인삼의 원산지 관리를 통해 원산지 논란을 막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관광
객의 인삼 또는 인삼 가공품 구매를 유도함. 2017년부터 산지봉인 품질인증제도61)와 함께 할
인 이벤트(영주사랑상품권 10% 할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시행함. 이에 더해 축제장 내 CJ대한
통운의 택배 부스를 설치해 고객의 구매 편의성 향상에 기여함
- 영주시는 주말을 제외한 축제기간 동안 영주 지역 및 축제장에서 사용 가능한 영주사랑상품
권을 10% 할인 판매함. 농협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10월 14일-18일 동안 축제장 내 판매 부
스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은 영주사랑상품권을 쉽게 구매할 수 있음. 더하여 현금
환전 한도액의 상향 조정, 환전 구비서류 축소를 통해 기존 상품권 환전 서비스의 불편함을
해소함
- 전년 대비 2019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을 1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이벤트 기간 동안 수삼
과 인삼가공품을 시중가 10-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함. 이를 통해 축제에 방문하면 좋은 품
질의 풍기인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을 관광객에게 제공함

61) 축제장 판매용 인삼을 공개 채굴해 일련번호를 붙여 봉인한 후 축제날 아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뜯어 판매하는
유통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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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ore Competences (핵심 자원 및 경쟁력)
 풍기 인삼축제의 핵심 자원 및 경쟁력은 국내 인삼 최초 재배지라는 역사, 고품질 인삼의 저렴
한 가격과 축제장 인근 인삼판매장 등 연중 운영시설임
 풍기 지역은 우리나라 인삼 재배의 시초로 풍기군수로 부임한 신재 주세붕 선생이 산삼종자를
채취하여, 소백산 자락에 위치한 풍기에서 처음 인삼 재배를 시작함. 이후 풍기 인삼은 5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주와 풍기를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명성을 얻음
 축제장 인근에는 풍기인삼을 상시 구매할 수 있는 풍기인삼시장, 풍기 토종 인삼 시장 등이 있
음. 풍기인삼시장은 풍기역 앞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풍기읍에서 가장 오래된 인삼시장임.
인삼시장 건물 내 50개 점포에서는 인삼 및 인삼 가공품을 상시 판매하고 풍기인삼 홍보 전시
관을 운영함
- 풍기인삼 전시관은 풍기인삼의 효능과 재배 방법 등을 소개함. 또한 영주에는 인삼박물관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음. 주세붕 이야기, 삼의 효능 및 종류 등 인삼 관련 전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풍기 인삼의 우수성을 알림

③ Core Competences (핵심 자원 및 경쟁력)
 풍기 인삼축제는 영주시에서 주최하고, (재)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의 주관으로 기획･운영
됨. 주요 후원･협찬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경상북도, 풍기인삼농협, 풍기인삼생
산자판매조합, 인삼발전연구회, K-water 경북북부권지사, 동양대학교 등이 있음62)

62) 풍기인삼축제 (2020), 2019년 축제 개요, 영주시･(재)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2019), 2019 경북영주 풍기인삼축
제 준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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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이슈 및 문제점 도출
(1) 풍기 인삼축제 이슈 트리 분석
 풍기인삼축제 현황 분석을 통해 파악된 이슈는 살거리가 수삼 판매에 편중되어 특산품 판매형
축제로서 상품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문화적 색채가 미흡한 점, 풍기인삼축제만의 차별화
된 브랜딩과 대표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점으로, 이를 통해 개별농가의 산지 위주 인삼 판매
로 공급자 간 결집력 미약, 축제 중 지역의 공간자원 활용 어려움 등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음
 축제는 개별 인삼 농가들을 결집하지 못해 원재료인 수삼 외 2차 가공품 개발과 상권 형성 측
면에서 농가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인삼을 활용한 행사와 서비
스 구성 측면에서 상품 다양화를 실현할 수 없어 수삼 판매 위주의 상업적 이미지 형성과 브랜
딩 경쟁력 약화에 핵심 이슈가 발생함
 결국 축제장에서 판매하는 인삼 상품의 스펙트럼(spectrum) 확대와 살거리 외 인삼 활용 문화
적 색채가 담긴 프로그램의 신설, 축제준비위원회 차원의 개별 인삼 농가 결집을 위한 대안 마련
을 위해서는 현재 도출된 다양한 이슈간의 원인-결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근본원인 해결에
초점을 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함. 각 근본원인 별 상세 이슈 분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Exhibit. 풍기 인삼축제 이슈트리 분석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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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산지위주 수삼 판매 편중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풍기인삼축제에서 인삼 판매는 개별 농가의 산
지 위주 공급 방식으로, 주로 수삼 판매에 살거
리가 편중됨. 축제에 배치되는 수삼 판매 부스
는 약 15곳으로, 이 외에 인삼가공품 판매 부스
가 일부 있기는 하나, 그 비중과 상품 다양성은
낮은 편임. 인삼 가공품으로는 풍기인삼농협 자
체 브랜드인 ‘황풍정’ 상품을 비롯하여 개별 농
가가 개발한 인삼 가공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생산 농가들의 결집력이 약하기 때
문에 공급 차원에서 집약되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자체 개발 가공품의 수익성이 좋은 인삼
농가는 공급자로서 축제장에 입점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에 인삼 판매에 있어 영세 농가 연합
에 의한 시너지 효과와 상권 기반 확대를 기대
하기 어려움
 또한 축제에서는 ‘풍기인삼 산지봉인품질인증
제’를 시행하는데, 이는 축제장 판매용 인삼에 일련번호를 붙인 뒤 축제 당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개봉하여 판매하는 유통방식으로, 타 지역 인삼 유입을 막고 풍기 산지 인삼을 보증함.
다만, 이처럼 살거리에 대한 축제 차원의 관리 또한 원재료인 수삼 판매에 집중되어 있어 그
외 인삼 가공품의 개발과 독려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기존의 수삼 판매 기반 축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 축제준비위원회와 개별 인삼 농가 양 측 모두에게 상품 패
러다임 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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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구성 방향 미흡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풍기인삼축제는 인삼을 활용한 킬러 콘텐츠,
즉 대표 프로그램이 미흡하며, 젊은층에게 매
력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인삼 축제는 풍기를 비롯한 국내 여러 지역에
서 개최되고 있으며, 인삼은 소재의 친숙도가
시니어 계층에 편중된 한계를 지니므로, 다양
한 고객층에 타깃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것은 국내 인삼 축제의 공통 이슈임.
 특히, 풍기 인삼축제는 테마 비관련 프로그램
이 다수 존재해 고객들에게 인식되는 대표프
로그램이 축제 테마와 연관성이 낮다는 이슈
가 있음. ‘홍삼맨& 홍삼걸 선발대회’의 경우,
방문객의 호응도가 높지만 인삼과 연관성이
낮은 머슬맨 혹은 머슬퀸을 선발하는 프로그
램으로, 대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기에 무리
가 있음. 반면, 테마 연관도가 높은 ‘풍기 인
삼캐기 체험 프로그램’은 참여 인원이 한정적이란 점에 빌어 축제 전체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
로 보기에 어려움. 이에 젊은 층과 시니어 층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고 풍기인삼축제만의 차
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젊은 층에게 소구할 만한 인삼 프로그램 및 킬러 콘텐츠가 부족함. 이에 축제 내 1차 산
업품인 원재료 수삼 ‘상품(product)’만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트렌드를 반영한 음식문화 색채
프로그램으로 젊은 층 유치를 기획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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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형 행사라는 상업적 이미지 고착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또한, 풍기인삼축제는 문화적 색채가 미흡해 축
제보다는 ‘인삼 판매의 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지역 축제가 마땅히 지녀야 할 속성으로
는 타 유사 축제와 구별되는 독특함, 콘셉트와
프로그램 간의 일치성, 유희성, 문화적 요소의
내포 등이 있겠으나, 풍기인삼축제의 경우, 수삼
판매 위주의 분위기가 빚어내는 상업적 색채에
비해 문화적 색채가 약한 상황임
 특산품 판매형 축제의 경우 살거리 판매 비중이
높다는 기본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축
제’와 단순 ‘판매의 장’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풍기 인삼축제에서는 소재와 문화적 요
소의 결합을 그 구분 기준으로 삼아 ‘인삼 판매
의 장’ 이미지를 탈피하고 진정한 의미의 축제
로 변모해야 함. 예를 들어 인삼과 음식 문화를
연결지어 인삼 활용 요리경연 대회, 홍삼 제작
과정 체험 등 ‘식(食)’ 문화의 색채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음
 한편 풍기에는 토종인삼시장, 선비골인삼시장 등 5군데의 인삼 시장이 축제장 인근에 위치하
고 있으나, 이들이 밀집하여 발전하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축제장 공간으로서 지역 공간자원을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풍기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고유의 인삼시장 문화를 비롯하
여 인삼 특화 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축제에 브랜딩 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축제 내부의 프
로그램 차원에서 문화적 색채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해야 함

(5) Key Findings
 앞서서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해 파악된 다양한 비즈니스 핵심이슈와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다시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성이 높은 축제 본연의 가치사슬(value chain)과 축제 운영체계
안에서 지원사업이 필요한 업무 영역을 정의함
- 축제 가치사슬 영역은 풍기 인삼축제의 경우, 소재 R&D 영역을 제외한 풍기 인삼 고급화
전략 및 브랜딩 강화방안을 포함한 상품화 영역, 고객분석 영역 그리고 마케팅활성화 영역으
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기업의 가치사슬 영역 중 기술개발, 오퍼레이션 및 마케
팅 영역을 강조하여, 축제 고유의 비즈니스 특징으로 재정의하여 핵심영역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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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치사슬 각각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전략(Strategy)-계획(Plan)-실행(Do)-평가(See)
의 업무의 흐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축제 운영 체계라 말할 수 있음. 결국 축제 운영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치사슬과 운영체계의 매트릭스에서 앞
서 살펴본 비즈니스 이슈를 새롭게 매칭하는 것이 본 연구과제의 목표인 지원사업 발굴영역
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음
 풍기 인삼축제는 상기와 같이 총 5개 영역에서 key findings를 도출함
- 목표 및 전략수립_all strategy: 인삼을 소재로 한 판매형･상업형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수삼판
매 위주로 인한 고객 다변화 확대가 어려우므로, 브랜딩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함
- 상품화_Plan: 2021 풍기인삼엑스포 개최에 대비해 젊은층 유입을 위한 풍기인삼 고급화 전
략 기획 및 홍보 계획이 필요함
- 고객분석_Plan: 내방 관광객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계획 및 분석설계가 필요함
- 상품화_Do: 상업형 이미지 탈피 및 젊은층 유입 등 고객 다변화를 위한 보조프로그램 양성
사업 지원 등이 필요함
- 고객분석_See: 기존 고객분석을 단순 만족도 수준 측정에서 벗어나야하며, 고객분석을 통해
마케팅 방향 수립 및 개별 프로그램 유지 및 폐지 등의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114

직접재정지원종료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

Exhibit. 풍기 인삼축제 Key Findings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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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사업 도출 및 수행 로드맵
(1) 지원과제 Pool
 도출된 Key findings을 기초로 세부 영역 (가치사슬&운영체계 매트릭스)에서 필요한 지원사업
과제 Pool은 다음과 같음
Exhibit. 풍기 인삼축제 지원사업 과제 Pool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 중장기 비전 & 전략수립: 모든 가치 사슬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업무로 비즈니스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해당됨
- 신규 프로그램 기획: 상품화_Plan 단계에 지원이 필요한 업무로 수삼판매에 치중된 판매형･
상업형 이미지 탈피 대안 마련 및 신규 프로그램 타당성(feasibility) 분석이 필요함
- 타깃 고객층 공략 실행계획 수립 및 고객분석 방법 설계: 고객분석_Plan 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내방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타깃 선정기준과 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를
위한 고객분석 방안 설계지원 업무
-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 마련: 고객분석_See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축제 성과 진단 및
평가가 해당됨
- 보조프로그램 마련: 상품화_Do 단계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판매형 이미지 탈피 및 젊은층
유치를 위한 보조프로그램 마련 등의 지원사업이 해당됨
 이 중 상품화_Plan 단계 및 상품화_Do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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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지원사업 벤치마킹 사례
① 현황 및 이슈
 [상업적 이미지가 고착화된 축제] 풍기 인삼축제는 타 축제와 구별되는 독특함과 유희성, 문화적
요소 등의 부족으로, 음식문화 축제의 성격보다 판매형 행사라는 상업적 이미지가 고착됨. 더욱
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수삼과 한정적인 가공품은 특정 수요층에게만 피력된다는 한계점이 있
음. 이로 인해, 풍기 인삼축제는 젊은 층의 주목을 이끌 소재의 부재로, 젊은 층에게 외면 받아
고객 다변화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니어들에게만 편중된 프로그램 개설로, 축제
전체를 대표할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축제 차별화와 브랜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 2019년 풍기 인삼축제의 40대 이상 방문객이 91.2%였던 것에 반해, 20~30대 방문객은 약
8%에 불과함63)

② ‘벤치마킹’ 케이스
 [젊은 층의 취향을 저격한 ‘할매니얼’ 디저트] 코리안 디저트 카페 ‘설빙’은 우리나라 전통 재료를
사용한 신개념 몸보신 디저트 ‘웰빙 설빙’을 출시함. ‘꿀인삼빙수’는 웰빙이란 타이틀에 맞게
100% 천연 인삼가루를 사용했으며, 1년근 국내산 수삼 한 뿌리를 그대로 올림. 해당 인삼은
전북 김제의 업체에서 납품했으며, 납품 업체는 젊은 세대가 인삼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고안
해 ‘설빙’과 함께 만든 제품이란 점을 피력함
- ‘할매니얼64)(할머니와 밀레니얼을 합친 신조어)’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며, 식품업계에서
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흑임자, 인절미, 인삼 등 향토적인 이미지의 전통 식재료들
이 젊은 소비층에서 유행을 끌고 있음. 이에 해당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신제품이 만들어지
고 있는 추세임
 정관장에서 운영하는 홍삼 카페 사푼사푼(SAPOON SAPOON)은 라이프스타일 카페로 인삼
재해석에 성공한 사례임. ‘사푼사푼(SAPOON SAPOON)’은 진생치노, 홍삼라떼, 레드 진생
요거트 스무디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메뉴에 홍삼이라는 소재를 얹어 변신을 꾀함. 단
순히 메뉴에 변화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게 소구하는 인테리어로 젊은 층의 취향을 저격했고,
카페라는 매개체를 통해 홍삼을 더욱 친숙하게 선보임

63) 영주시, (재)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2019), 2019 풍기인삼축제 평가보고서
64) 연합뉴스 (2020), ‘할매니얼’을 아시나요…’할머니 감성’에 빠지는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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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트렌디한 인삼 디저트

설빙의 ‘꿀인삼빙수’

정관장 카페 ‘사푼사푼’

사푼사푼의 ‘진생치노’

출처: 매경이코노미 (2020), 밀레니얼 사로잡은 ‘할매 음식’ 쑥, 흑임자, 인삼, KGC 인삼공사 공식 블로그 (2020)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한 ‘길로이 마늘축제(California Gilroy Garlic Festival)’] 캘리포니아 길로이
마늘축제는 우수한 품질의 길로이(Gilroy) 마늘을 테마로 한 유료 특산물 축제임. 축제 측은
스타･지역 셰프들을 초청해 마늘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고, 마늘 튀김, 마늘 아이스크림, 마
늘 팝콘 등의 실험적인 음식을 제공하며 다양한 마늘 활용 사례를 선보임
 끊임없이 이어지는 마늘 요리 외에도 유명 셰프들의 요리 경연 대회, 마늘을 소재로 한 올해의
칵테일, 무료 기념품(지역 마늘 묶음), 유명 가수의 라이브 음악 공연,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키즈 존’, 모두가 참석 가능한 요리 대회 등이 진행됨. 이처럼 길로이 마늘축제는 차별화된 마
늘 먹거리,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 요소,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문화 축제로 자
리매김함
-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마늘요리 경연 대회는 야외의 대형 주방에서 이뤄지며, 단순한 요리
대회를 넘어 식재료를 활용할 방향성을 제시함
- 마늘을 소재로 한 다양한 공예품과 예술품을 활용해 마늘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킴
Exhibit. California Gilroy Garlic Festival

길로이 마늘축제의 부스

축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마늘
아이스크림

출처: The Korea Times (2019), 마늘 즐기러 떠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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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축제 솔루션 제시: 젊은 감성을 반영한 풍기 인삼축제
 [젊은 감성을 반영한 풍기 인삼축제] 전형적인 판촉행사 중심의 상업적 축제 이미지에서 벗어나
서, 젊은 층에게 소구되고, 바이럴 될 수 있는 인삼 팝콘이나 인삼 젤라또, 인삼 라떼 등의 개
발을 비롯해 연관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해 트렌디한 축제 이미지로 부각함
 인삼의 쓴맛을 선호하지 않는 젊은 층에게 단맛의 디저트 활용해 인삼젤라또와 인삼카라멜 팝
콘과 같은 차별화된 인삼 제품을 선보이고, 젊은 층에게 소구하고 차별화된 인삼 먹거리를 제
안함
- 합정에 위치한 수제 젤라또 전문점 ‘젤라킹’은 프리미엄 젤라또 상품으로 ‘프리미엄 풍기 인
삼 젤라또’를 판매함
- 고급 팝콘 브랜드로는 ‘garrett’과 ‘케틀콘’이 있으며, 해당 제품들은 젊은 층에게 소구하며
마켓컬리에 입점하는 등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음. 이러한 고급 브랜드를 활용해 고급 인삼
카라멜 팝콘을 기획할 수 있음
 인삼카라멜 팝콘의 경우 축제 측에서 사전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시 사전 홍보의 효
과를 얻을 수 있음. 또한, 인삼 팝콘은 ‘인삼 카라멜 팝콘 만들기 체험’ 등의 유료 체험형 행사
로도 확장될 수 있음
 또한, 팝콘을 포함하여 젊은 층을 겨냥한 축제장 먹거리와 함께하는 영화 상영을 추진함. 영화
장르는 가족 영화를 중심으로, 축제 개최 3개월 전부터 사전 홍보와 투표를 통해 축제에 올 고
객이 작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축제 측은 사전에 잠재고객을 확보할 수 있음. 이는 축제에 대
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3개월 전부터 기다려온 영화를 감상함으로써 뜻 깊은 고객 경험을 선
사할 수 있음
Exhibit. 젊은 층을 타깃한 풍기인삼 상품 다양화(안)

젤라킹에서 판매되는 ‘풍기인삼 젤라또’

‘인삼 카라멜 팝콘’ 예시

출처: 네이버 블로그 베키진 sweet day (2020), garrett popcorn 공식 홈페이지 (2020)

-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다운타운(Downtown Providence)에서 진행되는 ‘Movies
On the Block’ 행사는 2011년부터 진행된 지역 행사로, 100% 야외에서 여름(6월에서 8월
까지만) 기간 동안 매주 목요일에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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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행사는 SNS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상영 영화 리스트를 공개하여 참석자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킴. 또한, 지역의 다양한 푸드 트럭들의 참석을 독려해, 방문자들에게 단순
히 영화 감상 경험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여러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 이처럼,
‘Movies On the Block’은 영화 감상을 넘어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의 장을 형성하며,
참석률이 높은 행사로 자리매김함
- 행사 참석자들은 캠핑 의자, 담요, 개인 먹거리 등을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음
Exhibit.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다운타운(Downtown Providence)에서 진행되는 ‘Movies On the
Block’ 행사

다운타운 중앙에서 열리는 야외 영화 행사

사전 공개되는 영화 상영 스케줄

출처: goprovidence 공식 홈페이지 (2020)

(3) 과제 우선 추진순위_기준수립 및 우선순위 도출
 축제 비즈니스 가치사슬 영역 內에서 각 영역별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단계 (step1~step4)를
정의하고, 각 영역 間 선후관계 식별을 통해 도출된 과제Pool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함
Exhibit. 과제 영역별 우선순위 도출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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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기술한 비즈니스 진단 결과와 상기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향후 1~2년차에 수행되어야 할
과제 (Do First!)와 향후 2~3년차에 수행할 (Do Next)과제 및 중기적으로 수행할 (Do Later)
과제 등으로 분류함
 이러한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는 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풍기 인삼축제의 경우 1~2년차에 지원받아야 할 사업으로 ‘2021 풍기인삼엑스포를 대비해 풍
기인삼 고급화 전략을 통한 젊은층 유치방안 수립’, ‘브랜딩 전략 수립’ 및 ‘기존 프로그램
upgrade’가 있으며, 2~3년차에는 ‘국내 관광객 마케팅 강화’ 및 ‘고객 데이터 확보방안 마
련’, ‘타깃 고객층 공략 실행계획 수립 지원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이와 더불어, 아직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강화는 비즈니스 중요도와 시급성 차원에서 우선순
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hibit.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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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 모델 분석
(1) Overview
 무주 반딧불축제는 ‘반딧불이’가 테마인 체험형 축제로 산골 생태도시 무주에서 반딧불이와 관
련된 독특한 생태환경 체험 경험이 핵심가치이자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성공 요인임
Exhibit. 무주 반딧불축제 Business Model Canvas

출처: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2019), 축제 방문객 분석 및 평가 결과 보고서,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2) Product (축제 상품 및 서비스)
① Value Proposition (가치 제안)
 무주 반딧불축제는 청정환경의 생태지표 곤충인 ‘반딧불이’를 테마로 하며 ‘산골생태도시 무주
에서 반딧불이 관찰 등 독특한 생태환경 체험 경험’을 핵심 가치로 제시함
 프로그램을 ‘즐길거리(체험, 참여)’, ‘볼거리(공연, 전시, 홍보관 등)’, ‘살거리(기념품 및 상품
판매)’, ‘먹거리(식음료)’로 구분할 경우, 2019년 무주 반딧불축제는 약 72개 공연･전시 프로
그램과 체험으로 기획됨. 이 중 대부분이 볼거리(47.7%, 낙화놀이, 반디 길놀이 등)와 즐길거
리(30.4%, 반디별 소풍,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이며, 먹거리(7.2%), 살거리(5.8%), 기타(8.7%)
관련 프로그램임
 프로그램을 ‘테마 연관(O, 반딧불이 관련 프로그램)’, ‘테마 비연관(-)’으로 구분한다면, 테마
비연관(-) 프로그램 비중은 64.4%, 테마 연관(O)은 35.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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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딧불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대부분 아이 동반 가족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
그램으로 구성되어 아이 동반 가족 관광객의 높은 관심을 제고함
- 어린이 방문객 대상으로 태권도원의 태권도체험, 최북미술관 체험, 전통악기 체험, VR체험,
남대천을 활용한 뗏목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이 기획됨. 이에 더해 반디생태놀이터와 패밀리
콘서트 프로그램의 마술 공연 등 다양한 체험 및 공연이 이루어져 있어 어린이 방문객에게
인기가 높음
 먹거리는 이주 여성(외국인) 등이 참여한 세계문화음식촌과 무주향토음식 부스, 사랑의 다리
포차, 읍･면 먹거리장터, 간식 먹거리마당 등에서 판매됨
- 무주향토음식 부스는 한식, 양식, 스낵, 향토음식 등을 판매하고 넓은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
객들의 편의를 높임
 대표 살거리(기념품 및 상품)는 무주군 농특산물로 마을별 특산품 판매부스, 농･특산물장터 등
이 운영됨. 2019년에는 관광객의 구매 편의를 위한 택배 서비스를 진행함
- 참고로 곤충체험관의 식용곤충 판매장에서 무주군 농장이 식용곤충을 판매함
Exhibit. 무주 반딧불축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분류
(수)

구분

테마
연관성

비고

즐길거리

O

-

즐길거리

O

반딧불이와 곤충만들기

볼거리

O

반딧불이 관찰, 트릭아트

살거리

O

식용 곤충 판매

즐길거리

O

반딧불이 먹이 방류

즐길거리

O

야간 반딧불이 탐사체험

즐길거리

O

별자리 찾기

전국 환경예술대전 (글짓기, 그림그리기, 동요제)

볼거리

O

남대천 생태수족관

볼거리

O

기타 (홍보)

O

어린이 생태체험존 (동물체험/생태놀이터/체험 부스)

즐길거리

O

작은 동물원 조성

어린이 체험버스
(튼튼먹거리탐험대, 푸름이이동환경교실, VR･AR체험)

즐길거리

O

피자만들기 등

즐길거리

O

포토존, 산골도서관

볼거리

O

프로그램
반딧불이 신비탐사
반디나라관
(반디판타지관, 생태학습관, 형설지공관 등)

환경 생태 남대천 생명+(다슬기･치어 방류)
프로그램 (8)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1박 2일 생태탐험
반디별 소풍

반딧불이 국제환경 심포지엄

한풍루 쉼터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9호)
정크(폐품)아트
체험참여
마을로 가는 축제
프로그램 (12)
남대천 뗏목･수상자전거 타기
반디랜드 내 체험
머루와인동굴
최북미술관 특별체험

금강 민물고기&수서곤충
-

-

볼거리

O

정크아트 작품 관람

즐길거리

O

명천마을 송어잡기 행사 등

즐길거리

-

-

즐길거리

-

-

즐길거리

-

볼거리

-

살거리

-

와인 판매

볼거리

-

수서곤충, 물고기 전시

족욕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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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분류
(수)

프로그램
공예공방체험

구분

테마
연관성

즐길거리

-

즐길거리

-

비고
뜰채로 물고기 잡기
-

볼거리

-

옛 향교 이야기

즐길거리

-

전통혼례체험, 전통놀이

즐길거리

-

부채 만들기

기타 (안내)

-

-

개막식

볼거리

-

-

폐막식

볼거리

-

-

반디 길놀이 (퍼레이드 및 입장식)

볼거리

-

반디 불꽃놀이

볼거리

-

-

섶다리 전통문화 시연

볼거리

-

-

낙화놀이 등 전통문화 재현 및 공연

볼거리

-

-

전통 줄타기 공연

볼거리

-

-

남대천 라이트쇼

볼거리

-

-

남대천 수상공연

볼거리

-

-

버스킹 공연

볼거리

-

-

볼거리

-

-

볼거리

-

-

태권도 시범단 시범

볼거리

-

-

중국 등 봉시 소림무술단 시연

볼거리

-

-

무주재능자랑

볼거리

-

무주문화원, 동아리 공연 등

산골군민노래자랑

볼거리

-

-

즐길거리

-

실전기술 체험

볼거리

-

홍보관

촌락마켓

살거리

-

벼룩시장

반디패밀리콘서트,

볼거리

-

서커스, 마술, 인형극

인문학콘서트

볼거리

-

퓨전국악과 트로트

무주반딧불 전국 국악 경연대회

볼거리

-

즐길거리

-

관광객들이 참여

볼거리

-

보이는 라디오

즐길거리

-

숙박 할인, 룰렛 이벤트

기타 (홍보)

-

-

자매결연 및 도시소비자 초청 행사

기타 (홍보)

-

-

반딧불이 요정 캐릭터 운영

기타 (홍보)

O

-

세계문화음식촌

먹거리

-

-

무주향토음식

먹거리

-

-

사랑의 다리 포차
편의시설 및
읍･면 먹거리장터
환경조성*
간식 먹거리마당
(13)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장터

먹거리

-

-

먹거리

-

-

먹거리

-

-

살거리

-

-

볼거리

-

버스킹

즐길거리

-

-

무주향교체험
귀농귀촌 상담 및 부채 만들기

무주힐링Day
공연전시
프로그램 (21) 오케스트라 반딧불이 그림자극

태권도 홍보･체험관

반디라디오 사랑방
기타 프로그램 관광객 참여 이벤트
(5)
자매결연단체(국내･국제) 초청

낭만 포차 라이브카페
건강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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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분류
(수)

구분

테마
연관성

비고

볼거리

O

포토존, 쉼터

기타 (쉼터)

O

-

즐길거리

-

투호, 윷놀이

볼거리

-

무주 6개 읍면 생활상 표현

남대천 설악초 경관 조성

볼거리

O

-

주요 도로변 및 행사장 일원 꽃 장식

볼거리

O

-

프로그램
반디정원존 조성
초가부스 및 식물 그늘막 설치
무주이야기 조성

2019 무주 반딧불축제 방문객 분석 및 평가 결과 보고서 내 ‘편의시설 및 환경조성’ 항목 중 접근성 관련 편의시설은 제외
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먹거리 관련 항목만 프로그램으로 분류함
출처: (사)무주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2019), 축제 방문객 분석 및 평가 결과 보고서,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B2B 기업 고객에게는 단기간 약 45만 명의 집객효과65)가 있는 축제에서 기업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함

(3) Customer Interface 측면 (고객 접점)
① Target Segments (타깃 고객)
 무주 반딧불축제의 주요 고객은 가족 관광객과 어린이 동반 가족 관광객임
- 2019년 축제위원회에서 실시한 축제 방문객 분석자료66)에 따르면, 방문객 대부분은 가족 관
광객(55.4%)이고 30-50대(54.3%), 2회 이상 재방문(51.4%)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무주군민을 제외한 주요 축제 방문객은 전주/전북(42.5%), 대전/충남(19.4%), 서울/경기
(15.5%) 순으로 집계됨
Exhibit. 무주 반딧불축제 주요 방문객
가족 관광객

어린이 관광객

출처: nsp통신 (2015), 인스타그램 @josinggeul (2019).

65)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결과
66)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2019), 축제 방문객 분석 및 평가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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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공사 소비자평가 보고서67)에 따르면, 무주 반딧불축제의 평가에 참여한 소비자의 거주지
역은 타지역인 서울(32.5%)이 가장 높고, 뒤이어 동일지역인 전북(22.5%)이 높게 집계됨
Exhibit. 무주 반딧불축제의 소비자 평가 응답자 거주지역 분석 (%, n=200)
구분

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동일지역 22.5

-

-

-

-

-

-

-

-

-

-

-

22.5

-

-

-

-

-

동일권역 8.5

-

-

-

-

5.5

-

-

-

-

-

-

-

3.0

-

-

-

-

2.0

1.5

-

5.0

0.5

2.0

1.0

-

-

0.5

4.5

-

타지역 69.0 32.5 1.5

0.5 17.0 0.5

출처: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보고서

② Distribution Channels (채널)
 무주 반딧불축제는 자체 채널(홈페이지･SNS) 및 다양한 간접 채널을 통해 축제를 홍보하고 있
음. 특히, 무주군은 SNS와 매체(지상파･케이블TV)를 통한 홍보에 중점을 둠
 주요 파트너사 채널로는 한국관광공사, 후원･협찬사의 홍보채널, 여행사, 반디랜드, 태권도원,
와인동굴,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은 태권도진흥재단 등이 있음. 소셜커머스 Gmarket,
TMON과 야놀자, 전라북도 관광포털은 ‘전북투어패스 무주 반딧불축제권’의 사전 예매 파트너
임
 커뮤니티 채널의 주요 활동은 무주군관광협의회가 주최/주관한 SNS홍보단의 무주 팸투어, 전
주월드컵 경기장 내 홍보영상 및 홍보 부스 운영,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의 프로그램으로 ‘반딧
불이 신비탐사’ 시행임. 또한, 지자체 유관단체, 네이버 포스트 등을 통해 축제 인지도를 제고함
 국내 미디어로 지상파(전주KBS의 투데이전북) 및 케이블TV(연합뉴스TV), 일간지(동아일보 등),
온라인 미디어(프레시안, 연합뉴스, NSP통신 등)가 있음
Exhibit. 무주 반딧불축제 채널 분류

출처: 뉴시스 (2019), 프레시안 (2019), 티스토리 블로그 @눌산 (2019),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무주 반딧불축제 관련 기사 토대로 재구성

67) 한국관광공사 (2019), 2019년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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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Relationships (관계)
 무주 반딧불축제는 국내 소비자의 축제 관여도를 높이고, 주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
그램 사전 참가 신청제도를 운영함. 주요 공연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 총 8개는 모두 사전
신청으로 운영되며, ‘반딧불이 신비탐사’만이 온라인 사전신청과 행사당일 선착순 현장접수가
가능함
- 공연(경연) 프로그램은 ‘반딧불동요제’, ‘전국환경예술대전 글짓기대회･그리기대회’가 해당함
- 체험 프로그램은 ‘야간낙화 뗏목체험’과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반딧불이 신비탐사’, ‘1박2일
생태탐험’, ‘반디 별소풍’ 등임
Exhibit. 무주 반딧불축제 사전 신청 프로그램
No.

프로그램

행사일정 (2019년)

접수기간*

참가비 (원)

비고

1

반딧불이 신비탐사

8.31-908

8.12(월)

10,000

현장접수 가능

2

반딧불이 스페셜 원정대

09.02-09.05

8.12(월)

15,000

곤충전문가 동행

3

1박2일 생태탐험

8.31-9.1, 9.1-9.2,
9.6-9.7, 9.7-9.8

-**

4인-240,000,
5인-280,000

총 120가족

4

야간낙화 뗏목체험

8.31, 9.1, 9.6, 9.7

-**

50,000

4인 가족 기준

5

반디 별소풍

8.31, 9.1, 9.6, 9.7

-

5,000

별자리 관측

6

반딧불동요제

9.6

7.15-8.16

-

-

7

전국환경예술대전
글짓기대회

9.6-

8.1-9.4

-

-

8

전국환경예술대전
그리기대회

9.6-

8.1-9.4

-

-

*체험 프로그램은 반딧불축제 홈페이지 내 인터넷 선착순 접수임
**공식 홈페이지 내 ’반딧불축제 홈페이지(www.firefly.or.kr) 인터넷 선착순 접수’로 표기됨
출처: 무주 반딧불축제 홈페이지 (2020)

 지역 주민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축제에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 주민 참여 프로그램
인 ‘반디 길놀이’(시가지 퍼레이드)와 ‘제23회 무주 반딧불축제와 함께하는 마을로 가는 축제’,
‘산골군민노래자랑’, ‘읍･면 먹거리장터’, ‘농･특산물 장터’, ‘촌락마켓’을 기획함
- ‘반디 길놀이’는 6개 읍면이 참여한 퍼레이드로 지역 주민이 준비하고 각 마을(면 단위)의 특
성을 홍보함
- ‘제23회 무주 반딧불축제와 함께하는 마을로 가는 축제’는 반딧불축제 기간에 무주군 마을
16개소와 무주군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숙박, 스탬프 투어 등을
진행함
 더하여, 무주군 자원봉사 센터 및 인근 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된 약 300명의 자원봉사자가 축
제장의 청결 관리, 행사 진행 등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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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frastructure 측면 (축제 인프라)
① Key Activities (핵심 활동)
 무주 반딧불축제의 핵심 활동은 반딧불이의 서식환경 보호, 반딧불이 및 생태 체험 프로그램 기획임
- 해당 활동들은 축제의 테마를 유지하고 대표 프로그램인 ‘반딧불이 신비탐사’, ‘1박2일 생태
체험’ 등을 운영하기 위한 활동임
 무주군은 6개 읍･면 152곳이 천연기념물 제322호 반딧불이의 주 서식지이며,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곳68)과 반딧불이 다발생지역 5곳을 보호함69)
- 늦반디불이 탐사지역으로 지정된 뒷섬마을에는 ‘반딧불이 다발생 지역’이라는 안내판을 세워
놓고 차량 진입과 서식환경을 위협하는 각종 행위를 사전 차단함. 또한 환경정화 활동과 주
민 계도를 통해 농약살포 저감 유도 등 다양한 반딧불이 보호활동을 수행함
- 2017년 7월부터 반딧불이 지킴이 봉사단이 만들어졌고 반딧불이 출현 지역 등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됨. 봉사단은 반딧불이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개체 수 증가를 위한 정화
활동을 수행함70)
 무주군은 우거진 잡목 제거와 서식지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비롯해 반딧불이 유충을 방사하여
관내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과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함71). 노력의 일환으로 축제 프로그
램 ‘남대천 생명+’은 무주읍을 관통해 흐르는 남대천에 반딧불이 먹이인 다슬기와 물고기 치어
를 방류하는 행사임
- 더하여 ‘2019 반딧불이 국제환경심포지엄’을 개최해 국내외 반딧불이 연구 및 보호활동에
관해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함72)
 반딧불이 관련 체험 프로그램과 신규 콘텐츠 기획은 핵심 활동 중 하나로 축제 소재인 ‘반딧불
이’와 ‘생태’를 중심으로 신규 콘텐츠 발굴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함. 해당 활동은 축제 테
마와 연관성을 높이는 주요 활동임
- 2019년 메인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강화하여 남대천 프로그램(낙화놀이, 라이트쇼, 수상공연
등)이 확대됨. 축제장 내 산골 생태공간 및 야간 경관이 조성되며, 어린이 생태프로그램(반디
생태체험마당 조성 확대, 어린이 체험버스 운영, 남대천 생태모래놀이터, 생태수족관 운영)이
개선되거나 신설됨
- 반딧불축제의 대표 시설인 반디나라관은 반딧불이관, 3D 홀로그램, 곤충체험관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2019년에는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만질 수 있는 곤충체험관 (형설지공관)을 배치
함. 최근 반딧불이 체험공간 (암실)의 분리 확장(2배) 이전, 반딧불이 생태학습관 및 환타지
관 리모델링 등 시설 내부 환경을 개선함
68)
69)
70)
71)
72)

가옥리 가림마을과 설천면 장덕리 수한마을, 무풍면 금평리 올림픽 숲
전북일보 (2019), 무주 반딧불이 서식지 훼손 안된다
프레시안 (2018),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환경보호 점검
전북일보 (2020), 무주군, 반딧불이 개체 늘리기에 온힘
전북일보 (2019), 2019 반딧불이 국제환경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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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ore Competences (핵심 자원 및 경쟁력)
 반딧불축제의 핵심 자원은 상시 운영되는 반딧불이 관련 시설과 다양한 전통문화공연이며, 경
쟁력은 ‘반딧불이 고장’이라는 무주군의 명성임
 반디랜드는 지역 상징물인 반딧불이를 소재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축제를 홍보함
- 특히 반디랜드의 반딧불이 연구소는 반딧불이의 생태, 개체, 먹이, 서식지 등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무주군의 반딧불이 고장 명성 유지에 기여함
 무주군은 반딧불이 고장이라는 명성이 붙을 정도로 국내 대표 반딧불이 서식지로,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뤄져 있으며 농촌과 산촌을 아우르는 지역 특성을 활용해 체험 및 교육 콘
텐츠를 보유함
- 무주군 내 마을들은 다양한 농어촌 생태체험 콘텐츠를 운영해 방문객에게 무주군의 청정지
역 이미지를 강화함
 또한 주요 핵심 경쟁력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안성 낙화놀이와 남대천 섶다리공연,
무주농악보존회 공연, 무주 산의실 솟대 세우기, 무풍 기절놀이, 전통 줄타기 공연 등 전통문
화공연임.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에게 전통문화공연을 선보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무주군의 역
사 문화를 알리고 있음

③ Partner Network (파트너 네트워크)
 무주 반딧불축제는 무주군이 주최하며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주관 하에 기획･운영됨
 프로그램의 주요 수행 파트너는 태권도원, 와인동굴, 전통공예공방, 최북미술관임. 주요 후원･
협찬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교육부, 전라북도, 한국관광사,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한국
지역 진흥재단과 지역 소재 업체 농협은행 (무주, 구천동), 무주 덕유산리조트, 천마니 (마 가
공업체), 무주군 산림조합, K-Water (전북지역본부 용담댐 관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
양수발전소, 전북은행 무주지점 등이 있음

131

2020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2. 핵심 이슈 및 문제점 도출
(1) 무주 반딧불 축제 이슈 트리 분석
 무주 반딧불축제 현황 분석을 통해 파악된 핵심 이슈는 생태환경오염으로 인한 대표 콘텐츠
‘반딧불이’의 개체 수 확보의 어려움임. 이에 반딧불이를 관찰하는 대표 프로그램의 운영 차질
이 발생하고, 방문객 만족도 저하에 대한 염려가 있음
 위와 같은 리스크 외에 무주 반딧불축제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
며, 특히 보조 프로그램 콘텐츠와 신규 프로그램 기획이 제한적임. 특정 타깃에만 편중된 보조
프로그램들과 저조한 테마 연관성으로 축제 다양성이 결여됨. 이에 생태체험 축제라는 방향성
혼란과 한정된 고객층 유입으로 축제 가치 전달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브랜딩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결국, 무주 반딧불축제의 지속 가능성 위기와 고객층 편중의 문제에 따른 상황을 극복하기 위
해서는 도출된 다양한 이슈 간의 원인-결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근본 원인 해결에 초점을
둔 방향으로 전개해 가야 함. 각 근본 원인 별 상세 이슈 분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Exhibit. 무주 반딧불축제 이슈트리 분석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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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환경 오염으로 인한 축제 지속가능성 이슈
 무주 반딧불축제는 기후변화, 생태 환경오염 등의
사회 이슈 영향으로 최근 반딧불이 개체 수 확
보에 어려움이 있음.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같
은 대부분의 인기 프로그램은 반딧불이 개체
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표 프로그
램 운영 차질에 직면함. 축제의 원형이 반딧불
이 서식지에서 반딧불이를 관찰하는 것인 만큼
반딧불이 개체 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축제 지
속 가능성 이슈와도 직결됨
 비가 오거나 기온이 급격하게 높아질 때와 같
이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반딧불이가 활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보완책이 미비함. 불확실
한 대표 콘텐츠에 대한 Plan B가 미비한 상황
임. 실내에서 반딧불을 관찰할 수 있는 ‘반디나
라관’이 존재하나, ‘반딧불이 신비탐사’의 대책
으로 현장감이 부족함. 따라서, 방문객들의 만
족도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무주군에서 표방하고자 하는 생태환경 축제 이미지와 달리, 무주 반딧불축제는 반딧불이 관찰
을 위한 축제라는 인식이 만연함. 불규칙적인 개체 수로 인한 방문객의 상이한 경험은 방문객
들의 만족도 저하 혹은 실망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반딧불축제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만
큼 브랜딩 이슈로 확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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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S 홍보 채널 운영 관련 핵심 이슈 및 결과
 해당 축제는 젊은 층에게 소구하는SNS 홍보
채널 운영이 미흡해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공에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젊은 층 유입
이 부족하고 고객 편중 현상이 발생하므로 젊
은 층 유치를 위한 전략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SNS과 젊은 층을 통해 바이럴 마케팅에
의한 인지도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SNS 홍보 채널 운영 전략을 수립해야 함
 또한, 축제 사전 홍보 준비는 개최 시기가 결
정되는 전년도 11월경부터 이뤄지며, 리플릿,
포스터 제작 배포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치
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단위 관광객을 타
깃하고자 근접지역인 대전광역시, 전주시를 위
주로 홍보 활동이 이뤄짐. 현재, 홍보 활동은
축제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위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사전 홍보 비용의 경우 전체 홍보의 약 5% 정
도로 그 중요성에 비해 적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음. 이에 무주 반딧불축제의 경우 사전 홍보
기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는 지녔으나 기존 홍보 전략 기획에 변화가 필요함

(4) Key Findings
 앞서서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해 파악된 다양한 비즈니스 핵심이슈와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다시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성이 높은 축제 본연의 가치사슬(value chain)과 축제 운영체계
안에서 지원사업이 필요한 업무 영역을 정의함
- 축제 가치사슬 영역은 무주 반딧불이축제의 경우, 소재 R&D 영역을 제외한 반딧불이의 생
태적 가치를 살리기 위한 보조프로그램 구상이 포함된 상품화 영역, 고객분석 영역 그리고
마케팅활성화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기업의 가치사슬 영역 중 기술개
발, 오퍼레이션 및 마케팅 영역을 강조하여, 축제 고유의 비즈니스 특징으로 재정의하여 핵
심영역으로 구성함

134

직접재정지원종료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

- 또한, 가치사슬 각각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전략(Strategy)-계획(Plan)-실행(Do)-평가(See)
의 업무의 흐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축제 운영 체계라 말할 수 있음. 결국 축제 운영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치사슬과 운영체계의 매트릭스에서 앞
서 살펴본 비즈니스 이슈를 새롭게 매칭하는 것이 본 연구과제의 목표인 지원사업 발굴영역
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음
 무주 반딧불이축제는 상기와 같이 총 5개 영역에서 key findings를 도출함
- 목표 및 전략수립_all strategy: 급격한 생태환경 오염 및 기후변화에 따른 반딧불 개체 감소
등 외부환경요인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포지셔닝 전략수립이 필요함
- 상품화_Plan: 희소가치 있는 축제소재인 반딧불이 외에 축제 핵심가치인 생태환경을 살리기
위한 보조프로그램 계획 및 구상이 필요함
- 고객분석_Plan: 내방 관광객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계획 및 분석설계가 필요함
- 상품화_Do: 야외 숲 체험 중심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관리 및 안전에
대한 운영관리 매뉴얼이 필요함
- 고객분석_See: 기존 고객분석을 단순 만족도 수준 측정에서 벗어나야하며, 고객분석을 통해
마케팅 방향 수립 및 개별 프로그램 유지 및 폐지 등의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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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무주 반딧불이축제 Key Findings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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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사업 도출 및 수행 로드맵
지원과제 Pool
 도출된 Key findings을 기초로 세부 영역 (가치사슬&운영체계 매트릭스)에서 필요한 지원사
업 과제 Pool은 다음과 같음
Exhibit. 무주 반딧불이축제 지원사업 과제 Pool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 중장기 비전 & 전략수립: 모든 가치 사슬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업무로 비즈니스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해당됨
- 보조프로그램 기획: 상품화_Plan 단계에 지원이 필요한 업무로 핵심 프로그램인 신비탐사
외 보조적 생태프로그램 마련 및 신규 보조프로그램 개발･확보가 필요함
- 타깃 고객층 공략 실행계획 수립 및 고객분석 방법 설계: 고객분석_Plan 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내방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타깃 선정기준과 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를
위한 고객분석 방안 설계지원 업무
-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 마련: 고객분석_See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축제 성과 진단 및
평가가 해당됨
- 보조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상품화_Do 단계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반딧불이 외 축제 핵
심가치인 ‘생태’를 살리는 다양한 보조프로그램 운영방안이 필요함
 이 중 상품화_Plan 단계 및 상품화_Do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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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지원사업 벤치마킹 사례
① 현황 및 이슈
 [생태환경 오염으로 인한 축제 지속가능성 이슈] 무주 반딧불축제는 축제 지속가능성이 주요 이슈
로 대두되고 있음. 생태 환경 오염 및 기후변화에 따른 반딧불 개체 감소로 반딧불이 개체 수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및 테마(반딧불이･생태) 연관 프로그
램 부족 등이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대표 프로그램 보완책과 대안(Plan B)이 필요함
- 축제 프로그램 중 ‘반딧불이 신비탐사’의 경우 반딧불이에 의존도가 높은 인기 프로그램인
반면, 반딧불이 개체수 감소로 중장기 운영이 불투명함. 반딧불축제는 생태환경축제로서 축
제의 핵심 가치인 생태환경을 아우르는 이미지가 아닌 반딧불 관찰을 위한 축제라는 인식이
만연함. 생태환경 가치를 반영한 생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반딧불 콘텐츠 활용에만 집중되
고 있어 콘텐츠 쏠림 현상이 나타남73)
 [야외 생태체험 프로그램 부족] 무주 반딧불축제에서는 현재 ‘1박2일 생태탐험’을 제외하고 특별
한 야외 생태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숲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편이 요구됨
- ‘1박 2일 생태탐험’은 이틀 동안 진행되지만, 주요 프로그램 중 반딧불이 신비탐사만 야외
체험이 가능하며, 대부분 축제장 내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야외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은 극히 제한적임
Exhibit. 現 무주 반딧불축제 내 생태교육 프로그램 ‘1박2일 생태탐험’
∙ 총 120가족(520명 내외), 1회 30가족(130명 내외)이 참여함
∙ 한 가족 당 최대 5인이 참여할 수 있고, 4인은 24만원, 5인은
28만원임
∙ 주요 프로그램은 반딧불이 신비탐사, 반딧불축제장(주제관)･반디
랜드 관람, 낙화놀이 관람, 태권도 시범공연 관람, 태권도 체험임
출처: 무주 반딧불축제 홈페이지 (2020)

② ‘벤치마킹’ 케이스
 [미국 생태축제 Pennsylvania Firefly Festival(PAFF)] 펜실베니아 반딧불이 축제(PAFF)는 반딧
불이의 가치 및 Allegheny National Forest(앨러게니 국유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
고자 시작됨. PAFF는 반딧불이의 보존적 가치에 주목하며, 대중에게 반딧불이의 생태자원적･
보존적 가치에 대해 교육하는 사명감을 지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님
 반딧불이의 서식지 및 개체 수 감소 현황, 반딧불이 보호를 고려해 축제 기간 동안 전문
Naturalist(숲 해설가)와 자원봉사자는 반딧불 감상 에티켓을 안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
해 축제 방문객에게 자연환경 보호의 필요성, 반딧불이 및 생태 정보를 제공함. 실천 위주의

73) 무주 반딧불축제의 약 70여개 프로그램 중 단 30%만이 생태와 연관된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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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교육으로, 방문객은 곤충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고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며, 놀라운 자
연 경관을 볼 수 있으며, 이로써 환경보존의식을 가질 수 있음. PAFF는 2018년 펜실베니아
비영리단체 PA Wilds Center의 2018 Conservation Stewardship Award(환경보호관리상)
을 수상함
Exhibit. Pennsylvania Firefly Festival의 주요 과학 교육 프로그램

과학 실습활동-반딧불이 관찰

Naturalist(숲 해설가)의 과학 및 곤충 활동

출처: Pennsylvania Firefly Festival(PAFF) (2018), A Firefly Photo Story-Submitted as a final
report by the Pennsylvania Firefly Festival, Inc.

 [무주군 덕유산 유아숲체험원] 유아숲체험원74)은 아이들이 숲 속에서 자연스럽게 놀이와 학습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자연형 놀이터임. 주로 실내에서 놀던 아이들
이 숲속 자연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덕유산 유아숲체험원을
포함해 전국 총 34개의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됨
- 다양한 야외 체험 장소 및 야외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무주군의 덕유산 유아숲
체험원은 식생이 다양하고 차량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함. 특히 숲 생태 지식과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유아숲지도사가 배치되어 유아들과 교육, 놀이, 상담, 보호, 치
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
- 2015년에 조성되어 2016년 1만여명이 방문한75) 덕유산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자연과
하나될 수 있는 숲 난타, 오르락내리락, 숲 소파, 통나무터널, 모래놀이장, 깔딱고개, 천년의
숲, 물놀이 체험시설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함. 예를 들어, 숲이 주는 자원으로 만드
는 나만의 나무목걸이 만들기 체험, 시각･청각･촉각 등 온몸을 통해 느끼는 오감으로 숲 느
끼기 체험, 숲속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난타극 체험, 내 나무에게 편지쓰기 체험 등을 통해
아이들은 도시에서 경험하지 못한 숲의 중요성, 자연과 친해지는 법을 알아갈 수 있음

74) ‘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
육하는 시설(산림교육법 제12조)을 말하며 산림청에서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성해오고 있음
75) 대한민국정책 브리핑 (2016), 덕유산 유아숲체험원 2월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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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덕유산 유아숲체험원 배치도 및 주요 체험 프로그램

덕유산 유아숲체험원 시설물 배치도

숲속에서 친구와 함께하는 난타 체험

출처: 대한민국 산림청 다음 블로그 (2018), 숲속 놀이터! 덕유산 유아숲체험원으로 놀러오세요!

 [파주 벽초지수목원 그린스쿨] 벽초지수목원 그린스쿨은 1,000여 종의 식물로 가꿔진 수목원에
서 진행되며,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함. 수목원 내 6개 공간 속 27개 정
원을 숲 해설가의 설명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보유함
 프로그램은 크게 시그니처 프로그램(수목원 해설 투어 프로그램, 플레이그린 탐험 프로그램), 만들기
프로그램(유아, 어린이, 일반인 대상), 단체 프로그램 패키지(유아, 초등, 일반 단체) 등이 운영됨
- 시그니처 프로그램의 수목원 해설 투어 프로그램은 계절별 수목원의 자연 생태 모습 변화를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40분 동안 관찰할 수 있음. 플레이그린 탐험 프로그램은 월별, 학년별
교과 과정에 맞춘 교육 연계 프로그램으로 수목원 생태놀이와 해설 투어 프로그램을 포함함.
탐험 프로그램은 자기주도적 체험을 통해 협동심과 모험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함
- 만들기 프로그램은 자연이 주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기획
되었으며 모든 연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음. 유아 대상으로 씨앗심기 화분, 나
무동물 자동차 만들기 등을 진행하고, 어린이 대상으로 나무조각 목걸이, 스칸디아모스 이끼
로 숨 쉬는 나무 만들기 등, 일반인 대상으로 드라이플라워 액자 만들기 등을 운영 중임

③ 축제 솔루션 제시: 축제 지속성을 위한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생태프로그램 및 야외 프로그램 개발] 현재 반딧불축제의 야외 생태 프로그램은 1박2일
생태체험에 국한되어 생태환경축제의 이미지가 매우 약함. 또한, 반딧불이 개체 감소, 테마(반
딧불이･생태) 연관 프로그램 부족 등 여러 이슈로 인해 축제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어 반
딧불이의 서식지인 숲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생태프로그램 개발, 숲속 생태자원 교육 등 적극
적인 숲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편이 요구됨
- 산림교육을 통해 유아는 사회성 발달, 창의력, 집중력, 탐구능력 등의 학습능력 향상, 환경감
수성 증진, 자아개념 형성 등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받음
 따라서 무주 반딧불축제는 반딧불이 서식지 및 인근 숲속 등 무주의 자연환경 곳곳을 무대로
활용한 생태 및 반딧불이 관련 야외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축제 방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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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연 그대로의 무주를 체험하는 시간을 늘리고, 반딧불이 개체 감소 원인 및 생태계 보호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어, 축제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기대됨
- 오염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저항력이 다른 곤충에 비해 약한 반딧불이의 서식지는 자연환경
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환경 교육 및 다양한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임
- 이와 더불어, 무주군에 위치한 덕유산 유아숲체험원과 무주 반딧불축제를 연계함으로써 유아
숲체험원 방문객에게 반딧불이 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축제를 상시
홍보할 수 있음
 다만, 반딧불이는 환경적으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탐사지역의 인위적 조성이 불가하다는 점
을 고려해, 송파구의 월별 생태프로그램과 같이 축제 개최 시기에 나타나는 동식물 관찰, 숲길
탐험, 숲속을 거닐며 모은 나뭇가지, 나뭇잎 등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무주 반딧불축제가 개최되는 5월의 식물, 곤충, 조류 등을 남
대천 또는 인근 숲속에서 찾아보며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음
- 송파구는 방이생태학습관에서 유아와 초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월별･
계절별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함. 주요 활동으로는 방이 습지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식물, 곤
충, 조류 등을 관찰하고, 계절에 맞는 생태놀이와 체험활동을 실시함
Exhibit. 송파구 자연생태체험교실의 월별 프로그램(안)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분야

감각/식물/곤충/조류

식물/양서류/조류

주제

봄맞이하러 가자

-

생태동화 감상
식물의 꽃눈과 새싹들 관찰, 씨앗심기
봄나물 알아보기
곤충과 거미 알집 관찰
습지에 오는 새 관찰하기

개구리를 만나자

-

봄꽃 찾아보기
버드나무 물오름소리 들어보기
피리 만들기(버들피리, 풀피리)
개구리 관찰과 자연놀이

-

꽃(찔레, 족제비싸리)과 곤충
뽕나무 관찰, 오디 먹어보기
달팽이를 찾아 보자
통과새와 여름철새, 번식하는 새 알아보기
버드세이버 만들어 붙이기

곤충의 한살이물 속 생물 관찰

-

나비와 애벌레
무당벌레의 한살이, 무당벌레 만들기
버드나무에 오는 곤충 알아보기
수생식물 알아보기
물고기 관찰

잠자리와 습지의 중요성

-

물 속 곤충 관찰하기
다양한 잠자리의 모습 관찰
배회성거미와 정주성거미 알아보기
봉숭아 물들이기, 풀잎공예

식물/곤충/복족류/조류 꽃에 오는 곤충새를 찾아보자.

곤충/식물/어류

곤충/체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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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분야

8월

9월

10월

11월

주제

내용
-

매미 찾아보고 매미소리 알기
다양한 벌의 종류와 모습 알아보기
나비마다 다른 먹이식물을 알기
자연물로 만드는 놀잇감

곤충/체험

매미를 만나자, 나비와 먹이식물

식물/곤충

가을꽃을 찾아보자 가을에 우는 풀 벌레
-

다양한
풀벌레
짝짓기
자연물

식물/곤충/조류/체험

씨앗의 여행, 동식물의 겨울준비,
이동하는 새들
-

씨앗과 열매 모아 관찰하기
단풍이 드는 이유 알아보기
곤충의 겨울나기(알집관찰 등)
철새들의 움직임 알아보기
짚풀공예(계란꾸러미, 공, 똬리)

식물/곤충/조류/체험

식물의 겨울나기
겨울철새 알아보기

-

가을꽃 알기
관찰과 소리 듣기
하는 곤충들
액자 만들기

식물의 겨울눈 관찰
흔적 찾기(발자국, 똥)
새들의 겨울나기 준비
천연비누와 립밤 만들기

출처: 송파구 홈페이지 (2020)

(3) 과제 우선 추진순위_기준수립 및 우선순위 도출
 축제 비즈니스 가치사슬 영역 內에서 각 영역별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단계 (step1~step4)를 정의하고, 각 영역 間 선후관계 식별을 통해 도출된 과제Pool의 우선순
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함
Exhibit. 과제 영역별 우선순위 도출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앞에서 기술한 비즈니스 진단 결과와 상기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향후 1~2년차에 수행되어야 할
과제 (Do First!)와 향후 2~3년차에 수행할 (Do Next)과제 및 중기적으로 수행할 (Do Later)
과제 등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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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는 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무주 반딧불이축제의 경우 1~2년차에 지원받아야 할 사업으로 ‘반딧불이의 보존적 가치에 조명
해 생태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 및 ‘기존 프로그램 upgrade’가 있으며, 2~3년차에는
‘브랜딩 전략 수립’, ‘국내 관광객 마케팅 강화’ 및 ‘고객 데이터 확보방안 마련’, ‘타깃 고객층
공략 실행계획 수립 지원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이와 더불어, 아직 해외 관광객 유치
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강화는 비즈니스 중요도와 시급성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hibit.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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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 모델 분석
(1) Overview
 함평 나비축제는 체험형 축제로, 나비를 테마로 하며 생태현상 관찰 및 체험 프로그램, 교육적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하는 꽃, 나비, 곤충을 소재로 한 체험, 전시, 문화행사를 핵심가치로 제
시함
Exhibit. 함평 나비축제 Business Model Canvas

출처: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 (2019), 제21회 함평나비대축제 평가보고서,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2) Product (축제 상품 및 서비스)
① Value Proposition (가치 제안)
 함평 나비축제는 나비를 테마로 함평이 친환경 지역임을 어필하고 생태현상 관찰 및 체험 프
로그램과 교육적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꽃･나비･곤충을 소재로 한 체험･전시･문화행사 경험’
을 핵심 가치로 제시함
- 1999년-2012년(제1회-제14회) 동안 매년 축제의 대표 나비를 선정했고 2013년부터 2019
년까지 7년 동안 호랑나비를 대표 나비로 선정함. 2020년의 대표 나비는 산제비나비임
 2019년 축제는 약 81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즐길거리와 볼거리 프
로그램으로 구성됨. 세부 프로그램은 공식행사, 일반행사, 전시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 체험행
사로 기획됨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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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을 ‘즐길거리(체험, 참여)’, ‘볼거리(공연, 전시, 홍보관 등)’, ‘살거리(기념품 및 상품
판매)’, ‘먹거리(식음료)’로 구분할 경우, 볼거리 프로그램이 47.9%, 즐길거리 31.5%, 살거리
12.3%, 먹거리 8.2%로 집계됨
- 프로그램을 ‘테마 연관(O, 나비 관련 프로그램)’, ‘테마 비연관(-)’으로 구분한다면, 테마 비
연관(-) 프로그램 비중은 78.3%, 테마 연관(O)은 21.7%임
Exhibit. 함평 나비축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분류
(수)

공식행사 (6)*

일반행사 (2)

구분

테마
연관성

개막식

볼거리

O

제21회 함평나비대축제 전국미술대회

볼거리

O

제41회 군민의날 행사

볼거리

-

군민의 날 기념식

어린이한마당 잔치 및 경연대회

볼거리

-

마술, 훌라후프 경연 등

제47회 어버이날 기념식

볼거리

-

축하공연 등

폐막식

볼거리

O

-

즐길거리

-

-

도전 건강 골든벨

볼거리

-

-

추억의 쇼 유랑극단

볼거리

-

-

세계음식문화공연

볼거리

-

-

남도노동요시연

볼거리

-

-

함평예술인기획사

볼거리

-

함평출신 가수, 색소폰 공연

볼거리

-

함평군 번영회 담당

볼거리

-

방송･밸리댄스, 밴드공연 등

볼거리

-

-

프로그램

나비축제 왔으면 함평을 알아야지!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함평지회 (나비야 놀자!)
공연 프로그램
아이러브공연단
(11)
나비축제 찬양콘서트

비고
KBC광주방송 진행
-

시나브로아코디

볼거리

-

스위스민속음악, 한국가요

군민 노래자랑

볼거리

-

함평군 번영회 담당

찾아가는 음악회 (군민참여 프로그램)

볼거리

-

어린이날 식전행사 특별공연

볼거리

-

황금박쥐 조형물 운영 (실외)
야외 나비･곤충생태관 연출 (실외)
나비･곤충 생태관
전시 프로그램
다육식물관
(17)
자연생태관
함평천지문화 유물전시관77)

살거리
볼거리
볼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O
O

마술 등
박쥐가면 판매
순금 162㎏ 황금박쥐조형물
나비곤충 관찰장 등
곤충 10여 종 체험

볼거리

-

-

살거리

-

-

볼거리

-

갑각류, 어패류 관찰장 등

즐길거리

-

뒤영벌 촉각 체험, 포토존

살거리

-

나비고을한과 판매장 운영

볼거리

-

6,165점 유물 전시

즐길거리

-

관광객의 인물극 체험

76) 2019년 축제 리플렛, 보고서, 축제 일정표 참고

147

2020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분류
(수)

구분

테마
연관성

비고

식품산업관

살거리

-

식품 사업관,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잔디관장

살거리

-

-

황소주차장

살거리

-

-

프로그램

농특산물관

즐길거리

곤충생태학교

살거리

농산물, 기념품 판매점

볼거리

O

-

민물고기 과학관

볼거리

-

-

화석전시관

볼거리

-

-

볼거리

-

과일류, 쌈채소 등 전시

살거리

-

농작물 종자 판매

함평군립 미술관

볼거리

-

군립미술관 특별기획전, 희귀
수석 전시

주제영상관

볼거리

-

하천홍보관, 기념품점, 수유실,
종합상황실 운영

양봉산물(벌집) 전시회 운영

볼거리

-

-

가족과 함께 실내 나비날리기

즐길거리

O

야외 나비 날리기체험

즐길거리

O

-

재활용을 이용한 나비만들기

즐길거리

O

-

가상현실 나비체험관

즐길거리

O

나비･곤충 표본만들기

즐길거리

O

-

나비･곤충 입체퍼즐체험

즐길거리

O

-

미꾸라지 잡기체험

즐길거리

-

-

동물농장체험

즐길거리

-

가축 전시, 먹이주기 체험

젖소목장 나들이체험

즐길거리

-

송아지 우유 먹이기 등

즐길거리

-

모내기, 수리농경문화체험

친환경 농업관

농경사회문화전시체험
전통민속놀이체험
양봉산물(벌집) 전시회

엄마 고마워 장터 운영 (함평군 생활개선회 운영)

유아 동반 가족 대상

나비 우화과정 VR체험

볼거리

-

농경사회 생활유물 전시

즐길거리

-

모내기, 수리농경문화체험

볼거리

-

농경사회 생활유물 전시

즐길거리

-

뒤영벌 촉각체험

볼거리

-

과목벌집 전시, 퉁유리벌집
등 전시

즐길거리
살거리

떡매치기 체험 및 한과시연
-

먹거리

잔치국수, 대추호떡 등

즐길거리

-

모금 참여자 솜사탕 만들기
및 음료 시음

추억의 유랑극단 운영

볼거리

-

마술, 연극, 트로트 등

함평군 SNS사진공모전

즐길거리

-

-

사랑앵무새 먹이주기체험

즐길거리

-

-

나비축제 가족신문 만들기체험

즐길거리

-

-

체험부스 (23개)

즐길거리

-

관광객이 참여하는 유니세프 모금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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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게 체험 등

나비곤충 표본 전시관
금호아시아나관

체험 프로그램
(41)

O

향수만들기, 유리공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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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분류
(수)

먹거리 (5)

구분

테마
연관성

먹거리장터

먹거리

-

편의점

먹거리

-

함평천지한우셀프식당

먹거리

-

-

푸드트럭

먹거리

-

6개 업체 운영

세계음식관

먹거리

-

7개국의 음식 전시･판매

프로그램

비고
동예네, 함평천지 휴게소
-

*공식행사의 경우 축제 홈페이지 및 리플렛에 기재된 프로그램을 기재함
출처: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 (2019), 제21회 함평나비대축제 평가보고서, 함평나비축제 리플렛 (2019),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함평 나비축제의 주요 볼거리 및 즐길거리 프로그램은 나비 및 곤충 등 생태현상 관찰 및 체
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주요 방문객인 아이 동반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
로 기획됨
- 교육적 프로그램인 나비･곤충 생태관, 곤충생태학교 등은 대부분 전시 프로그램에서 진행됨.
나비･곤충 생태관은 유아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실내 나비 날리기’ 체험을 무
료로 실시함. 평일에는 100명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고 개별 방문객 수가 많은 주말에는
선착순으로 200명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함
 먹거리는 편의점 7곳, 먹거리장터 2곳(동예네, 함평천지휴게소), 함평 한우셀프식당, 푸드트럭
(6개 업체가 운영), 함평군 생활개선회가 운영하는 엄마고마워장터, 세계음식문화거리의 세계
음식관에서 판매됨
- 이 중 함평천지휴게소와 함평천지한우셀프식당은 함평 특산물인 단호박과 한우를 식자재로
사용한 먹거리를 판매함. 함평천지휴게소는 함평 단호박을 이용한 나비축제정식과 함께 수제
(치즈)돈가스, 함평 왕유부우동, 국밥, 해장국 등을 판매함. 함평천지한우셀프식당의 메뉴는
파전, 도토리묵과 함평천지한우를 사용한 소머리국밥, 육회 등임
 주요 살거리는 농특산물로 총 43개 업체가 축제장 내 식품사업관과 잔디광장, 황소주차창 입
구에서 판매함
- 식품산업관에는 33개 업체가 참여했고 잔디광장에는 9개 업체, 황소주차장에서는 1개 업체
가 농특산물을 판매함. 식품산업관의 경우 지역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류 등을 전시 및 판
매하고 고객을 위한 무료 택배시스템도 운영함. 잔디관장에서는 특산물 외 함평군에서 제작
된 수공예품도 판매됨
- 입장료 구매시 제공하는 축제 쿠폰은 함평군 상가 및 축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함
 B2B 기업 고객에게는 단기간 약 37만 명의 집객효과78)가 있는 축제에서 기업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함

77) 우리 어머니들의 일생을 테마로 1,056종, 9,943점의 모형과 생활유물을 조합하여 1960-80년대 함평초등학교와 학생
들의 생활공간, 가정생활 및 시장 모습 등을 구성함. 2018년 4월 27일에 개장함
78)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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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duct (축제 상품 및 서비스)
① Value Proposition (가치 제안)
 함평 나비축제의 주요 고객은 가족 관광객이며 대부분 아이를 동반함. 참고로 축제의 대부분
프로그램은 전 연령을 타깃으로 하여 아이부터 성인까지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 및 공간을 확
보하고 있음
- 2019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한 축제 방문객 분석자료79)에 따르면, 나비축제는 여성 방
문객(67.8%), 가족 관광객(49.7%), 외부 관광객80) (61.9%),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
해 방문(35.3%)한 관광객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축제 방문객 동반자 형태에서는 가족 관광객이 49.7%이며, 이중 아이 동반 가족 비중은
29.0%이고 아이를 동반하지 않은 가족은 20.7%로 확인됨
- 축제 방문 횟수에서는 최초 방문객(37.0%) 다음으로 5회 이상 방문한 방문객(22.4%) 비중이
높음. 총 2회 이상 재방문한 방문객 비중은 62.8%임
- 더하여, 방문객 연령은 50대(26.8%), 20대(21.1%), 30대(21.1%), 60대(18.3%) 순으로
20-30대(42.2%)와 장년층 50-60대(45.1%) 비중이 높게 집계됨
Exhibit. 함평 나비축제 주요 고객
가족 관광객

장년층 관광객

출처: 인스타그램 @sh1016sh (2019), 광주일보 (2019)

 관광공사 소비자평가 보고서81)에 따르면, 함평 나비축제의 평가에 참여한 소비자의 거주지역은
타지역인 서울(27.5%)과 동일권역인 광주(27.0%)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됨
Exhibit. 함평 나비축제의 소비자 평가 응답자 거주지역 분석 (%, n=200)
구분

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동일지역 10.0

-

-

-

-

-

-

-

-

-

-

-

-

10.0

-

-

-

-

동일권역 33.0

-

-

-

-

27.0

-

-

-

-

-

-

6.0

-

-

-

-

-

-

-

-

타지역

57.0 27.5 2.0 2.5 3.5

-

0.5 0.5

-

15.5 1.0 0.5

출처: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보고서
79)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 (2019), 제21회 함평나비대축제 평가보고서
80) 방문객 중 전라남도 외 방문객의 비중
81) 한국관광공사 (2019), 2019년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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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Distribution Channels (채널)
 함평 나비축제는 축제 자체 채널인 홈페이지와 함평군 SNS, 다양한 간접 채널을 통해 축제를
홍보함. 간접 채널은 티켓 및 관광 상품 판매처, 프로그램 운영사를 포함한 파트너사 운영 채
널, 국내 주요 커뮤니티, 국내 방송매체･언론사 채널이며, 이들을 통해 축제의 인지도를 제고
함
- 주요 파트너사 채널로는 한국관광공사, KTX, 개막식 수행사인 KBC 광주방송, 함평군 번영
회 등이 있음. 티켓링크, 모두투어 등은 예매처로 축제 입장권･연계 관광 상품을 사전 판매
해 관광객을 유치함. 특히 코레일 광주본부는 축제기간 동안 함평역에KTX를 임시 정차하고,
KTX열차 이용객에게 축제 행사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함. 또한, 함평나비쌀 증정 및
입장권 1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 커뮤니티 채널에는 세계언론인협회82), 광주전남 사진기자 등이 있으며, 광주 버스터미널, 함
평군 터미널, KTX열차, 옥외 전광판 내 축제 광고 영상을 통해 축제를 홍보함. 2019년 제
18회 세계 한인언론인 대회 참가자들은 함평 나비축제를 방문해 취재활동을 수행함. 이에 더
해, 광주전남 사진기자를 초청하여 나비축제 성공기원 나비 날리기 행사 및 축제 개막전 포
토데이를 개최함
- 국내 미디어는 지상파 및 케이블TV의 뉴스(MBC, YTN)와 기획 프로그램, 신문 및 잡지(중
앙일보, 광주일보 등), 라디오 방송 등이 포함됨. 나비축제의 체험활동 및 주요 행사에 대한
홍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함
Exhibit. 함평 나비축제 채널 분류

출처: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 (2019), 제21회 함평나비대축제 평가보고서, 세계한인언론인협회
(2019), 뉴스에이 (2019),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함평 나비축제 관련 기사
토대로 재구성

③ Relationships (관계)
 함평 나비축제는 국내 소비자의 축제 관여도를 높이고 주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사전
82) 세계한인언론인협회 (2019), 세계한인언론인들 '나비의 도시 함평에서 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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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이벤트를 실시함. 함평군 SNS 채널을 통해 ‘함평에서 1박 하면 나비축제 무료입장’,
‘입장권 사전 예매 할인’ 등을 홍보하고 ‘빈칸 맞추기 이벤트’를 진행함. 함평군 SNS 상 축제
기간 및 종료 후 진행되는 이벤트는 없는 것으로 검색됨
 함평군 관광지를 둘러보는 버스투어 상품에 대한 홍보도 진행하고, 입장권 사전 온라인 예매처
에서는 버스투어 상품을 함께 판매하여 함평 관광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
 축제 기간 동안 KTX열차를 이용해 축제를 방문한 관광객은 함평역에서 축제 행사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지역 주민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축제에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 함평 주민의 무료입
장과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지역 특산물 판매장, 수공예품 판매 부스, 자원봉사자 부스를 기획
함. 또한, 지역 주민은 축제장에서 방문객을 위한 공연을 선보이는데, 사회단체 중 농업기술센
터 기타 동호회원 직원들은 함평천지유물전시관 앞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관내 학생들은 축
제장을 돌아다니며 단체 공연을 제공함

(4) Infrastructure 측면 (축제 인프라)
① Key Activities (핵심 활동)
 함평 나비축제의 핵심 활동은 나비 사육과 축제장(엑스포공원, 함평천 생태습지공원) 내 실내･
외 꽃 조형물 조성, 기존 시설 및 전시 부스 내 나비･곤충･생태 관련 프로그램 기획임
 함평은 20년 전 나비 인공 사육에 성공했고 함평 나비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나비축제로 성
장함. 전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지도사에 따르면 2019년 축제에 선보일 호랑나비 외 24종,
20만 마리를 사육함83)
 또한 나비와 밀접한 관계인 꽃(초화류) 33종 42만 본을 꽃 조형물, 꽃밭, 꽃길, 꽃 동산 등으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 특히 ‘나비와 함께하는 봄날의 여행'이란 2019년 축
제 주제에 맞게 24종의 나비와 어울리는 포토존 및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함
 축제장에는 다양한 전시관이 조성되어 있으며 전시관은 전시뿐만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 진행
공간으로 활용됨. 나비･곤충 생태관은 나비 생태 전시 및 방사 체험과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
된 나비 생애 등과 같은 여러 교육적 프로그램이 이루어짐. 곤충생태학교에서는 재활용품을 이
용해 ‘나비 만들기 체험’, ‘VR 나비 체험’, ‘나비･곤충 표본 제작’ 등을 진행함

② Core Competences (핵심 자원 및 경쟁력)
 나비축제의 핵심자원은 축제 장소로 활용되는 엑스포 공원과 함평천 생태습지 공원, 엑스포공
원의 자연생태관과 인근 황금박쥐 생태전시관 등의 상설 운영이며 핵심 경쟁력은 나비축제로
서 높은 인지도임

83) MBC뉴스 (2019), 봄을 부르는 나비의 힘찬 날개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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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행사는 엑스포 공원 내 나비･곤충 생태관과 중앙광장에서 진행되고, 생태습지공원은
공원의 특성을 살려 동물농장, 젖소목장 나들이 체험, 농경사회문화 전시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기획되었으며 함평천과 어우러진 유채꽃밭도 조성됨. 또한 엑스포공원과 다육식물관, 자연생태
관, 민물고기과학관, 나비표본전시관, 황금박쥐 생태전시관 등 관람 시설물이 상시 운영되어
축제를 홍보함
 핵심 경쟁력인 전국적으로 높은 나비축제의 인지도로 인해 함평군 인근 지역뿐만아니라 전국
에서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함평 나비대축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관광객 중 함평 지
역 주민은 5%이고, 타 지역 관광객이 9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근거리에 위치
한 함평 외 전남 지역의 거주자가 33.1%, 광주 거주자가 31.4%로 집계됨

③ Partner Network (파트너 네트워크)
 함평 나비축제는 함평군 주최,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의 주관 하에 기획･운영됨. 프로그램의 주
요 수행 파트너는 KBC 광주방송,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업체, 체험부스 운영 업체 등임.
주요 후원･협찬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도로공사, 쌍용차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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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이슈 및 문제점 도출
(1) 함평 나비축제 이슈 트리 분석
 함평 나비축제 현황 분석을 통해 파악된 이슈는 테마와 프로그램 간 연관성이 낮은 점, 프로그
램 타겟팅이 고객 양적 확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점, 홍보 효과가 미비한 점이 있음. 이를
통해 나비 연관 프로그램의 부족, 어린이 층에 편중된 프로그램, 사전 홍보 운영의 미흡 등 근
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음
 ‘나비’ 테마 연관 프로그램인 ‘나비 날리기’ 행사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테
마 외(外)적 소재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테마 연관성이 떨어지게 됨. 또한, 아이들과 함께
축제장을 방문하는 젊은 층, 중장년 층은 직접적으로 즐길거리가 부족함. 이에 따라 축제는 테
마 연관도와 고객 양적 확대 등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게 됨
 결국 아이들 외에 젊은 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에게 피력할 수 있는 나비 프로그램을 확립
해 테마 연관도를 높여야 함. 더하여 관광객 확보 차원에서 효율적인 홍보를 시행하기 위해 현
재 도출된 다양한 이슈간의 원인-결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근본원인 해결에 초점을 둔 방
향으로 해결해가야 함. 각 근본원인 별 상세 이슈 분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Exhibit. 함평 나비축제 이슈트리 분석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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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비 연관 프로그램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함평 나비축제는 나비 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
이 약 22%로 높지 않으며, ‘나비 날리기’에 대
한 프로그램 의존도가 심화됨. ‘나비 날리기’ 행
사는 수용 가능한 관광객 수가 많지 않기 때문
에 축제 측은 나비 연관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방문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신설하게 됨. 이로 인해 함평 나비축제에
는 나비 외(外)적 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다
수 구성됨
 현재 축제는 나비 외에 주로 곤충, 생태, 농산물
등 함평 지역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함. 다육식물관, 자연생태관, 농특산물관 등
은 함평군 지자체가 축제를 통해 표방하고자 하
는 바를 주로 드러냄. 그러나 이는 생태 및 농
산물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생태도시’ 이미지
구축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나비축제’의 브
랜딩 측면에서는 오히려 축제 전반의 브랜딩 이미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축제 관계
자 인터뷰 및 2019 함평나비대축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우
리 어머니들의 일생’을 테마로 한 ‘엄마 고마워 장터’ 등 나비 외(外) 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
이 나비 프로그램보다 만족도가 높아 대표 프로그램과 보조 프로그램 간 주객전도의 현상이
발생함. 결국 프로그램과 축제 테마 간 연관성이 떨어지는 이슈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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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편중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나비축제의 프로그램은 주로 어린이를 위한 즐
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음. 곤충
생태관과 나비 날리기 등 축제 프로그램은 주로
어린이들의 교육 및 체험 측면을 타깃함으로써
아이들과 함께 축제장을 방문한 젊은 부모층, 중
장년층 관광객을 위한 축제장 내 즐길거리가 부
족한 실정임
 그 밖에 연인 또는 친구와 동반한 방문객도 어린
이 위주의 행사장에서 즐길거리를 찾지 못하게
됨. 특히 나비라는 소재는 비단 교육적 측면뿐만
아니라, 새롭고 시각적인 소재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젊은 세대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소재이나,
어린이가 아닌 성인 방문객의 즐길거리 마련이
미비하다는 이슈가 있음. 이에, 아이와 함께 축
제장을 방문했던 성인 방문객에게 재방문 동기
를 제공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충성도 고객 확보
가 어려워져 고객 양적확대를 위한 모멘텀이 약하다는 문제를 야기함
 또한, 함평 나비축제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비슷한 프로그램 구성, 밤 시간에 즐길 프로그램
의 부족과 관련한 관광객 의견이 또한 다수 존재하였음. 성공적인 축제 운영을 위해서는 축제
의 콘셉트 지향점, 프로그램의 구성, 이를 즐기는 고객 만족도가 모두 충족돼야 함. 이에 유의
하여 젊은 층 신규 고객과 나비축제의 연결 고리를 만들고, 기존 고객을 축제의 충성 고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나비 프로그램 신설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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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홍보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축제의 사전 홍보는 개최 약 한 달 전에 이루어지
며, 홍보 포스터와 팸플릿을 함평군 시가지와 전
광판, 아파트 단지,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 이용시
설에 부착하는 등 매스 마케팅(mass marketing)
방식에 의존함. 이러한 매스 마케팅 방식은 불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방식이며, 향후
나비축제가 젊은 고객층을 유치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관광객의 유치를 꾀하기 위해서는 선제
적으로 타깃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 전략이 필요
한 상황임. 따라서, 웹툰, SNS 홍보, 유튜브, 외
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다양한 고객
층과 홍보 채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전 홍보
가 필요함. 특히, 코로나19 이후 축제 분야에서
도 비대면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온라인
홍보 방식의 도입이 불가피해진 상황임. 미디어,
영상을 활용한 사전 홍보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더욱 친밀한 홍보 채널이므로 기존 사전 홍보 방식으로 변모가 필요한 상황임
 젊은 세대는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축제장을 방문해 사진과
기록을 남기는 경향이 있음. 이들은 SNS를 통한 자체적인 바이럴 마케팅이 가능한 고객 층이
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함
 한편, 나비축제는 교통 접근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평상시 KTX 무정차역인 함평역을 축제 기
간에 한해 목포와 용산 착발 KTX 임시 정차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전 홍보가 미
흡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용산-함평 KTX 왕복 열차 티켓과 함평 나비축제 입장권을 함께 구
매할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축제와 연계한 열차 관광상품도 출시했지만, 마찬가지로 홍
보가 미비해 실질적인 KTX 열차 이용 현황은 저조한 실적을 나타냄. 교통 접근성 관련 수용
태세 인프라와 입장권 할인 이벤트 등은 관광객의 축제장 방문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사전 홍
보 운영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임

(5) Key Findings
 앞서서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해 파악된 다양한 비즈니스 핵심이슈와 문제점을 살펴보았으
며, 이를 다시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성이 높은 축제 본연의 가치사슬(value chain)과 축제 운영
체계 안에서 지원사업이 필요한 업무 영역을 정의함
- 축제 가치사슬 영역은 함평 나비축제의 경우, 소재 R&D 영역을 제외한 생태적 가치를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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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보조프로그램 구상이 포함된 상품화 영역, 고객분석 영역 그리고 마케팅활성화 영역
으로 구분될 수 있음. 이는 일반적인 기업의 가치사슬 영역 중 기술개발, 오퍼레이션 및 마케
팅 영역을 강조하고, 축제 고유의 비즈니스 특징으로 재정의하여 핵심영역으로 구성함

- 또한, 가치사슬 각각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전략(Strategy)-계획(Plan)-실행(Do)-평가(See)
의 업무의 흐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축제 운영 체계라 말할 수 있음. 결국 축제 운영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치사슬과 운영체계의 매트릭스에서 앞
서 살펴본 비즈니스 이슈를 새롭게 매칭하는 것이 본 연구과제의 목표인 지원사업 발굴영역
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음
 함평 나비축제는 상기와 같이 총 5개 영역에서 key findings를 도출함
- 목표 및 전략수립_all strategy: 쉽게 접할 수 없는 ‘나비’라는 축제소재를 활용하되, 벤치마
킹 사례를 통한 중장기 전략방향 및 체계가 필요함
- 상품화_Plan: 함평 나비축제의 교육적 가치를 브랜딩하여, 교육장인 동시에 한국의 나비를
보호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확장하기 위한 보조프로그램 계획 및 구상이 필요함
- 고객분석_Plan: 내방 관광객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계획 및 분석설계가 필요함
- 상품화_Do: 축제장 내 곳곳을 활용하여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관리 및 안전에
대한 운영관리 매뉴얼이 필요함
- 고객분석_See: 기존 고객분석은 단순 만족도 수준 측정에서 벗어나야하며, 고객분석을 통해
마케팅 방향 수립 및 개별 프로그램 유지 및 폐지 등의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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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함평 나비축제 Key Findings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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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사업 도출 및 수행 로드맵
(1) 지원과제 Pool
 도출된 Key findings을 기초로 세부 영역(가치사슬&운영체계 매트릭스)에서 필요한 지원사업
과제 Pool은 다음과 같음
Exhibit. 함평 나비축제 지원사업 과제 Pool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 중장기 비전 & 전략수립: 모든 가치 사슬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업무로 비즈니스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해당됨
- 보조 프로그램 기획: 상품화_Plan 단계에 지원이 필요한 업무로 쉽게 접할 수 없는 ‘나비’라
는 축제소재를 활용하면서 ‘생태교육적’ 보조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안이 필요함
- 타깃 고객층 공략 실행계획 수립 및 고객분석 방법 설계: 고객분석_Plan 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내방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타깃 선정기준과 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를
위한 고객분석 방안 설계지원 업무
-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 마련: 고객분석_See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축제 성과 진단 및
평가가 해당됨
- 보조 프로그램 기획: 상품화_Do 단계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핵심프로그램인 ‘나비날리기’
외 벤치마킹 사례를 통한 보조적 생태프로그램 마련 및 신규 보조프로그램 개발･확보 등의
지원사업이 해당됨
 이 중 상품화_Plan 단계 및 상품화_Do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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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지원사업 벤치마킹 사례
① 현황 및 이슈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나비’ 개체수 감소로 축제 지속가능성 위협] 환경오염 등 외부 환경 위협
요인으로 인해 함평 나비축제의 핵심소재인 나비의 개체수가 줄고 있어, 앞으로 나비를 보는 게
점점 어려워질 전망임. 나비는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한 곤충이자 주요 수분 매개자
(pollinator)였으나, 지구온난화 등으로 국내외에서 개체수가 줄어들었음. 나비 개체수 감소는 자
연 생태계 시스템을 비롯해 농업과 경제 전반, 곤충을 소재로 한 축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 점에서 축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나비 생태 변화에 대한 교육, 나비 보
호의 필요성, 나비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방문객에게 ‘나비를 살리자’ 또는 ‘나
비를 돌아오게하자’와 같은 생태환경 축제로서의 이미지 리브랜딩이 요구됨
 현재 함평 나비축제는 나비 날리기 및 나비 관람이 대표 프로그램으로, 나비 보호 및 보존 관
련 교육 프로그램이 다소 미흡함. 축제는 기존 나비를 소재로 활용한 것을 넘어 환경보호의 개
념하에서 나비의 중요성을 제고해 나비 및 생태축제로서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해야 함. 이를
보완한다면 생태축제 이미지를 살리고, 나비 및 생태 보존 방향으로 보조 프로그램 또한 확보
할 수 있을 것임
-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진은 나비 감소의 원인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보고 있음.
곤충 가운데 ‘나비류’가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도시의 나비 개체수 감소는 세계적으로 심각
한 수준이라고 언급함
 [나비연관 프로그램 부족으로 테마와 프로그램 연관성 미흡] 함평 나비축제에서 프로그램과 ‘나비’
테마의 연관성 미흡 및 고객 양적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나비 연관 프로그램 부족, 프로
그램 편중 등이 원인으로 판단됨. 나비 연관 프로그램이 부족해 대표 프로그램인 ‘나비 날리
기’ 행사에 의존도가 심화되며, 이를 보완하고자 나비 외에 곤충, 어머니의 삶 등 다양한 소재
가 프로그램으로 활용되면서 축제 테마에 대한 일관성이 저해됨. 그로 인해 나비 연관 프로그
램 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 함평 나비축제는1999년부터 매해 축제 대표 나비를 선정하고 있으나, 나비의 특색과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선정만으로 마무리돼 당해 대표 나비를 소재로한 활동이 부족함
- 현재 토종 나비의 특징을 살린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미흡해 토종 나비를 이해하고 즐기는
요소가 약한 상황이며, 토종 나비에 대한 축제 방문객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려움
 [나비 소재만을 소구하는 축제] 2019 함평 나비축제 평가보고서에서는 축제 발전을 위해 축제가
시대 및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함. 축제 소재인 나비를 포함한 수분 매개자
(pollinator) 곤충의 개체수 감소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방문객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환경문제나 저탄소 문제 등을
나비 및 생태 테마와 연관된 프로그램으로 기획함으로써 환경보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음
-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트렌드 코리아 2019’는 2019년 주목할 만한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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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로 '필(必)환경'을 소개함. ‘필(必)환경’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개념으로 환경을 고려한 소비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 의미를 내포함
-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20년 글로벌 소비자 트렌드(Top 10 Global Consumer
Trends 2020)에서는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 등의 다양한 변화가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
행동패턴,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밝힘
Exhibit. 2019-2020년의 주요 트렌드 ‘환경’

2019년 트렌드 키워드 ‘필(必)환경’

유로모니터의 2020년 Top 10 글로벌 소비자 트렌드 중
하나인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

출처: 환경부 공식 포스트 (2019), 유로모니터 (2020), Top 10 Global Consumer Trends 2020

② ‘벤치마킹’ 케이스
 [모나크 나비(Monarch Butterfly)의 이동 경로에서 개최되는 나비축제] 나비의 집단 대이동 경로
에 따라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의 여러 지역에서 나비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나비 개체수 감
소에 직면한 북미 나비축제는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비 관람 축제’에서 ‘생태
환경 보존 축제’로 변화하고 있음
Exhibit. 모나크 나비의 이동 경로 및 월동지 모습

모나크 나비의 이동 경로

멕시코 월동지의 모나크 나비

출처: 중앙일보 (2019), 4000㎞ 제왕나비 이동, 미국-멕시코 국경장벽도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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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크 나비(Monarch Butterfly)로 불리는 제왕나비는 북아메리카에서 남아메리카를 오가
며, 캐나다와 미국에서 번식을 하고, 멕시코의 고산지대에서 월동을 함. 해마다 왕복거리 약
5,000km에 이르는 장거리를 이동함. 이동중 수억 마리의 모나크 나비의 무리가 월동지로
향하는 동안 하늘은 모나크 나비로 뒤덮여 있었으나, 최근 모나크 나비는 20여 년 전보다 거
의 90%나 급감한 상황임84)
 모나크 나비의 감소 원인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월동지 훼손, 이동 경로 내 먹이 부
족, 허리케인, 무분별한 관광코스의 개발 등이 원인으로 유추되고 있음. 월동지로 이용되는 멕
시코 숲이 각종 개발로 훼손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기후 변화 때문에 빈번한 가뭄 및
산불과 갑작스러운 폭풍우 등 이상 기상 현상은 나비들의 생존에 치명적임. 또한, 미국 중서부
의 곡창지대에서 모나크 나비 애벌레의 유일한 먹이인 박주가리류 식물(밀크위드)에게 치명적
인 글리포세이트 제초제가 광범위하게 사용 중임
 이에 따라, 북미 전역의 대다수 정부 기관, 조직 및 개인이 나비 서식지와 이동 현상을 보존하
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모나크 나비 월동지 면적을
2020년까지 약 6㏊(약 15에이커)를 차지할만큼 개체수를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보호 노력
을 지속하고 있음
- 멕시코 당국은 월동지인 미초아칸(Michoacán) 주의 전나무 벌목을 금지했고, 나비 보호 구
역에서 숲속 하이킹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에코 관광을 진행함
- 미국 Texas Farmers' Market(Cedar Park&Mueller)은 Lone Star Nursery와 협력하여,
텍사스 중부를 통과하는 나비들에게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 텍사스 전역에 모나크 나비의 먹
이 식물로 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장려함
Exhibit. 모나크나비 보호 활동

모나크나비를 보호하기 위해 먹이 식물을 기르는
미국 버몬트 주 농민

모나크나비의 먹이인 밀크위드

출처: 중앙일보 (2019), 4000㎞ 제왕나비 이동, 미국-멕시코 국경장벽도 못 막는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 (2020)

84) 미네소타 지역 뉴스 Bring Me The News (2020), This year, saving monarchs begins at home with virtual
Minneapolis Monarch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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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Angangueo, Festival de la Mariposa Monarca] 모나크 나비축제는 나비 서식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태 관광을 이용하며,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홍보하기 위해 1992년에 시작됨.
축제에는 음식, 음악, 춤 및 예술, 공예품 등의 전시회와 관련된 이벤트가 포함됨. Aporo,
Contepec, Hidalgo, Irimbo, Jungapeo, Maravatío, Ocampo, Senguio, Tuxpan, Tlalpujahua
및 Zitácuaro를 포함한 많은 주변 지역 사회가 참여하며, 이 행사는 환경 보호를 장려하는 워
크숍을 진행함
 [미국 Minneapolis Monarch Festival] 미니애폴리스 모나크 축제는 미네소타에서 멕시코까지
2,300 마일의 이동을 축하하며, 음악, 음식, 토종 식물 판매하고 모나크 나비를 관찰하며 서식
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2020년 미니애폴리스 모나크 축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택트로 진행되어, 300개의
무료 Festival Art Kit를 기획함. 온라인에서 인쇄 가능한 도안,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축제 참여
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며, 사라지는 수분 매개자(pollinator)에 대한 인식 향상을 목표로 함
- 매년 축제는 예술과 환경 교육을 혼합하여 청중들에게 나비와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
한 지식과 도구를 제공함
Exhibit. 미국 Minneapolis Monarch Festival의 2020년 아트 키트

4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한 무료 Festival Art Kit

장식용 깃발(Bunting), 가면 만들기 등 도안 제공

출처: Minneapolis Monarch Festival홈페이지 (2020)

 [미국 Mariposa Butterfly Festival] 미국 California의 Mariposa 나비축제는 지역 인구대비
4배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축제로, 유아 동반 가족 관광객에게 나비를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워크샵을 제공함
 축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자연 생태계와 나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
를 위해 축제 공식 홈페이지에 교육 카테고리를 만들고, 어린이를 위한 학습 자료, 지역 자생
식물 도감, 나비 생애주기 등에 관한 자료를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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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나비 관련 축제 주요 프로그램
나비 퍼레이드

나비 날리기

나비 분장을 한 참가자들이
시내에서 진행하며, 우승
코스튬을 선발함

주말간 약 5천여마리의 나비를 날리며, 방문객들은
오렌지 슬라이스를 이용해 나비를 손에서 날리는
체험에 참여함

나비 모자 겨루기 대회

나비 분필 아트

나비 코스튬 대회

나비를 테마로 장식한
모자를 출품해 우승자를
가리며, 자선 모음을
통해 나비 교육
프로그램 비용을 마련함

지역 예술가들이 축제장
보도에서 나비를 주세로
한 분필 아트(chalk art)
작품을 전시함

가족이 직접 만든 나비
테마와 코스튬을
아이들이 입고 우승자를
선별함

출처: Mariposa Butterfly Festival 공식사이트, Facebook 홈페이지; See California;
Sierra News Online (2014.04.28)

③ 축제 솔루션 제시: 환경 생태 축제로의 확장과 나비 소재 활용 방안
 [환경 생태 축제로의 도약 전략] 일차원적으로 나비 소재만을 소구하는 축제장에서 벗어나 축제를
나비 생태 교육의 장으로 재포지셔닝함. 현재 기후변화로 농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수분 매개
자(pollinator) 곤충의 개체 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전 세계 공통의 이슈임. 그러므로 나비를 ‘흔히
보는 곤충’의 관점에서 ‘생태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관점으로의 개념 확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축제장을 나비 보호와 생태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축
제의 타깃이자 미래의 상징인 아이들에게 나비의 삶이 결국 우리 전체의 삶에도 연결되어 있고,
함께 보호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교육할 수 있음. 이처럼, 나비만을 강조한 개별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넘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생태 환경 보호 인식 제고에 앞장서는 축제로 변모해야 함
 함평 나비축제를 교육장인 동시에 한국의 나비를 보호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확장함. 축제가 진
행되는 주(週)를, ‘나비 보호를 위한 주(週)’로 축제 측에서 지정해 홍보하고, 방문객들이 축제
를 참여함으로써 나비 보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함
- 유엔은 수분 매개자(pollinator) 중 꿀벌을 아이콘화하여, 5월 20일을 ‘세계 꿀벌의 날
(World Bee Day)’로 지정함. 이를 통해 개체 수가 격감하고 있는 곤충들을 보존하고 생태
계의 지킴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분 매개자(pollinator)의 역할을 알리고자 함. 이는
전 세계 농가에서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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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범세계적인 수분 매개자(pollinator) 보호 운동

‘롤스로이스’의 꿀벌 보호 활동으로 생산된 꿀

호주에서 진행되는 ‘수분 매개체의 주’

출처: Australian Pollinator Week (2020)

 또한, 함평 나비축제 내 나비 소재를 활용하여 다채로운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나
비를 소재로 하되, 큰 주제로는 ‘나비와의 건강한 공생 관계’를 주제로 진행함. 축제장 내 자연
환경 곳곳을 무대로 활용하고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생
태환경을 만끽하는 체험 가치를 제공함
- 시흥 갯골축제는 자연을 배경으로 다양하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 신나고 유익한 생
태예술 놀이터라는 콘셉트를 중심으로, 15 테마존과 2가지 대표 프로그램(‘갯골 수상체험’과
‘소금 놀이터 체험’)을 진행함. 그 뿐만 아니라 ‘갯골 놀이터’, ‘갈대 놀이터 체험’, 갯골 서식
동물 모양의 분장을 하는 ‘갯골 드레스룸 체험’, 해설과 함께 진행되는 야행여행 프로그램 ’
갯골 달빛 야행 체험’, 갯골 서식 동･식물 코스프레 참여 후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갯골 퍼레
이드 체험’ 등을 진행하여 생태 축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함
Exhibit. 시흥 갯골축제의 생태프로그램

갯골 수상체험 중인 축제 방문객

소금놀이터 체험 중인 축제 방문객

출처: 시흥갯골축제 (2019), 시흥갯골랜선축제 (2020), 세계타임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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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 나비축제에서 추진 가능한 프로그램의 예시는 아이들을 ‘시민 과학자’로 지정해 축제 개
막 전과 도중에 시행할 수 있는 ‘나비 탐험가 프로그램(안)’이 있음
- ‘나비 탐험가 프로그램’은 ‘올해의 나비’ 및 ‘나비 생태관’에 있는 나비들을 방문객들의 거주
지 주변 환경에서 찾아 사진으로 기록하거나, 관찰 일기를 기록해 축제장에 가져오는 식으로
진행함. 축제장에서는 기록물을 가지고 경진 대회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내용을 기반으로
국내 나비목 종류의 다양성을 위한 서식지 보호에 대해 전문가와 토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함
- 해당 프로그램은 ‘시민과학’이라는 시민 참여 방식으로 생물 다양성 조사 및 채집 활동 개념
을 적용한 프로그램임. 이 프로그램은 축제 시작 전 나비 생태 조사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나
비 생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수 있고 축제 사전 홍보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 유럽 연합(EU)에서는 교육과 과학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켜, 시민들의 역량을 강
화하고, 자신의 지역 환경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민과학법을 사용해 생물
조사 데이터를 확보함. 실제로 프랑스 자연사박물관에서는 나비의 생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
역주민들로부터 그들의 정원에 나타난 나비 사진을 전달받고 있음
 더 나아가,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남도청의 ‘숲속의 전남 만들기’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를 차용한 ‘나비 서식지 조성 프로그램(안)’을 기획함. 이 프로그램(안)은 나무 심기 등 나비 생
태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임.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은 방문객들이 직접 나비 친화 생태 환
경을 조성함으로써 축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생태 환경 조성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에 있음
- 전남도청의 프로젝트 중 하나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는 생물 다양성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지
역 곳곳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함평군은 전남도청에서 진행하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음
Exhibit. 생태 프로그램 예시

시민과학 프로그램,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함평군’ 숲속의 전남 만들기

출처: 네이처링 홈페이지 (2020), nsp통신 (2017.05.30), 함평군 숲 속의 전남만들기 일환 주민참여 숲 조성

(3) 과제 우선 추진순위_기준수립 및 우선순위 도출
 축제 비즈니스 가치사슬 영역 內에서 각 영역별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단계 (step1~step4)를 정의하고, 각 영역 間 선후관계 식별을 통해 도출된 과제Pool의 우선순
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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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과제 영역별 우선순위 도출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앞에서 기술한 비즈니스 진단 결과와 상기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향후 1~2년차에 수행되어야 할
과제 (Do First!)와 향후 2~3년차에 수행할 (Do Next)과제 및 중기적으로 수행할 (Do Later)
과제 등으로 분류함
 이러한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는 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함평 나비축제의 경우 1~2년차에 지원받아야 할 사업으로 ‘나비의 보존적 가치에 조명한 생태
교육적 프로그램 기획’ 및 ‘기존 프로그램 upgrade’가 있으며, 2~3년차에는 ‘브랜딩 전략 수
립’, ‘국내 관광객 마케팅 강화’ 및 ‘고객 데이터 확보방안 마련’, ‘타깃 고객층 공략 실행계획
수립 지원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이와 더불어, 아직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
인 마케팅 강화는 비즈니스 중요도와 시급성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hibit.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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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 모델 분석
(1) Overview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는 체험형 축제로 이색적인 자연현상을 기원하는 것이 핵심이며 약
2.8km 바닷길이 드러나는 자연 현상을 보고 체험하는 경험을 핵심가치로 제공함
Exhibit. 진도 신비의바다축제 Business Model Canvas

출처: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2019), 제41회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실행계획서(안),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2) Product (축제 상품 및 서비스)
① Value Proposition (가치 제안)
 신비의바닷길축제는 지역 자연 현상과 뽕할머니 이야기에서 유래됐으며, 조수간만의 차이로
수심이 낮아져 약 2.8km 바닷길이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체험하는 경험을 핵심 가치로 제공
함. 2019년 축제는 총 7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제행사, 공연행사, 부대행사, 글로벌행사,
체험행사, 전시행사, 연계행사 등 세부 프로그램으로 기획됨
- 프로그램을 ‘즐길거리(체험, 참여)’, ‘볼거리(공연, 전시, 홍보관 등)’, ‘살거리(기념품 및 상품
판매)’, ‘기타’로 구분할 경우, 볼거리 58.5%, 즐길거리 32.2%, 살거리 5.1%, 기타 1.7%로
집계됨
- 프로그램을 ‘테마 연관(O, 바닷길, 뽕할머니 이야기)’, ‘테마 비연관(-)’으로 구분한다면, 바
닷길과 뽕할머니 이야기와 연관된 프로그램(O) 비중은 29.4%, 테마 비연관(-)은 70.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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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길이 열리는 시간은 하루 두 번이며 이른 새벽(5:30-7:40 사이)과 오후(6:50-7:40 사
이85))이므로, 대부분 오전 및 오후 시간대는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진도 무형문화재
공연 및 체험, 해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됨
Exhibit.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분류
(수)

프로그램
뽕할머니 제례

주제행사 (7)

비고

볼거리

O

-

뽕할머니 소망띠 잇기

즐길거리

O

볼거리

O

미라클 레이저 멀티 미디어 쇼

볼거리

O

볼거리
즐길거리

O

거리 퍼레이드
풍물 공연
바닷길 걷기, 해산물 채취

‘신비의 땅을 울려라’ 북놀이 퍼레이드

볼거리

O

주민 300명 참여

새벽 바닷길 횃불 퍼레이드

볼거리

O

퍼레이드, 불꽃쇼

희동무대공연

볼거리

-

진도무형문화재공연 (9종)

볼거리

-

남도잡가, 진도 북놀이 등

풍물뱃놀이 공연

볼거리

-

해상 프로그램

볼거리

-

진도군 초･중･고 학생 공연

개막 퍼포먼스

볼거리

-

문화교류공연 (3종)

볼거리

O

기념 축하쇼 (야간)

볼거리

-

-

해상선박 퍼레이드

볼거리

-

-

미라클 DJ 뮤직박스

볼거리

-

-

신비의 섬마을 음악회

볼거리

-

-

뽕할머니가족 코스프레 마임

볼거리

O

-

진도아리랑 버스킹 및 콘테스트

볼거리

-

뽕할머니 전설 어린이 인형극

볼거리

O

-

기타 (홍보)

O

-

공연행사 (20) 청소년 드림 페스티벌

국제 학술 심포지엄
만남 대국민 토크쇼
진도전통민속주막
수상 오토바이 퍼레이드
만남 기원 대형 붓글씨 퍼포먼스

글로벌행사 (7)*

테마
연관성

뽕할머니 가족 대행진
신비의 바닷길 만남 한마당

부대행사 (13)

구분

볼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

-

글로벌 음악여행 (글로벌존)

볼거리

O

볼거리

3개 공연단체의 공연

버스킹 공연만 운영됨

방문객 인터뷰
국악 공연
전통음식 시식
-

-

볼거리
즐길거리

-

-

뽕할머니 길거리 마술쇼
글로벌 울금막걸리 마시기 대회

-

-

5개국 공연단
-

85) 2020년 신비의 바닷길 열리는 예보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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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분류
(수)

프로그램
컬러풀 진도

즐길거리

O

컬러 파우더를 던지며 바닷길
이 열리기를 기원함

볼거리

-

디제잉 쇼, K-POP, 락밴드

볼거리

-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볼거리
즐길거리

-

내･외국인 방문객 씨름대회

볼거리

O

토가 복장을 입고 수행함

즐길거리

-

진도아리랑과 진도북놀이

볼거리

-

-

신비의 해수 족욕 체험

즐길거리

-

-

뽕할머니 소망연 만들기 체험

즐길거리

-

진도무형문화재 체험 (2종)
진돗개 체험 (회동･가계)

뽕할머니 소망 기념품 만들기 (3종)
진도특산물 시식 체험 및 판매

살거리
즐길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

연 만들기 및 날리기
소원팔찌, 복주머니 등 제작
농수특산물 판매

볼거리

O

-

명인에게 배우는 서화･서예체험

즐길거리

-

-

뽕할머니 소원･소망등 달기

즐길거리

-

-

한국전통문화체험 (2종)

즐길거리

-

신비의 도자기 만들기 체험

즐길거리

-

그림과 소원문으로 바닷길을 열자

즐길거리

-

진도홍주체험

즐길거리

-

-

난･야생화 전시회 및 수석 전시회

볼거리

-

-

관광진도사진전시회

볼거리

-

-

진도관광기념품 전시･판매

살거리

-

진돗개 인형, 열쇠고리 등

진도관광 버스투어

볼거리

-

관광지 및 유적지 투어

진돗개 경주 (진도개테마파크)

볼거리

-

진돗개 공연 및 경주

‘소라와 신비의 바닷길 이야기’ 4D영상체험

연계행사 (2)

비고

글로벌 탤런트(장기자랑) 쇼

응답하라 ‘모세의 기적’ 플래시몹

전시행사 (3)

테마
연관성

EDM 올나잇 스탠드 쇼
글로벌 씨름 및 림보 대회

체험행사 (18)

구분

짚풀공예 등
소망･소원을 그림으로 표현

*글로벌 존의 대부분 프로그램은 외국인 방문객만이 참여가 가능함. 이에 외국인 방문객들은 대부분 글로벌 존에 머무르는
것이 조사됨
출처: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2019), 제41회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실행계획서(안),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축제 기간 중 바닷길 열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바닷길 열림 예보 시간이 다른 경우, 축제
대표 즐길거리･볼거리 프로그램인 ‘신비의 바닷길 체험’의 방문객 참여가 어려움
- 3월 24일(일)에는 축제 리플렛에 기재된 19:50보다 늦게 바닷길이 열린다고 예보되었으며,
바닷길 열림 현상도 매우 적게 나타나 방문객 중 일부는 ‘신비의 바닷길 체험’에 참여할 수
없었음
 먹거리는 음식부스와 글로벌 존의 세계음식체험관 부스, 푸드트럭에서 판매됨
- 음식부스는 2018년도에 비해 확대되었으며 진도군 관내 직능단체 및 음식업체들이 다수 입
점함. 대부분 부스들은 유사한 음식 메뉴를 판매하고 있으며 결제 편의를 위해 부스 내 카드
단말기를 구비함. 세계음식체험관 부스는 한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일본, 독일 등 세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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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간식류를 판매하고, 푸드트럭은 어린이 및 청소년과 청년층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음식
들을 판매함
- 축제 기간 중 3월 24일(일)의 경우 일부 음식부스가 오픈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됨
 살거리로는 진도산 농수특산물과 뽕할머니 인형 등 축제 기념품이 있음. 2019년에는 ‘진도 대
파 판매･홍보관’, ‘청정농수산 홍보관’ 등의 홍보관이 운영되어 특산품 홍보 및 판매 증가에 기
여한 것으로 조사됨. 특히 ‘청정농수산 홍보관’에서는 진도군의 대표 특산품이 전시됨
- 축제장 인근 시설인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의 진도 특산물 판매장과 가계해변 인근에 조성된
농수특산물존의 판매부스에서는 진도의 주요 특산물 홍주, 울금, 돌김, 홍새우 등을 판매함
- 축제 기념품 판매 부스는 뽕할머니 인형, 손수건 등을 판매하고 기념품 제작 체험 프로그램
도 함께 운영함
 B2B 고객(기업 및 기관)에게는 단기간 약 10만 명의 집객효과가 있는 축제에서 기업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함86)

(3) Customer Interface 측면 (고객 접점)
① Target Segments (타깃 고객)
 바닷길축제의 주요 방문객은 가족 관광객과 50세 이상의 중장년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임
- 중장년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아이 동반 가족 관광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및 인형
극 등을 기획함
- 외국인 관광객은 주로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해 유치하며, 주요 OTA(KKDAY, TRAZY)와
개별 여행사(Lonely Planet, Veltra, Ktourstory)에서 축제 연계 관광상품을 판매함
- 축제장 내 글로벌존을 조성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컬러풀 진도’, ‘글로벌 울금막걸
리 마시기 대회’, ‘글로벌 탤런트(장기자랑) 쇼’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함
Exhibit.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주요 고객
가족 관광객

중장년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출처: 진도군 관광문화 홈페이지 (2019), 광주데일리뉴스 (2019)

86)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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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협의회의 축제 보고서에 따르면, 방문객은 50대(25.4%), 2회 이상 재방문(48.2%), 2-4인
방문객(57.9%), 가족/친지 방문객(45.0%), 6시간 이상(24.8%) 축제장에 체류하는 비중이 높
게 조사됨. 또한, 근거리에 위치한 전남(38.8%)과 광주(21.3%) 거주자가 많이 방문함
 관광공사 소비자평가 보고서87)에 따르면, 바닷길축제의 평가에 참여한 소비자의 거주지는 타지
역인 서울(32.5%)이 가장 높고, 뒤이어 동일권역인 광주(16.5%), 타지역인 경기(16.0%) 순임
Exhibit.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의 소비자 평가 응답자 거주지역 분석 (%, n=200)
구분

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동일지역

8.5

-

-

-

-

-

-

-

-

-

-

-

-

8.5

-

-

-

-

동일권역 20.5

-

-

-

-

16.5

-

-

-

-

-

-

4.0

-

-

-

-

-

16.0 0.5 1.5 0.5

-

-

타지역

71.0 32.5 4.5 5.5 4.0

-

3.0 0.5

-

0.5 2.0

-

출처: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보고서

② Distribution Channels (채널)
 신비의바닷길축제는 자체 채널(진도군 홈페이지, SNS) 및 다양한 간접 채널을 통해 축제를 홍
보하고 있음. 특히, 버스 및 택시, 전광판, 현수막 등 옥외 광고와 방송사, 신문, 인터넷을 통한
홍보에 중점을 둠
 주요 파트너사 채널로는 한국관광공사와 후원사인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바운드 및 해외 아웃
바운드 여행사, 진도개테마파크, 고속도로 휴게소, 관내 관광안내소 및 숙박업소, 음식점 등이
있음. 더하여 국립남도국악원, 서울시립관현악단, 진도국악고등학교 등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
 커뮤니티 채널은 전국 지자체, 남도여행 홈페이지, 진도군의 제1기 보배섬 SNS서포터즈, 대도
시 전광판 홍보, 버스 및 택시 외관 랩핑, 수서역 및 SRT 열차의 모니터 등이 있으며, SNS 홍
보단 또는 인바운드 여행사 팸투어를 실시함
 국내 미디어는 케이블(YTN, JTBC, MBN), 지역방송(광주･목포 MBC 및KBS, 광주 KBC)의
축제 홍보 및 스팟 광고, 인터넷미디어(인터넷 전남뉴스 등), 지역신문(예향진도), 일간지(광주
일보, 서울매일) 등이 있음. 또한 영문신문(The Korea Herald, TBS) 등을 통해 국내 거주 외
국인에게 축제를 홍보함
 해외 미디어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2019년 3월 러시아의 온라인 뉴스 REGNUM News
Agency가 바닷길축제 개최 일정을 보도함. 2020년에는 미국 잡지 Smithsonianmag가 아름
다운 관광지 또는 희귀 자연 현상을 경험할 수 장소 중 하나로 진도 및 바닷길축제를 소개함

87) 한국관광공사 (2019), 2019년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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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채널 분류

출처: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2019), 제41회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평가 보고서, REGNUM News
Agency (2019), Smithsonianmag (2020),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진도 신비의바닷
길축제 관련 기사 토대로 재구성

③ Relationships (관계)
 신비의바닷길축제는 국내 소비자의 축제 관여도를 높이고, 주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사
전 홍보 및 이벤트(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기념 이벤트)를 실시함. 온라인과 여러 매체를 통한
사전 홍보는 축제 개최 1-2 개월 전부터 진행되고 2-3주 전에는 진도대교 입구부터 축제장까
지의 접근로에 축제 홍보 현수막 및 배너기, 임시 이정표 등을 설치함
 지역 주민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축제에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 신비의바닷길축제 프
로그램들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짐. ‘해상풍물 뱃놀이’와 ‘진도무형
문화재 공연’, ‘북놀이 퍼레이드’, ‘뽕할머니 가족 대행진’ 등은 지역주민의 참여로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됨
- 예로 들면 ‘신비의 땅을 울려라’ 북놀이 퍼레이드는 주민 300명이 참여했고, ‘뽕할머니 가족
대행진’에서는 진도실업고등학교의 취타대를 선두로, 읍･면 단체, 외지 방문객들이 함께 행
렬을 이룸. 해상 프로그램인 ‘해상풍물 뱃놀이’와 ‘해상 선박/수상 오토바이 퍼레이’드는 지
역주민들이 직접 배(어선)와 수상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함. ‘청소년
드림페스티벌’에서는 진도군의 초･중･고 학생들이 댄스, 국악 등을 공연함

(4) Infrastructure 측면 (축제 인프라)
① Key Activities (핵심 활동)
 축제의 핵심 활동은 ‘바닷길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며, 방문객 다수는 ‘바닷길 체험’에 참여하
기 위해 축제를 방문하고 축제장에 다소 장시간 체류하는 경향이 있음. 바닷길 체험을 위해 장
화 등을 판매하고, 바닷길이 열리기 전에 회동과 모도에서는 뽕할머니 가족 풍물팀의 공연을
진행해 방문객의 흥을 돋우며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바닷길 체험 동안에는 안전요원과
통제요원들을 배치하고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해 체험을 운영함. 이에 더해 바닷길 열림이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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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대비하여 ‘바닷길 체험’ 일정 전후에 ‘미라클레이저쇼’와 ‘새벽 바닷길체험(횃불 퍼레이
드)’을 기획함
 또한 외국인 유치를 위해 축제장 내 글로벌존을 조성하고 외국인 대상으로 운영되는 7개의 글
로벌행사를 기획함. 외국인 모객여행사 관광설명회 개최를 통해 하나투어 및 어드벤처 코리아,
패드로하우스 등 5개 여행사 관계자와 함께 축제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 현황, 숙박시설 예
약 등 외국인 수용 대책 전반을 논의함88)
 매년 정기적으로 외국인 단체가 방문하고 있으며, 인바운드 여행상품을 통해 일본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지역주민과의 협력은 축제의 주요 활동이며, 프로그램 대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진
행되고 있음.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주민과 협업 관계를 형성함

② Core Competences (핵심 자원 및 경쟁력)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는 정체성이 분명한 축제로 핵심 자원은 바닷길 열림 자연 현상에 관한
설화 및 프로그램과 진도 공연 무형문화재,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상설 운영임
 신비의바닷길축제는 뽕할머니 전설이 내려오는 ‘진도 바닷길’ 자연 현상에서 유래되었음. 축제
장소로 활용되는 바닷길 입구에는 뽕할머니 동상이 설치되어 있고 뽕할머니를 기리기 위한 제
례와 뽕할머니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
- 뽕할머니 관련 프로그램은 ‘뽕할머니 제례’, ‘뽕할머니 소망띠 잇기’, ‘뽕할머니 가족 대행
진’, ‘뽕할머니가족 코스프레 마임’, ‘뽕할머니 전설 어린이 인형극’, ‘뽕할머니 소망연 만들
기 체험’, ‘뽕할머니 소망 기념품 만들기’ 등임
 많은 방문객은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 바다 2.8km가 폭 40m로 1시간 동안 갈
라지는 현상을 보고, 바닷길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축제를 방문하며, 바닷길 열림 현
상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음
 축제 기간 동안 국가 지정 진도 무형문화재인 강강술래, 진도씻김굿, 다시래기, 남도 들노래와
전라남도 지정 소포걸군농악, 진도만가, 조도닻배노래, 남도잡가, 진도 북놀이 등의 공연을 진
행함. 더하여, 진도에서 유명한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 묘기공연도 진행함
 물리적 자원으로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은 축제장이자 바닷길 열리는 장소에 위치하며 상시
운영함. 국가 지정 명승 제9호인 '신비의 바닷길'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
로써 축제를 상시 홍보함
 1층은 진도 특산품 판매장, 2층은 일반 음식점, 3층은 형상체험관과 4D 체험관, 카페, 4층은
옥상 전망대로 구성됨. 형상체험관에서는 ‘진도 바다 만나기’, ‘신비의 바닷길 건너기’,' ‘신비
의 바닷길 기억하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4D 체험관에서는 ‘소라와 신비의 바닷길 이
88) 진도군 홈페이지 (2019), 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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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 체험’을 통해 체험관 방문객의 축제에 관한 관심을 제고함

③ Partner Network (파트너 네트워크)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는 진도군에서 주최하고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의 주관으로 기획･운
영됨. 주요 후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전라남도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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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이슈 및 문제점 도출
(1)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이슈 트리 분석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현황 분석을 통해 파악된 핵심 이슈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바닷길의
불확실성임. 이는 최근 3년 동안 본격화되고 있으며, 축제의 지속 가능성의 위기와도 직결된
문제임. 대표 프로그램 참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객 만족도 저하 및 실망감 등 부정적 상황
이 초래됨에 따라, 더 이상 기후환경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실정임. 더 나아가, 하나의 불확실한
프로그램이 축제 전체의 대표성을 띠고 있고, 보조 프로그램들(대표 프로그램 외 타 프로그램)
의 낮은 매력도로 인해 축제 가치 전달에 어려움이 존재함. 이는, 축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
치 전달과 비전 설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핵심 이슈로 이어지고 있음
 결국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의 지속 가능성 위기와 대체 프로그램의 부재에 따른 상황을 극
복하기 위해서는 도출된 다양한 이슈 간의 원인-결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근본 원인 해결
에 초점을 둔 방향으로 전개해 가야 함. 각 근본 원인 별 상세 이슈 분석에 대한 설명은 다음
과 같음
Exhibi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이슈트리 분석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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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온난화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기후온난화 등 생태 사회 이슈 영향으로 최근 3
년간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바닷길 체험’의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음. 바닷길 열림(폭과 너
비)이 예년에 비해 좁고 빈도 또한 감소하는 상
황임. 매년 이 신비로운 현상을 보기 위해 약
10여 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을
고려하면 고객 이탈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가중
될 수 있는 상황임. 2019 평가 보고서에 따르
면, 전체 방문객 중 약 60.7%가 바닷길만을 체
험할 목적으로 축제를 방문함. 이에, 축제 전체
를 하나의 프로그램이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나
타남.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고객들의 기대감과 만족감이 상실감과 실
망감으로 변할 수 있음. ‘바닷길 체험’ 행사가 진
도 바닷길축제와 같다는 인식이 만연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슈로 분석되며, 축제의 원형인 바닷
길 열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축제의 지속가능성이 위협 받고 있음. 이는 대표 프로그램
인 ‘바닷길 체험’의 높은 의존도에 대한 축제 고유의 리스크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
으로 해석할 수 있음
 결국, 현재 바닷길이 열리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서 축제의 틀을 재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
황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팸투어 초대를 통한 신규 프로그램 개설 등의 여러 노력들이 시행되
고 있으나, 축제의 색과 매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는 미흡함. 이러한 원인으로 축제가 전하
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에 모호성을 띤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명확한 축제
의 가치와 비전 수립을 통해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축제의 재브랜딩
이 필요함. 진도 바닷길에 치우친 축제의 방향성을 다각화하고 생태축제와 환경보존축제로의
브랜딩을 통해 바닷길 열림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책 수립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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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다양성 미흡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신비의바닷길축제의 프로그램은 반복적이고 일
회성의 재미만을 추구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
어 있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이슈가 존재함.
2019년 선보인 프로그램의 86%는 반복 프로그
램이었으며, ‘레이저 쇼’, ‘훌리 아이’, ‘EDM 쇼’
등의 비관련 프로그램들을 다수 제공해 방문객의
낮은 프로그램 만족도를 기록함. 이처럼, 보조 프
로그램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관광
객들은 대표 프로그램인 ‘바닷길 체험’ 프로그램
만을 선호하는 상황이 빚어짐
 한편, 대표 프로그램인 ‘바닷길 체험’의 경우 불
확실한 열림 현상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상황
임.

축제 참석자의 60%는 보조 프로그램을 참

여하지 않을 것이란 의사를 밝힘. 이는 보조 프
로그램이 대표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부족하며,
보조 프로그램의 킬러 포인트를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함
 결국, 보조 프로그램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축제 프로그램은 테마 연관성이
낮다는 결과를 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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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 홍보 운영 관련 핵심 이슈 및 결과
 축제는 3개월 전부터 본격적인 사전 홍보를 실
행하고 있음. 매체별 홍보, 옥외 홍보, 인쇄물 홍
보 등은 대부분 1~2개월 사이에 이뤄지며, 온라
인과 SNS 홍보의 경우 축제 개최 2~3개월 전
부터 시작함. 이처럼, 진도 바닷길축제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는 축제로 분류되지만 2019
축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축제의 사전 홍보는
전체 10개의 평가 항목 중 8위에 해당함. 또한,
고객들의 축제 정보 습득 경로 중 구전(32.5%)
이 1위를 기록함에 따라 사전 홍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 즉, 바닷길축제의 경우 온･
오프라인의 적절한 조화를 이뤄 홍보를 진행하
고 있으나, 1차원적인 매스 미디어 홍보 방식과
짧은 사전 홍보 기간으로 인해 축제 정보 콘텐
츠의 퀄리티와 빈도가 상이하다는 이슈가 발생
함. 이로 인해, 대표 프로그램, 숙박, 교통 정보
등의 제공이 원활하지 않음. 궁극적으로, 축제 프로그램의 한정적인 정보 전달로 고객 만족도
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5) Key Findings
 앞서서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해 파악된 다양한 비즈니스 핵심이슈와 문제점을 살펴보았으
며, 이를 다시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성이 높은 축제 본연의 가치사슬(value chain)과 축제 운영
체계 안에서 지원사업이 필요한 업무 영역을 정의함
- 축제 가치사슬 영역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의 경우, 소재 R&D 영역을 제외한 기후온난
화 등 외부환경적 요인에 대응할 방안을 포함한 상품화 영역, 고객분석 영역 그리고 타겟 고
객을 중심으로 한 홍보체계 구축 등의 마케팅활성화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음. 이는 일반적
인 기업의 가치사슬 영역 중 기술개발, 오퍼레이션 및 마케팅 영역을 강조하고, 축제 고유의
비즈니스 특징으로 재정의하여 핵심영역으로 구성함
- 또한, 가치사슬 각각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전략(Strategy)-계획(Plan)-실행(Do)-평가(See)
의 업무의 흐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축제 운영 체계라 말할 수 있음. 결국 축제 운영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치사슬과 운영체계의 매트릭스에서 앞
서 살펴본 비즈니스 이슈를 새롭게 매칭하는 것이 본 연구과제의 목표인 지원사업 발굴영역
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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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상기와 같이 총 7개 영역에서 key findings를 도출함
- 목표 및 전략수립_all strategy: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지속가능 전략이 필요
하며, 특히 기후온난화 등 외부환경요인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포지셔닝 전략이 요구됨
- 상품화_Plan: 기후온난화 등의 외부환경요인으로 인해 축제 핵심프로그램인 바닷길 열림현
상이 일어나지 않아 대안 마련이 필요함
- 고객분석_Plan: 내방 관광객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계획 및 분석설계가 필요함
- 마케팅활성화_Plan: 1차원적인 매스마케팅 홍보 방식과 짧은 사전홍보 기간으로 인해 전략
방향에 따른 계획이 필요함
- 상품화_Do: 외부환경요인에 대응해 ‘신비’의 바닷길 축제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리브랜딩
(re-branding) 및 핵심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보조프로그램이 필요함
- 마케팅활성화_Do: 1차원적인 매스마케팅 홍보 방식과 짧은 사전홍보 기간으로 인해 대표프
로그램 및 교통, 숙박 등의 정보제공이 원활하지 않음
- 고객분석_See: 기존 고객분석을 단순 만족도 수준 측정에서 벗어나야하며, 고객분석을 통해
마케팅 방향 수립 및 개별 프로그램 유지 및 폐지 등의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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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Key Findings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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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사업 도출 및 수행 로드맵
(1) 지원과제 Pool
 도출된 Key findings을 기초로 세부 영역 (가치사슬&운영체계 매트릭스)에서 필요한 지원사
업 과제 Pool은 다음과 같음
Exhibit.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지원사업 과제 Pool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 중장기 비전 & 전략수립: 모든 가치 사슬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업무로 비즈니스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해당됨
- 보조 프로그램 기획: 상품화_Plan 단계에 지원이 필요한 업무로 핵심프로그램인 바닷길 열
림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대안을 마련하고 신규 보조프로그램의 타당성
(feasibility) 분석이 필요함
- 타깃 고객층 공략 실행계획 수립 및 고객분석 방법 설계: 고객분석_Plan 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내방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타깃 선정기준과 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를
위한 고객분석 방안 설계지원 업무가 필요함
- 홍보계획 수립: 마케팅활성화_Plan 단계에 필요한 업무로 FIT 및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SNS 홍보계획 수립이 필요함
-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 마련: 고객분석_See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축제 성과 진단 및
평가가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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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프로그램 마련: 상품화_Do 단계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신비’의 바닷길 축제 특성을
살리는 리브랜딩(re-branding) 및 보조 프로그램 마련 등의 지원사업이 해당됨
- 축제 홍보지원: 마케팅활성화_Do 단계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FIT 및 고객유치를 위한
SNS 홍보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 중 상품화_Plan 단계 및 상품화_Do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시함

(2) 핵심지원사업 벤치마킹 사례
① 현황 및 이슈
 [축제 원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축제 지속가능성 위협]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는 기후온난화로
인해 축제의 핵심소재인 바닷길이 규칙적으로 열리지 않는 위기를 겪고 있음. 바닷길 체험은
다수의 축제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그 파급력과 영향력을 대체할 프로그램은
부재한 실정임. 이러한 이유로 축제 주최측은 축제 휴식년제 검토 및 축제 날짜 변경 등의 노
력을 펼치고 있으나, 바닷길 열림 현상의 불확실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바닷길
체험을 하지 못한 축제 관람객의 축제 경험 만족도는 저하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
리는 원인이 됨. 이처럼, 진도 바닷길축제는 축제의 원형인 바닷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축제
지속성에 위협을 받는 상황임
 바닷길이 열리지 않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바닷
길 주변 밀식 양식 구조로 인한 조류 변화, 바닷길 인근에 설치된 호안 등의 인공시설물과 바
닷길 갯벌에서 무분별한 체취로 인한 환경파괴로 발생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음89)

② ‘벤치마킹’ 케이스
 [호주의 생태 축제, Great Barrier Reef Festival] 호주 생태 축제인 Great Barrier Reef
Festival은 세계 최대의 산호초 군락지에서 개최되는 축제로, 대산호초 광경이 축제의 대표 콘
텐츠임. 하지만, 최근 수온 상승으로 인해 산호 폐사 증상인 백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축
제 지속가능성 이슈가 발생함
- 산호초 백화현상은 수온 상승으로 인한 산호의 공생조류 배출로 그 빛을 잃는 증상임. 이 현
상은 ‘산호초 생태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식물･동물과 미생물 군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해양생태계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
- 산호초 지대로 인한 호주의 관광 수입은 연간 56억 달러에 달하며, 산호초 보존은 호주 지역
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호주는 정부 차원에서 해수 온도를 일시적으로 낮춰 산호를
보호하는 인공 구름을 만드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89) 뉴스진도 (2019), 바닷길 안 열리는 바닷길축제,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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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측은 축제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 리브랜딩(re-branding)을 추진했음.
해당 축제는 2018년까지 공연과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한 이벤트성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산호의 백화현상이 악화함에 따라 축제 주제를 변경할 필요성을 느낌. 기존의
‘Whitsunday Reef Festival’에서 산호초 지대의 명칭을 따 ‘Great Barrier Reef Festival’로
축제를 명명하고 산호초 지대 및 해양 생태 보존을 테마로 축제 프로그램 전체에 변화를 더함
 해양 생태 보존을 주제로 업사이클링 워크숍, 재활용품으로 만든 뗏목 경주, 해양 쓰레기로 직
접 제작한 랜턴을 활용해 산호초 군락에 빛을 비추는 행사, 재활용 재료로 산호를 테마로 한
코스튬 제작 및 퍼레이드 등 다양한 환경 보존 체험 행사를 신설함
- ‘Trash to Treasure’ 워크숍은 연간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
는 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됨. 지역 예술가와 축제 참여자가 함께
플라스틱, 비닐 등의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해 작품을 만들고 전시 및 경연을 진행함
- ‘The Recyclable Regatta’는 버려진 페트병, 파이프 등을 활용해 개인 뗏목을 만들고 직접
노를 저어 경주에 참여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우승할 시 상품을 수여함
- ‘Lantern Parade’는 재활용 재료와 LED 전구를 사용해 랜턴을 만들고, 산호초 군락에 빛을
비추는 행사를 진행함
- ‘Wearable Art Award’는 플라스틱, 종이, 비닐 등의 재료를 활용해 산호를 주제로 코스튬
을 만들고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임
Exhibit. 호주 Great Barrier Reef Festival에 신설된 해양 생태 보존 프로그램

‘Trash to Treasure’
워크샵

The Recyclable Regatta

Lantern Parade

Wearable Art Award &
Parade

출처: Great Barrier Reef Festival 공식사이트 (2021), Whitsundaytimes, Get creative for Great Barrier Reef
Festival events (2019.06.29)

③ 축제 솔루션 제시: 바닷길 열림 현상의 신비화 전략 & 진도 해양 포럼 개최
 축제 주최 측은 바닷길의 불확실한 열림 현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립해양조사원의
바닷길 열림 현상과 관련된 정보를 기반으로 축제를 준비함. 다만, 국립해양조사원은 바닷길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의 실시간 날씨와 인근 조석 정보, 적절한 관광 시간 등의 정보를
앱을 통해 제공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은 제한적임. 이러한 대안들은 본질적인
바닷길의 불확실성에 대한 해답이 되지 못함. 따라서, 단편적 해결책이 아닌 축제 전체를 포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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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축제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1) 바닷길 열림 현상의 신비화 전략과 2) 바닷길축제를
‘세계 해양의 날(World Oceans Day)’ 행사로 등록해 글로벌 환경 축제로의 도약을 제안함
 [바닷길 열림 현상의 신비화 전략] 바닷길 열림 현상의 ‘신비화 전략’은 불가항력적인 현재 상
황을 수용하고 축제 방문 관광객들에게 실망이 아닌 ‘기원’과 ‘행운’의 키워드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방안임. 이는 오로라 현상과 유사하게, 바닷길 열림 현상을 언제나 볼 수
있는 게 아닌, 열리면 행운이라는 인식을 고취할 수 있음
- 핀란드 우즈요키(Utsjoki) 오로라 관광상품은 오로라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미지수란 점을 명
시하며, 관광이 진행되는 3일간 ‘오로라 관측 활동’을 진행함. 해당 프로그램은 낮에는 야외
및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밤에는 오로라 관측 활동을 하는 식으로 구성해, 오로라를 보지 못
하더라도 즐길 수 있는 타 프로그램을 제공함
- 캐나다 옐로나이프(Yellowknife) 오로라 관광상품의 경우, 패키지의 목표는 오로라는 보는
것이나 기상 상황에 따라 감상 기회가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함. 그 뿐만 아니라, 오로라를 찾
으러 가는 과정에 사진사를 동행해 오로라를 보지 못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
도록 하여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함
Exhibit. ‘신비화 전략’이 반영된 오로라 관광상품 세부 내용
구분

일정
1인
가격
세부
내용

5박 6일

내용

1795유로(한화 243만원)
-오로라 관측 활동
-핀란드 우츠요키 (Utsjoki) 마을투어
-사우나, 숙박권 포함

핀란드 우츠요키(Utsjoki) 오로라 관광상품

구분

일정
1인
가격

세부
내용

3박 4일

내용

CAD $650(한화 560만원)90)
-오로라 관측 가능성 표기(98%)
-야간 아이스 쇼
-언어별 가이드

캐나다 옐로나이프(Yellowknife) 오로라 관광상품

출처: 부킹닷컴 (2020), 핀란드 우츠요키 오로라 관광상품, 오로라 마을 캐나다 옐로나이프(Yellowknife) 홈페이지 (2020)

 [글로벌 환경 축제로의 도약 전략] 신비화 전략의 경우 축제의 바닷길 열림 현상이 전제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 열림 현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기한으로 바닷길에 대한 신비화 전략만을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므로, 신비화 전략을 진행하는 동시에 축제의 시너지를 더할
솔루션이 추진되어야 함. 앞서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된 호주의 ‘Great Barrier Reef
Festival’에서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음. 해당 축제는 산호초 관광 축제에서 현재의 문제점인
산호초 백화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해양 생태 보호 축제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해 축제의 비
전을 제시하며, 축제 진행에 명분을 제시함. 이처럼, 생태 보호 축제와 환경 보호 이미지를 활
용해 진도 바닷길축제를 환경 친화 축제로 변화를 추진할 수 있음
 해양자원을 단순히 활용했던 축제에서 해양 생태 보존 및 환경보호 인식 제고에 앞장서는 축
제로 변모하기 위해 진도 바닷길축제가 ‘세계 해양의 날(World Oceans Day)’91) 행사에 등록

90) 2021. 01.28 환율 기준
91) 세계 해양의 날은 캐나다 정부가 제안이 채택돼, 공식적으로 2008년 UN에 의해 매년 6월 8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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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제언함. ‘세계 해양의 날’ 등록은 바닷길축제를 글로벌 환경 축제로 도약 가능하게
하며, 현재 ‘해양의 날’ 행사에 등록된 최초의 국내 사례로 홍보 효과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축제의 변화를 서포트할 다양한 환경 생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함
- 세계 해양의 날은 비영리 국제 커뮤니티 재단인 The Ocean Project가 주관하며 바다를 존중
하고 보호할 기회를 제공하는 날로, 전 세계 해양 환경을 지키자는 취지의 온･오프라인 행사임
- 행사 주최자로 선정될 시, 행사를 등록할 수 있고 축제는 전세계에 소개됨
Exhibit. 전세계 온･오프라인 세계 해양의 기념 행사 현황

멕시코 ‘카리브해 예술가의 온라인
전시회’

포르투갈 ‘세계해양의날’ 엑스포

홍콩 ‘빨대 없는 날(No Straw Day)’

출처: UN World Oceans Day (2020)

 글로벌 해양 포럼이 신비의바닷길축제 기간 내 진도에서 추진된다면, 축제는 각국에 알려질 기
회를 얻을 수 있음
-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는 최근 해양생태 오염 및 기후 온난화 이슈로 인해 축제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함. 따라서,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세계 해양의 날’ 행사 등록을 추진함
- UN에서 인정받은 ‘세계 해양의 날’ 의 해양 환경 보전 정신을 목적으로, 전국 해양 생태 동
아리 및 해양 교육 포털에 포럼을 홍보해 축제 기간 내 참여를 독려함

(3) 과제 우선 추진순위_기준수립 및 우선순위 도출
 축제 비즈니스 가치사슬 영역 內에서 각 영역별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단계 (step1~step4)를 정의하고, 각 영역 間 선후관계 식별을 통해 도출된 과제Pool의 우선순
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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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과제 영역별 우선순위 도출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앞에서 기술한 비즈니스 진단 결과와 상기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향후 1~2년차에 수행되어야 할
과제 (Do First!)와 향후 2~3년차에 수행할 (Do Next)과제 및 중기적으로 수행할 (Do Later)
과제 등으로 분류함
 이러한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는 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의 경우 1~2년차에 지원받아야 할 사업으로 ‘신비의 바닷길 축제 특성
을 살리는 리브랜딩(re-branding) 및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보조프로그램 기획’ 및 ‘기존
프로그램 upgrade’가 있으며, 2~3년차에는 ‘국내 관광객 마케팅 강화’ 및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 마련’, ‘타깃 고객층 공략 실행계획 수립 지원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이와 더불
어,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2019년 기준 3만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92)하는 등 타
축제에 비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므로 ‘해외단체 및 FIT
분석’, ‘해외 관광객 마케팅 강화’가 필요함

92) 연합뉴스 (2019.3.25), 진도 바닷길 축제 53만명 다녀갔다…”세계적 축제 거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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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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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 모델 분석
(1) Overview
 문경 찻사발축제는 전시형 축제로, 문경 전통 장작가마인 망댕이 가마93)에서 생산하는 찻사발
과 도자기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지역 도예인들과의 협력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음
Exhibit. 문경 찻사발축제 Business Model Canvas

출처: (주)예일커뮤니케이션즈 (2019), 2019 문경 찻사발축제 결과보고서, 문경 찻사발축제 실행계획서 (2019),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2) Product (축제 상품 및 서비스)
① Value Proposition (가치 제안)
 문경 찻사발축제는 문경 전통 장작가마인 망댕이 가마에서만 생산하는 ‘찻사발’을 주제로 30
명 이상의 도예인들이 참여하는 축제임. 타 도자기 축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문경의 전통방식
(발물레, 망댕이 가마)을 이용한 도자기 및 찻사발 제작 과정을 보고 체험하는 경험을 핵심 가
치로 제시하고 문경의 도자문화 브랜드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함
 세부 프로그램은 공식행사, 기획전시, 특별행사, 체험행사, 알찬행사, 다례시연 등으로 찻사발
과 연관성이 높은 볼거리 및 즐길거리 프로그램이 기획됨
93) 문경 지역의 전통 장작가마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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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거리 프로그램(공연, 전시, 홍보관 등)이 47.7%, 즐길거리(체험, 참여) 38.6%, 살거리(기념
품 및 상품 판매) 11.4%, 기타(2.3%)로 집계됨
- 프로그램을 ‘테마 연관(O, 찻사발 관련 프로그램)’, ‘테마 비연관(-)’으로 구분한다면, 테마
연관 프로그램(O) 비중은 61.5%, 테마 비연관(-)은 38.5%임
 볼거리의 경우 기획전시 행사를 비롯해 전통 찻사발 전시를 위한 공간이 구성됨. 축제장 내 문
경전통도자기관 37개가 운영중이며, 여러 도예작가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음
- 특히 ‘사기장의 하루’는 도자기 작품 제작 과정을 시연하는 대표 볼거리 프로그램으로, 축제
기간 동안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2시에 시작해 전문성있는 도예작가들이 3시간 동안 프로그
램을 진행함
 즐길거리 프로그램 중 테마와 연관된 프로그램은 ‘왕의 찻자리’, ‘나의 수제자가 되어주겠나?’
등임
 살거리는 도예작가들이 제작한 도자기, 다구(다관, 찻잔, 찻사발 등)들이 있으며 오미자, 버섯,
딸기 등 문경의 농특산물과 공예품도 판매됨. 도자기는 도자기 작가(업체)의 전시판매장 뿐만
아니라 경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판매됨
 먹거리의 경우 축제기간에만 축제장(새재세트장) 내 식당 2개 업체, 간식 4개 업체에서 판매
됨. 상가번영회 중 일부가 식당을 운영하고 카페로 엔제리너스가 입점함
Exhibit. 문경 찻사발축제 프로그램
구분

테마
연관성

비고

개막연회

볼거리

-

-

폐막식

볼거리

-

-

대한민국 도예명장전

볼거리

O

문경 도예명장전

볼거리

O

-

문경도자기 명품전

볼거리

O

-

전국찻사발공모대전

볼거리

O

입선작 및 수상작 전시

어린이 사기장전

볼거리

O

용흥초등학교 작품 전시

닥종이 쇼케이스

볼거리

O

찻사발 제작과정 전시

프로그램 분류 (수)
공식행사 (2)

기획전시 (6)

프로그램

문경 도예명장 경매
문경도자기 깜짝 경매
특별행사 (6)

문경도자기 명품 경매
문경도자기 현장경매

볼거리
살거리
볼거리
살거리
볼거리
살거리
볼거리
살거리

O
O
O
O

문경도예작가 32명 참여

도예명장 6인의 작품
축제 참여작가 31인의 작품
축제 참여작가 18인의 작품
-

사기장의 하루

볼거리

O

도예작가의 작업 관람

문경 전국 발물레 경진대회(학생부)

볼거리

O

주제: 찻사발, 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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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분류 (수)

체험행사 (12)

프로그램

테마
연관성

비고

나의 수제자가 되어주겠나?(사토채취, 빚기체험 등) 즐길거리

O

도자기 제작과정 체험

찻사발 그림 그리기

즐길거리

O

초벌기물에 그림그리기

찻사발 빚기

즐길거리

O

도자기 물레성형체험

다례체험

즐길거리

O

다례체험 및 차시연

망각의 찻집

즐길거리

O

타로점 보고 망각의 잔

야바위꾼을 찾아라

즐길거리

-

체험권(엽전)을 구입해 체험

조물樂(락) 체험(흙놀이터, 흙 속의 유물찾기 등) 즐길거리

-

어린이촉감놀이 등

왕의 찻자리

즐길거리

O

왕실복식 입고 찻자리 체험

복을 주는 도깨비를 찾아라

즐길거리

-

복불복게임

문경찻사발 컬링

즐길거리

O

찻사발 오복동전 던지기

즐길거리

O

찻사발에 동전 던져 넣기

차담이 어드벤처

즐길거리

-

축제 관련 QR코드 퀴즈

볼거리

-

플래시몹

즐길거리

-

스텝, 관광객이 함께 참여

등금장수94)

볼거리

O

-

경품 추첨

즐길거리

-

-

찻사발 방송국

즐길거리

-

-

인생샷 포토존!

즐길거리

-

-

문경 농･특산물 판매

살거리

-

문경 농특산물, 공예품 판매

only one 문경 댄스공모전

볼거리

-

-

기타 (홍보)

-

-

볼거리

O

-

찻사발 타임 ‘1250’

알찬행사 (8)

구분

축제후기 공모전
다례시연 및 가루차 아름다운 찻자리 및 다례시연
투다대회 (2)
전국 「가루차 투다(鬪茶) 대회」

-

볼거리

O

고려시대의 차 겨루기 재현

야간행사 (1)

점촌 夜 밤에 한사발

볼거리

-

장소: 점촌 문화의 거리

공연행사 (1)

멍석 버스킹

볼거리

-

지역민 예술단체 공연

즐길거리

O

문경도자기경매 (1) 문경도자기경매

-

출처: (주)예일커뮤니케이션즈 (2019), 2019 문경 찻사발축제 결과보고서, 문경 찻사발축제 실행계획서 (2019),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퍼레이드
 B2B 고객(기업 및 기관)에게는 단기간 약 22만 명의 집객효과가 있는 축제에서 기업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함95).

(3) Customer Interface 측면 (고객 접점)
① Target Segments (타깃 고객)
 문경 찻사발축제의 주요 고객은 도자기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과 아이 동반 가족 관광객임

94) 등금장수는 문경찻사발을 팔러가는 보부상을 의미함
95)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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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도자기 현장경매’의 경우, 축제장 안에 설치된 이동식 망댕이 가마에서 도자기 초벌기
물이 직접 소성되어, 관광객이 도자기 요출 전 과정을 관람하고 구매할 수 있음
- 어린이 관광객을 위해 ‘나의 수제자가 되어주겠나?’, ‘찻사발 그림 그리기’, ‘조물樂(락) 체험’
등의 체험 행사를 진행함
Exhibit. 문경 찻사발축제 주요 고객
찻사발 경매 참가자

가족 관광객

출처: (주)예일커뮤니케이션즈 (2019), 2019 문경 찻사발축제 결과보고서

 2019년 축제 평가 보고회 자료96)에 따르면, 주 방문객의 거주지역은 문경시(11.1%)와 경상북
도(26.9%), 대구(10.9%)이고 관광객 중 장년층(40-60대, 73.9%)의 비중이 매우 높음
 관광공사 소비자평가 보고서97)에 따르면, 찻사발축제의 평가에 참여한 소비자의 거주지역은
타지역인 서울(26.5%)과 동일 지역인 경북(26.5%)이 가장 높게 집계됨
Exhibit. 문경 찻사발축제의 소비자 평가 응답자 거주지역 분석 (%, n=200)
구분

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동일지역 26.5

-

동일권역 23.0

-

타지역

50.5 26.5

-

-

4.5 15.5
-

-

-

-

-

-

-

-

-

-

-

-

26.5

-

-

-

-

-

-

1.0

-

-

-

-

-

-

-

2.0

-

-

-

-

-

-

-

-

-

2.5 1.5 0.5

15.0 2.0 1.5 1.0

출처: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보고서

② Distribution Channels (채널)
 문경 찻사발축제는 축제 자체 채널(홈페이지･SNS) 및 다양한 간접 채널을 통해 축제를 홍보
함. 간접채널은 협찬사 및 티켓 및 관광 상품 판매처를 포함한 파트너사 운영 채널, 국내 주요
커뮤니티, 국내 방송매체･언론사 채널이며, 이들을 통해 축제의 인지도를 제고함
 주요 파트너사 채널로는 한국관광공사, 국내 여행사, 이커머스(TMON, 위메프), 국내 도자기
명장, 강원대 도예과가 있으며, 후원사인 ㈜문경, ㈜대구은행, 라마다개발주식회사, ㈜도화엔지
니어링,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 문경축산업협동조합, 정우전기조명, ㈜경북산업, ㈜문경레저
타운, ㈜부성전기, ㈜청우엔지니어링 등이 있음
96) 서철현 (2019), 2019년 문경찻사발축제 평가보고회 자료
97) 한국관광공사 (2019), 2019년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 보고서

195

2020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커뮤니티 채널에는 문경시 SNS 서포터즈 기자단 팸투어와 도자기 전시관 방문객, 용흥초등학
교, 도예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 및 대학(원)생 커뮤니티 등이 있음
 국내 미디어는 지상파･케이블TV, IPTV, 중앙･지역지 등의 지면 및 온라인신문 등임
Exhibit. 문경 찻사발축제 채널 분류

출처: (주)예일커뮤니케이션즈 (2019), 2019 문경 찻사발축제 결과보고서, 문경 찻사발축제 실행계획서
(2019), 문경 찻사발축제 관련 기사 토대로 재구성

① Relationships (관계)
 찻사발축제는 국내 소비자의 축제 관여도를 높이고, 주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사전 홍보
와 플래시몹을 실시함. 5월에 개최하는 문경 찻사발축제의 사전 홍보를 위해 1월부터 포스터
를 제작하고 2-3월에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수행함
 2019년에는 ‘찻사발타임 1250’ 프로젝트를 기획해 SNS 홍보용 플래시몹 영상을 제작함.
'Only One 문경' 축제송에 맞춰 도자기가 구워지는 온도 1,250도를 모티브로한 안무를 구성
하고 영상 제작 후 유튜브, 페이스북 등 축제 관련 SNS 채널에 게시함
- 플래시몹 촬영에는 문경시장을 비롯한 문경시의장, 문경시의회 의원, 문경 내 어린이집, 다
례단체, 도예인, 문화관광해설사, 공무원, 문경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함98). 이후 플래시몹
공모전을 개최해 출품된 플래시몹 영상을 심사･시상하고 (재)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의 유튜
브 채널에 업로드 함
- 또한, 축제 기간 동안 매일 12시 50분에 관광객과 축제 종사자, 스태프 등이 함께 어울려 참
여하는 플래시몹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함
- 행사 마지막 날인 5월 6일에 경품 추첨 프로그램의 당첨자에게 도예작가들의 작품을 택배로
전달해 축제 관여도를 유지하고자 함
 지역 주민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축제에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운영하
는 부스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 참가 신청을 받음. 이에 더해 프로그램은 도예인 및 지역 단
체 중심으로 진행됨
98) 경북매일 (2019), ‘Only One 문경’ 신명나는 찻사발 축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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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사기장의 하루’는 축제 10일간 도예인 약 20명이 진행하고, 대한적십자사 봉사
회, 문경시지구 협의회, 관음 공덕회, 새재다례원, 푸른차문화연구원 등 10개 이상의 지역단
체가 축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함.

(4) Infrastructure 측면 (축제 인프라)
① Key Activities (핵심 활동)
 문경 찻사발축제의 핵심활동은 도예작가 및 도예명장과의 협력을 통한 전시 기획, 찻사발과 연
관된 프로그램 기획 및 개선임
 축제의 핵심 활동은 국내 전통 찻사발작가 또는 도예작가와 협력해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축제장에 전시하는 것이며, 축제측은 도예작가들에게 축제장 내 작품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공
간을 제공함. 더하여 찻사발 축제를 고가의 다구(茶具), 도자기를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공
간으로 구성하여 차(茶)와 다구, 도자기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의 방문을 유도함
- 축제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전통 찻사발작가는 문경전통 도예작가가 51명, 대한민국 도예
명장이 3명, 문경시 도자기명장이 4명, 경상북도 최고 장인&무형문화재가 4명임
 또한 찻사발축제는 문화자산과 지역 특성을 전달하기 위해 ‘찻사발’에 집중한 프로그램을 신설
하고 개선함
- 신설 프로그램으로 명장의 찻사발을 선택하여 차를 마시면서 왕과 왕비가 되어 1시간 동안
축제장을 돌아보는 ‘왕의 찻자리’ 행사를 비롯해 ‘등금장수(보부상) 퍼레이드’, 플래시몹 공연
‘찻사발 타임 1250’ 등이 있으며, 가족･연인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함
- 축제의 대표 체험프로그램인 ‘나의 수제자가 되어주겠나?’는 전년 대비 체험 인원을 늘리고
강원대 도예과 학생을 섭외해 약 40분 동안 진행함.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는 명장이 주는 인
증서를 수여받음

② Core Competences (핵심 자원 및 경쟁력)
 문경 찻사발축제의 핵심자원은 축제 개최장소인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이며 경쟁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통 망댕이 가마로 도자기를 굽는 명장 및 도예인이 있는 고장이라는 점임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찻사발축제의 행사장으로 활용되며, 조선시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해 전통 사극 촬영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은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명불허전’ 등과
영화 ‘대립군’, ‘남한산성’ 등의 촬영지로 70,000㎡ 부지에 기와집 등 130동의 세트 건물이
조성되에 있고, 2018년에는 20만 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함99)
 축제 소재와 어울리는 축제환경으로 기존의 시설물을 전시장으로 활용해 경비를 절감하고 축
제의 홍보효과를 제고함. 한옥별로 각 도자기 작가(업체)의 독립된 전시판매장을 배치함
99) 한국일보 (2019) 문경새재, 오늘도 촬영중…연간 관광객 20만 넘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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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은 전통도자기 분야의 유일한 중요무형문화재와 우리나라에서 8명뿐인 전통도예명장 중 2
명이 한국전통도자기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고장임. 문경국가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중심으로
도자문화 보존 및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시설을 설립하고 행사를 개최함. 대중이 지속적으로
도자 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달항아리 제작 시연’, ’문경새재에서 사기장의 길을 걷다100)' 등
전통 도자기 체험 행사들을 기획･운영함
 더하여 문경읍 관음리에는 약 200년 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망댕이 가마가
남아 있고, 관내 무형문화재 사기장 등 60여 명의 장인과 도예가들이 요업을 이어가며 대부분
망댕이 가마로 도자기를 제작함

③ Partner Network (파트너 네트워크)
 문경 찻사발축제는 문경시에서 주최하고 문경문화관광재단 및 문경 찻사발축제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기획･운영됨. 후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한국관
광공사, 문경도자기협동조합임

100) 전국에서 모인 가족 단위 참가자 30명이 1박 2일간 머물며 전통 방식으로 도자기를 빚는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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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이슈 및 문제점 도출
(1) 문경 찻사발축제 이슈 트리 분석
 문경 찻사발축제 현황 분석을 통해 파악된 이슈는 신규 프로그램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킬러 콘텐츠가 부재하다는 점, 먹거리와 살거리가 부족하다는 점, 축제 측의 고민이 담긴 다양
한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홍보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 있음. 근본 원인으로 원활한 내부 커뮤니
케이션을 통한 의사결정의 어려움, 지역민(상가 번영회)과의 협력 부족, 관광객 니즈 파악 부족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음
 신규 프로그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벤트성이 강해 프로그램과 축제에 대한 방문객의 만족
도가 하락되고, 킬러 콘텐츠가 부재하다 보니 축제는 충성도 고객 확보 및 신규 고객층 형성에
어려움이 있음. 축제 첫 방문자와 재방문자 모두 먹거리와 살거리에 낮은 만족도를 보이므로
써, 궁극적으로 축제 전반의 브랜딩을 저해한다는 핵심이슈가 발생함
 결국 전시형 축제인 만큼 문경 찻사발축제는 유희성 및 대동성을 갖춘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
이 시급하며, 먹거리와 살거리를 개선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함. 각
근본원인 별 상세 이슈 분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Exhibit. 문경 찻사발축제 이슈트리 분석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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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성과 대중성의 딜레마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2020년 22회를 맞이한 문경 찻사발축제는 찻
사발축제 추진위원회, 문경 문화관광재단 그리
고 문경시청 3개 기관이 함께 만드는 축제인
만큼 도예인과의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
성 합의가 축제 전체의 성과를 좌우할 만큼 중
요함
 현재 찻사발축제는 축제 측과 도예인의 의견
차이로 인해 대중화와 예술성 측면의 방향성
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예술성과 대중성
의 딜레마로 인해 대중적 호응이 부족함
 축제 측은 꾸준히 진행하던 ‘빚기･굽기 체험’
이외에 ‘왕의 찻자리’, ‘나의 수제자가 되어주
겠나?’, ‘야바위꾼을 잡아라’ 등의 신규 프로그
램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신규
프로그램을 이벤트성 프로그램으로 인식함. 이
에 따라, 축제 콘셉트와 부합된 킬러 콘텐츠
(Killer Contents)가 여전히 부재하다는 평가
를 받음.
 따라서, 킬러 콘텐츠가 부재해 프로그램 차별성이 부족함에 따라 축제 소재인 찻사발과 관련된
부스 운영과 전문성이 확보되야하며, 이에 기인한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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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상인 및 도예인 참여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문경 찻사발축제는 도립공원인 문경새재에서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장소 특성상 음식물 취
급이 어렵고, 지역 상인들에게 뚜렷한 동기부
여를 제공하지 않아 지역 음식점 입점이 부족
하다는 이슈가 존재함. 2019년에는 먹거리
부스가 단 2곳이 운영되고 있고, 간식과 음료
를 먹을 수 있는 곳도 제한적인 상황임. 축제
를 처음 방문하거나 재방문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관계자도 먹거리에 낮은 만족도를 보
임101)
 축제 방문객들은 먹거리뿐만 아니라 살거리에
도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기존
문경 찻사발축제의 살거리는 도예인들이 제작
한 도자기, 다구102), 문경의 농특산물인 오미
자, 버섯, 딸기와 공예품 등이 있음. 하지만,
도예인들이 제작한 상품들의 경우 도예인과의
상품기획 및 전시에 관한 견해를 좁히기 어려
워, 방문객들에게 제공 가능한 살거리가 한정적임. 이에, 축제 먹거리 및 살거리 공급 이슈로
인해 경쟁력 악화라는 ‘핵심이슈’가 발생함
 결국, 지역상인 및 도예인의 저조한 축제 참여도로 인한 먹거리 및 살거리의 공급 이슈가 발생
함. 방문객에게 축제 프로그램 차별성 부족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101) (주)예일커뮤니케이션즈 (2019), 2019 문경 찻사발축제 결과보고서
102) 다관, 찻잔, 찻사발 등으로 구성됨

201

2020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4) SNS 홍보 채널 운영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또 다른 이슈로는 SNS 홍보 채널의 운영 미흡을
들 수 있음. 문경 찻사발축제의 경우 개최 약 두
달 전 사전홍보가 이루어지며, 축제 자체 채널
및 파트너사 채널103), 국내 미디어104)를 중심으
로 이뤄지고 있음.
 매스 미디어를 통해 경상권 위주의 홍보가 이뤄
지고 있는 것에 반해, 축제 방문객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방문객 축제 정보원천은 구전/소문, 인터
넷/블로그/SNS, TV/라디오, 과거 경험 순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한 유입이 저조했음. 이에, 타
지역 방문객을 유치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음
 찻사발축제는 40대 이상 방문객이 81.2%인데
반해, 20대 방문객의 비율은 6.1%로 저조한 참
여도를 보임. 이처럼, 문경 찻사발축제의 SNS
홍보 채널 운영 미흡과 젊은 층에 소구하는 홍보
콘텐츠 부족은 특정 고객 층의 편중을 초래함
 따라서, 기존의 홍보채널로는 경상권 외 타 지역 방문객을 유치하는 데에 한계점이 있으며, 축
제의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젊은층 유치 방안이 새로이 필요함

(5) Key Findings
 앞서서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해 파악된 다양한 비즈니스 핵심이슈와 문제점을 살펴보았으
며, 이를 다시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성이 높은 축제 본연의 가치사슬(value chain)과 축제 운영
체계 안에서 지원사업이 필요한 업무 영역을 정의함
- 축제 가치사슬 영역은 문경 찻사발축제의 경우, 소재 R&D 영역을 제외한 키트 제작을 통한
사전홍보 활성화를 포함한 마케팅활성화 영역, 고객분석 영역 그리고 상품화 영역으로 구분
될 수 있음. 이는 일반적인 기업의 가치사슬 영역 중 기술개발, 오퍼레이션 및 마케팅 영역을
강조하고, 축제 고유의 비즈니스 특징으로 재정의하여 핵심영역으로 구성함
- 또한, 가치사슬 각각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전략(Strategy)-계획(Plan)-실행(Do)-평가(See)
의 업무의 흐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축제 운영 체계라 말할 수 있음. 결국 축제 운영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치사슬과 운영체계의 매트릭스에서 앞
103) 한국관광공사, 국내 여행사, 이커머스(TMON, 위메프), 국내 도자기 명장, 후원사(㈜문경, ㈜대구은행, 라마다개발주식
회사, ㈜도화엔지니어링,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 문경축산업협동조합, 정우전기조명, 경북산업㈜, ㈜문경레저타운, ㈜
부성전기, ㈜청우엔지니어링 등)
104) 지상파･케이블 TV, IPTV, 중앙･지역지 등의 지면 및 온라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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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본 비즈니스 이슈를 새롭게 매칭하는 것이 본 연구과제의 목표인 지원사업 발굴영역
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음

- 또한, 가치사슬 각각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전략(Strategy)-계획(Plan)-실행(Do)-평가(See)
의 업무의 흐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축제 운영 체계라 말할 수 있음. 결국 축제 운영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치사슬과 운영체계의 매트릭스에서 앞
서 살펴본 비즈니스 이슈를 새롭게 매칭하는 것이 본 연구과제의 목표인 지원사업 발굴영역
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음
 문경 찻사발축제는 상기와 같이 총 5개 영역에서 key findings를 도출함
- 목표 및 전략수립_all strategy: 정통성 있는 찻사발이라는 축제 소재를 활용하며, 전통성과
대중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전략방향 및 체계가 필요함
- 마케팅활성화_Plan: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계획이 미흡하며, 키트 제작 및 축제 운영 전략방
향에 따른 계획이 요구됨
- 고객분석_Plan: 내방 관광객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계획 및 분석설계가 필요함
- 마케팅활성화_Do: 사전홍보 단계부터 축제 기간 및 사후기간에 걸쳐 기간별 적정 홍보 콘텐
츠를 제작하고 타깃 채널별 홍보를 수행해야 함
- 고객분석_See: 기존 고객분석은 단순 만족도 수준 측정에서 벗어나야하며, 고객분석을 통해
마케팅 방향 수립 및 개별 프로그램 유지 및 폐지 등의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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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문경 찻사발축제 Key Findings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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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사업 도출 및 수행 로드맵
(1) 지원과제 Pool
 도출된 Key findings을 기초로 세부 영역 (가치사슬&운영체계 매트릭스)에서 필요한 지원사
업 과제 Pool은 다음과 같음
Exhibit. 문경 찻사발축제 지원사업 과제 Pool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 중장기 비전 & 전략수립: 모든 가치 사슬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업무로 비즈니스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해당됨
- 키트 제작 및 홍보계획 수립: 마케팅활성화_Plan 단계에 지원이 필요한 업무로 찻사발 키트
제작 계획 수립 및 고객유치 SNS 홍보계획이 필요함
- 타깃 고객층 공략 실행계획 수립 및 고객분석 방법 설계: 고객분석_Plan 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내방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타깃 선정기준과 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를
위한 고객분석 방안 설계지원 업무가 필요함
-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 마련: 고객분석_See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축제 성과 진단 및
평가가 해당됨
- 키트 제작 및 축제 홍보지원: 마케팅활성화_Do 단계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전국 도예교실
연계망 구축 등 찻사발 키트 제작 및 고객유치 SNS 축제 홍보체계 마련 등의 지원사업이 해
당됨
 이 중 마케팅활성화_Plan 단계 및 마케팅활성화_Do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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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지원사업 벤치마킹 사례
① 현황 및 이슈
 [축제 테마의 전문성과 대중성 확보의 딜레마] 문경 찻사발축제는 찻사발축제추진위원회, 문경문화관
광재단, 문경시청이 함께 만드는 축제임. 특히 축제를 주최･주관하는 3개 기관과 도예인의 협
력이 매우 중요하며, 도예인과의 축제 프로그램 방향성 합의는 축제 성과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인임. 그러나 축제 측과 도예인 사이의 의견 차이로 인해 축제는 대중화와 예술성 측
면의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임. 축제 테마의 전문성과 대중성 확보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대중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
- 유료 프로그램 구성과 완성도 역시 만족도가 낮은 상황임. 2018년 신규 프로그램을 대폭 늘
렸음에도 축제 콘셉트와 부합된 킬러 콘텐츠가 여전히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음105)
- 이에 더해 축제장인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의 공간적 한계로 인해 축제 방문객의 만족도와 밀
접하게 연결되는 먹거리 및 살거리의 경쟁력이 약화됨. 도립공원 특성상 축제 기간에만 먹거
리가 판매되고 있으며, 먹거리 부스는 지역상인과의 협력 미비로 인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함. 개인요장 내 도예인의 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축제만의 특색있는 살거리가 부족함
 [전통 소재의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의 딜레마 이슈] 찻사발축제와 같이 전통을 소재로 하는 예술
및 전시 축제는 트렌디함(Trendy)과 재미(Fun) 요소가 결여되어 방문객의 관심을 제고하기 쉽
지 않음. 축제 내부에서도 전통성 유지와 대중화 사이 딜레마가 발생함
 축제 성공요인은 축제 콘셉트의 일치성(Consistency), 축제의 유희성(Fun), 축제의 차별성
(Uniqueness)이며, 이를 기준으로 여러 전통 소재 축제의 핵심 이슈가 파생됨. 파생된 이슈
대응을 위해 고객 세그먼트 집중화를 통한 STP 분석 및 전략 수립이 요구됨
Exhibit. 축제의 성공요인에 따른 전통소재 축제의 공통 이슈 및 대응 방안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105) 2020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진단 컨설팅 관련 문경시청 관광진흥과･문경문화관광재단 관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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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콘셉트의 일치성(Consistency)에 의해 파생된 핵심 이슈는 전통성과 대중성의 간극 사
이 위치 선정의 어려움, 방향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충돌 발생 등이 있음
- 축제의 유희성(Fun)에 의해 파생된 핵심 이슈는 흥, 재미 요소가 사라진 ‘No Fun’ 전통 축
제, 유희성만을 쫓는 비(非)연관 프로그램의 편성, 젊은층 유입을 위한 매력적인 요소 부족
등이 있음
- 축제의 차별성(Uniqueness)에 의해 파생된 핵심 이슈는 전통 소재 타깃 방문객 세분화
(Segmentation) 모호, 타깃이 경험할 전통 소재 활용 차별적 체험의 부족 등이 있음
 문경 찻사발축제는 대중성 확보를 위해 축제의 본질인 전통성을 희석하는 방향이 아닌, 전통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은 타깃 층을 식별해,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편과 포지셔닝을 강화하
는 솔루션이 필요함. 이에 ST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분석을 통한 방문객
세분화, 목표 관광객 설정, 축제 프로그램 포지셔닝, 고객 세그먼트 집중화 전략을 제안함
- STP 전략이란 개별 고객의 선호에 맞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타사와 차별성 및 경쟁
력을 확보하는 마케팅 기법이며, 1) 방문객 세분화 (Segmentation), 2) 목표 관광객
(Targeting), 3) 프로그램 포지셔닝 (Positioning) 순서로 시행됨
 문경 찻사발축제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찻사발 관련 콘텐츠 참여도 및 관심도 정도에 따라 ‘마
니아 속성’을 세분화(Segmentation)할 수 있으며, 크게 ‘관조형’, ‘일반 참여형’, ‘적극 참여
형’, ‘열광형’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축제에 비교적 낮은 열성을 보이는 ‘관조형’은 축제장을 방문하지만, 찻사발 관련 활동에 참
여하지 않으며, ‘일반 참여형’은 축제를 방문하고 찻사발축제 내 굿즈 및 기념품을 구매함
- 상대적으로 강한 참여 동기를 지닌 ‘적극 참여형’은’ 축제와 자신의 행위 간 종속 관계를 형
성하며 관심사에 가까워지기 위해 직접적인 시도를 함. 가장 강한 참여 동기를 지닌 ‘열광형’
은 충성도 높은 고객으로, 직접 창조의 주체가 되어 축제와 대등한 관계를 맺음
 문경 찻사발축제의 목표 관광객(Targeting)은 ‘적극 참여형’과 ‘열광형’으로 도자기류와 찻사
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들을 타깃함. 이들은 강한 참여 동기를 지닌 만큼, ‘관조형’과 ‘일반
참여형’ 보다 유치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 목표 관광객(Targeting)으로 설정된 ‘열광형’ 마니아층은 도예 전공자 및 학생, 공방 운영자
임. ‘적극 참여형’은 물레 취미가, 도자기 페인팅 취미가, 식기･도자기･공예품 수집가 등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포지셔닝에서 도예 전문성과 테마(찻사발) 연관도가 높은 양질의 프로그
램을 구성함으로써 테마 연관도를 높이고, 세분화된 각 마니아 층의 니즈 충족 및 만족도 증진
목표를 달성해야 함
- 다만, ‘찻사발 방송국’, ‘점촌 夜 밤에 한사발’. ‘플래시몹: 찻사발 타임 1250’ 등의 찻사발
관련 명칭만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지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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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문경 찻사발축제’ 마니아층(maniac) STP 전략 (안)
1) 방문객 세분화 (Segmentation)

2) 목표 관광객 (Targeting)

3) 프로그램 포지셔닝 (Positioning)

`

출처: 권순재, 고동우 (201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재미진화모형,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② ‘벤치마킹’ 케이스
 [호주 Crockd DIY 도자기 키트]106) Crockd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DIY 도자기
키트를 판매함. 해당 키트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도자기를 만들며 대화하도록 설계됨
 오리지널 키트는 집에서 전통 도자기 체험을 위해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됨. 키트 구매자는 집
에서 만든 도자기 작품을 최소 10일 동안 건조한 후, 지역 도예 공방에 연락해 일정 금액107)
을 지불하고 만든 작품을 소성함
- 키트는 각각 두 개의 도자기 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설명서, 대화/질문 카드 세트, 1인당 흙
(점토), 나무 칼, 인근 지역의 가마 목록이 포함됨. 현재 Crockd는 전 세계로 키트를 배달하
며 전 세계 가마 목록을 제작해 온라인에 공유하고 있음
- 2 인용 클레이 키트는 $ 80, 3인용 키트는 $ 100, 4인용 키트는 $ 120이며, 개별로 배달이
가능한 5인 이상의 그룹 키트 박스도 판매함
Exhibit. Crockd 도자기 키트 및 체험 활동

오리지널 D.I.Y Pottery Kit 도자기 소성을 위한 인근 가마 위치 제공

Zoom을 통한 그룹 활동

출처: Magazine House Beautiful (2020), Get creative with this home-delivered DIY pottery kit, Crockd 홈페이지 (2020)

106) Crockd D.I.Y Pottery Kits (2020) (www.crockd.com)
107) 4개의 작은 작품의 소성 및 유약 비용은 약 $10-$25가 예상되며, 공방마다 금액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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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축제 솔루션 제시: 찻사발 키트 및 콘텐츠 개발
 문경 찻사발축제를 포함해 전통과 예술을 중시하는 도자기류 축제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 이슈인
‘방향성 딜레마 및 실생활에 밀접한 도자기 기념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인과 함께하는 키
트 제작 및 배포, 기존 도자기 제작 체험 프로그램의 난이도 및 인증서 세분화를 제안함. 키트
의 경우 해외 우수 사례를 통해 축제발(發) 실생활 기념품으로서 그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음
 [찻사발 키트 개발] 기존 축제는 도예인과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대중성보다 전통
성 및 예술성을 강조해 도자기 애호가(Mania층)를 타깃함. 이로 인해, 축제를 방문하는 고객
들이 편중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중적인 소재의 아이들 프로그램이 확충됨. 해당 프로그
램의 대부분은 축제 소재와 연관성이 낮아, 축제 측은 소재의 예술성과 대중성 확보 사이 딜레
마를 겪게됨
 따라서 찻사발을 재해석해 실용적이고 트렌디한 축제 소재로 탈바꿈해 보다 다양한 고객 세그
먼트를 유치하는 것을 제언함. 예시로 전통 찻사발 키트를 활용한 방법을 들 수 있음. 키트를
통해 고객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고 이는 고객층 확장과 축제 홍보까지 이어질 수 있음
- 찻사발 키트는 찻사발을 만들 수 있는 흙, 찻사발의 역사 및 특징을 서술한 설명서 등으로
구성하고, 키트 배포는 전국 도예교실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송부함. 도예교실의 교사가
키트를 수령해 수강생에게 나눠주고 설명서 내용을 중심으로 최대한 전통 문경 찻사발 제작
방법과 유사하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함
- 이 때, 문경 찻사발은 일반 찻사발과 달리 망댕이 가마를 통해 제작된다는 점을 안내함. 이로
인해, 도예교실 수강생은 문경 찻사발의 차별성을 이해하고 축제 기념품으로서 실용적인 찻
사발 및 도자기 작품을 직접 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음. 소성한 작품은 가정 내 식기로 사
용되거나 전시되어 도예교실 참여자와 가족이 문경 찻사발 축제를 인지하도록 하는 시너지
를 발휘할 수 있음
Exhibit. Crockd 도자기 키트를 활용해 키트 참여자가 만든 작품

출처: Crockd 홈페이지 (2020), Magazine Franki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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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발(發) 키트의 기대효과] 소규모였던 도자기 애호가(Mania 층) 및 박물관 방문자에서 세미
마니아(Semi-Mania)였던 도예교실 수강생 및 강사를 타겟팅함으로써 사전 홍보효과를 높임
 또한, 축제 측에서 사전 홍보를 상시 진행하는 것보다는 연중 도예교실을 여는 곳을 대상으로
키트 배포 및 축제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축제발(發) 및 장인발(發) 상시 사전 홍보 효과를 얻
을 수 있음. 향후, 도예교실의 키트 수업에 축제 장인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장인이 직접 실용적
인 살거리를 제작하지 않고도 예술정신을 전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고하는 장을 형성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수강생과 도예인의 축제 관여도가 향상되어 이들이 갖고 있는 축제와의
간극(Gap)도 줄어듦
 [‘나의 수제자가 되어주겠나?’ 난이도 및 인증서 레벨 세분화] ‘나의 수제자가 되어주겠나?’는 전통
방식으로 도자기를 빚는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며, 참여자가 도자기를 완성하면 기타 요
건 없이 참가 인증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향후 축제에서는 프로그램을 수준별 레벨을 초급, 중급, 고급, 마스터 등으로 세분화하여 수업
을 이수할 시 인증서를 수여할 것으 제언함. 처음 축제를 방문해 초급 인증서를 획득한 어린이
참가자는 중급, 고급 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해 내년 축제에 방문할 것으로 기대됨
- 체험객의 도전정신을 자극하고 집중력을 길러주며 일정 기준을 달성했을 때 수여하는 인증
서를 통해 체험객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음
Exhibit. 2019년 문경 찻사발축제 ‘나의 수제자가 되어주겠나?’ 프로그램 참여객

출처: ‘지관의 서예사랑’ 블로그 (2019)

 또한, 어린이들이 제작한 작품을 다음해 전시 작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전시된 자신의 작품을
관람하기 위해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내년 축제에 방문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3) 과제 우선 추진순위_기준수립 및 우선순위 도출
 축제 비즈니스 가치사슬 영역 內에서 각 영역별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단계 (step1~step4)를
정의하고, 각 영역 間 선후관계 식별을 통해 도출된 과제Pool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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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과제 영역별 우선순위 도출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앞에서 기술한 비즈니스 진단 결과와 상기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향후 1~2년차에 수행되어야 할
과제 (Do First!)와 향후 2~3년차에 수행할 (Do Next)과제 및 중기적으로 수행할 (Do Later)
과제 등으로 분류함
 이러한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는 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문경 찻사발축제의 경우 1~2년차에 지원받아야 할 사업으로 ‘전통성과 대중성을 함께 고려한
찻사발 키트 제작’, ‘브랜딩 전략 수립’ 및 ‘국내 관광객 마케팅 강화’가 있으며, 2~3년차에는
‘기존 프로그램 upgrade’, ‘국내 관광객 마케팅 강화’ 및 ‘고객 데이터 확보방안 마련’, ‘타깃
고객층 공략 실행계획 수립 지원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이와 더불어, 아직 해외 관광
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강화는 비즈니스 중요도와 시급성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hibit.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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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 모델 분석
(1) Overview
 강진 청자축제는 청자를 테마로하는 전시형 축제로, 청자문화를 꽃피운 강진군에서 체험하는
청자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청자의 역사부터 제작 과정, 구매까지의 경험을 핵심가치로 제공함
Exhibit. 강진 청자축제 Business Model Canvas

출처: 강진군 홈페이지 (2019), 제47회 강진청자축제 평가보고서, 강진문화관광 (2020),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2) Product (축제 상품 및 서비스)
① Value Proposition (가치 제안)
 강진 청자축제는 청자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에게 청자 제작 과정의 관람 및 체험 경험
과 구매기회 제공을 핵심가치로 제공함. 축제 개최지인 강진군은 약 500여년간 청자문화를 꽃
피운 곳으로 청자 제작 역사와 지역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해 축제를 개최함
- 2018년까지 여름 축제였던 강진 청자축제는 축제시기가 가을로 변경되어 2019년에 가을축
제로 개최됨. 태풍 ‘미탁’ 영향으로 축제가 2일 연기되어 축제일정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되
었고108) 태풍 및 돼지열병으로 인해 일부 프로그램이 취소됨
- 가을축제로 변화되면서 물놀이 관련 프로그램과 관광객의 참여가 저조한 22개 프로그램을

108) 강진청자축제는 2019년 10월 3일 개막 예정이었으나 태풍으로 인해 10월 5일에 개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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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고 33개의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함
 대부분 볼거리 및 즐길거리 프로그램이며, 약 74개 프로그램을 운영함. 세부 프로그램은 의식
행사, 기획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공연행사, 부대행사, 연계행사로 구분됨
- 프로그램을 ‘즐길거리(체험, 참여)’, ‘볼거리(공연, 전시, 홍보관 등)’, ‘살거리(기념품 및 상품
판매)’, ‘먹거리(식음료)’로 구분할 경우, 볼거리 프로그램이 46.4%, 즐길거리 33.3%, 살거리
6.0%, 먹거리 2.4%, 기타 11.9%로 집계됨
- 프로그램을 ‘테마 연관(O, 청자 관련 프로그램)’, ‘테마 비연관(-)’으로 구분한다면, 테마 비
연관(-) 프로그램 비중은 56.8%, 테마 연관(O)은 43.2%임
Exhibit. 강진 청자축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분류
(수)
의식행사 (3)

구분

테마
연관성

무명도공 기원제

볼거리

O

무명 도공들의 추모 제(祭)

개막 퍼포먼스

볼거리

O

식전행사 ‘가마 불지피기’

프로그램

폐막행사
전국 청자배 사진촬영 대회
전국 화목가마 장작패기 대회
청자요지 유네스코 등록 추진 선포식
천하제일 고려청자 시연･체험
나도 청자축제 SNS서포터즈!(현장즉석참여)
고려청자 학술 심포지엄
기획행사 (12)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명품청자 전시･판매전
화목가마 요출 및 즉석경매

-

볼거리

O

-

기타 (홍보)

O

-

즐길거리
볼거리

O

축제장 내 자유 촬영

청자 제작 과정 시연

즐길거리

-

무료 사진인화, 즉석게임 등

기타 (학술)

O

-

볼거리

O

살거리
볼거리
살거리
볼거리

O
O

볼거리

O

전국 물레성형 경진대회

볼거리

O

기타 (홍보)

O

청자풍경 전시
전시행사 (6)

볼거리
기타 (홍보)

희망의 불꽃 화목가마 불 지피기
청자 백일장

비고

살거리
볼거리

O

공모전 수상작 전시
청자 즉석경매
가마에서 요출 장면 시연
사전 신청 프로그램
청자･강진 관련 주제 제시
축제 종료 후 판매
-

청자와 백자의 만남

볼거리

O

60 여 점 전시

강진 향우 전시회(아트홀)

볼거리

-

윤재우 화백 기증작 전시

제19회 고려청자 특별전

볼거리

O

-

대형 청자조형물 전시

볼거리

O

-

청자등 전시*

볼거리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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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분류
(수)

구분

테마
연관성

비고

고려청자 가상현실(VR)체험

즐길거리

O

-

국보급 청자를 찾아라(발굴체험)

즐길거리

O

청자소품 3개 발굴
가족신문 제작 및 출력

프로그램

청자촌, 오늘 신문 주인공은 ‘나야~나’

즐길거리

-

나만의 도자기 채색 체험

즐길거리

O

-

청자 인화문 찍기

즐길거리

O

문양있는 도장 만들기 체험

스마트폰 청자촌 스탬프투어

즐길거리

O

1일 100명 한정

청자잔 막걸리 페스티벌

체험행사 (21)

먹거리

O

청자 잔으로 막걸리 마시기
막걸리 시음

고려시대 전통놀이 체험

즐길거리

-

고려의복 체험

즐길거리

-

-

볼거리

-

440여 명 참여

즐길거리

-

휴식공간 및 포토존

볼거리

-

옛날 영화, 만화 상영

일상탈출: 어르신들의 추억의 디스코장

즐길거리

-

청자 코일링 체험

즐길거리

O

물레 성형하기

즐길거리

O

-

청자 상감 체험

즐길거리

O

-

청자 조각하기 체험

즐길거리

O

-

청자 핸드페인팅 만들기

즐길거리

O

-

청자 풍경(鐘) 만들기 체험

즐길거리

O

-

오물락 조물락 청자 만들기

즐길거리

O

청자 액세서리 만들기

즐길거리

O

-

청자문양 페이스 페인팅

즐길거리

O

-

남사당패 기막힌 공연

볼거리

-

덜미(인형극), 풍물놀이 등

풍문으로 들은 난장판 공연

볼거리

-

품바 및 엿장수 공연 등

KBC-R 추억쌓기 가을음악회(KBC-R 녹화)

볼거리

-

연예인 초청 공연

리바이벌 전국노래자랑*

볼거리

-

고향찾아 한마당, 출향가수들과 함께

볼거리

-

강진 출신 가수 공연

추억의 전통놀이, 뭉쳐야 이긴다
(읍･면 전통놀이 경연 대회)
6070 천막극장 운영

공연행사 (11) 조만간 공연

굴렁쇠, 사방치기 등

청자원료로 컵, 그릇 제작

흙으로 청자 형태를 만듦

-

볼거리

-

마당극 정약용 선생 이야기

개막 축하쇼(목포 MBC-TV 녹화)

볼거리

-

연예인 초청 공연

즐기자! 버스킹!(길거리공연)

볼거리

-

-

청자골 청소년 어울마당

볼거리

-

-

청자골 문화예술공연

볼거리

-

-

강진 문화예술인 한마당(문화원)

볼거리

-

-

기타 (교통)

-

-

먹거리

-

-

즐길거리

-

청자잔 막걸리 마시기

볼거리

-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즐길거리

-

-

풍물놀이

볼거리

-

-

차와 음악의 만남

볼거리

-

전통차 손님맞이･말차 시연

관광지 순환셔틀버스 운행
고려주막 운영
부대행사 (12) 이장단 한마음 축제
가훈 써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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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분류
(수)

구분

테마
연관성

비고

청자골 야생화 전시회

볼거리

-

-

청자골 분재 전시회

볼거리

-

-

프로그램

볼거리

-

전통옹기 제작과정 시연

즐길거리

-

옹기제작 체험

기타 (친목)

-

-

살거리

-

강진 농･수･축･임산물･가공품

즐길거리

-

청자를 사용한 다도체험

볼거리

-

국악 공연

즐길거리

-

무료차 체험

볼거리

-

조선시대 인물 재현

즐길거리

-

‘조만간’프로젝트109)

살거리

-

청자축제 관광상품 운영(관광재단)

기타 (홍보)

-

청자배 마라톤 대회

기타 (대회)

-

청자배 남녀 궁도대회

전통옹기 제작 시연
자랑스러운 향우와 함께(만찬)
초록믿음 농수산물 판매전
청자골 야생 수제차 다도체험
백운동 원림 주말 공연
사의재 저잣거리 운영
마량놀토수산시장 운영
연계행사 (9)

강진 오감통통 시티투어
-

기타 (대회)

-

다산 특별전

볼거리

-

다산박물관 특별전시실

제5회 대한민국 민화대전 수상작 특별전

볼거리

-

한국민화뮤지엄에서 열림

기타 (숙박)

-

청자골 캠핑촌 운영

-

-

*태풍으로 행사가 취소됨
출처: 강진군 (2019), 제47회 강진청자축제 평가보고서, 강진문화관광 (2020), 강진청자축제 리플렛 (2019),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진행
 즐길거리 중 청자 관련 체험 프로그램 대부분은 어린이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험공간은
부스 내 책상 3-4개로 다소 협소하게 구성됨
- 프로그램은 ‘고려청자 가상현실(VR)체험’, ‘나만의 도자기 채색체험’, ‘청자인화문 찍기’, ‘청
자코일링체험’, ‘청자 상감체험’ 등이 있음. 특히 대표 체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물레성형
체험’은 어린이 중심으로 운영됨. ‘물레성형 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들이 청자박물관 앞
잔디광장에서 진행됨
 볼거리로는 가을꽃(코스모스, 국화 등)으로 조성한 꽃 길･동산･조형물이 있으며 행사장 내 포
토존으로 활용함. 테마 연관성이 높은 신설 프로그램 ‘천하제일 고려청자 제작･시연’은 관내
도예작가의 청자 제작 전과정(수비 작업부터 요출까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됨
 살거리는 청자, 도기, 농특산품, 일반 잡화 상품이 있으며 한옥청자판매장과 농산물직거래판매
장, 개인 부스에서 판매됨. 청자는 한옥청자판매장과 상설 개인요 청자판매장에서 판매됨
- 관내 소규모업체의 잡화상품은 민화박물관 가는 길목에서 판매되고, 농특산물은 농산물직거
래판매장 및 체험마을 부스, 대구면 부스 등에서 판매됨

109) ‘조선을 만난 시간’의 줄임말인 조만간은 강진의 역사와 인물을 재현하는 공연으로 강진군민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배
우들이 신나는 마당극을 공연해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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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는 전년도와 달리 저잣거리에 배치된 초가 형태의 고려주막(음식부스)과 기타 판매부스
에서 판매됨. 고려주막에는 3개의 음식점 (강진착한한우 명품관, 마실, 대통령밥상)이 입점하
고 셀프서비스인 포스시스템 방식을 이용함. 간식과 음료 판매 부스는 행사장 곳곳에 배치됨
- 강진착한한우명품관은 생고기, 소머리 수육 등을 판매하고, 마실은 병어회, 해산물 요리, 육
개장 등을 판매함. 대통령밥상은 홍어삼합, 해물파전, 돈가스 등을 주 메뉴로 구성함
 B2B 기업 고객에게는 단기간 약 10만 3천 명의 집객효과110)가 있는 축제에서 기업 인지도 제
고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함

(3) Customer Interface (고객 접점)
① Target Segments (타깃 고객)
 강진 청자축제의 주요 방문객은 장년층과 아이 동반 가족 관광객임
- 장년층과 어린이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했음. 장년층을 대상으로
‘6070 천막극장’, ‘일상탈출: 어르신들의 추억의 디스코장’ 등이 운영됨. 어린이들을 위한 체
험 프로그램은 ‘국보급 청자를 찾아라(발굴 체험)’, ‘나만의 도자기 채색 체험’ 등임
Exhibit. 강진 청자축제 주요 방문객
장년층 관광객

아이 동반 가족 관광객

출처: 전남일보 (2019), 천지일보 (2019)

 2019년 강진군에서 실시한 방문객 분석자료111)에 따르면 방문객 중 여성(68.4%)과 50대
(37.9%) 및 40대(26.4%), 아이 동반 가족(28.8%), 전라남도 거주자(46.2%) 비중이 높게 집계됨
- 방문객 대부분은 강진 또는 근거리 지역에 거주하며, 전라남도 거주자 비율이 46.2%임. 뒤
이어 강진 지역주민이 21.2%, 광주광역시 거주자가 21.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대 방문객은 2017년에 20.2%였으나 2019년에 5.7%로 감소함
 또한, 관광공사 소비자평가 보고서112)에 따르면, 강진 청자축제의 평가에 참여한 소비자의 거
주지역은 타지역인 서울 거주자(29.0%), 동일권역인 광주 거주자(20.0%) 비중이 높게 집계됨

110) 강진군 (2019), 제47회 강진청자축제 평가보고서, 강진문화관광 (2020)
111) 강진군 (2019), 제47회 강진청자축제 평가보고서, 강진문화관광 (2020)
112) 한국관광공사 (2019), 2019년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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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강진 청자축제의 소비자 평가 응답자 거주지역 분석 (%, n=200)
구분

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동일지역 10.0

-

-

-

-

-

동일권역 23.3

-

-

-

-

20.0

타지역

66.6 29.3 6.0 3.3 3.3

-

-

-

-

-

-

-

-

10.0

-

-

-

-

-

-

-

-

-

-

3.3

-

-

-

-

-

5.3 1.3 0.7 12.0 0.7 1.3 0.7

-

-

-

2.7

-

출처: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보고서

② Distribution Channels (채널)
 강진 청자축제는 강진군 채널(홈페이지･SNS) 및 다양한 간접 채널을 이용해 축제를 홍보함.
간접채널은 프로그램 운영사, 여행사 및 협찬사를 포함한 파트너사 운영 채널, 국내 주요 커뮤
니티, 국내 방송매체･언론사 채널이며, 이들을 통해 강진 청자축제 인지도를 제고함
- 주요 파트너사 채널은 한국관광공사, 강진청자협동조합, 여행사, 강진 개인요 업체 및 도자
조합, 후원･협찬사인 진로 하이트･참이슬, 일화 맥콜 등임
- 커뮤니티 채널은 SNS서포터즈, 언론인 팸투어, 국제자매결연도시, 일본 하사미 도자기축제,
지방자치단체, 전국 사진 및 청자 애호가 단체와 대도시 전광판 등이며 해당 커뮤니티에 청
자축제를 홍보함
- 국내 미디어는 지역 지상파 3사 및 케이블TV(YTN, JTBC), 온라인 미디어, 중앙･지역 신문,
라디오, 잡지 등임
Exhibit. 강진 청자축제 채널 분류

출처: 강진군 (2019), 제47회 강진청자축제 평가보고서, 강진문화관광 (2020), 강진 청자축제 관련 기
사 토대로 재구성

③ Relationships (관계)
 강진 청자축제는 국내 소비자의 축제 관여도를 높이고, 주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사전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접수를 실시함
 축제 개최 전, 7월부터 강진군 SNS채널은 2019년에 청자축제가 가을에 개최됨을 알리고, 청
자빛기체험의 사전 접수 방법 등과 같은 프로그램 정보를 전달함. 축제기간에는 ‘나도 청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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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SNS서포터즈!’ 이벤트를 운영함으로써 관광객이 업로드한 축제 사진을 통해 축제를 홍보하
고자 함
 지역 주민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축제에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 향우 및 군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함. 또한 공연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 주민과 지역 문화예술인력이 참여함
- ‘추억의 전통놀이’, ‘뭉쳐야 이긴다!’(읍면 전통놀이 경연 대회)는 읍면별 30명의 선수가 참가
하고 강진군 청소년을 위한 ‘청자골 청소년 어울마당’과 어르신, 예술인을 위한 ‘청자골 문화
예술공연’, ‘강진 문화예술인 한마당’ 프로그램을 운영함
- 향우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강진 향우 전시회(아트홀’), ‘자랑스러운 향우와 함께(만찬)’ 등이 있음

(4) Infrastructure (축제 인프라)
① Key activities (핵심 활동)
 강진 청자축제의 핵심 활동은 도예작가와의 협력을 통한 전시 기획, 청자 판매 부스 배치, 청
자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선임
 축제의 핵심 활동은 청자 도예작가와 협력해 도예작가의 작품을 축제장에 전시하는 활동임. 축
제장에는 상설 청자판매장 및 개인요 판매장이 있으며, 축제기간 동안 공연장 주변에 개인요
청자판매장을 배치해 도예작가가 개인별 부스에서 청자를 전시하고 판매하도록 기획함
 2019년에 강진 청자축제가 가을축제로 전환되면서 청자 관련 신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함.
관광객의 참여 저조한 프로그램, 물놀이 프로그램 등 22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신규 프로그
램 35개를 개설함. 신규 프로그램인 ‘국보급 청자를 찾아라(발굴체험)’, ‘나만의 도자기 채색체
험’ 등은 청자와 연관도가 높음
- 과거 여름에 개최된 청자축제는 ‘청자’ 프로그램의 비중이 비교적 낮고 무더위로 인해 물놀
이 프로그램의 방문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② Core Competences (핵심 자원 및 경쟁력)
 청자축제의 핵심 자원은 축제장 내 청자 관련 문화 유산(고려청자요지 등)과 고려청자박물관
등 상설 시설이며, 경쟁력은 고려청자 대표 생산지라는 이미지임
 축제장은 고려청자 도요지 일원이며 청자 특구로 4회에 걸쳐 우수특구로 선정됨. 그로 인해 축
제장에는 청자를 판매하는 상설 청자판매장과 고려청자박물관, 디지털박물관, 민화박물관, 가
마터 청자빚기체험장, 청자재현연구동, 청자체험장, 가마터, 강진요, 무명도공탑 등의 청자 관
련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음
- 고려청자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청자 전시실 및 교육적 자료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사의
도자예술품 중 대표 자랑거리인 고려청자를 방문객에게 홍보함. 축제기간 동안 무료 입장을
시행해 약 2-3천명이 방문했고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물관에 대
한 방문객 만족도 및 방문이 가장 높게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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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기간 동안 고려청자박물관, 디지털박물관, 민화박물관, 청자판매장, 강진요는 축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됨
 고려청자 대표 생산지라는 이미지는 축제 경쟁력으로, 강진은 고려청자의 대표적인 생산지113)
중 하나임. 또한 총 105기의 요지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청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
음. 또한, 관내에는 사적 제68호로 지정된 ‘강진 고려청자 요지’ 100기와 전남도 지방기념물
제81호로 지정된 ‘강진 삼흥리 도요지’ 5기가 있음

③ Partner Network (파트너 네트워크)
 강진 청자축제는 강진군에서 주최하고, 강진군 향토축제위원회 주관으로 기획･운영됨. 후원사
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하이트 진로(주), 보해양조(주), (주)일화, 농협중
앙회, 광주은행 등이 있음

113) 국내 고려청자요지 약 450여기(추정) 중, 강진･해남･부안지역에 90%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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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이슈 및 문제점 도출
(1) 강진 청자축제 이슈 트리 분석
 강진 청자축제 현황 분석을 통해 파악된 핵심 이슈는 예술성 및 전문성과 대중성 확보 사이의
딜레마로 자극적인 콘텐츠 위주의 프로그램, 어린이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한 축제
콘셉트에 부합한 대표 프로그램이 부재한다는 점이며, 지역상인의 낮은 참여도로 축제 전반의
먹거리 및 살거리 경쟁력이 약화되어 축제 전반의 차별성이 미흡하는 이슈가 있음. 또한, 온라
인 채널 운영의 미흡으로, 젊은 층 유입이 저조해 고객 층이 편중됨. 도출된 이슈 간의 원인결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근본 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전개해 가야 함. 각 근본
원인별 상세 이슈 분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Exhibit. 강진 청자축제 이슈트리 분석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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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제의 예술성과 대중성의 딜레마 관련 핵심 이슈 및 결과
 강진 청자축제는 판매 전시만을 중복적으로
보여주는 식의 축제로 ‘청자 전시와 판매의
장’이란 인식이 강함. 이로 인해, 정적인 분위
기를 선보여 재미 요소가 결여된 축제로 비춰
짐. 이를 탈피하기 위해, 현재 청자축제는 참
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추억의
디스코장’, ‘6070 천만 극장’, ‘전국노래자랑’
등의 테마 비관련 신규 프로그램을 다수 포함
시킴. 또한, 대중성 확보를 위한 어린이 위주
의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나 10대 방문객
의 비율은 5% 이하로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됨
 축제 측은 청자 소재의 대중적 호응도가 낮다
는 점을 반영해, 유희성을 높일 테마 비관련
프로그램을 다수 구성함. 이에, 축제 콘셉트와
부합한 대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애로 사
항이 발생함
 축제 명맥을 유지할 전문성 높은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임. 청자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한정
적인 것을 이해하고, 충성 고객인 청자 애호가 층을 타깃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
음. 이와 함께,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고려 청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기획되야함
 제47회 강진청자축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객은 예술성이 높은 프로그램에 가장 높은
흥미를 느끼고 있는데, 축제 측은 축제 콘셉트에 부합하지 않은 프로그램들을 신설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대중성 확보와 예술성 사이의 딜레마는 방문객에게 불명확한 메세지를 전달하
는 문제를 야기함
 따라서, 축제 콘셉트에 부합하며, 예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차별화된 대표 프로그램 기획이 우
선적으로 이뤄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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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상인 및 개인요의 관심 미흡 관련 핵심 이슈 및 결과
 한편, 축제 먹거리 및 살거리 경쟁력 약화 관
련 이슈가 존재함. 2019년 강진 청자축제 평
가보고서에 따르면, 30.8%의 방문객들이 음
식 부스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냄. 총 6곳의
식당 부스 중 오직 3곳만이 축제에 참여함에
따라, 관광객 수용 시설 부족으로 음식의 종
류, 가격, 대기시간, 서비스, 질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지역 상인 음식점 입
점의 부족은 지역민의 명확한 부스 참여동기
가 부족함에 따라 파생된 이슈로 사료됨


살거리의 경우, 개인요에서 생산된 고가의
청자는 그 우수성에 비해 활용도가 한정적이
므로 일반인들의 강진 청자 인지도와 관심도
가 부족한 실정임. 강진 청자에 대한 관심 부
족은 강진 청자축제 전체에 대한 관심 부족으
로 이어질 수 있어 생활자기 등의 소재 다변
화를 통해 축제 자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함. 이에, 가격적인 혜
택 외의 축제 참여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결국, 지역 상인 및 개인요의 관심 부족은 먹거리 살거리 공급 이슈로 이어져 축제 전반의 경
쟁력을 약화시키고,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떨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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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홍보 관련 핵심 이슈 및 결과
 강진 청자축제의 경우 타 축제들에 비해 낮은
방문률이 나타남. 2019년 방문객 평가에 따르
면 축제 관련 사전 홍보는 전체 10개의 항목
중 7위를 차지함. 이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홍
보 방안들에 대한 효율성 이슈로 이어짐. 사전
홍보는 축제 시작 석달 전에서 한달 전 사이에
진행되어 그 중요도에 비해 기간이 짧은 편으
로 파악됨
 한편, 청자축제의 온라인 채널은 외국인 관광
객 유치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해외 방문객
은 전체의 0.4%로 외국인 유치는 다소 중요도
가 낮고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한 온라인
콘텐츠 또한, 그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
 온라인 채널 운영을 강화해 국내 낮은 축제 인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민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타깃 설정으로 축제
의 사전 홍보 효율성을 높여야 함
 현재 축제 관련 온라인 홍보가 이뤄지는 강진군의 SNS 채널의 경우, 정보 제공의 수준으로 그
퀄리티와 빈도가 비일관적이며 매력적으로 비춰지지 않음. 따라서,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한
SNS 홍보･마케팅 전략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5) Key Findings
 앞서서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해 파악된 다양한 비즈니스 핵심이슈와 문제점을 살펴보았으
며, 이를 다시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성이 높은 축제 본연의 가치사슬(value chain)과 축제 운영
체계 안에서 지원사업이 필요한 업무 영역을 정의함
- 축제 가치사슬 영역은 강진 청자축제의 경우, 소재 R&D 영역을 제외한 키트 제작을 통한
사전홍보 활성화를 포함한 마케팅활성화 영역, 고객분석 영역 그리고 상품화 영역으로 구분
될 수 있음. 이는 일반적인 기업의 가치사슬 영역 중 기술개발, 오퍼레이션 및 마케팅 영역을
강조하고, 축제 고유의 비즈니스 특징으로 재정의하여 핵심영역으로 구성함
- 또한, 가치사슬 각각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전략(Strategy)-계획(Plan)-실행(Do)-평가(See)
의 업무의 흐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축제 운영 체계라 말할 수 있음. 결국 축제 운영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치사슬과 운영체계의 매트릭스에서 앞
서 살펴본 비즈니스 이슈를 새롭게 매칭하는 것이 본 연구과제의 목표인 지원사업 발굴영역
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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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 청자축제는 상기와 같이 총 5개 영역에서 key findings를 도출함
- 목표 및 전략수립_all strategy: 정통성 있는 청자라는 축제소재를 활용하며, 전통성과 대중
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전략방향 및 체계가 필요함
- 마케팅활성화_Plan: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계획이 미흡하며, 키트 제작 및 축제 운영 전략방
향에 따른 계획이 요구됨
- 고객분석_Plan: 내방 관광객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계획 및 분석설계가 필요함
- 마케팅활성화_Do: 사전홍보 단계부터 축제 기간 및 사후기간에 걸쳐 기간별 적정 홍보 콘텐
츠를 제작하고 타깃 채널별 홍보를 수행해야 함
- 고객분석_See: 기존 고객분석을 단순 만족도 수준 측정에서 벗어나야하며, 고객분석을 통해
마케팅 방향 수립 및 개별 프로그램 유지 및 폐지 등의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Exhibit. 강진 청자축제 Key Findings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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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사업 도출 및 수행 로드맵
(1) 지원과제 Pool
 도출된 Key findings을 기초로 세부 영역 (가치사슬&운영체계 매트릭스)에서 필요한 지원사
업 과제 Pool은 다음과 같음
Exhibit. 강진 청자축제 지원사업 과제 Pool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 중장기 비전 & 전략수립: 모든 가치 사슬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업무로 비즈니스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해당됨
- 키트 제작 및 홍보계획 수립: 마케팅활성화_Plan 단계에 지원이 필요한 업무로 청자 키트 제
작 계획 수립 및 고객유치 SNS 홍보계획이 필요함
- 타깃 고객층 공략 실행계획 수립 및 고객분석 방법 설계: 고객분석_Plan 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내방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타깃 선정기준과 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를
위한 고객분석 방안 설계지원 업무가 필요함
-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 마련: 고객분석_See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축제 성과 진단 및
평가가 해당됨
- 키트 제작 및 축제 홍보지원: 마케팅활성화_Do 단계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전국 도예교실 연
계망 구축 등 청자 키트 제작 및 고객유치 SNS 축제 홍보체계 마련 등의 지원사업이 해당됨
 이 중 마케팅활성화_Plan 단계 및 마케팅활성화_Do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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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지원사업 벤치마킹 사례
① 현황 및 이슈
 [축제의 예술성과 대중성 확보의 딜레마] 강진 청자축제는 축제 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
지 않은 가운데, 청자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방안과 관람객 스펙트럼 확대를 목표로 함. 대중성
확보를 위해 가족 층을 타깃할 수 있는 어린이 위주의 체험 프로그램과 재미 요소를 더하기 위
한 품바와 각설이 공연을 선보였으나, 이로 인해 축제 테마와 관련된 전문성 높은 프로그램을
선보이기에는 한계가 있어, 관람객들이 인지하는 대표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임
 이처럼, 강진 청자축제는 다양한 방안으로 대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트렌드를 반
영한 대중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결국, 예술성과 대중성의 딜레마라는 근본 원인으로 인해
방문객들의 관심이 저하되고 있어 관람객 스펙트럼 확대에 걸림돌이 됨
 [전통 소재 축제의 공통 이슈] 청자축제와 같이 전통을 소재로 하는 예술 및 전시 축제는 트렌디
함(Trendy)과 재미(Fun) 요소가 결여되어 방문객의 관심 제고가 쉽지 않음. 축제 내부에서도
전통성 유지와 대중화 사이 딜레마가 깊은 상황임
 축제 성공요인114)은 축제 콘셉트의 일치성(Consistency), 축제의 유희성(Fun), 축제의 차별성
(Uniqueness)이며, 이를 기준으로 여러 전통 소재 축제의 핵심 이슈가 파생됨. 파생된 이슈
대응을 위해 고객 세그먼트 집중화를 통한 STP 분석 및 전략 수립이 요구됨
- 축제 콘셉트의 일치성(Consistency)에 의해 파생된 핵심 이슈는 전통성과 대중성의 간극 사
이 위치 선정의 어려움, 방향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충돌 발생 등이 있음
- 축제의 유희성(Fun)에 의해 파생된 핵심 이슈는 흥, 재미 요소가 사라진 ‘No Fun’ 전통 축
제, 유희성만을 쫓는 비(非)연관 프로그램의 편성, 젊은층 유입 catchy 요소 부족 등이 있음
Exhibit. 축제의 성공요인에 따른 전통소재 축제의 공통 이슈 및 대응 방안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114)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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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의 차별성(Uniqueness)에 의해 파생된 핵심 이슈는 전통 소재 타깃 방문객 세분화
(Segmentation) 모호, 타깃이 경험할 전통소재 활용

차별적 체험의 부족 등이 있음

 강진 청자축제는 대중성 확보를 위해 축제의 본질인 전통성을 희석하는 방향이 아닌, 전통 소
재에 대한 관심이 높은 타깃 층을 식별해,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편과 포지셔닝을 강화하는
솔루션이 필요함. 이에 ST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분석을 통한 방문객 세
분화, 목표 관광객 설정, 축제 프로그램을 포지셔닝하고, 고객 세그먼트 집중화 전략을 제안함
- STP 전략이란 개별 고객의 선호에 맞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타사와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마케팅 기법이며, 1) 방문객 세분화 (Segmentation), 2) 목표 관광객 (Targeting),
3) 프로그램 포지셔닝 (Positioning) 순서로 시행됨
 강진 청자 축제장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청자 콘텐츠 참여도와 관심도에 따라, ‘마니아 속성’을
세분화(Segmentation)할 수 있으며, 크게 ‘관조형’, ‘일반 참여형’, ‘적극 참여형’, ‘열광형’ 4가
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축제에 비교적 낮은 열성을 보이는 ‘관조형’은 축제장을 방문하지만, 청자 관련 활동에 참여
하지 않으며, ‘일반 참여형’은 축제를 방문하고 청자축제 내 굿즈 및 기념품을 구매함
- 상대적으로 강한 참여 동기를 지닌 ‘적극 참여형’은’ 축제와 자신의 행위 간 종속 관계를 형
성하며 관심사에 가까워지기 위해 직접적인 시도를 함. 가장 강한 참여 동기를 지닌 ‘열광형’
은 충성도 높은 고객으로, 직접 창조의 주체가 되어 축제와 대등한 관계를 맺음
 강진 청자축제의 목표 관광객(Targeting)은 ‘적극 참여형’과 ‘열광형’으로 도자기류와 청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들을 타깃으로 함. 이들은 강한 참여 동기를 지닌 만큼 ‘관조형’과 ‘일반
참여형’ 고객보다 유치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 목표 관광객으로 설정된 ‘열광형’ 마니아층은 도예 전공자 및 학생, 공방 운영자이며, ‘적극
참여형’은 물레 취미가, 도자기 페인팅 취미가, 식기･도자기･공예품 수집가 등임
 프로그램 포지셔닝(Positioning)은 도예 전문성과 테마(청자) 연관도가 높은 양질의 프로그램
을 구성함으로써 세분화된 타깃 고객층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만족도 증진 목표를 달성해야 함
Exhibit. ‘강진 청자축제’ 마니아층(maniac) STP 전략 (안)
1) 방문객 세분화 (Segmentation)

2) 목표 관광객 (Targeting)

3) 프로그램 포지셔닝 (Positioning)

출처: 권순재, 고동우 (201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재미진화모형,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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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일상탈출: 어르신들의 추억의 디스코장’, ‘고려 시대 전통놀이 체험’, ‘청자촌, 오늘 신
문 주인공은 ‘나야~나’ 등의 청자 관련 명칭만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지양함

② ‘벤치마킹’ 케이스
 [‘미미달’의 청자 굿즈]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뮤지엄 샵에서 판매 중인 ‘고려청자 시리즈’ 등이 젊
은 층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인기를 얻고 있음. 해당 상품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으며, 신(新)
한류 콘텐츠로 급부상함. ‘고려청자 시리즈’는 전통요소를 젊은 층이 트렌디하다 생각하는 방
향으로 기념품을 잘 풀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 ‘고려청자시리즈’는 “고귀한 고려청자를 매일 지니고 다닐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상품으로 한국 전통 문양, ‘운학문’을 활용함
Exhibit. 대중성을 확보한 미미달의 전통 굿즈

일월오봉도 노트북 파우치

고려청자 시리즈

일월오봉도 ‘도포 트렌치코트’

단청 문양 우산

출처: mimidar 홈페이지 (2020)

- ‘고려청자 시리즈’는 온라인 입소문으로 인기를 얻고 SNS를 통해 확산하여 2030세대의 시
선을 사로잡았으며, 인기 제품인 고려청자 케이스의 경우 일주일 만에 약 1만 개가 판매됨
 ‘고려청자 시리즈’는 미미달(mimidar)이라는 디자인 회사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함.
미미달은 젊은층의 데일리 활용성이 높은 상품에 한국 전통 디자인을 새겨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 잡음. 또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에어팟 케이스와 버즈 케이스 등 상대
적으로 젊은 세대가 즐겨 쓰는 상품에 주력한 것이 성공 요인이라 판단함. 이처럼, 젊은층의
소비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전통 요소를 더했다는 것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해당 사례는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상품의 잠재성을 파악할 수 있음. 단순히 전통의 우수성
에 집중한 것이 아닌, 전통적인 모티브를 현시대의 수요에 맞게 각색한 것이 대중성을 확보한
포인트라 판단할 수 있음. 이처럼, 실효성에 무게를 두고 현시대의 감각으로 전통을 다루는 것
이 대중성과 예술성 확보하는 방향임을 엿볼 수 있음
- 크라우드 펀딩은 소비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받고 이에 맞게, 물량을 제작하는 방식임. 이 방
식은 소비자와 제작자 모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임. 미미달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 플랫
폼 ‘텀블벅(tumblbug)’과 ‘와디즈(wadiz)’를 활용해 펀딩에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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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축제 솔루션 제시: 축제 방향성 딜레마 해결방안
 [트렌디한 축제 소재로 재해석한 강진 청자 키트] 마니아 층에 집중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고객
발굴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마니아 층은 소수인만큼, 그들을 기반으로 축제가 유지되기에 어
려움이 있음. 이에, 세미-마니아(semi-mania)층인 ‘적극 참여형’ 혹은 ‘일반 참여형’의 이목을
사로잡을 트리거(trigger)가 필요함. 벤치마킹 사례인 미미달의 ‘고려청자 시리즈’와 같이 젊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생활자기를 선보일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도자기를 재해석해 트
렌디한 축제 소재로 탈바꿈할 수 있는 ‘생활자기 청자 키트’를 제안함
Exhibit. 강진 청자 축제장 내 생활자기 판매장

출처: 강진군 공식블로그 (2018)

 청자 키트는 청자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함께 젊은 층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어 고객 스펙트
럼 확장과 축제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함. 청자 키트는 단순한 도자기 체험 경험을 넘어 생활기
념품으로 확장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그 예로, 키트를 기념품으로 제작해 들고 다니거나 집
에 배치할 시 축제에 대한 이미지를 연상시켜 연중 사전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음
 ‘강진 청자 키트’의 경우 전국 도예 교실에서 사전 신청을 받아 도예 키트를 송부해 청자 제작
체험을 진행할 수 있음. 키트는 청자를 만들 수 있는 흙과 유약 키트, 청자 만드는 방법 등이
그려진 일러스트와 청자의 역사 및 특징을 서술한 설명서 등으로 구성됨
- 고려청자를 구울 땐 산소 함량이 낮은 밀폐된 가마를 사용해야 하며, 비취색 청자를 만들 수 있는
흙은 철분 함유량이 낮은 미세한 입자의 흙을 이용하므로 ‘강진 청자 키트’의 희소가치는 높음
Exhibit. 시중에 판매되는 청자 굿즈

청자 귀걸이

청자를 활용한 아르마니 향수

강진 청자 뚜껑컵

출처: 네이버 쇼핑 (2020), 박씨상방 고급 도자기청자 야생화 귀걸이. ARAMANI Beauty (2020). 네이버 쇼핑 강
진청자 백라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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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딩 펀딩 플랫폼 ‘크라우디(CROWDY)’에서 소개된 ‘집에서 손쉽게 만드는 생활도자
기, 그릇 빚다115)’는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집에서도 도자기를 빚을 수 있는 키트를 선보
임. 해당 키트는 별도의 도구나 재료를 구입할 필요가 없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그릇 빚다 키트는 25,000원에 판매되었고, 가정에서 2개의 도자기 만들기 체험이 가능하도
록 구성됨. 소비자들은 그릇의 모양(둥근 그릇, 각진 그릇)과 소재(청자토, 백자토)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간단하지만 핵심이 담겨있는 일러스트 카드 설명서와 전문가 시연 설명 동영상을
함께 제공받아 누구나 쉽게 도예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참가자들은 그릇을 빚은 후, 키트가 제공된 박스에 완성된 도자기를 재포장하고 방문 택배를 신청하
면, 박스를 수거해 가는 형식으로 설계됨. 카카오 플러스를 통한 1:1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도자기
키트의 장애물인 장소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수거된 조형물은 전문가에게 전달돼 소성 과정(유약
칠, 굽기 등)을 거쳐 도자기로 완성되며, 고객들은 본인이 제작한 도자기를 장소의 제약 없이 배달
받을 수 있음. 이 사례는 청자 키트의 구상과 굽기 서비스 진행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
Exhibit. ‘그릇 빚다’ 도자기 키트

‘그릇 빚다’ 키트의 기본 구성

키트를 통해 만든 그릇들

도자기 굽기 서비스로 완성된 그릇들

출처: CROWDY 집에서 손쉽게 만드는 생활도자기 [그릇 빚다] (2020)

 [축제발(發) 강진 청자 키트의 기대효과] 강진 청자 키트는 청자에 대한 관심을 도자기 애호가
(mania)에서 세미 마니아(semi-mania) 층인 도예교실 수강생, 공방 강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사전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또한, 연중 도예 교실을 여는 공방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
행하면, 상시 사전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더하여, 공방의 키트 수업에 축제 장인들을 참여
시킴으로써 장인이 직접 실용적인 살거리를 제작하지 않고도 예술정신을 전수할 수 있는 새로
운 기회를 제고하는 장을 형성함

(3) 과제 우선 추진순위_기준수립 및 우선순위 도출
 축제 비즈니스 가치사슬 영역 內에서 각 영역별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단계 (step1~step4)를
정의하고, 각 영역 間 선후관계 식별을 통해 도출된 과제Pool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함
115) 그릇 빚다 키트에는 점토와 그릇들, 스펀지, 밀대, 받침대, 헝겊, 실 등 그릇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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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과제 영역별 우선순위 도출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앞에서 기술한 비즈니스 진단 결과와 상기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향후 1~2년차에 수행되어야 할
과제 (Do First!)와 향후 2~3년차에 수행할 (Do Next)과제 및 중기적으로 수행할 (Do Later)
과제 등으로 분류함
 이러한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는 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강진 청자축제의 경우 1~2년차에 지원받아야 할 사업으로 ‘전통성과 대중성을 함께 고려한 청
자 키트 제작’, ‘브랜딩 전략 수립’ 및 ‘국내 관광객 마케팅 강화’가 있으며, 2~3년차에는 ‘기
존 프로그램 upgrade’, ‘국내 관광객 마케팅 강화’ 및 ‘고객 데이터 확보방안 마련’, ‘타깃 고
객층 공략 실행계획 수립 지원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이와 더불어, 아직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강화는 비즈니스 중요도와 시급성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됨
Exhibit.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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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 모델 분석
(1) Overview
 영동 난계국악축제는 공연형 축제로서, 전통 국악공연 구성이 핵심인 국악축제임. 우리나라 3 대
악성 중 하나인 난계 박연선생의 고향에서 듣고 즐기는 전통 국악과 공연을 핵심 가치로 제시함
- 2019년에는 제52회 난계국악축제와 제10회 대한민국 와인 축제가 10월 4∼6일 충북 영동
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됨
Exhibit. 영동 난계국악축제 Business Model Canvas

출처: (재)영동축제관광재단 (2019), 제52회 영동난계국악축제 일정별 주요행사 프로그램 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서, 제52회
영동난계국악축제 축제평가 및 방문객 분석,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2) Product (축제 상품 및 서비스)
① Value Proposition (가치 제안)
 영동 난계국악축제는 영동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난계 박연선생’을 주제로 개최되는
국악축제임. ‘우리나라 3대 악성의 고향에서 듣고 즐기는 전통 국악과 공연의 감동’을 핵심 가
치로 제시함
 2019년 난계국악축제는 대부분 볼거리로 구성되며 축제의 주요 테마인 ‘난계박연선생’ 및 ‘국
악’과 연관성이 높은 프로그램 비중이 높음
- 프로그램을 ‘즐길거리(체험, 참여)’, ‘볼거리(공연, 전시, 홍보관 등)’, ‘살거리(기념품 및 상품
판매)’, ‘먹거리(식음료)’로 구분할 경우, 볼거리 프로그램이 68.3%, 즐길거리 22.0%,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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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살거리 2.4%, 기타 2.4%로 집계됨
- 또한, 프로그램을 ‘테마 연관(O, 난계박연선생 및 국악 관련 프로그램)’, ‘테마 비연관(-)’으
로 구분한다면, 테마 연관(O) 프로그램은 66.7%, 테마 비연관(-)은 33.3%로 조사됨
Exhibit. 영동 난계국악축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분류
(수)

군민행사

공연행사

구분

테마
연관성

난계거리퍼레이드

볼거리

O

군민화합행사

볼거리

-

타북식

볼거리

O

축제 성공기원

승모제

볼거리

O

난계사에서 진행

개막식･폐막식 및 불꽃놀이

볼거리

O

-

워터스크린쇼

볼거리

-

-

조선시대 어가행렬

볼거리

O

약 300명 참여

종묘제례(악) 및 일무 시연

볼거리

O

-

난계국악단 공연

볼거리

O

-

퓨전 국악공연

볼거리

O

-

타 시･군 국악관현단 공연

볼거리

O

-

덩더쿵 로봇한마당

볼거리

O

로봇 종묘제례악 및 전통공연

상설 소공연

볼거리

O

-

전통혼례 재현

볼거리

O

프로그램

국악과 와인의 밤
국악과 함께하는 밤

체험행사

볼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O
O

비고
약 2,360명 참여
-

공연관람
영동와인연구회 와인 지원
공연관람
막걸리와 파전 준비

줄타기 공연

볼거리

O

-

뺑파전 공연

볼거리

O

난계국악방송국

볼거리

-

-

국악기 제작 및 연주 체험

즐길거리

O

-

미니어처 국악기 제작 체험

즐길거리

O

-

민속놀이 체험 (자치기, 비석치기, 투호던지기 등)

즐길거리

-

-

다도시연 체험

즐길거리

-

-

심청전을 재구성한 공연

전통마을촌 (대장간, 점집, 약초천 등), 전통체험부스 즐길거리

-

호패, 전통팽이 만들기

국악캠프

즐길거리

O

국악을 소재로 캠프 운영

기타 체험부스

즐길거리

-

물고기 잡기 체험 등

기타

O

-

볼거리

O

-

연계(경연)행사 영동군 서예연합회 전시회 (레인보우도서관)
및
제12회 한국문인화협회 회원전 (영동문화원)
문화행사
제24회 금강수석회 회원전 (영동군여성회관)

볼거리

-

120여점 작품 전시

볼거리

-

문인화 등 80여점 작품

볼거리

-

-

제52회 전국남여 시조경창대회 (영동문화원)

볼거리

O

-

와인터널 상설공연

볼거리

-

-

학술대회
난계국악단 상설공연 (난계국악체험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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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분류
(수)

기타행사

구분

테마
연관성

비고

전국 국악동요 부르기 대회

볼거리

O

-

제1회 전국풍물경연대회

볼거리

O

-

국악기 및 국악기념품 매칭 판매존

살거리

O

-

푸드트럭

먹거리

-

-

먹거리 장터

먹거리

-

(대형) 국악기 전시

볼거리

O

프로그램

수정과, 영표국밥 판매
-

출처: (재)영동축제관광재단 (2019), 제52회 영동난계국악축제 일정별 주요행사 프로그램 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서, 난계국
악축제 리플렛 (2019),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축제 행사일정표에 따르면 5개 무대에서 3일 간(약 202.5시간) 국악･전통 콘텐츠 및 기타 콘
텐츠가 공연됨. 행사일정표 내 콘텐츠가 있는 공연시간과 콘텐츠가 없는 공연시간을 비교하면,
국악･전통 콘텐츠는 총 26시간(12.8%)을 점유하고, 기타 콘텐츠는 13.5시간(6.7%)을 차지함.
리허설을 포함한 행사 일정이 없는 시간은 총 163 시간임(80.5%)
- 공연 콘텐츠 대부분은 주무대를 중심으로 진행됨. 국악･전통 콘텐츠는 국악협회 공연, 어가
퍼포먼스, 종묘제례악 및 일무재현 등이며 기타 콘텐츠는 축하공연 및 불꽃놀이, 소화아트재
단, 청주 시립 어린이 합창단, 영동 초등학교 공연으로 구성됨
- 리허설은 주무대에서 6번 진행되며 최소 30분에서 최대 2시간 가량 소요됨
- 태풍 미탁으로 인해 축제기간이 4일에서 3일로 단축되어 행사일정이 변경됨
Exhibit. 영동 난계국악축제 행사일정표 (단위: 시간)
일정

무대
주무대
야외무대
실내무대
거리공연
국악체험촌
주무대
야외무대
실내무대
거리공연
국악체험촌
주무대
야외무대
실내무대
거리공연
국악체험촌

10월 4일 (금)

10월 5일 (토)

10월 6일 (일)

총 합계

콘텐츠 有
국악･전통 콘텐츠
2.0
2.5
0.5
1.0
1.0
2.0
3.0
0.5
1.0
1.0
8.0
2.5
1.0
26

39.5

기타 콘텐츠
2.0
9.0
3.0
13.5
202.5**

콘텐츠 無*
9.5
11.0
13.0
12.5
12.5
2.5
10.5
13.0
12.5
12.5
2.5
11.5
13.5
12.5
13.5
163

*콘텐츠 無는 리허설을 포함한 공연이 없는 시간을 의미함
**행사일정표에서 공연은 9:00-22:30(13.5시간) 사이에 진행됨. 총 202.5시간은 5개 무대의 3일 행사일정표 시간의 총 합임
출처: 영동난계국악축제 (2019), 2019년 난계/와인축제 변경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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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는 백종원장터, 다도체험부스, 푸드트럭, 향토야시장 등이 있으며 먹거리 중 인기있는
음식은 요리연구가 백종원씨가 개발한 영표국밥임
- 영표국밥과 다양한 영동 먹거리는 2018년에 반영된 TV 프로그램에서 백종원 씨가 영동지역
특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해 개발함
- 향토야시장에서는 읍･면 새마을회 등이 12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표고버섯 탕수육, 칼국수,
수제돈가스 등을 판매함. 향토야시장 참가 부스를 대상으로 국악축제와 와인축제를 맞이해
열린 제1회 향토 음식 품평회에서도 영동표고를 사용한 표고버섯 탕수육이 최우수상과 우수
상을 수상함116)
 주요 살거리는 농수산물, 쌀강정, 조청, 학산 포도 및 송이버섯, 초콜릿 등이며 농수산물판매홍
보존의 총 44개 부스에서 판매됨. 일부 전통체험부스에서도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
- 전통체험부스의 다양한 공방에서는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함. 예를 들어 대장간 부스에서는
농기구를 판매함
 B2B 기업 고객에게는 단기간 약 4만 명의 집객효과117)가 있는 축제에서 기업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함

(3) Customer Interface (고객 접점)
① Target Segments (타깃 고객)
 영동 난계국악축제의 주요 방문객은 50대 이상의 장년층 관광객과 영동군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임
Exhibit. 영동 난계국악축제 주요 방문객
장년층 관광객

지역 주민

출처: 충북메이커스 (2020), MIMINT뉴스 (2018)

 2019년 영동축제관광재단에서 실시한 방문객 분석자료에 따르면 방문객 중 여성(69.6%)과 가
족 동반 방문객(63.9%), 40-50대 방문객(54.5%), 지역 주민 (56.6%) 비중이 높게 집계됨
- 방문객 연령대는 50대(29.7%), 40대(24.8%), 60대 이상(22.9%) 순으로 높으며, 20대는
4.5%, 30대는 16.9%를 차지함
116) 청주신문 (2019), 난계국악축제 향토야시장 최고 우수 먹거리 판매 단체에 용화면새마을회
117)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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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관광공사 소비자평가 보고서118)에 따르면, 난계국악축제의 평가에 참여한 소비자의 거
주지역은 타지역인 서울(37.5%)과 경기(19.5%)의 비중이 가장 높게 집계됨
Exhibit. 영동 난계국악축제의 소비자 평가 응답자 거주지역 분석 (%, n=200)
구분

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동일지역 11.0

-

-

-

-

-

-

-

-

-

11.0

-

-

-

-

-

-

-

동일권역 8.5

-

-

-

-

-

6.5

-

1.0

-

-

1.0

-

-

-

-

-

-

-

-

2.0

-

-

-

-

타지역

80.9 37.5 5.5 5.5 3.5

19.5 1.5

0.9 2.0 3.0

-

출처: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보고서

② Distribution Channels (채널)
 영동 난계국악축제는 영동군 채널(홈페이지･SNS) 및 다양한 간접 채널을 이용해 축제를 홍보
함. 간접채널은 프로그램 수행사, 여행사, 협찬사를 포함한 파트너사 운영 채널, 국내 주요 커
뮤니티, 국내 방송매체･언론사 채널이며, 이들을 통해 난계국악축제의 인지도를 제고함
- 주요 파트너사 채널은 한국관광공사, 난계국악단, 대한민국 와인축제, (사)난계기념사업회,
소화아트재단 등이 있음. 난계국악단은 보은 대추축제에서 공연을 선보이며 축제를 홍보함
- 커뮤니티 채널은 영동군 SNS홍보단, 배드민턴협회, 주요 관광역사, 지자체 유관단체, 타 지
역･대학 축제 등이 있으며,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시드니한인회를 초청하여 영동의 문화와 축
제를 소개함
- 국내 미디어로 케이블TV(CJB, TJB 등), 온라인 미디어, 중앙･지역 일간지 등을 통해 난계국
악축제를 홍보함
Exhibit. 영동 난계국악축제 채널 분류

출처: 영동축제관광재단 (2019), 제52회 영동난계국악축제 세부추진계획, 영동 난계국악축제 관련 기
사 토대로 재구성

118) 한국관광공사 (2019), 2019년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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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Relationships (관계)
 난계국악축제는 국내 소비자의 축제 관여도를 높이고, 주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사전 홍
보와 이벤트를 실시함
- ‘제39회 영동군 인터넷정보검색대회’는 국악축제와 와인축제를 네티즌에게 홍보하기 위해
축제 개최 한달 전부터 축제 종료일까지 영동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됨. 축제 종료 후 당첨
자를 발표하고 상품을 제공함
- 축제 홍보 계획은 3월과 5월 사이에 수립되며 7월과 9월 사이에 축제 포스터, 리플렛 등 사
전 홍보물과 인쇄물을 제작함. 이후 축제 기동 홍보와 홍보매체별 광고를 진행하고 축제 개
최 30일 전부터는 난계국악축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기간임
 지역 주민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축제에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 화합과 소통을 강조
한 ‘어가행렬'과 '난계거리퍼레이드’ 프로그램을 기획함.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
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각 읍･면별의 특징을 나타낸 조형물 꾸미기, 단체복 선정, 행렬 퍼포
먼스 등 퍼레이드 전반을 주민들이 직접 준비함
- 특히, ‘어가행렬’은 영동읍 중앙사거리에서 감･와인 등 영동군의 특산품을 바치는 장면을 현
장감 있게 연출함. 육군종합행정학교의 싸이카 5대를 선두로 난계 영정과 대형 태극기, 육군
37사단 군악대, 조희열 무용단, 영동예총, 녹색어머니연합회, 다문화가족, 영동군장애인복지
관 등 지역 기관･단체와 11개 읍･면의 2,700여명의 군민이 참가함

Infrastructure (축제 인프라)
① Key activities (핵심 활동)
 난계국악축제의 핵심 활동은 높은 축제 테마와 적합하거나 인지도를 갖춘 국내외 공연예술팀
의 콘텐츠 수집과 수준 높은 국악공연 진행임
 콘텐츠 수집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공연단을 리스트업하고 섭외하는 활동임. 2019년 축제에
서는 공연단을 섭외하고 국악･전통 공연으로 국악협회 공연, 아작(타악기공연), 뺑파전(마당극
효녀 심청전), 전통길놀이, 줄타기, 국악단 상설공연, 제3회 전국 국악동요 부르기대회, 종묘제
례악 및 일무재현, 민요타악, 제1회 전국풍물경연대회, 4개국 전통무용 초청공연 등을 진행함
 축제와 관련된 활동은 2019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10개월간 수행되며, 크게 3월-8월(약
6개월) 간의 기획 및 축제장 조성 기간, 약 1개월 간의 최종 점검 및 축제 진행 기간, 이후 2개
월 간의 결산보고 및 평가 기간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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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2019 영동 난계국악축제 추진 일정 및 주요 활동
단계

추진 일정*
3월-5월

- 축제 기본계획 수립
- 축제 포스터 시안
- 축제 홍보계획 수립

5월-7월

-

축제 참여단체 의견수렴(국악분야)
축제추진위원회 회의(추진방향 보고)
대행범위 확정 및 대행사 선정
국악축제 참여 희망업체 선정(관내, 관외)
축제 참여기관･단체 의견 수렴 및 협의

7월-8월

-

부스배치도 및 메인공연 확정
축제 종합계획 수립(축제 세부프로그램 및 축제장 배치도 확정)
프로그램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자원봉사단체, 각급학교 등)
축제 홍보물 제작포스터, 리플렛 등 사전 홍보물)
축제 기동 홍보 및 홍보매체 광고
축제추진위원회 회의(종합계획 보고)
축제 인쇄물(각종 비표, 입간판, 현수막 등) 제작
축제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

9월-10월 6일

-

축제 집중홍보(D-30 집중 홍보 추진)
행사장 시설 및 전시물 설치(D-5)
축제 최종점검 및 리허설(D-1)
축제추진(10. 3. ~ 10. 6.)

10월 6일-12월

-

축제 평가결과 분석
축제추진위원회 회의(평가결과 보고)
사업정산 보고
제53회 영동난계국악축제 추진전략 수립

Plan
(축제 기획, 약 6개월)

Do
(축제 진행, 약 1개월)

See
(축제 평가, 약 2개월)

주요 활동

출처: 영동축제관광재단 (2019), 제52회 영동난계국악축제 세부추진계획

② Core Competences (핵심 자원 및 경쟁력)
 난계국악축제의 핵심 자원 및 경쟁력은 국악의 고장 영동의 명성과 국악 관련 상설운영시설,
난계국악단임
 영동 지역은 박연난계의 이름을 따거나 국악 및 국악기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 시설을 보유함.
대표적으로 영동국악체험촌, 난계국악박물관, 난계국악기제작촌,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난계
국악당을 상설 운영하여 국악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유지함
- 영동국악체험촌은 우리소리관, 국악누리관, 소리창조관, 천고각 등 4개 동의 시설을 갖추고
우리 전통음악을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체험･체류형 국악타운임. 이 중 우리소리
관은 공연장으로 매주 토요일 난계국악단원의 상설공연이 개최됨. 소리창조관의 국악체험실
및 전수실은 국악기연주 및 명상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됨
- 난계국악박물관은 국악전문박물관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악을 관람하고 체험하는 장소이
며,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국악기 체험과 국악의 역사를 전달함
-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의 국악감상실은 디지털 국악 음원을 보존하고 있으며 국악을 감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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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을 보유함
 난계국악단은 영동 난계국악축제의 주요 공연단이며, 1991년 5월에 창단해 난계박연선생의
업적과 예술적 혼을 계승･발전시키고 국악의 고장인 영동의 문화 사절로서 영동을 국내외에
널리 알림
- 광주비엔날레연주, 전국국악관현악축제연주, 강원국제관광엑스포연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일본초청공연,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 국내외에서 400여회에 걸친 연주를 함

③ Partner Network (파트너 네트워크)
 영동 난계국악축제는 영동군과 영동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재)영동 축제관광재단과
(사)난계기념사업회의 주관으로 기획･운영됨. 주요 후원 및 협찬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
광공사, 국립국어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충청북도, 영동군 농산물공동브랜드 등이 있음119)

119) 2019년 영동난계국악축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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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이슈 및 문제점 도출
(1) 영동난계국악축제 이슈 트리 분석
 영동 난계국악축제 현황 분석을 통해 파악된 핵심 이슈는 대중을 대상으로 전통국악 축제의
브랜딩 구축이 어렵다는 점, 매력도 저하로 신규 고객 유입이 요원하다는 점과 대중성과 예술
성 사이의 딜레마로 인한 테마 연관성의 저하임. 고객에게 비관련 프로그램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해 축제 원형이 희석되고 있음. 그 결과, 축제 이미지 구축과 브랜딩 형성에 어려움이 존
재한다는 근본 원인을 파악 할 수 있었음. 이러한 이유로 신규 관광객 유치 한계와 젊은 층 유
입이 저조하다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도출된 이슈들간의 원인-결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근본 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전개해 가야 함. 각 근본 원인 별 상세 이슈 분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Exhibit. 영동 난계국악축제 이슈트리 분석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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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국악의 대중적 관심도 결여, 대중성과 전통성의 혼란 관련 핵심 이슈 및 결과
 국악은 비대중적이고 전문지식만을 강조해 접근성
이 낮은 이미지로 대중에게 인식됨에 따라, 전통
국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실제로, 2020축제 경쟁력 강화 컨설팅 13개
축제 중 2019년 방문객 수 13위를 기록하며, 축제
전체 기간 중 약 4만명의 관광객만을 유치함
 영동 난계국악축제는 전통성 강조를 위해 전통국악
에 입각한 프로그램 제공에 편중된다는 핵심 이슈
가 존재함. ‘뺑파전’, ‘전통혼례재현’, ‘줄타기’ 등의
테마 비관련 전통 프로그램들이 볼거리에 주를 이
뤄 공연 프로그램 방향성에 혼란을 가중시킴. 이처
럼, 국악, 전통, 현대 비관련 등의 프로그램을 명확
히 구분해 혼재된 테마를 가릴 필요가 있음. 하지
만, 단순히 구식인 것을 새로운 기술만을 접목해
전달하는 것은 일회성 혹은 단발성의 흥미 유발이
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젊은 층 부부를 타깃으로, 난계와 무관한 소재를 선보임. 이에, 고객만족 프로그램과 축
제의 주력 프로그램의 만족도의 갭이 발생함. ‘난계국악’ 소재를 기반으로한 재미 상승 요인들
의 개발이 필히 이뤄져야 함. 현재 축제는 프로그램 테마의 혼재로 일회성의 흥미유발만을 위
한 콘텐츠가 개발되어 축제의 ‘재미(FUN)’ 요소를 저해시킨다는 이슈를 지님
 따라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전통국악 축제로의 브랜딩 구축이 쉽지 않았고, 매력도 하락으로
신규 고객 유입이 요원함. 실제로 2019년 축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이상 30대 미만
의 관광객이 2018년 대비 약 7%의 하락세를 보이며, 전체 연령층 중 하락폭이 가장 큼. 또한,
난계국악축제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민과 중장년 층 중심의 참석률이 눈에 띄는 만큼, 소재
다변화를 통한 신규 젊은 고객층의 유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 소개 개발의 부재는 훗날 난계
국악 소재의 무관심과 축제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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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성과 전통 예술성의 혼란 관련 핵심 이슈 및 결과
 난계국악축제는 축제가 보유하고 있는 콘셉트의
방향이 모호하다고 판단됨. 현재 난계국악축제는
전통적인 국악 색채 보존의 길과 현대적이며 대중
적인 국악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두 갈래에서 방
향 선정에 딜레마를 겪고 있음. 이는 지역민들의
고령화와 축제 이해관계자들 간의 시각차로 비롯
된것으로 이해됨. 축제의 정체성은 시대 변화와
난계하는 주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축
제 이미지 혼재를 야기함
 축제 콘셉트의 애매성은 방문객과 축제 운영 위원
회 간의 인식의 차를 야기함에 따라, 제공되는 프
로그램의 퀄리티와 일관성에 영향을 미침. 방문객
은 축제 대표 프로그램으로 ‘개막식’, ‘야외국악기
체험’, ‘국악과 함께하는 밤’과 같이 보다 대중적
인 소재의 프로그램을 인식했으나, 주최 측이 의
도한 주력 프로그램은 전통성이 두드러지는 ‘타북
식’, ‘승모제’, ‘조선시대 어가행렬재현’, ‘난계거리 퍼레이드’ 임. 또한, 고객 흥미 평가의 경우,
‘체험 프로그램’, ‘야외국악기 체험’ 등이 상위를 차지하며 국악 공연 비관련 콘텐츠가 대중들
에게 유희성(FUN)을 어필하고 있었음.120) 따라서, 인기 프로그램의 방향으로 편성되어 ‘국악’
비관련 콘텐츠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됨. 이에, 축제 운영측과 방문객은 서로 상이한 관점
이 존재하는 결과를 낳음
 이에, 대안으로 국악과 과일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해 영동난계국악축제, 영동 와인 축
제, 대한민국 와인 축제를 합한 통합 축제의 콘셉트 등의 대중성 확조를 위한 일부 프로그램
개편이 축제 콘셉트의 침해로 이어짐. 이에, ‘국악 축제’의 브랜딩 형성에 혼란을 야기해 간극
이 발생함
 결국, 방향성의 모호함이 빚어낸 결과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일회성 혹은 단기적인 비관련
방안들을 제공함에 따라 더 큰 혼란이 발생함. 따라서, 축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국악의 방향
아래, 앞으로 축제의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는 축제 정체성 수립이 우선적으로 실행돼야 함

120) (재)영동축제관광재단 (2019), 제52회 영동난계국악축제 축제평가 및 방문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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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 홍보 관련 핵심 이슈 및 결과
 축제 사전 홍보는 개최 약 한 달 전에 이루어지
며, 현수막, 윈드 미러, TV 지역광고, 근교 전광
판 등을 활용한 매스 미디어 방식을 위주로 진행
하고 있음. 축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인지도가
낮은 지역을 타깃 하기보다는 이미 브랜딩이 강
한 지역에 집중하는 데, 이는 홍보 ‘포커싱 전략
(focusing strategy)’의 부재로부터 발생함을 알
수 있음. 사전 홍보는 고객에게 호기심과 호감을
제공하는 ‘고객 여정’의 첫 번째 단추로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계국악축제의 사전 홍보
비용은 전체 홍보의 약 10% 정도로 그 중요성
에 비하여 시작 기간과 비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난계국악축제는 사전 홍보 효과가 미비해, 축제
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참석한 관광객보다
는 지역을 우연히 지나가다 축제에 방문하는 관
광객이 많음. 실제로, 2019년 축제 평가 보고서의 15개 행사 평가 항목 중, 사전 홍보에 관한
평가는 13위로 평가됨. 또한, 2019년 방문객 정보매체 홍보 수단에 따르면, ‘친구 친지 등 아
는 사람을 통한’ 구전 홍보가 1위를 차지함. 이는, 사전 홍보 전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증
명하므로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임
 난계국악축제는 신규 고객 특히 젊은세대 유인책이 부재함. 현재 영동 난계국악축제의 경우 주
방문객이 중장년층인 만큼, 기념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기념품이 젊은 층 유입을 위한 효
율적인 홍보 수단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낮음. 또한, 젊은 세대를 위한 SNS 홍보 방
안이 부재함에 따라, SNS 홍보의 경우 영동군 SNS 채널을 활용한 정보 제공 수준이며, 정보
의 퀄리티와 빈도가 비일관적임. SNS는 저비용 고효용의 홍보 수단이란 점에 대한 인지가 필
요함. 이에, 젊은 층 유치의 한계가 존재하며, 신세대를 대상으로 난계국악의 브랜딩 제고에
어려움이 존재함. 그 결과, 고객층의 편중이 발생하고, 13개의 경쟁력 강화 컨설팅 축제 중 가
장 적은 관람객 유입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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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ey Findings
 앞서서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해 파악된 다양한 비즈니스 핵심이슈와 문제점을 살펴보았으
며, 이를 다시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성이 높은 축제 본연의 가치사슬(value chain)과 축제 운영
체계 안에서 지원사업이 필요한 업무 영역을 정의함
- 축제 가치사슬 영역은 영동 난계국악축제의 경우, 소재 R&D 영역을 제외한 국악캠프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통국악의 보편화 및 고객층 확장의 마케팅활성화 영역, 고객분석 영역 그리고 상품
화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음. 이는 일반적인 기업의 가치사슬 영역 중 기술개발, 오퍼레이션 및
마케팅 영역을 강조하고, 축제 고유의 비즈니스 특징으로 재정의하여 핵심영역으로 구성함

 또한, 가치사슬 각각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전략(Strategy)-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업무의 흐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축제 운영 체계라 말할 수 있음. 결국 축제 운영 체계
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치사슬과 운영체계의 매트릭스에서 앞서 살
펴본 비즈니스 이슈를 새롭게 매칭하는 것이 본 연구과제의 목표인 지원사업 발굴영역을 구체
적으로 도출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음
 영동 난계국악축제는 상기와 같이 총 5개 영역에서 key findings를 도출함
- 목표 및 전략수립_all strategy: 전통을 소재로하는 예술축제로서 축제 본원의 가치를 보존함
과 동시에, 전통국악의 대중적 관심도를 높여 축제의 중장기 전략방향 및 체계 마련이 필요함
- 마케팅활성화_Plan: 축제 본원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전통국악의 대중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
해 국악의 보편화 즉, 고객층 확장 전략이 필요함
- 고객분석_Plan: 내방 관광객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계획 및 분석설계가 필요함
- 마케팅활성화_Do: 전통을 소재로하는 예술축제로서 축제 본원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전통국
악의 대중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국악의 보편화 수행에 한계가 있음
- 고객분석_See: 기존 고객분석을 단순 만족도 수준 측정에서 벗어나야하며, 고객분석을 통해
마케팅 방향 수립 및 개별 프로그램 유지 및 폐지 등의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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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영동 난계국악축제 Key Findings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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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사업 도출 및 수행 로드맵
(1) 지원과제 Pool
 도출된 Key findings을 기초로 세부 영역 (가치사슬&운영체계 매트릭스)에서 필요한 지원사
업 과제 Pool은 다음과 같음
Exhibit. 영동 난계국악축제 지원사업 과제 Pool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 중장기 비전 & 전략수립: 모든 가치 사슬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업무로 비즈니스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해당됨
- 전통국악 보편화 전략수립: 마케팅활성화_Plan 단계에 지원이 필요한 업무로는 대중적 관심
도 향상을 위한 전통국악 보편화 전략의 일환으로 축제기간을 중심으로 한 국악캠프 집중 상
설화 방안이 필요함
- 타깃 고객층 공략 실행계획 수립 및 고객분석 방법 설계: 고객분석_Plan 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내방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타깃 선정기준과 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를
위한 고객분석 방안 설계지원 업무가 필요함
-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 마련: 고객분석_See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축제 성과 진단 및
평가가 해당됨
- 국악캠프 상설화 및 축제 홍보지원: 마케팅활성화_Do 단계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축제 기
간을 중심으로 한 국악캠프 집중 상설운영 역량 확보 및 축제 홍보채널 식별, 홍보체계 구축
등의 지원사업이 해당됨
 이 중 마케팅활성화_Plan 단계 및 마케팅활성화_Do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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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지원사업 벤치마킹 사례
① 현황 및 이슈
 [전통 국악에 대한 대중성 확보의 어려움] 영동 난계국악축제는 전통 국악의 대중적 관심도가 저
조하다는 문제에 맞닥뜨림. 전통 음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올드(old)한
국악 소재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축제 전반의 재미 요소를 약화시킴. 결여된 재미
요소는 관광객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에 장애물로 작용함. 이에, 축제 측은 관광객 유입 확대
를 목표로 대중적이지만 테마 연관성이 낮은 프로그램의 비중을 확대함. 이로 인해, 축제 정체
성의 혼란이 야기된 한편,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고령화가 심해지며, 신규 고객 유입에 대한 대
책이 필요한 실정임

② ‘벤치마킹’ 케이스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상설 진로캠프’] 충남교육연구정보원은 충남 도내 10개 대학과 협업해 3개
월간 ‘상설 진로캠프’를 진행함. 해당 프로그램은 대학교의 우수한 물적
중

인적 자원을 활용해

고등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캠프를 통해 학생 스스로가 자신

의 진로를 탐색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키우도록 지원함
- ‘상설 진로캠프’에서는 체험 및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이 진행됨. 드론 조작 및 비행 실습을
체험하는 플라잉 드론 캠프, 커피 바리스타, 한식, 빵 등 요리 관련 직업 실무를 체험하는 파
티 기획 종합 캠프, 동물의 기본 장기 구조와 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 동물 자원 캠프 등임
- 진로 캠프는 충남지역 10개의 대학과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등 협
업 및 위탁 운영을 통해 25개의 진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함. 캠프는 4월부터 7월까지 토
요일과 방학기간 동안 운영되었으며, 총 250회 실시됨. 또한, 캠프 시작에 앞서 충남교육연
구정보원은 컨설팅 업체와 대학 관계자들과의 협의회를 열어 캠프 운영 전 분야를 심도 있게
검토함
Exhibit.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상설 진로캠프’

플라잉 드론 캠프

요리조리 캠프

White Hacker 양성캠프

출처: 충남일보 (2016),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상설 진로캠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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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경우, 지역사회와 연계한2가지의 상설 진로캠프를 운영함. 방학 진로
캠프는 방학기간 내 연간 4회, 전환기 진로캠프는 초6, 중3, 고3을 대상으로 연간 6회 진행됨
 충남교육연구정보원과 제주도의 사례를 통해, 상설 진로캠프의 경우 대부분이 방학 기간에 이
뤄졌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상설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요가 보장 되어야하므로, 학생들의
방학 시기와 주말을 타깃으로 한 상설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임을 시사함

③ 축제 솔루션 제시: ‘영동 국악체험촌’ 활성화 및 국악캠프 상설화 방안
 [국악체험촌의 활성화와 국악캠프 홍보 방안] 국악교육이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국악캠프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영동 난계 박연선생의 정신을 이어, 대중적
관심도 향상과 축제 고객층 확장을 목표로 국악체험촌 활성화 및 정기적인 ‘리틀 난계 국악캠
프(가제)’ 개최를 제안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 예술 강사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사
업은 분야별 전문 예술인을 초･중･고등학교에 파견 및 배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함
-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2019년 국악 문화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방과 후 어린이 국악교실을 추
진함. 해당 프로그램은 고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약 20여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3개월
간 5만 원의 수강료로 진행됐음
- 2020년 아트홀가얏고을 여름 국악캠프는 전통문화를 장려하며 국악 공연과 캠프를 함께 진
행하고 있음. 선착순 20명의 인원만이 캠프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는 4일간 진행됨. 캠프
중, 개인 레슨을 받을 경우 1일 5만 원 (선택사항)의 수강료를 학생들이 직접 지불해야 함
- 2014년부터 시작된 ‘크라운해태 국악캠프’는 문화 소외 지역 어린이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여름 방학 특별 프로그램임. 국악기체험, 국악 뮤지컬 체험, 전통 연희 체험 등 국악을 다양
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음
Exhibit. 국내 국악교실 및 국악캠프

광주광역시 서구청 국악교실

아트홀가얏고을 국악캠프

크라운해태 국악캠프

출처: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식 블로그 (2020), 아트홀가얏고을 홈페이지 (2020), 이데일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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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중초등학교는 2019년 영동 난계국악체험촌에서 3박 4일간 ‘타악앙상블 음악캠프’를 진행
했음. 해당 프로그램은 악기연습과 함께 영화체험, 포도따기 체험과 과일 초콜릿 만들기 등
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음. 마지막 날에는 캠
프 기간 동안 연습한 곡들을 자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
 영동 국악체험촌를 활용해 다양한 장르의 국악 문화 보급 및 관광자원 활성화, 전통 국악의 대
중화, 자원화를 목표해야 함. 그러므로, 내실 있는 전국 난계 국악경연대회의 추진과 국악 강
습을 통한 국악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비전 수립이 필요함
 난계국악축제는 영동 국악체험촌을 통한 국악캠프(숙박형 프로그램)를 진행하고 있음. 국악캠
프는 교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이 충분히 존재하나, 홍보가 미흡해 참여율이 낮다는 이슈가 존
재함.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해 국악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홍보 방안
을 고안해야 함
- 국악체험촌의 숙박형 프로그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1박 2일 또는 2박3일 운영되는 전통문
화체험임. 참가자들은 국악 시설 견학, 국악기 제작과 연주 체험을 할 수 있고, 특정 기간 동
안 국악기 무료 국악 강습 프로그램에 참석이 가능함
- 국악캠프는 국악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1998년부
터 추진되어왔으며, 현재까지도 여러 국악 체험 캠프가 국악체험촌에서 행해지고 있음
- 그러나 그 지속성에 반해, 국악캠프에 대한 사전 홍보가 미흡하여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
가 있음. 정체되어 있는 국악캠프 활성화 방법으로, 축제 기간 외에도 캠프를 상설화하는 방
안을 제안함
- 국악체험촌은 우리소리관, 국악누리관, 소리창조관, 천고각 등 4개 동의 국악 체험 및 체류
시설을 갖추고 있음. 우리 소리관의 공연장(304석)에서 매주 토요일에 난계국악단원의 상설
공연이 개최되고, 국악누리관에는 식당과 숙박시설이 있고, 소리창조관에서는 국악기연주 및
명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국악체험실 및 전수실에서 진행됨. 따라서, 국악체험촌은
국악캠프 상설화에 적합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온라인 커뮤니티121)에 따르면, 엄마들은 자녀들의 국악 교육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 다만,
국악 교육을 하는 곳이 적어, 관련 시설 및 악기 정보 획득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존
재함. 국악 캠프의 경우 그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므로 이들을 타깃할 시 상설 국악캠프는 매
우 효과적일 것임. 이와 더불어 상설 국악캠프는 영동 난계국악축제에 대한 홍보 수단인 동
시에, 캠프를 활용해 어린이와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축제 참여를 독려해 젊은 층(학부모와
아이)을 유치하고 방문객의 스펙트럼을 확장할 계기가 될 것임

121) ‘프롬마미 영천’, ‘마이키_마포에서 아이 키우기’, ‘수퍼맘 스토리’, ‘인천 아띠아모’ 네이버 맘카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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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영동 국악체험촌 내 시설 및 프로그램

우리소리관

국악누리관

소리창조관

출처: 영동 국악체험촌 홈페이지 (2020)

숙박형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리틀 난계 국악캠프 상설화 방안 모색] 국악체험촌이 보유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국
악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퀄리티 높은 국악 교육을 제공함. 이와 더불어, 국악 교육에 관
심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리틀 난계 국악캠프’를 홍보하는 체계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해당 캠프가 UN 주최 캠프와 같이, 청소년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포지셔닝 할 필요가 있음. 축제 기간 외에도 국악체험촌에서 국악캠프를 상설화하는 형식을 고
려해,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함
- ‘유엔협회세계연맹 청소년캠프: 한국(WFUNA122) Youth Camp: Korea)’는 3일간 워크숍
과 이틀간의 모의 유엔총회(Model United Nations) 프로그램으로 유엔기구 진출 및 외교
관을 꿈꾸는 국내･외 청소년을 위한 맞춤 세계 시민 교육 캠프임. 본 프로그램은 유엔 및 지
속가능발전목표 (SDGs)에 대한 이해를 넓힐 뿐만 아니라 참가 학생들의 대중연설, 자료조
사, 토론 능력 및 협동심과 리더십 등 글로벌 인재가 갖춰야할 기본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함
- 대표 프로그램인 모의 유엔(MUN) 프로그램은 참가 학생들이 직접 유엔 회원국 대사가 되어
의제에 관한 자료조사와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나가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도와
협동심, 자립심을 향상시킴
- 유엔협회세계연맹 청소년 캠프는 캠프에서 얻어 갈 수 있는 확실한 강점을 통해 참여를 독려
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참여시 교육적 혜택이 많은 축제로 자리매김함
- 또한, ‘유엔협회세계연맹 청소년캠프’에 참여할 경우, 유엔협회세계연맹 사무총장 명의의 캠
프 수료증을 비롯해 다양한 특전 및 혜택이 부여됨
- 캠프 측은 학생들의 참가 후기와 학부모의 후기를 함께 공개해, 추후에 참석할 학생들에게
캠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경험을 간접적으로 공유함
- 이처럼, 리틀 난계 국악 캠프도 단순 국악 경험만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는 캠프로 포지셔닝해야 함

122) WFUNA: 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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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유엔협회세계연맹 청소년캠프: 한국

유엔협회세계연맹 청소년캠프: 한국

WFUNA청소년캠프의 특전 및 혜택

캠프 참가자 후기 (학생 & 학부모)

출처: 유엔협회세계연맹 청소년캠프 한국 홈페이지 (2020)

(3) 과제 우선 추진순위_기준수립 및 우선순위 도출
 축제 비즈니스 가치사슬 영역 內에서 각 영역별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단계 (step1~step4)를
정의하고, 각 영역 間 선후관계 식별을 통해 도출된 과제Pool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함
Exhibit. 과제 영역별 우선순위 도출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앞에서 기술한 비즈니스 진단 결과와 상기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향후 1~2년차에 수행되어야 할
과제 (Do First!)와 향후 2~3년차에 수행할 (Do Next)과제 및 중기적으로 수행할 (Do Later)
과제 등으로 분류함
 이러한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는 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영동 난계국악축제의 경우 1~2년차에 지원받아야 할 사업으로 ‘국악체험촌과 연계해 진행하던
국악캠프 상설화 방안 수립’, ‘브랜딩 전략 수립’ 및 ‘국내 관광객 마케팅 강화’가 있으며, 2~3
년차에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념품 확대’, ‘고객 데이터 확보방안 마련’, ‘타깃 고객층 공
략 실행계획 수립 지원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이와 더불어, 아직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강화는 비즈니스 중요도와 시급성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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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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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춘향제
1. 비즈니스 모델 분석
2. 핵심 이슈 및 문제점 도출
3. 지원사업 도출 및 수행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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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 모델 분석
(1) Overview
 남원 춘향제는 공연형 축제로, 춘향 관련 공연과 전통 문화공연 관람 경험을 핵심 가치로 제시
함. 축제 테마인 춘향전과 연관된 광한루원과 요천 일원에 배치된 7개의 무대에서는 춘향선발
대회 등 약 80 개 공연 및 프로그램 기획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성공요인임
Exhibit. 남원 춘향제 Business Model Canvas

출처: 춘향제전위원회 (2019), 제89회 춘향제 결과보고서,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2) Product (축제 상품 및 서비스)
① Value Proposition (가치 제안)
 남원 춘향제는 춘향전의 배경이자 조선을 대표하는 정원인 남원(南原) 광한루원에서 개최되는
춘향선발대회와 춘향제향(제사)123), 춘향국악대전 등 전통 문화공연 관람 경험을 핵심 가치로
제시함
- 춘향제가 열리는 남원(南原)의 광한루원에는 광한루와 춘향사당 등이 있음. 광한루는 춘향과
몽룡이 단오일에 만난 장소이며, 춘향사당 건립과 함께 춘향제 및 춘향제향이 시작됨124)

123) 춘향제향은 열녀 춘향의 얼을 기리고 계승하는 전통제례의식이며, 전국 제향 중 유일하게 여자들만 참여함
124) 남원시 네이버블로그 (2019), 시민・관광객이 함께 만든 89회 춘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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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춘향제는 광한루원과 요천 일원에서 ‘광한춘몽(廣寒春夢) 사랑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전통문화, 공연･전시예술, 놀이･체험, 부대행사 등 총 4개 분야 24종목으로 구성됨. 7개의 작
고 큰 무대에서 대표 프로그램인 춘향선발대회 등 약 80개 공연 및 프로그램이 기획됨.125) 이
중 대부분이 볼거리(79.2%) 프로그램이며 즐길거리(11.7%), 먹거리(1.3%), 살거리(1.3%), 기
타(6.5%) 관련 프로그램으로 기획됨
 프로그램을 ‘테마 연관(O, 춘향 및 공연예술제 관련 프로그램)’, ‘테마 비연관(-)’으로 구분한다
면, 테마 연관(O) 비중은 61.6%, 테마 비연관(-)은 38.4%임
 축제장 내 무대 7개는 남원예촌, 광한루원, 몽룡놀이터, 승월교, 차없는 거리, 십수정 어울림마
당무대, 사랑의 광장무대로 무대별 관람객 맞춤형 공연을 제공함
- 남원예촌에서는 인디밴드, 재즈, 민요 공연과 마당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광한루원 내 광한루각, 완월정에서는 전통공연 중심으로 대형공연이 구성됨. 예를 들어 축제
의 대표 프로그램인 춘향제향과 춘향선발대회가 완월정 무대에서 진행됨
- 몽룡놀이터는 아이 동반 가족 관광객을 위한 신규 개설 공간으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부스가 마련
됨.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에도 미니 기차, 에어바운스, 체험부스 같은 상시 놀이터를 운영함
- 승월교 무대는 방자춤판, 달빛춤판, 공개방송을 통해 젊음의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함. 남원
시립농악단의 전통공연 ‘오마이 굿’, 퓨전국악밴드 ‘LIVE The SEARCH’가 축제의 흥을 돋음
- 차없는 거리에는 버스킹존과 농경문화체험, 한복체험 등 체험부스들이 위치하고 십수정 어울
림무대는 장년층을 위한 공연으로 구성됨
- 사랑의 광장무대에서는 명인명창 국악대향연, 춘향국악대전, 시민화합한마당 “춘향골 열린음
악회”, 춘향사랑 그림그리기 대회가 개최됨
 먹거리는 풍물장터 내 먹거리 부스에서 판매하며, 읍면동 지역단체 등이 운영하는 부스와 향토
음식관, 푸드트럭 등은 식사메뉴와 간식거리를 판매함
- 남원 한우고기 홍보 시식회에서는 한우불고기, 햄버거 시식 행사를 진행하고, 남원 별미 추
어탕 홍보부스에서는 설문지 작성 시 텀블러 제공 행사 등을 실시함
 살거리 판매처는 광한루원 내 상설 기념품상가와 풍물장터의 지역 농특산물 부스 등임
Exhibit. 남원 춘향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분류
(수)

광한루

구분

테마
연관성

비고

판소리, 보물위에 서다

볼거리

O

-

삼도농악1

볼거리

O

김천빗내농악단

삼도농악2

볼거리

O

원주매지농악

삼도농악3

볼거리

O

남원농악

즐길거리

O

전통놀이 미션게임

기타 (홍보)

-

프로그램

사랑의 주사위
춘향사랑백일장대회

-

125) 남원시 네이버블로그 (2019), 시민･관광객이 함께 만든 89회 춘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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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분류
(수)

구분

테마
연관성

끝없는 물음

볼거리

O

고니밴드

남도민요의 재해석, 사울민요

볼거리

O

황애리

다시 찾아오는 여름과 지나가는 봄을 그리며

볼거리

O

음담악설

변사극 춘향전

볼거리

O

-

사운드 오브 북성로

볼거리

O

훌라(HOOLA)

세상이 열린다

볼거리

O

오감도

아카펠라 콘서트 “불후의 명곡”

볼거리

O

제니스

樂바리

볼거리

O

악바리

볼거리

O

전북VIVA성악연구회

이창선 대금스타일

볼거리

O

잃어버린 감성을 찾아서

볼거리

O

재즈, 그 아이러니 사이를 오가다

볼거리

O

-

춘향전 주인공 찾기

볼거리

O

-

춘향제 동서양 음악에 빠지다

볼거리

O

-

sEODoBAND가 들려주는 조선팝

볼거리

O

프로그램

남원예촌(일원) 오페라 뮤지컬 갈라 콘서트

지붕없는 미술관

몽룡놀이터

사랑의광장

승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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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
즐길거리

-

비고

최상엽

서도밴드
미술품 관람
작가와 작품을 꾸밈

메가벌룬매직

볼거리

-

-

별별서커스

볼거리

-

-

복화술

볼거리

-

-

인형극

볼거리

O

-

키즈매직

볼거리

-

어린이를 위한 마술쇼

미니기차 & 에어바운스

볼거리

-

상설프로그램

페이스페인팅, 팝콘

즐길거리

-

상설프로그램

미아방지팔찌 배부

기타 (홍보)

-

상설프로그램

거리 마술사

볼거리

-

상설프로그램

마리오와 용용이

볼거리

O

상설프로그램

춘향국악대전

볼거리

-

가장 오래된 국악경연대회

명인명창국악대향연

볼거리

O

판소리 춘향가 등

기타 (홍보)

-

-

시민화합한마당 “춘향골 열린음악회”

볼거리

O

-

방자춤판

볼거리

O

다양한 장르 춤 경연 대회

달빛춤판

볼거리

O

7080 DJ, EDM DJ

공주유희

볼거리

O

연희컴퍼니 유희

광한춘몽 콘서트 Part 1

볼거리

O

-

광한춘몽 콘서트 Part 2

볼거리

O

-

색소포니스트 신유식 & 궁예찬 식스센스

볼거리

O

-

아마빌레 클래식 나들이

볼거리

O

아마빌레오케스트라

오 마이 굿

볼거리

O

남원시립농악단

5色 춘향가

볼거리

O

소지원 외 4인

La Classe

볼거리

O

-

Live The SEARCH

볼거리

O

-

춘향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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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분류
(수)
십수정

완월정

월매집(옆)

차없는 거리

구분

테마
연관성

WE WANT THE FUNK

볼거리

O

커먼그라운드

어울림마당 공연

볼거리

-

지역 동호회, 예술가 공연

춘향제향

볼거리

-

전통제례의식

춘향선발대회

볼거리

-

-

개막공연 “춘몽(春夢)”

볼거리

O

신관사또 부임행차 행렬 등

한복패션쇼“광한춘몽 장미춘향”

볼거리

-

춘향을 테마로 함

남상일 쇼

볼거리

O

-

민속악의 향연

볼거리

O

남원시립국악단

소명(召命)

볼거리

O

남원조갑녀전통춤 보존회의
국악공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캄보디아 전통무용”

볼거리

O

-

춤. 춘향

볼거리

O

전북발레시어터

코미디 춘향전

볼거리

O

-

TBN “쾌지나 춘향나네”

볼거리

O

-

신관사또 봄나들이

볼거리

-

-

전통혼례

볼거리

-

-

춘향그네뛰기행사

즐길거리

-

춘향전 내 춘향이 그네 탐

농경(문화)체험

즐길거리

-

새끼꼬기, 가마니짜기 등

한복체험

즐길거리

-

상설프로그램

기타 (홍보)

-

상설프로그램

볼거리

-

프로그램

춘향사진 촬영대회
버스킹콘테스트 in 남원
사랑체험부스
춘향길놀이 (퍼레이드)

축제장일원

춘향사랑 가족 힐링걷기
사랑등불행렬

춘향문화예술
민속씨름대회
회관 앞
요천둔치

풍물장터 (부스 130여 동, 푸드트럭 등)

기타 (홍보)
즐길거리

-

비고

행정부스 73동
체험부스 28동

볼거리

-

춘향전 재구성한 춤 등

즐길거리

-

현장접수로 진행

즐길거리
볼거리

O

지역 기관･학생･시민 참여
사랑등불(청사초롱) 전시

볼거리

-

상설프로그램

살거리

-

농특산물

먹거리

-

오전 10시-자정 12시 운영

출처: 춘향제전위원회 (2019), 제89회 춘향제 결과보고서,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B2B 고객 (기업 및 기관)에게는 단기간 약 37만 명의 집객효과가 있는 축제에서 기업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함126)

126)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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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ustomer Interface 측면 (고객 접점)
① Target Segments (타깃 고객)
 춘향제의 주요 고객은 40-60대 중장년층 관광객과 가족 관광객임. 최근 가족 관광객과 젊은
관광객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로127), 이에 맞춰 연예인 초청 사업과 몽룡놀이터 및 어린이 프로
그램을 기획함
- 몽룡놀이터의 경우 서커스, 매직쇼, 인형극 공연, 에어바운스의 놀이기구, 페이스페인팅, 팝
콘, 미아방지 팔찌 배부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2019년에 7,000여 명의 어린이가
방문함
Exhibit. 남원 춘향제 주요 고객
40-60대 관광객

가족 관광객

출처: 남원시 네이버블로그 (2019), 인스타그램 @halossong (2019)

 2019년 축제제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춘향제의 주 방문객은 관내 시민과 전북권
방문객이 다수임
 관광공사 소비자평가 보고서128)에 따르면, 춘향제의 평가에 참여한 소비자의 거주지역은 타지
역인 서울(39.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타지역인 경기(16.5%), 동일권역인 광주(11.5%) 순
으로 집계됨
Exhibit. 남원 춘향제의 소비자 평가 응답자 거주지역 분석 (%, n=200)
구분

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동일지역 10.5

-

-

-

-

-

-

-

-

-

-

-

10.5

-

-

-

-

-

동일권역 13.0

-

-

-

-

11.5

-

-

-

-

-

-

-

1.5

-

-

-

-

-

-

타지역

76.5 39.5 3.0 2.5 4.0

-

1.5 1.0

-

16.5 0.5 0.5 2.0

출처: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보고서

127) 춘향제전위원회 (2019), 제89회 춘향제 결과보고서
128) 한국관광공사 (2019), 2019년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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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Distribution Channels (채널)
 춘향제는 축제 자체 채널(홈페이지･SNS) 및 다양한 간접 채널을 통해 축제를 홍보함. 간접 채
널은 협찬사와 티켓 및 관광 상품 판매처를 포함한 파트너사 운영 채널, 국내 주요 커뮤니티,
국내 방송매체･언론사 채널이며, 이들을 통해 축제의 인지도를 제고함. 특히 춘향제는 40-50
대가 주 시청자인 지역 매체와 지역 방송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내고자 함
 주요 파트너사 채널로는 한국관광공사, (사)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위원회129), 쌍용자동차, 춘
향제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미스춘향의 모임, JTV 전주방송 등이 있음. JTV 전주 방송은 춘향
선발대회 주관사이며, 쌍용자동차는 전국춘향선발대회 부상으로 소형 SUV 티볼리를 지원함
 커뮤니티 채널에는 시정소식지 봄호(72호), 옥외 전광판 광고(전국 지자체, 정부 서울청사, 용
산･서울역 등), 농협 ATM, 수도권 및 부산 지역 영화관, 남원 지역 유명 식당 및 카페, 관내
아파트 6개의 승강기 광고 등이며, 이를 통해 춘향제를 홍보함. 더하여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
이지 및 월간지와 지역축제 방문 홍보도 실시함
- 3월부터 춘향사진 촬영대회 홍보물을 사진 동호인과 사진 동아리의 전국 각 지부에 배포함
 국내 미디어는 지상파･케이블TV(tvN, YTN, CJ전북방송, KTV)의 CF 영상 및 인터뷰, 라디오
방송(TBN전북교통방송), 중앙･지방･지역지 등의 지면 및 온라인 신문을 포함함. 축제 기간 동
안 언론사의 취재 및 보도 편의성을 위해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광한루원 정문 앞에 프레스센
터를 운영함
Exhibit. 남원 춘향제 채널 분류

출처: 춘향제전위원회 (2019), 제89회 춘향제 결과보고서,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남원 춘
향제 관련 기사 토대로 재구성

129) 제46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주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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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Relationships (관계)
 춘향제는 국내 소비자의 축제 관여도를 높이고, 주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사전 홍보와
이벤트를 실시함. 사전 홍보는 주로 한 달 전부터 진행되고 자체운영하는 직접채널을 통해 축
제를 홍보하고 ‘가고 싶은 남원명소 찾기(4.22-4.28)’, ‘룰렛 돌리기(4.29-5.5)’, ‘춘향제 방문
인증샷 사진과 댓글(친구태그) 올리기(5.8-5.12)’ 이벤트를 진행함
- 춘향제 기간 동안 역대 춘향과 올해 선정된 춘향, 신관사또팀이 대도시를 방문해 춘향제를
홍보함
- ‘춘향길놀이’의 경우, 전국 기관, 단체, 동호회를 대상으로 참여 단체를 모집하며, 2019년 축
제의 경우 2일 동안 총 34개 팀(1,400여 명)이 참여함
- 또한 사전에 ‘춘향사진 촬영대회’를 홍보하고 축제 기간 동안 춘향제 행사장 내 촬영대회 본
부를 운영하여 대회 접수를 안내함. 출품된 작품 심사는 축제를 마치고 6월에 진행함
 지역 주민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축제에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 지역 주민에게 축제
부스와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 신청을 받음
- 읍면동 직능단체(발전협의회, 새마을회, 부녀회, 청년회)에게 풍물장터 읍면동 만남의 장 부
스 분양 신청을 받음. 축제장 내 관내 고교 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축제 참여를
유도함
- ‘사랑등불행렬’은 기관, 단체, 학생, 시민, 공무원 등 약 600여 명이 참여함. 축제 전 인근 기
관과 단체, 동 주민센터에 참여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유선으로 행사 참여를 독려함
- 2019년 축제에서는 자원봉사자 약 1,450명이(연인원) 행사를 지원했으며 안내소 운영, 행사
장 안내 및 교통질서 유지, 축제 홍보 등을 수행함

(4) Infrastructure 측면 (축제 인프라)
① Key Activities (핵심 활동)
 춘향제의 핵심 활동은 춘향선발대회의 참가자 모집 활동부터 선정까지의 전과정이며, 무대별
로 타깃 관광객을 설정하고 테마 연관도 높은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임
 춘향선발대회 사전 활동은 3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약 3개월간 수행됨. 크게 3월 8일-27일(약
20일) 간 대회 홍보 및 응모 원서 접수, 서류심사 합격자를 발표하고 4월 6일-7일 동안 1, 2
차 예비심사를 거쳐 본선 참가자를 선발함. 4월 27일부터는 본선 대회(축제 개최일)까지 대회
참가자 합숙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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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춘향선발대회 일정
추진일정

기간

비고

응모원서 교부/접수

2019.3.8. (금) - 3.25. (월)

접수비 및 참가비 없음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19.3.27. (수)

-

1차 예선심사

2019.4.6 - 4.7. (일)

60명 선발

2차 예선심사

2019.4.7. (일)

32명 선발

본선 참가자 발표

2019.4.8. (월)

-

본선 참가자 합숙*

2019.4.27. (토) - 5.8. (수)

11박 12일

본선대회(축제 개최일)

2019.5.8. (수)

춘향 9명 선발

*본선 참가자는 본선대회까지 11박 12일 (4.27-5.8) 동안 합숙함
출처: ｢제89회 춘향제｣ 춘향선발대회 공고 (2019)

 공연은 축제장 곳곳에서 진행되는 중요 프로그램으로, 크게 남원예촌, 광한루, 차없는 거리 등
으로 구분된 공간에 따라 타깃 방문객이 관심을 갖는 공연을 진행함
- 축제장 내 7개 무대별 주요 타깃을 설정해 20-30대 또는 장년층 관광객, 아이 동반 가족 관
광객이 즐기는 공연으로 구성함.
 또한, 축제 테마 ‘춘향 및 공연예술제’와 연계성을 강화한 공연 기획, 일자별 출연진 및 사회자
섭외, 대회 참가자 모집 등이 주요 활동이며 신규 프로그램 및 섭외된 출연진을 홍보해 관광객
을 유치함
Exhibit. 남원 춘향제 무대별 볼거리 프로그램
무대

타깃/장르

주요 내용

남원예촌

다양한 장르

마당극 ‘변사극 춘향전’’와 인디밴드, 재즈, 아카펠라, 통기타, 오페라, 민요 등

광한루원

전통공연

춘향제향, 춘향선발대회, 한복패션쇼 ‘광한춘몽 장미춘향’, 코미디 춘향전 등

몽룡놀이터

어린이 공연

복화술쇼, 마술풍선쇼, 창작인형극, 풍선아티스트의 ‘길거리 퍼포먼스’,
서커스 등

승월교

20-30대 타깃 공연 광한춘몽 콘서트, 달빛춤판(7890고고장, DJ파티), 방자춤판(예선, 본선) 등

차없는 거리

버스킹

십수정 어울림무대

장년층 타깃 공연

사랑의 광장무대

소공연(버스킹 15개 팀, 서커스 5종 등), 버스킹콘테스트 in 남원 등
지역 예술동호회 및 아마추어 예술가 공연

국악, 초청가수 공연 명인명창 국악대향연, 춘향국악대전, 시민화합한마당 “춘향골 열린음악회” 등

출처: 춘향제전위원회 (2019), 제89회 춘향제 결과보고서

② Core Competences (핵심 자원 및 경쟁력)
 춘향제의 핵심 자원은 춘향전과 풍부한 유･무형 자원이며, 경쟁력은 국내 최고령 축제라는 역
사와 전통예술축제로서의 인지도임
 핵심자원인 ‘춘향전’은 고전 문학으로 유명한 연애소설이며 소설, 영화, 연극, 드라마, 뮤지컬
등의 다양한 장르로 재 창작되었고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쓴 책도 있음. 이로
인해 ‘춘향’은 대중에게 굉장히 친숙한 소재로써 축제 주제 및 테마에 대한 관광객의 이해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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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장인 광한루원은 상시 운영되며 춘향과 몽룡이 만나 인연을 맺은 광한루, 월매집 등 춘향
전과 관련된 건축물이 있어 축제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음. 또한 광한루원 후문에는 친환경 숙
박 단지 남원예촌이 위치해 있고 춘향테마파크도 광한루원에서 도보로 약 10-15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함. 춘향테마파크는 상설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춘향과 춘향제 인지도
향상에 기여함
Exhibit. 남원시 상설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일정
장소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연계

프로그램명

기간

시간

전통혼례식

4월 27일 – 10월

토 오전 11시

취타대환영

4월 1일 – 11월

화 – 금 오전 11시

시집온 춘향 길벗 도우미

4월 2일 – 11월

화 – 금 오후 1시 30분

가마 타기 체험

4월 22일 – 8월

목 – 토 오전 10시

관광기념품 판매장

3월 5일 – 12월

화 – 일 오전 10시

전통길벗 도우미

3월 12일 – 11월

오후 1시

국궁체험

4월 1일 – 11월

수 – 일 오전 10시

장구 배우기

5월 1일 – 10월

수 – 일 오후 1시

어사시 쓰기

6월 1일 – 10월

수 – 일 오후 2시

추억의 점방

4월 2일 – 10월

화 – 금 오전 10시

전통한복 대여

4월 2일 – 11월

화 – 일 오전 10시

신관 사또 부임행차

3월 31일 – 11월

토, 일 오후 2시

신 퓨전 마당극

6월 15일 – 8월

토 오후 3시

부모님 효도 결혼식

5월 19일 – 8월

일 오전 11시

출처: 세계일보 (2019)

 춘향제는 1931년 춘향제향을 모태로 한 한국 최초의 전국 축제이자 최고령 축제로, 2020년까
지 90년 역사를 자랑함. 2017년에는 지역대표공연예술제의 '전통예술분야'에서 2년 연속 1위
로 선정됨

③ Partner Network (파트너 네트워크)
 남원 춘향제는 남원시에서 주최하고 춘향제전위원회의 주관으로 기획･운영됨. 후원사로 문화
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북도, 국립민속국악원, 쌍용자동차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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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이슈 및 문제점 도출
(1) 남원 춘향제 이슈 트리 분석
 남원 춘향제 현황 분석을 통해 파악된 이슈는 춘향선발대회 즉, ‘미스춘향’에 가려진 80여 개
의 공연이 부각되지 않아, 춘향제에 대한 기대감이 공연보다는 춘향선발대회 자체에 맞춰진다
는 점, 이미 존재하는 콘텐츠의 활용도가 낮아 테마 연관성의 질적 내실이 떨어진다는 점, 다
수 고객의 정성적 평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없는 한계점에 기반한 고질적 문제점 등임. 이를
통해 홍보 역량 부족, 편향된 콘텐츠 활용, 고객 만족도 데이터 활용 역량 미흡 등의 근본 원인
을 파악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춘향제 방문객에게 80여 개의 공연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아 프로그램과 축제
에 대한 만족도가 하락하고, 테마 연관성의 질적 내실 저하로 인해 축제의 충성도 고객 확보
및 신규 고객층 형성에 어려움이 있음. 궁극적으로 축제 전반의 브랜딩 저해와 고객의 KVF 활
용 미흡이라는 ‘핵심 이슈’가 발생함
 결국 ‘춘향제=춘향선발대회’라는 공식을 타파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이미지 개선책이 필
요하며, 넓은 축제장에서 평균 4시간 내외로 체류하는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각 근본 원인 별 상세 이슈 분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Exhibit. 남원 춘향제 이슈트리 분석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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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홍보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춘향선발대회는 공중파 방송국의 지속적인 홍
보와 관리로 2019년에 90회까지 이어지는
춘향제의 대표 행사임. 하지만 ‘춘향제 = 춘향
선발대회’ 라는 인식 때문에 축제의 80여 개
의 공연이 ‘미스춘향’에 가려지고, 춘향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채로운 공연보다 춘향선발대
회 자체에 맞춰진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임.
축제 측이 목표하고 준비한 공연지향형 축제
와 관광객이 실제 인식하는 축제 간의 괴리
(乖離)가 발생한다는 점이 남원 춘향제의 대표
이슈로 축제 브랜딩 개선이 시급함
 현재 춘향제는 축제장 내 산재되어 있던 공연
장소를 타겟층(매니아층, 가족층, 젊은층)별로
구분하고, 축제가 평일에 진행될 시 관광객을
고려하여 낮 시간보다는 오후 시간에 공연을
배치하는 등 유동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였으
나, 백화점식 축제로 운영되고 있어 관광객은 춘향선발대회 외 80여 개의 공연을 제대로 안내
받지 못하고 있음. 축제 측의 홍보 역량 부족으로 인해 관광객은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인지
하기 어렵고, 공연의 매력도가 저하되어 MZ세대 등 젊은 층의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상
황임. 궁극적으로 외지 및 젊은 층 관광객 유치 난항이라는 필연적 결과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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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연형 축제로의 인식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1950년대부터 시작된 춘향선발대회는 지속적으
로 관광객의 인지도 및 인기를 확보하였고, 축제
내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와 더불어, 축제 측이 춘향제가 일제강점기 시
기인 1931년부터 진행된 전통 기반의 축제라는
점을 살려 춘향길놀이, 몽룡놀이터 등의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노력해왔으나, 프로
그램 내 현대적 요소가 미반영됨. 축제는 춘향전
의 전통적 이미지에 고착화되고 결국 공연지향
형 축제의 방향성이 모호해지며 남원 춘향제 브
랜딩의 저해로 이어짐
 따라서 춘향선발대회 외적인 부분을 활용한 이
미지 메이킹(image making), ‘춘향제=춘향선
발대회’라는 공식을 타파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
발 및 이미지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임
 춘향제 내에는 80여 개의 공연 프로그램을 비롯
하여 춘향길놀이, 춘향시대 등 다양한 행사가 존
재하는 만큼 테마 연관도가 높은 축제로 판단됨. 다만, 춘향 외 춘향전 내 월매, 이몽룡, 방자,
변사또 등의 캐릭터 활용도가 낮다는 점이 테마 연관성의 ‘질적’ 내실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춘향’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은 다양하지 않은 프로그램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광객의
KVF 활용이 미흡한 축제로 전락할 수 있음
 공연 지향형 축제인 남원 춘향제는 코로나 19 이후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춘향제=춘향
선발대회’라는 공식을 타파하기 위해 춘향제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작품을 선정하여 공연의
온라인 콘텐츠화 및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임. 2021년부터 축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환경변화에 대응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2 track 즉, 하이브리드형으로 운
영될 것이며, 이때 남원 춘향제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축제로 거듭나야 함
 무엇보다 OSMU(One Source Multi Use)를 활용하여 온라인 공연 소비를 늘리는 홍보방안
을 마련하고, 다수의 오프라인 공연장소를 확보하여 동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때
축제의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살거리를 개선하기보다는 넓은 축제장에서 평균 4시간 내외로
체류하는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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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ey Findings
 앞서서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해 파악된 다양한 비즈니스 핵심이슈와 문제점을 살펴보았으
며, 이를 다시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성이 높은 축제 본연의 가치사슬(value chain)과 축제 운영
체계 안에서 지원사업이 필요한 업무 영역을 정의함
- 축제 가치사슬 영역은 남원 춘향제의 경우, 소재 R&D 영역을 제외한 춘향전 내 다양한 캐
릭터를 활용하는 상품화 영역, 고객분석 영역 그리고 마케팅활성화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
며, 이는 일반적인 기업의 가치사슬 영역 중 기술개발, 오퍼레이션 및 마케팅 영역을 강조하
고, 축제 고유의 비즈니스 특징으로 재정의하여 핵심영역으로 구성함

- 또한, 가치사슬 각각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전략(Strategy)-계획(Plan)-실행(Do)-평가(See)
의 업무의 흐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축제 운영 체계라 말할 수 있음. 결국 축제 운영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치사슬과 운영체계의 매트릭스에서 앞
서 살펴본 비즈니스 이슈를 새롭게 매칭하는 것이 본 연구과제의 목표인 지원사업 발굴영역
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음
 남원 춘향제는 상기와 같이 총 5개 영역에서 key findings를 도출함
- 목표 및 전략수립_all strategy: ‘춘향제=춘향선발대회’라는 지배적인 인식 때문에 다채로운
공연이 축제 측이 목표한대로 홍보되지 않아, 이미지를 쇄신할만한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함
- 상품화_Plan: 기존 축제 이미지 쇄신과 젊은층 유입을 목적으로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 내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해 축제장 전체를 공연장으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함
- 고객분석_Plan: 내방 관광객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계획 및 분석설계가 필요함
- 상품화_Do: 광한루원 내 다양한 춘향전 속 캐릭터 배치 및 공간 구성을 위한 사전 지원자
심사, 공연연습 등 리브랜딩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 확보가 필요함
- 고객분석_See: 기존 고객분석은 단순 만족도 수준 측정에서 벗어나야하며, 고객분석을 통해
마케팅 방향 수립 및 개별 프로그램 유지 및 폐지 등의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270

직접재정지원종료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

Exhibit. 남원 춘향제 Key Findings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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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사업 도출 및 수행 로드맵
(1) 지원과제 Pool
 도출된 Key findings을 기초로 세부 영역 (가치사슬&운영체계 매트릭스)에서 필요한 지원사업
과제 Pool은 다음과 같음
Exhibit. 남원 춘향제 지원사업 과제 Pool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 중장기 비전 & 전략수립: 모든 가치 사슬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업무로 비즈니스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해당됨
- 이미지 쇄신 방안 기획: 상품화_Plan 단계에 지원이 필요한 업무로 춘향선발대회에 집중되
는 spotlight을 줄이고, 춘향제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함
- 타깃 고객층 공략 실행계획 수립 및 고객분석 방법 설계: 고객분석_Plan 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내방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타깃 선정기준과 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를
위한 고객분석 방안 설계지원 업무가 해당됨
-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 마련: 고객분석_See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축제 성과 진단 및
평가가 해당됨
- 광한루원 공간 재브랜딩 사업: 상품화_Do 단계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춘향선발대회 축소개
최안 지원 및 광한루원 내 다양한 캐릭터 배치, 공간구성을 위한 사전 지원자 심사 및 공연
연습 등의 지원사업이 해당됨
 이 중 상품화_Plan 단계 및 상품화_Do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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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지원사업 벤치마킹 사례
① 현황 및 이슈
 [공연형 축제로서의 인식 미흡] 남원 춘향제는 1931년부터 시작되어, 전쟁통에도 축제를 개최한
역사가 깊은 축제이며, 춘향과 관련된 행사와 국악 행사를 주축으로 함. 하지만, 현재 남원 춘
향제는 춘향선발대회라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공연형 축제로서의 브랜딩이 약함. ‘미스춘향’에
가려진 80여 개의 공연이 부각되지 않는 상황으로 춘향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채로운 ‘공연’보
다는 춘향선발대회 자체에 맞춰진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임. 따라서 춘향제는 공연 지향형 축제
로서의 성과가 모호하며, 단일 프로그램(미스 춘향)에 의존도가 높은 축제임
Exhibit. 과거 춘향제 보도 자료

1962년 춘향제 기념식에 모여든 구경꾼들

춘향제 관련 신문 기사

출처: 중앙일보 (2017), 1962 춘향제 기념식, 경향신문 (1990), 판소리가락 낭랑한 春香(춘향)고을

 [미인대회 논란] 성을 상품화하고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미인대회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과거부
터 계속되었고, 실제로 국민의 성 평등 의식이 높아지면서 수십 개의 미인대회가 폐지 수순을
밟음. 하지만 여전히 일부 미인대회는 ‘지역축제’라는 이름으로 열리고 있으며, 이러한 대회에
들어간 중앙･지방 정부의 예산은 2018-2019년 사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130)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거나 지역 알리기 일환으로 꾸준히 개최되고 있는 미인대회 대부분은 신
청 자격을 ‘18~24살 미혼 여성’(영양고추아가씨), ‘17~25살 미혼 여성’(사선녀 선발 전국대
회)’ 등 젊은 미혼 여성으로 한정한 뒤 예선과 본선, 합숙 절차를 거쳐 외모, 말하기 솜씨, 장기
자랑 등 여러 항목을 평가함. 수상은 ‘진’ ‘선’ ‘미’ 등 서열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됨. 춘향선
발대회 역시 18~24살 여성으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음
- 상당수의 대회들이 지원 자격을 ‘고교 재학 이상’이라고 정해 10대 미성년자도 지원할 수 있게 함
- 정부 예산이 적절히 쓰였는지 감시하는 시민단체는 미인대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
향상 효과 또는 특산물 홍보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실제 선발대회만 개최하고 수상자
130) 한겨레 (2019), 세금까지 써가며 언제까지 ‘아가씨 타령’ 할 건가

273

2020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들이 특산물 홍보 활동에 임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했다고 밝힘.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
시국장은 “관행적으로 수십 년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행사를 통해 얻게 되는 홍보 효과
에 대해 지자체가 명확히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함
Exhibit. 지역 미인대회 현황
축제명

지자체 예산 지원

김천 포도아가씨

9,000만원

영양 고추아가씨

2억 2,000만원

영천 포도아가씨

5,600만원

안동 한우 홍보사절 선발대회

8,000만원

새만금벚꽃아가씨

예산없음(군산시)

미스 성주 참외(미스 경북과 통합)

8,000만원(축제 총예산)

남원 전국 춘향선발대회

2억 900만원(국비)

아랑규수선발대회

1,010만원

미스 변산 선발대회

5,000만원

임실 사선녀 선발 전국대회

2억원

2018-2019년 전국 주요 미인대회 현황

지역 미인대회 논란 관련 뉴스 기사 발췌

출처: 한겨레 (2019), 세금까지 써가며 언제까지 ‘아가씨 타령’ 할 건가

 [미인대회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시민운동 확산] 대중들이 미인대회의 외모평가, 미의 기준 논란, 선정
성, 성 상품화 등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일부 축제의 미인대회가 취소되는 사례가 나타남
 성 상품화에 대한 지역축제의 문제점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일부 시민은 직접 거리로 나서고 있
음. 서울 중랑구 종이접기 모임 회원들과 중랑녹색당 당원들은 서울 장미축제가 ‘장미아가씨’
를 주요 캐릭터로 내세운 것에 반대해, 중랑구민 14명이 ‘그린로즈팀’을 결성해 퍼레이드에 참
가했음. 초록색 장미를 들고 “아가씨 아닌 같은 시민” 구호를 외쳐 호응을 얻었고, 한 퍼레이드
참여자는 축제가 군민에게 미인이 되라고 부축이는 게 아닌 시민 누구나 축제의 주인공이 되
어서 함께 즐기자고 해야 한다고 언급함

② ‘벤치마킹’ 케이스
 디즈니랜드와 한국민속촌은 미인대회나 하나의 여성 캐릭터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캐릭터를 활용해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테마파크임
 이에 더해, 디즈니 캐릭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모습이 달라짐에 따라, 수
동적인 모습의 공주 캐릭터에서 능동적으로 스토리를 주도하는 ‘신여성상’의 모습이 투영된 공
주 캐릭터를 만들어내 큰 인기를 얻음. 한국민속촌은 다양한 조선시대 캐릭터를 생성했고, 온･
오프라인에서 방문객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음. 참고로, 기생 캐릭터의 경우,
춤, 노래, 시 등에 능한 예술인 이미지를 강조해, 과거 기생이 가진 퇴폐적이고 부정적인 이미
지가 부각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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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즈니랜드의 다양한 캐릭터 및 테마랜드] 미키마우스와 공주의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에만 의존
하던 디즈니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애니메이션 및 영화 캐릭터를 생성함. 다양한 캐릭터의 각
세계관에 맞춰 테마파크 구역을 구분하고 테마별 랜드를 조성함으로써 각 테마랜드 내 디즈니
캐릭터들이 정해진 시간･위치에서 방문객을 만나거나 돌아다니면서 방문객들과 소통해 테마랜
드의 고유 분위기를 잘 드러나게 함
 디즈니랜드에서 어떤 디즈니 캐릭터들이 만날 수 있을지는 방문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방문
객들은 설렘 반 기대 반으로 각 캐릭터의 테마랜드에 방문함
- 전 세계 디즈니랜드는 다양한 테마로 구성됨. 이 중 일부를 예로 들면, Fantasy Faire는 디
즈니 영화와 동화를 바탕으로 재현한 환상의 공간으로 디즈니 공주들을 만날 수 있음. Pixie
Hollow는 팅커벨과 친구들이 있는 공간, Toontown은 미키마우스와 친구들이 사는 공간임
Exhibit. 디즈니랜드의 테마랜드 예시

출처: Tripsavvy (2019)

③ 축제 솔루션 제시: 춘향전 내 다양한 캐릭터 생성을 통한 리브랜딩 방안 기획
 남원 춘향제는 공연형 축제로서의 브랜딩 강화 및 다채로운 공연의 적극적 홍보를 위해 이미
지 쇄신을 통한 중장기적 방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디즈니랜드와 한국민속촌의 캐릭터 활용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축제의 춘향선발대회에서 비롯
된 이미지를 다소 희석시키고, 80여개의 다채로운 공연 및 타 캐릭터가 돋보이게 할 수 있음.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과 관련 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캐릭터에 맞는 배경, 성격 등을 현시대
에 맞춰 설정함. 또한, 캐릭터 간의 인물관계, 주요 스토리 등을 기획해 축제장이자 춘향전의
배경인 광한루원 내 활용 방안을 수립함. 신규 캐릭터는 방문객과 소통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축제가 보유한 강한 춘향 이미지를 희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춘향전 내 다양한 캐릭터 발굴] 신규 캐릭터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은 캐릭터 간의 관계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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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넓은 축제 공간, 장시간 진행되는 공연 대신 상황극 등을 통한 축제 분위기 조성 방안 등임
 사또, 춘향, 몽룡, 방자 등의 캐릭터 발굴 및 캐릭터 간의 관계는 춘향전에서 차용해 설정할 수
있음. 특히 캐릭터 간의 관계성이 이야기의 전개를 풀어나가는 핵심이 되기 때문에, 캐릭터의
특성과 캐릭터 간에 얽혀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관계성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선제적으로 고려
되어야 함. 이로써 인물 간 관계성은 춘향과 같은 전형적 성격의 인물을 비전형적, 개성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곧 축제장 내 분위기 고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광한루원을 활용한 캐릭터 배치] 춘향제는 광한루원과 요천 일원을 축제 공간으로 활용하며, 광
한루원 내 춘향전과 관련된 장소를 식별해 신규 춘향전 캐릭터를 배치함. 이를 통해 축제 방문
객은 축제장 내에서 춘향전 캐릭터와 소통할 수 있고, 춘향전 속 분위기에 보다 이입될 수 있음
 축제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장시간 진행되는 공연 대신 춘향, 몽룡, 월매 등을 한 팀으로 묶어
총 3팀이 상황극을 진행함. 광한루원 내 오작교, 광한루, 월매집 3곳에서 진행하는 상황극을
통해 방문객은 기존 춘향에 대한 관심에서 더 나아가 캐릭터 전반 및 스토리에 대한 관심을 가
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오작교는 완월정을 지나 광한루 가는 길의 구름다리로, 사랑의 상징이자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을 상징함. 춘향전 내 춘향과 이몽룡이 오작교에서 사랑을 속삭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음
- 광한루는 이몽룡이 경치를 둘러보다가 그네 타는 춘향을 보고 한눈에 반하는 장소임. 남원에
처음 내려온 이몽룡이 방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곳을 묻자, 방자가 광한루를 알려주면서 춘향
전의 로맨스가 시작됨
- 월매집은 ‘춘향전’의 무대가 된 장소로, 춘향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월매집’이라고 지칭함.
춘향전에 그려지는 당시의 살림살이 등을 활용한 상황극, 몽룡과 춘향이 월매집 부용당에서
백년가약을 맺는 상황극 등을 연출할 수 있음
Exhibit. 광한루원 내 캐릭터 활동 구역(안)(예시: 광한루, 오작교, 월매집)

출처: 지리산둘레보고 홈페이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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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를 통한 리브랜딩(re-branding)] 한국 민속촌은 조선시대 인물을 민속촌 캐
릭터로 만들고 방문객과 소통하도록 한국 민속촌의 여러 공간에 배치하여, 관람형 전시 시설에
서 참여형 테마파크로 리브랜딩에 성공함. 한국민속촌은 신규 캐릭터의 특징, 캐릭터 간 관계
를 인물관계도에 세세히 설정해 안내함으로써 캐릭터 스토리텔링을 구성함
- 초기 민속촌 캐릭터를 방문객에 소개할 때,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인물 소개 시 사용하는
인물관계도를 사용해 하나의 세계관을 요약해서 보여줌
Exhibit. 한국민속촌 캐릭터 설정 및 인물관계도

한국민속촌 캐릭터 관계도

캐릭터별 이름, 설정, 특기 및 특성

출처: 한국민속촌 트위터 (2015)

 한국민속촌은 고객 동선을 고려해 큰 대문인 ‘대관문’을 기준으로 물리적 시공간을 구분했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로의 시간여행이 시작되는 콘셉트로 구성함. SNS를 통해 유명해진 조선시
대 인물을 찾기 위해 방문객의 동선이 넓어졌고, 방문객은 조선시대 인물과 소통하며 한국민속
촌을 친숙하고 긍정적인 공간으로 인지하게 됨

(3) 과제 우선 추진순위_기준수립 및 우선순위 도출
 축제 비즈니스 가치사슬 영역 內에서 각 영역별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단계 (step1~step4)를 정의하고, 각 영역 間 선후관계 식별을 통해 도출된 과제Pool의 우선순
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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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과제 영역별 우선순위 도출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앞에서 기술한 비즈니스 진단 결과와 상기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향후 1~2년차에 수행되어야 할
과제 (Do First!)와 향후 2~3년차에 수행할 (Do Next)과제 및 중기적으로 수행할 (Do Later)
과제 등으로 분류함
 이러한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는 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남원 춘향제의 경우 1~2년차에 지원받아야 할 사업으로 ‘춘향전 내 캐릭터를 활용한 축제장 공
간 재구성’, ‘브랜딩 전략 수립’이 있으며, 2~3년차에는 ‘기존 프로그램 upgrade’, ‘국내 관광
객 마케팅 강화’ 및 ‘고객 데이터 확보방안 마련’, ‘타깃 고객층 공략 실행계획 수립 지원 사업’
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이와 더불어, 아직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강화
는 비즈니스 중요도와 시급성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hibit.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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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 모델 분석
(1) Overview
 천안 흥타령춤축제는 한국 특유의 정서인 흥(興)과 춤을 바탕으로 하는 공연 관람형 축제임. 해당
축제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요인은 방문객에게 여러 ‘춤’ 공연을 선보이고 ‘흥’을 제고하는 것임
Exhibit. 천안 흥타령춤축제 Business Model Canvas

출처: 천안문화재단 (2019), 천안흥타령춤축제 2019 평가 보고서,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2) Product (축제 상품 및 서비스)
① Value Proposition (가치 제안)
 천안 흥타령춤축제는 관광객에게 ‘춤’이 테마인 다양한 공연을 통해 흥겨운 경험과 예술성, 다
양성, 관광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가치임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대부분 대회, 공연, 경연 등 볼거리 프로그램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축
제의 주요 테마인 ‘춤’과 연관성이 매우 높음
- 프로그램을 ‘즐길거리(체험, 참여)’, ‘볼거리(공연, 전시, 홍보관 등)’, ‘살거리(기념품 및 상품
판매)’, ‘먹거리(식음료)’로 구분할 경우, 볼거리 프로그램이 69.6%, 즐길거리 10.7%, 살거리
5.4%, 먹거리 3.6%, 기타10.7%로 집계됨
- 프로그램을 ‘테마 연관(O, 춤 관련 프로그램)’, ‘테마 비연관(-)’으로 구분한다면, 테마 비연
관(-) 프로그램 비중은 52.9%, 테마 연관(O)은 47.1%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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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천안 흥타령춤축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분류
(수)
공식행사

춤 경연대회

구분

테마
연관성

비고

환영 리셉션

볼거리

O

-

개막식(축하음악회)

볼거리

O

개막 퍼포먼스, 가수 공연

폐막실

볼거리

O

춤경연 및 국제춤대회 결선

전국춤경연대회

볼거리

O

109팀 참가

거리댄스퍼레이드

볼거리

O

-

국제춤대회(International Dance Competition)

볼거리

O

15개국 16팀(368명 참가)

솔로&듀엣 컴피티션

볼거리

O

27팀 34명 참가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KICDC)

볼거리

O

12개국 141명 참가

전국대학 치어리딩대회

볼거리

O

21팀 261명

막춤대첩

볼거리

O

-

볼거리

O

3.1운동 100주년 기획공연

볼거리

O

-

즐길거리

-

-

프로그램

데일리킬러콘텐츠 뮤지컬 콘서트 ‘유관순’
(기획 초청 공연) 댄스 인 뮤지컬
체험행사

체험행사(공예･공작8, 놀이･체험5, 기타2)
생활예술 페스티벌 ‘예술, 무지개’

즐길거리

-

공연 21개, 8개 작품 전시
-

볼거리

O

국제춤축제연맹(FIDAF) 집행위원 회의

기타 (회의)

O

-

타지역 쇼케이스(4회)

기타 (홍보)

O

서울, 아산, 대구 광장 방문

찾아가는 문화나눔공연

기타 (홍보)

O

3회 9팀

전국 디지털 축제사진 공모전

기타 (홍보)

O

프린지 페스티벌(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

세계문화체험 및 각종 체험행사

먹거리
즐길거리

-

춤, 연극, 마임, 마술 등

문화 및 음식체험
세계 풍물 등 문화 제험

먹을거리 장터

먹거리

-

취식 가능 인원이 2,760명

천안지역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살거리

-

45개 기업 참여

농특산물 한마당 큰잔치
부대행사 및 기타

볼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

즐길거리
천안농특산물 홍보 및 체험한마당

볼거리
즐길거리

시식코너 운영, 부대행사
-

O

살거리
흥타령 건강 증진관

농특산물 판매

홍보관, 품평회, 야생화전시
농특산물 판매

O

스트레스, 혈관 검사 등

청소년 어울마당

볼거리

-

청소년 동아리연합회 공연

실버짱콘테스트

볼거리

O

-

읍면동 화합 한마당(4종)

볼거리

O

단체줄넘기, 투호던지기 등

마당극 능소전(4일 8회)

볼거리

-

천안삼거리설화의 뮤지컬화

외국인 전통혼례

볼거리

-

외국인 참여행사

한미(평택 주한미군) 가족･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기타 (홍보)

-

외국인 참여행사

한중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기타 (홍보)

-

외국인 참여행사

향토인과 함께하는 음악회

볼거리

-

㈜향토음악인협회
천안지회 주관

천안흥타령 장애인가요제

볼거리

-

-

뮤직온

볼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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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분류
(수)

구분

테마
연관성

비고

시립합창단공연

볼거리

-

-

예술콘서트 천차만별

볼거리

-

민요, 가요, 밸리 공연 등

아름다운 인생

볼거리

-

-

투게더콘서트 가요강사협회

볼거리

-

-

힐링콘서트 충남자원봉사 시민네트워크

볼거리

-

-

홍순달의 바람난 재즈

볼거리

O

-

연무태극권

볼거리

-

-

출산장려 퍼포먼스

볼거리

-

-

교통안전 퍼포먼스

볼거리

-

-

청소년문화제

볼거리

O

-

방죽골 왕 버드나무가 살아났슈

볼거리

O

천안시민과 함께 즐기는 난타공연

볼거리

-

-

재즈팝&전통가요 페스티벌

볼거리

-

-

DJ파티

볼거리

-

-

신명 춤, 흥에 젖다

볼거리

-

최현경의 크레파스

볼거리

-

프로그램

풍물 뮤지컬

음악, 댄스 공연 구성

출처: 천안문화재단 (2019), 천안흥타령춤축제 2019 평가 보고서, 천안흥타령춤축제 일정표 (2019),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천안 흥타령춤축제의 주요 볼거리 프로그램은 전국춤경연대회, 거리댄스 퍼레이드, 프린지 페
스티벌(호수무대 등), 마당극 능소전, 데일리 킬러 컨텐츠(기획 초청공연) 등임. 춤, 노래, 뮤지
컬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이 구성됨
- 경연대회(전국춤경연대회, 막춤대첩 등) 7개는 춤과 연관성이 매우 높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팀이 참여하거나 초청됨
- 메인무대 뿐만 아니라 농특산물한마당 및 천안 농특산물 등 행사장 곳곳에 소규모 무대를 배
치함으로써 관광객의 공연 관람과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함
Exhibit. 천안흥타령춤축제의 대표 춤경연대회 프로그램
구분

참가팀

시상금

전국춤경연대회

국내*

109팀

총32팀 7,500만원

거리댄스퍼레이드

국제**

33팀 (1,706명)

총11팀 30,000천원

국제춤대회(International Dance Competition)

국제

15개국 16팀 (368명)

총13팀 $29,600

솔로&듀엣 컴피티션

국제

13개국 27팀 (34명)

총10팀 3,800달러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KICDC)

국제

12개국 141명

15,800달러

전국대학 치어리딩대회

국내

21팀

총8팀 540만원

막춤대첩

국제

사전, 현장접수

총6인 260만원

*국내: 프로그램의 수준 차이 발생, 프로그램 완성도를 보장하기 어려움
**국제: 일정 수준의 프로그램 완성도 보장 가능
출처: 천안문화재단 (2019), 천안흥타령춤축제 2019 평가 보고서, 천안흥타령춤축제 일정표 (2019),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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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길거리의 체험 프로그램들은 볼거리 프로그램과 비교해 다소 어린이 관광객 대상으로 진행
되며 춤과 연관도가 낮음
- 대표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백석대학교가 운영하는 건강증진관으로, 건강
증진관 부스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방문객에게 시력측정, 자세교정, 혈관건강검사 등 다양
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함
- 백석대학교에서 10개 전공, 14명의 교수진, 500여 명의 재학생이 참여했고 천안시 소속 5
개 보건기관, 관내 2개의 병의원, 1개의 의료기 업체가 참여하여 23개의 부스를 운영함131)
 살거리는 천안 및 전국 농･특산물, 축제 기념 티셔츠, 소품, 팬시용품 등이 중소기업홍보관, 기
념품 전용판매부스, 농･특산물 홍보 및 체험 한마당 등에서 판매됨. 또한, 무료 택배 서비스를
지원하여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함
 먹거리는 먹을거리장터의 대형 먹거리 부스, 세계문화체험의 세계 음식관 11곳에서 판매됨
 B2B 기업 고객에게는 단기간 약 34만 명의 집객효과132)가 있는 축제에서 기업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함

(3) Customer Interface 측면 (고객 접점)
① Target Segments (타깃 고객)
 천안 흥타령춤축제의 주요 방문객은 가족 관광객과 지역 주민인 천안시 거주자임
- 2019년 재단에서 실시한 축제 방문객 분석자료133)에 따르면, 여성 방문객(62.6%), 가족단위
방문객(60.1%), 30대 방문객(25.2%), 축제 재참여 의사를 밝힌 방문객(87.9%), 천안시 거주
민(66%)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타지 방문객 중, 인근 충남권(29.9%)과 수도권(서울 21.5%, 경기도25.2%, 인천 3.7% 포함)
등의 비중이 높은 편임
Exhibit. 천안 흥타령춤축제 주요 고객
가족 관광객

지역 주민

출처: 새로운천안 블로그 (2018), 새로운천안 블로그 (2019)
131) 머니투데이 (2019), 백석대, 천안흥타령춤축제서 '건강증진관' 운영
132)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결과
133) 천안문화재단 (2019), 천안흥타령춤축제 2019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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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난 1년 간(2018년) 방문객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 참여 횟수를 조사했을 때, 약 1~3
회 참여한 방문객(57.0%) 비중이 높게 집계되었고 천안시 내 고등교육기관이 많음에도 20대
의 참여 비중(7.5%)이 가장 낮게 집계됨
- 관광공사 소비자평가 보고서134)에 따르면 천안 흥타령춤축제의 평가에 참여한 소비자 거주
지역은 충남(36.5%) 및 경기(22.0%)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Exhibit. 천안 흥타령춤축제의 소비자 평가 응답자 거주지역 분석 (%, n=200)
구분

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동일지역 36.5

-

-

-

-

-

-

-

-

-

-

36.5

-

-

-

-

-

-

동일권역 11.0

-

-

-

-

-

6.0

-

1.5

-

3.5

-

-

-

-

-

-

-

-

-

-

-

22.0

-

-

-

타지역

52.5 19.0 0.5 3.0 4.5

1.5 0.5 0.5 1.0

-

출처: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보고서

② Distribution Channels (채널)
 천안 흥타령춤축제는 축제 자체 채널(홈페이지･SNS) 및 다양한 간접 채널을 통해 축제를 홍보
함. 간접 채널은 프로그램 운영사, 티켓 및 관광 상품 판매처 등을 포함한 파트너사 운영 채널,
국내 주요 커뮤니티, 국내 방송매체･언론사 채널이며, 이들을 통해 축제의 인지도를 제고함.
특히 2019년에는 수도권 외 광역시 중심으로 홍보를 확대함
- 주요 파트너사 채널로는 한국관광공사, 후원사인 국제춤축제연맹(FIDAF), 한국문화예술위원
회, 천안시 읍면동, 시민단체, 예술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백석대학교 등임
- 커뮤니티 채널에는 대학생 서포터즈, 관내 대학생 커뮤니티가 있으며 천안역, 천안 버스터미
널, 인근 대도시 옥외 광고(육교광고, 포스터, 현수막, 전광판 등), 대중교통 광고를 이용해
축제를 홍보함
Exhibit. 천안 흥타령춤축제 채널 분류

출처: 천안문화재단 (2019), 천안흥타령춤축제 2019 평가 보고서
134) 한국관광공사 (2019), 2019년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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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미디어는 지상파 및 케이블TV(KBS 등), 지방･주간 신문, 춤 전문잡지, 천안사랑소식
지, 도솔문예 등으로 여러 미디어에 축제 리플렛과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홍보물을 배포하여
관광객 및 공연 참가자를 유치함

③ Relationships (관계)
 천안 흥타령춤축제는 국내 소비자의 축제 관여도를 높이고 주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사
전 홍보 및 행사 쇼케이스를 진행함
 축제 및 재단 SNS 채널에 축제 홍보영상을 비롯해 대학생 서포터즈의 홍보활동, 춤 경연대회
포스터를 업로드함으로써 축제를 알리고 대회 참가팀을 모집함
 축제 개최 전날, 사전 행사 ‘천안흥타령춤축제 쇼케이스’를 서울 청계 광장과 왕십리역 광장,
아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실시함. 터키, 폴란드 등 12개국 300여 명이 세계 춤 공연을 선보
여 내･외국인들에게 천안 흥타령춤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축제 방문을 유도함
 지역 주민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축제에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 관내 대학과 연계한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함. 또한, 축제 기간에 찾아가는 문화나눔공연 및 예술단체와 협력한
‘2019 천안생활예술 페스티벌 ‘예술, 무지개’를 개최함
- 해외 공연단이 축제 전날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축제 기간에는 천안시 내 성환
이화시장, 병천 동남문화원을 방문해 세계 각국의 춤 공연을 선보이는 ‘찾아가는 문화나눔공
연’을 시행함
- 2019 천안생활예술 페스티벌 ‘예술, 무지개’는 생활문화동아리들이 운영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이미지를 구축함
- 또한 축제장 내 천안 농특산물 판매 부스와 중소기업 우수 제품 홍보관을 배치하여 관내 농
가와 기업에게 축제 참여 기회를 제공함
 한미(평택 주한미군) 가족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한중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이
축제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 그밖에 국제협력 및 교류를 위해 국제춤대회 참가국 대상 환영리
셉션을 시행하고 개막식에 주한대사 및 외교관을 초청함

(4) Infrastructure 측면 (축제 인프라)
① Key Activities (핵심 활동)
 천안 흥타령춤축제의 핵심활동은 축제의 공연 및 경연 프로그램 큐레이션과 시민 참여 프로그
램의 확대 운영임
 큐레이션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배포하는 일을 의미함.
흥타령춤축제는 국내외 수많은 공연단 및 콘텐츠에서 시의성 및 테마 적합성이 높은 작품을
선별해 축제 프로그램으로 조합함. 이를 통해 축제의 콘셉트를 공고히 하고 우수한 공연으로
관람객 만족도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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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의 전체 일정은 3월 기본계획 수립부터 4-6월 경연, 퍼레이드 등 참가신청 접수, 5-7월
경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7-8월 경 춤경연, 거리퍼레이드 참가팀 대표자 설명회 후, 9월 25
일에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됨
Exhibit. 천안 흥타령춤축제 추진 일정
구분

추진 일정

2019년 3월

천안흥타령춤축제2019 기본계획 수립

2019년 4월-6월

참가신청 접수(춤경연, 퍼레이드, 체험행사 등)

2019년 5월-7월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2019년 7월-8월

춤경연, 거리퍼레이드 참가팀 대표자 설명회

2019년 9월 25일-9월 29일

축제 개최 및 운영

출처: 천안문화재단 (2019), 천안흥타령춤축제 2019 평가 보고서

 국제춤대회의 경우, 4개 대륙 15개국에서 해외무용단 16팀을 초청하고 이 중 한국 대표 천안
시립무용단, 천안시 자매도시(중국2팀)를 제외한 13개팀이 국제춤대회 경연에 참가해 전통 민
속춤, 발레, 모던, 재즈, 창작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도록 구성함
- 국제춤대회 추진 일정에 따르면, 축제 개최 9개월 전부터 국제춤대회를 홍보하고 4월까지 참
가 지원팀을 모집하여 선정함. 4-5월에는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심사위원, 통역요원을
선정하고 7-8월에는 참가팀의 일정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함. 1개월 전부터 해외 참가팀을
인솔할 통역요원과 안내 공무원의 교육 및 점검을 마치고 24일부터 축제 종료일인 29일까지
환영행사, 국제춤대회 등을 운영함
Exhibit. 천안 흥타령춤축제의 국제춤대회 추진 일정
구분
2019년 1월

추진 일정
국제춤대회 참가팀 모집 홍보 및 안내문 발송

2019년 1월-4월

참가신청 접수 및 참가팀 확정

2019년 4월

해외심사위원 선정(6명) 및 국제춤축제연맹 임원 초청

2019년 4월-5월

통역요원 모집 선발

2019년 7월-8월

참가팀 명단 및 입출국 일정 파악, 세부추진계획 수립

2019년 8월-9월

통역요원･안내공무원 교육 및 최종 점검

2019년 9월 24일-9월 29일

해외 참가팀 환영행사 및 국제춤대회, 국제춤축제연맹 집행위원회의 개최

출처: 천안문화재단 (2019), 천안흥타령춤축제 2019 평가 보고서, 천안흥타령춤축제 일정표 (2019),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표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프린지 페스티벌과 생활문화 페스
티벌을 확대 운영함. 해당 행사들은 국내 문화예술인 및 아마추어 예술인에게 관객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며 자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이를 위해 2018년에 1개였던 프린지 페스티벌을 위한 공연 무대가 2019년에는 3개로 추가
됨. 생활문화 페스티벌에는 공연, 전시, 체험 분야의 예술가들과 천안시 시민 동호회가 자발
적으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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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ore Competences (핵심 자원 및 경쟁력)
 핵심자원 및 경쟁력은 천안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춤’이라는 축제의 정체성임
 ‘춤’이라는 메인 테마를 보유한 공연을 비롯해 프린지 무대, 시의성을 반영하는 뮤지컬 프로그
램을 기획함으로써 동시대 예술의 최신 경향을 반영함. 천안의 문화자원 중 하나인 천안삼거리
의 민속설화 ‘능소전’을 마당극으로 재해석하고 천안 출신 ‘유관순’에 대한 뮤지컬을 프로그램
으로 기획함
- 특히, 뮤지컬 ’유관순’은 2019년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하면서 시의성 및 예술성을 갖춤. 유관순의 일대기를 노래, 춤, 음악으로 표현해 유관순
열사가 천안 출신임을 알리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
- 축제 장소인 천안삼거리는 과거 한양과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로 통하는 길로, ‘천안삼거리
흥〜 능수나 버들은 흥〜’이라고 하는 흥타령과 더불어 삼거리에 능수버들을 심은 애절한 사
연을 담은 이야기가 함께 전해짐. 축제에서는 조선시대 형성된 설화를 기반으로 능소 아가씨
와 박 선비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마당극 능소전을 각색해 매년 공연을 진행함. 2019년에는
뿜뿜, 따르릉 등 가요를 접목해 재미를 더하고자 함
- 천안삼거리공원의 219,980㎡(6만 7천 평)에 이르는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대형, 소규모 무
대를 배치하고 여러 부대 행사를 개최함
 천안 흥타령춤축제는 7개 경연대회 ‘전국춤경연대회’, ‘코리아 국제현대무용 콩쿠르’, ‘막춤대
첩’ 등을 통해 축제 테마(춤)와 연관성을 높이고 장르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함. 거리댄
스퍼레이드 또는 국제춤대회가 민속춤 경연대회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공연 참가팀에게 춤에
대한 한계를 정해 놓고 있지 않음
 더하여, 메인 테마인 ‘춤’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천안 흥타령축제에서 천안 흥타령춤축제로
축제명을 변경했으며, 매년 축제 기간에 국제춤축제연맹 (FIDAF) 회의를 개최함
- 2012년 창립된 국제춤축제연맹(FIDAF)의 본부는 천안문화재단에 있으며 79개 회원국으로
구성됨. 세계 각국의 국제 춤 축제 간 상호협력하고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임
원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함

③ Partner Network (파트너 네트워크)
 천안 흥타령춤축제는 천안문화재단의 주최･주관 하에 기획･운영됨. 주요 후원사로 한국문화예
술위원회, 한국지역진흥재단, 국제춤축제연맹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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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이슈 및 문제점 도출
(1) 천안 흥타령춤축제 이슈 트리 분석
 천안 흥타령춤축제 현황 분석을 통해 파악된 이슈는 축제의 메인인 공연 프로그램 외 부대 행
사에 의존이 수반되는 운영구조, ‘흥 타령’ 축제로서 브랜딩하려는 메시지가 불명확한 점이며,
공연 참가 예술인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과 경연형(competition) 프로그램의 편중, 사전 홍보
및 안내 체계 미흡 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음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은 공연 참가팀의 지인이 아닌 이상 공연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참여
및 공연 관람 동기를 느낄 요소가 부재함. 이로 인해 직접 참여가 가능하고 춤과 연관성이 낮은
부대 행사 중 체험거리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 또한 공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홍보와 축
제장 내 공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안내 체계가 부족한 상황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축제 브랜딩 저하, 고객의 프로그램 참여도 하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수준 높은 공연에 대해 관광객의 인지를 독려하고, 프로그램에 관광객이 동화될 수 있
는 요소를 부여함. ‘흥 타령’ 춤축제로서 브랜딩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출된 다
양한 이슈간의 원인-결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근본원인 해결에 초점을 둔 방향으로 해결
해가야 함. 각 근본원인 별 상세 이슈 분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Exhibit. 천안 흥타령춤축제 이슈트리 분석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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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연형 프로그램 편중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공연형 축제로서 천안 흥타령춤축제는 춤 공연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전국춤 경연대
회’, ‘국제춤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
고 있으며, 대다수 공연 프로그램이 경연 방식
으로 진행됨
 이 때, 경연의 심사 방식은 현장에서 관광객 의
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라 선정된 심사위원
단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하는 관광객은 공연을 관람하
는 것 외에는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참여 동기가
없게 됨
 일반 관광객으로서는 공연에 대한 개인적 흥미
이외에는 직접적인 참여 및 관람 동기를 느낄
요소가 미흡하고, 결국 축제장 내에 있는 다양
한 체험거리, 즐길거리를 찾아 ‘춤’과는 다소 거
리가 있는 농특산물 체험관, 판매장 등으로 발
길을 돌릴 수 있음. 결국 관광객의 메인 프로그
램 참여 동기 미흡은 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대행사 프로그램의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문
제를 발생시켜 축제 콘셉트가 약화될 우려가 있음. 공연 프로그램의 스토리텔링 구성, 관광객
참여 심사 방식으로의 개선 등과 같은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즉, 경연형 프로그램 편중으로
인해 축제가 지향하는 ‘참여형 종합공연예술’ 콘셉트와의 괴리가 야기되고 프로그램 및 테마
연관성이 미흡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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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제 운영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흥타령춤축제는 ‘Cheonan World Dance
Festival’ 이라는 영문명으로 축제를 마케팅
하고 있음. 그뿐만 아니라 축제 측이 지향하
는 가치는 민속춤, 글로벌춤 공연 등 다채로
운 글로벌 춤 콘텐츠를 통한 관광객의 화합이
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음
 그러나, 글로벌축제를 지향하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의 ‘해외무용단’ 공연 수준에 다소 문
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연단 선정 운영
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예를 들어, 2019
년 천안 흥타령춤 축제에서 해외공연단 예상
참가팀은 19개국 20팀이었으나, 최종 참가팀
은 15개국 16팀에 불과했음. 국제 춤대회 참
가팀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 방안 미흡은 매년
발생하는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됨
 또한, 공연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가 미흡
하여 관광객이 공연 관람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음. 흥타령춤축제의 2019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축제장에서 수준 높은 공연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축제 운영이 미흡해 공
연 시행을 사전에 인지하지 않고 방문한 공연 관람객이 다수 존재했음. 이에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보다 집중하여 강화해야하며, 궁극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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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가 제한된 프로그램 관련 핵심이슈 및 결과
 흥타령춤축제는 참가자가 축제 분위기에서
직접 춤을 추며 흥에 흠뻑 도취되는 분위기
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대부분 단체 팀 결성
을 통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음. ‘막춤대첩’의 경우에만 현장
접수를 통해 개인이 춤을 출 수 있는 기회
가 있으나, 사회자 관여와 제한된 무대에서
만 춤을 추는 방식으로 또 하나의 경연 방
식을 따르고 있음. 결국, 일반인의 참여가
제한된 프로그램 구성으로 직접 춤을 춤으
로써 흥을 만끽할 수 없는 제약된 프로그램
은 프로그램 및 테마 연관성이 미흡해지고
고객 만족도 또한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옴
 단순 나열식, 경연식 공연 프로그램의 구성
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축제 동화 및 참여
기회를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스토리텔
링식 공연 프로그램 구성, 현장 투표형 경연
심사방식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함

(5) Key Findings
 앞서서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해 파악된 다양한 비즈니스 핵심이슈와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다시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성이 높은 축제 본연의 가치사슬(value chain)과 축제 운영체계
안에서 지원사업이 필요한 업무 영역을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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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가치사슬 영역은 천안 흥타령춤축제의 경우, 소재 R&D 영역을 제외한 축제 테마에 맞
는 ‘올해의 춤’ 제작을 포함한 마케팅활성화 영역, 고객분석 영역 그리고 상품화 영역으로 구
분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기업의 가치사슬 영역 중 기술개발, 오퍼레이션 및 마케팅 영
역을 강조하여, 축제 고유의 비즈니스 특징으로 재정의하여 핵심영역으로 구성함
- 또한, 가치사슬 각각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전략(Strategy)-계획(Plan)-실행(Do)-평가(See)
의 업무의 흐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축제 운영 체계라 말할 수 있음. 결국 축제 운영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치사슬과 운영체계의 매트릭스에서 앞
서 살펴본 비즈니스 이슈를 새롭게 매칭하는 것이 본 연구과제의 목표인 지원사업 발굴영역
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음
 천안 흥타령춤축제는 상기와 같이 총 5개 영역에서 key findings를 도출함
- 목표 및 전략수립_all strategy: 다수의 경연형 프로그램으로 인해 관광객의 직접 참여동기
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공급자 중심의 축제에서 탈피해 참여형 축제로의 전환 전략이 필요함
- 마케팅활성화_Plan: ‘흥’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참여형 대표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수
립이 필요함
- 고객분석_Plan: 내방 관광객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계획 및 분석설계가 필요함
- 마케팅활성화_Do: 참여형 대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 안무가 섭외 및 안무 설계, 지역
댄스아카데미 참여유도 홍보, 전문 댄스팀 사전홍보영상 제작 등이 필요함
- 고객분석_See: 기존 고객분석은 단순 만족도 수준 측정에서 벗어나야하며, 고객분석을 통해
마케팅 방향 수립 및 개별 프로그램 유지 및 폐지 등의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Exhibit. 천안 흥타령춤축제 Key Findings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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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사업 도출 및 수행 로드맵
(1) 지원과제 Pool
 도출된 Key findings을 기초로 세부 영역 (가치사슬&운영체계 매트릭스)에서 필요한 지원사
업 과제 Pool은 다음과 같음
Exhibit. 천안 흥타령춤축제 지원사업 과제 Pool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 중장기 비전 & 전략수립: 모든 가치 사슬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업무로 비즈니스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해당됨
- 보조 프로그램 기획: 상품화_Plan 단계에 지원이 필요한 업무로 올해의 춤 테마 선정, 안무
가 섭외 및 설계, 전문댄스팀 섭외 및 지역 댄스아카데미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기획 등 축
제의 ‘흥’을 살릴 수 있는 보조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함
- 타깃 고객층 공략 실행계획 수립 및 고객분석 방법 설계: 고객분석_Plan 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내방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타깃 선정기준과 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를
위한 고객분석 방안 설계지원 업무가 해당됨
- 고객 데이터 확보 방안 마련: 고객분석_See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축제 성과 진단 및
평가가 해당됨
- 올해의 춤 활용안 마련: 상품화_Do 단계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올해의 춤 경연대회 수행,
자원봉사자 안무연습, 전문댄스팀 홍보영상 제작 등의 지원사업이 해당됨
 이 중 마케팅활성화_Plan 단계 및 마케팅활성화_Do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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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지원사업 벤치마킹 사례
① 현황 및 이슈
 [경연형 프로그램 편중으로 인한 테마 연관성 미흡] 천안 흥타령춤축제는 경연 대회의 성격이 짙
으며, 경연형 프로그램 편중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테마 연관성이 미흡함. 이로 인해 축제가 지
향하는 ‘참여형 종합공연예술’ 콘셉트와의 괴리가 있음
 천안 흥타령춤축제는 대다수 프로그램이 경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연 심사 방식은 현
장에서 관람객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라 선정된 심사위원단의 결정으로 이루어짐. 이
때문에 사실상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하는 관람객은 공연을 관람하는 것 외에는 프로그램에 직
접적인 참여 동기가 부족함. 또한, 축제 참가자는 경연 대회 관람 외에는 특별한 축제 경험을
만족하기 어려움이 있음
- 흥타령춤축제의 대부분 프로그램은 단체 팀 결성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됨. 프로
그램 ‘막춤대첩’의 경우 현장 접수를 통해 개인이 춤을 출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사회자 관
여와 제한된 무대에서만 춤을 추는 방식으로 또 하나의 경연 방식을 따르고 있음. 따라서, 관
광객이 직접 춤을 춤으로써 흥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 분위기 형성이 부족함
Exhibit. 천안 흥타령춤축제의 주요 경연형 프로그램

전국춤경연대회(학생부)

국제춤대회

전국대학 치어리딩대회

출처: 천안 흥타령춤축제 홈페이지 포토갤러리 (2019)

 [K-Pop 커버댄스 문화 확산에 이은 글로벌 대회 개최] 유튜브와 소셜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주류
미디어에 방영되지 않아도 다양한 콘텐츠 확산이 가능해짐. 특히 한류 관련 ‘리액션’, ‘커버댄스’,
‘번역’ 등 팬이 만든 콘텐츠135)가 인기를 끌고, 신규 시청자 및 팬을 끌어들여 새로운 콘텐츠
를 계속 생성하고 있는 추세임
- K-Pop 관련 콘텐츠 중 커버댄스 콘텐츠는 아이돌 그룹의 댄스를 그대로 따라 추며, 의상이
나 표정까지 모방함. 번역 콘텐츠는 노래 가사, 관련 기사 등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한 것이
고, 리액션 콘텐츠는 뮤직비디오, 공연 등 영상물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담아낸 것임
- 특히, 커버댄스는 자발적 참여형 콘텐츠로 분위기를 고조시켜 흥을 유발해 관객으로 하여금

135) 한겨레 (2019), 유튜브가 밀고 팬들이 끌며…케이팝, 주류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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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독려할 수 있음. 이는 사전 홍보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한 국내･
외 사례 역시 늘고 있음
- 대형 기획사 중 하나인 YG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온라인 커버댄스 콘테스트를 개최해 물리
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글로벌 소비자에게 신곡을 알리고 홍보함
Exhibit. K-Pop 커버댄스 대회 및 커버댄스 그룹

블랙핑크 커버댄스 콘테스트
포스터

천안문화재단의
‘K-Pop월드댄스콘테스트’
나이지리아 TSOD팀 대상 수상

벨기에 댄스그룹 MOVE NATION의
커버댄스 영상

출처: 조선일보 (2020), Youtube @joseph benjamin (2020), Youtube @MOVE NATION (2020)

② ‘벤치마킹’ 케이스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아이돌 팬 문화였던 커버댄스는 놀이문화이자 취미로 자리 잡았고,
국내･외 팬들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인 K-Pop 커버댄스 대회가 개최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한류 팬들을 위한 ‘2020 K- Pop 커버댄스 페스티벌’이 온라인 플
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최됨. 1차 온라인 예선 (Round 1)에 총 5,069개 커버댄스 영상
이 등록되었고 아시아, 유럽, 북미 국가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Exhibit.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2020

국가별 대회 참가 영상 5,069개

K-Pop 커버댄스 대회 참가자의 영상물

출처: K팝 커버댄스 페스티벌 홈페이지 (2020)

 [스위스 로잔, K-Pop Culture Day(케이팝 컬처데이)] 2020년 초, 스위스 로잔에서 비영리단체
KPOPWSISS(케이팝스위스)가 ‘K-Pop Culture Day(케이팝 컬처데이)’를 기획함. 해당 행사
는 K-Pop 커버댄스 경연 대회 형식으로 개최됨. 첫 행사임에도 스위스 지상파 ‘RTS TV’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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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24시(24heures)’ ‘20미니츠’, 라디오 ‘원FM’ 등 방송 매체의 많은 관심을 받음
- ‘K-Pop Culture Day’는 2019년 11월 말부터 약 한 달 반 정도 준비해 2020년 1월 25일
(이하 한국 시각)에 개최됨. 행사를 위해 평균연령 17세의 청소년 8명으로 조직 위원회를 구
성하고, 랜덤 플레이 댄스 공연을 찾아다니며, K-Pop 팬을 만나기 위해 베른, 취리히, 바젤,
루체른, 브베 등을 방문함. 이벤트 홍보는 80% 이상을 SNS를 통해 진행하고, 나머지 20%는
직접 스위스, 프랑스의 일반학교, 예술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함. 또한 세 번의 댄스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를 받고, 팬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함136)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으로 K-Pop 프로 댄서를 파리에서 초빙했고, 세계 최고의 발
레 콩쿠르로 불리는 로잔 발레 콩쿠르를 주관하는 학교 베자르 발레의 수석 무용수, 쇼팽 피
아니스트 그리고 홍대에서 유명한 K-POP 전문 DJ까지 초대함
Exhibit. 스위스 비영리단체 KPOPSWISS가 개최한 제1회 'K-POP Culture Day'

'K-POP Culture Day' 진행 화면

'K-POP Culture Day' 현지 언론보도

출처: 스포츠조선 (2020), [SC초점] 스위스도 K-POP열풍→커버댄스대회 대성황…"韓流, 스위스 곳곳
에 스며들게 할 것

 [광주시 시민참여형 콘텐츠 BTS 제이홉 ‘Chicken Noodle Soup’137) 커버댄스]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의 Chicken Noodle Soup의 커버댄스가 유행하며, 인스타그램에서는 '치킨 누들
수프 챌린지'를 줄인 CNSChallenge 해시태그와 함께 안무 커버 영상 게시물이 28만 건 이
상138)을 기록함
- 광주광역시는 ‘빛튜브’를 활성화하기 위해 ‘치킨누들수프’ 가사에 등장하는 충장로･금남로를
시작으로 광주 대표 명소에서 커버댄스 영상을 촬영함. 커버댄스에는 제이홉 모교인 국제고
후배,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회원, 지역 국악인, 2019년도 광주시 신규 공무원 등 다양한 시민
들이 참여함
- 광주광역시 시민소통기획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매체를 적극 활용해 Chicken Noodle Soup의 커버댄스와 같은 시민
참여형･공감형 시정 홍보를 이어가고 있음

136) 스포츠조선 (2020), [SC초점] 스위스도 K-POP열풍→커버댄스대회 대성황…"韓流, 스위스 곳곳에 스며들게 할 것
137)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의 솔로곡 ‘치킨 누들 수프’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 2억건을 돌파함(2020.10.05)
138) 중앙일보 (2019.10.10), 'SNS 안무 커버만 28만건'..BTS 제이홉, '치킨 누들 수프' 차트･유튜브서 반응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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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축제 솔루션 제시: ‘올해의 춤’(가칭) 개발을 통한 축제 방문객 참여 유도 방안 모색
 천안 흥타령춤축제는 일반 지역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참여형 대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이를 통해 축제장 내 ‘흥’을 유발하고, 축제 방문객이 체험하며 만끽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신규 프로그램 ‘올해의 춤’(가칭) 개발] 축제 방문객,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등 축제 참여 주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 ‘올해의 춤’(가칭)을 통한 참여 유도 방안이 필요함
- ‘올해의 춤’ 추진절차(안)는 1) 매년 ‘올해의 춤’ 댄스 테마 선정, 2) 올해의 춤을 기획할 수
있는 안무가 섭외 및 안무 설계, 3) 설계된 춤을 바탕으로 전문 댄스팀을 통한 안무 영상 제
작 및 공모전 홍보, 4) 커버댄스 동호회 및 댄스교실을 중심으로 한 홍보 및 공모전 참여 유
도, 5) 축제장 내 축제 참여주체(축제 방문객, 스태프, 자원봉사자, 공연팀, 지역 주민 등) 모
두가 함께하는 ‘올해의 춤’ 및 ‘올해의 춤’ 댄스 경연대회 실시 순임
Exhibit. 천안 흥타령춤축제 신규프로그램 ‘올해의 춤’(가칭) 추진절차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기존 천안 흥타령춤축제는 매년 축제의 주제나 테마가 부재해 방문객으로 하여금 금년도 축제
의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축제였다고 볼 수 있음
- 2019년 천안 흥타령춤축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축제일정에서 춤 관련 경연형 콘텐츠를 다
수 확보하고 있으나, 매년 축제의 공통된 주제 및 테마 하에서 기획되고 스토리텔링 등의 구
성을 갖춘 춤 콘텐츠가 미흡함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대면 형식의 축제 개최가 불투명해져 천안문화재단은 2020
년 천안 흥타령춤축제의 대체 콘텐츠로 유투브를 통한 ‘K-Pop 월드 댄스 콘테스트’를 개최함.
경연대회 참가자 대부분이 K-Pop 팬이었던 과거와 달리 K-Pop 전문 댄스팀이 커버댄스 경
연 대회에 참가했다는 점, 일부 공모영상 내 천안 흥타령춤축제와 관련된 자기소개를 언급하게
했다는 점 등에서 의의가 있으나, K-Pop 월드 댄스 콘테스트에서 천안 흥타령춤축제 고유의
테마는 찾을 수 없었음. 따라서 천안 흥타령춤축제도 매년 축제 전체의 ‘올해의 테마’ 선정을
제안함
- 예를 들어 함평 나비축제의 경우 ‘올해의 나비’를 선정했고139), 문경찻사발축제의 경우
2018년 ‘문경 찻사발의 꿈! 세계를 담다’, 2019년 ‘쉬고, 담고, 거닐다!’라는 주제를 형성해

139) 2020년 제22회 함평나비축제 올해의 나비는 ‘산제비나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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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를 포괄할 수 있는 금년도 한정 테마를 기획하여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선사함
 ‘올해의 춤’을 기획할 안무가 섭외 및 안무 설계의 경우, 축제의 대표 춤인만큼 모두가 테마를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앞서 선정된 테마를 중심으로 축제에서 가볍게 출 수 있는 안무로 구
성되어야 함
 전문 댄스팀 안무 영상 제작 및 공모전 홍보를 위해 전문 댄스팀, 자원봉사자 등이 주체가 되
어 매년 테마별 ‘올해의 춤’ 안무 영상을 촬영하고 온라인에 배포함. 동시에, ‘올해의 춤’ 공모
전을 홍보하여 신청서와 안무 영상을 제출하도록 독려학고 당선작을 선정함. 축제 측이 제작한
‘올해의 춤’ 안무 영상과 공모전에 제출된 안무 영상은 사전 홍보물로 사용해 축제장 내 ‘올해
의 춤’ 관람에 대한 잠재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고조시켜 축제에 대한 친근감을 강화할 수 있음
- 축제 사전 홍보 및 공모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위스의 K-Pop Culture Day(케이팝 컬
처데이)의 홍보 사례를 벤치마킹함. 전문 댄스팀의 안무 영상을 온라인 SNS 중심으로 업로
드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댄스교실, K-Pop 커버댄스 동아리 등을 중심으로 홍보함. 오프라인
홍보의 주 타깃은 이미 댄스에 관심이 높은 잠재고객이며, 이들을 충성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지막으로, ‘올해의 춤’을 축제 준비 기간동안 축제 스태프, 자원봉사자, 댄스팀 등이 함께 배
워 축제기간 내 축제장에서 춤으로써 축제장 내 흥을 유발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킴. 또한, ‘올
해의 춤’ 배우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축제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이 현장접수를 통해 ‘올해의
춤’ 댄스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음. 더하여 참가자와 동반한 가족 및 친구들 모두 축제에서
‘흥’을 느끼고 즐길 수 있음
 [‘올해의 춤’을 통한 기대효과] 기존 경쟁형 프로그램 및 공연 관람 활동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축제 방문객의 ‘춤’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참여 동기를 제고하고 특별한 축제 경험 및 만
족도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매년 매력적인 테마 선정으로 축제의 정체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축제 방문객을
비롯해 축제 운영 주체(국내･외 댄스팀, 자원봉사자팀 등) 모두가 특정 테마로 차별화된 ‘올해
의 춤’을 배우고 공모전 및 대회에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축제 개최 전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축제장에서 흥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함

(3) 과제 우선 추진순위_기준수립 및 우선순위 도출
 축제 비즈니스 가치사슬 영역 內에서 각 영역별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단계 (step1~step4)를 정의하고, 각 영역 間 선후관계 식별을 통해 도출된 과제Pool의 우선순
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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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과제 영역별 우선순위 도출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앞에서 기술한 비즈니스 진단 결과와 상기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향후 1~2년차에 수행되어야 할
과제 (Do First!)와 향후 2~3년차에 수행할 (Do Next)과제 및 중기적으로 수행할 (Do Later)
과제 등으로 분류함
 이러한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는 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천안 흥타령춤축제의 경우 1~2년차에 지원받아야 할 사업으로 ‘축제 테마를 살린 ‘올해의 춤’
기획’, ‘브랜딩 전략 수립’ 및 ‘기존 프로그램 upgrade’가 있으며, 2~3년차에는 ‘신규 프로그
램 개발 및 기념품 확대’, ‘국내 관광객 마케팅 강화’ 및 ‘고객 데이터 확보방안 마련’, ‘타깃
고객층 공략 실행계획 수립 지원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이와 더불어, 아직 해외 관광
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강화는 비즈니스 중요도와 시급성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hibit. 실행과제 우선순위 Matrix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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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제 테마와 프로그램 연관성
 2019년 축제 주제･테마와 프로그램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비관련 프로그램 비중이 평균
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타 축제 대비 축제 주제와 연관도가 높은 축제 유형은 공연형 및
전시형 축제이며, 체험형 축제와 특산물 축제는 연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하동 야생
차문화축제는 타 특산물 축제에 비해 축제 주제와 연관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Exhibit. 2019 축제 유형별 및 축제별 테마 연관 프로그램 현황 (테마 연관 프로그램 비율 %)
유형

축제명

체험
체험
체험
특산물
특산물
특산물
특산물
공연
공연
공연
전시
전시

무주
진도
함평
풍기
양양
하동
금산
영동
남원
천안
강진
문경

프로그램
개수 (개)
59
51
60
59
39
25
31
39
73
51
74
39

테마 연관
프로그램
36%
29%
22%
37%
36%
68%
39%
67%
62%
47%
43%
62%

(각 축제의 면적은 2019년 방문객 수를 의미함)

축제 유형별 테마 연관 프로그램 비율 현황 비교 (2019)

축제별 테마 연관성 현황 (2019)

**이천쌀문화축제는 2019년 개최 취소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개별축제인터뷰, (축제별 면적은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참고)

- 체험형 축제인 무주 반딧불축제, 함평 나비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는 축제 테마와 프
로그램 연관도가 36% 이하로 낮은 편이고, 함평 나비축제의 경우 12개 축제 중에서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남. 무주 반딧불축제의 테마 연관 프로그램 비중이 36%이고, 진도 신비의바
닷길축제는 29%, 함평 나비축제 22%임
- 특산물 축제도 하동 야생차문화축제를 제외하고 축제 테마와 프로그램 연관성이 30% 후반
대로 낮은 수준임.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의 테마 연관 프로그램 비중은 68%로 12개 축제 중
에서 가장 높음. 반면, 금산 인삼축제의 축제 테마 연관 프로그램 비중은 39%, 풍기 인삼축
제는 37%, 양양 송이축제는 36% 순임
- 공연형 축제의 테마와 프로그램 연관성은 47%-67% 사이에 위치해 타 축제 유형보다 비교
적 높은 수준임. 영동 난계국악축제는 테마 연관 프로그램 비율이 67%이며, 12개 축제 중
2번째로 높음. 뒤이어 남원 춘향제는 62%, 천안 흥타령춤축제는 47% 순임
- 전시형 축제에서 문경 찻사발축제의 테마와 프로그램 연관성은 62%로 타 축제 대비 높은 수
준이고 강진 청자축제는 43%로 약간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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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제 외지 방문객 유입 현황 분석
 축제 유형별 외지 방문객 유입 현황 분석 결과, 전시형 축제와 체험형 축제는 대부분 외지 방
문객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전통 소재 공연형 축제인 남원 춘향제와 영동 난계국악축제의
경우 타 지역 방문객 비중이 30%로 가장 낮았음
Exhibit. 2019 축제 유형별 및 축제별 방문객 유입 현황 (외지인 비율 %)
유형
체험

축제명
무주

방문객(명)
450,308

외지인 비율
43%

특산물
특산물
특산물

양양
하동
금산

64,697
42,399
130,832

70%
49%
70%

전시
전시

강진
문경

102,807
223,026

61%
81%

체험
체험
특산물

공연
공연
공연

진도
함평
풍기

영동
남원
천안

101,324
368,418
261,135

41,950
376,126
336,292

63%
70%
43%

38%
34%
64%

(각 축제의 면적은 2019년 방문객 수를 의미함)

축제 유형별 외지1) 방문객 유입 현황 비교 (2019)

축제별 방문객 현황 (2019)

*광역지방자치단체 이외 지역 거주자 (강원도, 충청남도 등)
**이천쌀문화축제는 2019년 개최 취소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개별축제인터뷰, (축제별 면적은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참고)

- 체험형 축제는 대체적으로 외지 방문객이 많이 방문해 함평 나비축제와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의 외지 방문객 비율은 약 60% 이상임. 반면, 무주 반딧불축제는 외지 방문객 비율이
43%로, 지역 주민의 방문이 더 높게 나타남
- 특산물 축제에서 외지인 방문객 유입이 높은 축제는 금산 인삼축제(70%)와 양양 송이축제
(70%)이고, 풍기 인삼축제(43%)와 하동 야생차문화축제(49%)는 지역민의 방문이 다소 높은
수준임
- 공연형 축제에서는 천안 흥타령춤축제 외 남원 춘향제와 영동 난계국악축제의 지역민 방문
비중이 매우 높게 파악됨. 각 축제의 외지 방문객 비율은 천안 흥타령춤축제가 64%이며, 영
동 난계국악축제는 38%, 남원 춘향제는 34%를 차지함
- 전시형 축제에서는 외지 방문객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문경 찻사발축제 방문객 중 81%
가 외지 방문객임. 강진 청자축제의 방문객 외지인 비율은 61%로 비교적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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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제 방문객 연령 비율 분석
 12개 축제는 대부분 50-60대 중장년층의 방문 비중이 높으며, 특히 남성 중장년층의 방문이
높은 편임. 반면, 10-30대 젊은층의 비중은 평균 26.7%에 불과한 수준임
Exhibit. 2019 축제 방문객 연령 비율 분석 (단위: %)

*이천쌀문화축제는 2019년 개최 취소로 데이터 집계 대상에서 제외됨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한국관광공사 내부자료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10-30대 젊은층의 비중이 가장 낮은 하위 두개의 축제는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와 금산 인삼축
제로, 이 두 축제의 비중은 각각 19.5%, 19.1%이며, 12개 축제 평균(26.7%)보다 낮음. 그로
인해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와 금산 인삼축제는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젊은층 유
치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임
 12개 축제의 젊은층 평균 비중(26.7%)을 상회하는 축제는 7개 축제뿐이며, 무주, 함평, 영동,
남원, 양양, 천안, 문경 축제가 해당함

(4) 축제 사전 홍보체계
 현재 축제의 사전 홍보 방식은 영화관, 엘리베이터, 터미널, 지하철역 등을 활용한 매스 마케팅
활동이 주(主)를 이룸. 이처럼 일방적 광고 위주의 오프라인 활동 수행이 대다수임. 축제 리플
릿의 경우, 축제 행사 일정 및 지도 등의 일차원적인 정보 전달에 국한되어, 지역 관광자원 정
보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축제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홍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한편, SNS 홍보의 경우 이벤트를 통한 콘텐츠 업로드를 독려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이로 인
해 축제가 제공하는 경품을 받고자 하는 단발적인 콘텐츠만이 올라오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
생함. 따라서, SNS 홍보전략이 효율적이지 않아 젊은층에 소구할 콘텐츠(지역 관광자원)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자체 홍보에만 초점이 맞춰져 SNS 홍보가 원활하지 않고 그 효과가 미
비하다는 공통 이슈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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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축제인 독일의 Oktoberfest의 경우 약 7개월 전부터 SNS 홍보를 시작하며, 축제
시작 100일 전 D-day 100 카운트다운을 진행함. 홍보 과정 중 축제 프로그램 소개, 대표
기념품 및 먹거리 등을 홍보하며 축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
Exhibit. 온라인 사전홍보 벤치마킹 사례: 독일 Oktoberfest
Oktoberfest 월별 SNS 홍보 및 주요 게시글

SNS 홍보 타임라인

출처: Oktoberfest 공식 인스타그램 (2020),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12개 축제는 남원 춘향제, 무주 반딧불축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콘텐츠의 양이 부족하며, 양
양 송이축제의 경우, SNS 사전 홍보를 1개월 전부터 진행하고 있음. 대다수 축제는 사전 홍보
를 축제 1-2개월 전에 시작하므로, 그 콘텐츠 수가 매우 적은 수준임. 이에 따라, 축제를 홍보
하기에 시기가 충분하지 않아 사전 홍보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천안은 7개월 전부터, 영동은 6개월 전부터 사전 홍보를 기획하며, 이와 더불어 금산과 이천
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축제는 사전 홍보를 축제 개최 1-2개월 전에서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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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2019 축제별 온라인 사전 홍보 현황
SNS 월별 사전홍보 및 주요 게시글 (2019)**

축제별 홍보기간 (2019)
축제명

Oktoberfest
무주
진도
함평
풍기
영동
남원
양양
강진
하동
천안
금산

총 홍보 기간*
9개월
3개월
3개월
2개월
3개월
7개월
3개월
2개월
3개월
2개월
8개월
4개월

사전 홍보 기간
7개월
2개월
2개월
1개월
2개월
6개월
2개월
1개월
2개월
1개월
7개월
3개월

(*축제기간 포함)

*이천쌀문화축제는 2019년 개최 취소로 데이터 집계 대상에서 제외됨
**축제 개최 시기는 동일한 월로 일괄 조정해 홍보 기간을 비교함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각 축제 주요 SNS 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중 축제별 가장 활용
도 높은 채널을 선정하며, 2019년 업로드된 자료를 분석함)

(5) 축제 기념품 다양성 및 차별화 부재
 축제 기념품의 다양성 및 차별화 부재로 인한 공통이슈가 존재함. 축제 대부분의 기념품은 문
구류, 패션 소품 등 그 카테고리가 한정적이며, 카테고리 내에서도 1~2개의 품목만을 구성하
는 상황이 빈번함. 또한, 축제 측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운영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어 폐지되는 경우가 발생함
 뿐만 아니라, 대다수 축제 기념품은 축제 회차별 테마를 반영한 ‘한정판’의 개념이 아닌, 단순
히 축제의 로고만을 부착하여 차별성 낮은 상품으로 인식됨. 즉, 축제나 지역 상설판매장에서
언제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기념품의 구매 동기를 유발할 만한 희소성이 부재
한 실정임. 이처럼 축제 측의 다양한 기념품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
- 최근 젊은층을 타깃으로 하는 미술관과 전시회, 일부 축제에서는 특색 있는 ‘굿즈’를 기획하
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굿즈는 특정 시기에만 기획되는 한정적인 제품이라는 의미가 강하
며, 트렌디한 감수성을 지님
- 기념품은 행사장에서 나눠주거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굿즈는 한정적인 제품으로
특정 시기를 놓치면 쉽게 구매하기 어렵고, 희소성이 높은 제품으로 인식된다는 차이점이 있음
- 평창국제평화영화제(PIPFF)는 코로나19 여파 속 ‘강원도 감자’ 쇼핑 열풍에 착안해 굿즈를
제작함. 강원도 특산물이자 과거 전쟁과 배고픔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구황작물로 활용된
감자를 ‘평화’와 ‘치유’의 존재로 해석하며 영화제의 테마 연관도를 높임. 또한, 키링, 티셔
츠, 에코백 등 감자를 활용한 굿즈를 판매하며 영화제 사전홍보 효과를 제고함
- 독일 옥토버페스트는 축제 소재를 활용한 맥주잔, 식품, 소품 등 폭넓은 종류의 기념품을 판
매하며, 남녀노소 등 고객 세그먼트를 구분해 타깃을 세분화한 상품을 기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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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축제 고객 대부분이 젊은층인 점을 고려함. 축제 측은 연도별로
아트워크를 디자인하고 이를 접이식 의자, 의류, 음료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해 한정판 굿즈
를 선보이며, 트렌디함을 통해 축제 방문객에게 어필함
 결국, 현재 축제들은 단순 로고만 부착하는 등 차별성 낮은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어 축제 고유
의 특성과 희소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공통 이슈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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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과제별 추진방향
 축제별 비즈니스 진단을 통해 가치사슬 상에서 어느 영역이 취약한지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 상품화･
고객･마케팅 영역이 해당되었으며,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최우선과제(Do First)를 각 축제 별로 도
출함
 결론적으로 비즈니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상품화 영역이 코로나 상황을 차치하고, 경쟁력을 잃어가
는 상황으로 분석되었으며, 고객 데이터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타깃 마케팅을 수행하는 축
제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축제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연간 단위의
이벤트 행사라는 지역의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과 그에 상응
하는 양질의 기획 및 마케팅 역량이 필요함. 하지만, 예산 문제와 순환 보직 등의 비통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한계는 배제하더라도, 그간 축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그널, 즉 젊은 고객층의
외면, 새로울 것이 없는 축제장, 생태환경의 위협 등이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경
종을 주고 있었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 탐색과 노력보다, 매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 매스마케팅 활동 등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질적인 체질 변화나 의
미있는 발전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됨. 특히 상품 개발 ･프로그램 기획 역량의 근원인 고객 분
석의 경우, 기본적인 고객데이터 집계, 분석설계 등이 미흡해 프로그램 개선･마케팅 기초자료
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황임. 그간의 축제는 다년간의 매스 마케팅을 통해 홍보 노하우는 구
축되어 있으나, 상품화 및 고객분석은 다소 체계적이지 못하며, 이 또한 개별 축제 역량에 따
라 상이한 수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직접재정지원종료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과제 요약을 위해 먼저 각 축제별 Do first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 영역을 분류하였음. 과제 영역은 상품개발, 수용태세 개선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수
용태세 개선은 축제 고객의 경험과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인력 등의 준비 수준을 의미함.
따라서 수용태세 개선은 축제 가치사슬 상에서 고객 및 마케팅에 관련된 과제와 연결되어 있음
- 관광상품개발 영역은 코로나시대 대응 및 디지털 혁신 대응 복합(하이브리드)형 축제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및 상품화 분야 중점 지원사업으로, 축제 방문객, 참여기업 등 고객을 대상으
로 한 축제의 즐길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의 체험, 관광, 소비 등과 관련한 콘텐츠, 프로그
램, 기념품 등의 창작, 기획, 개발, 생산 등의 제작과 유통에 해당함
- 수용태세개선 영역은 코로나시대 대응 및 디지털 혁신 대응 복합(하이브리드)형 축제 사전 안
내 및 정보 제공 강화, 고객경험･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으로, 축제 방문객, 참여기업 등 고객의 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시설, 홍보 및 안
내체계, 교통 등 축제 접근성, 인적 역량 등의 개선에 해당됨. 이와 더불어, 축제 방문객 고
객데이터 집계, 분석설계 등을 통한 DB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에 해당되는 고객분석 영역이
수용태세 개선과 관련됨

310

직접재정지원종료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

Exhibit. 13개 직접재정지원종료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과제별 요약
축제명
이천
쌀문화축제

구분
세부영역

지원사업명

상품화

이천 쌀 상품 스펙트럼 확대 방안 수립

고객분석

축제 고객 DB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마케팅
활성화

라이프스타일 브랜딩 전략 수립

상품화
하동
고객분석
야생차문화축
마케팅
제
활성화
상품화
금산 인삼축제

양양 송이축제

풍기 인삼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단순히 차를 음용하는 목적에 치우친 축제장
분위기로 차 문화에 해당하는 요소(차 다기
활용, 분위기 연출 등)들과 어우러지는 것이
취약하며, 먹거리 만족도도 낮음

마케팅
활성화
상품화

양양송이 고부가 패키지 투어 상품 개발

고객분석

축제 고객 DB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마케팅
활성화

양양송이 고급화 브랜딩 전략 수립

상품화

풍기인삼 대표 음식문화 프로그램 개발

고객분석

축제 고객 DB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마케팅
활성화

젊은층 유입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기획

상품화

반딧불이 생태환경 중심 축제 프로그램 개발

고객분석

축제 고객 DB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마케팅
활성화

고객층 다변화를 위한 프로모션 기획

상품화

함평나비 생태환경 중심 축제 프로그램
개발
축제 고객 DB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마케팅
활성화

축제 홍보성과 제고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상품화

해양환경 보호 테마 중심의 신비의
바닷길 보조 프로그램 개발

진도
신비의바닷길 고객분석
축제
마케팅
활성화

강진 청자축제

하동 야생차 차별성 강화 브랜딩 전략
수립

이천명 이천원 가마솥밥, 용줄다리기 등 기존
축제 프로그램이 올드(old)하고, 축제의 특색을
살린 기념품이 미흡하며 우수한 축제 소재인
‘이천 쌀’에 비해 축제 브랜딩이 미흡함

금산인삼 고부가 패키지 투어 상품 개발 우수한 금산 인삼의 차별성을 활용한 브랜딩이
축제 고객 DB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미흡하고, 축제 방문객의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어 있음
금산인삼 고급화 브랜딩 전략 수립
(20-30대 방문객 19%에 그침)

고객분석

함평 나비축제 고객분석

문경
찻사발축제

축제장 외연확대를 위한 상품 개발
축제 고객 DB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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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고객 DB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해양환경 생태계 축제 중심 재브랜딩
기획

상품화

고객 스펙트럼 확대를 위한 상시
프로그램 개발

고객분석

축제 고객 DB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마케팅
활성화

Semi-mania층 유입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기획

상품화

고객 스펙트럼 확대를 위한 상시
프로그램 개발

고객분석

축제 고객 DB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기후변화 등 외부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송이
생산량 변동으로 기존 축제 운영 방식은
고수하기 어려움
특산물 축제임에도 먹거리 만족도가 높지
않으며, 판매형･상업형 이미지가 강하고,
젊은층 유입이 미미함
생태환경 오염 및 기후변화에 따른 반딧불
개체수 감소로 축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있고, 반디탐사 외 생태･반딧불이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적음
외부환경요인으로 인해 나비 개체수가 줄고
있으며, 나비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적어 고객
유인에 한계로 작용함

생태환경 변화(통제불가능 요인)로 인한
바닷길 열림현상이 불투명하고, 이로 인해
축제 지속가능성 위기에 봉착함

전통성과 대중성 사이 방향성이 확립되지
않아, 도예인과 축제 측 추진방향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먹거리 살거리
만족도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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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축제명

구분
세부영역

지원사업명

마케팅
활성화

Semi-mania층 유입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기획

상품화

전통국악 대중적 관심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축제 프로그램 개발

영동
고객분석
난계국악축제
마케팅
활성화

남원 춘향제

축제 고객 DB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국악캠프 상설화를 위한 마케팅
프로그램 기획

상품화

기존 축제 이미지 쇄신을 위한 축제
콘셉트 강화 프로그램 개발

고객분석

축제 고객 DB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마케팅
활성화

공연형 축제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한
재브랜딩 전략 수립

상품화

경연형 중심에서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전환 방안 기획

천안
고객분석
흥타령춤축제
마케팅
활성화

축제 고객 DB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참여형 대표 프로그램 ‘올해의 춤’ 기획
및 홍보 운영 방안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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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국악의 대중적 관심도가 저조하며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올드한 국악 소재 프로그램을 제공해
관광객 스펙트럼 확장에 한계로 작용함

‘춘향제=춘향선발대회’라는 지배적인 인식으로
공연형 축제로서의 브랜딩이 약함

경연형 프로그램의 편중으로 프로그램
테마연관성이 미흡하고 ‘참여형’ 콘셉트와의
괴리가 있음. 무엇보다 축제장 내 관광객들이
‘흥’을 느낄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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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산물 축제별 관광상품개발 및 수용태세개선 지원사업 세부 수행방안
 특산물 축제(이천 쌀문화축제,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금산 인삼축제, 양양 송이축제, 풍기 인삼
축제)는 인삼, 차, 송이 특산물이 충분히 고급화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상품가치를 활용하여, 축
제에서만 한시적으로 즐길 수 있는 한정판 개념의 고부가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이에 부합
하는 고급화 브랜딩 전략 수립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개별 축제로 살펴보면, 이천 쌀
문화축제는 쌀 상품의 스펙트럼 확대 및 상품 고급화 브랜딩 전략 수립 방향으로,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는 축제 소재의 특색을 살린 축제장 환경 조성 및 코로나19를 고려한 외연 확대 방안
수립 방향으로, 그리고 충분히 고급화가 가능한 금산 인삼과 양양 송이축제는 고부가 패키지
투어, 젊은층 유입 및 고객층 다변화가 필요한 풍기 인삼축제는 대표 음식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젊은층 유입 확대 방안이 지원사업으로 필요함
- 이천 쌀문화축제는 ‘쌀 문화’ 축제를 대표할 만한 킬러 콘텐츠가 부재해 단조로운 먹거리 프
로그램만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아 쌀 가공 기념품 및 먹거리가 한정적임. 이
러한 이유로 축제 브랜딩이 흔한 먹거리 축제로만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천 쌀’이라는 명성
에만 의존하는 상황임. 앞서 벤치마킹 사례에서 살펴본 일본 아코메야(Akomeya), 동네정미
소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상품화 확대 사례를 참고하여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으
로 ‘이천 쌀 상품 스펙트럼 확대 방안 수립’이 도출됨. 이와 함께 이천 쌀 문화축제의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으로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딩 전략 수립’이 필요함. 상품화 개발 방향으로 축제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기존 쌀 중심의 프로그램이 주는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쌀 스
펙트럼의 확대가 다양한 식기까지 포함하여, 소비자의 밥상과 관련된 라이프스타일 문화를
제공하는 포지셔닝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함
- 하동 야생차문화축제는 축제 소재의 낮은 대중적 인지도에 기인하여 축제가 지닌 희소가치 및
경쟁력 브랜딩이 부족하고, 차 문화 축제인 반면 특색을 살린 축제장 환경 조성이 미흡해
2022 하동 세계차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체부 생활관
광 활성화 프로그램 ‘다달이 하동’의 차마실 키트를 활용한 ‘축제장 외연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이라는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이 필요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더 이상 기존 오프라인 축
제장 중심의 대규모 밀집형 축제 형식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더욱이 지역 관광자원 활용
축제장 외연확대를 통한 분산개최(안) 필요성이 대두됨. 또한, 하동차에 대한 우수성과 차별
성이 고객에게 충분히 어필되지 못하고 있어, 핵심 프로그램 타깃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동
야생차의 차별성 강화를 위한 브랜딩 전략 수립’이 수용태세개선 지원사업으로 필요함
- 금산 인삼축제는 젊은층 유치 방안 부재로 인한 시니어 계층에 편중된 방문객, 금산 인삼축제
의 차별성과 정통성 이미지 부여 미흡 및 재단 재정자립화 도모를 위한 수익사업 부족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음. 따라서 해당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Oregon Truffle Festival이 소규모 사전예약제 기반 주말 미식여행으로 포지셔닝하여 고부
가 패키지 투어를 기획한 점에 착안해 ‘금산인삼 고부가 패키지 투어’라는 관광상품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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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필요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는 걸 기피하고, 공간 혼잡도가 주요
이슈로 자리잡음에 따라 소규모 사전예약제는 향후 축제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이 되었음. 이와 더불어, 고급 상품화에 부합하는 ‘금산인삼 고급화 브랜딩 전략 수립’ 차원의
수용태세개선 지원사업이 필요함. 이는 국내 대표 프리미엄 인삼 제품인 정관장 제품과의 비
교 경쟁구도가 아닌, 축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와 콘텐츠를 이미지화하는 방향으로 기
획할 것을 제안함
- 양양 송이축제는 송이버섯의 생산량 부족과 그 변수를 보완할 방안의 부재로 인해 국내산 송
이 집결지라는 희소가치 브랜딩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비관련된 콘셉트 프로그램으로 인해
대표 프로그램의 고객 만족도가 낮은 상황임. 따라서 이탈리아 피에몬테(Piemonte)주 알바
(Alba) 지역의 White Truffle Festival이 흰 송로버섯을 고급화하고, 송로버섯 채취를 위해
필요한 도구 위주로 구성된 키트를 제작해 축제를 운영하는 점에 착안하여 ‘양양송이 고부가
패키지 투어’라는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이 필요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
는 걸 기피하고, 공간 혼잡도가 주요 이슈로 자리잡음에 따라 소규모 사전예약제는 향후 축
제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되었음. 이와 더불어, 금산인삼 축제의 고급화 브랜
딩과 동일한 방향으로 ‘양양송이 고급화 브랜딩 전략 수립’ 차원의 수용태세개선 지원사업 역시
필요함
- 풍기 인삼축제는 축제 내 살거리가 수삼 판매에 편중되어, 특산품 판매형 축제로서 상품 다양
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문화적 색채가 미흡해 풍기 인삼축제만의 차별화된 브랜딩 및 대표 프
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마늘을 테마로 한 미국의 유료 특산물 축제인 California
Gilroy Garlic Festival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하여 ‘풍기인삼 대표 음식문화 프로
그램 개발’이라는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이 필요함. 또한, 풍기 인삼축제에 방문하는 젊은층
이 20대 남성과 여성의 경우 각각 3.4%, 2.4%에 그치는 등 인삼 판매뿐만 아니라 젊은 감
성을 반영한 인삼 먹거리, 프로그램, 상품을 기획해 젊은층을 유치하고 음식문화축제의 성격
을 강화할 수 있는 ‘젊은층 유입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기획’이 수용태세개선 지원사업의 일환
으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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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 체험형 축제별 관광상품개발 및 수용태세개선 지원사업 세부
수행방안
 생태 체험형 축제(무주 반딧불축제, 함평 나비축제,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는 공통적으로 생
태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축제 지속성 위기에 놓여있음. 따라서 국내･외 타 생태축제 벤치마킹
사례를 통해 생태환경 중심의 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고객층 다변화를 위한 프로모션, 축제 홍보
성과 제고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해양환경 생태계 축제 중심의 재re 브랜딩 기획 등이 필요함
- 무주 반딧불축제는 생태환경 오염으로 인해 대표 콘텐츠인 반딧불이 개체수 확보가 어렵고,
이로 인해 대표 프로그램에 차질이 발생하며 방문객 만족도 저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
임. 따라서 타 반딧불이 축제의 사례를 통해 반딧불이 서식지 및 인근 숲속 등 무주의 자연
환경을 무대로 다양한 반딧불이와 생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예를 들어, 미국
Pennsylvania Firefly Festival은 반딧불이의 보존적 가치와 앨러게니(Allegheny) 국유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축제로, Naturalist(숲 해설가)와 자원봉사자가 반딧불이 보호를 위한 감
상 에티켓을 교육하는 등의 프로그램이 있음. 또한, 국내에서는 아이들이 숲속에서 자연스럽
게 놀이와 학습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자연형 놀이터인 유아숲
체험원이 전국에 총 34개 있으며, 1,000여 종의 식물로 가꿔진 수목원을 아이들을 위한 친
환경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수목원 내 6개 공간 속 27개 정원을 숲 해설가의 설명
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유한 파주 벽초지수목원 그린스쿨 등의 생태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할 수 있음. 이와 같이 ‘반딧불이 생태환경 중심의 축제 프로그램 개발’이
라는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이 필요하며, 마케팅 활성화 및 수용태세개선 차원에서 ‘고객층
다변화를 위한 프로모션 기획’ 지원사업이 있음
- 함평 나비축제는 대표 프로그램인 ‘나비 날리기’에 의존도가 높으며, 테마 외적인 소재로 프로
그램을 구성함으로써 낮은 테마연관성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프로그램 타겟팅이 고객의 양
적 확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임. 따라서 미국 Minneapolis Monarch Festival,
Mariposa Butterfly Festival 등의 나비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생태교육적 메시지 전달 부
분을 벤치마킹하여 관광상품개발 차원에서 ‘함평 나비 생태환경 중심의 축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마케팅활성화 및 수용태세개선 차원에서 ‘축제 홍보성과 제고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이 필요함. 이를 통해 나비를 소재로 한 다양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비 보호와
생태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간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는 조수간만의 차로 수심이 낮아져 약 2.8km 바닷길이 드러나는 현상
을 보고 체험하는 경험을 핵심가치로 제공하는 축제인 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바닷길 열
림현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축제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임. 따라서 해당 이슈를 해
소하기 위해 산호초 관광 축제인 호주 Great Barrier Reef Festival이 축제의 문제점으로
자리잡은 산호초 백화현상을 극복하고자 해양생태보호축제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해 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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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을 제시하며, 축제 지속성에 명분을 제시한 사례를 비롯해, UN World Oceans Day에
개최되는 행사에 함께 등록되면서, 진도에서 해양포럼을 개최하고, 이때 해양 생태 동아리
등이 함께 참여하면서 바다친화적 이미지에 기여하는 등 축제의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 측면에서 ‘해양환경 보호 테마 중심의 신비의 바닷길 보조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수용태세개선 차원의 지원사업으로는 ‘해양환경 생태계 축제
중심의 재re 브랜딩 기획’이 필요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행사의 개최 가능성이 불투
명해짐에 따라 비대면 채널을 함께 활성화함으로써 보조 프로그램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바닷길 열림현상의 신비화 전략 및 글로벌 환경 축제로의 도약에 기여할 수
있음

4. 전시형 축제별 관광상품개발 및 수용태세개선 지원사업 세부 수행방안
 전시형 축제(문경 찻사발축제, 강진 청자축제)는 축제가 지닌 고유의 전통성과 대중성 사이의
딜레마가 가장 큰 이슈로, 외부 도예교실 등과 협력해 상시 도예교육 커리큘럼을 제작하는 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상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고객 스펙트럼 확대 방안 및 고객 홍보 효과
가 가장 높은 Semi-mania층 유입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이 필요함
- 문경 찻사발축제는 30명 이상의 도예인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타 도자기 축제에서 경험하
지 못하는 문경의 전통방식(발물레, 망댕이 가마)을 이용한 도자기 및 찻사발 제작 과정을 보
고 체험하는 경험을 핵심가치로 제시하는 반면, 축제 측과 도예인의 의견차이로 인해 전통성
과 대중성의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신규 프로그램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킬러 콘텐츠가 부재함. 따라서 해당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호주 Crockd DIY 도자
기 키트 사례를 통해 문경 찻사발축제발(發) 생활 찻사발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고, 이와 더
불어, 외부 문화센터 및 도예교실 등과 협력하여 상시 찻사발 도예교육 커리큘럼(Kids
class-Beginner class-Semi master class-Master class)(안)을 제작할 수 있음. 코로나 시
대에는 더 이상 축제 기간만이 축제가 아니며, 다수가 오프라인 공간에 동시 밀집된 형태만
이 축제가 아님. 따라서 상시 커리큘럼 제작을 통한 축제 연중 사전홍보 등은 코로나시대에
꼭 필요한 변화이며 대응형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임. 이에 더해, 해당 클래스에 축제
도예인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도예인은 직접 실용적인 살거리를 제작하지 않고도 예술정신을
전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제고의 장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수강생과 도예인의 축제
관여도가 향상될 수 있고 축제와의 간극(gap) 역시 줄어들 것임. 더 나아가, 상시 교육 커리
큘럼을 통해 제작한 도자기 및 찻사발을 향후 축제장에 출품･전시하는 등 ‘고객 스펙트럼 확
대를 위한 상시 프로그램 개발’을 관광상품개발로 지원할 수 있음. 이처럼 기존 축제 형식은
축제와 단절되어 있다가 축제 기간에만 접할 수 있던 반면, 향후 축제는 지속적인 노출을 통
해 고객과 상시 교류 혹은 연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객층을 확대할 수 있음. 또한,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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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Mania층(도자기 애호가 및 박물관 방문자)에서 Semi-Mania층인 도예교실 수강생 및
강사를 타겟팅함으로써 사전 홍보효과를 높이고 고객 스펙트럼 확대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
음. 따라서 문경 찻사발축제에는 ‘Semi-mania층 유입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기획’의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역시 필요함
- 강진 청자축제는 청자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에게 청자 제작 과정의 관람 및 체험 경험
과 구매 기회 제공을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관광객은 예술성이 높은 프로그램에 가장 높은
흥미를 느끼는 반면, 축제 측은 콘셉트에 부합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신설해 예술성과 대중성
의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해당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CROWDY에 소개된 ‘그릇 빚다’ 도자기 키트 사례를 통해 강진 청자축제발(發) 생활 청자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외부 문화센터 및 도예교실 등과 협력하여 상시 청자
도예교육 커리큘럼(Kids class-Beginner class-Semi master class-Master class)(안)을
제작할 수 있음. 코로나 시대에는 더 이상 축제 기간만이 축제가 아니며, 다수가 오프라인 공
간에 동시 밀집된 형태만이 축제가 아님. 따라서 상시 커리큘럼 제작을 통한 축제 연중 사전
홍보 등은 코로나시대에 꼭 필요한 변화이며 대응형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임. 이에 더
해, 해당 클래스에 축제 도예인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도예인은 직접 실용적인 살거리를 제작
하지 않고도 예술정신을 축제를 통해 전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제고의 장을 형성할 수 있
으며, 이는 수강생과 도예인의 축제 관여도가 향상될 수 있고 축제와의 간극(gap) 역시 줄어
들 것임. 더 나아가, 상시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제작한 도자기 및 청자를 향후 축제장에 출
품･전시하는 등 ‘고객 스펙트럼 확대를 위한 상시 프로그램 개발’을 관광상품개발로 지원할
수 있음. 이처럼 기존 축제 형식은 축제와 단절되어 있다가 축제 기간에만 접할 수 있던 반
면, 향후 축제는 지속적인 노출을 통해 고객과 상시 교류 혹은 연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
객층을 확대할 수 있음. 또한, 소규모였던 Mania층(도자기 애호가 및 박물관 방문자)에서
Semi-Mania층인 도예교실 수강생 및 강사를 타겟팅함으로써 사전 홍보효과를 높이고 고객
스펙트럼 확대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음. 따라서 강진 청자축제에는 ‘Semi-mania층 유입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기획’의 수용태세개선 지원사업 역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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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연형 축제별 관광상품개발 및 수용태세개선 지원사업 세부 수행방안
 공연형 축제(영동 난계국악축제, 남원 춘향제, 천안 흥타령춤축제)는 대중적 관심도 제고 및 축
제가 지닌 고정적 이미지 해소, 경연대회 쏠림 현상 극복 등의 이슈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전
통국악의 대중적 관심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축제 프로그램 개발, 기존 축제 이미지 쇄신을 위
한 콘셉트 강화 프로그램 개발,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의 전환방안 기획 등이 필요함
- 영동 난계국악축제는 전통 국악공연 구성이 핵심이며 우리나라 3대 악성의 고향에서 듣고 즐
기는 전통 국악과 공연의 감동을 핵심가치로 제시하는 반면,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의 딜레마
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전통국악 축제의 브랜딩 구축 및 신규고객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일례로, 전통국악의 대중적 관심도가 저조하고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방문객을 대
상으로 old한 국악 소재 프로그램을 제공해 관광객 스펙트럼 확장에 한계를 경험함. 따라서
해당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크라운해태 국악캠프 등 국내 다양한 국악캠프 및 상설 진로캠프
사례를 통해 관광상품개발 차원에서 ‘전통국악의 대중적 관심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축제 프로그
램 개발’ 지원사업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향후 국악 관련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국악기
체험 및 공연 관람 경험을 상시 제공함으로써 국악축제 방문객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기 위해
‘국악캠프 상설화를 위한 마케팅 프로그램 기획’ 역시 필요함. 코로나 시대에는 더 이상 축제 기
간만이 축제가 아니며, 다수가 오프라인 공간에 동시 밀집된 형태만이 축제가 아님. 따라서
국악캠프 상설화 등을 통한 축제 연중 사전홍보 및 마케팅 등은 코로나시대에 꼭 필요한 변
화이며 대응형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임
- 남원 춘향제는 춘향전의 배경이자 조선을 대표하는 정원인 남원 광한루원에서 춘향선발대회
와 춘향제향, 춘향국악대전 등 전통 문화공연 관람 경험을 핵심가치로 제시하는 반면, 80여
개의 공연이 부각되지 않아 춘향제에 대한 기대감이 공연보다는 춘향선발대회에 맞춰져 있
으며, 이미 존재하는 콘텐츠의 활용도가 낮아 테마 연관성의 질적 내실이 떨어진다는 한계점
이 있음. 따라서 해당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민속촌의 ‘웰컴투조선’, 디즈니랜드의 테마
랜드 조성 등의 벤치마킹 사례를 통해 춘향전 내 살아있는 캐릭터를 배치하고 공간구성에 반
영하는 등 ‘기존 축제 이미지 쇄신을 위한 축제 콘셉트 강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이 필요함. 이때 축제장 내 캐릭터 배치 및 공간구성시 코로나19를 고려

대응해

분산 배치함으로써 사회적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음. 이와 더불어, ‘공연형 축제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한 재re 브랜딩 전략 수립’이라는 수용태세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현시대의
트렌드에 맞춘 다채로운 공연 제공 및 공연형 축제로서 재re 브랜딩을 꾀할 수 있음. 일례로,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남원의 관광자원 및 광한루원 일대를
무대로 활용하여 비대면 공연형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음
- 천안 흥타령춤축제는 ‘춤’이 테마인 다양한 공연을 통한 흥겨운 경험과 예술성, 다양성, 관광
성 제공을 핵심가치로 제시하는 반면,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이 대부분 대회, 공연, 경연 등
볼거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경연대회 쏠림 현상이 있음. 따라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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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스위스 로잔 K-Pop Culture Day, 광주시 시민참여형 커버댄스 콘텐
츠 등의 사례를 통해 춤의 테마 및 프로세스를 반영하는 ‘경연형 중심에서 관객 참여형 프로그
램으로의 전환방안 기획’이라는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참여형 대표
프로그램 ‘올해의 춤’ 기획 및 홍보 운영 방안’이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필요함.
이로써 매년 축제의 테마를 정하고, ‘올해의 춤’을 기획할 수 있는 안무가를 섭외 및 춤을 제
작해 축제의 사전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축제장 내 자원봉사자 및 스탭의 ‘올해의
춤’ 참여로 축제장 내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음

6. 13개 축제 공통 지원사업 세부 수행방안
 13개 직접재정지원종료 문화관광축제는 공통적으로 상품･프로그램 기획 경쟁력의 근원인 고
객 분석이 미흡하다는 이슈가 있음. 따라서, 수용태세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객 DB 확보
를 위한 공통과제가 필수적임. 방문객 고객데이터 집계, 분석설계 등을 통한 ‘축제 고객 DB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에 해당되는 고객분석 지원사업이 필요함. 프로그램 개선･마케팅 기초자료로
서의 고객 분석 기능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이용현황, 시설 집객도, 방문객 통계, 광고물 노
출효과 등 기초 dataset 정의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축제기간 기초 dataset 수집 솔루션
제시 및 수행 지원사업이 필요함

7. 맺음말
 국내 대표 축제인 13개 직접재정지원종료 문화관광축제가 당면한 현안을 비즈니스 모델 분석
을 통해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도출하였으며, 지원이 시급하고 비즈니스 중요도가 높은 문제를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발굴함. 다만, 지원사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개별 축제에
서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선진 사례 발굴과 자문 의견을 담아서 제시함.
또한 고객층 다변화를 위한 수용태세 점검도 수행하여, 진단 결과를 통해 축제 운영팀에서 자
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음
 한편, 지난 수십 여년간 축제는 성장･발전해왔으나 한국의 대표 관광상품으로서 갖춰야 할 역
량은 아직 충분하지는 않음. 현재 축제 규모와 기간을 고려할 때 축제 기획부터 운영 및 마케
팅∙홍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며,
현실적으로 축제 운영 과정과 성과에 대한 내부 불만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임. 일부 축제의 경
우 지자체와 축제 재단 간의 역할과 책임(Role & Responsibility)에 대한 업무 분장도 정리될
필요가 있는 점과, 추진 인력 역량에 대한 보완은 시급하나, 단순히 역량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역량 강화 방안은 관리역량 강화에
있으며 이를 위해 관리 매뉴얼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실제 일부 업무의 경우, 축제 준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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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은 축제 내부 추진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고 있으며, 이처럼 위탁 운영에서의 관건은 외부 전문회사의 선정과 관리 방식임. 역량있는
위탁운영사를 발굴하는 선정 기준을 수립하고, 계약관리부터 업무 진행 모니터링 기준 및 피드
백 관리 등에 대한 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하는 것만으로 내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내부 인력 역량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교육방안 마련과 인재 채용 및 육성
계획도 중요하나, 지금까지의 업무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관리 방안 매뉴얼 제작도 고려해봐야 함
 ‘축제’는 연단위 이벤트 사업으로 마케팅을 통해 단기간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속성의 비즈니스로, 다른 관광상품보다 고객 트렌드의 변화 반영, 축제
아웃소싱 업체 선정, 후원기업 관리 및 효과적인 홍보채널 관리 등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한 업
무 역량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발굴된 지원사업을 업무 분야별 ‘Best Practice’로 정립하여 다
른 여타 축제에 B.P. 사례를 적용하는 활동으로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간다면, 국내 축제의 전반
적인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본 컨설팅 결과에서는 단기적인 축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위주로 사업이 발굴되었으나,
향후 대한민국 대표 관광상품으로서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축제에 필요한 역량을 재정의해
야 하며, 특히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가치 제공을 핵심가치로서 정립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적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320

CHAPTER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

■ 비대면 축제 사례 심층 분석
■ 하이브리드형 축제 개최 방안
■ 김제 지평선축제
■ 보령 머드축제
■ 안동 국제탈춤축제
■ 진주 남강유등축제
■ 화천 산천어축제
■ 비대면축제 적정예산 규모 및
재원 다각화 방안

비대면 축제 사례
심층 분석
1. 지역 축제 개최 현황
2. 대안적 축제 유형 및 주요 현황
3. 대안적 축제 성과 및 주요 이슈 분석
4. 축제의 위기와 기회 요인

2020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1. 지역 축제 개최 현황
(1)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지역 축제 개최 현황
 코로나 19 급속 확산으로 2020년 개최 예정이었던 대다수 지역 축제들이 취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축제와 지역 경제 모두 큰 타격을 입음
- 코로나 19 확산으로 2020년 1월 20일부터 지역축제가 취소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12월
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947개 지역 축제의 82%(795개)가 취소됨. 개최중이거나 완료된 축제
는 16%(152개)로 집계됨140)
-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1월 20일 이전에 개최된 축제는 2% (21개)에 불과함
Exhibit. 2020 지역축제 개최 현황(단위: 개, %)
지역축제 총계

코로나19 이전
개최
(1.1-1.19)

합계

개최

개최 취소

968
(100%)

21
(2%)

947
(98%)

152
(16%)

795
(82%)

코로나 19 이후 개최 (1.20-12.3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0), 축제 동향 보고 (2020.12.31 기준, 개최 축제는 개최완료 및 개최중 축제 합계) *소수점 첫
째자리 반올림

 지역 축제 취소는 축제 지속성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위기로도 이어짐. 축제 개최
에 따른 수익원인 입장･체험료, 부스 임대･사용료, 판매 수익, 기업 후원 등이 사라짐에 따라
재정 위기가 발생함. 이에 더해 매년 일정한 시기에 개최되던 연속성이 단절됨에 따라, 축제
인지도 저하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됨
 또한 축제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농업
인의 소득 감소와 숙박･외식 등 관광산업 전반의 피해가 발생함.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축제 취소는 지역 경제의 위
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됨

(2) 비대면･분산화 등 대안적 축제의 확산
 대다수 지역 축제들이 취소된 가운데, 일부는 축제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
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으며, 축제 형태와 개최 방식을 변화하는 대안적 축제가 시도됨. 보령
머드축제는 AR체험, 집콕머드체험키트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비(非)대면 방식의 축제를
기획했고, 춘천 마임축제는 공연장 분산 및 소규모 공연 기획을 통해 관객 밀집도를 낮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오프라인 축제를 기획함
 축제의 개최 방식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언택트, 온택트, 하이브리드 등 대안적 축제를
지칭하는 다수의 용어가 등장･혼용되고 있음. 각 용어들은 크게 개최 장소에 따라 온라인과 오
140) 지역 주민, 지역 단체, 지방 정부가 개최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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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인, 온･오프라인 병행 축제로 구분됨
-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축제의 용어로는 온라인 축제, 랜선축제, 비대면 축제, 언택트(untact)
축제, 온택트(ontact) 등이 활용되고 있음
- 온택트(ontact)는 사람간 접촉 및 대면하지 않고(untact)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 몰입과 상호
연결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2020년 김제 지평선축제, 금산 인삼축제 등에서도 활용됨. 이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연결(on)을 더했다는 의미로, 비대면 상황에서 고객과의 상호작용
(interaction)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축제의 용어로는 오프라인 축제, 대면 축제가 있음
Exhibit. 대안적 축제 관련 주요 용어
개최 장소

온라인

오프라인

용어명

활용 예시

온라인 축제

“…최초 시도 온라인 축제 ‘2020 시흥갯골랜선축제’ 성황리 종료…”

랜선 축제

“…온라인축제는 LAN 케이블이 전달한다는 뜻의 ‘LAN線(랜선) 축제’로 불림 …”

비대면 축제

“…코로나19 시대...‘비대면’으로 바뀌는 축제…”

언택트 축제

“…서울문화재단, VR로 춤 배우고 온라인전시 ‘언택트 축제’ 기획…”

온택트 축제

“…비대면을 이르는 ‘언택트’에 연결인 ‘On’을 더한 ‘온택트(On+Untact)’ 축제…”

오프라인 축제

“…독립예술인 축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내달 온･오프라인 축제 개최…”

대면 축제

“…대면 축제를 대체해 집에서 축제 기분을 내게 만들어줄 ‘비대면 축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축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축제…”

출처: News Clipping (2020)

 코로나 19 이전의 축제 또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활용했으나, 축제 개최 시기를 기점으
로 전(前)･중(中)･후(後)에 따라 활용 방식이 구분되었고, 온라인 채널의 역할은 주로 축제 전
단계에 국한되었음
 그러나 현재는 축제 전･중･후를 아우르는 전 단계에서 온라인 채널이 활용되며, 오프라인 채널
의 활용도는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Exhibit. 코로나 19 이전 및 현재 축제 단계별 활용 채널 비교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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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축제는 네이버TV, Youtube등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송출하고, 오픈
마켓 등을 통해 특산물을 판매하는 등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운영 방식을 활용함.
축제의 분류와 핵심 콘텐츠에 따라 주요 이용 채널은 동영상 플랫폼, 오픈마켓, 온라인 전시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보령머드축제는 공연 프로그램인 ‘집콕 머드라이브’의 영상 송출을 위해 Youtube를 활용함
 일부 축제는 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하되, 방문객 밀집도를 낮추거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봉화 은어축제는 오프라인 축제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활용해 특산물을 판매함. 고
객은 차에 탄 채로 축제장을 방문하고, 미리 포장된 은어를 구매하는 방식임
- 춘천마임축제는 대규모 관객이 축제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재래시장,
산책로, 공공기관 등 100개의 공간에서 소규모 관객이 관람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분산
하고, 관객과 공연자 사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관객 밀집도를 낮춤
Exhibit. 대안적 축제 개최 사례
보령머드축제

봉화은어축제

춘천마임축제

온라인 영상 플랫폼 활용 공연

드라이브 스루 은어 판매

공간 분산형 프로그램 운영

출처: 중부매일(2020), 경북매일(2020), 춘천시 (2020)

 전면 취소가 주를 이루던 8월까지와 달리, 9월 이후에는 대안적 축제의 선례를 참고해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가 증가했고, 12월까지 약 152개의 지역축제가 개최됨141)
 이에 따라 2020년 코로나 19 확산 이후 개최된 축제를 대상으로 대안적 축제의 현황과 특성,
성과 및 한계점 등을 조사했으며, 총 45개 축제의 사례를 수집해 축제의 기획과 운영, 주요 이
슈 측면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함

141) 문화체육관광부 (2020), 축제 동향 보고 (2020.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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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적 축제 유형 및 주요 현황
(1) 축제 개최 유형 분류
 코로나 19 확산 이후 나타난 대안적 축제 유형은 크게 신(新)오프라인 축제, 온라인 비대면 축제,
하이브리드형 축제로 구분됨
- 기존 축제는 오프라인 축제장 중심의 대규모 밀집형 축제로 개최되었으나, 코로나 19 확산
이후 오프라인 축제는 비접촉 방식으로 변화함. 주요 프로그램을 오프라인 공간에서 진행하되,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드라이브 스루 판매, 드라이브 인Drive-in 공연을 기획해 참가자간 물
리적 차단 방법을 마련하는 방식 등이 해당하며, 참가자간 2m(미터) 간격을 유지하며 사회
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방식도 시도되고 있음
- 온라인 축제는 주요 프로그램을 온라인 상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기존에 오프라인 축제장에서
진행하던 전시, 공연 등의 콘텐츠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현하는 것을 의미함. 방문객은
축제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축제를 즐길 수 있으며, 거리상의 제약이 없기 때
문에 원거리 지역 및 해외 소비자의 참여가 가능함
- 하이브리드형 축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을 모두 활용하는 것으로, 축제 현장에서는 소규
모 인원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온라인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원거리 고객을 유치하는 방식임. 예시로, 금산 인삼축제는 사전예약을 통해 축제장에서 소규
모 인삼캐기 체험을 진행하고, 공연, 이벤트 등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함
Exhibit. 대안적 축제 개최 유형 분류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329

2020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2) 개최 현황
 코로나 19 확산 이후 개최된 축제는 대부분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축제를 개최했
으며, 공연형･체험형 등 축제 유형에 따라 개최 방식에서 차이를 보임. 영상화가 용이한 공연
형 축제의 경우 대부분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 사례가 많았으며, 체험형 축제는 단순 영상화
로는 체험적 요소를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하이브리드 방식 개최를 선택함
- 45개 축제 중, 절반 이상인 25개 축제는 온라인 축제로 개최되었고, 20개 축제는 온-오프라
인 하이브리드형으로 개최됨
Exhibit. 주요 비대면 축제 유형 분류 (Off: 오프라인, On: 온라인, H: 하이브리드)
No.

축제명

1

2020 광주 아트피크닉

2

2020 문경찻사발축제

3

2020 보은대추 온라인 축제

4

2020 온라인 서대문독립민주축제

5

2020 온택트 종로한복축제

6

2020 온택트 한성백제문화제

7
8
9

4.19혁명국민문화제

10

D.FESTA 대학로 거리공연축제

11

개최방식

개최방식

No.

축제명

√

24

이성산성문화축제

√

√

25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

26

평택 무형문화제 축제

27

시흥갯골랜선축제

28

제16회 온라인횡성한우축제

√

√

29

제20회 삼랑성역사문화축제

√

2020아트페스타인제주

√

30

산청한방약초축제

√

2020충주씨브랜드온라인페스티벌

√

31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

√

32

제21회온라인음성품바축제

√

√

33

제22회 김제지평선 온라인축제

√

경북영주풍기인삼축제

√

34

제23회 온라인 보령머드축제

√

12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

35

제25회 강동선사문화축제

√

13

독산성문화제

√

36

제27회 물왕예술제

14

문경사과축제

√

37

제2회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15

부천국제만화축제

√

38

제39회 온라인 금산인삼축제

16

북소리축제

√

39

제66회백제문화제

√

17

서울드럼페스티벌

√

40

제천국제음악영화제

√

18

서울패션위크

√

41

청양고추구기자축제

√

19

수성못 페스티벌

42

청주문화재야행

√

20

온라인 영덕대게축제

√

43

춘향제

√

21

온라인 원주한지문화제

√

44

품앗이공연예술축제

√

22

울산쇠부리축제

√

45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

23

울산옹기축제

Off

On

H

√
√
√

√

√

출처: Evermint Partners (2020), 코로나 시대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 축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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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적 축제 성과 및 주요 이슈 분석
(1) 주요 성과
 온라인 비대면 축제, 하이브리드형 축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된 축제는 효과적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며, 축제 고객을 확대하는 성과를 기록함
- 온라인으로 개최된 보령 머드축제는 개최 기간 10일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140만명 이상이
간접적으로 축제 콘텐츠를 체험했으며, 국내 주요 언론사와 The New York Times142),
Washington Post143), 호주 ABC 뉴스 등의 해외 언론에서 개최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보
령시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성과를 달성함
- 특산물 축제의 경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성과를 달성함. 봉화 은어축제는 드라이브 스루 방
식의 은어 판매를 통해 9일간 약 3,200kg의 은어를 판매함. 금산 인삼축제는 하이브리드형
축제를 기획하고, 현장 및 온라인 수삼 판매를 진행해 평상시 대비 약 80%의 판매량 증가를
달성함. 또한 사전예약 방식의 인삼캐기 체험을 통해 소그룹 단위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
역 관광산업에 기여함
- 시흥갯골축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온라인 축제를 새롭게 기획하며 지역 내 일자리와 더
불어 문화콘텐츠 사업을 창출함144). 하중동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인 ‘동네봄’은 축제 참가
자들에게 체험키트 배송 작업을 맡아 축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지역축제를 통한 새로운 일자
리 창출 및 일거리를 제공함. 이를 통해 지역 내 3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500여개 일자리
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중장년층 위주인 지역축제의 고객이 확대되는 사례도 다수 나타남. 문경 찻사발축제는 온라인
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존 40-50대 중심의 참여 연령대가 20-30대 젊은층과 가족으로 확장됨

(2) 주요 이슈
 대안적 축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대면 축제는 관련 자료와 경험 축적 등이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최되었으며,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환, 홍보,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
주민 참여 측면에서 효과적인 축제 실현에 한계가 나타남
 비대면 콘텐츠･프로그램 기획의 경우, 축제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고려 없이 단순히 온라인 방
식을 적용하는 데 중심을 두었으며, 이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의 경쟁력 저하 이슈가 발생함
- 대부분의 축제는 기존에 보유한 프로그램 중 비대면 방식 구현에 용이한 프로그램을 중심으
로 축제를 개최했으며, 공연 영상화 및 온라인 스트리밍, 축제 키트 제작, 오픈마켓을 통한
특산품 판매, 라이브 커머스(모바일 홈쇼핑), 셀프 여행 안내서 발간 등 다양한 방식의 비대
면 콘텐츠가 기획되었음
142) The New York Times (2020.8.28), How Summer Festivals Persevered in the Pandemic
143) Washington Post (2020.8.1), How tourist attractions around the world look during the pandemic
144) 미디어이슈 (2020.11.7), 시흥갯골축제, 일자리와 문화콘텐츠 사업 창출 효과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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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일부 콘텐츠는 축제 경험의 특성인 ‘동시성’과 ‘현장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온라인 방식을 적용하는데 중심을 두었음. 이로 인해 축제의 경험은 개별 영상 콘텐츠를 시
청하거나, 상품을 구매한 경험으로 남게 되는 이슈가 발생함
 개별 콘텐츠로 소비되는 경우, 축제의 핵심 소재인 공연, 특산물, 전시물 등은 온라인 환경에서
구현 시 기존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움
- 특산물 축제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한 지역특산물 판매에 중심을 두었으나, 온라인상의
기존 제품 대비 차별화가 부재함
- 체험･공연형 축제는 영상 콘텐츠 제작･유통이 중심이었으나, 소비자는 이를 동영상 콘텐츠의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플랫폼 내 영상 콘텐츠와 직접적인 경쟁선상에 놓이게 됨
 축제 홍보 측면에서는 코로나 19 시국에서 적극적인 축제 홍보를 진행하기 어려웠으며, 동일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많은 축제가 경쟁함에 따라 연예인을 활용한 고비용･이슈화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축제간 차별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나타남
- 시흥 갯골축제의 경우, 기존 축제에서는 주요 타깃층인 유아 동반 가족을 유치하기 위해 어
린이집･학교 알림장 앱 등을 홍보에 활용했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
에 따라 홍보가 불가능해짐
- 온라인 축제 대부분이 Youtube, 네이버 TV, Facebook 등 유사한 플랫폼을 활용함에 따
라, 동일 플랫폼 내 축제간 경쟁이 심화됨. 이로 인해 연예인 출연 등 단순 이슈화를 위한 프
로그램 기획이 주를 이루었고, 공연, 특산물 경매, 쿠킹쇼 등 유사한 포맷으로 기획되어 축제
간 차별성이 저하됨
 지역주민 참여 부족 또한 주요 이슈로 지적됨. 기존 지역 축제는 프로그램 제안, 퍼레이드, 부
스 운영, 관람 등에 지역주민이 참여했으나, 비대면 축제는 온라인 콘텐츠 기획과 운영에 전문
성이 요구되는 특성상 지역 주민 참여가 어려움
- 김제 지평선축제는 중장년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온라인 축제에 지역민의 참여도를 제고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함
 축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방문객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이나,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축제
는 직접적인 지역 방문에 기여하기 어려움. 관광은 소비자의 이동과 현장 방문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 비대면 축제는 이와 같은 고려는 부족함

332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

4. 축제의 위기와 기회 요인
(1) 축제의 위기 요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 축제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함. 연중 축제를 개최하던 지자체
와 축제 재단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감안할 때 무조건 축제를 취소하기 어
려우며, 전염병 위기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코로나 시대에 지속할
수 있는 축제 개최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145)
- 기존 축제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체험, 전시, 판매,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고,
대규모 인원이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소비자는 축제를 위해 지역에 방문하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경험과 지역관광 경험이 동시에 일어나는 특성이 있었음
-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기존 축제 형태와 개최 방식을 재검
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오프라인 축제장 중심의 프로그램 기획, 대규
모 인원 밀집 등을 탈피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의 위기 극복방안이 필요함
- 개최 기간에 대한 재검토 방안도 논의되고 있음. 기존 오프라인 축제는 대부분 5-10일간 연
속 개최되었으나, 실질적인 방문 수요가 낮은 주중(월-금)과 방역안전 필요 인원을 고려해 효
율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고, 지역 축제장 방문이 급감함에 따라 농특산
물 판매, 연계 관광, 지역 상권이 동시에 침체되면서, 축제와 지역산업 전반은 경제적･재정적
위기에 직면함

(2) 축제의 기회 요인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축제의 기회 요인은 존재함. 코로나 19 확산으로 해외 여행이 불가
능해짐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이 국내 여행에 주목하며, 지역 특색이 담긴 여행지를 찾는 트렌
드가 확산되고 있음. 또한 온라인을 통한 ‘랜선 여행’이 확대되면서, ICT를 접목한 새로운 기
회 요인이 나타는 추세임
- 관광기업인 ‘마이리얼 트립(myrealtrip)’은 온라인 상에서 세계 명소나 박물관 등을 전문가
가 설명하는 ‘랜선투어’ 서비스를 런칭함
- 또한 국내에서도 개발할 여행 콘텐츠가 많다는 점에 집중하고, 단순히 해외로 ‘떠나는 것’에서
벗어나 국내를 ‘경험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유료 서비스를 런칭함
- 랜선투어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관광 및 축제산업은 새로운 관광트렌드로서 주목받고 있으
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와 같은 트렌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145) 대전일보 (2020.6.23), 코로나시대 지역축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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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마이리얼트립(myrealtrip)의 랜선투어

출처: 마이리얼트립(myrealtrip) 공식 사이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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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후 축제 특성 변화 방향
(1) 축제 본질적 속성과 비대면 축제의 한계
 축제가 지닌 본질적 속성이자, ‘축제다움’을 부여하는 경험적 속성은 크게 일탈성, 유희성, 대
동성, 장소성, 의례성이 있음146)
- 축제는 소비자의 공간적 이동(일상 공간에서 벗어남)과 심리적 탈출 (일상에서 개인이 가진
역할을 벗어남)을 통해 일탈성을 부여하고, 축제 고유의 체험, 경기, 놀이 등을 통해 재미를
느끼는 유희성을 부여함
- 또한, 축제장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며 집단적 일체감을 경험하고, 한 장소에서 상호작용하면
서 공동체 의식을 갖는 대동성을 부여해야 하며, 축제 고유의 의식과 행사를 고객경험으로
선사하는 의례성을 갖춰야 함
- 무엇보다 지역 고유의 특성과 매력을 확보한 장소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방문객에게 축제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는 장소성이 강조되어야 함
Exhibit. 축제 속성 및 대안적 축제 경험의 한계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Coillois (2002), Waitt (2003), 서울연구원 (2005), 서울형 축제 발전 및 체
계적 지원방안 연구 재구성

 그러나 비대면 중심의 대안적 축제 대부분은 일상공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로 일탈성이
저하되고, 지역 축제장 활용 및 관람객간 상호작용 축소로 장소성과 대동성 경험에 대한 제약
이 발생함. 또한, 관광은 이동과 현장 방문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온라인 축제가 해당 지역
에 대한 관심 제고와 방문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전략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146) Coillois (2002), Waitt (2003), 서울연구원 (2005), 서울형 축제 발전 및 체계적 지원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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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역 축제의 경우, 대면을 최소화하면서 장소성과 현장성, 동시성을 살리기 위해 축제 특
산물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오프라인 축제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을 기획하고 있음. 단순
온라인 판매에 중점을 둘 경우 고객이 축제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고,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 또
한 미미함. 사전 예약한 특산품 수령 시에는 축제를 경험함과 동시에, 지역 관광 자원, 먹거리･
살거리 등을 연계할 수 있음

(2) 축제 특성 변화 방향
 코로나 19 확산 이후,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축제가 증가했고, 오프라인 공간인
축제장의 기능은 축소되었음. 축제의 구성 요소는 개별 콘텐츠로 분리되어 온라인 상에서 소비
되었는데, 특산물은 온라인 쇼핑 품목, 공연은 영상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은 간편 키트의 형
태로 변형됨. 소비자들은 이를 개별적으로 접하게 되었고, 축제의 경험 또한 ‘구매 경험’, ‘영
상 시청 경험’, ‘DIY 체험’으로 인식됨에 따라 축제 정체성이 약화되고, 개최 지역과의 연결성
또한 단절됨
 이에 따라 향후에는 위기･안전관리를 전제로, 과거 오프라인 중심의 대규모 밀집형 축제를 벗
어나는 것이 필요함. 동시에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축제가 지닌 한계점인 동시성, 축제 정체성
등을 강화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와 방문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향후 축제는 외연을 확대해 주요 콘텐츠를 지역 관광지에서 분산 운영하고, 사전 예약제 현장
프로그램을 기획해 안전성을 확보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온라인 프로그램은
현장과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획하며, 현장 공연･체험 등을 생중계하며 ‘콘텐츠 소
비 경험’이 아닌 ‘축제 경험’으로 인식되어야 함
-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지역 축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만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으며, 1.5단계 이상에서는 100인 이상, 2.5단계는 50인 이상 개최가 불가능함147). 따
라서 기획 단계부터 소규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관광지 등을 활용해 분산 개최하는
방안이 필요함
- 지역 관광 활성화는 기존과 같은 대규모 관광객이 아닌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함. 국내외 관광객의 이동과 대면 접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로 축제장 방
문을 꺼리는 고객이 증가하고, 방문하더라도 지인들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 단위 방문객이 주
를 이룰 것으로 전망됨

147) 2021년 1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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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코로나 19에 따른 축제 특성 변화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글로벌 컨설팅 기관 IBM의 연구148)에 따르면,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소비자들은 코로
나19 감염우려로 대중교통을 덜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대면행사(회의, 박람회, 컨퍼런
스 등)와 같은 대규모 행사 또한 기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언급함
- 버스, 지하철 또는 기차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응답자 5명중 1명은 코로나19 감염우려로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한다고 응답했으며, 대면행사를 꺼리는 응답자는 3/4에 달했음
 컨설팅 기업 McKinsey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는 관광, 업무, 건강 관리 등 8가지 측면에
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고, 특히 관광의 경우 해외 여행 중단에 따
라 국내 관광 수요가 급증한 현상에 주목함
 향후 관광산업은 안전한 여행을 넘어 더 나은 여행(making travel better, not just safer)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관광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강
화된 방역 프로토콜로 인해 관광의 어려움 및 불편사항이 가중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함. 일
례로, 9･11 테러 이후 추가적인 보안조치로 인해 항공 보안이 강화됨에 따라 관광객의 불편함
이 가중된 사례가 있음
 ‘더 나은 여행’을 위해서는 결국 디지털화 및 개인화를 기반으로 고객경험을 설계해야 하며,
보다 확장된 웰빙 서비스 등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149)

148) IBM (2020.5), COVID-19 Is Significantly Altering U.S. Consumer Behavior and Plans Post-Crisis
149) McKinsey & Co (2020.8), Meet the next-normal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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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뉴노멀(new normal) 소비자의 등장과 소비 특성 변화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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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제 오프라인 공간 활용 방안
(1) 축제 공간적 범위 확장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걸 기피하고, 공간 혼잡도가 주요 이슈로 자리잡음. 이
는 오프라인 축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한정된 장소에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과거의 방식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며, 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축제 장소를 분산하는 것이 필요함
 2020년 12월 기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세부사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
계가 1단계일 때 500명을 초과한 축제는 방역수칙 의무화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개최할
수 있으나, 1.5-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 2.5단계부터는 50명 미만으로 집합인원을 제한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시에는 개최가 허용되지 않음. 각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의 지
침을 기초로 2021년 축제 개최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경기도는 2021년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 축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축제 개최를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동시에 비대면 방식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임150)
Exhibit.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세부사항
구분

1단계

1.5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단계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
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
북･경남권 30명, 강
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
생 확진자 수 (수도
권 100명, 충청･호
남･경북･경남권 30
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
도권 40명, 충청･
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
명 이상)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2단계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1단계에 실외 스포츠
주야간보호시설,
경기장 추가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2.5단계

전국적 유행단계

- 아래 세가지 중 하나 충족
- 전국 주평균 확진자 - 전국 주평균 확진자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400~500명 이상이 800~1,000명 이상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거나, 전국 2단계 상 이거나, 2.5단계 상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황에서 더블링 등 급 황에서 더블링 등
이상 지속
격한 환자 증가 상황 급격한 환자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
- 격상시 60대 이상 - 격상시 60대 이상
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
신규확진자 비율, 중 신규확진자 비율, 중
속
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등 중요하게 고려
등 중요하게 고려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100인 이상 금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1. 1월 기준)

150) 경기도뉴스포털 (2020), 내년 지역축제는 거리두기 상황에 맞춰 작게, 비대면 병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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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형태의 축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침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축제장에
국한된 진행이 아닌, 다수의 장소에서 소규모화, 게릴라화된 새로운 축제 방식이 활용되어야 함
- 1989년부터 개최된 춘천마임축제는 32년 역사상 첫 축제 취소 결정을 내린 후 ‘일회성 축제
가 아닌 일상의 축제로의 전환’을 추진함
- 한 공간에 집단적으로 모인 과거의 형식을 춘천의 하늘, 섬, 건물 옥상, 건물과 건물 사이,
사무실, 시장, 산책로, 아파트 베란다, 버려진 공간 등 다양한 일상공간으로 분산시키고, 축
제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공연과 체험, 설치미술 등 예술적 콘텐츠로 100개의 씬을 만드는
‘백씬(100 Scene) 프로젝트’를 통해 축제를 개최함
Exhibit. 코로나19 시대 축제장 외연 확대 사례_춘천마임축제 백씬프로젝트

출처: 춘천마임축제 (2020)

 프로그램 분산 개최를 통한 축제장 외연 확대는 오히려 지역 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기존의 축제에서는 축제장 관람이 중심이 되고, 지역 관광은 고객의
자율적･선택적 측면에 머물렀다면, 프로그램 분산 운영을 통한 축제에서는 방문객이 자연스럽
게 지역 곳곳을 경험하고, 각 관광자원에 인접한 곳에서 소비가 유발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임
 미국 최대 규모의 맥주 축제인 Great American Beer Festival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박람회장에 밀집해 개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2020년 축제를 미국 전역의 1,100여개
양조장 시설을 활용해 분산 개최함. 각 양조장은 축제 기간 자사 시설에서 맥주를 소개하고,
투어 프로그램 및 시음회 등을 진행함
- 온라인 콘텐츠 기획 시에는 GABF Passport 프로그램($20)을 런칭함. 축제에 참여하는
1,100여개 소규모 양조장에서 쿠폰,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패스로, 고객은 축제 홈
페이지에서 GABF Passport Map을 통해 주변 양조장을 검색하고, 소비자가 직접 양조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며, 각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맥주 리스트와 ‘T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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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맛 특성 평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 또한 활성화됨
- 각 프로그램에서 소개할 맥주 리스트를 ‘사전 쇼핑리스트’로 제공해 구매를 유도하고, 유명
레스토랑의 페어링 음식 레시피를 공유하며 단순 영상 시청이 아닌 참여형 콘텐츠를 기획함
- 과거 축제는 개최 장소의 제한으로 참가할 수 있는 양조장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0년 축제
는 보다 많은 소규모 양조장과 펍이 참여할 수 있었음. 또한 프로그램 분산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었으며,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의 참여객 수151)를 달성하는 효
과를 거둠
Exhibit. 2020 Great American Beer Festival #GABF Passport 프로그램

축제 참가 양조장이 표시된 #GABF Passport Map

151) 연간 참여객 수 6만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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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텍사스에서 개최되는 특산물 축제인 Katy Rice Festival은 코로나로 인해 불황을 겪는
로컬 업체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축제와 연관된 지역 외식업체, 마트, 소매점 등을 차례로 방
문하는 스캐빈저 헌트 게임을 기획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스캐빈저 헌트(Scavenger Hunt) 게임은 보물찾기와 흡사한 게임으로, 퀴즈를 풀어 장소를
찾고, 해당 위치의 힌트를 모아 문장을 완성하는 등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임
- 축제 고객은 스캐빈저 헌트에 있는 수수께끼를 맞추며 지역업체를 차례로 방문하게 되는데,
스캐빈저 헌트의 장소는 주로 축제 후원업체들로 이뤄짐. 이는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
져 지역업체 방문과 소비를 진작하는 축제 이벤트로 작용하며, 모든 문제를 맞췄을 때에는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상품을 증정함
- 또한, Katy Rice Festival 측은 Katy 지역 전체를 위한 ‘Make a Big Impact’ 캠페인도 함
께 진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Exhibit. Katy Rice Festival Scavenger Hunt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출처: Katy Rice Festival 공식 사이트 (2020)

(2) 축제 시간적 범위 확장
 (축제 기간 유연화) 과거 축제는 대부분 5-10일 개최되며, 일부 축제는 20-30일간 연속으로 개
최되어 장기간 많은 자원이 투입됨. 그러나 해당 기간 중 방문객이 많은 주말(토-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에는 방문 수요가 적어 투입 자원 대비 효과가 낮은 이슈가 발생함. 또한 진주남
강유등축제와 같이 야간(夜間) 프로그램 위주의 축제는 주간(晝間) 방문객이 적고, 이천 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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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와 같은 낮 시간 위주의 축제는 야간 방문 수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대에 방문
객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다수 구성되었음
 이에 따라 축제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요가 높은 기간을 중심으로
시간적 범위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미국 특산물 축제인 Oregon Truffle Festival은 지역 특산물인 송로버섯을 홍보하는 축제로,
방문 수요가 낮은 주중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타깃 고객 유치가 용이한 주말(금-일)을 활
용해 축제를 개최함. 2020년 축제는 1/23(목)-26(일), 2/14(금)-16(일)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 고객에게 ‘주말 미식여행’으로 포지셔닝함
- 해당 축제는 트러플 산지에서 재배부터 요리법, 와인 페어링까지 트러플에 관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트러플 재배 세미나, 반려견을 위한 트러플 탐지 트레이닝, 지역
하이엔드 레스토랑과 협업한 300인 한정 디너, 특산물 장터 등이 대표 프로그램임
Exhibit. 축제 기간 유연화 사례_미국 Oregon Truffle Festival

출처: Oregon Truffle Festival (2020)

 (온라인을 활용한 축제 기간 확대) 과거 오프라인 축제는 물리적 환경에 따른 개최 기간의 제약
이 있었으나, 온라인을 활용할 경우 유동적인 기간 운영이 가능하고, 잠재고객과의 접점을 확
대할 수 있음
 온라인 채널 활용시에는 기존 축제보다 개최 기간 증가가 용이함. 시흥 갯골축제의 경우,
2019년 개최 기간은 3일이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19에 따라 온라인 축제로 전환했고,
45일간 운영됨(9월 16일-10월 30일). 금산 인삼축제는 개최 기간은 동일했으나, 공식 온라인
축제 기간이 이후에도 약 1개월간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금산인삼TV’, ‘온라인 마켓’, ‘삼삼장
터’ 등을 지속 운영하며 고객 접점을 확장함
 해외 사례의 경우, 공연형 축제인 덴마크의 PASSAGE Festival과 영국 SO Festival의 사례가
있음. 두 축제는 상호간 교류하며 동기간 진행되는 축제로, 2020년에는 온라인 축제로 전환함.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은 당해 7월 27일에서 8월 1일까지 6일간 진행되었으나, 온라인 전시 기
간을 차년도인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확장해 연중홍보 및 고객접점 확대 방안을 마련함
- SO Festival은 영국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Street Art Festival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축제로 전환하고, 덴마크의 공연형 축제인 PASSAGE Festival 과 협력해 ‘Sofa
Festival’로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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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a Festival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연 장소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공공장
소에서 저밀도인 시골, 숲, 바닷가 등으로 옮겼으며, 기존 오프라인 축제에서 시도해보지 않았
던 양로원, 어린이집 등의 로컬 커뮤니티를 무대로 소규모 관중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함
Exhibit.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축제 기간 확장 사례

출처: 온라인 금산인삼축제 ‘슬기로운 인삼생활’ (2020), PASSAGE Festiv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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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채널 활용 방향
(1) 축제 유형별 온라인 플랫폼 활용 고려 사항
 온라인 채널은 과거 축제에서는 홍보･마케팅에 한정적으로 활용되었으나, 하이브리드형 축제
에서는 실시간 영상 생중계, 소통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시 등 축제 프로그램을 구현･
보조하는 데 다양하게 활용됨
Exhibit. 온라인 플랫폼 활용 주요 애로사항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코로나 시대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축제 사례 조사 토대로 재구성

 활용 플랫폼 또한 온라인 전시, 영상 공유, 판매 플랫폼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공연/전시형
축제, 체험형 축제, 특산물형 축제 등 각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에 효과적인 플랫폼을 선정하
고, 축제 경험을 제고하기 위한 기능적 요소를 고려해야 함
- 공연형 축제의 경우, 공연 실시간 생중계를 위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및 스트리밍 해상
도, 음질, 동시 접속자 수용 기능 등이 요구됨
- 전시형 축제의 경우, 전시장 로비와 부스 등의 공간을 관람하는 경험을 전달해야 하며, 플랫
폼 내에서 가상의 전시장을 구현해 공간을 구분하고, 작품에 대한 정보 전달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중요함
- 체험형 축제의 경우, 실시간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가
요구되고, 체험이 이뤄지는동안 동시성 및 현장감 극대화를 위한 상호작용(interaction) 기
능이 필요함
- 특산물형 축제의 경우, 오프라인 축제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강점인 직거래 즉, 특산물의 낮
은 가격과 선택의 다양성, 산지 구매의 장점인 높은 신선도 등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
고, 지역 판매자와 직접 소통하며 특산물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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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유형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은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한 방문객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베이스(DB)구축이며, 수집된 데이터는 추후 축제의 성과 측정, 진단 평가 및 모니터링, 타깃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Exhibit. 축제 유형별 온라인 플랫폼 선정시 고려사항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1)

 미국 뉴욕에서 진행되는 전시형 축제 Games for Change (G4C)는 2020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비대면으로 축제를 개최함. G4C는 온라인 플랫폼 선정 과정에서 ‘방문객에게
실제 대면 수준과 가까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우선 사항으로 검토했으며, 이를 충족하는 전
시 플랫폼인 ‘Hopin’을 선정함152)
- Hopin은 플랫폼 내 메인 스테이지, 개별 세션, 전시 부스 공간 등 가상에서 공간 구분이 가
능하기 때문에 마치 축제장을 이동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함. 또한 참가자 간 토론, 실시
간 영상 채팅 등의 소통 기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축제 참가자의 참여도
를 제고할 수 있었음
Exhibit. Games for Change 축제 온라인 플랫폼 활용사례

Games for Change 2020 Market Place

출처: Games for Change 공식 Twitter 계정 (2020)

Games for Change 2020 메인스테이지 및 화상채팅 화면

152) Evermint Partners (2020), Games for Change 담당자 화상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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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유형별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연중 홍보체계 구축
1) 서비스 유형별 주요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한 비대면 축제 사례를 통해 축제 구현에 충분치 않은 기능 및 서비스,
부담스러운 예산과 비용, 축제 담당자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 어려움 등이 사용 경험의 애로사
항으로 파악됨
- 특산물 축제의 경우, 판매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라이브커머스 및 오픈
마켓 등의 판매 플랫폼 활용이 미흡하고, 플랫폼을 통한 참여객 유인책이 부족함
- 공연예술형 축제의 경우,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으나, 오프라인의 현장감을
온라인에 구현하기 어렵다는 이슈와 온라인 관람객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한계가 존재함
- 체험형 축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체험 경험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축제의 차별성 부각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체험의 동시성과 현장감을 보완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사용되지 않고 있음
- 전시형 축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시 부스 구현과 전시작품의 정보 전달 등의 기능을
필요로 하나, 개최된 비대면축제들은 영상 스트리밍과 홍보기능 외 축제의 특성을 부각할 플
랫폼 활용이 미흡함
Exhibit. 2020 비대면축제 사용 플랫폼 및 담당자 애로사항
카테고리

특산물형

공연예술형

축제명

Youtube Instagram Facebook

기타

온라인 구현 시 축제
담당자의 애로사항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

√

√

√

-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핵심프로그램

산청한방약초축제

√

√

√

네이버TV

-

2020 충주씨브랜드
온라인페스티벌

√

√

√

오픈마켓

-

청양고추구기자축제

-

-

-

오픈마켓

축제 방문객의 온라인 참여도
제고 어려움

온라인 영덕대게축제

√

√

-

-

방문객과의 쌍방향 소통 이슈

울산옹기축제

√

√

√

-

온라인 프로그램 고객 참여율
저조

제39회 온라인
금산인삼축제

√

√

√

-

-

2020 보은대추
온라인 축제

√

-

-

-

미숙한 온라인 축제 진행

문경사과축제

-

-

-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지역특산물 판매 어려움

대구국제
패션문화페스티벌

√

√

√

오픈마켓

현장감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력 부족

서울드럼페스티벌

√

√

√

-

현장 전달을 위한 비용과
기술력의 한계

제25회 강동선사문화축제

√

-

-

-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의 어려움

제27회 물왕예술제

√

√

√

-

축제 현장성에 대한 아쉬움

-

온라인 구독자 확보의 어려움
및 축제 홍보 어려움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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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체험형

전시형

기타

축제명

활용 플랫폼
Youtube Instagram Facebook

기타

온라인 구현 시 축제
담당자의 애로사항

북소리축제

√

√

√

-

온라인을 통한 축제 홍보

제21회 온라인
음성품바축제

√

-

-

-

민간 플랫폼사와 협상 및
계약 협의

제천국제음악영화제

√

√

√

wavve

현장감 전달 부족과 구독자
확보의 어려움

울산쇠부리축제

√

√

√

-

대중들의 관심 유도 및
조회수 확보

D.FESTA 대학로
거리공연축제

√

-

-

-

온라인 관객 참여 이슈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

-

-

-

온라인 수행 시 모호한 축제
성과 측정 기준

수성못 페스티벌

√

-

-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2020 온택트
종로한복축제

√

√

-

-

공연 구현을 위한 기술력 및
온라인 축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춘향제

√

-

-

-

관객과 공연자의 소통 및
현장감 전달 한계

품앗이공연예술축제

√

√

-

-

현장감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력 부족

서울패션위크

√

-

-

네이버TV

현장감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력 부족

시흥갯골랜선축제

√

√

√

-

현장감 전달의 한계 및 참여객
유치의 어려움

제23회 온라인
보령머드축제

√

√

√

-

-

2020 온택트
한성백제문화제

√

√

-

-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간적･물리적 한계 및 축제
온라인 홍보

4.19 혁명 국민문화제

√

√

-

-

현장 몰입감 전달의 이슈

2020 온라인
서대문독립민주축제

√

√

√

-

-

2020 광주 아트피크닉

√

-

-

-

오프라인 축제의 온라인 전환
방법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

√

√

√

-

-

부천국제만화축제

√

√

√

-

체험형 프로그램 전달의 어려움

평택 무형문화제 축제

√

-

-

-

축제 홍보 및 온라인 참여자
유치 문제

이성산성문화축제

-

-

-

-

홍보 및 참여도 제고

온라인 원주한지문화제

-

-

-

-

온라인 구현이 어려운 오프라인
콘텐츠

제20회
삼랑성역사문화축제

√

-

-

-

방문객 확보 및 축제 차별성
부각의 어려움

2020 문경찻사발축제

√

√

√

-

-

2020 아트페스타인제주

√

√

√

-

저조한 온라인 참여

독산성문화제

√

-

-

제22회 김제지평선
온라인축제

√

√

√

온라인 전문가의 부재 및
지역민 참여도 저조
오픈마켓

프로그램 재미 요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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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축제명

활용 플랫폼
Youtube Instagram Facebook

기타

온라인 구현 시 축제
담당자의 애로사항

제16회 온라인
횡성한우축제

√

√

-

-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제66회 백제문화제

√

√

√

-

오프라인 프로그램의 온라인
구현 및 방문객 확보 이슈,
온라인 타깃 선정 및 홍보 이슈

청주문화재야행

√

√

-

-

온라인 콘텐츠에 투입되는 시간
소모

제2회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

-

-

-

쌍방 소통 부족

출처: Evermint Partners (2020), 코로나 시대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축제 사례 조사

 축제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구현할 때 필요한 서비스는 라이브 스트리밍, 가상 공간에서의 전시
콘텐츠 구현, 온라인 판매 및 유통 서비스 등이며, 이를 제공하는 주요 플랫폼은 다음과 같음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플랫폼은 Youtube, 네이버 TV, Instagram･Facebook
등 라이브 기능을 제공하는 SNS임
- Youtube는 영상 콘텐츠에 최적화된 대표적인 플랫폼이며, 높은 이용자수를 기반으로 검색
노출도가 매우 뛰어나고, 타 플랫폼과 중복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녔음. 그러나
이미 Youtube에 업로드한 영상을 타 플랫폼에 업로드할 경우, 운영자의 권한이 매우 제한
된다는 단점이 있음153)
- 라이브 방송 및 시청에 편리한 직관적 인터페이스를 지닌 네이버TV는 플랫폼 내 지상파 방
송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나, 추천 시스템 등 사용자 맞춤형 기능이 다소 부족한 한계
점을 지님
- Facebook, Instagram 라이브는 각 SNS사용자를 기반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으나,
검색 포털에서 영상을 검색할 수 없고, 타 플랫폼에 비해 해상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지님
 가상 공간에서 전시 콘텐츠를 구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은 EventXtra와
Openbooth임
- EventXtra는 실제 전시회에서 이동하고 부스를 방문하는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스 구성과 같은 기술적 요소를 요구하는 고객 맞춤형 기능이 다소 부족한
한계가 있음
- Openbooth는 국내 스타트업이 제작한 플랫폼으로 전시에 맞는 브랜딩과 컨셉 디자인이 가
능함
 유통 및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플랫폼은 오픈마켓과 라이브 커머스이며, 특히 라이브
커머스는 최근 모바일을 활용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154)
- 오픈마켓(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의 경우, 365일 24시간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며,

153) Dacast (2019.11.1), Comparing YouTube Live Alternatives: IBM Cloud Video and Dacast
154)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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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혜택 및 이벤트 등의 서비스가 강화된 플랫폼으로 인지도가 높아 고객을 쉽게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소수의 빅셀러(big seller)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
- 라이브 커머스는 대형 유통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도 직접 판매를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
로, 라이브 영상을 통해 판매자가 제품을 직접 설명하고, 시연하며 구매자와 실시간 소통하
는 판매 방식임. 판매자와 유통과정을 최소화한 선순환 상거래 방식155)의 일환으로 높은 비
율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도 소비자를 모으고 판매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품의 이해도와 호감도를 제고하는 강점을 지님. 그러나 오픈 마켓 등 타 플랫폼에 비해 비
교적 이용자가 적고, 홈쇼핑과 같이 해당 시간에만 구매가 일어난다는 한계점이 있음
 김제 지평선 축제는 Youtube, 네이버 쇼핑 라이브, 라이브 커머스 ‘그립(Grip)’ 등 다양한 온
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함
- 네이버 쇼핑 라이브와 그립(Grip) 플랫폼에서는 유명 유튜버, 연예인이 김제 농･특산물을 실
시간으로 판매했으며, 조기매진 및 높은 홍보 효과를 기록함156)
Exhibit. 김제 지평선 축제 라이브 커머스 활용 사례

온라인 김제지평선축제 라이브 커머스 일정 소개

그립(Grip)에서 진행된 김제지평선축제 라이브 커머스

출처: 김제 지평선 축제 공식 페이스북 (2020), 김제 지평선 축제 공식 유투브 (2020)

2) 연중 홍보체계 구축
 코로나19 이전 축제 홍보는 오프라인 위주의 매스 마케팅이 중심을 이뤘으며, 온라인 홍보는
단기간에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음. 향후 하이브리드 축제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연중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홍보 콘텐츠의 양적･질적 강화를 통해 축제에 대
한 방문객의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것이 중요함
- 국내 축제 온라인 사전홍보 현황을 살펴봤을 때, 대다수의 사전홍보 기간은 1-2개월에 불과
하며, 콘텐츠 수 또한 매우 적은 수준으로 검토됨
- 남원 춘향제, 무주 반딧불 축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내 지역 축제의 콘텐츠 양이 현저히
155) 디지털인사이트(2020.8.24), 왜 지금 라이브커머스인가? 소통과 혜택 품은 디지털 직거래 시대
156) 한국농어민신문 (2020.10.16), 온라인 김제지평선축제, 농･특산물 조기매진 인기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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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며, 양양 송이축제, 강진 청자축제와 같은 몇몇 축제는 축제 4주 전부터 SNS 홍보를
시작하고 있어 사전 온라인 홍보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 축제인 독일 Oktoberfest는 약 7개월 전부터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며, 축제 개최 알
림, D-100 카운트다운, 축제장 공사 현장 및 프로그램 소개, 대표 기념품과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소개하며 관심을 제고함
Exhibit. Oktoberfest 월별 SNS 홍보 및 주요 게시글과 SNS 홍보 Timeline (2019)
기간

주요 홍보 내용

6~7개월 전

축제 개최 여부 및 일정

4개월 전

축제 D-100 카운트다운

3개월 전

축제장 및 주요 시설 공사 현황
대표 기념품 및 당해 아트워크 소개

2개월 전

축제 주요 참가업체 소개
축제 먹거리 및 살거리 홍보
축제 관련 지역문화, 전통 등 홍보

1개월 전

축제 체험 프로그램
축제장 내부 이용방법

1~2주 전

게시글 업로드 빈도 증가 (일 2-3회)
방문객 기대감을 고조하는 사진

Oktoberfest 월별 SNS 홍보 및 주요 게시글 (2019)

SNS 홍보 Timeline

출처: Oktoberfest 공식 인스타그램 (2020), Evermint Partners Analysis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홍보 채널 선정 뿐만 아니라, 채널별 특성과 해당 채널에
서 나타나는 트렌드를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Instagram에서는 매력도 높은 이미지와 1분
내외의 숏폼 영상인 릴스(Reels), 24시간 이후 자동 삭제되는 ‘스토리’ 형식이 주를 이루기 때
문에, 이에 맞는 형식의 콘텐츠가 업로드되어야 함. 그러나 2020년 비대면 축제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홍보 콘텐츠 사례가 다수 나타남
- A 축제는 공연을 홍보하는 게시물에 빈 무대의 사진만을 업로드했으며, B 축제는 타 SNS 채
널에 업로드한 게시물의 썸네일(thumbnail) 이미지만 게시하고, 실제 영상은 해당 채널에서
시청해야 한다고 안내한 사례가 있어 홍보 효과가 반감됨
 반면 온라인 채널의 특성과 해당 채널에서 나타나는 최신 트렌드를 활용해 홍보에 활용하는
사례도 나타났는데, 영국의 Blackburn Festival of Light 사례가 대표적임. 등(燈)과 퍼레이
드가 중점인 해당 축제는 2020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인기 SNS 채널인 틱톡(Tiktok)에
서 축제 테마인 등(燈)과 연결되는 ‘#glowstick 챌린지’가 트렌드로 확산되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숏폼 영상을 제작해 ‘glowstick 챌린지’에 동참한 사용자에게 축제를 효과적으로
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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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국내 비대면축제 온라인 홍보 미흡 사례 및 Blackburn Festival Tiktok 온라인 퍼레이드

국내 A비대면축제 빈 무대 영상

국내 B 비대면축제 영상콘텐츠의
단순 이미지 포스팅

Blackburn Festival 온라인
퍼레이드

출처: 음성품바축제 인스타그램 (2020), 남원춘향제 인스타그램 (2020), Blackburn Festival of Light Tiktok (2020)

 Instagram의 경우 테이크 오버(takeover) 트렌드를 활용하는 해외 축제 사례가 나타남. 테이크
오버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일정 기간동안 기업 홍보 채널을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157),
단기간에 브랜드 인게이지먼트, 팔로워･ 웹사이트 트래픽 증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기존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투입 예산 대비 홍보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고, 대부분
일회성 홍보로 활용어 왔음. 2020년의 경우 국내 C축제에서 먹방 인플루언서가 특산물을 시
식하는 라이브 먹방을 연출했는데, 일회성 출연에 그치면서 실제 인플루언서의 팔로워가 축
제 계정으로 유입데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반면 테이크오버는 특정 기간동안 인플루언서가 축제 홍보 콘텐츠를 직접 기획, 제작, 공유
하는 것으로, 계약 기간동안 인플루언서가 주도적으로 콘텐츠를 관리하면서 자신의 팔로워들
을 브랜드 계정으로 유입함
- 덴마크의 PASSAGE Festival과 영국의 SO Festival이 공동 개최한 공연예술축제인 Sofa
Festival은 테이크오버를 통해 예술가들이 교대로 축제 SNS 계정을 관리하고, 작품 준비 과
정, 리허설 단계 등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하며 자신의 팬들을 축제 계정으로 유입시키고,
장기적인 마케팅 효과를 창출함
Exhibit. 국내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미흡 사례 및 해외 Instagram Takeover 사례

국내 C 비대면축제 인플루언서 일회성 활용 사례

출처: 횡성한우축제 유투브 (2020), SO Festival 공식 인스타그램 (2020)

SO Festival Behind-The-Scenes

157) 레뷰 비즈센터 (2018.11.7), 마케터들이 선택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략 To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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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 및 한계점
 축제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하이브리드형 축제에서 온라
인 플랫폼의 역할 정립이 필요함. 명확한 기준이 없는 온라인 플랫폼 활용은 자칫 축제 경험이
아닌 ‘온라인 쇼핑 경험’, ‘영상 콘텐츠 소비’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임
 온라인 플랫폼은 축제 경험을 유지하고,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홍보, 참여객 확
대, 판매 등의 효과를 제고하고,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적 역할 수행 측면에서 활용되어
야 함. 축제 유형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선택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 경우 자체 플랫폼 구축을 고려할 수 있음
- 덴마크의 공연형 축제인 PASSAGE Festival은 ‘코로나19는 올해 축제 개최를 방해하는 요
소가 아닌, 축제 개최 환경이 변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식하고, 자체 플랫폼인 ‘By
Pass’를 런칭함
- 화성시문화재단은 2020년 국내외 다양한 예술가들과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형 축제 HAP
Festival을 기획하고, 자체 온라인 축제 플랫폼을 구축함
- 다만, 플랫폼 자체 구축 시 축제 측이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반면, 플랫폼 자체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이 상당하며, 유지･보수 비용또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야 함
Exhibit. 주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카테고리

라이브
스트리밍

가상
전시장
구현

오픈마켓

라이브
커머스
간편 결제
서비스

명칭

수수료

비고

유튜브 라이브

무료

후원 수익 발생 시 수수료 30%, 제품 판매 시 일정 수수료 부과

네이버 라이브

무료

후원 수익 발생 시 수수료 30%, 제품 판매 시 일정 수수료 부과

페이스북 라이브

무료

제품 판매 시 일정 수수료 부과

인스타그램 라이브

무료

제품 판매 시 일정 수수료 부과

틱톡 라이브

무료

인플루언서, 공인(기업의 공식 계정, 연예인 등)만이 라이브 방송 가능

오픈부스

규모에 따라
상이

-

구글 아트 앤 컬쳐

무료

-

11번가

6~12%

판매 제품에 따라 상이

네이버 스토어

2%

네이버 쇼핑을 통해 매출을 얻을 시 적용

옥션

4~15%

판매 제품에 따라 상이

지마켓

1~13%

판매 제품에 따라 상이

그립

20~25%

-

네이버 쇼핑라이브

3%

개방형,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라면 누구나 방송 가능

카카오 톡 딜라이브

10~20%

폐쇄형, 일부 트렌드, 제조사만 방송 가능

쿠팡 라이브

5%

개방형, 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크리에이터 제도 도입

네이버 페이

1.6~2.2%

결제 방법에 따라 수수료 다르게 과금

카카오 페이

1.3~2.28%

기업 규모에 따라 수수료 다르게 과금

출처: 각 사 홈페이지 및 News Clipping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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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객 확대 측면에서 플랫폼은 축제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함.
이 때, 현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연계한 라이브 중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다른 참관
객과 함께 즐기는 대동성을 확보해야 함
- 2019년 문화관광축제 소비자 불만 사항 중 축제장 접근성 및 교통의 불편함이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지목됨.158) 특히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의 경우, 대
중교통 편의의 취약함이 주요 이슈로 언급됨159).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은 이와 같은 문제점
을 해소하고, 다양한 지역의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음
- Games for Change 축제는 코로나19 이전 뉴욕에서 개최 시 약 1,100명의 방문객이 참석
하였고, 2020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축제에서는 전세계 각국에서 참여하여 약 6,800명
의 방문객들이 축제에 참여함
 온라인 플랫폼은 고객 데이터 확보에 매우 유리한 구조임. 자체 구축 플랫폼 뿐만 아니라 외부
플랫폼을 선정할 때에도 참가자의 개인정보(성별, 연령, 거주지역, 연락처 등)를 수집해 축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가능하며, 추후 축제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개선 등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음
- 온라인 전시 플랫폼 Hopin의 경우, 참가자는 SNS 계정이나 포털 사이트 계정과 연동한 회
원 가입 후 사용 가능하며, 축제 운영사에서는 이와 같은 참가자 정보 수집을 통해 고객 DB
를 구축함. DB는 고객 유형과 선호도 파악에 활용되며, 추후 고객관리, 홍보 마케팅, 진단
평가 등 이슈 개선과 차년도 축제 기획에도 활용됨
 향후 축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충성 고객과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
리･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코로나19에 따라 타인과 대면 시간이 줄고, 불특정 다수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을 기피하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나를 위한’ 자기중심적 ‘에고이즘(Egoism)’ 소비 패턴이 강
화됨160). 더불어, 적지않은 소비자가 본인이 높은 관여도를 지닌 상품에 대해 세심히 선택하
고 소비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대다수의 보편적 대중(mass)을 대상으로 한 매스마
케팅보다 이젠 차별화된 형태로 축제의 충성고객 관계 형성 및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 충성 고객 유지는 축제의 자생력 증대 및 재정 자립도 구축, 고객 만족도 등 중장기적인 축
제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함. 이천쌀문화축제161)에서 2020년 기획한 ‘추억사진 응모전’
이벤트는 1개월간 약 400명의 소비자가 사진을 응모했는데, 해당 응모전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가 이벤트인 경품 ‘언박싱(Unboxing)’을 제안했을 때에는 단 3일만에 1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함.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객(충성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은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크게 나타남
158)
159)
160)
161)

한국관광공사 (2019), 2019년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 보고서
진도군 관광 진흥 협의회 (2019), 제 41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평가 보고서
삼정KPMG경제연구원 (2020), 코로나19와 소비 트렌드: 소비의 New Reality
연합뉴스 (2019.9.27), 이천시, 41만명 방문 ‘쌀문화축제’ 취소…돼지열병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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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마케팅, DB구축, 충성고객 관리 등을 위해서는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자체적 역량 강화 방안 또는 외부 인력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2020년 온라인 축제를 개최한 시흥 갯골축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축제를 구현할 때 발생하
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G4C는 온라인 축제를 전문으로하는 외부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촬영, 배경, 디자인, 그래픽
등 전반적인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축제 자원봉사자 모집에서도 라
이브 스트리밍 행사 진행 경험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비전문가인 일반 자원봉사자에게
는 축제 전 교육기간을 거쳐 라이브 스트리밍 진행 시 유의점, 기술적인 오류 해결법, 예상
이슈 등에 대처하기 위한 트레이닝 세션을 가졌고, 실제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매뉴
얼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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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비대면 축제 개최 사례 및 시사점
(1) 비대면 축제 개최 사례 및 시사점
 제 22회 김제 지평선축제는 2020년 10월 7일(수)부터 11일(일)까지 5일간 비대면 온라인 축
제로 개최됨. 전면 온라인 축제 개최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축제의 지속성 유지였으며, 전
년도 축제 대비 약 20-40% 규모로 운영됨162)
Exhibit. 2020 김제 지평선축제 개최 현황 및 주요 내용

출처: 김제시 (2020), 제 22회 김제지평선온라인축제 기본계획, Evermint Partners Analysis

 축제의 목표와 중점 추진 방향에서는 공통적으로 ‘축제 정체성인 농경문화를 담은 온라인 콘텐
츠 개발’, ‘김제 농특산물을 연계한 소득 창출’, ‘온라인 참여도 제고’가 강조됨163)
- 축제의 목표는 크게 4가지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안전한 축제’, ‘김제의 건강한 먹거리와
함께하는 건강한 축제’, ‘농경문화와 김제 전통문화를 테마로 하는 정체성 확립’, ‘온라인 특
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참여도 강화’였음
- 중점 추진 방향은 지평선 축제의 정체성을 담은 온라인 핵심 콘텐츠 개발, 시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벗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축제 기획, 지역 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을 연계
한 소득창출형 축제 기획, 코로나 19 선제적 대응 모델 마련이었음

162) Evermint Partners (2020), 코로나 시대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축제 사례 조사
163) 김제시 (2020), 제 22회 김제지평선축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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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은 총 3개 분야 20개 세부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으며, Youtube, 네이버 쇼핑 라이브,
그립(Grip) 라이브 등 5개 플랫폼에서 운영됨
 개최 결과 온라인을 통해 농특산물과 체험키트가 성황리에 판매되었고, 축제 후 관외 젊은층을
중심으로 벽골제 관광객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2) 주요 이슈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지평선축제는 축제 정체성인 농경문화 테마 프로그램 미
흡, 주민 참여 프로그램 부족, 예산 대비 낮은 축제 수익(매출) 만족도가 주요 이슈로 나타남
 지평선축제의 핵심가치는 ‘건강하고 신나는 전통 농경문화 체험’으로, 곡창 지대인 벽골제에서
논 체험, 쌀밥 짓기, 풍년기원 입석 줄다리기 등 농경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중심인 축제임. 그
러나 온라인 축제에서는 김제 농특산물 (먹거리)이 중심이 된 반면, 농경문화를 주제로 한 프
로그램은 영상 관람에 그치고, 체험 프로그램의 구성은 미비함
- 온라인 축제 프로그램 중, 농경문화 테마 프로그램은 벽골제 쌍룡놀이, 풍년기원 입석 줄다
리기, 단야 애니메이션, 초가집 만들기에 불과함. 이 중 대부분은 영상 관람 프로그램이며,
참여 프로그램의 비중은 낮음
- 반면, 특산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6개로, 청정원 쿠킹쇼, 지평선 쿠킹클래스, 지평선 경매,
라이브 커머스, 라이스 집 쿡(키트), 농특산물 G박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됨
Exhibit. 온라인 김제 지평선축제 프로그램별 테마 현황
분류

프로그램명

농경

먹거리

분류

개막식&지평선 별빛로드쇼
관
람
프
로
그
램

판
매
프
로
그
램

농경

지평선 쿠킹클래스

벽골제 쌍룡놀이

√

풍년기원 입석 줄다리기

√

청정원 쿠킹쇼

우리가족 초가집 만들기
√

마이리틀호라이즌
단야애니메이션

프로그램명

√

참
여
프
로
그
램

경매 행운을 잡아라

지평선 횃불 퍼레이드
√

지평선 체험 꾸러미

√

농특산물 G박스

√

√

축제 추억 이벤트

정오의 희망곡
라이스 집 콕

√

축제 인증샷
지평선 라이브 미팅

√

√

온가족 그림 그리기

비거 샌드 애니메이션
라이브 커머스

먹거리

-

출처: 김제시 (2020), 제 22회 김제지평선온라인축제 기본계획, Evermint Partners Analysis

 지평선축제 담당자가 인식하는 가장 큰 이슈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 부족임. 오프라인 축제장
중심의 과거 축제에서는 관내 주민이 먹거리 장터, 허수아비 전시물 제작, 특산품 장터 운영,
쌍룡놀이･줄다리기 등 대표 프로그램 시연의 주체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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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비대면 축제에서는 주요 공간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플랫폼 운영, 온라인 콘텐츠
기획 등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었고, 이에 대한 전문성이 낮은 기존 지역주민들은 축제에 참여
하기 어려웠음. 축제 담당자는 중장년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온라인 축제에 지역민의 참여도를
제고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Exhibit. 김제 지평선축제 주민참여 프로그램 비교
No.

프로그램명

설명

2019

2020

1

지평선 시골 먹거리장터

관내 19개 읍면동 참여 먹거리 부스 운영

√

미운영

2

웰컴 투 허수아비 빌리지

관내 읍면동 허수아비 제작 및 축제장 설치

√

미운영

3

지평선 특산품 장터

쌀, 농산물 등 관내 생산자 부스 (약 25-30개)

√

미운영*

4

지평선 생활공예 체험

밀짚모자 꾸미기 등 지역 공예인 부스

√

미운영

5

버스킹 등 음악 공연

지역 문예인 참여 공연

√

미운영

6

벽골제 쌍룡놀이

관내 부량면 지역주민 70여명 참여

√

미운영**

7

풍년기원 입석 줄다리기

관내 교월동 지역주민 100여명 참여

√

미운영**

8

고향에서의 하루! 농촌체험

관내 농촌체험 및 숙박 21개소 운영

√

미운영

*지역 생산 농산물을 활용해 ‘라이스 집 콕’, ‘농특산물 G박스’가 판매되었으나, 생산자가 판매하는 장터는 운영되지 않음
**‘벽골제 쌍룡놀이’와 ‘풍년기원 입석 줄다리기’는 지역민이 참여하여 무관중으로 촬영･송출할 계획이었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이전 축제 영상을 송출함
출처: 김제 지평선축제 홈페이지 (2020)

 예산 대비 낮은 매출도 이슈로 지목됨. 플랫폼 이용 수수료, 핵심 프로그램 온라인 전환, 신규
콘텐츠 개발 등에 집행된 예산에 비해 축제를 통해 얻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과거에 비해
적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축제 담당자에 따르면, 2020년 예산은 과거 대비 약 20-40% 수준으로, 민간 유통 플랫폼
수수료와 대표 프로그램의 온라인화(化)에 활용됨. 온라인 프로그램 준비에서는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존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환 방안 수립이 이슈로 언급됨164)
- 과거 축제는 농특산물 판매, 먹거리 판매, 유료 프로그램 이용 등 다양한 수익원이 존재했고,
숙박･외식 등 관광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달성함
- 그러나 온라인 축제의 경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었고, 먹거리 및 농특산물 판
매는 키트로 제작되어 제한적인 수량만이 판매됨. 또한 소비자가 직접 지역을 방문하지 못했
기 때문에, 관광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음

(3) 시사점 및 향후 개최 방향
 2021년 지평선축제는 온･오프라인 병행 예정이며165), 오프라인 공간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
임. 이는 ‘일탈성’과 ‘장소성’이 미흡했던 온라인 축제 사례를 짚어볼 때, 향후 개최에서는 하이
브리드형 축제가 우선 고려되어야 함

164) Evermint Partners (2020), 코로나 시대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축제 사례 조사
165) 김제시 (2020), 제 22회 김제지평선축제 기본계획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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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기획에서는 농경문화 체험 테마 콘텐츠를 기획하고,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함
 또한 관내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오프라인 축제공간 구성
등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에 더해, 축제가 수익을 창출하고, 코로나 19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해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 방안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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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브리드형 축제 개최 방향
(1) 온-오프라인 이원화 방안
 지평선축제는 오프라인 상에서는 시공간적 범위를 확장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에서는 축
제 홍보･마케팅과 판매 기능을 수행하며, 현장 프로그램 생중계를 통해 동시성과 현장성을 강화함
 오프라인에서는 기존에 부량면 벽골제를 중심으로 운영된 공간적 범위를 관내 농촌마을로 확
대하고, 각 마을에서 축제 프로그램을 분산 운영하며 지역주민 참여도를 제고함. 분산 운영 프
로그램은 농경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기획해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규모･예약제 운영
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함
 각 농촌마을에서는 특산품 판매장과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고, 축제 체험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함
 온라인은 오프라인 콘텐츠의 효과를 제고하는 기능적 역할로 활용함. 축제 홍보와 흥미도 제고
를 위해 농촌마을의 특성을 콘텐츠화(化)하고, 지역 유튜버를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함. 판매에
서는 김제시가 보유한 지평선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SNS쇼핑 기능과 연동해 지평선몰 유입
을 확대함. 또한 축제장･마을 등 현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실시간 중계하고, 축제의 속성
인 동시성과 현장성 강화 방안으로 활용함
Exhibit. 하이브리드형 축제 물리적 환경 구성

*주/야간 시간대는 2019 김제 지평선축제 Master Plan 참고로 구성

362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

(2) 오프라인 공간 활용
 기존에는 부량면에 위치한 축제장(벽골제)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 지역 관광 연계
효과가 적었고, 온라인 축제 또한 축제장에서만 촬영･송출되어 지역민의 참여가 어려웠음
 향후 하이브리드형 축제에서는 축제장을 관내 읍면동 농촌마을로 확대하고, 거주민이 주도적
으로 참여하며 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해야 함. 이에 따라 축제장에서는 최소한의 축제 경험을
유지할 수 있는 벽골제 쌍룡놀이, 개막･폐막식 등을 위주로 진행하고, 농촌 마을에서는 농경문
화 주제/특산물 테마별 클러스터를 운영함
- 벽골제에 위치한 축제장은 하이브리드형 지평선축제의 핵심으로, 넓은 공간에 벽골제 제방,
농경사주제관,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농경문화 박물관 등이 밀집해 있음. 이에 따라 큰 공
간이 필요한 개막･폐막식 행사, 쌍룡놀이, 줄다리기와 같은 대표 프로그램, 축하공연을 진행
하고, 주제관 등의 시설을 연계한 전시･체험 콘텐츠, 일부 농특산물 판매존을 구성함
- 농촌 마을에서는 농경문화 주제･특산물을 선정하고, 테마와 연계한 체험, 전시, 먹거리, 특산
품 콘텐츠를 기획함
Exhibit. 오프라인 공간 활용 방안
As-Is

To-Be (안)

*출처: 김제시 (2019), 김제 지평선축제 Master Plan,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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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금구면 외갓집 마을에서는 쌀을 테마로 수확･쌀밥짓기 체험과 장터 특산물 판매를
묶은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부량면 벽골제 마을에서는 고구마 수확, 고구마 먹거리 장터, 고구
마(가공품)을 판매하는 장터를 기획함
Exhibit. 농촌 마을 활용 축제 클러스터 구성 예시
외갓집 마을 (쌀 테마 클러스터)

쌀 수확 체험

수확 후 쌀밥 짓기

벽골제 마을 (고구마 테마 클러스터)

특산품(쌀) 판매

고구마 수확 체험

고구마 먹거리 판매

고구마/가공품판매

사진 출처: 포커스뉴스 (2019), 연합뉴스 (2013), 지평선몰 (2020), 뉴스웨이 (2018), SSG(2020)

 2021년 기준, 김제에는 12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으며, 각 마을은 농산물 수확, 음식 만들
기, 시골 밥상 등의 농촌 체험, 숙박시설 등을 제공함. 2019년 지평선 축제에서는 이들 중 11
개 마을과 연계해 ‘고향에서의 하루!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연계 농촌숙박체험 시
설 일부에서도 고구마 캐기, 감따기 등의 농경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 2021년 기준 김제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산성메마을, 광활권역마을 등 12개가 운영되며,
2019년 지평선 축제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마을은 벽골제 마을, 외갓집 정보화마을,
두월노을마을 등임
Exhibit. 농촌 체험 가용 자원
No.

마을명

행정구역

체험 시설/프로그램

농촌체험휴양마을

2019 축제 참여

1

벽골제마을

부량면

고구마, 표고버섯 수확

√

√

2

두월노을마을

금구면

양봉 시설 (지역 생산자)*

-

√

3

외갓집 정보화마을

금구면

인절미 떡 만들기

√

√

4

산성메 마을

금구면

두부만들기, 대통밥 만들기

√

-

5

사동마을

금구면

농산물체험, 숲체험

√

-

6

수류산골마을

금산면

감따기, 곶감 깎기

√

√

7

심포드리마을

진봉면

보리갠떡 만들기

√

√

8

알콩쌀콩 등대마을

죽산면

쌀강정 만들기, 주먹밥 만들기

√

√

9

조수골마을

백산면

누룽지 만들기*

√

√

10

지평선 들녘마을

성덕면

두부 만들기, 팥죽 만들기

√

√

11

내촌아리랑마을

죽산면

두부 만들기, 메주 만들기

√

√

12

황토마을

용지면

고구마 샌드위치 만들기

√

√

13

광활권역마을

광활면

감자 수확

√

-

14

백구 로컬랜드

백구면

우리밀 쿠키 만들기

-

√

*2019 김제 지평선축제 특산품 장터 생산자 소재지 참고
출처: 김제시 (2020), 제 22회 김제지평선온라인축제 기본계획, 행정안전부 (2020), 정보화마을 현황, 김제시 (2020), 농촌
체험휴양마을

364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

 농촌 체험 휴양 마을 등의 자원 활용시, 지역민 수용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2020년
다수의 축제에서는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 지역 내 외지인이 유입된다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존재했으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음. 이에 따라 축제 주최측에서는 주
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산물 재배 농가의 생존을 위한 축제 개최
의 필요성을 알리고, 방역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축제 개최 방안을 마련하며 현장 개최에
대한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함
 2021년 개최된 공주 군밤축제는 개최 여부에 대해 지역주민간 찬반 의견이 엇갈렸는데, 조직
위원회의 지역민 설득과 공감대 형성으로 축제를 개최함. 논산 딸기축제 또한 지역민과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으로 축제를 개최함
- 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쪽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컸으며, 드라이브스루를 통한
판매나 온라인 행사 개최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음. 이에 따라 축제 조
직위원회는 밤 생산 농가와 공주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축제 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밤 요리경연대회를 전국단위의 ‘레시피공모전’으로 전환하고, 참
가조건으로 ‘공주알밤 구입 인증샷’을 제시해 밤 판매량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함. 이후 개최된 축제에서는 밤 판매량이 목표
치인 1,000kg을 달성하는 등 효과를 거두었음
Exhibit. 지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축제 개최 사례
2020년 1월 겨울공주 군밤축제

2021년 1월 겨울공주 온라인 군밤축제

대형 화로에 밤을 구워먹는 체험행사

레시피 공모전 수상자의 요리 시연

출처: 동아일보 (2020), 공주시청 (2021)

 향후 김제 지평선축제 개최 기간(안)은 주말 2회를 포함해 총 9일로 개최하며, 방문객이 많은
주말에는 축제장 및 개별 농촌 마을로 분산된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고, 방문객이 적은 주중
에는 축제장 프로그램만 진행함. 이를 통해 프로그램 관리 및 방역에 필요한 축제 운영 인력을
효율화함
- 2019년 지평선축제는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개최됨. 방문객이 많은 주말(토일)에 비해 주중(월-금)은 일반 방문객이 적고, 학교 체험학습 위주의 단체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축제장 내 대부분의 체험･전시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많은 수의 인력이 요
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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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는 주말 2회 운영을 유지하되, 가족단위 및 일반인 방문객이 많은 주말에는 축제장
과 농촌 마을을 모두 운영하고 (full운영), 주중에는 축제장 내 프로그램만 운영(축소 운영)해
축제 인력 효율을 제고함.
Exhibit. 지평선축제 개최 기간(안)
2019년

2020년

2021년 (안)

10일 개최

5일 개최

9일 개최 (주말 4일 Full 운영+
주중 5일 축소운영)

출처: 김제시 (2020) 지평선축제

 축제 운영 시간의 경우, 주간에는 현장 위주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온라인 관
람 및 참여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함. 기존에 야간시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지평선
뉴판타지쇼, 쌍룡 횃불 퍼레이드 등은 온라인에서 생중계로 운영하되, 온라인 참여도가 낮은
단순 전시 콘텐츠는 지양하는 것이 효과적임

(3) 온라인 채널 활용
 온라인 채널은 오프라인 콘텐츠 효과 제고 측면에서 크게 축제 홍보･마케팅, 판매, 현장 프로
그램 연계 기능을 수행하며, Youtube 등 5개 플랫폼을 활용함
Exhibit. 온라인 채널 활용 방안 및 주요 플랫폼

 축제 홍보･마케팅에서는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촌마을의 특성을 온라인 콘텐츠로 기획하
고, 이를 통해 사전 홍보를 진행함. 마을별 콘텐츠화는 김제 기반의 유명 유튜버 ‘오느른’의 사
례를 벤치마킹함
366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

- MBC 시사교양PD인 ‘오느른’은 2020년 4월 김제평야의 폐가를 구입･리모델링 하면서 시골마
을에 터를 잡는 과정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했고, 20여편만에 누적 조회수 약 1천만회를 달성
함. 시골 힐링 다큐를 테마로 하며, 주요 콘텐츠는 여유로운 시골 일상, 텃밭 가꾸기, 요리, 한
옥 리모델링임. ‘김제 가을소리 채집 영상’, ‘배추심기 라이브 방송’, ‘시골 미용실 방문’ 등이
인기 콘텐츠이며, 여유로운 일상과 자신의 공간을 꾸미고 싶은 젊은층에게 특히 인기를 얻음
Exhibit. 김제 기반 유튜버 ‘오느른’ 주요 콘텐츠 분류
시골 마을 일상

마을 주민 관련 일화

텃밭 작물 활용 요리

계절감이 느껴지는 여유로운 일상 풍경 배추 심기, 농사돕기 등 이웃 관련 일화 로컬 농산물 및 재배 작물 활용 요리
출처: Youtube ‘오느른’ 계정 (2021)

 ‘오느른’의 인기 요인은 시골의 여유로운 풍경을 배경으로, 이웃 주민과의 일화, 시골의 일상인
밭 가꾸기, 수확, 소박한 요리 등을 콘텐츠화 했다는 데 있음. 각 마을로 분산 운영되는 것이
핵심인 하이브리드형 지평선축제는 이와 같은 ‘시골 마을의 콘텐츠화’에 주목해야 하며, 마을
별 특성, 생산 농가/업체,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홍보 영상을 기획하고, 운영 프로그램과 판
매 제품을 연계해 사전 인지도와 호감도를 제고함
- 관내 행정구역별 농특산물 주요 생산농가･업체는 약 30여개로, 2019년 축제 특산물 장터 참
여 업체, 지평선몰 참여 농가 등을 참고로 마을별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오느른’ 등 지역 기반 유튜버와의 협업을 통한 SNS 홍보도 기획 가능함
Exhibit. 김제 행정구역별 주요 생산업체 현황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지역 생산 업체
행운농장
백야초 농장
사르밧 한과
유)행복뜰
유)한푸드
이레식품
신도드리 영농
송이농산
명성야채
유)식벽골제
유)지평선프로
두리원
정다운 고향
하늘선남조합
소담

행정구역
흥사동
만경읍
백구면
하동
오정동
백구
진봉면
백구면
백구면
부량면
금구면
용지면
백산면
성덕면
순동

판매상품
포도
고추, 작두콩차
한과
표고버섯
누룽지
현미과자, 군고구마
찰보리, 쌀
버섯, 머쉬랑 과자
옥수수, 밤, 우리밀
올벼쌀, 옥꺼시
양봉 (꿀, 화분)
메주가루, 고추장
누룽지
누룽지
누룽지, 고춧가루

No.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지역생산업체
365 영농조합
청미산업
지평선 양곡
자연에 마음
주)성농
송이농산
새만금유기농꾸지뽕
공덕농협
김제농협
벼고을쌀농장
오성푸드
박씨네 누룽지
김제참샘고을청
김제지평선귀리영농
김제지평선울금농장

행정구역
진봉면
백구면
진봉면
백구면
공적면
백산면
금산면
공덕면
월성동
성덕면
금산면
금구면
황산면
백구면
하동

판매상품
연근
장류, 아로니아
감자
새싹
고구마 말랭이
생목이버섯
꾸지뽕잎, 분말
쌀, 사과칩
쌀
쌀, 잡곡
누룽지
누룽지
조청, 고구마
귀리
울금

출처: 김제시 (2019), 제 21회 김제지평선축제 특산품 장터 선정 단체 및 개인, 지평선몰영농조합법인 (2021), 참여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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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더해 도농연계 홍보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음. ‘할머니집 가는날(예시)’을 테마로 김제에
서 농사를 짓는 조부모와 도시에 거주하는 손자･손녀를 섭외하고, 김제 농촌 마을의 풍경, 로
컬 농산물 활용 밥상 등을 영상으로 제작함. 이를 통해 가족 관광객 중심의 지평선축제 방문객
에게 지역관광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농특산물 판매 촉진에 기여함
 판매에서는 김제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지평선몰’과 축제를 연계하고, 특산물의 인지
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함. 2020년 축제에서는 ‘라이스 집쿡’, ‘농특산물 G박스’ 등의 농산
물 키트가 판매되었으나, 축제 홈페이지에서만 사전 신청으로 판매되었고, ‘지평선몰’은 활용
되지 않았음. 또한 농산물 키트 체험 고객이 검색을 통해 지평선몰에 접속하더라도, 축제와의
연관성이나 온라인 상의 타 상품과 차별화가 크지 않음
Exhibit. 2020 온라인 축제 판매 관련 주요 이슈
지평선축제 농특산물 키트

지평선몰 연관 부재

개별 상품 소개 매력도 낮음

추가 구매 관련 정보제공 부족

축제 연관 상품 설명 부재

재배 농법, 영양성분 소개
– 축제 연관성 및 차별화 부족

출처: 김제시 (2020), 제 22회 김제지평선온라인축제 기본계획, 지평선몰영농조합법인 (2021)

 향후 축제에서는 지평선축제 Instagram계정을 활용해 특산물을 홍보하고, 해당 게시물에 쇼
핑 태그를 부착해 축제 관심 고객의 ‘지평선몰’ 유입을 확대함. 2018년 5월 출시된 쇼핑 태그
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용이 활발하며, 고객 구매경로에서 단순히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넘어
구매 단계를 간소화하고, 자사몰 유입과 구매전환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지평선몰에서는 유입된 고객이 관련 상품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축제’, ‘축제 상품’ 등의
표기를 부착함 (축제 기간 한시적 진행)
 개별 상품 페이지에서는 ‘얼굴있는 농부시장’을 참고로 특산물 생산자의 사진, 생산법, 제품에
대한 자부심, 차별점 등을 콘텐츠로 제작해 상품에 대한 호감도를 제고함
- ‘얼굴있는 농부시장(얼장)’은 2016년 시작된 정기 농식품 장터로, 생산자가 자신이 기른 농
작물을 직접 판매하는 파머스 마켓임. 농부는 소비자와 얼굴을 보고 대화하며 제품의 특성,
재배법, 활용법 등을 설명하고, 소비자는 농부의 얼굴을 보며 ‘아는 농부’가 생겼다는 인식을
갖고, 친밀감을 형성하게 됨166)
- 지평선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또한 생산자에 관한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하고, 호감도를 제
고해 온라인 상의 타 상품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함
166) 교보 대산농촌재단 (2019), ‘우리 거기서 만나!’ 얼굴있는 농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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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지평선축제 온라인 채널 판매 개선 방안
축제 SNS-지평선몰 연동

지평선몰 축제 연관상품 표기(한시적)

생산자 관련 콘텐츠 제시(예시)

지평선축제 Instagram 계정과
지평선몰 연동 (쇼핑태그 활용)

지평선몰 판매 특산품 중 축제 연관
상품 강조 표기 (축제기간 내)

특산물 생산자 사진･콘텐츠 제시를
통한 상품 호감도 제고

`

출처: 지평선몰영농조합법인 (2021), 농업회사법인(유) 두레마을 (2016) 토대로 재구성

 이에 더해, 온라인은 현장 프로그램을 연계해 동시성과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
야 함. 축제장과 마을 등 현장에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간 중계하고, 집에서 참여하
는 소비자도 축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함
- 체험 키트를 구성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체험장에서 설명 영상을 중계하는 것을
고려함. 키트 내 단순 설명서를 제공하거나 사전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경우, 시중에 판매되
는 DIY 키트와 차별성이 크지 않고, 축제의 현장성이 부재한 이슈가 발생함
- 공연은 2020년 온라인 축제 개최 사례와 같이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관객이 함께 참여하
는 ‘온택트’ 형식으로 진행해 동시성을 강화함
- 농특산물 판매 프로그램 중, 라이브 커머스, 경매 등은 축제장이나 농촌 마을에서 진행해 관
객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함

(4) 하이브리드형 축제 개최 필요 역량
 성공적인 하이브리드형 지평선축제 개최를 위해서는 축제 프로그램을 지역 내 효과적으로 분
산하기 위한 축제 기획 역량, 농촌마을 콘텐츠와 지역관광 인지･호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마케
팅 역량, 축제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 주체인 지역주민을 교육･관리하는 역량이 필요함
 축제장을 관내 읍면동 농촌마을로 확대함에 따라, 참여 마을의 특성을 고려해 테마(농경문화,
특산물 등)를 선정하는 기획･연출 역량이 필요하며, 동시에 방문객의 경험을 고려한 축제 코스
/관광 동선을 구성하는 코디네이션 역량이 요구됨
- 과거에는 축제장 내에서 다양한 테마의 체험, 전시, 판매 등이 한꺼번에 구성되어 있었으나,
하이브리드형 축제에서는 주요 테마가 클러스터로 분산 운영되기 때문에, 김제 지역 전체를
고려한 축제가 기획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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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역량은 축제를 운영하는 농촌마을을 매력적인 체험･관광자원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 콘
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역량이 중점 요구됨
- 마을별 특성, 지역 주민, 생산 품목 및 체험 프로그램을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로 제작하고,
효과적인 채널을 식별해 사전 홍보를 추진해야 함
 또한 분산된 축제 콘텐츠를 실제 운영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을 제
공하고, 방문객의 축제 경험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리 역량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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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비대면 축제 개최 사례 및 시사점
(1) 비대면 축제 개최 사례 및 시사점
 제23회 보령 머드축제는 2020년 7월 17일(금)부터 26일(일)까지 10일간 온라인 축제로 개최
됨. 축제 주관사 보령축제관광재단은 축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면 온라인으로 축제를
개최했으며, 전년도 축제 대비 약 40-60% 규모로 운영됨167)
Exhibit. 2020 보령 머드축제 개최 현황 및 주요 내용

*온라인 보령 머드축제 홈페이지에서는 집콕머드체험키트 2,000개 외, 지역 특산물, 기념품 등이 판매되고 있지 않음
출처: 보령축제관광재단 (2020), 제23회 보령머드축제 온라인 개최 안내, 보령 머드축제 홈페이지,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년 보령 머드축제의 주제는 ‘Your Imagination=Mud Festival(당신의 상상력으로 만드
는 머드축제)’이며 축제의 중점 추진 방향은 ‘축제의 연속성 유지’와 ‘머드의 정체성을 담아낸
콘텐츠 개발’, ‘온라인으로 구현한 메인 콘텐츠의 지속적 노출’, ‘양방향 스트리밍 기술을 적용
한 인터랙티브(Interative) 콘텐츠 기획’, ‘트렌디한 콘텐츠 기획’이었음168)
- 양방향 스트리밍 기술을 적용한 인터랙티브(Interative) 콘텐츠는 집콕머드 라이브이고, 트
렌디한 콘텐츠는 스노우앱 인생샷 챌린지 및 공모전, 머드 아바타 라이브임
 프로그램은 머드스노우체험, 리멤버 공모전, 집콕머드체험 및 라이브 등 3개 분야 9개 프로그램
이 기획되었으며, Youtube, 아프리카TV, 보령 머드축제 홈페이지 등 3개 플랫폼에서 운영됨

167) 에버민트파트너즈(2020), 비대면 축제 사례 조사
168) 한국관광공사 (2020), 「코로나 19, 한국축제 어디로 가야 하나?」 온라인 토론회 중 보령머드축제 이용열 국장 사례
발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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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보령 머드축제 프로그램 9개 세부 설명
분류

프로그램명

세부 설명

머드 유튜브 채널(머드TV) 총 35개 영상이 업로드됨 (2021.01.08 기준)
릴레이 머드버킷 챌린지

축제 홍보를 위해 한 사람이 머드를 뒤집어쓰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챌
린지 영상을 머드TV에 업로드함

영상으로 즐기는 머드축제

-

관람프로그램

집콕머드체험

참여프로그램

실제 축제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화장품, 머드가 담긴 키트를 제공함

양방향 집콕머드 라이브

양방향 스트리밍 솔루션 기술과 머드 체험 콘텐츠를 결합한 프로그램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500명의 체험 키트 구매자와 화상으로
소통함

집콕머드체험 공모전

키트를 즐겁게 체험하는 모습이 가장 잘 담긴 사진을 보낸 참가자를
선정해 상품을 배송함

스노우앱 인생샷 챌린지
(공모전)

카메라 앱 ‘스노우’와 협업해 머드축제 필터를 제작함. 해당 필터를 사
용해 찍은 사진에 대한 공모전을 시행함

리멤버 머드페스티벌

이전 축제 참여자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받아 시상함

머드 아바타 라이브

유명 유튜버 대륙남TV가 7월 18-19일 아프리카tv를 통해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함
보령머드축제장인 대천해수욕장 일원 및 보령시 관광지 여행 시, 여행
이 시청자의 선택으로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을 함

출처: 보령머드축제 SNS, 홈페이지 (2020)

 비대면으로 진행된 2020 보령머드축제는 홍보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축제를 위해 구성
된 체험키트인 ‘집콕머드체험키트’는 2,000세트가 모두 판매되며 머드 화장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함. 또한 키트를 통해 신규 고객층인 유아 동반 가족층에게 어필할 수 있음
- 파우더와 머드팩으로 구성된 집콕머드체험키트는 유아 동반 가족층에게 놀이 상품으로 인식
되어 호응이 높았으며, 이들이 축제의 신규 고객층으로 유입됨
 또한 코로나19 시기에 선제적으로 개최된 축제 중 하나로 국내외 언론매체에 보도되었고, 축
제기간 동안 유튜브 머드TV 채널과 SNS 등 온라인 채널에 약 140만 8천 명이 접속하거나 조
회한 것으로 나타남
- 다양한 국가의 해외 매체에서 보령 머드축제 사례를 소개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의 The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호주 ABC 뉴스 등에서 소개됨

(2) 주요 이슈
 온라인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큰 홍보효과를 창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보령 머
드축제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체험형 축제 분위기 조성의 한계, 축제 소재인 머드를 직접 체
험하는 프로그램의 부족, 지역 상권･경제 활성화 효과 미흡, 예산 대비 낮은 축제 수익(매출)
만족도가 주요 이슈로 나타남
 보령 머드축제는 직접 머드를 끼얹으며 즐겨야 하는 체험형 축제임. 기존 프로그램들은 머드를
온몸에 바르고 참가자들 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는 머드 스포츠, 대형 머드탕 등 대
형 킬러 콘텐츠와 다양한 해양 레포츠 활동으로 구성됨. 그러나 2020년 온라인 축제 테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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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에 중점을 둔 체험 콘텐츠를 개발했음에도, 기존 축제보다 프로그램 수가 제한적이고 참가
자들 간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자의 축제 경험에 한계가 존재함.
축제 참여자의 활동은 가정 내에서의 머드(제품) 체험, 공모전 참여, 영상 관람에 국한됨
 모든 온라인 축제 프로그램 명칭에 머드를 포함시켜 머드 테마와 연계도를 높이려 했으나, 참
가자는 ‘집콕머드체험 및 공모전’을 통해서만 직접 머드를 체험할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은 머
드축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거나 영상을 통해 관람하는 방식에 불과함
Exhibit. 보령 머드축제 프로그램별 머드 직접･간접 체험 현황
분류
관람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머드 직접 체험

머드 간접 체험

머드유튜브채널(머드TV)

-

√

릴레이 머드버킷 챌린지

-

√

영상으로 즐기는 머드축제

-

√

집콕머드체험

√

-

양방향 집콕머드 라이브

-

√

집콕머드체험 공모전

√

-

리멤버 머드페스티벌

-

√

머드 아바타 라이브

-

√

참여프로그램

출처: 보령축제관광재단 (2020), 제23회 보령머드축제 온라인 개최 안내, Evermint Partners Analysis

 축제 담당자는 지역 상권･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흡한 점을 가장 큰 이슈로 인식함. 2019년에는
오프라인 축제를 통해 단기간 181만 명169)의 축제 방문객이 지역 식당, 호텔 등을 이용해 지
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그러나 2020년 축제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아 방문객들이 축제장 및 보령지역을 방
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축제에 참여하여 관광과 연계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음
- 2019년 보령 머드축제 개최로 인해 발생한 소매업, 음식업, 도로여객운송업, 숙박업, 기타
문화오락서비스업에 대한 경제파급효과는 아래와 같음
Exhibit. 2019년 보령 머드축제 경제파급효과170)
항목

경제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관광산업 생산유발계수 * 전체방문객 총 소비지출액)

약 45억 9천만원

소득유발효과
(관광산업 소득유발계수 * 전체방문객 총 소비지출액)

약 8억 3천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관광산업 부가가치유발계수 * 전체방문객 총 소비지출액)

약 20억 8천만원

고용유발효과
(관광산업 고용유발계수 * 전체방문객 총 소비지출액)

321 명

출처: 보령축제관광재단 (2019), 제 22 회 보령머드축제 결산보고서
169) 보령축제관광재단 (2019), 제 22 회 보령머드축제 결산보고서
170) *제22회 보령머드축제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는 전체 방문객의 소비지출에 의한 파급효과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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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예산 대비 낮은 축제 수익(매출) 만족도가 주요 이슈로 나타남. 플랫폼 이용 수수료, 핵
심 프로그램 온라인 전환, 신규 콘텐츠 개발 등에 집행된 예산에 비해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
(매출)은 과거에 비해 적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축제 담당자에 따르면, 2020년 예산은 과거 대비 약 20-40% 수준이며, 온라인 축제 홍보
마케팅 비용과 키트 등 온라인 판매 상품 제작 비용에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됨
- 또한, 온라인 프로그램 준비에서는 기존 핵심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환 방안 수립과 비대면
축제 기획 인적역량이 이슈로 언급되었음. 기존 오프라인 축제와 비교할 때 비대면 축제의
주요 애로사항 1위는 새로운 기획 및 운영 역량이고, 2위는 축제 테마(콘셉) 및 가치 유지 방
안 수립이 언급됨171)
- 온라인 축제에서 축제 테마 및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의 온라인 구
현과 신규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해야 함. 그러나 이를 위한 축제 운영 인력의 전문
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과거 축제는 축제 입장권, 홍보･박람회･농특산물 부스 사용료, 머드뷰티케어, 화장품 판매
등 다양한 수익 창출 방안이 존재했으나, 온라인 축제는 키트와 머드화장품 판매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었음. 온라인 보령 머드축제에서는 집콕머드체험키트 2,000
세트를 할인가에 판매함
Exhibit. 보령 머드축제의 집콕머드체험키트
No.

키트 사진 및 명칭

1

구성품

할인가 (정가)

미니풀장, 머드파우더 1kg, 머드클레이팩 1개 or 머드필오
프팩 1개, 천연컬러머드 3종 세트(체험용), 머드비누1개

40,000원
(91,000원)

머드파우더 1kg, 골드클레이팩(5개입) or 머드필오프팩 1개,
천연컬러머드 3종 세트(체험용), 머드비누 1개

20,000원
(65,000원)

올머드 체험키트

2
온리머드 체험키트

출처: 보령축제관광재단 홈페이지 (2020), 집콕머드체험키트 1,500개 사전신청 안내

171) 에버민트파트너즈(2020), 비대면 축제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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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및 향후 개최 방향
 2021년 보령 머드축제는 온･오프라인이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며172), 올
해 최초로 시도한 온라인 머드축제를 바탕으로 온라인 프로그램 강화하고 오프라인 축제장에
서는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체험공간 야간 개장, 머드체험존 업그레이드와 동반 그룹별
개별체험 콘텐츠 도입 등 프로그램의 신설･개선을 계획하고 있음
- 체험과 대면 프로그램이 많은 축제의 특성상 온라인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
을 고려해 다양한 머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상권･경제 활성화 및 축제 수익(매출) 제
고를 위해 오프라인 축제 개최가 요구되는 실정임
 오프라인 축제 개최 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서 온라인 축제 사례에서 부족했던 체험형
축제의 주요 구성 요소인 ‘일탈성’과 ‘유희성’, ‘대동성’, ‘장소성’을 강화해야함. 온라인에서는
많은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머드 체험 콘텐츠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오프라인 위주의 하
이브리드형 축제를 기획해야함
 오프라인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머드 체험 테마 콘텐츠를 기획 및 개선하고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며, 프로그램 별 참가자의 밀집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함
 축제가 수익을 창출하고,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축제장을 방문하고 숙박, 음식점 등
지역 관광 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 방안의
수립 또한 요구됨

172) 보령머드축제 페이스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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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브리드형 축제 개최 방향
(1) 온-오프라인 이원화 방안
- 보령 머드축제는 온프라인 상에서 시공간적 범위를 확장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에서는
축제 홍보･마케팅과 판매를 진행하며, 실시간 현장 생중계를 통해 동시성 및 현장성을 강화함
- 오프라인에서는 타 축제에 비해 협소한 공간에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어 방문객의 현장 축제
참여 시 밀접 접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대천해수욕장 일원을 대표
축제장으로 활용하고,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보령시 해수욕장을 서브 축제 공간으로 활용해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함. 대표 및 서브 축제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분산 운영함
으로써 인구 밀집도를 낮추고 기존 보다 넓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분산 운영 프로
그램에는 머드 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일부 체험 프로그램을
동반 그룹별, 소규모, 예약제로 운영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음
- 온라인은 오프라인 콘텐츠의 효과를 제고하는 보조･기능적 역할로 활용함. 축제 공간인 보령시
해수욕장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진행하고 판매에서는 재단이 운영하는 보령머드화장품 쇼핑몰을
활용해 키트를 판매함으로써 머드화장품 인지도를 제고함. 축제 공간의 실시간 현장 및 공연 중
계를 통해 축제 기간 동안 축제의 방역 수칙 준수를 알리고 축제의 동시성 및 현장성을 강화함
Exhibit. 하이브리드형 축제 물리적 환경 구성

*주/야간 시간대는 2019 보령 머드축제 일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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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공간 활용
 기존 보령 머드축제는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대천해수욕장 인근으
로 관광객이 집중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데 어려운 물리적 환경으로 판단됨
- 타 명예대표 축제에 비해 보령 머드축제는 축제 공간이 가장 협소함. 2019년 보령 머드축제
에서도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일원에서 축제를 개최했으나, 머드놀이기구 및 신규 놀이시설
을 설치하기에 머드광장이 협소하여 축제 공간 확대가 어려운 점이 개선점으로 언급됨173)
- 5개 명예대표축제 중에서는 안동 국제탈춤축제가 가장 넓은 축제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뒤이어 진주 남강 유등축제, 김제 지평선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보령 머드축제 순임. 보령
머드축제는 화천 산천어축제의 절반도 안되는 축제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나, 방문객 수는 비
슷한 수준으로, 머드축제장의 밀접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
Exhibit. 명예대표축제 축제장 면적
No.

축제명

면적(m2)

방문객 수 (2019)

1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3,432,002

102만 명

2

진주남강유등축제

1,187,546

155만 명

3

김제지평선축제

795,201

71만 명

4

화천산천어축제

522,902

184만 명

5

보령머드축제

129,609

181만 명

출처: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결과, Evermintpartners (2020) 글로벌 육성축제 심층컨설팅

 향후 하이브리드형 축제에서는 대천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보령시 해수욕장까지 오프라인 공간
의 외연을 확대함. 각 해수욕장에 축제 프로그램을 분산 운영함으로써 인구 밀집도를 낮춰 거
리두기의 용이성을 높이며, 이와 더불어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보령시 해수욕장 인근 지역까
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따라서 대표 축제장은 최소한의 축제 경험을 유지할 수 있는
머드에어바운스 일반존의 머드 체험 프로그램, 개막･폐막식, 야간 공연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
고, 서브 축제 공간인 해수욕장에서는 고객층별, 테마별 클러스터를 운영함
- 대천해수욕장 일원은 하이브리드형 머드축제의 대표 축제 공간으로 활용함. 해당 장소에는
보령머드박물관, 리조트, 호텔, 광장 등이 밀집해 있음. K-Pop슈퍼 콘서트 등 대형 공연, 개
막･폐막식, 머드 체험존의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머드박물관과 연계한 전시･체험･판매
콘텐츠, 기업홍보관과 소규모 농특산물 판매 장터를 구성함
- 서브 축제 공간으로 활용되는 보령시의 해수욕장은 각 머드존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테
마와 연계한 체험, 소규모 공연, 먹거리, 특산품 콘텐츠를 기획함

173) 보령축제관광재단 (2019), 제 22 회 보령머드축제 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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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오프라인 공간 활용 방안
As-Is

To-Be (안)

*출처: 보령축제관광재단 (2019), 제 22 회 보령머드축제 결산보고서,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대천해수욕장 일원 및 보령시 관내 해수욕장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축제의 감염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음. 하이브리드형 축제를 개최하더라도 대천해수욕장 일대에 위치한 리조트 및 호텔을
활용해 머드체험이 가능한 ‘호캉스 (호텔+바캉스)’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보령시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체류형 관광객 증대, 축제 고객 유치 등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음
- ‘롯데 시그니엘 호텔’은 영유아제품 판매 기업인 ‘보령 메디앙스’와 협업해 가족형 고객을 겨
냥한 ‘헤븐리 홀리데이(Heavenly Holiday)’ 호캉스 패키지를 판매한 바 있음. 패밀리 패키
지에는 유아용 텐트, 유키두 수도꼭지, 푸딩솝(pudding soap), 수면인형을 제공해 가족 고
객이 편안히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함
- 이를 벤치마킹하여 푸딩솝 대신 보령 머드축제의 킬러 콘텐츠 중 하나인 ‘머드체험키트’를
활용할 수 있음. 가족끼리 머무은 독립된 공간에서 머드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호텔 내 머드
체험 이후 머드 처리 관련 매뉴얼을 구비하고, 관련 파생 상품을 만든다면 보령 머드축제만
의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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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보령 머드축제장 일대 호캉스 패키지(안)
롯데 시그니엘 호텔 ‘헤븐리 홀리데이(Heavenly Holiday)’ 호캉스 패키지

보령 메디앙스 협업 호캉스 패키지

다양한 물품 제공

집콕머드체험키트 처리방법 안내

집콕머드체험키트 처리방법 안내문

출처: 롯데 시그니엘 공식 홈페이지 (2018), 보령머드축제 (2020)

 각 해수욕장은 일반존 또는 키즈존, 패밀리존, 머드테라피존, 머드케어･아토피캠프 등 여러 테
마로 클러스터를 기획하고, 먹거리 부스, 농특산품 부스, 머드화장품 홍보･판매부스를 운영함.
예를 들어, 대천해수욕장 일원은 ‘일반존’ 클러스터로 성인들을 위한 머드 체험 프로그램과 해
양 불꽃놀이 등 야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무창포해수욕장은 ’키즈존’으로 아이 대상 머드 체
험 프로그램, 머드 큐브 체험 등을 기획함
Exhibit. 해수욕장 활용 축제 클러스터 구성 예시
대천해수욕장 (일반존 클러스터)

머드 체험 콘텐츠

해양 불꽃쇼

머드화장품 판매

무창포해수욕장 (키즈존 클러스터)

키즈 체험 콘텐츠

머드 큐브 체험

머드화장품 판매

사진 출처: 보령축제관광재단 (2019), 제 22 회 보령머드축제 결산보고서, Korea Trip Tips (2021), 네이버블로그 ‘와그
WAUG’ (2019)

 보령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따르면, 보령시 내 수려한 자연경관과 백사장이 펼쳐진 14개 해
수욕장이 있고 갯벌체험 또는 캠핑, 낚시 등이 가능함. 다만, 일부 해수욕장은 섬에 위치해 있
어 축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실질적으로 대천해수욕장 외, 내륙에 위치
한 4개 해수욕장이 축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함
- 대천해수욕장에서 차량으로 30 분 내 도착 가능한 용두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독산(홀
뫼)해수욕장, 장안해수욕장이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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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보령시 해수욕장 주요 현황
No.

해수욕장명

행정구역

내륙에 위치한 해수욕장

섬에 위치한 해수욕장

1

무창포해수욕장

웅천읍

√

-

2

대천해수욕장*

대천5동

√

-

3

호도해수욕장

오천면

-

√

4

독산(홀뫼)해수욕장

웅천읍

√

-

5

삽시도거멀너머해수욕장

오천면

-

√

6

장안해수욕장

웅천읍

√

-

7

원산도 해수욕장

오천면

-

√

8

삽시도 밤섬해수욕장

오천면

-

√

9

삽시도 진너머해수욕장

오천면

-

√

10

장고도 명장섬해수욕장

오천면

-

√

11

당산해수욕장

오천면

-

√

12

용두해수욕장

남포면

√

-

13

장고도 당너머해수욕장

오천면

-

√

14

오봉산해수욕장

오천면

-

√

*보령 머드축제 축제장은 대천해수욕장 일원임
출처: 보령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2021)

 개최 기간(안)은 주말 2회를 포함해 총 10일로 개최하며, 방문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금요일
과 주말에 오프라인 대표 축제장과 서브 축제 공간의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함. 또한 방문객이
적은 주중(월-목)에는 오프라인 축제장을 축소 운영하여 축제 운영 인력을 효율화함
- 2019년 머드축제는 7월 19(금)일부터 7월 28(일)일까지 10일간 개최됨. 주중(월-목)은 일반
방문객이 적고, 주말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인기 프로그램의 대기문제 등을 운영･관리하는
축제 인적자원이 필요함
- 2021년에는 주말 2회 운영을 유지하되, 방문객이 많은 주말에는 대표 축제장과 서브 축제
공간(해수욕장)을 모두 운영하고(full운영), 주중에는 대표 축제장의 프로그램만 운영(축소 운
영)해 축제 인력 효율을 제고함
Exhibit. 보령 머드축제 개최 기간(안)
2019년

2020년

2021년 (안)

10일 개최

10일 개최

10일 개최
(금요일, 주말 4일 Full 운영+
주중 4일 축소운영)

출처: 보령시 (2020), 보령머드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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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운영 시간의 경우, 보령 머드축제는 주간에 체험 프로그램 위주의 핵심 콘텐츠를 구성함.
2019년에 머드체험존 야간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금요
일과 주말에 머드체험존의 야간 개장을 시행함. 동시에 기존 야간 시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머드가요제, 머디엠 등 야간 공연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축제 실황을 중계함. 이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확보하고 고객과 축제 사이의 접점을 확대함

(3) 온라인 채널 활용
 온라인 채널은 오프라인 콘텐츠 효과 제고 측면에서 크게 ‘축제 홍보･마케팅’, ‘판매’, ‘현장 프
로그램 연계’ 기능을 수행하며, Youtube 등 5개 플랫폼을 활용함
Exhibit. 온라인 채널 활용 방안 및 주요 플랫폼

 축제 홍보･마케팅에서는 축제 프로그램 분산에 활용되는 주변 해수욕장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고, 각 해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연관 콘텐츠를 홍보함. 현재 보령에서는 대천 해수욕장
과 무창포해수욕장과 같이 인지도 높은 해수욕장을 제외하고는 해양스포츠나 바닷길 시간표,
체험활동 등에 대한 정보가 미흡함
 판매에서는 보령축제관광재단이 운영하는 보령 머드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BORYEONG
MUD+’와 집콕머드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보령 머드화장품의 인지도 및 판매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함
 2020년 축제에서는 보령축제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집콕머드체험키트가 판매되었고, 키트
에 포함된 제품을 상시 판매하는 머드화장품 쇼핑몰과 연동되지 않아 추가 수요 창출로 연결
되기 어려웠음
 향후 축제 키트 판매에서는 쇼핑몰 활용 및 Instagram 쇼핑태그 등을 활용해 상품 노출을 강
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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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보령 머드축제의 집콕머드체험키트 판매 관련 이슈

축제 키트 사전 신청 안내

키트 포함 상품 설명 부재

출처: 보령시 (2020), 보령 머드축제

 온라인은 현장 프로그램을 연계해 동시성과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2020년 축제의 ‘집콕머드라이브’와 같은 온택트 콘텐츠를 지속하는 것이 효과적임
 또한 지역 관광자원인 해수욕장과 명소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기획해 축제의 장소성을 제고하
고,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방문하는 관광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음

(4) 하이브리드형 축제 개최 필요 역량
 성공적인 하이브리드형 머드축제 개최를 위해서는 축제 프로그램을 지역 내 효과적으로 분산
하기 위한 축제 기획 역량, 해수욕장과 머드 체험 프로그램의 인지･호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위
한 마케팅 역량, 축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 및 비대면 플랫폼 관
리･운영 역량이 필요함
 또한 축제장을 관내 해수욕장으로 확대함에 따라 기존 축제의 테마 및 프로그램 일부를 분산
운영하는 기획･연출 역량이 필요하며, 축제 기간 동안 축제의 밀집도･혼잡도를 낮추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운영 역량이 요구됨
- 과거에는 축제장 내에서 다양한 테마의 체험, 전시, 판매 등이 한꺼번에 구성되어 있었으나,
하이브리드형 축제에서는 주요 테마별 클러스터의 분산 운영을 고려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실시간 중계 및 쌍방향 소통이 중시되는 축제로 기획되어야 함
 마케팅 역량은 신규 온라인 프로그램과 축제장으로 활용될 해수욕장을 매력적인 체험･관광자
원으로 인지시키기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역량이 중점으로 요구됨
- 해수욕장별 특징, 상시 가능한 체험 활동, 해양 스포츠에 대한 콘텐츠 제작 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채널에 사전 홍보를 추진해야 함
 또한 분산된 축제 콘텐츠를 실제 운영하는 관리자와 축제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을 제공하고, 방문객의 축제 경험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리 역량이 요
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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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형 비대면 축제 개최 사례 및 시사점
(1)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취소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2020’은 코로나 19 사태로 탈춤 공원과 하회마을 일원에서 개최 예정
이었던 탈춤 축제를 전격 취소함174). 이는 지역사회 안전 문제 및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해외공
연단 섭외에 한계가 있어 축제가 지향하는 글로벌 축제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임
 국내외 비대면 공연형 축제 개최 사례들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최방안을 마련함.
타 산업과 비교해 온라인 공연 사업이 코로나 발발 이전부터 활발히 진행되어왔던 만큼, 비대
면 공연형 축제는 온라인 송출, 실시간 중계, 거리 두기 현장 축제 등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연
한 형태로 변모함

(2) 공연형 온라인 축제의 현장성 전달의 한계
 제 14회 D Festa 대학로 거리공연축제는 2020년 6월 5일(금)부터 7일(일)까지 3일간 무관중
온라인 축제로 개최됨. 15편의 초청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펼쳐졌으며, 관람객들은 각자의 공
간에서 공연을 즐기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축제에 참여함. 하지만 공연 자체의 현장성이 떨어져
축제의 차별성이 반감됨. 녹화 또는 실시간 중계를 통해 축제 참여자의 기기에 무대를 송출하
는 형태의 공연형 축제는 기존 온라인 영상물과 차이점이 뚜렷하지 않아 축제 고유의 특성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었음
 전면 온라인 공연은 공연자와 관람객의 교감이 사라지고, 장소적 특성이 없기 때문에 연출자가
의도했던 본질이 온전히 전달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이러한 이유로, 공연 특유의 파
급력과 시너지가 저하됨. 이렇듯 현장성 전달의 한계는 축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온전
히 구현하기 어려우므로, 공연적 특성과 재미를 최대한 살려 현장성을 극대화하고, 축제의 특
성을 고객의 경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비대면 환경 속에서도 공연 축제의 정체
성을 유지할 수 있음

(3) 투입 자본 대비 낮은 수익률
 세계적인 공연 축제 Tomorrowland(투모로우랜드)는 2020년 7월 25일(토)부터 26일(일) 까
지 양일간 온라인 축제로 개최됨. 해당 축제는 8개의 가상현실 무대를 배경으로 60여 명의 아
티스트를 담은 영상물을 상영하고 전문가들과 진행한 16개의 웨비나 세션을 진행함. 축제 측
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물리적 이동이 불가함을 인지한 후 VR축제로 프로그램을 전면 수정했
으며, 세계적인 3D 기술자들과 IT 기업들과 협력해 추진함. 이로 인해, 투모로우랜드 축제 측
은 장기간의 준비와 약 6백만 달러의 비용을 투자해 퀄리티 높은 축제 콘텐츠를 확보함. 그 결
과, 약 100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고, 14만 개의 티켓이 판매되며 손익분기점에 도달함175)
174) Nnsp통신 2020), 안동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0’ 전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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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모로우랜드 축제는 트레일러(사전 홍보 영상)를 제공해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홍보 마케팅
을 진행했음
- 공연뿐만 아니라, 축제의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먹거리 및 살거리를 온라인 축제에서도
가능하게 함. ‘식음료 패키지’와 ‘홈파티 패키지’176)를 구성해 온라인 축제를 특별하게 즐기
고자 하는 이들에게 판매하고, 단순한 음식 판매가 아닌 온라인 축제에서의 경험을 판매한다
는 것을 강조함
Exhibit. 투모로우랜드 온라인축제의 먹거리 및 살거리
축제 살거리･먹거리 홍보물

홈파티 패키지

칵테일 음료 패키지

출처: We Rave You (2021), Tomorrowland offer new packages for ‘Around the World’ digital festival

 품앗이 공연예술축제는 2020년 8월 19일(수)부터 8월 30일(일)까지 14일간 온라인 축제로 진
행함. 품앗이 공연예술제는 무료로 화성시문화재단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으나, 전체
영상콘텐츠 참여율이 미비했음
- 2020 품앗이 공연예술축제는 하루 평균 383명의 온라인 관람객만이 플랫폼을 방문해 참여
율이 저조했음
- 코로나 19시대에 온라인 공연관광 행태를 연구한 ‘온라인 공연감상 현황조사 (2020)177)’에
따르면, ‘유료라면 공연을 관람하지 않겠다’고 답한 이들이 대략27%의 비율로 높은 편에 속
함. 이는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축제일지라도 유료화 될 경우 참여율이 저조해질
수 있으며, 기존 인지도가 낮은 축제의 경우 축제 진행의 어려움이 존재할 가능성이 다분함
 코로나 시대에서 공연 영상화 작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나, 이를 통해 공연의 특징인 현장감을
전달하기에 한계가 있음. 영상물은 현장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달할 수준으로 제작되어야 하
는데, 이는 막대한 영상 장비 비용과 인건비 투자를 요함. 또한, 유료 온라인 축제의 전환은 입
장료 가격완화로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였으나, 유료 영상물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치에 충족하
는 퀄리티를 제공해야 하므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현실적인 대책이
고안되어야 함
175) Billboard (2020), Tomorrowland’s Pioneering Virtual Festival Struggled to Turn a Profit, But Plans to Return
176) 식음료 패키지는 음식의 종류(육류, 생선, 채소로 구성된 brasa bbq), 음료의 종류(세계 칵테일 제조 또는 음료 키트)
로 가격에 따라 달리 구성됨. 홈파티 패키지는 유명 스피커JBL, 텐트, 축제 팔찌, 포스터, 컵 등 각종 파티 용품으로
구성되며, 내용물에 따라 가격이 다름
177) 국민일보 (2020), 온라인 공연 몰입 시간, 20분 넘기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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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소개된 ‘투모로우랜드’ 축제와 ‘품앗이 공연예술축제’ 두 축제의 차이에서 살펴볼 수 있
듯, 축제의 인지도와 자본 여력에 따라 온라인 공연형 축제의 콘텐츠 불균형 및 수익성 이슈가
발생함. 따라서, 같은 공연형 축제일지라도 그 특색과 성격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전환이
유리한 축제는 다르므로 선택적으로 영상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4) 비대면 축제의 지역성 구현 중요성
 2020춘천마임축제는 2020년 7월3일(금)부터 10월 24일(토)까지 100일간 344회의 공연･전
시･체험･워크숍 등을 선보이며 비대면 축제로 진행됨. 춘천마임축제는 분산과 일상화를 통해
기존의 집단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을 버리고 일상적 축제로 전환함. 또한, 축제 공연자들이 직
접 도심거리로 이동해 작은 공연을 선보이며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함
- ‘춘천 마임 백씬 프로젝트’는 석사천 산책로, 고구마섬, 춘천 박물관 마당 등의 춘천 지역관
광 자원과 건물 옥상, 베란다, 버려진 공간 등 100곳의 일상 공간을 축제 무대로 탈바꿈시켜
축제장 외연을 확대함. 또한, 대표 프로그램인 ‘도깨비 난장’은 사전 예약을 통해 선정된
100여 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마임 현장을 생중계함
- 춘천 마임축제의 총감독은 각각의 축제가 도시를 해석하는 관점을 넓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고, 유연하게 인원을 조절해 시즌제로 축제를 운영하는 것의 필요성을 피력함
 코로나 19로 인해 로컬 관광에 관심이 집중된 만큼, 비대면 축제에서의 지역적 특색 부각은 축
제 경쟁력을 강화할 것임. 뿐만 아니라, 지역민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한 축제로 비대면 축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5) 온라인화(化)를 통한 고객 접근성 증진 및 홍보 효과 증대
 서울 드럼페스티벌은 경희궁, 서울광장, 한강시민공원, 서울숲 등 서울 관광자원을 배경 삼아
국내･외 타악공연팀을 초청해 펼치는 국제 타악예술축제임.

그러나 코로나 19확산에 따라

‘2020서울 드럼페스티벌’은 2020년 8월21일(금)부터 8월 22일(토)까지 양일간 전면 온라인으
로 개최됨. 최정상급 드럼 연주자들이 참석해 장충 체육관에서 무관중으로 공연을 진행했고,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공연을 생중계함. 방한이 어려운 해외 아티스트는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공연을 통해 국내 관광객에게 공연을 선보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된 드럼축제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 해외공연팀과 협업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는 해외공연단에 의존하는 축제들에게 시사점이 있음. 물리적 한계를 극
복하며, 국내･외 관람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축제 참여율을 높이고 동시에, 축제 공연의 하이라
이트 부분 영상을 축제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유발했음. 이 영상들은
잠재고객을 유치하는 바이럴 마케팅 콘텐츠로도 활용됨. 이처럼, 온라인화는 오프라인 경험 전
달의 시공간적 한계를 축소할 수 있는 비대면 축제의 필수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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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축제 이슈 및 향후 개최 방안
 2019년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은 탈과 무관한 전통 공연 중심으로 편중되어 축제 테마 정체
성에 혼란이 내재되어 있고, ‘전통’만이 강조되고 현대적 재미요소가 결여되어 전통과 현대 사
이 가교 역할 수행이 미흡하며, 그리고 전통공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관광객의 공연 관람
수준 반영이 부족한 점이 축제의 핵심이슈로 나타남
- 전통공연이 어울리는 문화적 장소가 아닌 각 공연과 동떨어진 획일적인 무대배경과 조명이
부족해, 무대 분위기에 대한 아쉬움이 존재함
- 관람객의 공연만족도는 독창적인 전개와 재미요소, 그리고 세련된 무대 분위기 연출 등으로
제고시킬 수 있음
 코로나 19로 인해, 현재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의 경우, 지역관광 및 경제 위축, 해외 공연단
의존도 축소 및 기존 프로그램 개편 방안 추진, 축제 온라인화 방안, 오프라인 축제의 방향성
혼란 등 여러가지 파생 애로사항이 발생함
 이에 앞서 나온 타 비대면 공연형 축제의 시사점을 통해 안동국제탈춤축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슈와 코로나 19로 파생된 문제들의 해결방안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음

2. 하이브리드형 축제 개최 방향
(1) 온-오프라인 이원화 방안
 안동 국제탈춤축제는 오프라인을 주축으로 진행하고, 온라인은 부수적인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오프라인 상에서는 시공간적 범위를 확장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온라인에서는
축제 홍보･마케팅과 판매 기능을 수행해, 현장 프로그램 송출을 통해 현장성과 동시성(시간성)
을 강화함
 오프라인에서는 기존에 안동 탈춤공원과 시내일원 중심으로 운영된 공간적 범위를 안동 지역
관광자원 전체로 확대하고, 프로그램 별 테마존을 구성해 분산 운영함. 이때, 소규모 진행 및
사전 예약제로 추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안전성을 보장해 운영함
 온라인은 오프라인 유입 증가를 위한 기능적 역할로 활용함. 대표 프로그램만을 식별해 영상화
작업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축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공해 축제 홍보와 흥미도를 제고함. 또
한, 현장 프로그램을 생중계하고 라이브 채팅을 진행해, 축제의 속성인 현장성, 대중성, 동시성
을 강화시킴. 이와 함께, 라이브 커머스 기능이 있는 플랫폼과 연동해 지역 농산물 판매를 확
대하는 방안으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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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하이브리드형 축제 물리적 환경 구성

*주/야간 시간대는 제 48회 안동민속축제 행사일정표 참고

(2) 오프라인 공간 활용
 공연 프로그램 중 유지할 프로그램을 식별하고, 안동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패키지형 테마존
을 구성해 분산 운영함. 관광객들은 소규모와 예약제를 통해 신청을 받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동시에 지역성을 제고함
 기존에는 축제장(탈춤 공연장, 경연무대, 마당 무대), 시내 (문화의 거리, 시내전역, 웅부공원,
비탈민 난장 무대), 하회 마을(마을 일원)에서 대부분의 공연 프로그램의 진행되어, 무대 분위
기에 아쉬움과 고객 공연 만족도 증진에 한계가 존재했음
 향후 하이브리드형 축제에서는 안동지역 관광자원을 축제장으로 전환해 외연을 확대하고, 지
역민이 주도적으로 축제에 참여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유지할 프로그램을 식별하고 지역관광자원을 식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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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오프라인 공간 활용 방안
As-Is

To-Be (안)

*출처: 안동 국제탈춤축제 홈페이지(2020),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축제장에서는 최소한의 축제 경험을 유지할 수 있는 한국탈춤공연, 안동민속축제, 개막･폐막식
등을 위주로 진행하되, 지역 관광지를 구분지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및 살거리 등으로
패키지화해 테마존을 운영함
- 안동 대표 관광지를 선정해 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으로 전환함. 이는 문화적 장소를 활용해
무대배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무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함임. 또한, 식별된 축제장 일부를
전시･체험 콘텐츠와 농특산물 판매존을 구성함. 농특산물 판매존은 기존 안동의 시장 및 먹
자골목을 축제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이때 먹거리만 선보이는 것이 아닌, 먹거리 집중 테마
존으로 구성해 최소의 축제 분위기를 유지함
- 안동시는 다수의 박물관 및 문학관, 청정한 자연환경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동관광정보안
내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축물 및 유적지는 총 161 곳임178)
- 예시로, 안동하회마을, 시립민속박물관, 월영교, 안동구시장, 낙강물길공원, 도산서원, 안동
병산서원, 안동군자마을, 안동민속촌, 부용대, 만휴정, 농안종택, 봉정사, 예끼마을, 군자마을
등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축제장으로 전환할 수 있음. 또한, 축제장 근처에는 숙박자원 시설
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지역적 이점이 존재함

178) 안동관광 홈페이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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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2019년 방문객 안동 지역 내 방문 희망장소 (축제장으로 가용가능한 관광자원)
No.

안동 시민들

No.

외지 방문객

1

월영교

1

도산서원

2

안동댐

2

하회마을

3

도산서원

3

민속박물관

4

하회마을

4

소수서원

5

봉정사

5

월영교

6

안동시내와 옥동

6

찜닭골목

7

임청각

7

맘모스제과

8

묵계서원

8

안동대학교

9

학봉종택

9

봉정사

10

오천 유적지

10

안동댐

11

안동대학교

11

부용대

12

동악골

12

강변공원

13

유교랜드

13

병산서원

14

병산서원

14

안동시내와 옥동

15

호반자연휴양림

15

호반자연휴양림

출처: 국립안동대학교 (2019), 2019년 안동 국제탈춤축제 평가보고서

 예를 들어, 안동 예끼마을179)에서 진행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공연 프로그램은 신성현 문
화단지에서 제공하고 하고, 마을의 4개의 갤러리와 협업해 전통 탈 테마의 전시 및 체험 프로
그램을 기획하며, 선비 순례길에서 안동의 먹거리 및 살거리 테마 판매존을 기획할 수 있음
Exhibit. 예끼마을 축제 구성(예시)안
공연 프로그램 클러스터

신성현 문화단지

한국탈춤 공연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근민당 갤러리

탈 전시 프로그램

판매존

선비순례길

살거리 및 먹거리

 안동탈춤축제의 핵심 활동은 큐레이션으로 주제 선정, 콘텐츠 수집, 공연 진행임. 공연의 경우
한국 탈춤공연을 기본으로 새로운 해외 콘텐츠를 더하며 공연을 다양화함. 하지만, 코로나 19
로 인해 113 개의 국내 및 해외 공연을 선보이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오프라인으로 유지될 공
연이 식별되어야 함. 해외 공연의 경우,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부대 행사의 경우 축소 운
영해야 함. 축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연만을 유지해 해당 공연을 재연하는 방식의 공
연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공연의 내용 또한 전통성을 부각하는 공연과 함께, 젊은 감성이
반영된 공연이 기획되어야 함

179) 예끼마을: 예술과 끼가 있는 마을

392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

 2019년 기준, 13개의 국내탈춤이 진행됐으며, 하회 별신굿 탈놀이를 제외한 12개의 한국탈춤
은 1회씩만 선보임. 한편, 해외 공연의 경우 대만, 볼리비아, 러시아를 비롯한 12개국 13개 단
체의 전통 민속 공연과 창작 공연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비대면 축제 전환 시 대안이 필요한 상
황임. 이외에도 마당극, 창작극, 자유참가극 등 다양한 공연들이 기획됨180)
 이렇듯, 안동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오프라인 축제장은 분산형 개최가 이뤄지겠으나, 지역
축제 행사장 내 공연장 방문 등에 해당되는 방역지침181)을 준수해야 함
Exhibit. 장소별 거리두기 실천 수칙_지역축제
구분

공통사항

해당 유형 적용사항

참석자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
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제접촉 자제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
용하기

-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참여하기
- 축제 입장권 구매 시 현장 구매보다 사전 온라인 예
매하기
-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현장 참여 자제하기
- 행사장 출입 시 손 위생, 증상 여부 확인 및 명부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행사장 객석, 휴게 시설, 식당 이용 시 2m 거리 유
지가 가능하도록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 휴게 시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이 밀집되지
않도록 2m 거리가 유지되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행사장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
- 줄서기 등 대기할 때에는 사람 간 2m 간격 두기
- 행사장 내 셔틀버스 이용 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도록 한 칸씩
띄어앉고 대화 자제하기
- 행사 참여 중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역축제 관계자에게 알리기

책임자･
종사자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 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 사람 간 간격을 2m 이상 거리 두기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
고,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
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
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
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사전 예약제, 시간제 운영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 유도하기
- 행사장이 밀집되지 않고 2m 거리 두기가 유지되도
록 입장 정원을 제한하기(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2m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 입장권은 현장 판매보다 사전예매 안내하기
- 축제 관람객, 참가자, 관계자 등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기
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 입구와 출구를 달리하여 이용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
동하도록 동선을 마련하기
- 공연, 체험행사 등은 실외 중심으로 운영하며 2m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탁상과 의자를 지그재그 등
으로 배치하기
- 실내에서 공연, 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며 충분히 환기하기

180) 2019 안동국제탈춤축제 평가보고서 참고
181) 축제 행사장 내 음식점･카페, 공연장, 유원시설,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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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통사항

해당 유형 적용사항

-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
내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 바람의 방향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무대와 객석 간 사이에는 최대한 거리를 유지
하며, 공연 전･후로 객석과 무대 등 공연시설을 소
독하기)
많은 사람이 일시에 한 장소에 집중될 수 있는 이벤
트성 행사(선착순, 악수･사인회 등)는 자제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 외치기 등)와
프로그램은 최소화하기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마이크는 커버를 씌우고,
개인마다 마이크 덮개를 새것으로 교체하기
시식 및 홍보 부스(코너)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
화하되,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부스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참석자들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도
록 참석자 간 2m 유지 안내하기(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시식, 시음, 홍보 코너에서 발생하는 이쑤
시개, 컵, 휴지 등 침이 묻을 수 있는 쓰레기는 타
인의 손이 닿지 않도록 깨끗이 버릴 수 있게 조치
하기, 음식물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섭취하기)
판매원과 이용객 사이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투명 가림막 등을 설치하기
가능한 포장 판매 활성화 및 대규모 인원이 밀집되
지 않도록 유도하기
현장 결제 시 전자 결제방식(모바일 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도록 하기
식당,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도록 자리를 배치하고, 2m 거리가 유
지되도록 분산 이용 안내하기
생활 속 거리두기(현수막, 문자 전광판, 안내방송 등)
및 개인 위생수칙 홍보･안내하기
출입구 및 행사장 내 여러 곳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단체식사 제공은 자제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
도시락 형태로 제공하기
해외 거주하는 인사들의 행사 초대는 자제하기
매표원, 출입 관리요원 등은 수시로 손 소독제 사용
하기
진행요원 등의 식사 시간은 시차를 두고 운영하여 관
계자 간 밀집 최소화하기(예: A조/ 18:30~19:30,
B조/ 19:30~20:30)
축제 진행요원 등에게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기본 수칙(마스크 착용, 거리 유지 등)
준수 안내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시,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
람과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도록 한 칸씩 띄어앉
고 대화 자제 안내하기

출처: 보건복지부 (2020),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2021년 안동 탈춤축제 개최 기간(1안)은 주말 2회를 포함해 총 10일에 걸쳐 개최하며, 방문객
이 많은 주말에는 축제장 및 지역 관광지역으로 분산된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고, 방문객이
적은 주중에는 대표 프로그램만을 추려 진행함
 개최 기간(2안)은 기존 10일에 걸쳐 진행되었던 축제를2주로 분산시켜, 주중(금) 하루와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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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를 포함해, 총 6일로 개최함. 방문객이 많은 주말 만을 집중 공략해 분산된 축제장의 프로
그램을 모두 운영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 관리 및 방역에 필요한 축제 운영 인력을 효율화함
- 2019년 안동 국제탈춤축제는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개최되었음
- 2019년 안동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제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유입 인구는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순으로 많았으며, 경북, 대구, 경기 출신 순으로 많이 참석함182)
- 2021년 비대면 축제(1안)은 주말 2회를 유지하되, 방문객이 많은 주말에는 축제장 전역을
모두 운영하고(full 운영), 주중에는 축소 운영을 통해 테마존을 최소화해, 자원 배분을 효율
화함. 주중은 축소하되, 판매 및 식별된 몇몇 프로그램을 빈도나 횟수를 줄여 진행함
- 2021년 비대면 축제(2안)는 주말 2회와 주중 1회 운영을 2주 유지하며, 축제장을 모두 운영
함. 축제장 외연 확대에 따라, 주중에 활용되었던 인력과 자본을 주말로 집중시켜, 다양한 장
소에 배치해야 함
Exhibit. 안동 국제탈춤축제 개최 기간(안)
2019년

2021년 (1안)

2021년 (2안)

10일 개최

10일 개최 2(주에 걸쳐, 주말
2일과 금요일 Full 운영,
월-금요일 축소 운영)

6일 개최 (2주에 걸쳐, 주말
2일과 금요일 Full 운영)

출처: 안동 국제탈춤축제 홈페이지 (2021)

(3) 온라인 채널 활용
 온라인 채널은 오프라인 콘텐츠 효과 제고 측면에서 크게 ‘축제 오프라인 홍보･마케팅’, ‘특산
물 판매’, ‘현장 프로그램 연계’ 기능을 수행하며, Youtube 등 7개 플랫폼을 활용함

182) 문화일보 (2019), ‘안동서 소비된 돈 64%, 관광객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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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온라인 채널 활용 방안 및 주요 플랫폼

 축제 홍보･마케팅에서는 공연 하이라이트를 담은 짧은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해 사전홍보
를 진행함. 공연 프로그램는 오프라인으로 행해질 대표 한국 공연과 해외 공연 등을 영상화함.
또한, 기존에 제작한 안동시의 안동 홍보 영상물을 플랫폼에 적극 노출시켜, 축제를 알리는 동
시에 안동 지역관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 공연축제 콘텐츠화는 영국 에든버러 국제 축제의
2020 비대면 축제사례와 한국관광공사의 홍보영상을 벤치마킹함
- 스코틀랜드 최대 축제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은 코로나 19로 73년만에 취소됨. 이에 축제
이해관계자들과 연대를 통해, My Light Shines On (나의 빛은 여전히 빛난다)를 주제로 콘
텐츠 영상화 작업을 추진해 온라인으로 진행됨. 오케스트라, 발레, 전통 공연가, 연극 앙상블
과 디자이너들이 모여 그들이 선호하는 에든버러의 유명관광지와 축제장 배경으로 공연을
펼침. 이 캠페인은 축제 정신을 축제를 사랑하는 고객들과 공연자들에게 제고시키고자 추진
됐으며, 비록 2020년 공연은 관객이 없이 진행되었으나 머지 않아 곧 미래에 모두가 함께
웃고, 울고, 즐길 수 있는 날이 돌아올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됨
Exhibit. 에든버러 국체 페스티벌 2020 디지털 축제 콘텐츠
에든버러 캐슬

에든버러 공연예술 극장

도시 중심의 관광지에서 진행되는 공연 기존 인기 축제장에서 진행되는 발레
출처: Youtube ‘Edinburg International Festiv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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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광공사는 익살스러운 현대무용을 펼치는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퓨전 국악소리를 선
보이는 ‘이날치 밴드’와 협업을 통해 해외 홍보 영상 ‘안동편’을 제작함. 해당 영상은 안동의
관광자원을 무대화하여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동시에 공연을 선보임. 이와 같은 방향성으로
안동 국제탈춤 비대면 축제 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영상 제작의 방향성
을 설정할 수 있음
Exhibit. 한국관광공사 해외홍보 영상 ‘안동편’
부용대

만휴정

병산서원

사진 출처: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 Imagine your Korea, Feel the Rhythm of Korea: 안동편 (2020.10.13)

 이와 같이 축제장 외연을 확대한 배경을 기반으로 공연을 영상화하고, 공연자들과 지역민들을
축으로 홍보 영상을 기획해 오프라인 방문 시 경험 가능한 콘텐츠를 예고편 형태로 전달해 축
제 참여 고객을 유치함
- 플랫폼의 생태계와 플랫폼을 통해 타깃하고자 하는 젊은 세그먼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들에게 소구하는 공연 콘텐츠를 영상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영상 콘텐츠를 바이럴 마케
팅으로 활용함으로써 축제 방문객을 포함한 잠재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삼고, 그 효과는 중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대표 프로그램의 영상화 작업은 퀄리티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축제 측 만의 역량으로는 실현
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외부 역량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예시로, 하회마을에서 진행되는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 하이라이트, ‘탈 만들기’ 체험 프로
그램, 그리고 지역관광자원인 하회들녘을 담은 3-5분짜리 영상을 제작함
Exhibit. 하회마을 진행 프로그램 영상화 (예시)
공연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체험 프로그램

지역관광자원_하회들녘

사진 출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2021), 안동축제관광재단(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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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더해, 대표 프로그램 ‘비탈민 난장 퍼레이드’과 영상 플랫폼Tiktok(틱톡)을 연계해 홍보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음. 해당 연도의 테마 ‘한국 탈춤(예시)’을 챌린지화해 전문 공연자가 캠
페인의 포문을 열고, 일반인들이 각자의 개성으로 영상을 기획하고 편집해 업로드하는 형태로
진행함. 이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문화의 교류의 장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더 나아가,
Tiktok(틱톡) 사용자이자 축제 잠재고객들에게 한국 전통춤을 알리는 동시에 축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임
- 일례로, 태권도 하는 ‘최사범(_master_choi_)’과 ‘미르메 신민철’은 한국 전통 스포츠 태권
도와 유행 트렌드를 결합해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냄. 태권도 콘텐츠는 자국에서 태권도
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들과 태권도에 관심있는 이들의 호응을 얻음183)
Exhibit. 한국 문화를 활용하는 틱톡 일반인 콘텐츠
미르메 신민철의 전통 콘텐츠

최사범(_master_choi_)의 콘텐츠

약1만 6천개의 좋아요를 받은
미르메태권도 틱톡 챌린지

약 7만 5천개의 좋아요를 받은
최사범의 틱톡 챌린지

출처: 아레나 옴므 플러스 네이버 블로그, ‘한국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는 특별한 틱톡
크리에이터들’ (2020.10.08)

- 틱톡(Tiktok)은 차세대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으로, 현재 일일 사용수가 8억 명 이상에 달하
고, 하루 평균 체류시간은 52분으로 그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플랫폼임. 2020년 4월
기준, ‘틱톡’ 국내 이용자는 3백만명을 추월했음184)
 판매의 경우 향후 축제에서는 안동 공식 농특산물 쇼핑몰 ‘안동장터’과 경상북도 공식 농특산
물 쇼핑몰 ‘사이소’를 축제와 연계하고,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안동 특산물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함. 축제 기간에만 진행되는 할인 혹은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해 안동의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축제 기간 내 관심을 유발함
- 축제 기간 구매 고객에게는 ‘축제 특별 상품’, ‘2021 한정’ 등의 네이밍(naming)을 통해 관
심도를 제고할 수 있음
 한편, 해당 플랫폼들의 인지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향후 축제에서는 안동 국제탈춤축제 공식
Instagram (‘안동 노닐기’) 계정과 Youtube 채널을 통해 특산물 플랫폼을 홍보할 필요가 있

183) 아레나 옴므 플러스 네이버 블로그, ‘한국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는 특별한 틱톡 크리에이터들’ (2020.10.08)
184) 미디어경험 연구소 네이버 블로그, ‘틱톡 마케팅을 준비해야하는 이유’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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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게시물들에 쇼핑 태그를 부착해 축제 관심 고객의 ‘안동장터’와 ‘사이소’ 온라인 쇼핑몰
유입을 확대함
 또한,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를 유명 셰프 혹은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축제 유튜브 스
트리밍에 선보여 온라인 축제 참여 고객들에게 안동 특산물의 구매를 독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제22회 온라인 봉화은어축제는 지역 식당에서 유명셰프와 함께하는 ‘은어를 부탁해’ 및 ‘팔
로우미: 봉화 ON-인플루언서 쏘영’ 프로그램을 선보임. 4인의 스타셰프가 은어요리를 만들
고 인플루언서가 완성된 요리를 시식하는 영상을 봉화 은어 TV를 통해 실시간 송출함. 이는
약 1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됨
- 안동의 경우, 유튜브를 통해 안동마와 안동 생강을 활용한 레시피를 선보였으나, 초기 인지
도 제고 단계에서 고객들의 관심을 견인할 매개체가 부재해 저조한 성적을 보임
Exhibit. 지역 특산물 온라인 홍보 콘텐츠 비교 (봉화 vs 안동)
봉화 은어 TV

안동 노닐기

봉화의 특산물 홍보 콘텐츠 “은어를 부탁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레시피 영사물
‘맛보다 안동’

출처: Youtube 봉화은어 TV (2021), Youtube안동 노닐기 (2021)

 안동을 대표하는 먹거리(안동 찜닭, 조밥 칼국수, 갈비 등) 밀키트를 기획하고 특산물 온라인몰
및 라이브커머스에 축제 기간 동안만 특별 판매하여, 집에서 ‘안동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프로
모션(예시)을 진행함
 끝으로, 온라인은 현장 프로그램을 연계해 현장성과 시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
현장 공연, 전시, 체험 등 일부 축제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Zoom, Youtube, Instagram을
통해 실시간 중계함으로써 집에서 참여하는 고객이 축제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함

(4) 하이브리드형 축제 개최 필요 역량
 성공적인 하이브리드형 안동 국제탈춤축제 개최를 위해서는 온라인 프로그램 전환 프로그램
선정 기준 등의 비대면 축제 기획 역량, 지역관광 인지･호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
역량, 축제를 이끌어 가야할 지역민 교육･관리 역량이 필요함
 축제장을 안동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함에 따라 각각의 특징을 고려해 위치별 테마를 선정하고,
구성하는 기획･연출 역량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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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축제장 내에서 다양한 테마의 체험, 전시, 판매 등이 한번에 구성되어 있었으나, 하
이브리드형 축제에서는 주요 테마가 분산 운영되기 때문에 안동 지역 전체를 고려한 축제가
기획되어야 함
- 또한, 전체 192개의 프로그램의 경우,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전부 전달하기에 한계가 있으
므로 기준점을 정해 온라인화 콘텐츠를 선별해야 함
 홍보･마케팅 역량은 축제장 내의 다양한 공연 및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한 하이라이트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역량이 중점 요구됨
- 마을별 특성, 지역 주민, 특산품 및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한 플랫폼 맞춤 콘텐츠로 제작하고,
효과적인 채널을 식별해 사전 홍보를 추진해야 함
 또한, 분산된 축제 콘텐츠를 실제 운영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을 제
공하는 등 방문객의 축제 경험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리 역량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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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형 비대면 축제 개최 사례 및 시사점
(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2020 진주 남강유등축제 취소
 5대 명예대표축제인 진주 남강유등축제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축제를 전면 취
소함. 이에 따라, 진주 남강유등축제와 같은 전시형 축제(문경 찻사발축제, 삼랑성 역사문화축
제, 원주 한지문화제)의 비대면 축제 개최 사례를 통해 시사점 및 이슈를 도출함
Exhibit. 2020 진주 남강유등축제 전면취소

출처: 진주 남강유등축제 공식 사이트 (2020)

 다만, 2020년 비대면 축제 개최 경험이 있는 전시형 축제 사례로부터 도출한 3가지 이슈를 바
탕으로 향후 하이브리드형 축제 개최 방향을 논할 때, 야외에서 유등이 조성되어 있는 것 자체
를 소재로 하는 유등축제 특성상 일반적인 전시회와는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2020년 비대면 축제를 개최한 전시형 축제 문경 찻사발축제,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원주 한지
문화제는 3가지의 공통이슈를 지님
- 비대면 상황이었으나 축제의 핵심 콘텐츠인 전시형 콘텐츠는 현장에서 구현함으로써 코로나
19 시대에도 고객이 직접 전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고객경험을 선사함
- 비대면이어도 고객과의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통(interaction)형 프로그램을 시도했고,
이로써 고객의 참여를 독려하여 고객에게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함
- 마지막으로는, 민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시 콘텐츠를 기획 및 운영할 때, 소요되는 예산의
비중이 높아 비대면축제 기획 시 어려움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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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통 및 상호작용(interaction)의 중요성
 명예문화관광축제인 문경 찻사발축제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온라인 축제의 이점을 문경
과 문경찻사발축제를 알리는 역발상의 기회로 삼았으며, 소통형 프로그램을 통해 비대면 축제
에서도 고객의 참여를 도모함
- 기존 문경찻사발축제는 젊은층 유입 및 충성고객에게 변화없이 장기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
램의 만족도 향상 한계가 고민이었으나185), 2020 온라인 축제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꾀함.
찻사발이 소성되는 1,300도, 축제기간 동안 매일 오후 1시에 만나는 다양한 콘텐츠는 찻사
발축제뿐만 아니라 문경을 알리는 홍보수단으로 활용되었음
- 또한, 웹툰작가 ‘귀찮’과 함께 ‘그림으로 음미하는 찻사발 드로잉’, 종이접기 달인 ‘김영만 선
생님’과 함께하는 ‘놀러ON금손 차담이 페이퍼토이 만들기 체험’은 소통 라이브방송을 통해
젊은 세대가 쉽게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었음
 원주 한지문화제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온라인 축제로 개최함. 코로나19
로 인한 비대면 축제를 기회로 삼아, 기존 오프라인 축제기간보다 긴 24일간 이어진 축제는 온
라인 전시와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음. 이와 더불어, 2가지의 온라인 챌린지를 기획해 축
제의 원동력이자 지속 가능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온라인 축제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함
- 기존 축제의 캐릭터인 ‘두루마리’ 도안을 홈페이지에 공유해, ‘두루’와 ‘마리’를 축제 고객이
새롭게 디자인하는 2020 두루마리 챌린지를 독려하고, 올해 22회째 진행된 한지문화제는
한지문화제와 관련된 지난 추억을 공유해달라는 “그때 한지문화제” 챌린지를 이어감
Exhibit. 2020 원주 한지문화제 두루마리 캐릭터 챌린지

출처: 원주 한지문화제 Facebook (2020), 원주 한지문화제 공식 사이트 (2020)

185) 대구대학교 관광축제연구소 (2019), 2019 문경찻사발축제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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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전시 콘텐츠 구현
 하이브리드형으로 운영된 2020 문경 찻사발축제는 전시된 찻사발을 직접 볼 수 있는 ‘스탬프
요장투어’를 기획함. 코로나19 시대에도 접촉 및 사람간 밀집도를 최소화하면서, 직접 고객이
오프라인 축제장에 오게함으로써 핵심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고객경험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 ‘스탬프 요장투어’는 34개의 요장 및 박물관을 방문해 비치된 스탬프 투어카드를 수령, 도장을
찍고난 뒤 축제 운영 측에 가져가면 도장 개수에 따라 선물을 증정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음
Exhibit. ‘랜선타고 ON 2020 문경찻사발이야기’ 스탬프 요장투어
2020 문경 찻사발축제 스탬프
요장투어 참여 안내문

2020 문경 찻사발축제 스탬프
요장투어 카드

출처: 브런치 ‘나는 누군가’ (2020.12.6), 올해 문경 찻사발 스탬프 투어

 매년 주제를 갖고 축제를 기획하는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는 2020년 ‘기억, 기록’이라는 주제로
진행됨.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하이브리드형 축제로 개최되어 핵심 콘텐츠인 현대작가전 전시는
오프라인 축제장인 정족산사고에서 선보임
- 삼랑성 역사문화축제조직위는 예상외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애초 예정된 축제 기간보
다 축제 기간을 1주일 더 연장186)하는 등 코로나 위기에도 관람객이 축제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전시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고객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4) 민간 온라인 플랫폼 내 높은 전시 콘텐츠 구축 비용
 2020 문경 찻사발축제의 또 다른 프로그램인 ‘내손안에 전시관’은 유투브로 사전에 촬영된 명
예문화관광축제기념 문경도예 특별전, 제17회 전국 찻사발 공모대전, 소원달항아리&소원접시
&소원찻사발 특별전을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186) 한겨레 (2020.10.11), 천년고찰 속 ‘현대미술작가전’ 13회째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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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축제 관계자는 “민간 온라인 플랫폼 활용시 부과된 비용이 상당히 비쌌고, 원하는
서비스와 기능을 충분히 구현하기에 한계가 많아 아쉬웠다”고 언급하며, 특히 ‘전시 콘텐츠’
운영계획이 어려웠다고 토로함187)
- 또한, 2019년에 비해 2020년 축제 프로그램 규모를 60~80% 구현했으나, 과거 축제예산 대
비 2020년 축제 개최 예산 비중은 80~100%라고 밝힘
 원주 한지문화제 관계자 역시 비대면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예산 소요가 많은 부분이 ‘온라
인 전시 시스템 구축’이었다고 언급하며, 비대면 축제 기획시 인적역량 및 신규 온라인 프로그
램 개발이 큰 이슈였다고 밝힘. 이와 더불어, 비대면 축제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온라인 축제
의 성과기준이 정립되어야 하며, 온라인 축제 상설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다만, 축제 관계자는 2020년 비대면 축제의 성공요인은 ‘원주한지테마파크’가 있었기에 가
능했다고 밝힘188). 축제 20년을 기록한 아카이브 공간, 전시실, 역사실, 체험실 등을 갖춘
한지 전용 공간이 존재했기에 원활한 운영이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한지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새로운 축제의 발전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과 한지문화를 향유하려는 시민의식이
결합해 글로벌 로컬문화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의견임
- 원주 출신 정지연 작가의 ‘생명의 근원전’과 전국 각지 한지작가가 참여한 ‘종이의 환영전’은
한지 설치미술과 미디어아트의 새로운 조화를 시도함으로써 온라인 전시 콘텐츠 역시 호평
을 받았음
Exhibit. 2020 원주 한지문화제 온라인 축제장
2020 원주 한지문화제 온라인 축제장 전체 카테고리

2020 원주 한지문화제 온라인 전시 ‘종이의 환영’

온라인전시, 온라인챌린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축제장 전체 카테고리

한지 설치미술과 미디어아트의 새로운 조화를 시도한
온라인 전시 콘텐츠 ‘종이의 환영전’

출처: 원주 한지문화제 공식 사이트 (2020)

187) 에버민트 파트너즈 (2020), 코로나 시대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축제 조사 관련 설문조사 보고서
188) 원주투데이(2020.10.12), 한지문화제, 온라인 축제 새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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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주 남강유등축제 주요 이슈 및 향후 개최 방향
 2019년 진주 남강유등축제 현황 분석을 통해 파악된 이슈 중 하나189)는 오랜기간동안 유등전
시 콘셉트의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축제 고유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나,
전체적으로 정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임
 이로 인해 관람객이 축제 참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지역문화경험이 다소 제한적이며, 유등
관람 볼거리 위주의 프로그램은 참여를 원하는 고객층을 배제할 수 있어, 고객층 다변화의 저
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따라, 유등전시의 콘셉트와 기획에서의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음. 이와 더불어, 남강유등축제는 야간 유등전시가 핵심 콘텐츠인 축제
로, 주간(晝間) 프로그램으로 인한 모객 어려움 및 방문객의 관심 부족이 또 하나의 이슈였음
 향후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앞서 2020년 비대면축제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전시형 축제의 경
험을 바탕으로, 소통(interaction)형 콘텐츠를 통해 고객층 다변화뿐만 아니라 정적인 프로그
램의 이미지를 탈바꿈할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축제의 연속성

지속가능성 확보 및

오프라인 축제장에서의 전시 콘텐츠 구현을 바탕으로 핵심 콘텐츠를 통한 차별화된 고객 경험
을 주는 축제로서의 브랜딩이 가능함

189) 에버민트 파트너즈 (2020), 글로벌 육성축제 심층컨설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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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브리드형 축제 개최 방향
(1) 온-오프라인 이원화 방안
 남강유등축제는 오프라인 상에서는 핵심 프로그램을 선별해 기존 축제장 내 구역별 거리두기
를 강화 운영하고, 온라인에서는 축제 홍보･마케팅과 전시 및 주간 프로그램 강화 기능을 수행
하며, 현장 프로그램 생중계를 통해 동시성과 현장성을 강화함
 타 축제에 비해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남강유등축제는 방문객의 현장
축제참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용이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남강유등축제는 타 축
제와 달리, 오프라인 축제장의 외연 확대보다 비교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남강 강변 위주의 전
시･체험 등 핵심 프로그램을 선별한 축제 현장 내 거리두기 확대･강화 운영방안을 제안함. 이
는 유등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장소성 및 현장성을 강화할 수 있음
 온라인은 오프라인 콘텐츠의 효과를 제고하는 기능적 역할로 활용함. 2019 남강유등축제를 찾
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축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매체를 조사한 결과190), 온라인 홍보효과가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축제 측에 의하면, 홍보에 있어 유투브･페이스북 등 7개에 달
하는 SNS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축제장에서 펼쳐지는 유등라이브와 워터라이팅쇼를 생중
계하고 인증샷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대폭 강화한 결과라고 응답함. 이와 같이,
향후 하이브리드형 축제에서는 지속적인 축제 홍보와 흥미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적
극 활용해야 함
 또한, 야간 프로그램이 핵심 콘텐츠인 남강유등축제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간 프로그램을
강화함에 따라 기존 축제에 비해 고객 참여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음. 이는
곧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축제 위기 극복, 축제 지속성 확보 및 견인에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작용함
 남강유등축제의 핵심 콘텐츠인 전시에서는 오프라인 축제장처럼 온라인에서 구역별 유등을 관
람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함. 이와 더불어, 구역별 거리두기를 강화한 오프라인 축제
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실시간 중계함에 따라 축제의 속성인 동시성과 현장성 강화 방안
으로 활용함

190) 진주문화예술재단 (2019), 2019 진주남강유등축제 방문객 분석 및 행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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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하이브리드형 축제 물리적 환경 구성

*주/야간 시간대는 2019 진주 남강유등축제 일정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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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공간 활용
 진주 남강유등축제의 경우, 타 축제에 비해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구역별로 축제장을 구성･진행
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용이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대면을 최소화하면
서 오프라인 축제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유등별 간격 조정 등을 통해 정부의 사회
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른 안전한 오프라인 중심의 하이브리드형 축제 개최를 목적으로 함
Exhibit. 오프라인 공간 활용 방안
As-Is

To-Be (안)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진주문화예술재단 (2019), 2019 진주남강유등축제 방문객 분석 및 행사 평가,
진주시 공식 트위터 (2019)

 향후 하이브리드형 축제에서는 비교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남강 강변 위주의 전시･체험 등 핵
심 프로그램을 선별한 축제장 내 거리두기 확대･강화 운영방안을 통해 오프라인 축제장 중심
으로 운영해야 함. 이는 유등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장소성 및 현장성을 강화할 수 있으
며, 유료 프로그램의 경우 소규모･예약제 운영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연기되었다가 9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개방･운영된 2020 경복
궁 야간개장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인원을 통제했고, 경회루를 둘러싸고 있는 벤치를 중심으
로 안전요원을 다수 배치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함
- 남강을 중심으로 한 유등축제장은 하이브리드형 남강유등축제의 핵심으로, 남강 강변의 유등
전시,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유등 띄우기 및 부교 건너기 체험, 초혼점등식과 불꽃놀이 등
이 주를 이뤄 큰 야외공간이 필요한 개막･폐막식 행사, 그 외 진주성 일대에서 진행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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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체험 등의 핵심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함
- 이에 따라 축제장에서는 최소한의 축제 경험을 유지할 수 있고, 이때 기존 축제와 같이, 판매
등의 복합적 기능을 연계해 일부 먹거리･살거리 판매존, 청년상인페스티벌 등을 구성함
 2021년 진주 남강유등축제 개최 기간(안)은 개막일인 금요일부터 주말 2회를 포함해 총 15일
로 개최함. 방문객이 많은 주말에는 오프라인 축제장을 중심으로 핵심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방문객이 적은 주중에는 오프라인 축제장을 축소운영하고 온라인에서 최소한의 전시 콘텐츠를
구현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을 축제의 접점 확대 기능으로 활용함
- 2019년 진주 남강유등축제는 공휴일인 개천절과 한글날을 포함하여 2번의 공휴일과 2번의
주말에 거쳐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13일간 개최됨. 주말 및 공휴일에 비해 주중에는
일반 방문객이 적은 반면, 전시･체험형 프로그램 특성상 축제장에 투입되는 인적자원이 많아
인력 효율 제고가 필요함
- 방문객이 적은 주중에 투입될 인력 및 기타 자원을 최소화함으로써 프로그램 관리 및 방역에
필요한 축제 운영 인력을 효율화할 수 있음
Exhibit. 남강유등축제 개최 기간(안)
2019년

2021년 (안)

13일 개최

15일 개최
(개막일*을 포함한 주말 5일 Full
운영+주중 10일 축소운영)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매년 10월1일부터 개최되는 것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평일임
에도 축제 시작일을 금요일에 배치함
출처: 진주시 (2020), 남강유등축제 연혁

 축제 운영 시간의 경우, 남강유등축제는 대부분의 주간(晝間)축제와 달리 야간(夜間)축제이므로
핵심 콘텐츠가 야간에 구현되어야 함. 또한, 축제에 투입되는 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 평일 주
간에는 현장을 축소운영하며, 핵심 전시 콘텐츠는 축제 전 기간 주･야간 동안 온라인에서 운영
함. 다만, 야간 콘텐츠가 핵심인 유등축제의 상황을 고려해, 평일 야간에는 현장도 운영하고, 비
대면 소통형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정적인 이미지 감소 및 축제 접점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기존에 주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진주성 내 전통체험 및 망경동 둔치 유등 전시 등은
평일 야간에는 축소운영되고, 주말 주･야간에 활발하게 운영되며, 특히 야간에는 현장 생중계
됨으로써 핵심 프로그램으로 구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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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남강유등축제 개최 방식(안)
평일

구분
온라인

주말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온라인 전시

O

O

O

O

소통형 체험 프로그램

-

O

O

O

현장 생중계

-

O

-

O

축소운영

O

O

O

오프라인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3) 온라인 채널 활용
 온라인 채널은 오프라인 콘텐츠 효과 제고 측면에서 크게 주간 프로그램 강화, 축제 홍보

마

케팅, 전시, 현장 프로그램 연계 기능을 수행하며, Youtube 등 4개 플랫폼을 활용함
Exhibit. 온라인 채널 활용 방안 및 주요 플랫폼

 주간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남강유등축제가 야간형 축제로써 주간 프로그램을 통한
모객 필요성이 고민이었던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요인으로 삼아 온라인에서 소통형
프로그램 및 온라인 전시 콘텐츠 구현을 통해 고객 참여 활성화 및 축제 지속성을 확보해야 함
- 온라인 축제장을 통해서는 기존 오프라인 축제의 제약으로 작용했던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일례로, 소망의 메시지를 게재하는 이벤트에 더 많은 참가자, 물리적 거리상
으로 멀리있는 참가자까지도 참여 가능할 수 있으며, 2019년 유등의 테마였던 ‘100년의 역
사’에 등장한 남강유등축제의 역사적인 유등 혹은 미처 오프라인 축제장에서 구현하지 못했
던 다양한 유등을 공유할 수 있음
- 또한, 2020년 대다수의 축제들은 Youtube, Zoom을 통한 온택트(ontact) 소통형 프로그램
을 선보임. 김제 지평선 축제는 온택트 횃불 퍼레이드, 오세득 셰프와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
등의 프로그램을, 강경 젓갈축제는 개막식에 이어 ‘빅마마의 집콕 강경 젓갈김치 담그기 퍼
포먼스’를 온택트로 진행해 고객의 참여를 활성화시킴
-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서는 주민 600여 명을 초청해, 비대면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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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트 형식으로 ‘모든 별들에 대한 찬사’라는 부제의 ‘이음식’을 열어191), 코로나19 최일선에
서 고생하는 의료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방역에 동참하는 소상공인, 구민 등
모두가 ‘별’이며, 모든 별들이 힐링하는 시간을 핵심 메세지로 삼아 공연192)을 선보임
Exhibit. 온택트(Ontact) 소통형 프로그램
2020 김제 지평선축제
‘온택트 횃불 퍼레이드’

2020 강경 젓갈축제
‘온택트 젓갈김치 담그기’

2020 강동선사문화축제
‘온택트 이음식’

2020 김제 지평선 축제
‘온택트 횃불 퍼레이드’

2020 보령머드축제
‘온택트 집콕머드 라이브’

2020 강동구 선사문화축제
‘온택트 이음식’

출처: 포커스 이코노미 (2020.10.11), 지평선 횃불 퍼레이드 ‘온라인 관중 뜨거운 열기’, 한국경제 (2020.10.15), 강
경젓갈축제, 온택트에서도 통했다, 신한뉴스 (2020.10.15), 강동구, 비대면 한계 뛰어넘은 ‘강동선사문화축제’
온라인 축제의 참멋 빛났다

 진주 남강유등축제에서 온택트 방식으로 소통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는 기존 프로그램 중
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온라인 프로그램 기획 역량을 통해 새롭게 기획할 수도 있음
- 이때 비대면 축제 기획시 전시형 축제로서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가져야 할 역량으로는 문경
찻사발축제,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원주 한지문화제를 바탕으로 착안함
- 전반적으로 비대면 축제 온라인 프로그램 준비에 있어 가장 큰 이슈가 비대면 축제를 기획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이라고 응답하였고, 기존 오프라인 축제와 비교시 ‘새로운 기획 및 운영역
량’이 요구되었던 점, ‘새로운 타겟 고객을 유치할 마케팅 방안 수립’이 어려웠다고 응답193)
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전시 콘텐츠 고유의 한계점인 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면서, 온라
인 플랫폼에서 전시 콘텐츠를 적절히 구현 및 기획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이 필요함
- 2019년 진주 남강유등축제에서는 다양한 기념품 만들기 체험을 새롭게 선보였음. 창작 소망
등 체험부스를 운영해 많은 아이들이 축제장에서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다수의 공룡
화석 출몰194)로 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에 착안해 음악분수대에 조성된 키즈존 ‘백악기
in 진주’도 인기가 높았으며, 이에 따라 공룡등 만들기 유료 체험 부스에서 어린 고객이 공룡
등(공룡화산등, 공룡액자등)을 고르고, 부모와 함께 신나는 DIY 체험을 한껏 즐길 수 있었음

191) 서울일보 (2020.9.21), 강동구, 온택트 ‘이음’ 제25회 선사문화축제 개최
192) 선사인의 불의 발견과 문명 발전을 위한 인간의 노력을 보여주는 주제공연인 차진엽의 현대무용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극복 의지와 희망을 노래에 담아, 초대가수 윤도현과 세계 아카펠라 합창 올림픽 우승팀 하모나이즈 공연이 펼쳐짐
193) 에버민트 파트너즈 (2020), 코로나 시대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축제 조사 관련 설문조사 보고서
194) 오마이뉴스 (2019.7.5), 경남 진주에 남은 공룡 흔적 ‘상상 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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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비대면 축제에서도 소통형 프로그램을 통해 주간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할 수
있으며, 고객 참여를 독려해 축제의 동시성과 현장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음
Exhibit. 2019 진주 남강유등축제 공룡등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백악기월드 in 진주’ 테마전시

공룡등 만들기 체험

키즈존 ‘백악기월드 in 진주’ 테마 공룡등

공룡등(공룡화산등, 공룡액자등)을 만들고 있는 아이들

출처: 중도일보 (2019.10.9), 진주 10월 축제장 관광객 ‘인산인해’, 경남신문 (2019.10.7), 진주 10월 축제장 태풍 가고, 구름
인파 몰렸다

 전시에서는 남강유등축제의 유형인 전시형 축제 고유의 특성을 온라인에서 구현하기 위해 본
질적인 전시 콘텐츠 구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구글 아트앤컬처(Google Art & Culture)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남강유등축제에 적합한 일부 기능을 적용한 플랫폼 Openbooth를 이용할
수 있음. 이는 기존의 ‘고비용 저효율’ 전시를 코로나19 시대에 새롭게 접근함으로써 콘텐츠를
접하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함
- 전 세계 2,000여개 이상의 문화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문화유산, 예술작품, 기록, 유적지
등을 전시하는 비영리 온라인 플랫폼 Google Art & Culture(구글 아트앤컬처)195)는 직접
관람하기 힘든 세계적인 예술작품을 간접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
객경험을 제공하며, 그림의 정보검색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최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세
계 유명 박물관과 상징적인 장소를 가상체험할 수 있게 해줌
- 구글 아트앤컬처의 주요 기능으로는 구글맵의 Street View처럼 미술관 내부를 생생하게 둘
러보는 Street View와 함께 Zoom View 기능을 통해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붓 터치와 세
월의 흔적까지도 확인이 가능함. 색상이나 시대별에 맞는 예술 작품을 분류하여 상세정보를
보여주는 기능,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이용하여 미술작품을 보다 더 생생하게 감
상할 수 있는 기능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결론적으로 구글 아트앤컬처는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어른들의 문화생활을 충족시켜주
는 한편,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예술작품을 통해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감력과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유익한 프로
그램196)임

195) Google 한국 블로그 (2020.12.11), 2020 구글 아트 앤 컬처를 돌아보며
196) The Art Newspaper (2018.1.19), How Google became a major producer of cultura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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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구글 아트앤컬처(Google Art & Culture) Art Projecter, Art Selfie 섹션

출처: Travel+Leisure (2020.3.28), This App Will Turn Your Phone Into an Interactive Museum You Can Play
With for Hours

 기존에는 촬영자의 시각에서 촬영된 일방향적인 유투브 영상만을 제공했다면, 발전된 형태의
온라인 전시에서는 가상의 공간을 구분하거나, 온라인 상에서도 zoom in-out이 가능하거나,
디지털 쇼룸 전시 혹은 AR 기능을 통해 내 방에 작품을 가져다놓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음
 가상공간 구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Openbooth는 국내 스타트업이 제작한 플랫폼으로,
전시에 맞는 브랜딩과 콘셉트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남강유등축제에 최적의 플랫폼이라
고 판단함. Openbooth는 전시 구축 플랫폼과 운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전시 및 웨비나
(Webinar, 온라인 화상세미나), 콘텐츠가 한 플랫폼에서 가능하다는 차별점을 지님197)
- 따라서 향후 하이브리드형 진주 남강유등축제는 유투브를 통해 영상 1개로 제공하는 것 외
에도, 오프라인 축제장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구역별 유등존을 구성할 수 있어 축제 고
객은 오프라인만큼이나 차별화된 경험을 얻을 수 있음
 이에 더해, 온라인은 현장 프로그램을 연계해 동시성과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 축제장에서 진행되는 구역별 유등전시를 비롯한 핵심 프로그램을 실시간 중계하고, 집에서
참여하는 소비자도 축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오프라인 축제장을 중심으로 주말에 운영될 프로그램이 기존 경남MBC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인 ‘유등Live’에서 발전된 형태로 실시간 중계되어야 함
- 온라인 축제를 중심으로 평일 야간과 주말 주간에 운영될 프로그램에서는 온라인 전시 콘텐
츠 구현과 더불어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온택트’ 형식의 소통형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동
시성을 강화함

197) 머니투데이 (2020.11.30), 온라인 박람회 플랫폼 ‘오픈부스’ …온오프 융합 박람회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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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2019 진주 남강유등축제 소망등 터널, 창작등 터널 프로그램

출처: 2019 진주 남강유등축제 리플릿 (2019)

(4) 하이브리드형 축제 개최 필요 역량
 성공적인 하이브리드형 남강유등축제 개최를 위해서는 축제장 내 유등 및 프로그램 부스 간
거리두기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분산하기 위한 축제 기획 역량, 유등전시 콘텐츠와 지역관광
인지･호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마케팅 역량, 축제의 핵심 콘텐츠인 전시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비대면 플랫폼 전문 관리･운영 역량이 필요함
 축제장을 타 축제와 달리 지역 관광자원으로 분산하지 않고, 기존 축제장 범위 내에서 거리두
기를 확대･강화하여 운영함에 따라, 오프라인 축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축제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고려해 유등 전시를 배치 및 핵심 프로그램을 선별해 운영하는 기획･
연출 역량이 필요하며, 동시에 방문객의 경험을 고려한 평일･주말별 주･야간 축제 코스/관광
동선을 구성하는 코디네이션 역량이 요구됨
- 과거에는 축제장 내에서 다양한 체험, 전시, 판매 등이 한꺼번에 구성되어 있었으나, 하이브
리드형 축제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기획되는 콘텐츠에 차별성을 두어야 하며, 오프라
인 축제장에서 구현해야 할 핵심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소통형 프로그
램을 고려한 축제가 기획되어야 함
 마케팅 역량은 축제를 운영하는 기존 축제장을 매력적인 체험･관광자원으로 알리고, 남강유등
축제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온라인 축제장을 알리기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역량
이 중점 요구됨
-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로 제작하고, 효과적인 채널을 식별해 사전 홍보를 추진해야 함.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분산된 축제 콘텐츠를 전문성있게 구현하고, 방문객의 축제 경험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리 역량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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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형 비대면 축제 개최 사례 및 시사점
(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화천 산천어 축제 위기
 2020년 화천 산천어 축제는 이상고온으로 화천천(華川川) 결빙이 이루어지지 않아 2차례의 연
기 끝에 1월 27일에 개막하여 2월 16일까지 21일 간 개최됨. 그러나, 연기된 축제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확산하면서 방문객 수는 약 43만 명으로 예년 최다 방문객수를 기록한
약 180만명의 1/4 수준에 그쳤음
 방문객은 축제 프로그램 참여 시, 많게는 이용료 절반 가량의 금액을 상품권으로 돌려받아, 이
를 농특산물 구매에 사용할 수 있어 2019년에는 12억 원 이상의 농특산물이 팔렸지만, 2020
년에는 방문객 수가 급감하여 농특산물 판매량도 1/6 수준(2억원)으로 급감하여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줌
 코로나 19시대 화천 산천어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비대면으로 개최된 체험형 축
제(제 15회 시흥 갯골랜선 축제, 2020년 온택트 한성 백제 문화제, 4.19혁명국민 문화제,
2020 온라인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2020 광주 아트피크닉,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 평
택 무형 문화재 축제, 이성산성문화축제)의 이슈와 시사점을 검토함
Exhibit. 2020년 화천 산천어 축제 개막일 연기

2020년 화천 산천어 축제 연기
출처: 화천 산천어 축제 홈페이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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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위주의 하이브리드형 축제 운영
 2020년 비대면으로 개최된 8개의 체험형 축제 조사 결과, 하이브리드형으로 진행한 축제들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축제에 비해서 축제 규모(프로그램 운영 수)를 최대한 운영할 수 있었
고, 하이브리드형 축제 중에서 온라인의 비중이 60% 이하로 진행된 축제들은 60% 초과한 축
제보다 코로나19 이전의 규모와 근접하게 유지함198)
- 8개 체험형 축제 중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된 축제는 제 15회 시흥 갯골랜선축제, 이성산성
문화축제로 전년도 축제 대비 약 20%에서 최대60%의 규모로 운영됨
- 반면, 하이브리드형 축제 중 온라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축제는 2020년 온택트 한
성 백제 문화제,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 평택 무형 문화재 축제로, 전년도 축제 프로그
램 대비 약 40%에서 최대 100%까지 구현함
 2019년 화천 산천어 축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축제 참여 제약 요인 중 ‘사람이 많고 복잡할
것 같아서’, ‘교통체증이 심할 것 같아서’, ‘축제장에서 주차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에 대한 의
견이 가장 많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제약요인으로 지목됨199).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사
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축제장 오프라인 환경의 공간 확장 및 외연 확대를 하며, 화천
산천어 축제가 본래 가지고 있던 제약 요인 또한 개선 가능함
Exhibit. 개최 구분별 체험형 축제 전년 대비 규모 비교
개최 구분
온라인
하이브리드

축제명

전년도 대비 규모

이성산성문화축제

20-40%

시흥갯골랜선축제

40-60%

온택트 한성백제문화제

온라인 55%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

온라인 60%

평택 무형문화제 축제

온라인 50%

출처: 에버민트 파트너즈(2020), 비대면 축제 사례 조사

 주요 시사점으로 외연이 확대된 오프라인 환경을 중심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온라인은 오프라
인 축제 환경을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하이브리드형 축제를 고려함
- 코로나 19로 인한 대다수 국내 지역 축제는 취소되거나 규모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지역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축제 규모와 근접한 축제 개최가 요구됨. 따라
서, 안전규칙과 정부지침을 준수하는 동시에, 기존 축제 규모와도 근접할 수 있는 하이브리
드형 축제를 진행해야 함
- 체험형 축제는 방문객 참여 기반의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된 축제로, ‘일탈성’, ‘유희성’, ‘장
소성’을 동반해야하고,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 구현하는 어려움이 존재함. 따라서 현장감과
동시성이 강화된 오프라인 현장을 중심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함

198) 에버민트 파트너즈(2020), 비대면 축제 사례 조사
199)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2019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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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와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전문 역량 강화
 2020년 비대면으로 개최된 8개의 체험형 축제 중 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작에 가장 많은 예산
을 소요한 3개의 축제는 모두 축제의 예산 대비 매출(수익) 만족도가 높았고, 축제 전반에 성
과가 있었다고 응답함. 반면, 나머지 5개 축제는 상품 제작, 유통 플랫폼 이용과 홍보 마케팅
에 예산 투입을 가장 많이 하였으나, 전부 예산 대비 수익 만족도가 낮았고2020 광주 아트피
크닉을 제외하고는 축제 전반에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언급함200)
- 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소요한 축제는 제 15회 시흥 갯골랜선 축제,
2020년 온택트 한성 백제 문화제, 2020 온라인 서대문 독립민주축제임
- 평택 무형 문화재 축제, 이성산성문화축제는 온라인 판매 상품 제작 비용, 4.19혁명국민 문
화제, 2020 광주 아트피크닉은 민간 유통 플랫폼 이용 비용,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는
축제 홍보 마케팅 비용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함
Exhibit. 2020년 비대면 개최 체험형 축제 예산소요 항목 및 예산 대비 수익 만족도와 축제 성과
No.

축제명

예산소요가 많았던 부문

예산 대비 수익 만족도

축제 전반 성과

1

시흥 갯골 랜선 축제

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작

높음

높음

2

온택트 한성 백제 문화제

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작

높음

높음

3

서대문 독립 민주 축제

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작

높음

높음

4

평택 무형 문화재 축제

온라인 판매 상품 제작

낮음

낮음

5

이성산성문화축제

온라인 판매 상품 제작

낮음

낮음

6

4.19혁명국민 문화제

민간 유통 플랫폼 이용

낮음

낮음

7

2020 광주 아트피크닉

민간 유통 플랫폼 이용

낮음

높음

8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

축제 홍보 마케팅

낮음

낮음

출처: 에버민트파트너즈(2020), 비대면 축제 사례 조사

 2020년 비대면으로 개최된 8개의 체험형 축제가 지목한 프로그램 준비에 있어 가장 큰 이슈
는 8개의 축제 모두 핵심 프로그램을 비대면 축제에 알맞게 전환 및 시행하는 방안을 수립하
는 것과 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인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응답함
 또한, 기존 오프라인 축제와 비교 시 비대면 축제 기획 및 운영 업무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에
서도 새로운 기획 및 운영 역량이 요구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8개의 축제 중 6개가 ‘새로운 기획 및 운영 역량 요구’를 선정하였고, 타겟 고객 유치 마케팅 방
안 수립이 4개, 성과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4개의 축제의 선택을 받으며 공동 2위로 꼽힘201)
 2019년 화천 산천어 축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지속적인 축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서
‘축제 프로그램 개선’과 ‘산천어축제 연계 상설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전체 응답의 43.8%를 차
지하며, 코로나19 이전의 화천 산천어 축제의 이슈로도 고려되고, 축제 전문 인력 육성 또한
필요사항으로 11.5%를 차지함202)
200) 에버민트파트너즈(2020), 비대면 축제 사례 조사
201) 복수응답으로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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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비대면 개최 체험형 축제 프로그램 준비 주요 이슈와 2019년 화천 산천어 축제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No.

축제명

프로그램 준비 이슈

1

시흥 갯골 랜선 축제

핵심 프로그램 전환

2

온택트 한성 백제 문화제

축제 기획 인적 역량

3

서대문 독립 민주 축제

핵심 프로그램 전환

4

평택 무형 문화재 축제

핵심 프로그램 전환

5

이성산성문화축제

핵심 프로그램 전환

6

4.19 혁명국민 문화제

축제 기획 인적 역량

7

2020 광주 아트피크닉

핵심 프로그램 전환

8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

핵심 프로그램 전환

2020년 비대면 개최 체험형 축제
프로그램 준비 주요 이슈

2019년 화천 산천어 축제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출처: 에버민트파트너즈(2020), 비대면 축제 사례 조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2019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 평
가 및 발전방안 연구

 주요 시사점으로 상품 제작, 홍보 마케팅 등 타 항목 보다도 예산 대비 수익 만족도가 높고 축
제의 성과에 기여하면서 화천 산천어 축제의 기존 이슈를 해결하는 콘텐츠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부문에 더 많은 비중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함. 핵심 프로그램을 비대면 축제에 알맞게 전
환하고 새로운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축제 운영역량 또한
요구되어 비대면 축제 운영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함

202)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2019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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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브리드형 축제 개최 방향
(1) 온-오프라인 이원화 방안
 화천 산천어 축제 오프라인 상에서는 시공간적 범위를 확장해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함. 온라인
에서는 프로그램과 패키지 사전 예약, 현황 확인 등 체험을 위한 서비스 및 정보 전달 기능을
수행하며 오프라인 축제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함
 오프라인에서는 기존의 화천군청 중심의 화천읍에서 진행되던 축제의 공간적 범위를 화천군
내 인근 지역, 사내면 (동심산촌랜드 축제장), 상서면 (사방거리 동동 축제장), 간동면 (파로호
겨울축제장)으로 확대하고, 각 지역에서 화천 산천어 축제의 프로그램을 분산 운영하며 사전
예약 등을 활용하여 혼잡도를 낮추고 방역수칙을 준수함. 분산 운영 프로그램은 각 지역별로
테마를 지정하여 방문객이 한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화천군 전반 이동을 유도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
 각 분산 지역에서는 상서면의 특산물인 취나물, 사내면의 토마토 등 각 지역별 특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판매장과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고, 축제 체험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Exhibit. 하이브리드형 축제 물리적 환경 구성

*주/야간 시간대는 2020 화천 산천어축제 공식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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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은 오프라인 콘텐츠의 효과를 제고하며 원활하고 안전하게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기능적 역할로 활용함. 산천어 체험 및 눈/얼음 체험과 같은 핵심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
관광지 등 사전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문 인원수 파악 및 통제가 가능한 안전한 오프라인
축제 환경을 형성함
 축제는 지역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농특산물의 직거래 배송이 가능하
게 하고, 축제 홈페이지에서도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제작하여 사전예약
고객들의 대상으로 노출 효과를 제고함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다양한 볼거리 프로그램을 비대면 환경에 알맞게 전환
하고,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간 생중계를 하며 동시성과 현장성을 강화함
 또한, 코로나19 시대에는 시공간적 범위를 확장해 분산 개최된다는 점에서 기존 프로그램 중
에서도 핵심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오프라인에서 규모를 축소해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단, 실
내 또는 참가자 밀접 접촉이 우려되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소규모 인원 사전예약제 등을 통
해 운영하는 것을 권고함
Exhibit. 2022 화천 산천어축제 프로그램 운영 방안(안)
분류

2020 진행 프로그램

눈/얼음체
험

미운영 축소운영 온라인

현장접수 산천어 얼음낚시

O

예약접수 산천어 얼음낚시

O

외국인 산천어 얼음낚시
산천어
체험

2022 운영 방안

비고
기후상황에 따라 개최여부 결정, 단, 개최시
방역지침에 따라 축소운영 (4mx4m 천공) 필요
외국인 출입국 제한으로 유치 제한 예상,
미운영 권고

O

기후상황에 따라 개최여부 결정, 단, 개최시
방역지침에 따라 축소운영 (4mx4m 천공) 필요

산천어 밤낚시

O

산천어 루어낚시

O

산천어 수상낚시

O

산천어 맨손잡기

O

얼곰이성(눈조각, 미끄럼틀)

O

세계얼음썰매 체험존

O

스노우펀파크(눈조각)

O

얼곰이 피겨스케이트

O

눈썰매장

O

겨울스포츠존(축구, 컬링)

O

체험인원 사전예약제 운영 및
방문객 체험 전후 소독

빙판 버블슈트

O

버블슈트 내부 환기/방역지침 준수 및
체험인원 사전예약제 운영

산타우체국

O

화천읍 연계 관광지 활용 및
온라인 사전 접수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콩닥콩닥 봅슬레이

O

하늘가르기

O

놀이기구 펀파크

O

방역지침에 따라 낚시 자리 지정을 통한
참가자간 거리두기 필요
체험인원 사전예약제 운영 및
방문객 체험 전후 소독

기후상황에 따라 개최여부 결정하며,
개최 시 방역지침에 따라 축소운영

줄서기 1m 간격 유지 및 방문객 체험 전후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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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화/이벤
트

2020 진행 프로그램

2022 운영 방안
미운영 축소운영 온라인

개막식

O

축소운영

겨울문화촌(민속놀이 체험)

O

줄서기 1m 간격 유지 및 방문객 체험 전후 소독

천사의 날

O

외부인 초청 행사 미운영 권고

호국이의 날(군장병의 날)

O

외부인 초청 행사 미운영 권고

조경철 천문대 홍보관

O

실내 프로그램 미운영 권고

세계 겨울축제 국제
심포지엄

O

외부인 초청 행사 미운영 권고

창작썰매 콘테스트

O

콘테스트 참가자 등 많은 사람이
일시에 한 장소에 집중되는 이벤트성 행사
자제에 따른 미운영 권고

호국이 체험존
(군장비 체험)

O

실내 프로그램 미운영 권고

산천어축제 역사 홍보관

O

산천어축제 공식 먹거리터

O

향토주전부리장

O

산천어 구이터

O

산천어 회센터

O

농특산물 판매장
먹거리 및
살거리

매점&낚시점

O

기념품 판매점
(산천어 빵 등)
에티오피아 홍보관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포장판매 활성화(드라이브 스루 고려) 및
2m 거리 유지 좌석제 시행

O

온라인 판매 방안 마련
축소 운영

O

산천어 거리음식 판매점

O

온라인 판매 방안 마련
축소 운영

O

실내 프로그램 미운영 권고

화천 축산구이터

O

2m 거리 유지 좌석제 시행

먹거리쉼터

O

2m 거리 유지 좌석제 시행

선등거리 페스티벌

시가지
연계 행사

비고

O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연계를 통한
드라이브스루 화천 일루미네이션(가제) 구상

실내 얼음조각광장

O

기후상황에 따라 개최여부 결정하며,
개최 시 방역지침에 따라 축소운영

산천어 공방

O

화천읍 연계 관광지 활용 축소운영

산천어 커피박물관

O

화천읍 연계 관광지 활용 축소운영

산천어 시네마

O

화천읍 연계 관광지 활용 축소운영

화천 갤러리

O

화천읍 연계 관광지 활용 축소운영

조경철 천문대

O

방역지침에 따라 축소운영

해와달 라이브 갤러리

O

방역지침에 따라 축소운영

감성테마문학공원

O

방역지침에 따라 축소운영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0), 화천산천어축제 (2020), 2020 화천 산천어축제 프로그램 일정

(2) 오프라인 공간 활용
 기존에 화천읍에 위치한 축제장(화천군청 인근)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수행되어 지역 관광 연계
효과가 적었고, 특정 구역에 밀집되어 있는 특성으로 코로나19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으로 간주됨
424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

 향후 하이브리드형 축제에서는 축제장을 화천군 전반 지역으로, 사내면의 동심산촌랜드 축제,
상서면의 사방거리동동 축제, 간동면의 파로호 겨울 축제와 협력을 통해 축제장을 확대하여,
화천읍 중심의 메인 축제장과 3개의 서브 축제장으로 개최함
- 이에 따라 화천읍 메인 축제장에서는 핵심 프로그램인 산천어 체험 (산천어 얼음낚시, 루어
낚시, 수상 낚시, 구이터/회센터 등) 위주로 진행하고, 세계최대 실내 얼음 조각광장, 산천어
공방, 산천어 커피 박물관, 산천어 시네마, 화천 갤러리, 산타 우체국 등 화천읍의 다양한 연
계 관광지를 활용하여 축제장을 형성함
- 지역 서브 축제장에서는 익스트림 체험 (하늘 가르기, 콩닥콩닥 봅슬레이, 빙판 버블슈트, 놀
이기구 펀파크 등), 눈 체험 (얼곰이성 미끄럼틀, 산타 우체국203), 눈썰매장, 스노우 펀파크
등), 얼음 체험 (세계 얼음 썰매, 얼음축구, 컬링, 얼곰이 피겨스케이트 등) 테마별 클러스터
로 운영하고 상서면은 감성테마문학공원, 사내면은 조경철 천문대까지 연계 관광지로 확대하
여 축제장을 구성함
Exhibit. 오프라인 공간 활용 방안
As-Is

To-Be (안)

203) 지역 연계 관광지인 산타우체국 한국 본점과는 별도의 축제장 내 설치되는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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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간동면 파로호 겨울 축제장에서 ‘아이스 월드’ 테마로 세계 얼음 썰매, 얼음축구,
컬링, 얼곰이 피겨스케이트와 같은 얼음 체험을 진행하고, 상서면 사방거리 동동축제장에서
‘스노우 빌리지’ 테마로 얼곰이성 미끄럼틀, 산타 우체국, 눈썰매장, 스노우 펀파크의 눈 체험
을 진행하여 축제장을 기획함
Exhibit. 인근 지역 축제 활용 서브 축제장 구성 예시
간동면 파로호 겨울 축제장 (아이스 월드 테마)

상서면 사방거리 동동 축제장 (스노우 빌리지 테마)

얼음 축구

산타 우체국

얼곰이 피겨

컬링

눈썰매장

스노우 펀파크

출처: 화천 산천어 축제 공식 홈페이지 (2020)

 화천 산천어 축제의 대표 시가지 연계행사로 선등거리 페스티벌 또한 코로나19시대에 맞춰 비
대면 형태로 전환하고, 선등거리에서 착안한 화천 일루미네이션(가제)을 새로운 콘텐츠로 기획
할 수 있음
 화천 일루미네이션은 메인 축제장과 서브 축제장 이동거리에 LED등을 설치하여,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형식으로 반짝이는 LED등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임. 비대
면으로 안전하게 진행되며, 화천의 고유 자연 풍경과 겨울 분위기가 물씬나는 LED전등을 함께
어우르며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공간을 형성함
- 2020년 12월, 미국에서는 ‘Christmas Lights Drive Thru’가 전국적 대유행을 하면서 코
로나19에 따라 안전하게 거리를 두는 동시에 가족, 연인끼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고자
LED 전등, 홀로그램, 레이져쇼 등 형성된 거리를 자동차로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체험이 인
기를 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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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화천 일루미네이션과 LED전등 드라이브 스루 사례

출처: mlive.com(2020), Timeout.com (2020)

 화천 산천어 축제는 매년 1월, 약 21일간 개최되고, CNN의 겨울 7대 장관204)으로 꼽히는 등
높은 인지도와 학생들의 방학기간과 겹치는 특성으로 인해 주말과 평일 모두 방문객으로 북적
이나, 주말에 축제장 방문 시 구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 대기를 해야하는 등 인
파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견됨
 향후, 코로나19에 따라 혼잡도는 급격히 줄었으나,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축제장 형성과 축제
운영 인력 효율화를 위해 주말에는 메인 축제장과 서브 축제장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을 분산시키고, 상대적으로 방문객이 적은 평일에는 서브 축제장의 체험 프로그램을 선
택적으로 운영하여 인력 효율을 제고함
- 주말에는 화천읍의 메인축제장과 사내면 (동심산촌랜드 축제장), 상서면 (사방거리 동동 축제
장), 간동면 (파로호 겨울축제장)의 서브 축제장에서의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문객을
분산시킴
- 평일 서브 축제장의 체험 프로그램 축소 운영하여 운영 인력 효율을 제고함. 예를 들어, ‘아
이스 월드’ 테마의 간동면 파로호 겨울 축제장에서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세계 얼음 썰매, 컬
링을 진행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얼음축구와 얼곰이 피겨스케이트를 운영함
- ‘스노우 빌리지’ 테마의 상서면 사방거리 동동축제장에서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얼곰이성 미
끄럼틀, 산타 우체국을,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눈썰매장과 스노우 펀파크를 운영함

204) CNN (2011), 7 Wonders of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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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화천 산천어 축제 개최 기간(안)
2019년

2020년

2022년 (안)

23일 개최

21일 개최

21일 개최 (주말 6일 확대운영+주중
15일 축소운영)

출처: 화천시 (2020) 산천어 축제 연혁

 축제 운영 시간의 경우, 주간에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화천 일루미네이션과
같은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함. 기존에 야간시간 참여도를 높이
기 위해 기획된 선등거리, 선등거리 점등식, 주중 화천 밤라이브, 차없는 거리에서의 공연 및
대회는 방문객이 자가용 내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고, 온라인
에서 생중계로 운영하며 언택트 관객을 확보함
- 코로나19에 따라 ‘드라이브 인(Drive-in)’형태의 콘서트, 공연 등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는
관객이 자가용에서 내리지 않고 탑승한 채로 공연을 감상하는 형태임
- 대다수의 차량이 한번에 진입 가능한 넓은 부지에서 드라이브 인 형식 또는 퍼레이드 감상과
도 같이 이동하는 드라이브 스루 형식 중 하나를 채택하여 기존의 야간에 진행되었던 공연
콘텐츠를 비대면 축제에 알맞게 전환할 수 있음
Exhibit. 드라이브 인 콘서트 형태와 드라이브 스루 퍼레이드 형태 예시
드라이브 인 (Drive in) 콘서트

드라이브 스루 (Drive Thru) 퍼레이드

현대 모터 스튜디오-스테이지 X 드라이브 인 콘서트

식스 플랙스 매직 마운틴-크리스마스 드라이브 스루

사진 출처: 채널인 (2020), Los Angeles Daily New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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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채널 활용
 온라인 채널은 오프라인 콘텐츠 효과 제고 측면에서 크게 ‘사전 예약’,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실시간 생중계’ 기능을 수행하며, 화천 산천어 축제 홈페이지, 화천 농특산물 쇼핑몰, Zoom,
Youtube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함
Exhibit. 온라인 채널 활용 방안 및 주요 플랫폼

 사전 예약에서는 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효율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축제의 핵심 프
로그램인 산천어 체험과 눈/얼음 체험 프로그램, 지역 연계관광지는 모두 사전 예약을 받아,
방문 인원수 파악 및 통제가 가능한 안전한 오프라인 축제 환경을 조성함
- 2020년도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는 ‘산천어 낚시 체험 프로그램’ 만이 유일하게 예약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었으나, 차년도 축제부터는 모든 프로그램을 예약 가능하도록 함. 롯데월드와 같은
놀이공원 홈페이지에서 날짜별 운영 시간과 운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용 가이드
와 유사한 구성으로, 축제 방문객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평일 서브 축제장에서의 운영 프로그
램을 사전에 확인하여 축제 방문일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예약할 수 있는 예약 사이트를 구축함
- 2020년 화천 산천어 축제의 방문객의 급감 원인은 코로나19,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안전성
에 대한 문제로, 차후 축제 홍보 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축제장 조성을 위한 운영 측의
노력 또한 홍보가 동반되어야 함. 이 때, 차년도 축제의 프로그램 모두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됨을 함께 알림으로써 방문객의 예약 활용을 유도함
- 또한, 패키지 형태로도 일정 시간대에서 체험 프로그램, 먹거리 부스, 연계 관광지 등을 묶어
예약받음으로써 방문객을 분산하며 방역에 기여함
- 예를 들어, 간동면 파로호 겨울 축제장에서 오전 시간을 보내고, 사내면 동심산촌랜드로 이동
하여 점심식사 후 상서면 사방거리 동동축제장으로 이동하여 체험을 한 후 메인 축제장에서
하루를 마무리 짓는 패키지B의 방문객은 상서면 사방거리 동동축제장에서 오전 시간을 보내
고 메인 축제장에서 산천어 낚시를 즐기고 점심 식사를 한 후 간동면 파로호 겨울 축제장으
로 이동하고 사내면 동심산촌랜드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패키지D 방문객과 동선이 겹치지
않아 방문객 분산이 가능함
- 이와 같은 패키지 구성은 알맞은 시간대에 무조건 사용해야 체험권이 효력이 있고, 번들 전
략을 활용하여 가격 또한 구매자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형성하여 패키지 예약을 활성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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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패키지별, 시간대 축제장 동선 행태 비교

 판매에서는 화천몰, 화천농협 쇼핑몰 과 같은 지역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 농특산물을 직거래 배송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축제 공식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축제 현
장에서 알리며 판매율을 높임
- 현재 화천 산천어 축제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먹거리/살거리 코너의 ‘농특산물 판매장’에는 실
질적으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축제 홈페이지와 지역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증진함
- 축제 방문객이 축제 체험 프로그램, 패키지 사전 예약 등을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에는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예약 시 농특산물 구매를 위한 e-농특산물 교환권을 제공하며 구매를
유도함
Exhibit. 화천 산천어 축제 공식 홈페이지와 지역 농특산물 쇼핑몰 연계

출처: 화천 산천어 축제 홈페이지 (2020), 화천몰 (2020), 화천농협 소핑몰 (2020)

 화천 산천어 축제의 대표 연계 행사인 ‘선등거리 페스티벌’은 오후 6시 이후 야간에 운영되는
볼거리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와 같은 볼거리 프로그램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
시간 생중계를 하며 동시성과 현장성을 강화함
- 선등거리 페스티벌은 선등거리, 선등거리 점등식, 하트터널, 주중 화천 밤라이브, 차없는 거
리에서의 공연 및 대회 등 모두 볼거리 프로그램에 해당함. 연예인 축하공연을 중심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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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선등거리 점등식은 유튜브나 Zoom과 같은 플랫폼에 실시간 중계함으로써 동시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고, 추후 생중계 영상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공유되어 축제 홍보 용도로
활용함
- 차 없는 거리에서 진행되는 크라이오테라피 댄스 대회, 전국 복면가왕 가요제와 같은 특별
이벤트 또한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하고 관객 투표, 실시간 메시지창 등 온라인 관객도 소통
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하여 참여도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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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대면축제 적정예산 규모 분석
(1) 예산 분석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된 37개 축제의 예산 분석 결과, 92%의 축
제에서 예산이 축소됨. 다만 예산 규모별 축소 비중은 상이했는데, 기존 예산(2019) 10억 미만
축제에서는 지출 비중이 기존과 유사하거나 초과한 사례도 있는 반면, 10억 이상인 축제에서
는 기존 예산 대비 60% 미만으로 축소된 경우가 다수였음
- 이들 중 73%(27개 축제)는 2019년 개최 예산 10억원 미만 축제이며, 20억-30억 사이
22%(8개), 30억 이상 축제는 5%(2개)로 집계됨
- 2020년 개최 예산의 경우, 92%(34개)가 전년 대비 예산이 축소되었으나, 예산 규모에 따라
축소 수준은 상이하게 나타남. 기존 예산 규모 10억 미만의 축제는 전년 예산 대비 약
80~100%를 지출했다고 응답한 축제가 35%(7개)로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60~80% 예산
을 지출한 경우도 30% (6개)로 집계됨. 3개 축제(15%)에서는 온라인 공연 영상 제작 등으로
전년 대비 예산 지출이 증가한 경우도 있었음
Exhibit. 온라인･하이브리드형 축제 개최 예산 분석
기존 예산 10억원 미만 축제
’19 대비 ’20
예산 비중

축제 (개)

비중(%)

0~20%

1

5

20~40%

5

25

40~60%

5

25

60~80%

6

30

80~100%

7

35

100% 초과

3

15

기존 예산 10억원 이상 축제
’19 대비 ’20
예산 비중

축제 (개)

비중(%)

0~20%

1

10

20~40%

3

30

40~60%

4

40

60~80%

2

20

80~100%

-

-

100% 초과

-

-

- 2019 예산: 문체부 (2019.2.27), ‘2019년 지역축제 개최계획’ 내 축제별 예산계획 참고
- 2020 예산 비중: Evermint Partners (2020), 코로나 시대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 축제 조사, 각 축제별 담당자
답변 토대로 구성
* 버블 크기는 축제별 전년대비 예산 증감(%) 답변을 토대로 한 개최 예산 추정치임 (2019 예산이 공개되지 않은 일부 축제는
제외됨)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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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기존 예산 20억 이상 축제의 경우, 2019년 예산 대비 60% 이하로 예산을 편성한 축제
가 80%(8개 축제)로 집계됨. 이는 대규모 오프라인 축제장 조성에 소요된 기존 예산을 대폭
절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분석 대상 축제 중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 축제는 총 20개이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된 축제는 17개임
 이들 중, 예산 대비 축제 수익과 홍보 측면의 만족도가 모두 높은 축제는 9개로 집계되었으며,
대부분 개최 예산 10억 미만의 축제인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된 축제의 성과를 수익(매출)과 홍보 측면에서 분석한 결
과, 투입 예산 대비 만족도가 높은 축제는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풍기인삼축제, 한성백제
문화제 등 9개 축제로 나타남
- 만족도가 높은 축제는 대부분 2019년 축제 예산이 10억 미만인 축제들이며, 2020년에도 대
부분 10억 미만의 예산으로 개최됨
Exhibit. 축제 수익 및 홍보 측면 만족도 高 축제
축제명
(온/하이브리드)

‘19 예산 ‘20예산
(백만원) (‘19대비)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온)

1070

40~60%

D.FESTA 대학로
거리공연축제 (온)

180

80~100%

청양고추구기자축제
(온)

590

40~60%

서울드럼페스티벌
(온)

420

100%
이상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 (온)

900

40~60%

울산옹기축제
(하이브리드)

700

60~80%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하이브리드)

238

40~60%

한성백제문화제
(하이브리드)

970

20~40%

산청한방약초축제
(하이브리드)

2105

0~20%

 모든 유형의 축제에서 공통적으로 예산 소요가 많았던 부분은 홍보･마케팅이며, 축제 유형에 따라
특산물 축제는 자체 판매･홍보 사이트 구축, 체험형 축제는 체험 키트 제작 및 민간 플랫폼 이용,
공연예술형 축제는 영상 플랫폼 이용, 전시형 축제는 자체 전시 사이트 구축에 투입된 예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산물 축제의 경우, 전면 온라인 방식에 비해 하이브리드로 개최될 때 예산 소요가 더 큰 것
으로 나타남. 금산인삼축제는 온라인 프로그램과 더불어 축제장 내 인삼캐기 체험을 운영하
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었는데, 현장 인력 운영과 방역･안전 등을 위한 비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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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특산물 축제 전반적으로 예산 소요가 큰 부분은 소비자에게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
한 마케팅 비용과, 특산물 판매를 위한 전용 사이트 구축 비용임. 횡성 한우축제, 문경 사과
축제 등 5개 축제에서 전용 사이트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함
- 체험형 축제는 기존 축제장에서 진행하던 체험 프로그램을 키트로 제작하고, Youtube 등
영상 플랫폼을 이용해 체험 방법을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이에 따라 예산 규모와
관계 없이 ‘민간 플랫폼 이용’, ‘온라인 판매 상품 (체험키트) 제작’, ‘온라인 체험 콘텐츠(영상)
제작’에 투입된 예산 비중이 높았음. 김제 지평선축제, 보령 머드축제 등은 주로 체험 키트
제작에 소요된 예산이 높았고,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한성백제문화제는 영상 콘텐츠 제작 비
용 예산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Exhibit. 비대면축제 유형별 예산 분석
특산물 축제

체험형 축제

공연예술형 축제

전시형 축제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1)

- 영상 콘텐츠 제작･유통에 적합한 공연예술형 축제의 경우, 대부분 Youtube를 활용한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었음. 이에 따라 축제 예산은 주로 민간 영상 플랫폼 이용과 축제 프
로그램 (공연 영상) 제작에 사용되었으며, 영상 촬영을 위한 공연장 조성, 출연료 등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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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중이 높았음. 반면 타 유형에 비해, 자체 판매 상품 제작이나 사이트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크지 않았음
- 전시형 축제는 문경 찻사발축제, 원주 한지문화제, 삼랑성 역사문화축제가 개최되었으며, 대
부분 전시 콘텐츠를 온라인 상에 구현하기 위한 전시 사이트 구축에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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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대면축제 재원 다각화 방안
(1) 국내 기부문화
 국내 기부문화와 관련된 실태조사205) 결과, 직접 관계없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현금 또는 물
품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을 ‘기부’라고 했을 때, 약 95%의 응답자가 나눔의 가치
에 공감하고 있음
-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6%, 시민으로서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29.3%로 유사한 비율을 보임
- 이는 기부의 중요 기제로 사회 전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민의식
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기부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기부에 대
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줌
 기부자들이 기부단체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투명성과 신뢰성이 과반수를 넘는
51%를 차지함. 이는 기부자들이 기부단체를 그만큼 잘 모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함
- 기부단체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지, 또한 내가 기부한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며 관리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부자
들은 정보 접근성이 용이한 기부단체를 선호함
- 따라서 새로운 기부자를 발굴하고 기부금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부단체가 먼저 기부
자들에게 운영과 활동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Exhibit. 국내 기부문화 관련 실태조사 결과

출처: Evermint Partners Analysis (2021)

205)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6), 개인 기부 실태조사 결과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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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최근 개인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영화･전시･공연 등에 투자하는 ‘문화 펀딩’이 인기를 끌고 있
음206). 다수 대중이 참여하는 크라우드펀딩 특성 때문에 홍보 효과가 큰 데다 투명성과 신뢰성
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호응도가 높음
 축제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기존 축제 방문객･충성고객, 지역민이 가지고 있는 축제에 대한 애
착을 후원･기부로 이끌어내고, 관여도를 강화할 수 있음.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크라우
드 펀딩이나, 코로나 19로 판로가 막힌 특산물의 구매 운동 사례는 축제에서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부 활동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금 모으기 운동’임. 1997년 IMF 구
제금융 요청 당시, 국가의 부채를 갚기 위해 국민들 스스로 소유하던 금을 내놓았으며, 전국
약 351만명이 참여해 약 227톤(약 21억 3천달러 해당)의 금이 모여 국가 부채를 상환함
- 최근에는 단순 모금보다는 신생 기업의 아이디어 실현과 제품화에 도움을 주는 방식의 크라
우드 펀딩(crowd funding)이 확대되고 있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을 돕고, 실제 프로젝트
준비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투명성을 중시하는 젊은층에게
어필함
- 코로나 19 확산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감자 소비가 크게 줄었고, 주요 생산지인 강원도
농민에게 타격이 이어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감자 소비 촉진 운
동이 시작되었고,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감자 팔아주기’ 운동에 동참해 완판됨
- 축제 또한 ‘지역 축제를 함께 살리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기존 충성고객 및 지역 축제와 밀
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민이 축제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후원, 기부 등의 방안을 마
련해야 함

(3) 해외 축제 기부 사례
 영국의 가장 오래된 재즈 축제인 Birmingham Jazz Festival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축제
를 하이브리드형 축제로 전환하고, 기존 방문객 및 지역 주민에게 축제 후원을 독려함
- Birmingham Jazz Festival유료로 진행되던 기존 축제를 무료로 전환하고, 축제 프로그램
브로셔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해 축제의 무료 진행 결정을 안내함. 동시에 2021년 축제 개최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기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존 방문객과 축제에 애착이 있
는 지역민의 후원 참여를 이끌어냄

206) 한국경제 (2020.1.12), “나도 영화 투자자”…뜨거워지는 ‘문화 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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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2020 Birmingham Jazz Festival 후원 독려 광고

Westside World 1면에 소개된 Birmingham
Jazz Festival

브로셔에서 안내된 축제 기부 독려 안내문구

출처: Birmingham Jazz Festival 트위터 (2020), Birmingham Jazz Festival 공식 사이트 (2020)

 미국 미시간 주 트래버스 시에서 매년 7월에 진행되는 National Cherry Festival은 2019년
기준 약 50만명이 방문하는 특산물 축제임.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축제를 개
최하면서 기존 축제만큼의 재원마련을 위해 기부금 모금, 정부 지원금 요청, 경품 이벤트, 후원
기업 컨택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축제의 지속성을 확보함
- National Cherry Festival의 관계자는 이번 축제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축
제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힘. 2020 National Cherry
Festival의 경우,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입장권 사전구매 고객들 상당수가 환불 대
신 기부를 선택해, 2021년 축제로 사용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약 $100,000의
기부금이 모였음. 기부자를 위해 축제 측은 온라인에서 별도의 감사 이벤트를 마련했고, 모든
축제 담당자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체리축제의 지속성을 위해 기부가 필요하다’며 후원을 독
려했다고 언급함207)
Exhibit. 2020 National Cherry Festival 재원 다각화 사례

출처: National Cherry Festival (2020)

207) Evermint Partners 축제 담당자 인터뷰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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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Cherry

Festival은

코로나

시기에도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연중

(all-year-round) 축제 이벤트 참여를 요청해 고객의 참여 및 관심을 지속시켰고, 축제 사후
에도 기념품 판매 및 기부금 요청 등을 통해 축제를 홍보함
Exhibit. 2020 National Cherry Festival 월별 Facebook 홍보 및 주요 게시글

출처: National Cherry Festival Facebook (2020)

 1977년부터 호주 시드니에서 진행된 공연예술형 축제인 Sydney Festival은 코로나19 확산으
로 2021년 축제를 하이브리드형으로 개최함. 시드니 내 37개의 오프라인 장소에서 3주간 축
제가 진행되며, Sydfest at Home을 통해 스트리밍 공연, Virtual Dance Party, Podcast 등
을 진행함. Sydney Festival 측은 축제가 비영리기관임을 강조하며, 축제를 구성하는 아티스
트와 시드니 및 호주 전체의 회복을 위한 기부를 독려함
- 축제 측의 기부 독려 메시지에 호응하여 Røde microphones의 창립자인 Peter Freedman
이 고향인 시드니의 회복을 위해 축제 측에 500만 달러를 기부함208). 해당 금액은 개인이
기관에 기부한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며, Sydney Festival의 총감독인 Wesley
Enoch 역시 자선사업이 올해 축제의 생명줄이라고 언급하며 감사를 표함

208) ABC News (2021.1.14), Sydney Festival given record $5 million individual donation by philanthropist
Peter Free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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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Sydney Festival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한 메인 축제장
출처: Sydney Festival 공식 사이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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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원 (2020), ‘하동야생차문화축제도 코로나19 여파로 취소’
- 진주신문 (2019),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신규 프로그램 대폭 확대’
-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보고서’
- 뉴스프리존 (2018), ‘하동군-파리크라상 하동야생차 소비촉진 협력체결’
- 협동조합 농장과 식탁의 팜News (2019), ‘‘제1기 국산 차(茶) 매니아 서포터즈 수료식’ 성료’
- 일요신문 (2019),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신규 프로그램 대폭 확대’
- 그랜드 힐튼 서울 공식 포스트 (2019)
- 하동협동조합여행사 ‘놀루와’(2020), 다달이하동의 하동 차마실 프로그램
- SNS (Instagram, Facebook, Twitter, Youtube 네이버 블로그 등) 상에서 인용한 사진 및
계정은 본문 표기함

■ 금산 인삼축제
- 금산인삼축제 홈페이지 (2020)
- (재)금산축제관광재단 (2019), 제38회 금산 인삼축제 축제평가 및 방문객 분석
-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결과
- 굿뉴스 (2019), ’제38회 금산인삼축제 개막 10일간 대장정 돌입’
-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보고서
- 중부매일 (2019), ‘인삼 생산량 80% 금산서 유통… '전국 최대 복합시장'’
- Oregon Truffle Festival (2020)
- EATER, Portland, OR (2017)
- PDXFood Press (2019)
- 매일신문 (2018), ‘제9회 김천CEO포럼 오찬 세미나 개최’
- SNS (Instagram, Facebook, Twitter, Youtube 네이버 블로그 등) 상에서 인용한 사진 및
계정은 본문 표기함

■ 양양 송이축제
- 양양관광 홈페이지 (2020)
- 양양군 (2019), 2019 양양송이축제 추진계획
- 양양군 (2019), 2019년 양양송이축제 평가보고서
-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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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신문 (2012), ‘10월3~7일 개최…송이밸리 버섯채취체험 등 추가’
- 강릉뉴스 (2019), ‘2019 양양송이축제 ‘성료’’
-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보고서
- 산림청 (2020),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현황 (2020.8월)
- 국립산림과학원 블로그 (2020), ‘[그것이 궁금하다] 송이버섯은 왜 인공재배가 어려울까?’
- 강원도민일보 (2017), ‘작황 부진에 사재기로 1kg에 100만원 ’황금 송이’’
- 네이버 블로그 ‘양양아지매’ (2018)
- YTN (2017), ‘‘금송이’ 1kg에 77만원.. 축제 ’비상’
- 연합뉴스 (2013), ‘폭염･가뭄에 송이 작황 부진..축제 개최 난항’
- 투어코리아 (2019), ‘양양송이축제 관광객 20만 유치 ‘성료’’
- Forbes (2019), 3 Reasons Why You Shouldn’t Miss Willamette Valley’s Oregon
Truffle Festival
- Oregon Truffle Festival 공식사이트 (2020)
- AUNIE FRISCH (2017), White Truffle Festival In Alba
- 알바 화이트 트러플 축제 홈페이지 (2019)
- SNS (Instagram, Facebook, Twitter, Youtube 네이버 블로그 등) 상에서 인용한 사진 및
계정은 본문 표기함

■ 풍기 인삼축제
- 풍기 인삼축제 홈페이지 (2020)
- 영주 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2019), 2019 경북 영주 풍기인삼축제 평가보고서
- 영주시･(재)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2019), 2019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 준비상황보고
-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결과
- 경북일보 (2020),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 성황리 폐막… 2021 풍기세계인삼 엑스포 성공 기대’
- 영주시민신문 (2019), ‘[2019풍기인삼축제] 축제 이모저모, 축제에서 만난 사람들’
-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보고서
- 매경이코노미 (2020), ‘밀레니얼 사로잡은 ‘할매 음식’ 쑥, 흑임자, 인삼,’
- KGC 인삼공사 공식 블로그 (2020)
- 연합뉴스 (2020), ‘‘할매니얼’을 아시나요…‘할머니 감성’에 빠지는 2030’
- The Korea Times (2019), ‘마늘 즐기러 떠나보자’
- California Gilroy Garlic Festival
- 네이버 블로그 베키진 sweet day (2020)
- garrett popcorn 공식 홈페이지 (2020)
- goprovidence 공식 홈페이지 (2020),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다운타운(Downtown Providence)
에서 진행되는 ‘Movies On the Block’ 행사
448

참고문헌 및 출처

- SNS (Instagram, Facebook, Twitter, Youtube 네이버 블로그 등) 상에서 인용한 사진 및 계
정은 본문 표기함

■ 무주 반딧불축제
- 무주반딧불축제 홈페이지 (2020)
-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2019), 축제 방문객 분석 및 평가 결과 보고서
-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보고서
- 뉴시스 (2019), ‘[무주소식]군, 전주월드컵경기장서 '반딧불축제' 홍보 등’
- 프레시안 (2019), ‘무주산골영화제와 함께 반딧불이 신비탐사 진행’
- 전북일보 (2019), ‘무주 반딧불이 서식지 훼손 안된다’
- 프레시안 (2018),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환경보호 점검’
- 전북일보 (2020), ‘무주군, 반딧불이 개체 늘리기에 온힘’
- 전북일보 (2019), ‘2019 반딧불이 국제환경심포지엄 개최’
- Pennsylvania Firefly Festival(PAFF) (2018), A Firefly Photo Story-Submitted as a final
report by the Pennsylvania Firefly Festival, Inc
- 대한민국 산림청 다음 블로그 (2018), 숲속 놀이터! 덕유산 유아숲체험원으로 놀러오세요!
- 대한민국정책 브리핑 (2016), ‘덕유산 유아숲체험원 2월 개원’
- 송파구 홈페이지 (2020), 송파구 자연생태체험교실의 월별 프로그램(안)
- SNS (Instagram, Facebook, Twitter, Youtube 네이버 블로그 등) 상에서 인용한 사진 및 계
정은 본문 표기함

■ 함평 나비축제
- 함평나비축제 홈페이지 (2020)
-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 (2019), 제21회 함평나비대축제 평가보고서
- 함평나비축제 리플렛 (2019),
-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결과
- 인스타그램 @sh1016sh (2019)
- 광주일보 (2019), ‘뉴스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보고서
- 세계한인언론인협회 (2019), ‘세계한인언론인들 '나비의 도시 함평에서 날다’
- 뉴스에이 (2019), ‘코레일 광주본부, 함평나비축제 KTX정차 첫고객 감사행사 시행’
- MBC뉴스 (2019), ‘봄을 부르는 나비의 힘찬 날개짓’
- 환경부 공식 포스트 (2019)
- 유로모니터 (2020), Top 10 Global Consumer Trends 2020
- 중앙일보 (2019), ‘4000㎞ 제왕나비 이동, 미국-멕시코 국경장벽도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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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소타 지역 뉴스 Bring Me The News (2020), ‘This year, saving monarchs begins at
home with virtual Minneapolis Monarch Festival’
- 중앙일보 (2019), ‘4000㎞ 제왕나비 이동, 미국-멕시코 국경장벽도 못 막는다’
- 미국 지질조사국(USGS) (2020)
- Minneapolis Monarch Festival홈페이지 (2020)
- Mariposa Butterfly Festival 공식사이트, Facebook (2020)
- See California; Sierra News Online (2014)
- Australian Pollinator Week (2020)
- 시흥갯골축제 홈페이지 (2019)
- 시흥갯골랜선축제 홈페이지 (2020)
- 세계타임즈 (2019)
- 네이처링 홈페이지 (2020)
- nsp통신 (2017), ‘함평군 숲 속의 전남만들기 일환 주민참여 숲 조성’
- SNS (Instagram, Facebook, Twitter, Youtube 네이버 블로그 등) 상에서 인용한 사진 및 계
정은 본문 표기함

■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 진도군 관광문화 홈페이지 (2020)
- 진도군 홈페이지 (2019), 군정소식
-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2019), 제41회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실행계획서(안),
-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2019), 제41회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평가 보고서
- 진도군 관광문화 홈페이지 (2019),
- 광주데일리뉴스 (2019), ‘진도 신비의 바닷길…21일부터 '모세의 기적' 일어난다’
-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결과
-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보고서
- REGNUM News Agency (2019)
- Smithsonianmag 홈페이지 (2020)
- 호주의 생태 축제, Great Barrier Reef Festival 공식 사이트
- Whitsundaytimes (2019), Get creative for Great Barrier Reef Festival events
- 부킹닷컴 (2020), 핀란드 우츠요키 오로라 관광상품
- 오로라 마을 캐나다 옐로나이프(Yellowknife) 홈페이지
- 뉴스진도 (2019), ‘바닷길 안 열리는 바닷길축제, 어떻게 하나..’
- UN World Oceans Day (2020)
- 연합뉴스 (2019), ‘진도 바닷길 축제 53만명 다녀갔다…“세계적 축제 거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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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Instagram, Facebook, Twitter, Youtube 네이버 블로그 등) 상에서 인용한 사진 및 계
정은 본문 표기함

■ 문경 찻사발축제
- 문경찻사발축제 홈페이지 (2020)
- (주)예일커뮤니케이션즈 (2019), 2019 문경 찻사발축제 결과보고서
- (주)예일커뮤니케이션즈 (2019), 문경 찻사발축제 실행계획서 (2019),
-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결과
-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보고서
- 서철현 (2019), 2019년 문경찻사발축제 평가보고회 자료
- 경북매일 (2019), ‘‘Only One 문경’ 신명나는 찻사발 축제 홍보’
- 한국일보 (2019), ‘문경새재, 오늘도 촬영중…연간 관광객 20만 넘게 방문’
- 권순재, 고동우 (201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재미진화모형'
- Magazine House Beautiful (2020), Get creative with this home-delivered DIY pottery kit
- Crockd 홈페이지 (2020)
- Magazine Frankie (2020)
- ‘지관의 서예사랑’ 블로그 (2019)
- SNS (Instagram, Facebook, Twitter, Youtube 네이버 블로그 등) 상에서 인용한 사진 및 계
정은 본문 표기함

■ 강진청자축제
- 강진문화관광 홈페이지 (2020)
- 강진군 홈페이지 (2019)
- 강진군 (2019), 제47회 강진청자축제 평가보고서
- 강진청자축제 리플렛 (2019)
- 전남일보 (2019), ‘'생태자원의 보고' 강진만, 10월 한달 내내 '축제의 장'’
- 천지일보 (2019), ‘[지역축제] ‘흥이 있는 다이내믹’ 강진청자축제 본격 개막’
-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보고서
- 권순재, 고동우 (201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재미진화모형
- mimidar 홈페이지 (2020)
- 강진군 공식 블로그 (2018)
- 네이버 쇼핑 (2020), 박씨상방 고급 도자기청자 야생화 귀걸이
- 네이버 쇼핑 강진청자 백라희 (2020)
- ARAMANI Beauty (2020)
- CROWDY 집에서 손쉽게 만드는 생활도자기 [그릇 빚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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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Instagram, Facebook, Twitter, Youtube 네이버 블로그 등) 상에서 인용한 사진 및 계
정은 본문 표기함

■ 영동난계국악축제
- 영동축제관광재단 홈페이지 (2020)
- (재)영동축제관광재단 (2019), 제52회 영동난계국악축제 일정별 주요행사 프로그램 계획 및 세
부추진계획서
- (재)영동축제관광재단 (2019), 제52회 영동난계국악축제 축제평가 및 방문객 분석
- 난계국악축제 리플렛 (2019)
- 충북메이커스 (2020), ‘영동국악과일축제 8월에 개최’
- MIMINT뉴스 (2018), ‘영동군, 51회 영동난계국악축제 주민 화합 큰몫’
- 청주신문 (2019), ‘난계국악축제 향토야시장 최고 우수 먹거리 판매 단체에 용화면새마을회’
-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결과
-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보고서
- 충남일보 (2016),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상설 진로캠프’ 마무리’
-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식 블로그 (2020)
- 아트홀가얏고을 홈페이지 (2020)
- ‘프롬마미 영천’, ‘마이키_마포에서 아이 키우기’, ‘수퍼맘 스토리’, ‘인천 아띠아모’ 네이버 맘카페
참고
- 영동 국악체험촌 홈페이지 (2020)
-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 청소년캠프 한국 홈페이지 (2020)
- SNS (Instagram, Facebook, Twitter, Youtube 네이버 블로그 등) 상에서 인용한 사진 및 계
정은 본문 표기함

■ 남원 춘향제
- 춘향제 홈페이지 (2020)
- 춘향제전위원회 (2019), 제89회 춘향제 결과보고서
- 남원시 네이버블로그 (2019), 시민･관광객이 함께 만든 89 회 춘향제
-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결과
-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보고서
- ｢제89 회 춘향제｣ 춘향선발대회 공고 (2019)
- 세계일보 (2019), ‘문화･역사･관광 엮어 즐거움 ‘업’… 유혹하는 ‘사랑의 도시’’
- 중앙일보 (2017), ‘1962 춘향제 기념식’
- 경향신문 (1990), ‘판소리가락 낭랑한 春香(춘향)고을’
- 한겨레 (2019), ‘세금까지 써가며 언제까지 ‘아가씨 타령’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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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psavvy (2019)
- 지리산둘레보고 홈페이지 (2020)
- 한국민속촌 홈페이지, 트위터 (2020)
- SNS (Instagram, Facebook, Twitter, Youtube 네이버 블로그 등) 상에서 인용한 사진 및 계
정은 본문 표기함

■ 천안 흥타령춤축제
- 천안 흥타령춤축제 홈페이지 (2020)
- 천안문화재단 (2019), 천안흥타령춤축제 2019 평가 보고서
- 천안흥타령춤축제 일정표 (2019)
- 머니투데이 (2019), ‘백석대, 천안흥타령춤축제서 '건강증진관' 운영’
-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결과
- 한국관광공사 (2019), 2019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보고서
- 새로운 천안 네이버 블로그 (2020)
- 서울신문 (2020), ‘K-POP의 힘은 즐거움을 즐기는 것! ‘2020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in 터키’’
- K 팝 커버댄스 페스티벌 홈페이지 (2020)
- 스포츠조선 (2020), ‘[SC 초점] 스위스도 K-POP열풍→커버댄스대회 대성황…"韓流, 스위스 곳
곳에 스며들게 할 것’
- 중앙일보 (2019), ‘'SNS 안무 커버만 28 만건'..BTS 제이홉, ’치킨 누들 수프‘ 차트･유튜브서
반응 폭발’
- SNS (Instagram, Facebook, Twitter, Youtube 네이버 블로그 등) 상에서 인용한 사진 및 계
정은 본문 표기함

■ 13 개 축제 공통이슈
- Oktoberfest 공식 인스타그램 (2020)
- 각 축제 주요 SNS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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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
■ 비대면 축제 사례 심층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 (2020), 축제 동향 보고 (2020.12.31 기준)
- 중부매일 (2020), '보령머드축제 '집콕머드 라이브' 통했다'
- 경북매일 (2020), ‘‘봉화 은어’ 드라이브스루 판매 16일까지 연장’
- 춘천시 (2020), 춘천마임축제 사진 제공
- The New York Times (2020), ‘How Summer Festivals Persevered in the Pandemic’
- Washington Post (2020),’ How tourist attractions around the world look during the
pandemic’
- 미디어이슈 (2020), ‘시흥갯골축제, 일자리와 문화콘텐츠 사업 창출 효과 나타나’
- 대전일보 (2020), ‘코로나시대 지역축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
- 마이리얼트립(myrealtrip) 공식 사이트 (2020)

■ 하이브리드형 축제 개최 방안
- Coillois (2002)
- Waitt (2003)
- 서울연구원 (2005), 서울형 축제 발전 및 체계적 지원방안 연구
- IBM (2020), COVID-19 Is Significantly Altering U.S. Consumer Behavior and Plans
Post-Crisis
- McKinsey & Co (2020), Meet the next-normal consumer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세부사항
- 춘천마임축제 (2020)
- Great American Beer Festival 공식 사이트 (2020)
- Katy Rice Festival 공식 사이트 (2020)
- Oregon Truffle Festival (2020)
- 온라인 금산인삼축제 ‘슬기로운 인삼생활’ (2020)
- PASSAGE Festival (2020)
- Games for Change 공식 Twitter 계정 (2020)
- Evermint Partners (2020), 코로나 시대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 축제 사례 조사 관련
설문조사 보고서
- Dacast (2019), Comparing YouTube Live Alternatives: IBM Cloud Video and Dacast
- 디지털인사이트 (2020), ‘왜 지금 라이브커머스인가? 소통과 혜택 품은 디지털 직거래 시대’
- 한국농어민신문 (2020), ‘온라인 김제지평선축제, 농･특산물 조기매진 인기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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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 지평선 축제 공식 페이스북, 유튜브 (2020)
- Oktoberfest 공식 인스타그램 (2020)
- 음성품바축제 인스타그램 (2020)
- 남원춘향제 인스타그램 (2020)
- Blackburn Festival of Light Tiktok (2020)
- 레뷰 비즈센터 (2018), 마케터들이 선택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략 Top 4
- 횡성한우축제 유투브 (2020)
- Sweety High 인스타그램 (2020)
- SO Festival 공식 인스타그램 (2020)
- 머니투데이 (2020), ‘“분식집은 폰 내미는 손님이 두렵다”… 네이버페이 수수료 카드의 3배’
- 디지털데일리 (2021), ‘주객전도된 라이브 커머스?’ 네이버･카카오가 이끄는 이유’
- 디지털데일리 (2021), ‘네이버 쇼핑라이브로 매출 10배 성장’
- 한국관광공사 (2019), 2019년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결과 보고서
- 진도군 관광 진흥 협의회 (2019), 제 41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평가 보고서
- Hopin 플랫폼 홈페이지 (2020)
- 2020 이천 쌀문화축제 공식 사이트 (2020)
- 삼정KPMG경제연구원 (2020), 코로나19와 소비 트렌드: 소비의 New Reality
- 연합뉴스 (2019.9.27), ‘이천시, 41만명 방문 ‘쌀문화축제’ 취소…돼지열병 차단’
- National Cherry Festival (2020), National Cherry Festival_Grand Traverse Pie
Company Make&Bake Virtual Program
- SNS (Instagram, Facebook, Twitter, Youtube 네이버 블로그 등) 상에서 인용한 사진 및 계
정은 본문 상표기함

■ 김제 지평선축제
- 김제 지평선축제 홈페이지 (2020)
- 김제시 (2020), 제 22회 김제지평선온라인축제 기본계획
- 김제시 (2019), 김제 지평선축제 Master Plan
- 행정안전부 (2020), 정보화마을 현황
- 김제시 (2020), 농촌체험휴양마을
- 에버민트파트너즈 (2020), 비대면 축제 사례 조사
- 연합뉴스 (2013), ‘흥겨운 농경문화 체험' 김제지평선축제 개막’
- 지평선몰 (2020)
- 뉴스웨이 (2018), ‘김제 지평선축제, 지역 농산물 연계 프로그램 마련’
- SSG닷컴 (2020)
- 동아일보 (2021), ‘공주 군밤축제’ 개최 놓고 찬반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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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 ‘오느른’ 계정 (2021)
- 김제시 (2019), 제 21회 김제지평선축제 특산품 장터 선정 단체 및 개인
- 지평선몰영농조합법인 (2021)
- 농업회사법인(유) 두레마을 (2016)
- 교보 대산농촌재단 (2019), '우리 거기서 만나!’ 얼굴있는 농부시장
- SNS (Instagram, Facebook, Twitter, Youtube 네이버 블로그 등) 상에서 인용한 사진 및 계
정은 본문 표기함

■ 보령 머드축제
- 보령머드축제 홈페이지 (2020)
- 보령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2021)
- 보령시 홈페이지 (2020)
- 보령축제관광재단 (2020), 제23회 보령머드축제 온라인 개최 안내, 집콕머드체험키트 사전 신청
- 보령머드축제 페이스북 (2020)
- 에버민트파트너즈 (2020), 비대면 축제 사례 조사
- 보령축제관광재단 (2019), 제 22 회 보령머드축제 결산보고서
- 한국관광공사 (2020), 「코로나 19, 한국축제 어디로 가야 하나?」 온라인 토론회 중 보령머드축
제 이용열 국장 사례 발표 참고
- 보령머드축제 SNS (2020)
- Youtube ‘머드TV’ 계정 (2020), ‘언택트시대 인기 질주, 보령머드축제! 넘버원 페스티벌 보령머
드축제를 응원해 주세요’
- Youtube ‘대륙남TV’ 계정
- Visit Okinawa (2021), Beach Information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권세환 연구위원은 최근 ‘언택트(Untact)를 커넥트(Connect)하다’ 보
고서
- Korea Trip Tips (2021)
- 네이버블로그 ‘와그WAUG’ (2019)
- SNS (Instagram, Facebook, Twitter, Youtube 네이버 블로그 등) 상에서 인용한 사진 및 계
정은 본문 표기함

■ 안동 국제탈춤축제
- 안동관광 홈페이지 (2020)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홈페이지 (2021)
- 안동축제관광재단(2021)
- 안동몰 홈페이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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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안동대학교 (2019), 2019년 안동 국제탈춤축제 평가보고서
- Nnsp통신 (2020), ‘안동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0’ 전격 취소’
- We Rave You (2021), Tomorrowland offer new packages for ‘Around the World’
digital festival
- Billboard (2020), Tomorrowland’s Pioneering Virtual Festival Struggled to Turn a
Profit, But Plans to Return
- 국민일보 (2020), ‘온라인 공연 몰입 시간, 20분 넘기기 힘들다’
- 네이버 블로그 그냥, 이렇게 산다 (2020)
- 문화일보 (2019), ‘안동서 소비된 돈 64%, 관광객이 썼다’
- Youtube ‘Edinburg International Festival’ (2021)
-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 Imagine your Korea, Feel the Rhythm of Korea: 안동편
(2020)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2021)
- 아레나 옴므 플러스 네이버 블로그, ‘한국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는 특별한 틱톡 크리에이터들’
(2020)
- 미디어경험 연구소 네이버 블로그, ‘틱톡 마케팅을 준비해야하는 이유’ (2020)
- 보건복지부 (2020),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 Youtube 봉화은어 TV (2021)
- Youtube안동 노닐기 (2021)
- SNS (Instagram, Facebook, Twitter, Youtube 네이버 블로그 등) 상에서 인용한 사진 및 계
정은 본문 표기함

■ 진주 남강유등축제
- 진주 남강유등축제 공식 사이트 (2020)
- 대구대학교 관광축제연구소 (2019), 2019 문경찻사발축제 평가보고서
- 브런치 ‘나는 누군가’ (2020), 올해 문경 찻사발 스탬프 투어
- 한겨레 (2020), ’천년고찰 속 ‘현대미술작가전’ 13회째 성황’
- 원주 한지문화제 공식 사이트 (2020)
- 에버민트 파트너즈 (2020), 코로나 시대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축제 조사 관련 설문조
사 보고서
- 원주투데이 (2020), ‘한지문화제, 온라인 축제 새 역사’
- 에버민트 파트너즈 (2020), 글로벌 육성축제 심층컨설팅 보고서
- 진주문화예술재단 (2019), 2019 진주남강유등축제 방문객 분석 및 행사 평가
- 진주시 공식 트위터 (2019)
- 진주시 (2020), 남강유등축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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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이코노미 (2020), ‘지평선 횃불 퍼레이드 ‘온라인 관중 뜨거운’ 열기’, 한국경제 (2020),
‘강경젓갈축제, 온택트에서도 통했다’
- 신한뉴스 (2020), ‘강동구, 비대면 한계 뛰어넘은 ‘강동선사문화축제’ 온라인 축제의 참멋 빛났다’
- 서울일보 (2020), ‘강동구, 온택트 ‘이음’ 제25회 선사문화축제 개최’
- 중도일보 (2019), ‘진주 10월 축제장 관광객 ‘인산인해’’
- 경남신문 (2019), ‘진주 10월 축제장 태풍 가고, 구름 인파 몰렸다’
- 오마이뉴스 (2019), ‘경남 진주에 남은 공룡 흔적 ‘상상 그 이상’’
- Google 한국 블로그 (2020), 2020 구글 아트 앤 컬처를 돌아보며
- The Art Newspaper (2018), How Google became a major producer of cultural content
- Travel+Leisure (2020), This App Will Turn Your Phone Into an Interactive Museum
You Can Play With for Hours
- 머니투데이 (2020), ‘온라인 박람회 플랫폼 ‘오픈부스’ …온오프 융합 박람회로 확장’
- 2019 진주 남강유등축제 리플릿 (2019)
- SNS (Instagram, Facebook, Twitter, Youtube 네이버 블로그 등) 상에서 인용한 사진 및 계
정은 본문 표기함

■ 화천 산천어축제
- 화천 산천어 축제 홈페이지 (2020)
- 에버민트파트너즈 (2020), 비대면 축제 사례 조사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2019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 mlive.com (2020),
- Timeout.com (2020)
- 화천시 (2020), 산천어 축제 연혁
- Los Angeles Daily News (2020), ‘Review: Six Flags Magic Mountain drive-thru
provides a holiday cure for the pandemic blues’
- 화천 산천어 축제 홈페이지 (2020)
- 화천몰 (2020)
- 화천농협 소핑몰 (2020)
- SNS (Instagram, Facebook, Twitter, Youtube 네이버 블로그 등) 상에서 인용한 사진 및 계
정은 본문 표기함

■ 비대면축제 적정예산 규모 및 재원 다각화 방안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6), 개인 기부 실태조사 결과분석 보고서
- 한국경제 (2020), “나도 영화 투자자”…뜨거워지는 ‘문화 펀딩’
- Birmingham Jazz Festival 트위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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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및 출처

- Birmingham Jazz Festival 공식 사이트 (2020)
- National Cherry Festival (2020)
- Sydney Festival 공식 사이트 (2020)
- ABC News (2021), ‘Sydney Festival given record $5 million individual donation by
philanthropist Peter Free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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