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을 맞아 전 인류는 관광

의 암흑기를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나라 

문화관광축제에도 영향력이 예외가 아니었다. 예상과 달

리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지역 공동 가치관 형

성이 필요하며,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새로운 축제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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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역축제의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절한 축제콘셉트를 설정

하고 국제 경쟁력과 관광자 만족을 위한 관광축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축제콘셉

트를 설정하여 구현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의 고찰와 

실증적 조사 및 종합적인 메타분석 결과는 축제콘셉트 설정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나타났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콘셉트 구축, 안전 패키지형 관광축제 방역시스템 구축, 관광축제시기와 

공간의 최대한 분산 관광축제시기와 공간의 최대한 분산 개최가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마을관광축

제의 기획과 실행, 마을 단위 소규모 이웃과 이웃이 함께 즐기는 관광축제 콘셉트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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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most appropriate festival concept in the post-corona era 

through in-depth analysis and discussion of local festivals, and to propose a tourism festival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ourist satisfaction. It also aims to contribute to revitalization of 

local tourism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by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new 

festival concept in the post-corona era. The results of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empirical 

research, and comprehensive meta-analysis showed that it was necessary to change the festival 

concept setting. In the post-Corona era, it is necessary to build a concept through an online video 

platform, establish a safety packaged tourism festival prevention system, and hold the most 

distributed tourist festival time and space of the tourist festival and space as much as possible. In 

addition, it appeared that it was necessary to plan and implement the village tourism festival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to apply the concept of a tourism festival enjoyed by 

small neighbors and neighbors in the villag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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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 전환과 문화관광 축제콘셉트 설정이 필요한 때이다. 

그동안 국내 축제는 지역마다 중복된 축제의 남발로

그들만의 축제에 그치게 되었다. 예산낭비 등 부정적 평

가가 적지 않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를 이유

로 개최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에는 샤드 배치[1]로 

인해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여 국내 관광시장에 또다시 

침체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2]. 그리고 2019년 

12월을 시작으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관광

관련 업계는 휴면상태에 빠져있다. 근래에 들어와서 코

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영국, 이스라엘 등에서는 야외에서 마스크 미착용

이 허용되고 있다[3].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관광관련 

사업이 회복되고 지역마다 문화관광축제도 재개될 것으

로 기대된다[4-6].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 문

화관광축제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보완책 마련이 시

급하며, 차별적이고 비교우의적인 콘텐츠를 담은 관광축

제가 모색되어야 한다[7, 8]. 따라서 포퓰리즘이나 명분 

쌓기용 축제는 지양하고 향후 국제경쟁력을 갖춘 축제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축제에 대한 선행연구와 실증적인 분

석과 논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국제경

쟁력을 갖춘 관광자 만족의 축제콘셉트를 설정하고자 

한다[9].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지역관광축제에 대한 새

로운 인식은 관광상품으로서 현실을 반영한 축제콘셉트 

설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10,1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콘셉트 설정 방향은 충

분한 경험과 환경·문화 및 지역성을 감안하여 복합적이

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의 구현과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문화관광축제 콘셉트

지역문화관광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행복과 풍요의 기

원 및 감사와 정성의 감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문화현상

을 행위적․시각적으로 즐기는 관광문화이다[12,13]. 또

한 지역축제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 공시성에서 생성

되고 전승된 전통적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지역축제는 

전승되는 문화제와 민속예술에 대한 지역의 문화행사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지역 단위의 전통과 문화

가 함축된 문화행사이다[14-16].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를 위해서는 지역관광축제 콘셉트의 획일성, 유사성, 반

복성, 그리고 정체성의 부재를 탈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축제콘셉트가 경쟁력을 갖춘 수요자 중심적인 콘셉트 

전환을 위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17]. 우리나라 지

역관광축제콘셉트는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토대로 한 

K-문화와 융합된 현대적 ‘관광축제콘셉트(Tourism 

Festival Concept)’가 주된 패턴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코로나시대의 방역과 병행하여 ‘집합’ 보다 ‘분산’의 변화

된 콘셉트 설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관광축

제의 지속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

폼 구축과 안전을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 관광객 분산을 

위해 시기와 공간의 최대한 분산, 주민의 참여와 기획 

등 소규모 마을 축제를 지향하는 콘셉트의 축제패턴이 

필요하다[18, 19]. 따라서 전통적인 대면 축제콘셉트 보

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동영상 플랫폼을 구축이 

필요하며, 마을 단위의 소규모 분산형 축제콘셉트와 지

속가능한 축제콘셉트로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20]. 이

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국민건강과 공중보건 

및 방역에 초점을 맞춘 축제콘셉트 정착이 필요하다.

2.2 코로나시대 문화관광축제의 실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역마다 실시하던 다양한 축제

들이 94% 이상 취소 및 연기되면서  지역 관광축제를 

성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21].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

해 약 1억 8천개의 관광의 일자리가 손실되었고, 특히 

국내 관광은 50%, 해외관광은 40% 감소로 관광휴면기

를 맞게 되었다[22]. 2020년 체육문화관광부에 따르면 

기존 축제방식이 골목길, 시장, 공원 등 일상 속 마을 관

광축제 형태의 신사고적 축제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축

제 대행사 선정, 용역의 축소, 입찰 선정 후 축제 취소 

등 축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12]. 그동

안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무분별한 축제의 

개최와 지자체장의 지자체 홍보, 그리고 지역 문화 예술 

및 축제관련 단체들의 예산남용으로 축제의 변화에 대

한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12]. 그러나 지역마다 관

광축제에 대한 반성과 성찰, 지자체의 의식변화는 관광

축제의 재창조의 계기가 되었고, K-방역으로 관광진흥

을 위한 축제콘셉트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

나 방역에 대한 높은 신뢰성으로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

로나시대에 방문하고 싶은 나라 1순위로 꼽힌 것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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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광시장의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이다[23,24]. 이 기

회에 관광축제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위드 코

로나(With Corona)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축

제콘셉트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3 선행연구

코로나19 팬데믹은 여행 제한으로 이어져, 이는 온라

인과 접목되어 감상관광과 특산품 구매라는 기회를 창

출하게 되었으며, 관광축제의 변화의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2020년 2분기부터 2021

년 1분기까지 주로 이루어진 연구자들의 다양한 포스트 

코로나시대 관광 관련 선행연구에서 그들이 주장한 축

제 콘셉트를 기초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축제콘셉트 연

구내용을 보면, 조해진(2020)은 ① 네트워크, IT전문가

와 온라인 전문가 그룹과 축제전문가와 관광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신개념 온라인콘셉트의 개발, ② 관광축제

의 관광객 방문 수치 평가를 향후에는 양적 성과평가가 

아닌 축제의 질적 부분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 ③ 야간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한 야간관광콘셉트 개발, ④ 작지

만 매력적인 소규모 분산 관광트렌드 육성, ⑤ 민간주도

형 축제전문가들의 양성과 관련 조직에 주민 참여의 기

획과 실행이 가능한 능력 배양을 주장하였고, 지진호

(2020)는 ① 관주도형 축제의 민간주도형 축제로 체질 

개선, ② 인위적인 행사성격의 축제를 지역주민들의 일

상생활로 마을 축제화 유도, ③ 마을주민의 필요나 특정 

매니아층의 요구로 열리는 축제는 단체장의 교체와 무

관하게 개최되고, 지역주민이 축제를 준비 운영하는 노

하우 전수를 통한 축제의 지속성 유지, ④ 지역 경제활

성화 목적의 특산물 축제가 창조적 축제로 지역주민들

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축제로 전환을 역설하였다[25]. 

강영규(2020)는 ① 코로나 시대 축제의 일상 축제로의 

전환, ② 지방정부, 학계, 소상공인, 청년 조직, 기관, 예

술계 등 다양한 연계기관 확보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

축을 통한 지역축제의 지역화․독립화․상설화, ③ 스토리

가 담긴 축제와 사회적 가치․효과에 대한 재조명과 생산

력 강화를 주장하였으며[26], 김덕진(2020)은 ① 축제는 

단순한 상업적 움직임이 아닌, 지역 화합의 감성적 치유 

역할 축제로 지속, ② 축제 현장에서 온라인 동영상 플

랫폼을 통한 콘셉트 개발, ③ 무너진 지역축제, 뉴노멀시

대의 주민들의 역할 증대를 주장하였다[27]. 황희정

(2020)은 ① 방역과 안전 패키지형 축제 방역시스템 구

축, ② 축제생태계의 지속성 지원, ③ 소규모 축제 개최 

등 자구책 강구, ④ 한국 축제에 대한 본질과 의미에 대

한 재정립과 지속적 대책, 함께 위기를 돌파하는 계기를 

주장하였고[28], 이복수(2020)는 ① 비대면 축제 모델로 

온택트형 콘셉트 채택, ②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대

형 무대 설치와 무대 공연, 무대 조명 설치 지양과 과도

한 배너와 거리 현수막, 대형광고탑, 부스 등 불필요한 

전시성 행사 대폭 축소, ③ 관주도 축제에서 민주도 축

제로의 전환, ④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축제에 대한 

열정과 봉사 요구, ⑤ 마을 단위 소규모 이웃과 이웃이 

함께 즐기는 축제, ⑥ 정부의 지역축제에 필요한 기반시

설과 환경조성을 주장하였다[20]. 이수진(2020)은 ① 오

프라인 프로그램과 공간과 분산 방식 축제, ② 축제 콘

셉트의 온라인 구현을 통한 개개인의 “따로 또 같이

(Alone Together)” 전략, ③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

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격적인 관광산업 R&D 지원사

업 집중을 역설하였고[29], 김정화(2020)는 ① 서구식 

페스티발을 모방한 유흥과 놀이의 시가적인 축제 지양

과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지역 민속프로그램 재탄생의 

축제 요구, ② 관주도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축제조직을 구성하여 전래마을 축제 프로그램 구

성, ③ 지역 민속 고증과 창조적 고증이 담긴 프로그램 

육성, ④ 역사와 민속의 현대적 감각을 살린 주체적 프

로그램 육성을 주장하였다[30]. 형상희(2021)는 ① 민간

주도형 축제기획 및 지역민의 폭넓은 참여와 축제시기

와 공간의 최대한 분산, ② 주․야간 새로운 볼거리 제공

과 관광의 매력적인 친환경관광 인프라 조성, ③ 4차 산

업혁명과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스마트 관광 구현, ④ 

지역 관광스타트업 육성 지원으로 혁신적 관광산업 생

태계 조성을 주장하였다[31].

2.3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역관광 콘셉트 구축

과거 축제의 성공은 단순히 관광객 방문수로 평가하

였으나 코로나 시대에는 질적인 부분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코로나시대를 맞아 새로운 변화의 콘셉트가 요구

되고 있으며, 관광의 형태도 주간관광에서 야간축제관광

으로 변화하고 있다[27]. 축제의 성공을 위하여 지방정

부, 학계, 소상공인, 청년 조직, 기관, 예술계 등 다양한 

연계기관이 협력하여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축제의 지역

화․독립화․상설화를 꾀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된 콘셉트 

구축을 위하여 첫째, 네트워크, IT전문가와 온라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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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축제전문가와 관광전문가의 협업 네트워크를 활용

한 동영상 플랫폼운용 콘셉트 개발이 일반화되고 있다

[32]. 네트워크를 통한 동영상 풀랫폼 운용은 지역 향토 

특산물 예약․판매 및 물류배송 분야에 일자리 창출을 가

능하게 하고 있다.

둘째,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콘셉트 개발로서 적합

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및 안전 패키지형 

관광축제콘셉트가 개발되고 있다. 이는 지역축제의 소규

모 개최를 가능하게 하여 보건위생 안전 패키지형 관광

축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안

전욕구를 반영한 콘셉트 운용과 집합행사를 최소화하는 

방역 안전관리준수 매뉴얼 배포가 필요하다[33-35]. 축

제 현장의 사전예약과 안전관리는 축제에 대한 두려움 

극복과 안전성 및 공공위생을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마을단위 축제콘셉트의 개발이 필요하다. 역사

적으로 우리나라 전통 관광축제는 상원(음역 정월보름

날), 단오, 추석, 동지 등 세시풍속에 맞춰 개최되기 때문

에 사계절에 분산 개최되었다[36]. 그러나 최근 지역축

제는 매년 가을과 봄에 집중되고 있다[37]. 코로나시대

에는 축제의 진단을 통하여 유사한 축제는 과감히 통폐

합하고 중복된 축제는 자발적으로 개최시기를 변경하고 

타 지역 축제와 개최시기 재조정을 통해 분산 개최함으

로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주민참여 기획과 실행콘셉트의 개발이 필요

하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축제는 다중집합형․공연

형 방식만이 아니라 상황과 시대, 환경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모습과 형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38, 39]. 축

제의 기획과 운영은 물론 관련 조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기획과 진행 그리고 축제공연자, 행사스텝,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웃과 함께 하는 콘셉트개발이 필요하다. 

안전이 우선되는 소규모 이웃 중심의 새로운 축제 형태

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역마다 마을사업이 활성화하여 

작지만 매력 있는 소규모 지역축제의 새로운 트렌드를 

개발하고[32],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관광 및 축제 기획자와 관광종사자들의 현

장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 연구로써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콘셉트 방

향 및 모형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시대의 

현실과 축제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범위를 국내 문제

로 제한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역관광축제에 대

한 연구가 충실한 선행연구자 9명의 주장과 논의를 바

탕으로 설문이 구성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축제 콘셉트를 설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정량적 메

타분석을 통해 최종 10개의 공통성으로 설문문항을 구

성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10개의 관광콘셉트에 대

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수도권 관광종사자들과 관광전공 대학생 중 160명을 무

작위 표본추출하여 대면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조사하였

고, 질문지 회수는 116명(72.5%)이었다.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 10매를 제외한 106매에 대해 SPSS 25를 이용

하여 선호도 관련 빈도분석과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상

관관계분석, 그리고 경제성과 함축된 의미 파악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설계는 Fig. 1에서처럼 제1단계는 학자와 전문

가대상의 축제콘셉트 조사로 얻어진 포스트 코로나 시

대 축제콘셉트 제안을 확보하였다. 제2단계는 포스트 코

로나 시대 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구자들의 축제콘셉트의 

공통 의견을 분석하였다. 제3단계는 빈도분석을 통해 선

호도를 분석하여 축제방향 공통의견과 콘셉트 선호도를 

설명하였다. 제4단계는 관계성 조사를 위하여 상관관계 

및 요인분석을 통하여 축제콘셉트를 최종 선정하였다.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Scholar and Expert Tourism 

Festival Direction Concept 

Research

Analysis of

common opinions on the 

direction of 

tourism festivals

Analysis of common opinion 

concept preference survey in the 

direction of the tourism festival

Final selection of 

direction concept for 

tourism festival

Fig. 1. Design of concept for tourism activeness through post-Corona era regional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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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관광축제의 콘셉트 구성

연구시기 구분을 기준으로 9명의 연구자들의 주장을 

정리하여 선정된 축제콘셉트 10개를 종합한 Table 1

을 바탕으로 축제콘셉트를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공통된 관광콘셉트로 최종 선정된 10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선호도에 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얻어

진 5개의 콘셉트는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

를 확보하였다.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계수로 

검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

여 독립변수로 직업군을 선정하였다.

직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관광 분야의 기

업과 소비자 체감경기 지수가 역대 최저수준인 점을 고

려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축제의 방향성을 현장 콘셉

트와 직업의 차이와의 유의성 검증을 통해 상관성을 파

악하였다.

3.2 연구가설

직업군과 5개의 콘셉트와의 상관관계는 χ²검정을 통

하여 유의성이 확보되었으며(Table 4), 지역관광콘셉트 

5개 항목과 직업군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5

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가설 1.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콘셉트개발과 

직업과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가설 2. 안전 패키지형 관광축제 방역시스템 구축과 직업

과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가설 3. 축제의 시기와 공간의 최대한 분산과 직업과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가설 4.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마을축제의 기획과 실행은 

직업과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가설 5. 마을 단위 소규모 이웃이 함께 즐기는 관광축제 

콘셉트와 직업과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Table 1. Researchers' concept for tourism festival to make tourism active in post-Corona era

Researcher Proposal-oriented concept for local festivals in the post-Corona era Selected as the final tourism festival concept 

H. J. Cho

Network, online concept development

Development of night tourism concept

Attractive small-scale distributed tourism

Planning and execution of village festivals with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①Planning and execution of village festivals with participation by 

residents

J. H. Ji
Improving the constitution of the civil-led tourism festival at the coffin-led festival

Encourages the festival of the village through the daily life of local residents

②Improving the constitution of the civil-led tourism festival at the 

coffin-led festival

Y. K. Kang

Transition to everyday festivals

Localization, independence, permanentization of local festivals

Implement a productivity festival with stories

③Implement a productivity festival with stories

D. J. Kim
Development of concept through tourism festival online video platforms

Increase the role of residents
④Development of concept through tourism festival online video platforms

H. J. Hwang
Construction of safety package-type tourism festival antistros control system

Support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tourism festival life-industry

⑤Construction of safety package-type tourism festival antistros 

control system

⑥Support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tourism festival life-industry

B. S. Lee

Adopts on-tact type concept, a non-face-to-face festival model

Transition from a coffin-led festival to a private-led festival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 festival with small neighborhoods in a village unit

⑦A festival with small neighborhoods in a village unit

S. J. Lee
On-offline program and space and festival distribution

Online strategy for festival concept
④On-offline program and space and festival distribution

J. H. Kim

Demand for a festival of local folk programs that resonate with local people

Implementing local festivals where residents become the subject of the 

state, away from the state

Fostering programs with local folklore

⑧Fostering programs with local folklore

S. H. Hyung 

Maximum distribution of festival timing and space

Creating an attractive eco-friendly tourism infrastructure for tourism

Implement digital smart tourism

Fostering local tourism startups

⑨Maximum distribution of festival timing and space 

⑩Creating an attractive eco-friendly tourism infrastructure for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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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4.1 연구 대상자 특성

연구 대상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

은 남성이 40명(37.7%), 여성이 66명(62.3%)이고, 연

령대는 20대가 34명(32.1%), 30대가 27명(25.5%), 40

대가 21명(19.8%), 50대가 15명(14.2%), 60대 이상이 

9명(8.5%)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 분포는 고등학교 

졸업이 49명(46.2%), 대학졸업이 44명(41.5%), 대학원 

이상이 13명(12.3%)이며, 직업 분포로는 학생이 37명

(34.9%), 여행업이 30명(28.3%), 관광 전문가가 13명

(12.3%), 자영업이 22명(20.8%), 기타가 4명(3.8%)으

로 나타났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Division Frequency Ratio(%)

gender
male 40 37.7

female 66 62.3

age

20s 34 32.1

30s 27 25.5

40s 21 19.8

50s 15 14.2

over 60s 9 8.5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49 46.2

university graduation 44 41.5

over graduate school 13 12.3

vocation

student 37 34.9

travel business 30 28.3

tourism expert 13 12.3

business owners 22 20.8

others 4 3.8

Total 106 100

4.2 관광축제 콘셉트 선호도 분석

관광축제 콘셉트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통해 축제콘셉트의 선호도 순위

를 분석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문가 집단이 

주장하는 관광축제 콘셉트 항목이 축제운영에 어느 정

도 절실한가?”와 “2단계: 축제 방향 콘셉트 공통 의견 

분석”으로 선정된 10개의 콘셉트 문항에서 “3단계: 공

통 관광축제 콘셉트 방향 선호도조사 분석” 설계에 따라 

Table 3에서 ‘매우 절실하다’는 응답 중 빈도수에 따라 

최종적으로 5개를 선정하였다.

Table 3. Survey preferences by analysis of the 

direction of the tourist festival and the 

frequency of the tourist concept

Oder 

Selected as the 

direction of the 
post-Corona-era 
tourism festival 

concept

Variables Frequency(%) Ranking

1
Planning and 

running festivals 

for residents

Very desperate 56(52.8)

4Desperate 42(39.6)

Not desperate 8(7.5)

2

Improve 
constitution with 

private-led 
festivals

Very desperate 32(30.2)

6Desperate 63(59.4)

Not desperate 11(10.4)

3

Implement a 

productivity 
festival with 

stories

Very desperate 12(11.3)

9
Desperate 68(64.2)

Not desperate 22(20.8)

Not desperate at all 4(3.8)

4
Develop online 
video platform 

concepts

Very desperate 68(64.2)

1Desperate 23(21.7)

Not desperate 15(14.2)

5

Safety package 
type festival 

anti-hygiene 
system 

Very desperate 66(62.3)

2Desperate 23(21.7)

Not desperate 17(16.0)

6

Support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festival 
ecosystem

Very desperate 20(18.9)

7
Desperate 57(53.8)

Not desperate 28(26.4)

Not desperate at all 1(0.9)

7
Festival with 
village-unit 
neighbors

Very desperate 40(37.7)

5
Desperate 59(55.7)

Not desperate 6(5.7)

Not desperate at all 1(0.9)

8
Fostering a 

program with 
folklore

Very desperate 12(11.3)

8
Desperate 81(76.4)

Not desperate 7(6.6)

Not desperate at all 6(5.7)

9

Maximum 
dispersion of 
festival timing 

and space

Very desperate 63(59.4)

3Desperate 33(31.1)

Not desperate 6(9.4)

10

Attractive  

eco-friendly 
tourism 

infrastructure

Very desperate 10(9.4)

10
Desperate 86(81.1)

Not desperate 9(8.5)

Not desperate at all 1(0.9)

Total 10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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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관광축제 콘셉트 상관관계 분석

콘셉트개발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상관관계의 유의성

이 검증된 5개 요인과 직업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χ²=53.351, P=0.000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두변수간의 연관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직업과 관광축제콘셉트 변수의 상관관계를 

메타 분석을 통해서 유의성이 높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5개의 콘셉트들은 유의성 검증으로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관광콘셉트에 관한 본 연구는 Table 

4에 선정된 5개의 콘텐츠가 당위성 확보와 객관성 유

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4.4 관광축제 콘셉트 신뢰도와 타당도 및 요인분석

기본적인 축제콘셉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

한 신뢰도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여기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0.798로 0.6 이상

으로 이는 ‘지역 민속 고증이 담긴 프로그램 육성’을 제

거함으로 신뢰성 확보가 최고점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는 10개의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여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잠재요인을 추출하였다.

표본 적합도(MSA)는 KMO측도가 0.713으로 나타

나 0.60이상으로 본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에서도 카이제

곱 x²=397.572, 우의확률 P=0.000이 나타나, 신뢰수

준 95% 기준에서 변수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아 요인분

석이 가능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서 누적 고유값이 64.028%로 나타

나 결과적으로 3개의 하위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다. 베

리맥스(Varimax) 직교회전 방법으로 회전된 성분행렬

에서 추출된 성분들과 관련된 변수들을 고려하여 이들

을 요인1은 방역시스템 구축과 축제생태계 지속, 온라

인 플랫폼 성분을 ‘콘셉트 만족도’로 명명하고, ‘요인2

는 축제시공 분산, 이웃과 함께 하는 축제, 주민참여 축

제 기획 성분을 묶어 ’콘셉트비전’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3은 지역민속 육성, 매력적 인프라 구축, 민간 주도

의 축제 성분을 묶어 ‘콘셉트 응용’으로 명명하였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occupations and each concept

concept
frequency(%)

x² P
Very desperate Desperate Not desperate Not desperate at all

Video platform 68(64.2) 23(21.7) 15(14.2) 0(0.0) 53.351 .000***

Construction of 

anti-hygiene system 
66(62.3) 23(21.7) 17(16.0) 0(0.0) 60.678 .000***

Festival time and space 63(59.4) 33(31.1) 10(9.4) 0(0.0) 40.146 .000***

Planning and execut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56(52.8) 42(39.6) 8(7.5) 0(0.0) 71.430 .000***

Village Neighborhood

Involvement
40(37.7) 59(55.7) 6(5.7) 1(0.9) 26.749 .008***

*p< 0.05,  **p< 0.01, ***p<0.001

Table 5. Post-Corona-era tourism festival concept question reliability analysis

Concept items
Scale average 

when item is deleted

Scale variance 

if item is deleted

Modified Items - 

Total Correlations

The item was 

deleted Cronbach α
Remarks

Residents plan and run festivals 16.39 11.516 .706 .743

Improvement of constitution with private-led festival 16.13 13.106 .336 .786

Implement a productivity festival with stories 15.76 12.506 .424 .777

Developing an online video platform concept 16.43 11.277 .638 .748

Safety package type festival antisapht system 16.40 11.194 .629 .749

Support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festival's life 15.84 12.041 .502 .767

Festival with village unit neighbors 16.24 12.963 .361 .784

Fostering a program with folklore 15.87 13.449 .236 .798 removal

Maximum dispersion of festival timing and space 16.43 12.496 .429 .776

Attractive eco-friendly tourism infrastructure 15.92 13.431 .330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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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nvestigation of post-Corona era festival concept questions

KMO Sample Good fit (MSA) test .713

Bartlett’s spherical test

Approx χ² 397.572

Degree of Freedom(df) 45

p .000***

*p<.05,**p<.01 ,***p<.001

items common
factor

note
1 2 3

Safety package type festival anti-hygiene system .866 .834 .334 -.091

Support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festival's life .484 .812 -.062 .252

Develop online video platform concepts .822 .809 .392 -.100

Maximum dispersion of festival timing and space .505. .138 .816 -.064

Festival with village unit neighbors .683 .012 .716 .097

Residents plan and run festivals 853 .413 .711 .252 removal

Fostering a program with folklore .169 .341 .362 .215

Implement a productivity festival with stories .181 .063 -.013 .839

Attractive eco-friendly tourism infrastructure .407 -.032 .327 .751

Improve constitution with private-led festivals .153 .450 -.059 .461

Factor Name
Concept

satisfaction
Concept vision

Concept

application

Eigen-value (overall) 3.605 1.497 1.300

Distributed Ratio (%) 36.052 14.973 13.003

Cumulative production ratio (%) 36.052 51.025 64.028

4.5 가설검증 및 결과분석

포스트 코로나시대 전문가 집단이 주장하는 관광축

제 콘셉트 항목이 축제운영에 어느 정도 절실한가에 대

한 콘셉트 공통의견 분석에서는 10개의 콘셉트 문항을, 

공통 관광축제방향 콘셉트 선호도조사 빈도분석을 통

해 최종 5개를 선정하였다. 종합적인 메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의 결과, 첫째, 직업과 결부한 관광축제콘셉트 

내용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콘셉트 구축이 지역관광축제에 매우 유용한 콘셉

트 요소로 밝혀졌다. 둘째, 직업과 안전 패키지형 방역

시스템 구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공중위생

의 대전제 아래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셋째, 

직업과 관광축제시기와 공간의 최대한 분산 관련성에 

대해서는 두 변수간의 연관성이 유의하게 나타나 지역

관광축제에 필수적인 요소로 확증되었다.

넷째, 직업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마을관광축제의 

기획과 실행 관련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콘셉트개발에 

매우 필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업과 마을 단

위 소규모 이웃과 이웃이 함께 즐기는 관광축제 관련성

에 대한 분석결과, 지역관광축제 콘셉트의 필수요소로 

검증되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메타 분석을 통한 직업과 

관광축제콘셉트 관련 5개 변수와 상관관계 분석을 통

해 변수들 간에는 매우 높은 관련성이 도출되었고, 포

스트 코로나시대 지역관광축제 콘텐츠 설정은 검증된 

5개의 축제 관련 콘셉트를 모두 고려한 기획과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코로나시대에 맞는 거

리두기 등 공중 보건을 지키며, 네트워크를 통한 동영

상과 함께하는 축제 그리고 대형콘텐츠가 아닌 소형 및 

분산콘텐츠 개발과 지역주민의 기획과 참여를 통한 소

규모 분산 축제의 콘셉트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유용하고 운용이 필요한 시점으로 밝혀졌다. 또한 

코로나 시대 지역관광축제는 과거 관광객 방문수치 기

준의 평가에서 보다 질적인 부분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관광의 형태도 주간관광형태에서 야간

축제형태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축제 성공을 위한 

노력은 지방정부, 학계, 소상공인, 청년 조직, 기관, 예

술계 등 다양한 연계기관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관광 운영측면에서 지역주민이 관련 조직 및 기획

과 진행에 참여하고, 축제의 공연자나 스텝 또는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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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자로 참여함으로서 비용절감효과와 인력확보효과

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비무환의 입장에서 지역 

관광축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

운 축제콘셉트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화관광축

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축제는 지역관광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축제콘텐츠의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를 통해 

가장 적절한 관광축제의 콘셉트를 설정하여 운영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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