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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지역축제 방문경험,‘있다, 51%’ 
- 지역축제, 가을에 38%로 가장 많아 

- 성공가능성 높은 계절은 봄, 낮은 계절은 여름

- 가장 성공한 축제는‘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축제가 열리는 계절은 가을이었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계절은 봄이었다. 가

장 인기 있었던 축제는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였으며, 그 뒤를 ‘진주 남강유등축제’, ‘고양 

국제 꽃박람회’, ‘담양 대나무축제’, ‘진해 군항제’가 따랐다. 1위인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는 

참가자 수 기준으로 상위 20개 중 유일한 겨울 축제이며, 상대적으로 외진 지역에서 추위를 체험

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악조건에 맞서고 활용하여 성공한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2016년도 1년 52주간 계속된 주례조사(표본수 : 매주 300명, 연간 15,600명)에서 국내여행 소비

자(3개월 내 여행계획자) 10,219명에게 지난 1년간 지역축제에 갔던 적이 있는지 물었다. 51%가 

지난 1년 동안 축제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그림1], 1개 축제 방문이 23%, 2개 13%, 3

개 16% 순이었다. 이들이 방문한 축제 수는 연 9,378개였으며, 방문경험자 기준으로는 1인당 

1.86개, 전체 소비자 기준으로는 1인당 0.95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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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국내여행 소비자의 1년 내 축제 방문 경험

본 조사대상이 된 축제는 751개다1). 계절별 축제개최 건수는 가을이 287개(38%)로 가장 많았고, 

봄 222개(30%), 여름 158개(21%), 겨울 58개(8%) 순이었다.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은 봄⋅가을이 

전체 축제의 2/3 가량을 차지했다[그림2]. 

지역축제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가했느냐다. 계절별로 개최 축제수 대비 얼마나 많

은 방문객이 왔는지 점유율을 비교해 알아봤다. 봄⋅가을은 축제 개수에 비해 방문객이 많아 성

공가능성이 높았고, 여름 축제는 비교적 성과가 저조했다. 겨울은 개최되는 축제 수는 적고, 평균 

수준의 성과를 냈다. 축제 성공여부는 계절과 맞는 테마/주제와 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봄에는 꽃과 동/식물, 여름에는 해변⋅갯벌, 가을은 유등⋅불꽃⋅갈대, 겨울은 얼음⋅눈을 즐기는 

축제가 인기가 있었다(붙임. 계절별 인기 지역축제 Top5). 

[그림2] 지역축제 개최 및 방문 점유율

1) ‘14-‘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지역축제 개최계획을 기초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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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방문 경험자 수를 기준으로 상위 20개 축제를 선정했다. 봄이 그 중 10개를 차지해 성공한 

축제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뒤를 가을(6개), 여름(3개), 겨울(1개)이 따랐다<표1>. 

인기 지역축제 상위 20개를 보면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는 유일한 겨울축제이면서 700개 이

상의 축제 중 1위를 차지해 이례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

제’(2.19%)와 ‘진주 남강유등축제’(2.08%)는 전체 중 점유율 2%를 넘었으며2), 이어 ‘고양 국제 

꽃박람회’, ‘담양 대나무축제’, ‘진해 군항제’, ‘강릉 단오제’ 등 4개 축제가 점유율 1%를 넘어 최

상위권(Top6)을 차지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전라남도가 20위권에 6개 축제를 포함시켜 가장 많았고, 강원도 3개, 경

상남도⋅부산⋅전북⋅충남이 각각 2개로 그 뒤를 따랐다.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서울⋅인천⋅대

구⋅대전⋅광주 등 대도시는 단 한개도 20위권 내에 진입시키지 못했다. 

<표1> 인기 지역축제 Top20 

2) 국내여행소비자(10,219명)의 1년간 총 축제 방문 건수(9,3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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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결과는 2016년 1월에 시작해 52주(1년) 동안 계속해 온 여행소비자 주례조사에서 10,219

명에게 지난 1년간 다녀온 적이 있는 지역축제는 어디인지를 물은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축

제 방문객의 집계는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 신뢰성⋅타당성에 한계가 있다. 이 자료는 소비자에게 

직접 축제방문 경험을 묻고, 이를 통해 점유율을 추정한 것으로 현재로는 모수 추정에 제한이 있

지만, 축제들 간의 상대적 비교에는 큰 강점이 있다. 모수추정을 위한 준거를 찾는다면 관람객과 

경제적 효과 등을 산출하는데 상당히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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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 결과는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여행산업의 발전

을 위해 공동기획한 ‘여행시장 단기예측 조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매주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주

례 조사로 2015년 8월 24일에 시작했고, 현재 77차까지 총 표본 수는 24,300명(1~71차 300명, 72주차 

~ 500명)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 주까지의 주요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기존의 조사결과와 분

석 리포트는 www.consumerinsight.kr/travel 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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