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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지역축제에서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환

요약

본 논문은 지역축제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도입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에 지
방정부들은 지역 활성화 목적으로 다양한 지역축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축제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하지만 많은 지역축제
가 국내외에서 개최되어 지역축제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일부 경쟁지역간에는 방문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지역축제 콘텐츠에
멀티미디어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방문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에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국내외 지역축제 곳을 선
정하여 멀티미디어 유형별 콘텐츠의 실증분석을 통해서 향후 지역축제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에는 더욱 많은 지방정부에서 지역축제에 멀티미디
어를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핵심어 지방정부 지역축제 콘텐츠 멀티미디어 지역축제 소재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multimedia content in local festivals.
Recently, local governments are finding a remarkable achievement and introducing a variety of local
festivals to local revitalization purposes. Such a feature is a similar situation at a local festival in overseas
as well as domestic. However, many local festivals are being held at home and abroad,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the local festivals, Some competing local governments are struggling to attract visitor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local government has introduced a local festival content and multimedia
technologies for the success of local festivals is getting good reviews from visitors. In this study, the
selection of the successful national and international festivals 4 places being evaluated by the introduction
of multimedia content in local festivals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multimedia type content, and
to find ways to take advantage of multimedia content in future festivals. Al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more and more local governments to take advantage of a variety of multimedia content using the local
festival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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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에 지역축제는 지방정부의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지방정부는 지역축제의 정치 행정적 기능 경제적 기능 경영 관
리적 기능 사회 문화적 기능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
라의 지역축제는 년 여개에서 년에는 여개로 급증하였고 축제산업의 규모 역시
년 기준으로 약 조 억원 까지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축제 시장은 지역축제 간의 주제 차별성과 콘텐츠 부족 지역 정체성 반영
부족 축제운영과 예산자립성 미흡 축제조직 운영 시스템의 집착과 유치 축제 기득권층과 이해집
단 간 갈등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양적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엔 구조적 개선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주요한 문제점들은 먼저 축제 실행조직의 전문성 부족이다 이로 인해 장
기적인 계획의 부족 획일화되고 개성없는 프로그램 지역축제와 지역문화와의 연계성 부재 등으로
나타난다 둘째 지역축제가 축제의 본질과 그 가치에 대한 이해없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 남용되어 실패하였다 끝으로 지역축제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에 따른 기획력과 경영마인
드의 부재 등이 지역축제의 주요 실패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우수한 지역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최첨단 멀티미디어 기술과 융합한 지역축제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외 지역축제 중에서 성공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축제 소재와 멀
티미디어 기술의 융합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들의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통해서 향후 더욱 많은 지
역축제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장 지역축제 및 멀티미디어에 대한 개념 정의와 지역축제 사례 분석
지역축제에서 콘텐츠의 발굴 및 개발의 중요성 증가
일반적으로 지역축제는 개최지의 전통 매력도 이미지 등을 이용한 경쟁력을 높이는 이벤트이
며 지역의 문화가 종합되어 상징화된 행사로 지역민의 고유하고 다양한 문화현상이 결합되어
지역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하나의 공동체의 묶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지역의 모든 상징적 문화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축제는 지역이라는 공간내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창조산업이며 문화활동
을 하는 주체들은 소통을 통해서 지역의 창조적 산물을 집약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지
속적으로 운영한다 지역축제에는 다양한 개성이 융합되어 새로운 창의성을 창출하기 되고 지역주
민 관광객 축제산업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창조산업과 문화 및 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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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축제 생태계를 형성하게 된다
최근에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은 지방화와 함께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해서 지역 문화콘텐츠로
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개발관점에서 지역문화산업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역 이미지를 활용하는 수단으로써 지역축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하여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살린 지역축제의 소재를 발굴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
양한 지역축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의 문화 자원에서 도출한 소재를
바탕으로 원천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지역축제 프로그램을 내용물로 구성한 지역축제 콘텐츠

지역축제의 성공요인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지역축제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와 프
로그램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지역적 주제의 독창성과 적절성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차별적 소재의 발굴 및 활용해야 하고 문화적 가치를 갖는 문화 지식의 축적을 통한 산업화
를 해야 하며 그리고 대중들에게 효과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역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적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우수한 콘텐
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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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에 대한 개념적 정의
멀티미디어에 대한 정의
멀티미디어
는 개념적 정의가 모호하지만 년대 아방가르드 예술이나 히피문화적
전통에서 보여준 음악 광선 쇼 등을 동반한 멀티미디어 해프닝에서 개념적 어원을 찾을 수 있고
환등기와 같은 전시형식이나 사운드가 함께 제공되었던 슬라이드 형태의 교육 패키지까지 포괄하
기도 하였다
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미디어의 통합 또는 다중성을 강조하면
서 단일한 디지털 정보 환경 속에서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가 매끄럽게 통합되어 있는
것 으로 구체화 하였다 멀티미디어는 텍스트 그래픽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그 자체로서 하
나의 독집적인 미디어 역할을 하는 구성요소로서의 미디어와 책 라디오 애니메이션 등과 같
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미디어 등이 합쳐져서 이루는 구조를 가진 미디어로 구분된다고 한다 미
디어를 소구하는 인간의 시각 청각 촉각 등 지각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의 경험중심적 정
의와 복수의 미디어를 겉으로 드러난 통합과 이용에 초점을 두는 기술중심적 정의로 나누었다
표 멀티미디어의 유형과 특징
매스
상호
작용
대인

미디어 유형
지상파 디지털TV
디지털 애니메이션
디지털 영화
컴퓨터 아트
하이퍼 미디어
전자책
비디오 게임
월드와이드웹
웹 아트
상호작용 설치예술
가상현실
전자우편
화상회의
휴대전화
온라인 게임
자료

SNS

기계상호작용

인간상호작용
×
×
×
×
×
×
×
×
×
×
×

미디어구성
V,A,(T)
G,A,(T)
V,G,A,(T)
I,G,A,(T)
T,I,A,V
T,I,(A)
G,A,T
T,I,V,A
G,I,V,A,(T)
G,I,V,A,M
G,A,T,M,S
T,I,(A)
V,A,T,I
T,A,V,I
G,A,I,T
T,V,G

커뮤니케이션
1:다수
1:다수
1:다수
1:다수
1:다수
1:다수
1:다수
다수다수
:
1:다수
1:다수
1:소수
1:1
소수소수
:
1:1
소수소수
:
소수소수
: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의 정의에 따른 인간의 확장
이라고 간주하고 인간
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다시 말해서 감각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각기 다른 감
각기관을 사용하여 지각하는 것 즉 단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시되거나 단일한 컴퓨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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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에 조작되도록 단일한 디지털 정보 환경 속에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등 다양한 미디
어를 매끄럽게 통합하여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기관에 다중적으로 소구함으로써 독특한
감각양식을 만들어내는 미디어 라고 정의하고 멀티미디어를 호프먼과 노박의 가지 분류 기준을
응용하여 인간 상호작용 미디어 기계 상호작용 미디어 그리고 제한적인 기계 상호작용의 매스미디
어 계의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개의 멀티미디어를 구체화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역축제 콘텐츠의 멀티미디어에 대한 활용이 미약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의 범위를 컴퓨터에 의존한 것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멀티미디어 유형 분류를 통해서 국내외 지역축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개
발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지역축제의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한 선행 연구
지역축제에서 멀티미디어의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는데 먼저 디자인경영 전략 사례 분석을
통해서 국내 지역축제의 활성화 전략을 입안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한 연구가 있다 지역
축제에 대한 전문 인력의 보강과 재정적 지원 콘텐츠 상품의 다양화 등이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전라남도의 문화 축제를 중심한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동영상 음향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구축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진해군항제 진해루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를 사례로 연구에서는 테마성
으로 진행해온 진해루 멀티미디어 불꽃쇼의 기획에서 실제 수행의 전과정을 분석하여 축제 주제
구현과 관람객 만족도가 높아짐을 밝혔다 모바일 위치 정보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축제 콘
텐츠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커머스 및 정보 알림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이와 같이 지역축제 콘텐츠에 대한 멀티미디어의 활용에 관한 연구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은 활
발하지 않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
한 활용이 미약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고 향후에 많은 지역축제에 멀티미
디어 기법이 적용되고 콘텐츠의 제작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지역축제의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한 사례 현황 분석
본 논문에서 사례 연구는 최근에 우리나라와 외국의 지방정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
역축제를 선정하여 멀티미디어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지역축제의 콘텐츠나 프로그램에 적용되었는
지를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축제의 소재를 제대로 콘텐츠로 개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을 고
려할 때 국내의 지역축제는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지정하는 최우수축제 이상 선정된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표적인 축제를 대상으로 하고 외국의 지역축제 사례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로서 실질적인 적용을 한 유명한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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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산천어 축제
화천군 산천어축제는 매년 만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겨울축제이다 미국
에는 세계 대 불가사의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우수축제들 중에
서 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표축제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최우수축제도 회나 선정되었
다 이러한 화천군 산천어 축제의 성공요인은 우수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축제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산천어축제는 얼음낚시라는 단편적인 놀이 행위에서 벗어나 산천어 대한 상징적 의미와 시각적
효과성을 부여하여 선등 거리 라는 브랜드를 제작하였다 유명 소설가인 이외수 작가가 직접
작명하였으며 선등거리라는 화천 락 인 신선이 되는 즐거움 심신이 아름다워지는 즐거움 복
을 듬뿍 받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리 라는 뜻으로 선계 의 물고기인 산천어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등이 밤하늘을 밝히는 빛의 거리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콘텐
츠를 개발하였다
또한 화천군은 주민들이 년간 직접 제작한 약 만 여개의 산천어등을 화천군 거리 일대
에 로 형상화하고 다양한 퍼포먼스 퍼래이드 영상 음악 등과 함께 구성함으로써 축제를 찾
은 방문객에게 산천어 소재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여 산천어축제 브랜드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화천군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산천어를 단순한 물고기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스토리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시각적 이미지를 창출하였고 산등거리라는 응용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산천
어 상징성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법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콘텐츠가 탄생한 것이다 또한 화천군
은 선등 선등거리 산천어 공방 산천어 소망등 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하여 지식재산으로 관리하
고 있으며 화천군 지역주민들은 산천어공방 등을 통해서 수익까지 창출하고 있다
함평군 나비축제
함평군 나비축제는 매년 만명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년에는 나비곤충 엑스포
를 개최하여 약 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등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우수축제로 번 지정되었으며 함평군은 나르다
라는 독창적
인 나비 브랜드를 개발하여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또한 함평군은 각종 나비곤충 캐릭
터 상품은 물론 이와 관련된 상표출원 건 디자인 출원 건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였으며 문
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외부 전문기업과 계약을 하는 등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전
개하였다 지역축제의 주요 소재인 나비와 곤충을 테마로 하는 애니메이션 형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창출 뿐만 아니라 국내외 나비축제의 홍보에 적극 활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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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은 문화영상관을 건립하여 곤충 세계를 관람할 수 있도록 촉감 영상 움직임 소리 지식
을 테마로 중앙부 프로젝터 영상시스템을 통해 인터렉티브 영상으로 곤충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나비와 곤충 캐릭터가 등장하는 아하 나비구조대 는 애니메이션으로 민간투자사업 미디어
억원 투자 으로 제작되어
에 방영되어 나비축제 홍보에 큰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아
하 나비구조대는 캐릭터 상품 개발은 시각 청각 촉감까지 체험할 수 있는 어트렉션으로 개
발되어 함평나비곤충엑스포 국제 독립예술영화제인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하였으며
년에는 미국 플로리다 애니메이션 국제영화제인
에서 골든 플라밍고 상을 수상하였다

그림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활용 사례
자료 화천군 산천어축제 산천어등 왼쪽 함평군 나비축제 애니메이션 나비구조대 오른쪽

스코틀랜드 에딘버른 군악대 축제
해외사례로 스코틀랜드 에딘버른에서는 매년 월에 약 만명이 이상이 참여하는 전통 국악대
축제가 있다 에딘버른 군악대 축제는 에딘버른성의 조명을 배경으로 독특한 음악과 의식 및 엔터
테인먼트가 벌어지는 세계 최대의 군악제이다
군악대의 밀리터리 타투
공연은 스코틀랜드 전통악기인 백파이프와 드럼을 이
용한 군악대들의 퍼레이드가 있고 세계 각국의 밴드와 춤꾼들이 흥겨운 공연을 펼친다 축제 관람
객은 공연장에서 다양한 퍼레이드를 감상하면서 각종 음악 노래 춤 등에 맞추어 박수를 치기도
하고 환호와 함성 각종 도구 등으로 리듬에 맞추어 호응하기도 한다 퍼레이드는 참가 밴드들만의
연출이 아닌 화려한 조명 레이저 쇼 폭죽 사운드가 어우러지면서 관중이 함께 하는 복합 예술행
위로서 축제가 완성된다
스코틀랜드 고성인 에딘버른성을 상징화하여 지역적 특색을 살렸고 고유의 전통문화인 백파이
프를 연주하는 군악대를 현대적 감각의 멀티미디어 기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
역축제로 자리 잡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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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코팡안 해변축제
태국의 코팡안 해변축제인 풀문파티
는 매월 일에 개최되며 세계의 젊은이
들과 관광객 약 만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관광지 축제이다 형광의 보디 페인팅으로 각자의
개성을 살린 참가자들은 화려한 조명아래 의 연출에 따라 흥겨운 테크노 음악에 맞추어
열정적인 춤을 즐기는 축제이다
우리나라의 게임 개발 기업 나디아소프트 이 태국 풀문파티 축제를 소재로 하는 리듬액션 게임
을 개발하였다 게임의 원리는 스마트폰에서 터치 리듬 댄스 게임으로 실제 클럽에 참가한 듯한
클럽 분위기와 그래픽을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장르의 클럽 댄스 음악으로 단계 난이도와 랜덤
패턴을 도입하였다 특히 화려한 시각적인 이미지와 색감 역동적인 음악과 율동 터치 방식에 블
루투스를 이용한 스마트 연동의 멀티미디어 기술의 적용은 현장감을 살리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받았다
본 게임은 지역축제를 주최한 측에서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유명한 축제의 명칭과 게임의
소재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지역축제에서도 지역축제를 소재로 하는 다양한 게임들이 계
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림 해외 지역축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활용 사례
자료 스코틀랜드 에딘버른 지역축제 왼쪽 와 태국 풀문파티 축제 게임 스마트폰 화면 오른쪽

사례 분석 요약
사례 축제들의 멀티미디어 유형별 특징과 참여 주체 및 방식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화천군 산천
어축제의 선등거리는 참여 및 일방향의 형태를 보였으며 그래픽과 이미지 영상 동작 등 다양한
미디어로 구성되었고 방문객들이 직접 제작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함평군 나비축
제의 나비구조대는 전시 및 일방향의 형태를 보였으며 그래픽 음향으로 미디어가 구성되었으나
참여자간 상호작용은 거의 없었다 반면 스코틀랜드 에딘버른축제의 군악대는 전시 및 쌍방향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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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그래픽 음향 등이 잘사용되었으나 방문객은 주로 관람석에서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상호작용
이 낮았다 그리고 태국 코팡안해변축제 소재의 풀문파티 게임은 참여 및 쌍방향의 형태로 그래픽
음향 등 다양한 미디어가 구성되고 상호작용도 높았으나 참여자의 수가 제한적이고 직접적으로 축
제와 연계되지 못해 커뮤니케이션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사례 지역축제의 멀티미디어 분류
축제명
기계상호작용 인간상호작용 미디어 구성 커뮤니케이션
화천군 산천어축제 선등거리
다수
함평군 나비축제 나비구조대
다수
스코틀랜드 에딘버른축제 군악대
다수
태국 코팡안해변축제 풀문파티
소수소수
자료

결론
본 연구의 사례대상 지역축제들은 행사중심의 단조로운 운영에서 벗어나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
기 위하여 지역 소재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멀티미디
어 기술을 접속시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마케팅과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하였다
하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지역축제에서는 멀티미디어 기술 도입 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향후
더욱 많은 지역축제에서 다양한 유형의 멀티미디어가 활용되고 지역축제의 소재와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 고유의 지역축제 콘텐츠를 개
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아이디어와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화할 수 있는 콘텐츠관리시스
템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방문객 기업 대학 등 멀티미디어 콘
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참여주체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새로이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인 게임 가상현실
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넷째 멀티
미디어 콘텐츠의 개발은 다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마케팅과 홍보뿐만 아니라 수익창출까지 가능한
콘텐츠를 통해서 지역축제에 지속적인 활력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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