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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evelopment of Brand Identity Characteristics 

of Regional Festival

-focused on the Gwangju Fringe Festival-

Chae Wom Jung

Advisor : Prof. Nam Hoon Kim

Major in Brand Communicat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Chosun University

Aging and depopulation in rapidly changing society  has been converting the 

environment due to shrinking markets and intensifying regional competition of 

globalization. In addition, countries and regions are increasingly developing, 

establishing various measure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In this 

changing environment, one of the ways to attract tourists by utilizing local 

cultural resources is the local brand. Although Korea's local resources are 

selected as a brand and promoted, it is insufficient to serve as a brand 

identity or image to deliver. 

In order for the local economy and festivals to be activated, it should be 

continuously developed and showing the local's attraction and differentiation 

through brand of local festival's identification. As the range of brands has 

expanded largely, the concept of brands is also being introduced into festival 

that encourages to improve the image and brand of local and economic 

revitalization as core of cultural resources. 

There are many local festivals in Korea, but it is inadequacy to keep up with 

world-famous festivals. In particular, the Carnival of nice and Sapporo 

festival, the representative local festivals that attracts consumers and 

tourists from all over the world to enjoy the festival only. These festivals 



emerged within local, resources were found and developed in the local as well. 

Due to Korea's globalization, such as K-pop, the number of foreigners visit 

Korea to enjoy and interest in Korean culture is increasing by its global 

growth. Therefore, based on the above perspective, we aims to research Gwangju, 

a city of culture and arts and study the development of the festival's brand 

identity accordingly. 

In order for the local festival to be maintained, it is necessary to find a 

inbuilt brand image with the character and nature of local through 

differentiation from other local brands. Thus, We investigated characteristics 

of local festival brand identity by developing and researching, which i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 concept and status of local festivals and the 

economic and cultural effects of local festivals on the region through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that mentioned in Chapter 2 presented with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brand identity. In Chapter 3,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festivals and local festivals' brand identity by cas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Gwangju Fringe Festival's brand identity to present 

the conclusion of local festivals' brand identity utilizing the analysis frame. 

Finally, result of consumer survey shows that the Gwangju Fringe Festival's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were low and BI did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festival well. Through this survey, it concluded 

that measures should be presented and implemented through the characteristics 

derived for the development of brand identity of Gwangju Fringe Festival, a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Gwangju Fringe Festival should be shown by 

redefining BI.

In the 21st century, the value of local resources is affecting not only the 

Korea itself but also the whole world. Therefore, we expect that Gwangju can be 

the center of local festivals where citizen of Gwangju and diverse people can 

enjoy and sympathize culture and interactiv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be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brand identification on Gwangju Fringe Festival.



국 문 초 록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회에서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시장의 축소와 세계 글로벌화로  

인한 지역 경쟁심화 등의 이유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 지역은 갈수

록 발전하고 있고, 경제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변

화되는 환경 속에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

가 지역의 브랜드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자원을 각 지역이 브랜드로 만들어 선정하고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달하는 이미지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역할을 하기에는 미

흡한 실정이다. 

  축제 브랜드는 지역의 경제적ㆍ문화적 측면의 성장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지역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화하여, 지역의 매력과 차별성이 발휘

되어야 한다. 브랜드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면서 지역축제에도 브랜드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으며, 그중 축제의 브랜드화는 문화자원의 핵심으로 지역 이미지를 향상시

키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하고 많은 지역축제가 있으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를 따라잡

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해외의 대표 지역축제인 니스 카니발, 일본 삿포로 축제는 

축제만을 즐기기 위해 전 세계에서 소비자(관광객)들이 몰려든다. 이러한 축제는 지역 

내에서 생겼으며, 자원을 지역에서 찾아 발전시켰다. K-pop 등 한국의 세계화로 인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를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따

라서 위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의 도시인, 광주를 선정하여 

대표 축제인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

티를 개발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지역축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브랜드와의 차별화로 해당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살려 지역의 고유 브랜드 이미지를 찾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

는 목적인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을 개발 연구함으로써 2장에서 이론적 고

찰을 통해 지역축제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지역축제가 지역에 주는 경제적 문화적 효

과를 조사하며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념과 구성요소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 



분석틀을 이용해 국외 지역축제와 국내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에 대한 사례

분석,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축제의 브랜드 아

이덴티티에 대한 소결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의 인지도와 참여도가 낮고 BI가 지역축제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는 답을 얻었다. 본 조사를 통해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을 위

해 도출된 특성을 통한 방안을 제시하여 실행해야 하고, BI를 재정립하여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만의 특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21세기에는 지역의 자원 가치가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광주는 지역민과 다양한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즐기고 공감할 수 있으며, 쌍방

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지역축제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지역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개발을 위한 연구로써, 광

주 프린지페스티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개발에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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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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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축제의 규모와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문화광관부에서 집계된 한국 지역축제의 수는 

1,176개로, 80년대까지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이던 축제가 90년대를 넘어가면서 5년 

간격으로 거의 두 배씩 증가 되고 있다고 한다.”1) 통계자료가 2007년도임을 감안한다

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축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축제라는 요소가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요한 유망산업으로 인식

되고 있다.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그에 따른 정책 실행

으로 국내의 문화 사업은 다양해짐과 동시에 활발한 양상을 보이게 됐다. 그의 일원으

로 1995년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축제의 관광자원화 차원으로 문화정책을 시

행하며 관광 상품으로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지역축제들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 시

작했다.”2) 중앙정부에서 지역축제들이 지원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현상을 통한 장단

점의 특성을 조사할 수 있다.

  이렇듯 “축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서로 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며 이는 지역 주

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문화 상품 및 지역 특산품 등의 투

자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비슷한 주제가 반

복적으로 나타나는 축제 또는 모방 축제들이 생기면서 지역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지

나친 예산의 낭비 등의 역기능 현상 역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3)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축제 평가 및 지원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P.ⅳ
2) 오정민, 공연예술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분석을 통한 전략적 브랜드 경영 제고 방안 연구, 세종

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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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축제의 특징을 시각적 정보매체로서 즉시 전달되는 

확실한 표현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시각적 전달효과나 표현력이 약해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기능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

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지역축제에 대한 인식과 지역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소비자

에게 호기심 유발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개선되어야 하나, 광주지역 

대표 축제인,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조사가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을 개발연구 함으로써 강점

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보완하여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이 타 지역 축제와 다른, 차별성 

갖춰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첫째,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해

와 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여 가치와 목표를 명확

히 하고 실현하기위해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지역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을 

파악하여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다, 더 나아가 광주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가치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고 연구 개발된 특성을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3) 박경귀(2002),변우회(2003); 윤홍렬, 지역문화축제 브랜드디자인의 상징 표현이 미치는 영향성과 가
치평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1, 이송아, 축제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한 디자인 연구, 2013, p.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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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개발을 연구하기 위한 논문으로, 국내‧
외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선정,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조사하여 특성을 도출하

고,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이 가져야 할 특성과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아래와 같

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된 국내의 문헌, 논문 등으로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을 연구 조

사하여,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위한 심벌마크, 워드마크, 캐릭터, 상징색채 

등의 4가지 요소분석과 소비자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을 통해 광주지역축제인,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참조[그림 1. 논문의 구성 흐름도]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방법과 범위에 대해 서

술함으로써 논문의 당위성을 논하였다.

  제2장, 해당 분야에 관련된 서적, 논문, 학술지 등을 이용하여 지역축제의 의의, 현

황 및 효과와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념 및 구성요소 파악을 통해 지역축제 브랜드 아

이덴티티의 특성 도출을 위해 이론적 배경을 기술하였다.

  제3장, 국내‧외 지역축제의 개요와 브랜드 아이덴티티 분석을 통해, 광주 프린지페

스티벌의 현황을 살펴보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분석하였

다. 

 

  제4장, 3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시시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제 5장, 마지막 결론에서는 특성 도출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 프린지페스

티벌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을 파악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마무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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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장 이론적 고찰

지역축제의 개요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해

지역축체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해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분석틀)

3장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분석

국외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사례분석

국내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사례분석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분석

4장 소비자 
설문조사 분석에 따른 소비자 설문조사 실시

5장 결론 연구의 결론 및 한계점 및 제언

[표 1] 논문의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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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지역축제의 개요

1. 지역축제의 개념

2. 지역축제의 현황

3. 지역축제의 효과

제2절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해

1.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념

2.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

3.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발요인 분석틀

제3절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해

1.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가치

2.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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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지역축제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개념과 의의를 규명해보고, 국내 지역축

제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축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념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지역축제에서 가

지고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이해하여 분석해보도록 한다.

제1절 지역축제의 개요

 1. 지역축제의 개념

  “축제는 영어로 페스티벌(Festival) 또는 카니발(Carnival)이라고 하는데 ‘예술적 

요소가 가미된 제의’를 일컫는다.”4) 축제는 애초 성스러운 종교에서 출발했으나 오늘

날에는 종교적인 신성성이 거의 퇴색되고, 유희성이 강해지게 되었다.

  “축제의 기원은 고대의 제의(祭儀)에서 시작되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가 시작

되면서 인간은 계절의 변화, 죽음 등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하늘에 제를 올

린 것을 축제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즉 축제는 인간이 자신의 안위를 기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축제의 의미도 

점점 바뀌어 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축제의 사전적 의미를 ‘축하와 제사’로 표

기하고 있어 축제는 경사스러운 날과 제사 지내는 날의 합성어라 할 수 있다.”5)

  “축제 이론가 푸레데릭슨은 '축제란, 개인 또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

속력을 주는 사건 또는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는 행위'라 하였으며, 오늘날의 

축제는 지역주민의 일체감 조성, 전통문화의 보존, 관광 상품 개발 등 지역경제 발전

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지역축제는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

4) 신은경, 지역축제 경영 활성화 전략 방안연구, 음악응용연구, 통권(3):, p.108
5) 이송아, 축제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한 디자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13,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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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역주민의 총체적인 삶과 전통 문화적 요소가 잘 반영되어있는 공동체적 성격의 

행사라 볼 수 있다.”6)

  또한,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정체성 제고와 외지

인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정해진 일자에 개최되는 행사로 주민

화합, 관광 활성화, 산업진흥, 특수목적 등의 목적을 갖고 이뤄지며 현대의 지역축제

들은 대부분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

의 동질감,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지역 특성과 문화특성을 복합 및 연출하여 지역 정체

성을 재창조하는 효과를 갖는다.”7)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은 중앙으로부터 분리되어 

자립할 수 있고, 지역만의 특색있는 색깔과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지역축제가 급증하였고, 이는 지역의 

경제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관광지로서의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문화 

욕구를 채워주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2. 지역축제의 현황

  오늘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자기나라만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특화된 산업과 

연결시켜 부가가치적인 이윤을 창출하려하고 있다. 이는 “문화 산업화로서의 지역문화

축제를 문화관광상품으로 적극 개발하여 문화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려하기 때문

이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Peter Druck)는 그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간파하여 21세기

에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최후 승부처가 바로 문화산업이라고 

했다(한국공예문화진흥원,2002:p.16).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문화콘텐츠산업이 미

래의 성장 동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8)

  지역축제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지역의 다양한 지역축제 등이 활성화됨

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축제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6) 임소연,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위한 지역축제 전략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원논문, 
2017, p.4

7) 서정섭,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관광정책, 제36호, 2009, p.78
8) 권이찬, 지역문화축제를 활용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수업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14, p.12



- 9 -

실제로 지방자치가 분리되면서 지역 내 새로운 문화축제 사업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가치가 높아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지역축제 현황은 1,214개로 서울 175개, 인천 32개, 대전 35개, 부산 

56개, 대구 34개, 울산 24개, 광주 15개, 경기도 161개, 강원도 124개, 충청북도 58

개, 충청남도(세종시 포함) 75개, 전라북도 88개, 전라남도 105개, 경상북도 94개, 경

상남도 107개, 제주 31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9) 우리나라의 축제 개최빈도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국내 지역축제 현황은 아래의 [그림1. 지역축

제 현황]10) 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서혜경,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디자인 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디자인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19

1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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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역축제의 현황 

  우리나라의 지역축제가 발전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분립으로 인한, 지역축제에 대한 양적 증가와 질적 향상

이다. 정부가 1996년 문화관광축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한 이후부터 축제의 내실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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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새로운 정책을 뿌려 우수한 축제를 육성하고 발전하는 축제를 지정하여 저변확대 

전략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역축제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이다. 

지역축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지역축제와 접목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볼 수 있다.

  특히, 한국 관광공사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의 관광객들을 서울 중심뿐 아니

라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 등을 실행하였으며, 이는 문화 복지에 대한 국민의 

삶의 향상이라는 명제 하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목표로 지역축제는 국민뿐 아니라 외

국인들에게도 다양한 문화를 제공할 기회가 생겼으며, 이를 통한 지역축제 관광 상품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다. 초기의 지역축제는 

경쟁을 유발하여, 평가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짧고 

빠른 시간 내에 지역축제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으

며, 우수한 축제 등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위와 같은 계기로 지역축제는 지역민이 축제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며 관

습적인 전통문화의 축제에서 벗어나 지역민과 더불어 외국인 등 모두가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변화되었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활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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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역축제의 효과

  지역축제는 각 지역의 문화를 총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본과 같다 할 수 있다. 

즉, 지역축제란 지역주민의 역사를 공통의 가치관으로 정립하여, 공동의 문화를 표현

하여 표출한다. 

  이러한 지역축제는 지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John&Crompton의 의하면 

관광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아래표11)와 같이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구분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사회‧문화적 
영향

사회적 
영향

•삶의 질 개선, 레저시설의 이용 증가
•소방‧경찰관련 서비스 개선 •알콜 중독의 증가

•매춘의 증가
•밀수의 증가
•긴장의 증가
•엉터리 전통문화 창조

문화적 
영향

•다른 사회에 대한 이해도 증가
•지역사회와 문화에 대한 욕구증가
•활발한 문화교류, 문화 정체성 
확립

경제적 영향

•생활수준 향상 및 수입 증대
•지역경제 성장과 투자 증대
•사회 간접 자본시설의 확충
•세금수입 증대, 교통시설 개선
•쇼핑기회의 증가, 공공시설 확충

•물가 상승
•물건과 서비스 부족
•주택과 지가상승
•생활비 증가

환경적 영향

•자연환경의 보존 및 생태적인
 쇠퇴를 야기 하지 않은 역사적 
 건물, 유적 보존
•지역 경관 개선

•교통 혼잡의 증가
•인구과잉, 혼잡
•소음증가, 쓰레기 증가

[표 2]관광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11) John Ap & John L. Crompton, 1988, 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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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축제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위 표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사회‧문화적 영향은 지역사회 개발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하여 문화에 대한 갈증과 욕구를 해결시켜 주고 지역사회 전반의 경제‧사회적인 부분

을 발전시켜준다 할 수 있다. 또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의 화합

과 지역문화 역사의 계승과 지역의 정체성 및 홍보 등 다양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지역축제는 지역마다 지리적,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토대로 관광자원의 가치를 띄게 되는 게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역축제는 그 지역의 고

유한 역사와 문화를 투영시켜 주민 및 소비자에게 다양한 문화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제적 영향은 지역축제 발생 시 유입되어 오는 관광객들의 지출과 관광 

상품 판매 등, 이로 인한 경제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관광객의 지출은 축제 관광 상품과 숙박, 교통, 쇼핑 및 인근 지역 관광으로 

인한 관광 지출을 말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각종 투자와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의 문화 수준 향상, 

소득 효과 관광 효과 등 지역을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 환경적 영향은 지역 내 도시환경 개선 효과 및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볼 수 

있다. 도시환경의 개선적 측면은 도로 포장 부분과 버스와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을 볼 

수 있으며, 공공시설물의 부분에서는 표지판 및 공중전화와 같은 시설물을 말할 수 있

다. 

  따라서 지역축제는 단순 축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긍

정적인 측면을 지역과 주민들, 관광객에게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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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해

  본 장에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이론적 고찰에 근거하여 살펴

보고,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올바름 이해를 돕고자 하며, 이

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념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그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고, 그 사람에게 목표와 의미를 제공

해준다. 마찬가지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그 브랜드에 대한 성향을 보여주고, 목표와 

의미를 제공해준다. 이는 전략적 브랜드의 중심이 되고, 브랜드 자산을 구성하는 중요

한 네 가지 요소(제품으로서의 브랜드, 조직으로서의 브랜드, 사람으로서의 브랜드, 

상징으로서의 브랜드)중에서 하나를 이끌게 되며, 브랜드 연상 이미지의 중심과 정신

이 된다”12)고 아커는 말하고 있다.

  “미국마케팅협회(AMA)는 브랜드에 대해 판매자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

고 다른 경쟁자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 용어, 기호, 상징, 디자인 또는 

그 결합체”13)라고 정의하고 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는 소비자들이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의미

체계인 브랜드와 동질성, 일치성, 통일성, 정체성, 주체성 등을 의미하는 아이덴티티

가 결합된 형태의 용어이다.”14)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각 주체들이 고객들로부터 자

기의 브랜드에 대해 궁극적으로 갖기를 기대하는 연상들 또는 이미지를 말한다. 따라

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수립은 고객들에게 자기의 주체적 브랜드에 대해 궁극적으

로 어떤 브랜드 연상을 갖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경쟁제품과 차별화된 호의적이며 

독특하고 강력한 연상을 고객들에게 꾸준하게 심어줄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주체적 

12) David Aaker, 데이비드 아커의 브랜드 경영, 이상민·브랜드 앤 컴퍼니 역, 서울:비즈니스북스,  
2003, p.112

13) 미국마케팅협회 www.ama.org, 오정민, 공연예술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분석을 통한 전략적 브
랜드 경영 제고 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16

14) 손일권, 브랜드 아이덴티티, 경영정신, 2003, p.153



- 15 -

입장에서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네임, 심

벌, 개성, 이미지, 바람직한 연상 등과 같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지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혼합된 개념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브랜드의 판매 전략이

나 광고 전략 등과 같은 유‧무형적 실행 도구들을 모두 포함하기도 한다. 따라서 브랜

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에 대한 연상, 개성, 이미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15)

  즉,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의 자산을 인식하여,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해 개

성 및 포지셔닝 등을 지각하는 것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라 할 수 있으며, 심벌, 로고, 

그래픽 등을 시각적으로 효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시각적 언어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며 

일반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을 시각화하여, 종합적 수단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비자

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렇게 종합된 시각 이미지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통해 전달

해야, 소비자들에게 쉽고 빠르게 시각화된 정보, 즉 브랜드이미지가 각인되기 때문이

다.

 2.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 

  앞서 살펴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브랜드를 시각적,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심벌, 로고, 색체, 캐

릭터 등과 이러한 것을 조합하여 하나의 브랜드를 표현하고,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시각화한 역할을 한다. 

  “업쇼(Synn B.Upshaw)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브랜드 자산의 일부로 인식하고, 소비

자들이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이나 개성을 인식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해 느끼게 되는 통

합적 지각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제품의 구

매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브랜드 포지셔닝과 브랜드 개성이 혼합된 

형태로서 제품과 용역의 집행, 브랜드 네임, 로고, 그래픽 체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 같이 소비자들과 브랜드가 접촉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고 했다.”16)

15) 권이찬, 지역문화축제를 활용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수업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22

16) 손일권, 브랜드 아이덴티티, 경영정신, 2003,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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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드 아커(David Aaker)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브랜드 전략가들이 창조하고 

유지하기 위해 불러일으키는 브랜드와 관련된 일련의 독특한 연상이라고 정의를 내렸

다. 한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그 사람에 대한 성향, 목표, 의미를 나타내주는 것처럼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브랜드의 가치 체계와 성향, 목표, 의미 등을 보여준다고 하였

다. 즉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자산의 근간이 되는 브랜드 연상을 체계적으로 창

조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중심

점이 되는 것이다.”17)

  “반면 켈러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정의를 기억 가능성, 의미성, 적응 가능성, 전이 

가능성, 보호 가능성이라는 다섯 가지 기준을 토대로 브랜드 네임, 로고, 심벌, 캐릭

터, 슬로건, 패키지 등으로 이루어진 총체적인 토대로 내렸다.”18)

  현재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모델은, 업쇼(Synn B.Upshaw)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핵

심모델’, 데이비드 아커(David Aaker)가 제시하고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과 

켈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모델’을 중심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브랜드 아이덴

티티를 정립하는 플랫폼의 핵심적 도구하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말하는 브랜드 아이덴

티티의 구성요인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표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성요소

업쇼 포지셔닝 전략적 개성, 브랜드 네임, 로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프로모
션/머천다이징, 제품/서비스 성과, 판매 전략

데이비드 
아커

제품의 범위, 제품 특성, 사용, 사용자, 생산자, 조직특성, 지역성, 개성, 
관계, 전통성, 품질/평가, 시각적 이미지

켈러 브랜드 네임, 캐릭터, 슬로건, 패키징, 로고

[표 3] 연구자별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성요소

17) 김정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활용한 지역축제 발전방안 연구: 울산고래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11

18) 케빈 레인 켈러, 브랜드 매니지먼트, 이상민 외 2인 옮김, 비즈니스북스, 2007,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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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연구자들이 말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실무에서 구

성요소에 따라 잘 사용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세분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브

랜드 아이덴티티는 어떤 브랜드가 현재의 고객들 혹은 잠재적 구매자들과 접촉하는 경

로나 방법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브랜드 관리자는 브랜드 자

산을 향상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선의 기회가 브

랜드 아이덴티티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19)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방법을 통해 서비스의 특성, 

브랜드 네이밍, 심벌, 광고, 판매, 이벤트 등과 같은 모든 수단을 종합적으로 잘 관리

해야 한다.

  

  따라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한다는 것은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각인을 하기 위해 어떠한 요소와 형태, 방식으로 시각적 전달을 

할 것인지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마케팅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감각적인 차원으로 

형성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19) 김정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활용한 지역축제 발전방안 연구: 울산고래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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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해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축제의 콘셉트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표현하며, 창의

적이고 통일화된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해주어야 한다. 또한, 축제의 목적과 내용에 맞

는 요소들로 소비자(관광객)에게 간결성과 명확성, 활용성 등의 특성이 잘 표현되어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지역축제를 바탕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가치

와 기능에 대해 파악해 본다.

1.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가치

  지역축제 실시는 지역의 홍보뿐 아니라 지역 자체의 브랜드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

한 방법과 예산을 통해 친근한 이미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업을 벌였다. 또한, 지역의 

상징성을 확보와 이미지 제고라는 이유로 다양한 문화축제를 개발하고 이를 위한 브랜

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시각적으로 표현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지역만의 색깔과 축제의 특성을 들어내어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시각적으로 명확성과 친근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는 단순 

지역축제를 넘어 지역의 홍보, 경제 활성화까지 다양한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

다. 

2.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특성

  선행 연구된 국내의 문헌, 논문 등으로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을 연구 조

사하여,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위한 심벌마크, 워드마크, 캐릭터, 상징색채 

등의 4가지 요소를 분석과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1)심벌마크

  심벌마크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심벌(Symbol)은 그리스어의 ‘Symbolon’이 그 어

원으로 나중에 기호라는 말이 되었는데, 이는 각종 조직, 기관 등의 정신, 주제, 내용 

등을 상징하는 간단한 형상으로 여러 개체에 사용되어 한 눈으로 그 의미나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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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정신적 안정효과를 널리 고조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마크(Mark)는 자신

을 대표하고 자신 스스로 자기의 것을 타인으로부터 구별하는 형태로 정형화시켜 표현

한 소유에 대한 전용의 표시로서 결국 심벌마크는 象徵(상징)+體(체)로, 이 두 낱말이 

결합하여 그 뜻을 나타내는 용어로 볼 수 있다. 심벌마크는 기업의 사회적 개성을 나

타내며, 타 기업과의 구별, 또는 차별 기능을 가지며 동시에 책임 있는 역할을 약속하

는 기업의 얼굴이며 기업이나 단체의 정신적인 象과 외형적, 시각적 象을 대표하는 기

본형상이 심벌마크라 할 수 있다.”20) 

  또한, “아이덴티티의 여러 요소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서 개인뿐만 아니

라 기업이나 단체, 학교, 또는 상품 등을 대상으로 구상 또는 추상의 다양한 형식과 

원리로 상징화하여 디자인하게 된다. 이러한 심벌마크는 다른 시각적인 것들과 심리적

인 연관을 가지고 해당 대상에 대한 잠재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심벌마크는 중세이전

에는 생산자나 소유자를 식별하고 상품의 출처나 품질을 증명하는 기호로 사용되다가 

중세에 이르러 소유자가 장인들의 생산품에 긍지를 표시한 검증 마크로 사용되었고 오

늘날 이러한 마크가 상표 등록과 보호 체계로 발전한 것이다.”21)

  심벌마크의 조건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심벌마크의 조형적인 조건으로는 식별력, 독자성, 상징성, 심미성, 적응성을 말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벌마크는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빠르고 쉽게 연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의

미를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대상에 맞는 아이덴티티가 적합하게 표현되어야 한

다.

  둘째, 심벌마크는 모든 매체에 적용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차별성을 가지고, 다면

적으로 적응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심벌마크는 심미성을 띄고 있어야 하며, 아름다워야 한다.

2)워드마크

  “마크(mark)란 타인과의 구별을 나타내거나 소속집단이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한 목

20) 이희주, 심벌마크 컬러의 상징적 의미 분석을 위한 시스템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13, p.7

21) 이윤소,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심벌마크 디자인 교육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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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만들어진 상징적 형태를 말하며 이념이나 성격을 함축하여 형상화하며 상징적

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워드마크(word mark)는 문자(word)만으로 이루어진 마크

(mark)로서 일반적인 물체의 형상이 아니라 문자로 되어 있으면서 심벌마크(symbol 

mark)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며 레터마크(letter mark) 혹은 로고마크(logo mark)라

고 하기도 한다. 인류가 존재한 수 만년 동안 기호, 그림 등의 간단한 의사소통의 수

단이 있었으며 사용한 문자는 동굴벽화에 그려진 그림이 문자의 시초라고 볼 수 있

다.”22) 이러한 워드마크가 사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그림 2] 코카콜라, 펩시, 제록스, 소니, 컴팩 워드마크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워드마크 형태의 시각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기업인 코카

콜라, 펩시콜라, 제록스, 소니, 필립스, 컴팩(그림2) 등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워드마크의 조건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워드마크는 심벌마크와 달리, 문자를 중심으로 나타낸 요소로, 그에 따른 조건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제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쉽게 읽힐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둘째, 주최 측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쉽게 읽힐 수 있도록 가시성이 높아야 

22) 김서정, 국내인터넷 검색사이트의 워드마크(word mark)디자인에 관한 연구, 嶺南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02,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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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마지막으로, 일관성 있는 이미지와 글자로 노출되어야, 축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짐으로 일관성 있는 디자인과 문구로 적용되어야 한다.

3)캐릭터

  캐릭터는 “①소설이나 연극 따위에 등장하는 인물. 또는 작품 내용에 의하여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가 부여된 존재. ②소설, 만화, 극 따위에 등장하는 독특한 인물이나 동

물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한 것으로 장난감이나 문구, 아동용 의류 따위에 많이 쓰인

다.”23)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캐릭터는 시각적 상징물을 의미하는데, 어떤 대상의 

특화된 성격이나 상징을 나타내며 모든 시각적인 특화된 대상을 일컫는 것으로 생물뿐

만 아니라 무생물에도 캐릭터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특정 대상을 나타내고 인식시키

기 위해 만든 인물이나 동식물 등 시각적 상징물로 상품 판매를 위해 소비자에게 접근

하기 위한 상징적 이미지를 만들어 개성이나 특징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물을 상징화 

하거나 동식물을 의인화 하여 상징화 하거나 어떤 대상을 사실적 표현보다는 과장하거

나 변형하여 친근한 요소로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도 하며 기업이나 단체, 행

사 등에서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한 대표적인 상징물로 캐릭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

다.”24)

  지역축제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의 조건 중 캐릭터에 대한 요소를 찾아보면 다

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캐릭터는 친근한 형태로 지역축제에 따라 개성을 지닌 독창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야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독창적인 형태로 시각적 

인지적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둘째, 캐릭터의 형태는 하나의 형태로 정형화된 이미지보다 다양한 형태로 응용이 

되어 활용됨으로써 표현되는 것이 친밀감을 더 높일 수 있다. 

4)상징색채

  “시각은 우리의 오감 중 가장 강력하다. 런던에 있는 센트럴 세인트 마틴 미술 디자

2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4) 서혜경,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 디자인 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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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학의 감각 디자인 연구소 소장인 제프 크룩은 사람들이 간직하는 정보의 83퍼센

트는 시각을 통해 얻는다고 주장했다. 시각적 요소 중에서 컬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컬러의 상징은 하나의 색을 보았을 때 특정한 형상이나 뜻이 상징되어 

느껴지는 것을 말한다. 국기의 상징색채, 신분 계급의 구분, 방위의 표시, 지역의 구

분, 기업의 상징색, 학문의 구분 등을 말한다.”25)

  위에 정의에 따른 상징색채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심벌마크와 워드마크, 캐릭터 등의 요소들의 활용이 지역축제 특성에 맞게 잘 

활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이와 같은 컬러 사용이 조화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산만한 컬러 사용으로 

혼돈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일관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배합해야 한다. 

25) 김선미,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화를 위한 컬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3,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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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특성 개발요인 분석틀

  지역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기 위한 구성요소와 성공요인을 살펴보았다. 

구성요소는 크게 4가지로 도출할 수 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성요소의 가장 큰 특성인 심벌마크와 워드마크, 이를 친근감 

있도록 표현해주는 캐릭터와 마지막 시각적 심미성을 위한 색채 활용이 브랜드 아이덴

티티의 성공요소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요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며, 분석틀은 아래와 같다.

[그림 3]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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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4가지 특성을 통해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조사 분석틀로 사용하여, 국내‧외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인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를 분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이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제1절 사례분석 개요

1. 사례분석 기준

  사례분석 대상은 국내‧외 지역축제와 광주 프린지페스티벌로 나눠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한 특성 연구를 통해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축제로 국외 5곳, 국내 5

곳으로 총 10곳을 사례 선정을 기준하여 조사하였다. 국외축제 사례 선정 기준은 2019

년 방문객이 100만 명이 이상으로 집계되고 주최시기가 20년 이상인 곳으로 하였다. 

국내축제 사례선정 기준은 2019년 방문객수가 5만 명 이상으로 주최시기가 10년 이상 

진행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구분 지역축제 명 주최시기 구분 지역축제 명 주최시기

국외

프랑스 니스 카니발 1995년

국내

정선아리랑 축제 1976년
멜버른 푸드&와인 축제 2000년 보령머드 축제 2009년

일본 삿포로 눈축제 1950년 강진 청자축제 1996년
독일 옥토버페스트 축제 1810년 부산 자갈치 축제 1992년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 1946년 진주 유등축제 2000년

[표 4] 사례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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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분석 방법

지역축제

개요

지역축제명 축제 주제

축제 사진

주최 시기 축제장소

프로그램

[표 5] 지역축제 개요

아이덴티티

특성

심벌마크 워드마크

캐릭터 상징색채

특성요소 분석기준 평가척도
상 중 하

심벌마크

축제의 행사목적과 내용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잘 되었는가?
표현으로 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는가?
심미성을 갖추어 이미지에 대한 호감을 형성시키고 있는가?

워드마크
축제의 의미를 함축하여 쉽게 읽힐 수 있는가?

주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쉽게 전달 될 수 있는가?
매체에 일괄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

캐릭터
개성을 지닌 독창적인 형태로 시각적‧인지적 효과를 높여주고 있는가?
다양성을 위한 형태의 응용동작이 활용되어지고 있는가?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이미지인가?

상징색채
축제의 개요, 특성에 맞게 컬러 조합이 잘 되었는가?
다양한 매체에 대해 활용성이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가?

[표 6]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요소 평가척도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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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사례분석

1. 국외 지역축제 사례분석

1)프랑스 니스 카니발 축제

 ①축제 내용

  1995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니스카니발 축제는 18세기 베네치아 카니발의 전통을 이

어받은 유일한 카니발로 알려져 있다. 니스 구시가의 여러 거리에서 가면무도회와 살

롱 카니발이 열리고 축제는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 후 1830년 사르데냐 왕국의 샤를 

펠릭스 왕과 마리 크리스틴 왕비를 위하여 처음으로 마차행렬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현

재의 니스 카니발의 효시이다. 카니발의 절정은 관광객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1876년 사육제 때 생겼다는 꽃마차 경연이다. 니스 카니발의 거리 퍼레이드축제는 그 

명성만큼 해마다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을 하고 있다.26)

지역축제
개요

지역축제명 니스 카니발 축제 주제 5대륙의 왕

축제 사진

주최 시기 매년 2월경 축제장소 코트 다쥐르
프로그램 퍼레이드, 가장 무도회, 불꽃놀이, 왕의 가상 화형식 등

• 주제는 5대륙의 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타 축제와의 차별성
을 이룸

• 매년 주제가 ‘왕’을 중심으로 바뀌며 축제의 다양성을 높이고 즐거움
을 줌

[표 7] 프랑스 니스 카니발축제 개요

26) 프랑스 니스카니발축제 홈페이지, www.nicecarnav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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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심벌마크 워드마크

캐릭터 상징색채

특성요소 분석기준
평가척도

상 중 하

심벌마크

축제의 행사목적과 내용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잘 되었는가? ●
표현으로 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는가? ●

심미성을 갖추어 이미지에 대한 호감을 형성시키고 있는가? ●

워드마크

축제의 의미를 함축하여 쉽게 읽힐 수 있는가? ●
축제 주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쉽게 전달 될 수 있는가? ●
매체에 일괄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 ●

캐릭터

개성을 지닌 독창적인 형태로 시각적‧인지적 효과를 높여주고 있는가? ●
다양성을 위한 형태의 응용동작이 활용되어지고 있는가? ●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이미지인가? ●

상징색채
축제의 개요, 특성에 맞게 컬러 조합이 잘 되었는가? ●
다양한 매체에 대해 활용성이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가? ●

[표 8] 프랑스 니스 카니발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요소 평가척도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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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니스 카니발 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을 분석해보면, 심벌마크와 캐릭

터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축제와 같이, 화려한 디자인, 컬러 등이 돋보인다 할 수 있

다. 특히, 왕이라는 주제에 맞게 캐릭터는 의인화된 형태로 기본적인 캐릭터와의 형태

는 다르며 의인화된 캐릭터가 들고 있는 여행가방, 지구본, 나라별 랜드마크 이미지는 

흥미롭게 표현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응용동작을 활용한 다양성이 떨어지며, 워드

마크의 경우 다른 요소들과 달리 컬러로 인한 가시성은 뛰어나나 조형적 및 축제에 대

한 특성은 다소 평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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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주 멜버른 푸드&와인 축제

 ①축제 내용

  1993년부터 시작된 멜버른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은 매년 3월 2주 동안 오스트레일

리아 빅토리아 주 멜버른에서 진행되며 현재 약 250여 가지가 이상의 음식과 와인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갖춘 국제적 행사로 열리고 있다. 이민자들과 함께 만든 다문화 공

동체 사회를 구성하는 도시로 세계 각국의 음식과 대표 지역농산물인 포도와 와인을 

활용하여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의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강

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페스티벌로 성장하고 있다.27)

지역축제
개요

지역축제명 멜버른 푸드&와인 축제 주제 흙

축제 사진

주최 시기 내년 3월(약 2주간) 축제장소 오스트레일리아

프로그램 세계에서 가장 긴 점심, 어스 마스터 클래스

• 흙(Earth)을 주제로 펼쳐지는 페스티벌로 먹거리를 주 프로그램으로 
진행

• 밭에서 바로 채집하여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표 9] 호주 멜버른 푸드&와인축제 개요

27) 멜버른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 홈페이지, http://www.melbournefoodandwine.com.au.



- 31 -

 ②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심벌마크 워드마크

캐릭터 상징색채

-

특성요소 분석기준
평가척도

상 중 하

심벌마크

축제의 행사목적과 내용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잘 되었는가? ●
표현으로 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는가? ●

심미성을 갖추어 이미지에 대한 호감을 형성시키고 있는가? ●

워드마크

축제의 의미를 함축하여 쉽게 읽힐 수 있는가? ●

축제 주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쉽게 전달 될 수 있는가? ●

매체에 일괄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 ●

캐릭터

개성을 지닌 독창적인 형태로 시각적‧인지적 효과를 높여주고 있는가?

다양성을 위한 형태의 응용동작이 활용되어지고 있는가?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이미지인가?

상징색채
축제의 개요, 특성에 맞게 컬러 조합이 잘 되었는가? ●

다양한 매체에 대해 활용성이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가? ●

[표 10] 호주 멜버른 푸드&와인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요소 평가척도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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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멜버른 푸드&와인축제의 심벌마크는 시각적으로 축제에 대한 표현이 훌륭하다

고 할 수 있다. 접시와 포크 등 푸드에 대한 표현과 와인 잔까지 조화로운 조형성을 

띄고 있으나, 그에 비해 워드마크는 다소 평이한 느낌으로 나타났다.

  흙이라는 주제에 맞는 브라운 컬러와 음식에 대한 호감을 높일 수 있는 레드계열의 

컬러조합으로 상징색채의 조합은 훌륭하나 활용의 다양성에서는 다소 기능이 떨어져 

보인다. 음식과 와인을 주제로 한 축제라 캐릭터의 부재가 아쉬운 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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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본 삿포로 눈축제

 ①축제 내용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아픔을 승화하고 삿포로의 지역민들을 위로하고, 추운 겨

울을 잘 이겨내기 위해 기획하여, 1950년 첫 축제를 개최되었다.

  삿포로는 일본 최대의 눈축제로, 매년 2월 초에 개최된다. 삿포로의 중·고등학생이 

6개의 눈 조각을 오도리공원에 만든 것을 계기로 축제가 시작되어 다양한 행사프로그

램(눈싸움, 눈 조각전, 카니발 등)을 구성하여 겨울의 대표 축제로 정착되었다.

  일본의 북단 홋카이도는 일 년의 절반이 폭설과 추위가 지속되는 지역으로, 겨울철

이면 지역 곳곳에서 눈과 얼음의 축제가 펼쳐진다, 그 가운데에서도 삿포로의 눈 축제

가 가장 유명하며, 개최 기간은 1주일 정도이고 삿포로의 오도리공원, 나카지마, 마코

마나이, 스스키노 등 네 곳에서 개최된다. 스스키노 행사장에서는 얼음조각 협회회원

들의 환상적인 눈조각 콩쿠르작품이 전시된다.28)

지역축제
개요

지역축제명 일본 삿포로 눈축제 축제 주제 순백의 꿈을 부르는 
세계의 광장

축제 사진

주최 시기 매년 2월 축제장소 오도리공원 외 3곳
프로그램 야외스케이트, 눈조각(눈싸움), 튜브미끄럼틀, 카니발 등

•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아픔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축제
•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로 큰 눈축제

[표 11] 일본 삿포로 눈축제 사례분석 개요

28) 일본 삿포로 눈축제 홈페이지, www.snowf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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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심벌마크 워드마크

캐릭터 상징색채

특성요소 분석기준
평가척도

상 중 하

심벌마크

축제의 행사목적과 내용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잘 되었는가? ●
표현으로 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는가? ●

심미성을 갖추어 이미지에 대한 호감을 형성시키고 있는가? ●

워드마크

축제의 의미를 함축하여 쉽게 읽힐 수 있는가? ●

축제 주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쉽게 전달 될 수 있는가? ●

매체에 일괄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 ●

캐릭터

개성을 지닌 독창적인 형태로 시각적‧인지적 효과를 높여주고 있는가? ●

다양성을 위한 형태의 응용동작이 활용되어지고 있는가? ●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이미지인가? ●

상징색채
축제의 개요, 특성에 맞게 컬러 조합이 잘 되었는가? ●

다양한 매체에 대해 활용성이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가? ●

[표 12] 일본 삿포로 눈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요소 평가척도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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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삿포로 눈 축제는 심벌마크와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이 우수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심벌마크는 겨울을 상징하는 설빙을 픽토그램으로 상징화하여 단순하게 표현

되었으나, 전달력이나 축제에 대한 표현력은 훌륭하다 할 수 있다. 

  워드마크의 경우 폰트는 일본어 히라가나와 눈을 뜻하는 한자의 설(雪)을 사용하였

는데, 조형적으로 간소하고 단정하나 행사의 전달력은 다소 떨어짐을 파악할 수 있다. 

캐릭터는 눈=눈사람,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눈사람으로 만들어 여러 가지 표

정과 장식적인 요소로 다양한 형태로 응용 동작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어, 친근감을 

높였다. 그러나 다소 조형적인 측면에서 독창성 및 차별성이 다소 부족함으로 이 부분

이 개발이 요구되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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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옥토버페스트 축제

 ①축제 내용

  독일 옥토버페스트 축제는 1810년 10월 17일 뮌헨 서부쪽 테레지엔비제에서 당시 바

이에른 황태자인 루드비히 1세와 테레제공주의 결혼식 축하연으로 열린 경마경기가 

200년의 유구한 역사가진 세계 최고 최대의 민속 대축제가 되었다. 그 후 나무 오르

기, 그네타기, 볼링대회, 회전목마타기 등 민속경기 등을 도입하고 축제의 재미를 더

하여 크게 발전하였다.

  1950년 축제대회를 선언한 뮌헨시장 토마스빔이 맥주통 꼭지를 터트리면서 이후 독

일의 세계적인 맥주회사가 이 축제를 후원함으로서 독일맥주를 세계화시키고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세계최대의 독일 맥주시음 축제

이며 먹을거리 축제의 상징이 되었다. 행사 이후, 엄청난 관광수업이 발생하고 500만 

이상의 리터라는 상상을 불허하는 맥주가 소비되기도 한다. 축제 행사로는 야외공연 

등과 왕가 결혼식의 퍼레이드, 시가행진, 폭죽놀이, 불꽃놀이 등이 화려하게 펼쳐진

다.29)

지역축제
개요

지역축제명 독일 옥토퍼베스트 축제 주제 가을 수확 감사

축제 사진

주최 시기 매년 9월~10월 경 축제장소 뮌휀
프로그램 시식코너, 폭죽놀이 야외공연, 왕가 결혼식 퍼레이드 등

•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로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로 많은 관광객이 모임

[표 13] 독일 옥토버페스트 축제 사례분석 개요

29) 독일 옥터버페스트 축제 홈페이지, www.oktoberfest.d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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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심벌마크 워드마크

캐릭터 상징색채

-

특성요소 분석기준
평가척도

상 중 하

심벌마크

축제의 행사목적과 내용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잘 되었는가? ●

표현으로 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는가? ●

심미성을 갖추어 이미지에 대한 호감을 형성시키고 있는가? ●

워드마크

축제의 의미를 함축하여 쉽게 읽힐 수 있는가? ●

축제 주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쉽게 전달 될 수 있는가? ●

매체에 일괄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 ●

캐릭터

개성을 지닌 독창적인 형태로 시각적‧인지적 효과를 높여주고 있는가?

다양성을 위한 형태의 응용동작이 활용되어지고 있는가?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이미지인가?

상징색채
축제의 개요, 특성에 맞게 컬러 조합이 잘 되었는가? ●

다양한 매체에 대해 활용성이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가? ●

[표 14] 독일 옥토버페스트 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요소 평가척도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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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토버페스트 축제 심벌마크의 의미는 맥주컵 두 개의 잔이 맞대어 축제의 즐거운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웃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으나,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부분

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다. 워드마크 또한 영어 스펠링의 대소문자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구성되어 있으나, 차별성이나 독창성은 부족해 보였다. 축제의 명성과 내

용에 비해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시각적 표현들은 조형성, 독창성 등에서 다소 평이한 

모습으로 분석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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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에든버러 국제페스티벌

 ①축제 내용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은 전 세계 유명 예술인들이 모이는 세계

적인 예술축제로 알려져 있다. “매년 8월 3주 동안 이어지는 축제는 1947년, 제2차 세

계대전 이후 황폐해진 스코틀랜드, 영국, 유럽의 문화 부흥을 이끌고 ‘인간 정신을 꽃

피우는 기반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작됐다.”30)

  “기네스북에도 세계 최고의 예술 축제로 기록되어 있는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현재 

60년이 넘는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영국의 약 650가지의 예술 문화 축제 중 

영국의 문화를 대표하며, 규모와 수준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홀마크 이벤트이다. 

축제 기간 중 에든버러 인구의 20배에 가까운 1,100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며, 연극, 

무용, 오페라, 오케스트라, 미술품 전시, 등불행렬, 거리공연 등 매일 500개가 넘는 

공연이 개최된다.”31)

지역축제
개요

지역축제명 영국 에든버러 축제 주제 예술을 통한 인류의 
상호협동과 이해

축제 사진

주최 시기 매년 8월 축제장소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프로그램 군악행진, 비주얼아트, 공연, 프린지 페스티벌 등
• 세계 최고의 예술 축제로 기네스북에 기록
•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로 수익 창출

[표 15] 영국 에든버러 국제페스티벌 사례분석 개요

30) [네이버 지식백과]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EdinburghInternationalFestival](세계의 축제 ·
기념일백과 다빈치출판사

31) 최고운, 문화자원형 지역 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15,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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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심벌마크 워드마크

캐릭터 상징색채

-

특성요소 분석기준
평가척도

상 중 하

심벌마크

축제의 행사목적과 내용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잘 되었는가? ●
표현으로 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는가? ●

심미성을 갖추어 이미지에 대한 호감을 형성시키고 있는가? ●

워드마크

축제의 의미를 함축하여 쉽게 읽힐 수 있는가? ●
축제 주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쉽게 전달 될 수 있는가? ●
매체에 일괄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 ●

캐릭터

개성을 지닌 독창적인 형태로 시각적‧인지적 효과를 높여주고 있는가?

다양성을 위한 형태의 응용동작이 활용되어지고 있는가?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이미지인가?

상징색채
축제의 개요, 특성에 맞게 컬러 조합이 잘 되었는가? ●
다양한 매체에 대해 활용성이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가? ●

[표 16] 영국 에든버러 국제페스티벌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요소 평가척도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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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로고는 심벌마크는 기하학적 도형과 워드마크를 결하하여 

만들어졌다. 심벌마크는 에든버러의 대문자 E를 시각적 표현하여 기하학적 도형으로 

변형시켜 예술적으로 만들었다. 타 사례와 달리,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경우 심벌마크

의 기하학적 패턴을 활용하여 색채배합을 통해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며, 시각적 통

일감을 주어,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디자인과 컬러가 일관되게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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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지역축제 사례분석

1)정선아리랑 축제

 ①축제 내용

  정선아리랑제는 1976년 조직위가 시작되면서 전승과 보존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진행

되고 있다. “정선아리랑은 강원도 전역과 인근지역에 전승되는 민요로 원래 이름은 아

라리이며 꼴 베기, 나물 뜯기, 밭매기, 모심기 등 일할 때 부르던 노래로 여럿이 어울

려 노는 노래판에 서 즐기던 놀이노래로 산간지역에서 더 왕성하게 불렸다. 정선도 산

간 지역으로 아라리를 부르던 곳 중 하나로, 1970년에 아라리를 가지고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 나가 문화공보부상을 탔으며,1971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었고, 

노래 명칭도 정선아리랑으로 등록되었다. 정선아리랑제는 경창, 경연대회 프로그램을 

통해 아리랑의 정선 아리랑의 전승을 이어갈 인재를 발굴하는 정선아리랑제의 가장 핵

심이 되는 행사이며, 정선아리랑 체험장을 통해 축제 참여자들이정선아리랑을 배우고 

불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축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있다.”32) 

지역축제
개요

지역축제명 정선 아리랑제 축제 주제 위대한 유산
아리랑의 귀환

축제 사진

주최 시기 축제장소 강원도 정선읍
프로그램 ,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 전국 백일장 , 소원 등 제작전시

• ‘위대한 유산, 아리랑의 귀환!’을 주제로 축제의식, 경창·경연, 공연행사, 
기획행사, 재현·체험, 전시·부대로 7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내고 있음.

[표 17] 정선아리랑 축제 사례분석 개요

32) 이송아, 축제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한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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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심벌마크 워드마크

캐릭터 상징색채

특성요소 분석기준
평가척도

상 중 하

심벌마크

축제의 행사목적과 내용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잘 되었는가? ●
표현으로 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는가? ●

심미성을 갖추어 이미지에 대한 호감을 형성시키고 있는가? ●

워드마크

축제의 의미를 함축하여 쉽게 읽힐 수 있는가? ●
축제 주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쉽게 전달 될 수 있는가? ●
매체에 일괄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 ●

캐릭터

개성을 지닌 독창적인 형태로 시각적‧인지적 효과를 높여주고 있는가? ●
다양성을 위한 형태의 응용동작이 활용되어지고 있는가? ●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이미지인가? ●

상징색채
축제의 개요, 특성에 맞게 컬러 조합이 잘 되었는가? ●
다양한 매체에 대해 활용성이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가? ●

[표 18] 정선 아리랑 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요소 평가척도 틀

  정선아이랑 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특성요소는 다른 축제에 비해 다소 난해하

고 평이한 특성으로 분석되었다. 심벌마크의 경우 시각적 표현은 전달력이 낮았으며, 

워드마크 또한 평이한 형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캐릭터의 경우 다양한 컬러로 심

벌마크와 동일한 원형의 조형미로 독창성을 표현했지만, 행사의 내용과 목적을 차별성

과 친숙한 형태의 느낌 등은 모두 부족함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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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령 머드 축제

 ①축제 내용

  보령머드의 우수성을 통해 대천해수욕장과 연계하여 지역 대표 명소를 홍보코자 

1998년 7월에 처음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보령머드축제는 동양에서 유일한 패각분 백사장을 자랑하는 대천해수욕장에서 개최

로 해수욕 및 머드체험을 동시에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청정갯벌에서 진흙을 채취하여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는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머드 분말을 이용한 머드마사지와 머

드체험행사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신비의 섬으로 유명한 외연도를 비롯한 78개의 여

러 섬과 모세의 기적으로 유명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냉풍욕장, 석탄박물관, 국보 

낭혜화상백원보광탑비 등 36점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연계관광으로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있다.33)

지역축제
개요

지역축제명 보령머드축제 축제 주제 머드

축제 사진

주최 시기 매년 7월 축제장소 충남 보령시
프로그램 머드 마사지, 냉풍욕장, 박물관 등 체험장 제공

• 오싹한 냉풍욕장, 석탄박물관, 신비의 바닷길 등으로 체험과 문
화유산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음 

[표 19] 보령 머드 축제 사례분석 개요

33) 보령머드축제 홈페이지, http://www.mudfestiv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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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심벌마크 워드마크

캐릭터 상징색채

 

특성요소 분석기준
평가척도

상 중 하

심벌마크
축제의 행사목적과 내용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잘 되었는가? ●

표현으로 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는가? ●
심미성을 갖추어 이미지에 대한 호감을 형성시키고 있는가? ●

워드마크
축제의 의미를 함축하여 쉽게 읽힐 수 있는가? ●
축제 주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쉽게 전달 될 수 있는가? ●
매체에 일괄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 ●

캐릭터
개성을 지닌 독창적인 형태로 시각적‧인지적 효과를 높여주고 있는가? ●
다양성을 위한 형태의 응용동작이 활용되어지고 있는가? ●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이미지인가? ●

상징색채
축제의 개요, 특성에 맞게 컬러 조합이 잘 되었는가? ●
다양한 매체에 대해 활용성이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가? ●

[표 20] 보령 머드 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요소 평가척도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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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머드축제의 경우 2019년 까지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유지 되지 않는 브랜드를 사

용하였고 캐릭터만이 상징성을 보여주었다. 2020년 심벌마크와 워드마크가 새롭게 제

작되면서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가 되었고 기존색에서 다채로운 색이 추가가 되었다. 

또한 심벌마크에서 머드를 나타낼 수 있는 조형적 요소를 표현하였으며 워드마크 경우 

머드의 액체의 느낌을 나타내어 표현하여 독창성은 높였다. 캐릭터의 경우 기존의 인

지도가 있는 캐릭터를 유지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응용하

여 친숙함과 다양한 연령대의 인기도를 높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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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진 청자축제

 ①축제 내용

  약 500여 년간 지속된 청자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강진지역

의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축제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

련코자 강진 청자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강진청자축제는 집중 육성축제로 선정되어 고

려청자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통해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세계화 가능성을 

주었다는 점을 높은 평가를 받아 2011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었다.

  행사내용으로는 의식행사, 기획행사, 전시행사, 공연행사, 체험행사1,2, 부대행사

1,2로 진행된다. 기획행사에는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및 입상작품 전시회 전국대학생 

물레성형 경진대회 등이 있고, 전시행사에는 명품 강진청자 판매전, 국제도예작가 작

품 초대전, 국내 도예작가 작품 초대전 등이 이루어진다. 그 외에 공연행사로는 청자

사랑 음악회, 청자악기(편종)연주회 등이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공연행사가 축제의 

멋과 흥을 더한다. 앞으로도 강진청자축제는 과거 ․ 현재 ․ 미래가 어우러진 축제의 한

마당으로 더욱 발전될 것이며, 강진지역발전 활성화의 귀중한 토대가 될 것이다.34)

지역축제
개요

지역축제명 강진 청자축제 축제 주제 흙, 붉, 인간

축제 사진

주최 시기 매년 7월~8월 축제장소 전남 강진군
프로그램 의식행사, 기획행사, 전시행사, 공연행사, 체험행사 등

• 청자의 발상에서 쇠퇴기까지 약 500여 년간 청자문화의 역사로 군민
의 자긍심을 알림

[표 21] 강진 청자축제 사례분석 개요

34) 강진 청자축제 홈페이지, https://korean.visit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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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심벌마크 워드마크

캐릭터 상징색채

특성요소 분석기준
평가척도

상 중 하

심벌마크
축제의 행사목적과 내용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잘 되었는가? ●

표현으로 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는가? ●
심미성을 갖추어 이미지에 대한 호감을 형성시키고 있는가? ●

워드마크
축제의 의미를 함축하여 쉽게 읽힐 수 있는가? ●
축제 주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쉽게 전달 될 수 있는가? ●
매체에 일괄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 ●

캐릭터
개성을 지닌 독창적인 형태로 시각적‧인지적 효과를 높여주고 있는가? ●
다양성을 위한 형태의 응용동작이 활용되어지고 있는가? ●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이미지인가? ●

상징색채
축제의 개요, 특성에 맞게 컬러 조합이 잘 되었는가? ●
다양한 매체에 대해 활용성이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가? ●

[표 22] 강진 청자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요소 평가척도 틀

  강진청자축제는 청자의 신비함 주는 등 심미적인 부분에서 훌륭하게 표현되었으며, 

고려청자를 실루엣으로 처리하여 워드마크와 적절히 배치한 심벌마크는 표현력, 전달

력, 상징성 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워드마크는 다소 가시성과 축제의 의

미를 전달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평이하다. 상징색채는 조화롭게 배치되었으며 캐릭터

는 활용도와 친숙미가 높게 표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 49 -

4) 부산 자갈치 축제

 ①축제 내용

  부산자갈치 축제는 남항 위치한, 부산의 관광명소인 ‘자갈치시장’에서 ‘오이소! 보이

소! 사이소!’의 축제 슬로건을 제시하며 시작되었다. 1992년 수산물 축제로 첫  시작

하여 1996년 자갈치 축제로 명칭을 새로이 한 후 지금까지 29회 이상의 축제에 이르기

까지 부산지역민들의 삶과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된 대한민국 우수축제이다.

  축제는 여는마당, 오이소마당, 보이소마당, 사이소마당으로 구성되어 4개의 마당으

로 진행된다. 여는 마당에 출어제, 길놀이, 만선제, 개막 축하 공연이 있고, 오이소 

마당에는 맨손으로 활어잡기, 생선회 정량달기, 맥주무료시음광장 등의 행사가 펼쳐진

다. 보이소 마당은 자갈치 아지매 선발대회, 생선회 요리경연대회 등이 있고, 사이소 

마당으로 수산물 깜짝경매, 자갈치수산물장터, 특산물 난전거리 등의 행사로 펼쳐진

다.35)

지역축제
개요

지역축제명 부산 자갈치 축제 축제 주제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축제 사진

주최 시기 매년 10월 중 축제장소 부산

프로그램 축하공연, 체험요소(활어잡기, 맥주시음 등), 먹거리 등 제공

• 전국최대 수산물 시장인 자갈치시장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축제

[표 23] 부산 자갈치 축제 사례분석 개요

35) 부산자갈치축제 홈페이지, www.ijagalc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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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심벌마크 워드마크

캐릭터 상징색채

특성요소 분석기준
평가척도

상 중 하

심벌마크

축제의 행사목적과 내용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잘 되었는가? ●
표현으로 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는가? ●

심미성을 갖추어 이미지에 대한 호감을 형성시키고 있는가? ●

워드마크

축제의 의미를 함축하여 쉽게 읽힐 수 있는가? ●
축제 주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쉽게 전달 될 수 있는가? ●
매체에 일괄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 ●

캐릭터

개성을 지닌 독창적인 형태로 시각적‧인지적 효과를 높여주고 있는가? ●
다양성을 위한 형태의 응용동작이 활용되어지고 있는가? ●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이미지인가? ●

상징색채
축제의 개요, 특성에 맞게 컬러 조합이 잘 되었는가? ●
다양한 매체에 대해 활용성이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가? ●

[표 24] 부산 자갈치 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요소 평가척도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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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대표적인 자갈치축제의 심벌마크는 바닷물고기캐릭터와 로고타이프를 원형의 

틀 속에 배치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일반적인 형태의 심벌마크나, 축제의 목적

이나 내용은 확실하게 전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워드마크의 경우 심벌마크와 캐릭

터 등과 달리 상징성과 조형미는 부족하며, 다른 요소들과 부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캐릭터는 전달성과 독창성 등을 모두 표현하였다. 부지런하고 활기찬 부산시장

의 아주머니 표현과, 수산시장의 대표 물고기를 상징화 한 부분에서 독창성과 다른 축

제와 달리 차별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색채 사용에서는 너무 많은 컬러가 들어가 다소 부

조화스러운 느낌이 들어 아쉬운 부분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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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주남강 유등 축제

 ①축제 내용

  “매년 10월 중순에 열리는 진주 남강유등 축제는 개천예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진주

의 명사인 논개(1593년 6월)를 비롯하여 순절한 7만 병사와 시민의 넋을 기리기 위해 

추진되어온 유등놀이가 2000년 10월부터 대규모축제로 발전되었다. 1592년 10월 김시

민 장군이 진주성에 3,800여명의 적은 수의 군사로 2만의 왜군을 맞아 전투하는 과정

에서 성 밖의 군사들과 군사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풍등을 올리고 남강에 등불을 띄운 

데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소망등 달기, 유등 띄우기 그리고 진주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등 전시하기 등 관람객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통공예 전시, 창작등 전시, 

유등 전시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36)

지역축제
개요

지역축제명 진주남강 유등 축제 축제 주제 물‧불‧빛
그리고 우리의 소망

축제 사진

주최 시기 매년 10월 중 축제장소 경남 진주 남강일대

프로그램 초혼점등식, 소망등 달기, 유등 띄우기(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 진주 남강을 조형적으로 상징하는 심벌과 타이포를 함께 사용

[표 25] 진주남강 유등축제 사례분석 개요

36) 진주남강유등축제 홈페이지 http://www.yudeung.com, 참고. 이송아, 축제브랜드 아이덴티티 확
립을 위한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57



- 53 -

 ②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심벌마크 워드마크

캐릭터 상징색채

-

특성요소 분석기준
평가척도

상 중 하

심벌마크

축제의 행사목적과 내용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잘 되었는가? ●

표현으로 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는가? ●

심미성을 갖추어 이미지에 대한 호감을 형성시키고 있는가? ●

워드마크

축제의 의미를 함축하여 쉽게 읽힐 수 있는가? ●

축제 주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쉽게 전달 될 수 있는가? ●
매체에 일괄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 ●

캐릭터

개성을 지닌 독창적인 형태로 시각적‧인지적 효과를 높여주고 있는가?

다양성을 위한 형태의 응용동작이 활용되어지고 있는가?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이미지인가?

상징색채
축제의 개요, 특성에 맞게 컬러 조합이 잘 되었는가? ●

다양한 매체에 대해 활용성이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가? ●

[표 26] 진주남강 유등 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요소 평가척도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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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남강 유등축제 심벌마크는 남강의 물결, 율동적인 시각적으로 잘 표현되어, 행

사의 목적과 내용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캐릭터도 없는 축제에 워드

마크가 다소 평이하고 인지적인 부분이 다소 빈약함을 나타냈다. 워드마크는 가독성과 

독창성으로 축제의 주제를 명료하게 전달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한 차별성 없이 구성된 워드마크는 특징적인 조합이나 구성이 없어 인지

성 부분에서도 낮게 분석되었으며, 심벌마크의 율동성을 가미하여 개발되어야함이 요

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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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심벌마크 사례분석 소결 표

3. 소결

  앞서 살펴본 사례조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심벌마크

  심벌마크는 10가지 사례 중 가장 평가척도의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축제의 행사목

적과 내용이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가 질문에는 독일, 정선아리랑과 보령머드 

축제를 제외하고 모두 상으로 분석되었으며, 차별화된 표현으로 축제의 브랜드 아이덴

티티의 이미지가 형성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서는 정선아리랑과 보령머드축제가 중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 심미성을 갖추어 이미지에 대한 호감을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로는 중으로 4가지 축제로 분석되어 심미성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발전이 필요해 

보였다.

  특히, 정선아리랑과 보령머드 축제는 모두 중으로 10가지 사례 중 가장 낮은 평가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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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워드마크 사례분석 소결 표

2) 워드마크

  워드마크에 대한 평가는 중에 대한 결과가 약 60% 이상 나왔다.

축제의 의미를 함축하여 쉽게 읽힐 수 있는가? 축제 주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쉽게 전달되는가? 질문에서는 7가지 축제에 대한 결과가 중으로, 나왔으며 니스 카니

발축제는 축제의 주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쉽게 전달 될 수 있는가와 매체에 일

괄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 질문에서는 모두 하의 평가가 나

왔다. 이는 축제의 워드마크의 다양한 활용이 통일성과 일괄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

왔다. 반대로 가장 평가가 잘된 축제는 정선아리랑 축제로 워드마크의 활용이 상으로 

아리랑의 색채와 폰트가 일관성으로 표현되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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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캐릭터 사례분석 소결 표

3) 캐릭터

  이번 사례를 조사하면서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중 중

요특성인 캐릭터 에 대한 부재가 존재하는 축제가 4가지나 되었다. 특히 호주 맬버린

과 독일 옥토버페스트의 대표축제에도 심벌마크와 워드마크, 색채를 가지고 축제에 대

한 시각적 홍보와 활용을 진행하였으며, 국내의 사례인 진주남강 유등축제 또한 캐릭

터의 존재는 부재했다.

  반대로 평가의 척도가 모두 상으로 분석된 사례도 4가지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일본 

삿포로 축제와 보령머드축제 부산 자갈치 축제가 개성을 지닌 독창적인 형태와 다양한 

형태의 응용동작 마지막으로, 축제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친숙한 이미지

로 표현되어 높은 평가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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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상징색채 사례분석 소결 표

4) 상징색채

  상징색채의 평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대부분 축제의 개요, 특성에 맞게 컬러가 조합이 되었는가 질문에는 60%이상이 상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2가지 사례인 정선아리랑과 부산 자갈치 축제에 대한 분석

만 컬러조합에 대한 평가가 하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축제의 심벌마크, 워드마크 및 

캐릭터 등과의 조합으로 분석한 결과 더 많은 컬러의 활용으로 색채에 대한 혼잡성으

로 인해 하로 분석되었다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매체에 대해 활용성이 일관되게 적용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상

은 40%로, 중은 60%로 비슷하게 평가척도에 분석되었다.

  이는 다양한 시각적 매체인 홈페이지, 리플릿, 상품 등 여러 가지 매체를 조사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추후 다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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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분석

 ①축제 내용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은 새로운 광주의 문화가 시작합니다. 라는 슬로건과 함께 아시

아문화전당 일원에서 행해지며, 4월~11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이루어지는 축제이다. 

관광명소 조성으로 광주 문화전당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관광명소 

조성과 더불어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전국화, 아시아화를 통해 문화 중심도시 위

상정립을 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시민이 앞장서 자발적 문화예술을 통

해 문화 도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다음 [그림 3]37)은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축제현장의 사진을 발췌한 

모습이다.

[그림 4]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축제모습

37)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홈페이지 http://www.fringefestiv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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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지페스티벌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프린지 플랫폼으로 프린지 안내 공간: 프린지페스티벌 공간로드맵, 티켓박스 

공간, 공연예술가 참여 신청 공간, 캐릭터 상품개발과 프린지 홍보 공간 광주전남관광

연계, 아시아문화전당 연계프로그램 및 기업 홍보관과 디자인비엔날레 등으로 구성 되

어있다.

  두 번째, 프린지 참여 및 체험 구성을 살펴보면, 집단아트, 광주의 맛(주먹밥), NGO

시민재단사회경제 센터 및 난 청소년 예술 셀러단와 광주 5.18시계와 촛불 등으로 참

여 위주의 프로그램이 구성 되어있으며, 

  마지막 프린즈 공연, 경연프로그램에는 계절별 시즌으로 계절에 맞는 공연과 아시아 

시리즈 공연, 창작공연 및 청소년 중심공연, 그리고 타 도시의 문화행사와 거리공연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활발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38)

지역축제
개요

지역축제명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축제 주제 웃음꽃 피는 아시아

축제 사진

주최 시기 매년 4월~11월 
매주 토요일 축제장소 광주 동구 일원

프로그램 마임, 무용, 성악 등 문화예술과 창작공연, 프리마켓 등
• 새로운 광주의 문화가 시작을 목표로 4월~11월 매주 토요일 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동구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며, 3가지 프로그램으로 크게 구성된 
광주의 대표 축제

[표 31]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사례분석 개요

38)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홈페이지 http://www.fringefestiv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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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심벌마크 워드마크

-

캐릭터 상징색채

-

특성요소 분석기준
평가척도

상 중 하

심벌마크

축제의 행사목적과 내용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잘 되었는가?

표현으로 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는가?

심미성을 갖추어 이미지에 대한 호감을 형성시키고 있는가?

워드마크

축제의 의미를 함축하여 쉽게 읽힐 수 있는가? ●

축제 주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쉽게 전달 될 수 있는가? ●

매체에 일괄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 ●

캐릭터

개성을 지닌 독창적인 형태로 시각적‧인지적 효과를 높여주고 있는가?

다양성을 위한 형태의 응용동작이 활용되어지고 있는가?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이미지인가?

상징색채
축제의 개요, 특성에 맞게 컬러 조합이 잘 되었는가? ●

다양한 매체에 대해 활용성이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가? ●

[표 32]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요소 평가척도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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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분석을 위해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심벌마크, 워드마크, 캐

릭터, 상징색채를 분석한 결과 프린지페스티벌의 특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4가지 특성 중 2가지 요소밖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가장 대표적인 요소인 심

벌마크의 부재, 다양한 연령층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캐

릭터의 부재는 발달의 필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워드마크의 이미지가 하나의 요소로 활용되어 축제의 이미지와 아이덴티티가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에 분석을 토대로 설문을 조사하여 부족한 요소들의 개발

이 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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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비자 설문조사

   제1절 소비자 설문조사 및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분석 및 결과

 

제2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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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비자 설문조사

제1절 소비자 설문조사 및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의 목적

  본 연구는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개발을 연구하여,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논문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한 설

문 조사이다. 국내‧외 지역축제에 대한 사례분석과 선행연구를 마쳤으며, 이에 따른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개발에 

있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지역의 인지도 제고를 통한 경쟁력을 갖

추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안하고자 한다.

2) 설문조사 방법 및 구성

  본 설문은 2020년 6월 1일~ 6월 7일 약 일주간, 10대 ~ 50대 이상의 내국인을 대상

으로 조사하였다. 총 참여 인원은 500명으로 광주지역 거주 중인 시민을 대상 오프라인

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기간 2020년 6월 1일 ~ 7일(일주일)
조사방법 조사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배포 후, 취합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으로 실시
조사대상 500명(10대~50대)

설문내용

구분 문항 수
가. 응답자 일반 현황조사 3

나. 문화예술축제 관련 일반 설문조사 2
다.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설문조사 5

[표 33] 설문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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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분석 및 결과

 가. 응답자 일반 현황조사

   응답자 일반현황조사는 성별, 연령, 직업군을 구분하여 인구통계학적 조사이다.

단위:명(%)

남 여 합계
65명(13%) 435명(87%) 500명(100%)

[표 34] 설문내용-성별

단위: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78명(16%) 135명(26%) 222명(44%) 58명(12%) 7명(2%) 500명(100%)

[표 35] 설문내용-연령대

단위:명(%)

학생 직장인 자영업 전문직 기타 합계

127명(25%) 197명(39%) 53명(11%) 41명(8%) 82명(16%) 500명(100%)

[표 36] 설문내용-직업

  본 조사는 총 500명이 참여하여 진행했으며, 남성은 65명(13%), 여성은 435명(87%)

가 응하였다. 연령대는 44%로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직업군으로는 직장인(39%)과 학

생(25%)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응답자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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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화예술축제 관련 일반 설문조사

  문화예술축제에 대한 조사는 문화예술 축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 여부를 조사하였다.

1. 최근 2년 이내에 문화예술축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응답 수(명/%)
있다 339명(68%)
없다 161명(32%)

[표 37] 설문내용-프린지페스티벌 방문조사

  최근 2년 이내에 문화예술축제 방문경험 조사에는 방문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68%(339명)가 있다, 없다는 32%(161명)로 나타났다. 아직도 문화예술축제에 대

한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프린지 페스티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구분 응답 수(명/%)

알고 있다 178명(36%)
잘 모른다 322명(64%)

[표 38] 설문내용-프린지페스티벌 인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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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린지 페스티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64%(322명)가 잘 모른다, 알고 있다 36%(178명)으로 응답했다.

 이는 광주지역 내에서 2016년도부터 프린지 페스티벌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프

린지 페스티벌 축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축제에 대한 브

랜드 개발이 시급해 보였다.

 다. 국내ㆍ외 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설문조사

   국내외 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특성을 파악하고자 조사하

였다.

1. 보기의 축제 BI 중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응답 수(명/%)

축제의 상징성 223명(45%)
이미지(형태) 75명(15%)

컬러 30명(6%)
타 축제와 차별성 167명(33%)

기타 5명(1%)

[표 39] 설문내용-국내외 축제 디자인 요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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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축제 BI 중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는 축제의 상징

성으로 응답한 사람이 45%(223명)로 가장 많았으며, 타 축제와 차별성 33%(167명)의 

차순으로 응답하였다. 

2. 보기 중 가장 마음에 드는 BI는 무엇입니까? 
구분 응답 수(명/%)

프랑스 니스 카니발축제 98명(20%)
호주 멜버른 푸드&와인축제 25명(5%)

일본 삿포로 눈축제 34명(7%)
독일 옥토버페스트 축제 55명(11%)

영국 에든버러 국제페스티벌 158명(32%)
정선 아리랑 축제 25명(5%)
보령 머드 축제 20명(4%)
강진청자축제 44명(9%)

부산자갈치 축제 32명(6%)
진주남강유등축제 9명(2%)

[표 40] 설문내용-국내외 축제 BI선호도 조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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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분석된 사례 중 가장 마음에 드는 BI를 선택하는 질문에서는 영국 에든버

러 국제 페스티벌이 32%(158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프랑스 니스 카니발 축제가 

20%(98명), 독일 옥토버페스트 축제가 11%(55명)이 응답했다. 상위권의 BI는 해외사례

가 선택되었으며, 진주남강유등축제가 500명의 소비자 중 2%(9명) 가장 낮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응답 수(명/%)

지자체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168명(34%)
입체적인 디자인이어서 55명(11%)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76명(15%)
쉽게 읽을 수 있어서 43명(9%)

타 축제와 차별화되어서 158명(32%)

[표 41] 설문내용-국내외 축제 BI선호도 조사1-2

 

  앞서 질문한 BI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지자체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34%(168명)으로 대답했으며, 타 축제와 차별화되어서가 32%(158명) 등의 이유로 선택

하였다. 반면 쉽게 읽을 수 있어서라는 대답에서는 9%(43명)가 대답했다.



- 70 -

4. 보기 중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BI는 무엇입니까? 
구분 응답 수(명/%)

프랑스 니스 카니발축제 19명(4%)
호주 멜버른 푸드&와인축제 25명(5%)

일본 삿포로 눈축제 34명(7%)
독일 옥토버페스트 축제 55명(11%)

영국 에든버러 국제페스티벌 35명(7%)
정선 아리랑 축제 25명(5%)
보령 머드 축제 48명(10%)
강진청자축제 28명(6%)

부산자갈치 축제 32명(6%)
진주남강유등축제 199명(40%)

[표 42] 설문내용-국내외 축제 BI선호도 조사2-1

  

  마음에 들지 않는 BI를 조사한 결과, 국내의 사례 중 진주 남강유등축제의 BI가 

40%(199명)으로 압도적으로 선호도에서 낮은 선택을 받았으며, 독일 옥토버페스트가 

11%(55명)과 보령머드축제가 10%(48명)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제

외하고는 대부분 10% 이내로 비슷한 수치가 나온 것으로 결과가 도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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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응답 수(명/%)

지자체의 축제와 관련성이 적어서 28명(6%)
디자인이 평이해서 128명(26%)

컬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55명(11%)
무슨 축제인지 읽기 어려워서 201명(40%)
타 축제와 차별화되지 않아서 88명(18%)

[표 43] 설문내용-국내외 축제 BI선호도 조사2-2

 

  마지막으로 BI가 맘에 들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무슨 축제인지 읽기 어려워서가 

40%(201명), 디자인이 평이해서 26%(128명) 응답하였다.

  즉, 축제의 BI는 가시성과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설문조사

  본 연구의 대상인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에 대한 인지도와 인식을 조사하고, 광주 프

린지페스티벌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특성을 파악하여,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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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구분 응답 수(명/%)
있다 224명(45%)
없다 276명(55%)

[표 44] 설문내용-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인지조사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있다

는 45%(224명), 없다는 55%(276명)로 인지도가 더 낮았으며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이 

시급해 보였다.

7.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응답 수(명/%)
있다 75명(15%)
없다 425명(85%)

[표 45] 설문내용-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참여조사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있다 

15%(75명), 없다는 85%(425명)로 나타났으며 인지조사와 더불어 파악했을 때, 참여도

가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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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이 사용하고 있는 BI는 지역과 페스티벌의 특성을 충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응답 수(명/%)
매우 그렇다 0명(0%)

그렇다 85명(17%)
아니다 303명(61%)

전혀 아니다 112명(22%)

[표 46] 설문내용-광주 프린지페스티벌 BI조사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BI가 지역의 축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는 매우 그렇다 0명(0%), 그렇다 85명(17%), 아니다 303명(61%), 전혀 아니다 112명

(22%)로 나타났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전체의 61%로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BI는 축제의 특성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는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아이덴티티가 부족하며, BI개발에 대한 논의와 재정립

이 필요하다고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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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충분히 특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응답 수(명/%)

축제의 특성과 잘 맞지 않는다 13명(3%)
지역의 특성이 결여되어있다 120명(24%)

심벌마크(워드마크) 식별이 어렵다 118명(24%)
색채 활용이 산만하다 100명(20%)

캐릭터 활용이 부재하다 149명(30%)

[표 47] 설문내용-광주 프린지페스티벌 BI조사(2)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BI가 축제의 특성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아니다

가 61%로 나왔으며, 그 이유로는 캐릭터활용이 부재하다가 149명(30%)가 가장 높은 응

답을 했으며, 지역의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와 심벌마크(워드마크) 식별이 어렵다가 각

각 120명(24%), 118명(24%)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색채 활용이 산만하다가 100명

(20%)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과 잘 맞지 않는다. 13명(3%)로 응답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다면,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특성 BI를 개발한다면 캐릭터

활용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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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을 떠올렸을 때(위자료를 보았을 때) 다음 이미지가 어느 정도 연상되
는 체크 해주세요.

  

매우 다소 보통 다소 매우

자연적 34명
(7%)

75명
(15%)

264명
(53%)

102명
(20%)

25명
(5%) 인공적

역동적 64명
(13%)

194명
(39%)

158명
(32%)

54명
(11%)

30명
(6%) 정적인

감각적 46명
(9%)

214명
(43%)

156명
(31%)

84명
(17%)

0명
(0%) 이성적

차별적 0명
(0%)

88명
(18%)

264명
(53%)

146명
(29%)

2명
(0%) 단순한

이국적 42명
(8%)

66명
(13%)

151명
(30%)

195명
(39%)

46명
(9%) 익숙한

현대적 78명
(16%)

132명
(26%)

215명
(43%)

63명
(13%)

12명
(2%) 전통적

[표 48] 설문내용-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연상 이미지 조사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BI를 보고 연상되는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

가 도출되었다. 이미지 연상에 대한 키워드는 ‘현대적’이다가 매우 그렇다 78명

(16%)로, ‘감각적’이다가 다소 그렇다 214명(4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익숙

한’이라는 느낌이 195명(39%)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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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은 선택을 받은 느낌은 ‘자역적’과 ‘차별적’이 보통이다로 각각 264명

(53%)씩 동일한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별적’, ‘이성적’, ‘단순한’은 0%로 각각 0명과 2명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5.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BI를 개발할 때, 축제를 방문하고 싶게 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구분 응답 수(명/%)

지역차별성 65명(13%)
문화예술성 264명(53%)

유희성 89명(18%)
체험성 82명(16%)
조형성 0명(0%)

[표 49] 설문내용-BI 개발 필요요소

  축제의 BI를 개발한다면, 축제를 방문하고 싶게 하는 요소를 조사한 질문에는 문화

예술성에 대한 대답이 265명(53%)로 가장 많았다. 유희성이 89명(18%)로 두 번째로 많

았으며, 체험성이 82명(16%), 지역차별성 65명(13%)로 응답했다.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을 방문하게끔 하는 요소는 문화예술성이 가장 큰 영향을 차지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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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도출해보면 첫 번째,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인지도는 

있으나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4명(45%)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

했으나, 참여도는 75명(15%)뿐 이었다. 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낮은 인지도와 참

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소비자를 유입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인지도와 참여

율 조사를 종합해 보았을 때, 브랜드 강화를 통해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브랜드 아이

덴티티를 상승시키는 것이 시습하다 할 수 있다.

  둘째, 브랜드 아이덴티티 즉 BI의 디자인을 볼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BI가 지역축

제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냐는 질문에 약 303명(61%)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지역축제에서 BI는 브랜드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각적 요소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BI는 캐릭터 활용도 부재할뿐더러, 지역특성과 

심벌(워드)마크 등의 식별이 어렵다는 응답을 많이 받았다. 이는 추후 광주 프린지페

스티벌이 BI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축제는 지역의 환경과 고유 브랜드를 토대로 개최되기 때문에 지역성과 밀접

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리적 환경 표현도 염두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 예술 축제로서의 이미지가 약하다 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2년 이내에 

문화예술축제를 방문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339명(68%)로 응답했으나, 광주 프린지페

스티벌의 참여는 낮았다. 이는 지역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분명한 이미지가 

있다면, 소비자들을 축제를 방문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이미지 

연상조사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BI가 축제를 방문하고 싶게 하는 요소에서는 문화

예술성과 유희성이 나타났다.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은 아직 소비자로 하여금 기대하는 축제의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프린지페스티벌의 연상이미지와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연상이미지

의 접점을 찾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여, 광주 프린지페스티벌만의 특성을 갖추

도록 이미지가 생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종합하여 정리하자면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을 위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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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특성을 통한 방안을 제시하여 실행해야 하고, BI를 재정립하여 광주 프린지페스

티벌만의 특성이 나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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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결론

  본 논문은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개발 연구’로 대상은 광주 프린지페

스티벌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의 브랜드와 소비

자는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으며, 유명한 지역축제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가치와 브랜

드가 상승하고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광주의 문화예술도시로써 도약과 그에 따른 여러 문화예술 자원을 알 수 있는 기회

를 통해,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이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하기 위해 지속화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

다. 이를 통해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

고 발전하여 축제를 활성화하도록 도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지역축제와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을 알아보고 지역축제의 현황과 효과,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를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이해하고 가치를 파악하여,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하는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발요인 분석틀을 제시 하였다.

  둘째, 지역축제 브랜드 사례를 조사 연구하였다. 국내·외의 지역축제 사례를 각각 

5개씩 선정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특성이 잘 나타난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축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을 어떻게 개발할지 모색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인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현황과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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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이 직면한 상황과 브랜드 아이덴티티

(BI)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아이

덴티티 이미지를 도출하였다.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은 문화예술성과 유희성 이 시각적

으로 반영이 되어야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BI 재정

립과 개발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얻을 수 있었다.

  지역의 문화자원인 지역축제가 지역의 브랜드로써 홍보되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

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인식하고 경제적으로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 지역축제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지역축제의 브랜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 중, 시각적 요소가 중요하

며, 시각적 다양한 활용을 통해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더불어 지역축제를 

끊임없이 발전해야 지속력을 높일 수 있으며, 경제적 효과와 함께 성공적인 브랜드 인

지도를 확립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축제에서 이미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심벌마크는 시각디자인으로써 영향을 갖는

다. 이미 잘된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그 자체로 상품화되어 경제적 효과와 장소가 주

목을 받는다. 앞으로도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이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기 바

라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로 중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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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논문은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개발 연구’로 소비자들의 설문 분석을 

통해 실증 조사한 결과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에서 소비자 설문조사가 500개의 표본으로 실시된 것과 국내·외 지역

축제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넓어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의 특성

에 대해 소비자들의 정확한 분석이 힘들다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대상

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사례 조사한 대상이 10개로 한정되어있어 보편성을 얻기 힘들며, 설문조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와 이해도 달라 결과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향

후 신뢰도를 뒷받침할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따른 BI개발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새로운 디자인 제시가 미흡한 부분이 아쉬움이 남았다.

  그러나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 부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이 

향후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특성 개발 시 기초자료가 되길 바라며 한계점을 보완하여 

체계화한다면, 광주 지역축제의 대표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개발되어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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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설문지

설 문 조 사 지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개발 연구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지역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개발 연구로,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비밀이 보장되며, 여러분의 개개인에 대한 
 응답은 학문적인 연구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신다면, 지역축제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개발에 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6월

지도교수: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교수 김 남 훈

연 구 자: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과정 정 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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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답자 일반 현황조사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나이는 어디에 해당 됩니까?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학생   ② 직장인   ③ 자영업   ④ 전문직   ⑤ 기타(       )

나. 문화예술축제 관련 일반 설문조사

1. 최근 2년 이내에 문화예술축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프린지 페스티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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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외 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설문조사

       

① 프랑스 니스 카니발축제 ② 호주 멜버른 푸드&와인축제

 
           

③ 일본 삿포로 눈축제 ④ 독일 옥토버페스트 축제

     

⑤ 영국 에든버러 국제페스티벌 ⑥ 정선 아리랑 축제

      
     

⑦ 보령 머드 축제 ⑧ 강진청자축제

      
  

⑨ 부산자갈치 축제 ⑩ 진주남강유등축제

● 다음은 국내외 축제 BI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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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ㆍ외 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설문조사

● 앞장의 표를 보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기의 축제 BI 중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축제의 상징성  ② 이미지(형태)  ③컬러  ④타 축제와 차별성  ⑤기타

2. 보기 중 가장 마음에 드는 BI는 무엇입니까?  

   (   )

3.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자체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② 입체적인 디자인이어서

   ③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④ 쉽게 읽을 수 있어서

   ⑤ 타 축제와 차별화되어서

4. 보기 중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BI는 무엇입니까?  

   (   )

5.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자체의 축제와 관련성이 적어서

   ② 디자인이 평이해서

   ③ 컬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④ 무슨 축제인지 읽기 어려워서

   ⑤ 타 축제와 차별화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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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프린지스티벌이란?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은 새로운 광주의 문화가 시작합니다. 라는 슬로건과 함께 매주 

토요일 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행해지는 축제이다. 광주 문화전당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문화와 도시재생을 통해 대표명소 조성과 더불어, 전국화, 아시아화를 통해 

문화 중심도시 위상정립으로 시민이 앞장서 자발적 문화예술을 통해 문화 

도시공동체를 만드는 소통의 장으로 모색되고 있다.

1. 귀하는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귀하는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이 사용하고 있는 BI는 지역과 페스티벌의 특성을 충분

히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아니다 ④ 전혀 아니다

3-1. 충분히 특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축제의 특성과 잘 맞지 않는다

 ② 지역의 특성이 결여되어있다

 ③ 심벌마크(워드마크) 식별이 어렵다

 ④ 색채활용이 산만하다

 ⑤ 캐릭터 활용이 부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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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을 떠올렸을 때(위자료를 보았을 때) 다음 이미

지가 어느 정도 연상되는 체크 해주세요.

매우 다소 보통 다소 매우
자연적 ① ② ③ ④ ⑤ 인공적

역동적 ① ② ③ ④ ⑤ 정적인

감각적 ① ② ③ ④ ⑤ 이성적

차별적 ① ② ③ ④ ⑤ 단순한

이국적 ① ② ③ ④ ⑤ 익숙한

현대적 ① ② ③ ④ ⑤ 전통적

5.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의 BI를 개발할 때 축제를 방문하고 싶게 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① 지역차별성 ② 문화예술성 ③ 유희성 ④ 체험성 ⑤ 조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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