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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요인들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과 지역주민 그룹 간의 중요
도 인식의 차이에 관해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각 지역
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성공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용
설문지 30부(공무원 10명, 지역주민 10명, 전문가 10명)를 계층분석법(AHP)으로 분석하였다. 상대적 중
요도는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 방법 즉, 각 지표를 2개씩 상호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은 1차 수준은 3개 분야, 2차 수준은 9개 분야, 3차 수준은 26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AHP 전문프
로그램인 “Expert Choice 11.5”를 활용하여 최종 표본에서의 고유벡터 값을 구하였다.
분석 결과는 3가지이다. 첫째,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요인들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과 지역주민들 간
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둘째, 임실N치즈산업 성공요인 중 1차 수준에서는 정치·행정적 요
인이, 2차 수준에서는 풍부한 먹거리, 단체장의 의지, 지정환 신부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
째, 3차 수준에서는 치즈, 피자, 전폭적인 예산지원, 천만송이 국화꽃, 지정환 신부와 50년 치즈역사
등의 순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3가지이다. 첫째,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천만송이 국화와 함께 하는 임실N치즈축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장미원조성과 농
촌테마공원 사업추진 시 멀티광장 조성이 필요하고,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의 농촌테마공원의 동선
을 연결하여 지역의 치즈마을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계층적분석(AHP), 임실N치즈 성공요인, 지역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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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축제(祝祭)는 풍요와 안녕을 신에게 기원하는 성스러운 종교적인 제의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축제는 '제의'와 '놀이'라는 2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 축제의 본바탕인 제천(祭天) 의례
는 추수를 마친 후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음주가무((飮酒歌舞)를 즐기는 것으로, 일상적
인 삶에서 존재의 근원에 대한 확인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다(국가기록원. 2019).
오늘날의 축제는 제의성을 상실하고 유희적이고 놀이적인 모습이 많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성을 계승하려는 노력이 담겨있다. 민속을 바탕으로 한 축
제는 대체로 마을 단위로 행해져서 지역축제 또는 향토축제라고 불린다.
지역마다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가진 축제 또는 문화제가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시․군마다
몇 개씩 축제를 가지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2015년부터 대표관광지육성사업 1시군 1대표관
광지를 선정 문화관광축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 주력 축제로 밀고는 있으나 축제 모
두가 성공을 거둔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지역마다 어느 축제는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실패하
기도 한다.
본 연구 사례대상으로 선정한 임실N치즈축제는 신생 지역축제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를 통해 지역 향토문화축제밖에 없던 인구 3만의 군에 치즈축제를 개최함으로써 2015년에
는 10만 2016년에 20만, 2017년에 40만, 2018년에는 35만, 2019년에는 43만 명이 방문객과 관광
객이 축제장을 찾으면서 명소가 되어 지역축제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2). 따라서 임실N치

석

즈축제의 성공요인들에 대해 분 해 보는 것은 향후 지역축제에 관한 연구 시,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2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임실N치즈축제 성공요인과 요인들 간의 중
요도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의식은 임실N치즈축제에서 도출된 성공요인들과 그 성공요인들의 중요도를 분
석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축제들이 열리고 있는데, 그 축제들의 성공과 실패의 내용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축제들 중, 임실N치즈축제가 성공을 거두는 공통적인 속성
요소를 찾고 그것의 중요도를 분석하는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 된다. 즉, 임실N치즈
축제가 성공을 거두는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과 정책적 함의의 도출은 많은 지역
축제들의 성공률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의식은 동일지역에서 성공요인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다.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 간에 성공요인들에 대한 인식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만
약 다르다면 그 요소들을 찾아내어서 성공요인들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
제공해

츠

작

2) 임실N치 축제는 축제를 시 한지 5년 만에 2018 전라북도 최우수축제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축제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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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룹

룹 간의 중요

이 연구는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요인들에 대해서 전문가 그 과 지역주민 그

식 차이에 관해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성공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도인 의
있다.

Ⅱ. 이론적 논의

1. 지역축제의 의의
1) 지역축제의 개념

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으로 구분되어 진다. 그것은 행정·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역을 제공하는 틀로써 의의를 가진다.
축제는 ‘공공적이며 테마를 가진 양식’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 그 자체와 전통 문화적 요소
가 잘 반영되어 있는 종합적인 문화행사이다(Getz. 1991). 따라서 전통적인 지역축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의식과 동질성을 확인해 주는 의미 깊은 민속 제의이며 향토적인 축제였
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 지역 내부적인 단결과 화합이라는 차원의 축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관광대상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지역 이미
지를 제고하고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지방자
치제가 정착되면서 더욱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논의하는 축제는 이제 단순히
종래의 지역축제의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는 경향이다. 지역
축제는 전통적 의미로 지역과의 역사적인 상관관계 속에서 생성·전승된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축제화한 것이었다. 요즘의 현실적인 관점에서 지역축제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 근거하
고 대중적이며, 주제가 있는 행사,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배울 거리 등을 관광객 및 참여
자에게 제공하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축제로 변화하
지역은 전체 사회를 어

고 있다.

비빔밥축제, 군산 시간여행축제, 정읍 구절초꽃
축제, 익산 서동축제, 남원 흥부제, 김제 지평선축제,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진안 홍삼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 순창 장류축제, 고창 모양성제, 부안 마실축제, 임실 N치즈
전라북도 시․군을 대표하는 축제로는 전주

축제가 있다.

2) 지역축제 추진내용과 전략

반딧불축제와 문경찻사발축제, 산청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도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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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축제를 비롯해 최우수축제 7개, 우수 축제 10개, 유망축제 21개 등 ‘19년 문화관광축제 41

방

개를 선정해 발표하였다.

번 선정 결과 문경찻사발축제와 산청한방양초축제는 대표축제로 제주들불축제, 보성다향
대축제, 광주추억의충장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는 최우수축제로 승격되었다.
문화관광축제 대표등급을 5회 연속 유지한 ‘화천산천어축제’는 ‘글로벌 육성축제’로 지정되었
다. 앞으로 문체부는 이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축제 중 우수한 축제를 선별해서 1995년부터 매년 문화 관광축제로
지정해서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2019년 문화관광축제 41개에 대해서도 예산과 한국관
광공사를 통한 국내외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표 1>은 2018년도 문화관광축제를
정리하였으며, <표 2>는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를 정리한 것이다.
아울러 지역축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특색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
이

다.

<표 1> 2018년도 문화관광축제
구분

글로벌육성축제 4개
대표축제 3개
최우수축제 7개

우수축제 10개

망

유 축제 21개

축제명

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얼음나라화천산천어축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강진청자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이
천쌀문화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평창효석문화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광주추억의충장축제, 논산강경젓갈축제, 보성다향대축
제, 봉화은어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정남진
장흥물축제, 제주들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고창모양성제, 광안리어방축제, 괴산고추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대
전효문화뿌리축제, 동래읍성역사축제, 목포항구축제, 밀양아리랑대축제, 서
산해미읍성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순창장류축제, 시흥갯골축제, 여주오곡나
루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음성품바축제, 임실N치즈축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춘천마임축제, 한산
김제지평선축제, 보

모시문화제

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 보도자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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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
구분

글로벌육성축제
5개*

대표축제 3개
최우수축제 7개

우수축제 10개

망

유 축제 21개

축제명

산
↑
령머드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안
동탈춤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문경찻사발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담양대나무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광주추억의충장축
제(↑), 보성다향대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제주들불축제
(↑)
정남진장흥물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봉화은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강진
청자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수원화성문화제(↑), 춘천마임축제
(↑), 임실N치즈축제(↑), 시흥갯골축제(↑)
순창장류축제, 음성품바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고창모양성제, 서산해미읍
성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괴산고추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여주
오곡나루축제, 한산모시문화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밀양아리랑대축제,
논산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대구치맥페스티
벌(신규), 영덕대게축제(신규), 횡성한우축제(신규), 강릉커피축제(신규), 평
창송어축제(신규), 포항국제불빛축제(신규)
화천 천어축제( ), 김제지평선축제, 보

※ (↑)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한 축제, (신규) 문화관광축제로 신규 진입한 축제
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 보도자료.)

(자

2. 선행연구 분석
석

련된 연구 논문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지역축제의 성공요인 분 과 관

파주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지역축제 성공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하여 연
구하였다. 지역축제 성공요인을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지표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지
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고 두 부류로 나뉘어 지는 전문가 집단과 지역주민들 간의 상
대적 중요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지역축제 성공요인을 위한 지표는 3개 대항목(자원 매
력성, 관리 및 추진능력, 축제 효과성)과 16개 세부 지표 항목으로 지표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
과 공무원 집단은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고, 지역주민 집단은 지역주민
참여를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두 집단 모두 축제 매력성을 높이기 위한 가정 중요한
요소로 접근성을 꼽았다. 공무원 집단은 축제를 통한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
았고, 지역주민은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 및 문화 소재의 발굴, 문화상품
및 자원의 개발 등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통합을 통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축
제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홍경표(2010)는 무주반딧불축제와 인제빙어축제를 중심으로 지역축제의 성공요인에 관해 연
이장한(200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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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팅 전략, 조직 및 전문성, 축제의 인프라 확충 그리고
관광객 유치 전략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두 축제의 문제점과 발전방
구하였다. 축제의 성공요인을 주제, 마
안을 제시하였다.

윤여진(2010)은 보령머드축제와 함평나비대축제를 중심으로 지역축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크게 특성요인, 참여요인, 운영 및 재정요인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특성요인은 지역축제의
주제와 지역대표성 측면, 축제 개최목표의 일관성 유지 측면으로 세분하였다. 참여요인은 축제
의 주체적 측면과 각자의 역할분담을 검토하였다. 운영 및 재정요인은 축제 시기, 일정, 규모 등
축제예산의 적절한 운영으로 세분하였다. 이 세분화 항목을 보령머드축제와 함평나비대축제에
접목시켜 그 성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위의 세 가지 성공요인을 반영한 두 축제는 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경제파급효과와 고용창출효과 등의 지표도 매년 증
가하고 있다.

비

석

조승현(2013)은 함평나 축제를 중심으로 지역축제의 성공요인을 분 하였다. 지역축제의 성

석

비전, 주제, 주민 참여, 조직, 평가, 전문성, 축제 인프라, 방문
객 수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축제의 주제 측면에서는 나비라는 축제의 소재
와 대상이 분명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기 쉬워서 관광객들에게 설득력이 높았고, 주민 참여 측면
에서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축제 성공의 중
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조직요인 측면에서는 축제가 매우 구조화되어 운영되었고, 전문성 측
면에서는 축제 내용 콘텐츠는 잘 갖추어졌으나 행사 운영에 대한 전문성은 보완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함평 천과 자연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축제 주제에 맞는 공간이 비
교적 잘 갖추어져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었다고 분석하였다.
윤남경(2013)은 이론적 논의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지역축제의 성공을 방문객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방문객들이 만족 하는 요소는 축제의 프로그램, 편의시설, 상품 등에서
나타났다. 운영의 적절성과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축제의 성공요인으로 검증
되었다. 또한 정부의 축제 지원은 방문객 만족도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문제점으
로는 축제 운영의 전문성 부족, 획일적 프로그램, 축제 평가 편중의 문제, 세 가지로 보았다. 성
공한 축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문화와 조화를 이루고 있고,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있었으며, 단체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축제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다.
공요인 분 은 자치단체의 확고한

서선교(2017)는 부천 지역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축제 성공요인에 관해 연구하였다.

준
특성, 운영적 특성, 지역적 특성으로 구분하였고, 각각 3개의 하위 수준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상위 수준의 상대적 중요도는 운영적 특성, 지역적 특성, 제도적 특성 순으로
분석하였다. 하위 수준의 중요도는 프로그램 주제의 차별성, 예산확보, 접근성,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 전담조직체계 구성, 주민 참여도, 주변 관광지 연계성, 편의성,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
축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전문가 집단의 경우, 예산확보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실무전문
가 집단의 경우에는 예산확보 부분의 중요성을 낮게 보았다. 행정전문가, 실무전문가, 시민 등
세 집단 모두 프로그램 주제의 차별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지역축제의 성공요인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나, 성공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한 연
상위 수 을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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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성공요인 및 축제의 선행
사례를 통해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추출해서
그 중요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성공적인 임실
N치즈축제의 모형 구축을 돕고, 다른 지역축제들의 성공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
구는

다.

Ⅲ. 연구설계

1. 사례의 개요
벨기에 출신 신부 디디에 세스테벤스(지정환 )로부터 시
작된다. 지정환 신부는 1959년 전주교구 보좌신부로 있다가 1961년 부안성당을 거쳐 1964년 임
실성당 주임신부로 발령받아 임실 청년들과 함께 임실치즈를 탄생시킨 주인공이다.
먼저 1961년 부안에서 농민들과 3년간 바다를 간척해 농지를 만들었다. 염분 때문에 인내심
을 갖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당장 먹고살 돈이 없는 농민들이 그 땅을 헐값에 넘겼고 그동안
흘렸던 피와 땀이 실패로 돌아갔고 어찌나 실망이 컸던지 다시는 한국인들 사는 데 개입하지
않겠다고 결심까지 하였다.
그렇게 결심하고 임실로 왔지만 가난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농민들의 삶을 외면할 수
없었다. 부임 당시 문필병 군수가 지정환 신부의 손을 잡고 “임실 군민 전체에게 뭔가 하나쯤은
남겨 달라”던 당부도 가슴에 걸렸다.
임실성당 부임 후 지정환 신부는 사제관에서 선물로 받은 산양 두 마리를 키웠다. 어느 날
물끄러미 산양을 보던 그의 머리에 아이디어가 번쩍였다. ‘그래 젖소에 비해 가격이 싼 산양을
키워 젖을 팔자. 산지인 임실에서 키우기에도 적합하잖아’라는 생각으로 지정환 신부는 새로운
사업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모아 산양사육법을 교육했다. 한 명으로 시작한 산양교육생이 열
두 명이 됐고 자신이 기르던 산양이 새끼를 낳으면 분양을 해주기도 하였다.
의기투합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산양 사업’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사육두수가 늘면서 산양유
도 증가했지만 판로가 마땅치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폐기처분 하는 산양유가 늘어났고 그러던
어느 날 남는 산양유로 치즈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다.
마을청년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어 치즈 제조에 도전한 지정환 신부는 벨기에 부모에게 2,000
대한민국 치즈(임실치즈)의 역사는

환

벨

브뤼셀 태
난
움 겪
농
럽 돌 직접
배 뒤
산 메카 키웠
‘
집’ 설립
애 복 헌
법
여

3)

왔
돕

3) 지정 신부는 기에
에서 어나 1959년 선교활동을 위해 한국에 다. 1964년에는 임
실성당 주임신부가 되었다. 그는 가 으로 어려 을 는 지역 민들을 기 위해 치즈 업에
주 했다. 유 으로 아가
치즈 제조 기술을 운
전북 임실에 국내
치즈 공장을
했다. 전북 임실을 한국 치즈 업의
로
다는 평을 받는다. 1980년대에는 중 장 인
재활 터인 무지개의
을
하고 장 인 지에 신했다. 무부는 이 공로를 인정해 2016
년 한국 국적을 부 했다.

목
설립
센

첫

산
증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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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받아 치즈를 만들고 숙성시킬 수 있는 작은 공장을 만들었다. 하지만 3년 넘게 시행착오
를 거쳐야 했다. 숙성실을 만드느라 청년들과 굴을 파고 있던 중 동네 어른들에게서 “한창 농사
일을 도와도 모자랄 판에 땅이나 파고 있다.”며 소리를 듣기도 했다. 청년들도 지쳐갔고 결국
지정환 신부는 직접 치즈제조법을 배우러 유럽으로 향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치즈공장을 3개월 동안 다니며 무작정 묻고 또 물어 포기하지 않았으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탈리아 기술자가 비법을 적은 노트를 먼 나라에서 고생하는 신부
님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며 건낸 것이었다.
기대감에 차 한국에 돌아와 보니 한 명만 빼고 다들 산양을 팔아 치우고는 모두 떠나 버렸
다. 이탈리아의 기적 같은 선물 그 비법 덕분에 균일한 치즈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다시 사람들
을 모을 수 있었다.

식

판매하려면 제조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군청에서는 ‘치즈’라는
식품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허가를 내줄 수가 없었고 지정환 신부는 직접 농림부를 찾아가 간신
히 허가를 받아냈다.
지정환 신부는 서울로 가 호텔과 남대문 외국인 전용 상점으로 판매망을 넓혔다. 당시만 해
도 치즈는 미군 부대에서 나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전부였지만 임실에서 농민들이 손으
로 만든 신선한 치즈라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하여 조선호텔의 입맛 까다로운 주방장도 임실치
즈와 계약했다. 한국에서 최초로 문을 연 명동의 피자가게도 임실에서 만든 모차렐라 치즈를 주
정 으로 치즈를 만들어

문했다.

산양신용협동조합은 치즈신용협동조합으로 바뀌었고, 공장에는 숙성실이
완성되었고, 독일에서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것이 안정 궤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위기가 닥쳤다. 1978년 대기업인 롯데우유(현 푸르밀)가 임실에 들어와 목장과 공장을
세운 것이다.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치즈’하나 뿐이었다. 그래서 상생을 위한 협
상 끝에 롯데우유 측으로부터 ‘임실에서 절대 치즈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그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다.
지정환 신부가 임실을 떠난 이후 임실치즈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수작업의 한계성을 느껴
대량생산이 가능한 현대적인 기계를 들여왔고, 88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86년에
는 갈마리에 새로운 치즈공장을 지었다.
임실치즈마을 하면 숲골유가공 대표 김상철 을 빼놓을 수 없는데 김 대표가 유제품과 인연
을 맺게 된 것은 94년으로 동아시아선교회인 한서교회의 주선에 따른 스위스 방문이 계기가 되
었다. 평소 치즈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이때부터 1년간의 낙농 교육을 연수, 귀국과 함께 지금
의 배우자와 결혼을 했고 젖소 7마리도 구입하였다.
하지만 IMF가 터지면서 실의에 빠진 그는 다시 스위스를 찾았고 유가공전문학교에 입학, 주
경야독으로 착실한 기반을 다져 귀국 후 유기농법에 따른 완전 웰빙식품으로 인정받아 롯데백
일이 진행되는 동안

4)

버
초

환
련창
카 미 등

환
법 배워
매

환

4) 임실치즈의 아 지가 지정 이라면 한국의 지정 은 김상철이다. 그 이유는 지정 신부에 이
어 김상철 가 스위스에 가서 정통 치즈의 제조 을
와 임실에 또 하나의 치즈공장을 세
다. 한국인 최 로 치즈 관
업에 성공하였으며 연 출 50 을 성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경 하동군에서 치즈아 데 교육 을 운 하고 있다.

씨

남

영

억 달

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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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구매요청이 쇄도하였다.
치즈마을에서 시작된 유가공 업은 2020년 임실군 유가공업체 14개(임실7, 청웅1, 오수1, 신덕
1, 관촌1, 덕치1, 지사2)로 늘어나 활성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실치즈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공무원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임실군은 전국 유일의 축산치즈과를 신설하였고 현재는 관광치즈과로 치즈산업
화 과 이마 ,

을 육성 지원하고 있다.

밸
준공, 임실치즈테마파크를 개장하였다. 연간 120
만명이 방문하는 치즈테마파크는 임실군 대표 관광명소이며, 매년 10월 임실군 대표축제인 임실
N치즈축제를 개최하여 43여만명 방문, 지역경제 직접 효과 161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개장 이후 관광객이 급증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 2단계 사
업인 치즈팜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지역의 문화 치즈라는 상품”으로 만들어낸 임실N치즈축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지정환 신부는 1984년‘무지개가족’을 만들었고 1989년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1만3,223㎡(약
4,000평) 규모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장애인들을 보살폈으며, 법무부는 이 공로를 인정해 2016
년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
2019년 4월 12일 임실치즈농협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제2공장 준공식이 있었는데 다음날 13
일 지정환 신부께서 선종하였다.
이 연구는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요인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
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앞으로 성공적인 임실N치즈축제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단초
를 제공하고, 향후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성공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
임실군은 2011년 치즈 리조성사업(1단계)을

다.

2. 조사 설계
1) 자료수집

작

합검색시스템
(RISS)에 임실N치즈, 지역축제 키워드를 입력하여 학위논문, 학회 발표 논문 등을 분석하여 지
역축제의 중요요인들을 추출하였다. 또한 임실N치즈축제와 관련된 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측정수준 및 측정지표를 확정하였다.
임실N치즈축제는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 한바 학술정보통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지역축제의 성공사례로 논의되는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요인에

순 측정을 위해 공무원, 임실치즈마을 등의 관계자 및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각 부문별로 10명을 확보하여 사례 수를 확보하
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표본은 지역축제와 관련된 저서나 논문 등을 발표한 경험이 있거나 치즈
마을운영위원장, 임실N치즈축제제전위원장, 관련 업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총 30명(공무
원 10명, 치즈관계자 10명, 전문가(교수) 등 10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E-mail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설문조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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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설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을 가졌다. 또한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실N치즈축제 재전위원회 및 치즈마을운영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 등 몇몇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개별 면접)를 실시하여
사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개 적으로 전화를 해서

자문을 구하였다.

설문지는 30부 중에 28부(회수율 93%, 공무원 10명, 지역주민 10명, 전문가 8명)를 회수하였
다. 설문지 내용은 측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계층적 구조하에 배열하는 계층분석법(AHP)을 적용
하여 분석하였다. 그 후에 상대적 중요도를 각각 2개씩 상호 비교하는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원비교에서 사용하는 척도의 범위는 1∼9까지의
수와 이의 역수들을 포함하게 되며, 각 문항에 따라 평가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AHP 설문조사의 응답자가 다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각 문항별 전체 사례 N개의 기
하평균 값을 구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산출하였다(주상현, 2015;323).

2) 설문구성

설문지는 임실N치즈축제 평가보고서, 전문가 인터뷰,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1차 수준으로 3
개 분야, 2차 수준으로 9개 분야, 3차 수준으로 26개 지표들을 선정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
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과정을 거쳐 AHP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3. 연구방법론과 변수의 설정
1) 연구방법론

된 1차적 수준의 측정수준과 2차 수준의 측정지표 및 수준의 영향요인들의 상
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며, AHP 전문프로그램인 “Expert Choice 11.5”를 활용하여 최종
표본에서 고유벡터 값을 구하였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계층적 분석 과정 방법을 의미하며, 의사결정의 전 과
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이를 단계적으로 분석 및 해결함으로써 최종적․최적의 의사결정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다. AHP는 다수 대안에 대한 다면적 평가 기준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
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복잡한 의사결정을 합리적․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1970년대 초반
Thomas Saaty 교수에 의해 개발되었다. AHP는 일반적으로 ①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 ② 계층구조의 설정(Structuring) → ③ 쌍대비교 및 상대적 중요도의 설정(Weighting) →
④ 논리적 일관성의 유지(Consistency test) → ⑤ 평점(Measurement) → ⑥ 검토(Feedback)의
단계로 이루어진다(오재록, 2014;242-246).
결국, 이 연구는 성공요인 도출을 위한 분석에서는 내용분석을 통해 분류화를 하고, 이들 간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데는 AHP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공요인들의 중
요도가 가려진다면 차후에 학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축제 성공요인 중요도 분석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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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설정

및 중요도 분석에서는 <표 3>의 구조도에서
제시된 성공요인들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를 각각 두 개씩 상호 비교하는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 방법을 활용하여 AHP기법을 이용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중요도 분
석에 대한 논의는 많은 학자들이 해왔다(류영아, 2013; 주효진 외, 2013; 정수미 외, 2013;주상현,
2015). 먼저 연구모형 및 측정요소에 관한 논의는 3차 수준, 즉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의
계층제적 구조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계층제적 구조하에서 분석이 수행 되어질 때 비로소 임
실N치즈축제 성공요인 지표의 중요도를 논리적․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목표는 ‘성공요인 중요도 분석’으로 설정하였으며, 현재 수준에서는 측정영
역은 김상원 외(2008), 진양명숙 외(2014), 홍성덕(2015), 고도인(2015), 이찬호(2016) 등의 이론
적 논의를 바탕으로 1차 수준은 도시기반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 3가지 측면으
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차 수준에서 도시기반요인 측면은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
리로 구분하였고, 정치·행정적 요인 측면에서는 단체장의 의지, 담당공무원의 역할, 클러스터사
업단운영, 문화적 요인에서는 흥겨운 음악, 지정환 신부, 유가공업체 및 낙농가 등으로 분류화하
였다. 3차 수준은 총 26개의 측정지표로 구성을 하였다. 이러한 임실N치즈축제 성공사례 중요도
분석에 대해 AHP를 통해 논리적·단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만든 구조도는 <표 3>과 같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임실N치즈축제 성공요인

1

차 수준
도시

반

기 요인

차 준
풍부한 먹거리

<표 3> 연구 변수

차 수준
치즈, 피자
마을먹거리(맛집, 생활개선회 등)
지역 농․특산물
천만송이 국화꽃(국화화분)
황홀한 볼거리 경관 조형물
야간경관조명
피자 만들기 체험
행복한 즐길
퍼레이드 행사
거리
버스킹 공연
2 수

3

치즈축제 조례제정

단체장의 의지
정치
․
행정적
요인

담당 공무원의
역

할

클러스터사업단
운영

폭

예산지원
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국화화분 재배(H/W)
국화화분 운반․배치, 포토존 등 설치(H/W)
알찬 프로그램구성(S/W)
유가공업체 관리 및 치즈판매장 직영
임실N치즈판매 홍보(클러스터사업단)
임실N치즈페어(치즈시장)
전 적인

482「한국자치행정학보」제34권 제4호(2020 겨울)

증
갑석
창작
버 킹
환
텔링
지정환 신부
콘테 트
엔식품
유가공업체 및
젖 품 낙농 험목 검
낙농가
낙농 험 송
젖짜 등 낙농회
흥겨운 음악

문화적
요인

가수인 제도(최
가요제)
어린이
동요제
임실N 스
지정 신부 스토리
50년 치즈역사
치즈
스 - 치즈
연구소
소 평회(
체
장) - 정회
체 ( 아지 우유주기,
기 ) -

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우선순위 1단계 분석결과
순 차 수준을 전문가 집단과 지역주민 집단으로 살펴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도시 기반요인(0.357), 정치·행정적 요인(0.357), 문화적 요
인(0.286)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1차 수준 성공요인에서 정치·행정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보인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도시 기반요인(0.359), 정치·행정적
요인(0.356), 문화적 요인(0.285) 순으로 성공요인 우선순위를 전문가 집단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임실N치즈축제 성공요인 우선 위 1

있었다.

1차 수준

반

도시 기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표 4> 우선순위 1단계 분석결과
전문가 1단계 중요도
지역주민 1단계 중요도
0.357
0.359

문화적 요인
일관성

비율

0.357

0.356

0.286
0.032

0.285
0.033

2. 우선순위 2단계 분석결과
순 차 수준 분석 중 도시기반요인의 경우 전문가 집단에서
는 풍부한 먹거리(0.376), 황홀한 볼거리(0.345), 행복한 즐길 거리(0.279) 순으로 나타났다. 임실
N치즈축제 성공요인 2단계 도시기반요인 중 풍부한 먹거리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풍부한 먹거리(0.363), 황홀한 볼거리(0.352), 행복한 즐길 거리
(0.285) 순으로 우선순위를 전문가 집단과 동일하게 보고 있었다.
임실N치즈축제 성공요인 우선 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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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단계 분석결과
1차 수준
도시

반

2차 수준
풍부한

먹거리

황홀한 볼거리
행복한 즐길 거리
일관성 비율

기 요인

0.376

지역주민 2단계
중요도
0.363

0.345

0.352

0.279

0.285

0.041

0.034

전문가 2단계 중요도

순 차 수준 분석에서 정치․행정적 요인의 경우 전문가 집
단의 중요도는 단체장의 의지(0.397), 담당공무원의 역할(0.308), 클러스터사업단운영(0.296) 순으
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치·행정적 요인 중 단체장의 의지 요인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
식하고 있고, 지역주민 집단의 중요도는 단체장의 의지(0.338), 담당공무원의 역할(0.332), 클러
스터 사업단의 운영(0.330) 순으로 전문가 집단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임실N치즈축제 성공요인 우선 위 2

<표 6> 2단계 분석결과
2차 수준

전문가 2단계 중요도

단체장의 의지

0.397

지역주민 2단계
중요도
0.338

담당 공무원의
역

0.308

0.332

0.296

0.330

0.060

0.000

1차 수준
정치․행
정적 요인

할

클러스터사업단 운영
일관성 비율

순 차 수준 분석 중 문화적 요인의 경우 전문가 집단에서는
흥겨운 음악(0.201), 지정환 신부(0.402), 유가공업체 및 낙농가(0.397)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들은 지정환신부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주민 집단에서는 지정환
신부(0.357), 유가공 및 낙농가(0.391), 흥겨운 음악(0.252) 순으로 우선순위를 전문가 집단과 동
임실N치즈축제 성공요인 우선 위 2

일하게 보고 있었다.

1차 수준

<표 7> 2단계 분석결과
2차 수준
전문가 2단계 중요도

흥겨운 음악
지정환 신부
문화적 요인
유가공업체 및
낙농가
일관성 비율

0.201

지역주민 2단계 중요도
0.252

0.402

0.357

0.397

0.391

0.28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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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선순위 3단계 분석결과
순
반
차 수준 분석에서 풍부한 먹거리 요인의
경우 전문가 집단의 경우 치즈, 피자(0.509), 지역농․특산물(0.273), 마을먹거리(0.21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임실N치즈축제 성공요인 3단계 풍부한 먹거리 요인 중 치즈, 피자
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지역주민 집단에서는 치즈, 피자(0.486), 지역
농․특산물(0.239), 마을먹거리(0.275) 순으로 전문가 집단과 우선순위를 동일하게 보고 있었다.
황홀한 볼거리는 3차 수준에서 전문가집단은 천만송이 국화꽃(0.455), 경관조형물(0.351), 야
간경관조명(0.193) 순으로 나타나 천만송이 국화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
역주민 집단은 천만송이 국화꽃(0.438), 경관조형물(0.325), 야간경관조명(0.238) 순으로 전문가
집단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행복한 즐길 거리 3차 수준에서 피자 만들기 체험(0.515), 퍼레이드행사(0.270), 버스킹 공연
(0.215) 순으로 나타나 피자 만들기 체험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주민 집단
에서는 피자 만들기 체험(0.464), 퍼레이드 행사(0.289), 버스킹 공연(0.247) 순으로 전문가 집단
과 중요도 순서를 동일하게 보고 있었다.
임실N치즈축제 성공요인 우선 위 도시기 요인의 3

1차
수준

2차
수준

<표 8> 3단계 분석결과
전문가 3단계
3차 수준
중요도
피자
0.509

치즈,
마을 거리(
, 생활개선회
)
지역 ․
일관성
천만 이 국화
경관 조
경관조명
일관성
자 만들기 체
이드 행사
스 공연
일관성

지역주민 3단계
중요도
0.486

먹 맛집
0.273
0.239
등
농 특산물
0.218
0.275
비율
0.068
0.043
송
꽃
0.455
0.438
도시
황홀한
기반
형물
0.351
0.325
볼거리
요인
야간
0.193
0.238
비율
0.072
0.053
험
0.515
0.464
행복한 피
즐길
퍼레
0.270
0.289
거리
버 킹
0.215
0.247
비율
0.069
0.050
임실N치즈축제 성공요인 우선순위 정치․행정적 요인의 3차 수준 분석에서 단체장의 의지
요인의 경우 전문가 전폭적인 예산지원(0.440), 치즈축제 조례제정(0.310), 담당공무원의 인센티
브 부여(0.25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단체장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 집단에서도 전폭적인 예산지원(0.443),
치즈축제 조례제정(0.294), 담당공무원의 인센티브 부여(0.263)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공무원의 역할 3차 수준의 경우 전문가 집단은 알찬 프로그램구성(0.509), 축제를 담당하
풍부한
거리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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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배치, 포토존 등(0.272), 농업기술센터와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국화재배
(0.220) 순으로 나타나 알찬 프로그램 구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 집단에
서도 알찬프로그램구성(0.438), 국화화분 운반·배치, 포토존(0.335), 국화재배(0.228) 순으로 전문
가 집단과 중요도를 동일하게 보고 있었다.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3차 수준에서 전문가 집단의 중요도는 유가공업체관리 및 치즈판매장
직영(0.394), 임실N치즈홍보(0.317), 임실N치즈페어(0.289)순으로 나타나 유가공업체 관리 및 치
즈판매장 직영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 집단의 중요도는 임실N치즈페어(치
즈시장)(0.350), 임실N치즈홍보(0.345), 유가공업체관리 및 치즈판매장직영(0.305), 임실N치즈판
매홍보(0.349), 임실N치즈페어(0.302) 순으로 전문가 집단과 우선순위를 동일하게 보고 있었다.
고 있는 국화화분 운

1차
수준

2차
수준

행정적
요인

지역주민 3단계
중요도

치즈축제 조례제정

0.301

0.294

전 적인

0.440

0.443

0.250

0.263

0.000

0.000

0.220

0.228

0.272

0.335

0.509

0.438

0.002

0.002

0.394

0.305

0.317

0.345

0.289

0.350

0.057

0.001

예산지원
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일관성비율
국화 재배(농업기술센터, 농가)
담당
공무원 국화화분운반․배치, 포토존 등(H/W)
의 역할
알찬 프로그램구성(S/W)
일관성비율
클러스 유가공업체 관리 및 치즈판매장 직영
터
임실N치즈판매홍보(클러스터사업단)
사업단
운영
임실N치즈페어(치즈시장)
일관성비율
단체장
의 의지

정치․

<표 9> 3단계 분석결과
전문가 3단계
3차 수준
중요도

폭

차 수준 분석에서 흥겨운 음악 요인의 경우 전문
가 집단의 경우 임실N버스킹(0.404), 어린이 창작동요제(0.394), 최갑석가요제(0.202) 순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임실N치즈축제 성공요인 3단계 문화적 요인 중 임실N버스킹을 가
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주민 집단의 중요도에서는 임실N버스킹(0.419), 어린이
창작동요제(0.301), 최갑석가요제(0.279) 순으로 나타나 임실N버스킹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
식하고 있다.
지정환 신부 3차 수준에서 전문가 집단의 중요도는 지정환신부의 스토리텔링(0.516), 50년 치
즈역사(0.48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 집단의 경우도 지정환 신부 스토리
텔링(0.528), 50년 치즈역사(0.472) 순으로 전문가 집단과 우선순위를 동일하게 보고 있었다.
임실N치즈축제 성공요인 중 문화적 요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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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낙농가 요인의 3차수준의 전문가 집단 중요도에서는 치즈콘테스트(0.366), 낙
농체험(0.339), 젖소품평회(0.296) 순으로 나타나 치즈콘테스트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
다. 지역주민 집단의 중요도는 치즈콘테스트(0.374), 낙농체험(0.341), 젖소품평회(0.284) 순으로
전문가 집단과 우선순위를 동일하게 보고 있었다.
유가공업체

1차
수준

<표 10> 3단계 분석결과
전문가 3단계
3차 수준
중요도

2차
수준

증
갑석가요제)
어린이 창작동요제
임실N버스킹
일관성비율
지정
환
신부 스토리텔링
지정환
신부
50년 치즈역사
일관성비율
유가공 치즈콘테스트
업체 및 젖소품평회(낙농체험목장)
낙농가 낙농체험(송아지 우유주기, 젖짜기 등)
일관성비율
흥겨운
음악

문화적
요인

가수인 제도(최

0.202
0.394

0.404
0.288

지역주민 3단계
중요도
0.279
0.301

0.419
0.093

0.516

0.528

0.484
0.010

0.472
0.093

0.366

0.374

0.296
0.339

0.284
0.341

0.129

0.034

4. 우선순위 종합분석 결과
준별 종합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이를
통해 각 측정영역의 측정요소들 간 상대적 중요도와 종합 가중치를 부여해 각 평가항목을 통합
한 우선순위를 산출하였다.
임실N치즈축제 성공요인의 각 수

3차 수준

<표 11> 종합분석 결과
전문가 3단계
중요도
0.06

피자
마을먹거리(맛집, 생활개선회 등)
지역 농․특산물
천만송이 국화꽃
경관 조형물
야간경관조명
피자 만들기 체험
치즈,

지역주민 3단계
중요도
0.05

0.03

0.03

0.03

0.03

0.05

0.05

0.04

0.04

0.02
0.06

0.03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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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레이드 행사
버스킹 공연
치즈축제 조례제정

폭

예산지원
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국화 재배(농업기술센터, 농가)
국화화분 운반․배치, 포토존 등
설치(H/W)
알찬 프로그램구성(S/W)
유가공업체 관리 및 치즈판매장 직영
임실N치즈판매 홍보(클러스터사업단)
임실N치즈페어(치즈시장)
가수인증제도(최갑석가요제)
어린이 창작동요제
임실N버스킹
지정환 신부 스토리텔링
전 적인

0.03

0.03

0.02

0.03

0.03

0.03

0.05

0.05

0.03

0.03

0.02

0.03

0.03

0.04

0.06

0.05

0.04

0.03

0.04

0.04

0.03

0.04

0.02

0.03

0.04

0.03

0.04

0.05

0.06

50년 치즈역사

0.06
0.05

치즈

0.04

0.04

0.03

0.03

0.04

0.04

콘테스트 - 치즈엔식품연구소
젖소품평회(낙농체험목장) - 검정회
낙농체험(송아지 우유주기, 젖짜기 등)

0.05

먼저, 전문가 집단의 3차 요소 전체에 대한 종합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치즈, 피자(0.06)와 지
정환 신부 스토리텔링(0.06), 알찬 프로그램구성(0.06)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였으며, 자치
단체장의 전폭적인 예산지원(0.05), 50년 치즈역사(0.05), 천만송이 국화꽃(0.05) 순으로 각 요소
들의 중요도가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요인 중 지정환신부로 인한
치즈, 피자와 알찬프로그램(S/W)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치즈라는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공무원, 전문가의

알찬프로그램구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3차 요소 전체에 대한 종합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지정환 신부 스토리
텔링(0.06)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였으며, 자치단체장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이(0.05), 천만
송이 국화꽃(0.05), 알찬프로그램구성(0.05) 순으로 전문가 집단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기타 향후 임실N치즈축제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의 경
우 자치단체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전문가 및 공무원을 양성하고 축제를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중요도를 보면 전문가들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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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파크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이 상생할 수 있
는 치즈테마파크와 농촌테마공원 간 동선을 연결하여 치즈마을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를 희
망하고 있다. 또한 농촌테마공원 멀티광장 조성에 대한 기대가 있다. 아울러 치즈마을 악취원이
빠른 시일내 처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들은 치즈축제가 치즈 마

<표 12> 임실N치즈축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요 요소 분석

송

항목

레

천만 이 국화와 함께하는 임실N치즈축제 업그 이드

극
신규 축제 프로그램 구성 및 도입
장미원과 농촌테마공원 조성 멀티광장 조성
치즈테마파크와 농촌테마공원 연결 도로망개설(상
생)
축제장까지 셔틀버스 전용차로 확보
전문가 및 공무원 양성
농촌테마공원조성 및 돈사 등 악취제거
모노레일 도입방안 모색
임실읍으로 음식문화 등 외연 확대
장미원 조성으로 봄축제 개최
숙소문제 해결
자치단체장의 적 적인 지원

전문가
9.0
9.1
9.0
8.7

지역주민
8.8
8.9
8.7
8.8
8.9

8.6

8.7

8.8

8.6

8.6

8.7

8.8

8.4

8.6

8.5

8.4

8.4

8.5

8.4

8.4

Ⅴ. 결 론

1. 분석결과 요약
새로운 관점에서 지역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의 활력을 증진 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생각에서 논의
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요인들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과 지역주민 그룹
간의 중요도 인식의 차이에 관해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앞으로 성공적인 임실N치즈축제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향후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성공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에 따른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지역축제의 성공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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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역전문가 그룹과 지역주민들 사이에 성공요인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둘째, 임실N치즈축제 사례에서 본 지역축제의 성공요인 중 2차 수준에서 지정환 신부, 단체
장의 의지, 풍부한 먹거리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정환 신부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임실N치즈축제 사례에서 본 임실N치츠축제 성공요인 중 3차 수준을 보면, 도시기반요
인 중 50년 치즈역사와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임실N치즈축제 사례에서 본 지역축제 성공요인 중 3차 요소들의 전체 가중치를 종합
해 본 결과 치즈, 피자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였으며, 50년 치즈역사를 토대로 한 천만송
이 국화꽃, 알찬프로그램구성 등의 순으로 각 요소들의 중요도가 나타났다.
결국 지역축제인 임실N치즈축제가 성공은 50년 치즈역사의 문화적 요소를 토대로 자치단체
장의 전폭적인 예산 등 지원되었으며 알찬프로그램을 구성으로 5년 만에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우뚝 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책

점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한 정 적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1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
치단체장의 의지와 연관이 있으므로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지속적이어야 축제의 성공
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둘째, 전문가들의 경우 50년 치즈역사와 자치단체장의 전폭적인 예산지원 등을 중시하고, 지
역주민들도 먹거리(치즈 등)와 천만송이 국화꽃 등 볼거리 등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는 유인적
요인에 보다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었다. 즉,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행처럼 자치
단체장의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임실N치즈축제를 업그레이드 해가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치즈역사는 50년 이상이나 임실N치즈축제는 2015년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현재 3년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향토음식부스 대체부지로 장미원과 농촌테마공원 사업
에 멀티광장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그 장소에서 축제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지리적으로 성수면 도인리에 약 120,000㎡ 규모로 현재 축제의 장
이 열리고 있는데, 봄 축제 컨셉으로 장미원을 치즈테마파크 전면부 약 50,000㎡ 규모로 계획하
고 있고, 치즈테마파크 능선 후면부에는 약 170,000㎡ 규모로 농촌테마공원을 계획 중에 있는데
2개 사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현재보다는 여건은 좋아지겠으나, 치즈테마파크와 농촌테마공원
을 연결하는 동선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이 상생할 수 있는 완전한
축제장이 될 수 있다. 기타 하드웨어적인 컨텐츠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요인 분석과 요인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이 연구는 일반적인
변화 과정 분석을 시도한 일부 연구 외에는 관련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학술적․실천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사료 된다. 또한 관련 공무원, 축제와 직접적 연관이 많은 지역주민, 축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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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축제와 관련된 주요 대상들의 축제 성공요인 검토와 심층 면접을 통한 분석 결과는
지방 정부에서 축제 개최 시 어떤 부문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할지 정책적 방향
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연구 결과라고 사료 된다.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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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il N Cheese Festival Success Factor Importance Analysis:
Focu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Experts and Local Residents
Jeong, Il-Beom Cho, Soong-Hyun Jung, Byung-Hyun Kwon, Do Yoon

z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 e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importance
between the groups of e perts and local residents on the success factors of the msil N
Cheese estival, and to provide the basis for establishing a successful model of the msil N
Cheese estival in the future, and to help build a successful model of the regional festival in
each region in the future. To this end, 30 copies of the e pert uestionnaire (10 public
officials, 10 local residents, and 10 e perts) were analy ed by the A . elative importance
was analy ed by comparing two indicators with each other by using a two-way comparison
method. or the survey, three areas were selected for the primary level, nine for the
secondary level and 26 for the third level. The value of the eigenvector from the final
sample was obtained using the A
speciali ed program
pert Choice 11.5 .
There are three kinds of analysis results. irst, there is a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groups of e perts and local residents about the success factors of the msil N
Cheese estival. Second,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at the first level of the msil N cheese industry, and abundant food at the second
level, the will of the group leader, and ather Chung i-hwan. Third, cheese & pi a, full
budget support, 10 million chrysanthemum flowers, ather ung i-hwan and Cheese istory
for 50 years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in the third level.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reefold. irst, active attention and support
from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re needed. Second, it is necessary to upgrade the
msil N Cheese estival with 10 million chrysanthemums. Third, it is necessary to create a
multi-s uare for the creation of roses and the promotion of the rural theme park pro ect, and
to connect the movement of the Cheese Theme ark and the ural Theme ark in Cheese
illage so that the local Cheese illage can coe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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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Hierarchical Analysis (AHP), Imsil N Cheese Success Factor, Regional
Festiv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