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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초 록

민선자치단체장 시대가 시작되고 시간이 흘러 2010년에는 기초자치단체
장 선거가 5회째를 맞이하였다. 지방자치제는 지방행정에 대한 지역주민
들의 관심제고와 이에 대한 평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지지로 연결
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의사를 행정에 보다 잘 반영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역의 눈에 띄는 변화
는 현재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 지역의 축제이다. 모든 지자체가 1개
이상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축제는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제장의 지
역축제 운영의 성과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선거를 통해 정치적 지지로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
의 성과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득표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
증분석해보고자 한다.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의 목표는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효과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함에 있다. 이러한 지역축제의 실상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충당하고 자립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는 전국에 2개뿐이다. 다른 모
든 축제들은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이 경우 자연히 지역축제는 지방정부
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지역축제가 지방정부의 예산에 부담
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개최되는 이유에 대해 축
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다음 선
거에서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축제 성과가 높을수록 기초자치

- i -

단체장의 득표율을 증가시킬 것이다.’이며, 연구대상은 전체 기초지방자
치단체장 중 제4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임한 후에 다음 선거인 제5
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해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하였다. 독립변수는 축제의 성과로 이는 크게 관람객 수, 경
제효과, 우수축제 보유유무로 나눌 수 있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변수들, 지역 재정과 관련된 변수들, 지역과 관련된 변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개인적 특성에 관련된 변수들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재임에 도전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장들이 각각 획득한 득표율이다.
회귀 분석의 결과 축제의 성과인 관람객 수, 경제 효과, 우수 축제 보유
수 중 경제 효과만이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축제
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재선에 있어서 더
높은 득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축제 개
최를 통해 발생된 해당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으면 현 단체장이 재
선에 도전하였을 때 긍정적인 요인으로 득표율을 증가시키는 데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와 유의수준(10%)이 높지 않
아 type 2 오류의 증가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효과가 유의미한 변수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 경우 경제효과가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결과가
과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축제의 성과를 경제효과로만 한정하는 데
에는 부족함이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무수히 많
은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대표축제를 만들어내려는 정치적 유인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일정 부분이 지지될 수 있다고 본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축제성과를 대표한 경제효과 변수만으로는 축제의
전체성과를 아우르기에 단편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외 독립변수인
관람객 수, 우수 축제의 보유여부 또한 이러한 축제의 종합적인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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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축제의 성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
사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에 의해 수와 크기가 꾸며진 경우도 있어 자료
의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축제의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아직 부
족하여 정확한 자료의 수집분석을 다하지 못함에 아쉬움이 남았다. 따라
서 향후 축제에 대한 평가가 다각도에서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
져 이를 바탕으로 한 정확하고 설명력 있는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해 본
다.

주요어 : 지역축제, 축제정치, 지방자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득표율

학번 : 2011-2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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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95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선자치단체장
시대가 출범하고 시간이 흘러 2010년에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5회째를
맞이하였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지방행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제고와 이에 대한 평가를 지방자치단
체장의 정치적 지지로 연결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의사를 행정에 보다 잘
반영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문화를 특성화하여 관광
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축제 상품화 노력을 활발
하게 전개하고 있다. 중앙정부 역시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축제들 중에서 매년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여 재
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전국 750여개의 축제1)가 개최되고
있다. 매년 사라지는 축제가 있는가 하면 새로 생기는 축제도 있다. 전국
수많은 축제 중에는 동네잔치 수준의 전시성 행정도 상당수라 이 중 옥석
을 가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방정부는 왜 축제를 만들어내고 개최하
려고 하는가.
대부분의 축제는 지방정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지방선거를 포함한
지역 권력구조는 축제의 성격을 규정하기도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시간적 제한성과 선거는 지역축제를 관람객 수의 정도에 의해 그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게 만들었다.2) 그 결과 지역축제가 지역사회 재구성에 미
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방문객 수만을 고려
1) 축제의 조건 : i) 국가에서 지원하는 축제, ii) 지자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축제, iii) 지자체에서
경비 지원 또는 후원하는 축제, iv) 민간에서 추진위를 구성하여 개최하는 축제, v) 문화체육관
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포함
2) “환경축제의 실태와 가능성 : 함평나비축제를 중심으로”, 김준, 농촌사회, 제13집 1호(2003),
p.14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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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축제로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서로 앞 다투어 지역 대
표축제를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 축제성과가 자치단체장 능력의 평가기준 중 하
나가 되어 지역축제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
다. 그 결과 지역성역사성문화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축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위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평가를 위한 축제’로
변모하고 있다.
2012년에는 지방축제의 수범 사례 함평나비축제의 주관지역인 함평군의
세계나비곤충엑스포가 2013년에는 열리지 않아 2008년 1회성 행사로 그
치게 되었다.3)

함평군은 지난 2008년에 제1회 나비곤충엑스포에 549억

원을 들여 개최했으나 수익이 137억 2000만원에 그쳐 411억 8000만원의
적자를 보았다.4)
각 지방경제 활성화와 재정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했던 지방축제
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축제 개발과 발전을 위해 매년 엄청난 재정과
노동력을 할애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6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제출
한 자료를 합산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726개에서 2009년에
는 921개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었다. 그러나 2010년 823개, 2011년
763개, 이어 2012년에는 758개5)로 그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
3) 2012년 7월 9일, 전남 함평군수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내외적 악조건을 무
릅쓰고 엑스포를 강행해 군민들에게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2013년 함평세계나비엑
스포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안 군수는 또한 엑스포 예산을 절감해 주거환
경 개선과 친환경농업 예산 확대, 복지지원 등 군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사
용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2010년 행사 규모와 비용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
안전부로부터 2013년 엑스포를 승인 받았으나, 교부세와 세수 감소로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해져
이에 고심해 왔다. 함평군에 따르면 2013년 엑스포 사업비는 국비 33억 원, 도비 37억 2000만
원, 군비 96억 8000만 원 등 총 167억 원이 든다. 이 중 국비 13억 원과 군비 4억원 등 17억 원
밖에 확보하지 못하였다. 국비 7억 원은 추가 확보할 수 있으나, 나머지 국비와 도비 등 50억
원은 지원받기 어렵다. 특히 전남도가 F1대회와 여수세계박람회, 2013년 순천국제정원박람회 때
문에 함평나비곤충엑스포까지 지원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게다가 군비 부담 98억 8000만원도 현
재의 군 재정으로는 마련하기 힘들다.
4) 중앙일보, 2012.7.10. 보도자료 인용.
5)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1월30일까지 현재 16개 시도에서 제출한 지역축제 자료를 종
합하여 발표한 것임. http://www.mcst.go.kr/web/cultureInfoCourt/localFestival/search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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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 그러나 최근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2010년 지방선거 기
준 기초단체선거구의 수가 228개인 점을 감안하면 기초단체별로 매년 약
3.6개7)씩 지방축제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축제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어려움 속
에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유지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는 지
방자치단체장(선출직)이 최우선 목표인 재선을 위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
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축제사업을 선심성 낭비적으로 운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축제의 관람객이 많아지고 문화관광축제로 지
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능력을 신임하게 될 것
이고 이로 인해 다음 선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수 있기 때문이
다. 전남 함평의 경우 이석형 전 군수가 1998년 7월 1일에 취임하여 1년
후인 1999년부터 나비축제를 개최하였고 이는 지금까지도 지방축제의 수
범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함평을 전국에 알리고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한
이 전 군수는 그 후 선거에서 3선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축제사업이 기초단체장선거에서 득표율을 높
여주고 연임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판단
하여 축제가 선거의 지지율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막연한 정치적 기
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믿음에 대한 경험적 분석으
로 그들이 원하던 바처럼 선거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어느 정도
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6) 감소 추세는 2009년도에 신종플루 여파로 그리고 중앙정부가 2010년 이후 재정악화를 우려하여
지방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매 부터 갚는 쪽으로 재정운용방향을 전환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7) 3.6개 = 2010년 축제개최 수 / 2010년 지방선거 기초단체선거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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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지방축제의 성과가 기초단체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의 대상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자치단체 수준에서 분석 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자치단체의 규모가 작고, 주민의 생활에 보다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지방축제의 성과가 주민들의 선호에
반영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
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기
초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통합과 분리가 계속적으
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우 대상의 범위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거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지방축제정책의 성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은 현직 자치단체장이 다시 선거에 도
전하는 경우(재선)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상 현직 자
치단체장이 아닌 후보자가 당선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축제의 성과가 일관
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직 기초자치단
체장 중 2006년에 이어 2010년 지방선거에 재도전한 경우만을 분석의 대
상으로 정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제4회 지방선거와 제5회 지방선거로 설정하였다.
특히 기초지방자치 단체장 임기 중 2007, 2008, 2009년이 2010년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 지자체 별 축제사업성과의 평균을 기
준으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4기 기
초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해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연구대상으로 낙선과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선거에 출마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해있는 지
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총 1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는 9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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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4기 기초자치단체장 중 5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단체장
이 속

해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 역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영

강원도

월군,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 원주시, 태백시, 정선군, 인제
군, 횡성군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단양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청주시, 증평군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금산군, 연기군, 서천군, 예산군, 보
령시, 태안군, 계룡시, 청양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
수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

전라남도

흥군, 강진군, 완도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신안군, 여수
시, 곡성군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

경상북도

산시, 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주시, 상주
시, 칠곡군, 봉화군, 울진군

경상남도

창원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남해군, 산청군, 진
주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선거정보시스템과
선거통계시스템(http://www.nec.go.kr),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정보(http://www.mcst.go.kr) 등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을 활용하
였다.

- 5 -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논의

1. 지역축제의 의의 및 현황
(1) 지역축제의 의의와 유형

축제란 축(祝)과 제(祭)의 합성어로 축하와 제사를 통칭해서 이르며 본
래 유희적이고 놀이적인 측면과 신성성을 포괄하는 문화현상을 칭한다.
현대에 들어 축하하며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통칭하는 말로 우리 문화
속에 다양한 문화행사의 제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축제를 표현하는 영단
어는 ‘Festival’8)이 있으며, 예술적 요소가 가미된 제의를 뜻한다. 이
러한 축제의 의미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축제는 ‘예술적인 요소와 놀이
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를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 주민의 정체성 제고와 외지인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
해 매년 정해진 일자에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준
비 개최되는 축제로 지역주민들의 총체적인 삶과 전통 문화적 요소가 잘
반영되어 있는 공동체적 성격의 행사9)”로 규정한다. 지역축제란 지역
주민의 생활과 문화를 축제를 통하여 집약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한 행사
로 지역문화의 대표성을 표방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축제는

8) 서양의 축제 개념으로는 feast와 festival, carnival의 3가지가 있다. 먼저 feast는 잔치의 개념에
가까우며, 일종의 정화(:purification) 의례의 성격을 갖는다. carnival은 대개 사육제로 변역된다.
이는 과거 유럽제국에서 술과 고기를 끊고 수도하는 사순절 직전 전야에 거행되는 기독교적 축
제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festival이 축제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고 흔히 feast와 같은 뜻으로
함께 사용된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0. p.29-30)
9)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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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이 대내외 경쟁력을 갖기 위해 지역의 차별화된 공간과 시간을 표
현하고, 이에 참여자들을 동화시키는 제전이다. 지역축제는 지역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유도하는 장이며, 짧은 시간 내에 지역의 이미지와 실태
를 표현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다. 축제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자기를 인식하고, 대외적으로는 자기를 소개할 수 있으므로 지역축제는
하나의 지역이 다른 지역과 왜 차별화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자기정체
성을 선언하는 무대라고 할 수 있다(강형기, 2011).
지역축제의 유형은 성격, 규모, 개최자, 개최목적 등에 의해 다양하고
분류되므로 단일한 기준으로 유형화하기가 쉽지 않다. 많은 축제의 다양
한 성격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지역축제 내용의 지배적인 경향을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해 보면 문화예술축제, 전통문화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지역
특성화 축제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표 2] 문화관광 축제의 장르별 구분10)
문화예술(3)

･춘천마임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자 라섬국제재즈페스
티벌

전통문화(9)

･영암왕인문화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남원춘향제
･문경찻사발축제
･대 구약령시한방문화
축제
･강진청자문화제
･평창효석문화제
･안 동국제탈춤페스티
벌
･수원화성문화제

지역특산물(12)

지역특성화(20)

･얼 음나라화천산천어
축제
･인제빙어축제
･하동야생차축제
･담양대나무축제
･지리산한방약초축제
･한산모시문화제
･금산인삼축제
･양양송이축제
･풍기인삼축제
･순창장류축제
･강경젓갈축제
･이천쌀문화축제

･태백산눈꽃축제
･제주정월대보름축제
･진도 신비의바닷길축
제
･경주 한국의술과떡잔
치
･함평나비축제
･부산광안리어방축제
･연천 전곡리구석기축
제
･무주반딧불축제
･보령머드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과천한마당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남강유등축제
･인천소래포구축제
･광주7080충장축제
･천안흥타령축제
･부산 자갈치문화관광
축제
･광주김치문화축제
･김해분청도자기축제

10) 2010년 문화관광체육부에 의해 선정된 44개의 지역축제를 기준에 따라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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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축제의 기능 및 효과
지역축제는 개최목적이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기능 역시 다양하
게 설명될 수 있다. 장주근(1982)은 강릉 단오굿을 중심으로 한 향토축제
의 연구를 통해 향토축제가 원초적 제의성의 보존, 향토민의 일치감 부
여, 전통문화의 보존, 경제적 기능, 관광의 기능을 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김명자(1992)는 축제의 원초적 제의성이나 종교･윤리적 기능 등을
부각시키며 지역축제의 소재가 되는 세시풍속이나 전통문화의 본질적인
성격을 중심으로 하여 축제의 기능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현대의 축제는
이러한 과거의 시각과는 다르게 변모하고 있어 현대적 의미의 축제 기능
에 대해 다른 접근을 살펴보았다.
현대적 관점에서 지역축제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지역축제가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지역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는 축제의 경제적 기능(김영 외3인, 2004)에 초점을 둔 연구
와 축제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다룬 연구, 그리고 경제적 기능 및 경제

외적 기능 모두에 대해 다각적 분석을 하고 있는 연구(구자경,2001)가 있
다.
현재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축제사업은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이다. 이는 지역개발전략으로 과거 관광선진국이었던 미국, 영국, 프랑
스, 이탈리아 등에서 적극적으로 실행되었으며, 한국정부도 90년대 이후
축제, 역사문화, 스포츠 등과 연계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
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이용한 축제 등 이벤트관광의 장점은 ①대규모의 자
본투자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절감효과가 있으며,②축제의 관광상품
화로 얻는 수익은 지역주민들에게 주로 환원되기 때문에 지역의 누출
(leaking)의 부작용이 적다. ③어느 지역이든지 지역축제가 있어 지역축
제가 있어 개발 잠재성이 높고, ④종래의 정적 형태의 관광에서 역동성이
느껴지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동적 형태의 관광으로 옮아가는 현대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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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에 부합된다(정강환, 1996).

1)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축제는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고 특화산업을 진흥함으로써 지역주민
들의 소득과 고용을 증대시키고, 지역의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지역 경제
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화정, 2007).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시의 경우 인구 43만의 소도시지만, 축제를
활용하여 연간 1천2백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 1992년 통계에 따르면
9개의 주요축제로 매년 7천2백만 파운드(약 864억원)의 순수입을 창출하
였다.
또한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와 주변지역인 ‘국립수도권지역(National
Capital Region)'에서 1988년 개최하는 8개 축제의 영향을 평가한 자료
에 의하면 6100만 캐나다 달러의 경제 효과를 유발했고, 20명의 정식고용
을 포함한 부분고용까지 1,881명의 고용효과를 낳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지방정부 세수입도 880만 캐나다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정강한, 1996).
한국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96년부터 매년 선정해오고 있는 문화
관광축제들은 그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체
육관광부에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집계한 문화관광축제들의 경제적
효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지역경제파급효과는 2002년 4,133억 원, 2003년 5,965억 원, 2004년
8,352억 원, 2005년 1조 171억 원, 2006년 1조 4,464억 원, 2007년 1조
5,792억 원, 2008년 1조 8,752억 원, 2009년에는 1조 2,924억 원, 2010
년 1조 7,034억 원, 2011년 1조 2,646억 원이었다.11)

11) 2009년도에 신종플루로 인해 10개의 문화관광축제가 취소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문화관광축
제 수를 대폭 구조조정(2009년 57개 à 2010년 44개)하고, 천안함 피격사건 등 축제분위기가
다소 위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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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축제 수와 축제 지원액 현황12)
(단위 : 개/명/백만원)

축제개최년

문화관광축제

도

수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
8
10
18
21
25
30
29
30
37
45

축제지원액

방문객 수

경제효과

250
251
340
4,612
6,628
11,255
13,053
13,659
14,068
11,607
17,908

300,000
3,129,927
3,499,000
5,533,983
9,410,749
11,691,811
13,252,229
13,536,915
16,104,595
22,828,123
32,741,486

560+α
14,803
37,700
88,500
115,650
85,200
441,851
413,285
596,498
835,220
1,017175

2) 대외 홍보 및 지역 이미지 개선의 효과
지역축제는 지역 사회의 기존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
하거나 브랜드화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한국에서는 광주비엔날레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1995년 지방자치
의 개막과 함께 개최된 ‘광주 비엔날레’는 기존의 광주 항쟁의 이미지
를 예향의 이미지로 전화시키는 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 광주비엔날레는
국내 단일 문화행사로 최대 164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면서 재정 면에서
도 182억 원을 투자하고 2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지방자치제도 실
시의 출발선에서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는 지역축제가 지역의 문화
를 보존시키고 지역주민을 결집시킬 뿐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정강환,
1997).
축제를 통한 홍보는 안동을 국내외에 ‘전통문화도시’로 인식시키는 역
할을 하여 대외 이미지를 고양시켰다. 안동은 「국제탈춤페스티벌」의 개
최로 우리나라 탈춤의 메카로 인식되게 되었고, 이제 탈춤축제는 안동의
12) 문화체육관광부(2006), 『문화관광축제 변화와 성과(199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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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브랜드와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도 경제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가치이다(김춘식, 1999).

3) 지역사회 환경 개선 효과
지역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지역축제를 기획하는 도시들
은 공원이나 체육과 등 축제공간을 만들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로 등의 교통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한다. 이렇게 지역축제를 위해
만든 공공시설과 사회 인프라는 평상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 지
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즉, 지역축제의 개최로 인
해 지역 환경이 좀 더 미화되고 시설확충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의 경우,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유치하면서 한강 환경정비사
업, 도로 정비사업, 지하철 개통 등의 일련의 도시 미화사업을 실시하였
다(정강환, 1996).

4) 축제가 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효과
지방축제가 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결과가 분분하
다. 유명한 몇몇의 축제(안동탈춤페스티벌, 보령머드축제)를 제외하고는
재정 지출에 비해 수입이 적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축제는 지
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보다는 지방재정을 투입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보
여 진다.
자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연구 결
과가 분분한데, 그 중에는 선심성, 낭비성 재정운영이 오히려 득표율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김형아, 2008). 만약 정치적 순환이
론에서처럼 정치인(선출직)들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집권당시
에 인위적인 지출변동과 경기변동을 가져온다면,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행
한 지출변동과 경기변동이 선거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나름
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방축제가 예산을 투입하여 개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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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인 것을 감안하면 기초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선
출직 공무원에게 재정적 측면에서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3) 문화관광축제 육성13)과 현황

1) 문화관광축제 육성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
지 확대를 통한 세계적인 축제 육성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두고, 전국의 전통문화와 독특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지역축제 중 관광
상품성이 큰 축제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육성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자금은 정부의 예산범위에서 진원하는 관계로 정부는
차기년도 예산규모에 맞춰 매년 말 문화관광축제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평
가를 하여 일정 숫자의 문화관광 축제를 선정해 왔다.
2002년 29개, 2003년 30개, 2004년 37개, 2005년 45개, 2006년 52개,
2008년 56개, 2009년 57개에 이어 2010,2011년에는 각각 44개, 2012년에
는 45개 축제를 선정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전액 국고(관광진흥개발기
금)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예산지원을 대폭 강화했다.14)
문화관광축제 추진 결과 총 관광객 수는 2002년 1,354만 명, 2003년
1,610만 명, 2004년 2,282만 명, 2005년 3,274만 명, 2006년 3,520만
명, 2007년 3,649만 명, 2008년 4,023만 명, 2009년 2,966만 명, 2010년
3,113만 명, 2011년 2,686만 명이었다.

13)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료집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2008.2~2013.2)”, 관광 편
을 정리한 것임.
14) 2000년 국고예산 16억5천만원, 2001년 16억5천만원, 2002년 16억5천만원, 2003년 18억4천
만원, 2004년 21억6천만원, 2005년 25억3천만원, 2006년 35억원, 2007년 35억원, 2008년 79
억원, 2009년 75억원, 2010년 73억원, 2011년 67억원, 2012년 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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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문화관광축제 선정기준 (시도추천평가모형)15)
구분

심사항목

세부내용

1.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능성
(관광 상품화 가능성)

공통
평가
항목



구체화된 홍보마케팅 전략 및 상품화 계
획



지역의 특성과 문호ㅘ자원을 활용한 프
로그램 마련
축제방문객을 위한 지역의 특이한 참여
체험프로그램
타 지역축제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체류관광을 위한 야간프로그램 개발
축제 콘텐츠에 있어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문가 집단에 의한 축제컨설팅 계획
축제만을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축
제조직체 구성






2. 축제 기획의 전문성 확보
(축제의 콘텐츠)

(60%)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광역자치단체
의 충분한 예산지원이 확보된 축제를 우
선적으로 지정



행사장 내 고정된 축제시설물, 방문객
편의시설
기반시설에 관한 장기계획 수립축제 우
선 선정

3. 주체기관의 축제육성의지

4. 문화관광축제 기반시설




5. 축제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선택
평가
항목

6. 지역문화 보존 및 계승

(40%)



지역 경제 활성화 : 특산품, 캐릭터 상
품 등
수익성 : 관광수입기여도, 지속판매가능
성
시장성 : 주시장 확보여부, 시장크기




지역문화의 발굴 및 교류, 보존과 개선
지역사회의 미풍양속 부합정도



지역주민의 자발적 개최의지 : 참여시스
템 유무
지역문화 환경의 보존과 개선



7. 지역주민 자긍심 고취

8. 전년도 축제 개최 실적

9. 기타



축제의 성공적 개최 정도
- 축제의 개최결과 및 축제 참관평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 관광 활성
화

15) 선정방법은 각 특별시광역시에서 3개 이내, 각 시도에서 7개 이내의 축제를 추천하면 관광축
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축제 프로그램 등 콘텐츠, 축제의 부가가치창출효
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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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파급효과는 2002년 4,133억 원, 2003년 5,965억 원, 2004년
8,352억 원, 2005년 1조 171억 원, 2006년 1조 4,464억 원, 2007년 1조
5,792억 원, 2008년 1조 8,752억 원, 2009년에는 1조 2,924억 원, 2010
년 1조 7,034억 원, 2011년 1조 2,646억 원이었다.16)
경제적 파급효과17)란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말한다.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측정은 일반적으로 방문객 1인당 지출
비용을 통해 산정되는데, 이는 방문객이 축제를 방문하여 지출하는 각종
비용의 합계를 방문객 1인당 지출금액으로 산출한 액수이다18). 여기에
방문객 1인의 동행 인원수와 지역 내외부에서의 방문객 파악(지역민의
경우 숙박, 교통, 식사 등의 항목은 제한적으로 적용된) 하여 산출한다.
지출 세부항목에는 교통비, 쇼핑비(기념품, 특산물 등의 구입에 지출하는
비용), 식음료, 행사장 입장료(행사장 입장료, 놀이기구 및 영화관 등
행사장 내 시설의 사용료), 유흥비(음주가무, 노래방) 등이 있다(한국문
화관광정책연구원, 2007).
축제의 “산업생산유발계수”는 축제를 통해 유입되는 수입이 관광 외의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일컬으며, 그 외 고용유발, 소득 유발 계수로
측정하는 방식도 있으나 이 지표의 결과는 다른 관점에의 계수와 상당 부
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구체적인 지역경
제 파급효과는 축제로 인하여 지역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가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즉, 축제를 통해 지역의 숙박, 음식, 유흥업, 쇼핑업,
기념품점, 교통업종, 놀이시설, 스포츠, 레저업, 축제 관련 제조 및 유통
업, 대행사, 홍보업, 행사 유니폼, 소품업 등의 변화양상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그런데 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는 중요한 변수
16) 2009년도에 신종플루로 인해 10개의 문화관광축제가 취소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문화관광축
제 수를 대폭 구조조정(2009년 57개 à 2010년 44개)하고, 천안함 피격사건 등 축제분위기가
다소 위축되었다.
17)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내용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7) 보고서의 ‘축제의 경제적 효
과’ 부분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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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문객 지출은 주로 유흥오락비, 식음료비, 쇼핑비, 숙박비 등으로
구성된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추산되어 진다. 축제의 성공이 경제적 효과
에 국한된 것이 아님에도 축제를 개최하는 각 지자체에서는 그들의 성과
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방문객 수, 지출액 등의 숫자를 과장시켜 내보이
려고하는 경향이 종종 발생하여 신뢰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향후 객관적인 조사기법으로 정확한 효과측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지역축제의 현황
개최시작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80년대 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축제가 90년대를 넘어가면서 5년 간격으로 거의 두 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6년부터 2005년 사이에 생겨난 축제들의 수가 전체 축
제 중 64%에 가깝다. 즉, 1996년부터 2005년, 10년 사이에 지역축제의 수
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표 5]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1995년은 지역관광개발의 원년으로 기록된 해이기도 하다. 비록
1991년에 부분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지만, 1995년 6월에 비로소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민선 1기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 다투어 관광 개발 산
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표 5] 축제 개최시작 연도별 현황19)
최초 개최 연도

축제 수

백분율 (누진율)

1980년 이전

105

8.6

1981~1985

61

5.7 (14.3)

1986~1990

75

6.4 (20.7)

1991~1995

150

12.9 (33.6)

1996~2000

358

30.7 (64.3)

2001~2005

394

33.8 (98.1)

미상 및 무응답

22

1.9 (100.0)

계

1,165

100.0 (100.0)

19) “문화관광축제 변화와 성과(1996~2005)”의 통계를 참고하여 표로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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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중반부터 지역축제의 수는 바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지
방자치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보다
질 높은 문화적 여가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욕구 증대와 이에
따른 관광대상의 활발한 개발, 그리고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 등 관
광수요와 공급요인들이 지역축제라는 연희형태로 모여서 지역축제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축제수의 증감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
다.
[그림1]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개최된 전국의 축제 수

위의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전국에서 개최되는 축제 수는 1995년 지
방자치 실시 이후 급격한 증가를 했으며, 특히나 지원되는 예산액의 증감
에 따라 그 수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희되고
있는 축제의 수는 750여개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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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구의 경우 Niemi and Weisberg(1993)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유
권자들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당소속감, 후보자 평가,
이슈라는 세 변수 중 정당소속감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한국 선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의 투표결정 요
인으로서 정당 요인보다는 후보자 요인을 강조하며 인물 본위의 투표성향
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길승흠 2003; 한정택, 2007).
김석우(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선거에서 당과 지역 변수 이외에
후보자 요인20)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후보자 개인의
연령, 학력, 재산, 직업, 현직여부 모두가 선거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각 소속 지역에서의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선거에 평가를 받는다. 김형아 외(2008)의 연
구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소속 기관의 부채, 재정
자립도, 경제개잘 및 사회복지 지출 등의 재무적 측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20) ‘후보자 요인’이란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다른 후보자들과 공유하지 않는 요인 중 투표 결과
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의 총칭이다 (이갑윤, 이현우, 2000).

- 17 -

2.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선출직 지도자의 재선이나 연임의 결정요인에 대해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재정지출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축제의 성과가 연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는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김정기(1999)의 연구에서는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비전제시가 정치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
하였다. 경상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한나라당의 공천유무와 지방행정
서비스에 대한 유권자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시한 분
석결과를 살펴보면 경남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결과 현직 기초자
치단체장이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은 경우는 공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 비
해 두드러진 득표율 향상을 가져왔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이 리더십 또
는 비전을 보여준 경우에 그렇지 않은 단체장 보다 높은 득표율을 획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범· 이환범(2006)의 연구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연임 도전에 성공
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시장의 당선과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행정서비스21) 부문에서는 지역발전에 대
한 만족, 가계소득의 증가와 지역 의료서비스의 향상 등이 당선에 영향을
미쳤으며, 단속이나 점검의 강화와 도심시설 이용의 개선은 낙선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특성 부문에서는 정당공천 이 당선에
영향을 주고, 선거공약의 실천과 행정인 기업인으로서의 경력이 낙선에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은 선거구내에 입후보자
가 적을수록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상석 외(2006)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정부
지출이 자치단체장의 재선에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
21) 행정서비스의 경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Peterson의 정책유형별 주민의 공공서비스
의 만족이 재선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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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 지방선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행정가로서의 경력이 있
는 경우와 정당공천을 받은 경우가 단체장 연임에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며, 단체장의 나이와 선거에 출마한 경쟁자의 수는 연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마자의 교육수준과 지방세 총액은 대
체적으로 단체장 연임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아 외(2008)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투표행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재정성
과를 나타내주는 2005년 발표된 지방재정분석 종합점수를, 종속변수로는
현직단체장의 2006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결과의 득표율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은 현직단체장의 득표율에 부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음번의
선거를 의식하여 방만한 재정운영을 한다는 주장을 지지해주는 근거가 됨
을 주장하였다.
백승주(2009)의 연구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선거에서의 득표
율과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임에는 정당공천
여부, 경쟁후보자수, 여당여부, 호남지역의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
다.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아래 [표 6]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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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22)
연구내용

연구자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이 직무수행을 통하여 보여준 리더십과 비전

주제
김정기

제시가 정치적 지지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
- 경남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중점으로

(1999)

결과

주제



현직 기초단체장이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은 경우 (+)



기초단체장이 리더십 또는 비전을 보여준 경우 (+)

2002년 지방선거에서 연임도전을 성공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시장 연임(당락/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최승범

지역의료서비스의 향상(+)

이환범
(2006)

지역방전정책에 대한 만족 (+), 가계소득의 증가 (+),
단속이나 점검의 강화(-), 도심시설 이용의 개선(-),

결과

주제

선거공약의 실천(-)


정당공천(+), 행정인, 정치인, 기업인 경력(-)



선거구내의 입후보자(-)

재배분정책 지출 및 경제개발정책 지출이 시장의 연임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지 연구

배상석

재분배정책 지출(+), 경제개발정책 지출(+), 정부지출(+),

외
(2006)

결과

정치가, 행정가로서의 경력(+),
정당공천을 받은 경우(+)
단체장의 나이(-), 선거에 출마한 경쟁자의 수(-)

주제
김형아
외
(2008)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가 지역주민의 현직단체장에 대한 투표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재정점수(-), 경쟁 후보자수(-), 정당공천여부(+)

결과

공무원 경력(+), 기업인 경력(-), 충청지역(-),
지난 선거 득표율(-)

주제
백승주
(2009)

결과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지출이 선거에서의 염임여부 / 득표율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재정지출(총액, 경제성장비, 사회복지비 영역 ) 영향 없음



정당공천여부(+), 경쟁후보자수(-), 여당여부(+)

22) 강민채(2013)을 인용하여 첨부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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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제와 정치에 관한 연구
축제와 정치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이 사례 연구와 질적 연구
로 이루어져 왔으며 인류학자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장 뒤비뇨(1998)는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 들어가 있거나 반
대로 지극히 불안한 상황에서, 한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공동구성원
을 결집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기재로서 문화적인 요소가 전면으로 부각되
었고, 축제가 바로 이 기능을 가장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것으
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고 했다.
홍석준(2001)은 코헨23)의 연구를 통해 축제와 같은 전통문화의 상징들
이 정치적 제휴를 표방하는 메커니즘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종교와 가족 및 친족과 마찬가지로 축제가 하나의 문화적 구성물로서 사
회통합과 문화적 유대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는 것 역시 이미 많
은 인류학자들이 공통으로 내세운 주장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선거에서 축제는 득표 전략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연구도 있다. 과거처럼 관권과 금권을 이용한 선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축제는 유권자를 합법적으로 동원하고, 소지역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
어 지역을 통제 관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축제가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나, 동일한 지역에서 소지역별로 일 년에
3~4개의 축제가 나누어 개최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김준, 2003).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7)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민 특히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종종 그들의 정치적 관심사를 표출하기 위해 축제를 이용하
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축제에는 수많은 압력단체, 로비집단,
특수이익집단, 조직화된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관계하는데, 이들
간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조화를 이끌어내느냐가 축제 성패의 관건이
된다. 오늘날 축제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축제에서 지자
23) 코헨(Cohen, 1985)을 비롯한 많은 인류학자들이 지역사회의 전통문화를 표방한 지역축제가 지
역엘리트들이 보다 큰 체계에서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주장하고 유
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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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장이 축제의 장의 역할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축제가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자유롭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축제를 둘러싼 지역 간 경
쟁이 확대되면서 지역 이미지가 지역 경쟁력을 결정한다는 인식을 가지면
서 지방정부가 지역 이미지 관리정책을 수립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
되기 시작했다. 지역축제가 지역의 다양한 계급, 계층, 집단 간 헤게모니
적 갈등의 장, 다시 말해 종합적 지역정치의 장이 되어가면서 ‘축제정치’
라는 용어도 생겨나게 되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축제를 위해 지역의 고유한 것, 특정한 것, 이슈화
되는 것 등을 찾게 되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개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지역축제는 행정적 단위를 상징적문화적으로 재현해내는 공간
이자 지자체장 또는 지역 주도세력이 의도된 집단 정체성을 구축, 강화하
려는 문화작전이 행해지는 장소(이정덕, 2003)로서 지자체 장의 정치적
목적(이름 알리기, 치적 쌓기, 선거 동원기제 등)에 의해 개최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지역축제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의존하는 한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거의 대
부분의 축제가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직
간접적인 지방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축제정치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 축제는 하나의 정치적 자원이며, 주체
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믿음에 근간하여 지역을 대표할 만한 축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지방정부는 지역 대표 축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축제와 정치에 대한 연구들은 국외의 경우 인류학자들에 의한 질
적 연구와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국내의 경우 한국의 대표지역 축제
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사례에 집중되어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각 지역 대표축제의 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실증연구는 그 시도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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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2010년 제5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논의

분석에 앞서 변수로 사용될 제5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각종 결과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7] 4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중 5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단체장이 속해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24)
지역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93)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영월군,

강원

연임

도

도전

(18)

(16)

실패(5)

원주시, 태백시, 정선군, 인제군, 횡성군, (평창군)

충청

연임

성공(4)

단양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북도

도전

(12)

(6)

실패(2)

청주시, 증평군

충청

연임

성공(7)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금산군, 연기군, 서천군, 예산군

남도

도전

(16)

(11)

실패(4)

보령시, 태안군, 계룡시, 청양군

전라

연임

성공(11)

북도

도전

(14)

(12)

실패(1)

전라

연임

성공(14)

남도

도전

(22)

(16)

실패(2)

경상

연임

성공(13)

북도

도전

(23)

(18)

실패(5)

경주시, 상주시, 칠곡군, 봉화군, 울진군, (고령군, 군위군)

경상

연임

성공(7)

창원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남해군, 산청군

남도

도전

(18)

(14)

실패(7)

진주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사천군)

성공(11)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신안군
여수시, 곡성군, (함평군)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24) (괄호) 안의 지역은 3선을 이미 달성하여 연임에 도전하지 못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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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에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수도권과 광역시
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123곳 중 현직 자치단체장이 재선 혹은 3선
을 위해 출마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그 목록은 [표7]과 같다.

1.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재출마 여부

제4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중 제5회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123명 중 93명이었다. 즉, 제4기 자치단체장 중 총 30명이 제5기
자치단체장 선거에 불출마하였다. 이 중 5명은 제4회 지방선거를 통해 3
선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출마가 불가능하다.25) 또한 마산과 진
해가 창원시와 통합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2명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선에 출마한 93명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
다.

[그림 2]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재출마 비율

25) 지방자치법 제95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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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여부

제4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중 제5회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
한 사람은 123명 중 93명이었다. 제5회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
한 93명의 현직 자치단체장 중 67명이 연임에 성공하였으며, 26명이
연임에 실패하였다. 제5회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현직 단체장
의 연임 확률은 72%였고, 연임에 실패한 확률은 28%였다.

[그림 3] 재출마자의 연임 성공 여부 비율

3.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별 당선인 수
제5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정당별 당선 결과는 [표 8]과 같
다.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비슷한 비율로 당선되었
다. 특히 한나라당은 전통적으로 강세인 영남지역에서, 민주당은 호남
지역에서 두드러진 우세를 보였다. 아래의 표에 제시되지 않은 창조한
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국제녹색당, 자유평화당, 친박연합,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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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민주당 등에서 후보자는 출마했지만 최종 당선인은 없었다.
[표 8]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정당별 당선인 수
정당별 당선인 수
지역

당선

명

인수

합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23
18
12
16
14
22
23
18

한나

민주당

라당
44
10
3
4
0
0
16
11

자유

민주

국민중심

미래

선진당

노동당

연합

연합

10
0
3
7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0
0
0
0

1
0
0
0
0
0
1
0

41
4
5
3
13
15
0
1

무소속
26
4
1
1
1
7
6
6

4. 재선에 출마한 자치단체장 득표율과 공천여부 및 입후
보자수
[표 9]를 통해 재선에 출마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으로부터 공천
을 받은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공천을 받은 경우가 무소속 경우보다 당선될 확률이 3
배 정도 높았으며 득표율도 공천을 받았을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표 9] 재선에 출마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과 공천여부

득표율
0~30%
30~40%
40~50%
50% 이상
계 ( 93명)

공천(69)

무소속(24)
당선
낙선

당선

낙선

0

2 (2.1%)

0

5 (5.4%)

5 (5.4%)

5 (5.4%)

0

4 (4.3%)

13 (14.0%)

8 (8.6%)

4 (4.3%)

2 (2.1%)

36 (38.7%)

0

9 (9.7%)

0

54 (58.1%)

15 (16.1%)

13 (14.0%)

11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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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에 출마한 자치단체장의 득표율과 당락여부를 살펴보면 [표 10]
과 같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은 후보자의 수에 의해서도 크
게 영향을 받아 다수의 후보자가 나온 자치단체에선 34.14%의 득표율
로도 당선이 되는 반면, 후보자가 둘 분인 자치단체에서는

48.29%의

득표율로도 낙선되었다.

[표 10] 재선에 출마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 및 당락여부 
입후보자수
득표율

당선

낙선

평균입후보자수

0~30%

0

7

4.86

30~40%

5

9

3.79

40~50%

17

10

3.30

50% 이상

45

0

2.84

계 (명)

67

26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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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틀과 연구 설계

제1절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지방축제정책의 성과”라는 정책수단이 “선거”라는 정치
적 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선거를 주요 사회정치적 변화의 독립변수로 관심을 두
고 있었다. 또한 선거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경우 리더십 또는 재정 상태
를 독립변수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인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선거에서 득표를 극대화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축제정책의 성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틀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연구의 분석틀

독립변수

종속변수

축제관람객수
문화관광축제 유무

득표율

축제의 경제효과

통제변수
선거적 특성
지역 재정적 특성
단체장 개인적 특성
지역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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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설계
1. 연구범위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지방축제정책의 성과가 기초
단체장선거에 있어 어떠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해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지방축제사업의 성과가 기
초단체장선거에 있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의 대상은 기
초지방자치단체로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통합과 분리가 계속적으

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우 대상의 범위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거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광역
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4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해있
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연구대상으로 낙선과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선거에 출마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지방축제정책의 성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범위는 현직 자치단체장이 다시 선거에
도전하는 경우(재선)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상 현직
자치단체장이 아닌 후보자가 당선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축제정책의 성과
가 일관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직 기
초자치단체장 중 2006년에 이어 2010년 지방선거에 재도전한 경우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총 1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는 93개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제4회 지방선거와 제5회 지방선거로 설정하였다.
분석의 자료가 되는 선거결과는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10년

62 지방선

거로 한다. 특히 기초지방자치 단체장 임기 중 2007, 2008, 2009년이
2010년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 지자체 별 축제사업성
과 평균을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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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축제정책의 성과를 살피는 시기는 2007년부터 2009년으로
한다.

2.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 제5회 지방선거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던 현직단체장이 2010년 제5회 선거에서 연임에 도
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이다. 제 5회 선거에서 연임의 성공이나 실
패에 관계없이 제4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한 임기를 수행한 기초지방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에
서 지역축제의 주최자로서 지난 임기동안의 성과를 통해 정치적 지지의
변화가 왔을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단체장에 대한 주빈의 정치적 지
지는 제5회 지방선거에서 획득한 득표율뿐만 아니라 당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득표율로만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측정
하고자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가장 큰 목표는 재선
이 되는 것이지만, 당해 선거에서 득표율이 높아지면 재선이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것이므로 지역축제의 성과에 따라 정치적 지지가 달라지는
가를 살펴보기 위한 변수로 득표율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승
범 외(2006)의 연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는 종속변수로 당선여부와 득표율의 경우로 나누고 있으나, 당선여부로
종속변수를 설정했을 때와 득표율로 종속변수를 설정했을 때의 결과 값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비추어보아 정치적 지지를 득표율로 측정하도
록 하겠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은 중앙 선거관리위원
회의 연대선거정보통계에서 얻었다. 역대선거정보통계에는 당선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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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학력, 나이와 같은 신상정보 뿐만 아니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득표율 현황도 알 수 있다.
총 123명의 4기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5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단체장은
총 93명이다. 따라서 이들이 제5회 지방선거에서 획득한 득표율을 주요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2) 독립변수 :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성과
독립변수로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자 한 것은 바로 지방자치
단체 축제의 성과이다. 축제의 성과는 크게 관광객 수와 경제효과, 그리
고 문화관광축제 보유여부 세 가지로 한다. 회귀분석을 위해 양적으로 측
정 가능한 부분에 있어 독립변수를 설정하게 되었다.
다수의 독립변수를 설정하게 된 이유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역 다수의
축제 성과를 객관적이고 단일한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으로 측정하고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독립변수를 설정하게 되었다. 단일한 변수를 만들기
위해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단일한 스코어링 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
해서도 고민했으나 그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오류가 우려되어 가공 없
이 사용하기로 하였다.

1) 독립변수 1 : 관광객 수

관광객 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이용한다. 문화체육관광
부에서 발간한 축제종합평가 보고서를 통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관
람객수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누락된 지역은 뉴스기사나 각 지역축제 단
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의 시간적 범위는
제 4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기간 중 지역축제에 실질적으로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3개년도의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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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는 이를 평균 낸 값으로 구하고자 한다. 관광객 수의 경우 그 크
기와 분포를 표준적인 분포에 가깝게 하고 편의를 줄이기 위하여 자연로
그로 가공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관람객 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지역축제의 목표가 지역의 정체
성을 기초로 하여 지역의 관광 및 산업발전 등 대외적 이미지 고양과 외
부사회와의 다차원적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두 가
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축제 개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방문객들이 지출하는 경비를
비롯한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지역축제의 목표이다. 따라서 관
람객이 많이 방문하는 축제는 그 성과도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2) 독립변수 2 : 경제효과

지역축제의 경제효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이용한
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축제종합평가 보고서를 통해 각 지역에서
개최된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26)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자료수집의 시
간적 범위는 제 4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기간 중 지역축제에 실질
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3개년
도의 자료로 독립변수는 이를 평균 낸 값으로 구하고자 한다. 문화체육관
광부의 보고서에서 얻은 원단위 자료를 바탕으로 금액의 크기와 분포를
표준분포에 가깝게 하고 편의를 줄이고자 자연로그로 가공하였다.

3) 독립변수 3 : 문화관광축제 보유여부

각 지역의 ‘문화관광축제’선정 및 보유여부 또한 2007년부터 2009년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이용한다. ‘문화관광축제’의
선정은 이미 밝힌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기준을 가지고 조사
26)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조사하는 방법은 본 연구 p.11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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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선정한다. 자료수집의 시간적 범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기간 중 지역축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부
터 2009년까지의 3개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문화관광축제의 보유여부로 한
다. 3년 동안 1번 이상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었다면 1로, 그렇지 못한
경우는 0으로 설정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변수는 선거에서 연임여부와 득표율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독립변수 이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부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특히 선거는 선거전후의 경제, 사회,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적인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들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선거와 관련된 변수, 자
치단체의 재정과 관계된 변수, 지리적 변수,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
성과 관련된 변수로 구분된다.

1) 선거와 관련된 변수 : 정당공천여부, 선거 후보자 수(경쟁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으로는 정당공천여부와 선거에서의 경
쟁정도, 여당유무 등을 들 수 있다. 배상석 외(2007)는 지출이 선거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당공천 유무와 선거에서의 후보자 수가
선거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
(최승범 외,2006)에서 입후보자의 수로 선거의 경쟁도를 측정한 방법을
따라 해당 지방기초단체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수로 당선의
경쟁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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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결과에 따라 후보자의 정당공천여부,
선거에서 후보자 수를 정치적 요인의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2) 지역 재정과 관련된 변수 : 주민 1인당 지방세액, 재정자립도,
축제예산지원액

두 번째,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지역의 재정적 요인이
다. 재정적 요인은 각 기초단체장들의 중요 정책수단이다. 본 연구의 대
상이 기초자치단체라는 점도 재정적 요인변수들의 통제를 필요로 한다.
기초단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할 경우 각 지역의 재정력의 차이가 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연구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재정적 요인
을 나타내는 변수로 지방세액과 재정자립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승종
(2001)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지역의 재정력을 1인당 지방세액으로 사용하였고, 권경환(2005)은
지방의 재정적 요인의 통제변수로 1인당 지방세 징수액, 지역의 재정 자
립도, 정부보조금 비율을 사용하였다. 최승범· 이환범(2006)의 연구에서
는 지방자치단체 특성 중 재정자립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고 분석
하였다. 또한 김형아(2008) 연구에 따르면 재정지출이 많을수록 득표율
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축제에 지원되는 예산 또한 통제변수로
한다. 예산 지원 정도에 따라 득표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 재정적 요인과 관련된 통제변수로서 1인당
지방세수입액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그리고 축제예산지원액을 사용하
기로 한다.

3) 지역과 관련된 변수

셋째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은 지리적 요인이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역주의 정치행태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전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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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남지방에서는 한나라당의 영향력이 크고, 호남지방에서는 민주당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은 선거결과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에 대한 황아란(2002)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주의에 따라 정당공천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을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4)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개인적인 특성에 관련된 변수 : 나이, 학력,
행정인 경력, 이전 선거 득표율

넷째로 개인적 요인에는 단체장의 나이, 학력, 경력 유무, 이전 선거 득
표율을 선정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의 나이가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
과(김석우, 2004)도 있었고, 부정적인 연구결과(배상석 외, 2006)도 있
었다. 출마자의 나이에 따라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
되어 나이를 개인적 특성에 따른 종속변수로 포함시켰다.
기초단체장 후보자 개인변수가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
펴본 김석우(2004)의 연구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장의 학력 즉,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선거에서 당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기초자치단체를 관장하는 단체장의 역량 또한 더 높을 것으로 기대
되므로 고졸미만, 고졸, 대졸, 대졸이상으로 나누어 더미변수를 부여하였
다.
김석우(2004)의 연구에 따르면 후보자 개인의 경력에 있어 정치인이 비
정치인에 비하여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현직효과에 의해
과거 정치인의 경험을 통해 향후 선거에서 당선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정
보와 전략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을 더미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전 제4회 선거에서 득표율이 높았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

- 35 -

동안의 지지도 또한 높았을 가능성이 크고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전 득표율이 낮았던 단체장의 경우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해 볼
수 있기에 제4회 선거에서의 득표율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전
선거 득표율을 통제변수로 선정한 것은 통제변수로써 기존 자치단체장의
평판이나 인기도 등을 모두 고려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기에 이를 대체할
만한 요인으로 이전선거의 득표율을 선택하였다.27)
위와 같이 통제 변수 설정을 함으로써 지방축제정책의 성과가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적 타당성을 높여줄
것이라 판단된다.

27) 김형아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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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 모형에서의 주요 변수

변 수 명
종속
변수

득표율

독립

축제의

변수

성과

변 수 설 명

pollrate

제5회 선거에서의 득표율 (%)

lnguest

로그 축제방문객수 (명)

lnecono

로그 축제의 경제효과 (원)

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부

excell
party

우수축제 보유여부 (보유=1, 미보
유=0)
정당공천=1, 무소속=0

선거관
련

자 료 출

중앙선거관리

competi

선거 경쟁도

위원회

= 해당 선거구 내 입후보자 수
지방재정통계

lntax

로그 1인당 지방세 수입액(천원)

사이트(재정
고)

지역재
정관련

한국행정연구

indepen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원 지방재정분
석보고서

budget

축제 지원 예산액 (백만원)

통제

문화체육관광
부

전직더미변수 = 시장, 군수, 구청

변수
지방자
치
단체장

career

(경험 유=1, 경험무=0)
age
edu

prepoll

요인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고졸미만=0, 고졸=1, 대졸=2, 대
졸이상=3)

관련

지역적

당선자의 당선 시 나이
학력더미변수

개인적
특성

장

4회 선거에서의 득표율(%)
지역더미변수

local

(충청권=1,강원권=2,경상권=3,전라
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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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3. 연구의 가설 설정과 분석모형
(1) 연구의 가설

지방축제의 규모와 수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축제의 성과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축
제성과가 실질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과 연임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축제사업이 지지도 확보를 위한 정치수단으로 사용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제의 성과의 변화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지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지역축제의 성과가 높으
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가

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축제 성과가 높을수록
기초자치단체장의 득표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2) 연구의 분석모형

앞서 살펴 본 가설에 따른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초점은
축제의 성과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검
증이므로 축제성과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이고 득표율의
증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축제성과가 연임가능성을 낮추고 득표율의 감
소로 이어지는지 혹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살피기 위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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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다중회귀방정식을 설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18.0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11]에서 설명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이를 회귀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
음식 [MODEL 1]~[MODEL 3]과 같다.

[Model 1]

Y (득표율) =
indepen +

+

1 lnguest +

₅ career +

10 prepoll +

₆ age +

2 party +
₇ edu +

3 competi +
₈ local +

₄

₉ lntax +

11 budget +

[모형 1]에서 득표율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획득한 득표율을 나타낸
다.

는 위 모형의 절편, lnguest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 지방의

축제 평균 관람객수를 자연로그 변환해준 값으로 이 [모형 1]에서 축제의
성과를 나타낸다. party는 정당공천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competi
는 2010년 선거에서의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의 후보자수로 선거의
경쟁 정도를 나타낸다. indepen는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를, lntax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인당 지방세수입액을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이다. career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인 경력이며, age는
연령, edu는 학력으로 고졸미만, 고졸, 대졸, 대졸이상으로 더미변수를
부여한 것이다. prepoll은 제4회 지방선거에서 획득한 이전 선거 득표율
이며 local은 충청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으로 나누어 각각의 지역
더미변수를 부여한 것이다. budget은 각 지역축제의 예산 지원액을 나타
내며 단위는 백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은 오차항이다.

[Model 2]

Y (득표율) =
₄indepen +

+

1 lnecono +

₅ career +

2 party +

₆ age +

- 39 -

₇ edu +

3 competi +
₈ local +

₉ lntax

+

10 prepoll + +

11 budget +

[모형 2]에서 득표율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획득한 득표율을 나타낸다.

lnecono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 지방축
제의 평균 경제파급효과를 자연로그를 취해 변환해준 값으로 이 [모형 2]
에서 축제의 성과를 나타낸다.

[Model 3]

Y (득표율) =
indepen +

+

1

₅ career +

10 prepoll +

excell

+

₆ age +

2

party +

₇ edu +

3

competi +

₈ local +

₄

₉ lntax +

11 budget +

[모형 3]에서 득표율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획득한 득표율을 나타낸다.

excell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선정한 문화관광축
제의 보유여부로 이 [모형 3]에서 축제의 성과를 나타낸다.

각각의 분석모형에서 세 가지의 독립변수(관람객수, 경제효과, 문화관광
축제 보유여부)를 적용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모형 1]은 축제의 관람객 수를 독립변수로 고려한 모형이며, [모형 2]
는 축제의 경제효과를, [모형 3]은 문화관광축제 보유 여부를 각각의 독
립변수로 고려하였다. 세 가지 독립변수를 함께 고려한 모델의 경우, 독
립변수 사이의 선형종속의 관계 즉, 다중공성선이 일부 발생하여 유효한
결과를 구해내는 데 어려움이 생겨 본 연구에서는 모형 별로 독립변수를
다르게 설정하게 되었다.

위의 [모형 1]~[모형 3]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독립변수
인 경제효과만을 가지고 심화된 분석을 하기위해 추가로 [모형 4]~[모형
6]을 설정하였다. 즉, [모형 4]~[모형 6]은 공통적으로 독립변수로 축제
의 경제효과만을 사용한다. [모형 4]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기초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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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 선거와 관련된 특성의 변수들을 모두 고려한
Full Model이며, [모형 5]는 지역의 재정과 관련된 변수를 제외시켰으
며, [모형 6]은 지역과 관련된 더미변수를 제외시키고 축제의 경제효과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Model 4]

Y (득표율) =
₄indepen +
+

+

1 lnecono +

₅ career +

10 prepoll + +

2 party +

₆ age +

₇ edu +

3 competi +
₈ local +

₉ lntax

11 budget +

[모형 4]에서 득표율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획득한 득표율을 나타낸
다.

는 위 모형의 절편, lnecono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 지방축

제의 평균 경제파급효과를 자연로그를 취해 변환해준 값으로 이 [모형 4]
에서 축제의 성과를 나타낸다. party는 정당공천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
수, competi는 2010년 선거에서의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의 후보자
수로 선거의 경쟁 정도를 나타낸다. indepen는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lntax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인당 지방세수입액을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이다. career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인 경력
이며, age는 연령, edu는 학력으로 고졸미만, 고졸, 대졸, 대졸이상으로
더미변수를 부여한 것이다. prepoll은 제4회 지방선거에서 획득한 이전
선거 득표율이며 local은 충청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으로 나누어 각
각의 지역 더미변수를 부여한 것이다. budget은 각 지역축제의 예산 지
원액을 나타내며 단위는 백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은 오차항이다. [모형

4]와 앞서 제시한 [모형 2]는 같은 모형이다. 다만 뒤에 제시할 [모형 5]
와 [모형 6]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형 4]로 다시 한 번 제시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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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5]

Y (득표율) =
career +

+

1

5 age +

lnecono +
6 edu +

2

party +

7 local +

3

competi +

₄

8 prepoll +

[모형 5]에서 득표율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획득한 득표율을 나타낸
다.

lnecono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

지방축제의 평균 경제파급효과를 자연로그를 취해 변환해준 값으로 이
[모형 5]에서 축제의 성과를 나타낸다. [모형 5]는 [모형 4]에서 지역
재정과 관련된 변수인 주민 1인당 지방세수입, 재정자립도, 축제예산지원
액은 제외시켰다. 재정 관련 변수들을 제외시킨 채 축제의 경제효과가 기
초지방자치단체장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Model 6]

Y (득표율) =
₄indepen +
prepoll +

+

1 lnecono +
₅ career +

2 party +

₆ age +

3 competi +

₇ edu +

₈ lntax +

₉

10 budget + +

[모형 6]에서 득표율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획득한 득표율을 나타낸
다.

lnecono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

지방축제의 평균 경제파급효과를 자연로그를 취해 변환해준 값으로 이
[모형 6]에서 축제의 성과를 나타낸다. [모형 6]는 [모형 4]에서 지역관
련 더미변수를 제외시키고 축제의 경제효과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득표율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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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 분석의 결과

제1절 기술통계량의 확인

1. 연구에 사용된 연속형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표 12]은 본 연구에 사용된 연속형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최종적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 수는 93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아래의 표는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기술통계를
보여준다.

[표 12] 본 연구에 사용된 연속형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로그 관람객수(명)

12.39

1.00

9.9

14.93

로그 파급효과(백만원)

9.59

0.98

7.6

12.42

경쟁후보자수(명)

3.27

1.28

1.0

8

로그 1인당 지방세액

5.67

0.37

4.93

6.69

재정자립도

3.27

1.28

1

8

선거에서의 득표율 (%)

13.75

100.0

51.42

16.86

2.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4기 기초자치단체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 [표 13]와 같다.
소속정당은 한나라당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민주당, 무소속, 자유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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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국민중심연합의 순이었다. 소속정당에 따른 당선율을 살펴보면, 민주
당이 92%로 가장 높았고, 한나라당 69.4%, 자유선진당 66.7%, 무소속
58.3%, 국민중심연합 50%의 순서이다. 정당공천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
은 무소속의 경우보다 다소 높은 당선율을 보이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학력의 경우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진 기초자치단
체장이 46명, 대졸이 30명, 고졸이 11명 고졸미만이 6명으로 집계되었
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단체장의 수도 많아졌다. 그러나 학력이 높다고
꼭 당선율이 높은 것은 아니나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인다.
연령은 60대가 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39명으로 두 번째로 많
았다. 70대는 8명, 40대는 6명 순이었다. 당선율은 40대에서 가장 높았
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당선율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

소속정
당

학력

연령

당선

낙선

계

당선율(%)

한나라당

25

11

36

69.4

민주당

23

2

25

92

국민중심연합

1

1

2

50

자유선진당

4

2

6

66.7

무소속

14

10

24

58.3

고졸미만

4

2

6

66.7

고졸

6

5

11

54.5

대졸

21

9

30

70

대졸이상

36

10

46

78.3

40대

6

0

6

100

50대

32

7

39

82.1

60대

26

14

40

65

70대

3

5

8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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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대로 소속정당에 따라 당선율이 달라진 것과 같이 정당공천
여부에 따른 당선율을 살펴보면 위의 [표 14]와 같다.

[표 14] 정당공천여부와 선거결과
정당공천여부
공천 받음

공천 받지 않음

당선

54

13

낙선

15

11

계 (명)

69

24

당선율 (%)

78.3

54.2

공천을 받은 69명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54명이 당선되었고 15
명이 낙선하였다. 공천을 받지 않은 경우 24명 중 13명이 당선되고 11명
이 낙선하였다. 당선율을 비교해보면 공천을 받은 경우 78.3%이고 당선을
받지 않은 경우 54.2%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당공천여부에 따라 득표율
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특성
(1) 재정적 측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액과 세
외수입을 더한 자체수익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나눈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별 재정자립도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으로
살펴본 결과 최소값은 7%이며, 최대값은 56%, 평균은 19.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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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을 내어본 결
과 최소값은 13만 8000원이며, 최대값은 80만 5000원이었다. 그리고 평
균은 30만 9610원이었다. 회귀분석에서는 자연로그값을 취하였다.
축제 예산 지원액은 최소값이 100만원에서 최대값은 34억으로 나타났다.
평균 예산지원액은 6억5천94만원이었다.

[표 15]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치단체의 재정적 측면의 기술통계량

재정자립
도(%)

평균

표준편차

분산

범위

최소값

최대값

19.59

10.60

112.532

49

7

56

309.61

124.35

15463.65

667

138

805

650.94

582.24

339009.73

3300

100

3400

1인당지
방세
부담액
(천원)
축제지원
예산
(백만원)

(2)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지역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득표율
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해 질 수 있으므로,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해보기로
한다. 기술통계는 크게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4지역으로 분
류하였다.
[표 16]에 따르면 경상도에서 연임을 위해 출마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도가 28명, 충청도 17명, 강원도가 16명이
었다. 각 지역별 당선율을 살펴보면, 전라도가 89.3%로 가장 높았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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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지역들은 강원도 68.8%, 충청도 64.7%, 경상도 62.5%로 큰 차이가 없
었다.
[표 16] 지역에 따른 구분과 선거결과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당선

11

11

25

20

낙선

5

6

3

12

계(명)

16

17

28

32

당선율(%)

68.8

64.7

89.3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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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축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축제의 성과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
분석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는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축제 성과가 지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5회차 득표율
모형 1

관람객수

1.150

(lnguest)

(1.490)

경제효과
(lnecono)
우수축제보유여부

모형 2

모형 3

-

-

1.953*

-

(1.088)

-1.605

-

-

정당공천여부

6.392**

6.355**

6.213**

(party)

(3.067)

(3.011)

(3.064)

경쟁 후보자 수

-6.767***

-7.061***

-6.614***

(competi)

(1.139)

(3.099)

(1.138)

2.647

0.784

3.169

(5.359)

(5.393)

(5.398)

재정자립도

-0.004

0.102

-0.030

(indepen)

(0.198)

(0.205)

(0.202)

축제 예산지원액

-2.950

-0.001

0.001

(budget)

(0.003)

(0.003)

(0.003)

행정인 경력

14.031***

13.029***

14.414***

(career)

(3.098)

(3.138)

(3.107)

(excell)

1인당
지방세부담액
(l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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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

나이

0.068

0.082

0.072

(age)

(0.211)

(0.207)

(0.212)

학력더미변수

2.045

2.149

1.945

(edu)

(1.699)

(1.674)

(1.708)

4회 선거 득표율

-0.040

-0.056

-0.004

(prepoll)

(0.119)

(0.116)

(0.121)

지역적 요인

1.890

1.486

2.072

(local)

(1.316)

(1.135)

(1.295)

R- square

0.530

0.545

0.528

Adjusted R-square

0.466

0.483

0.464

93

93

N

93
주 : 괄호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모형 1]은 독립변수인 축제 성과가 관람객 수로 설정된 모형이다. [모
형 1]의 분석에 따르면, 축제 성과인 관람객 수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
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을 p=.05로 하였을 때,
3개의 변수(정당공천여부 / 후보자 수, 행정인 경력)가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독립변수인 축제 성과가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설정된
모형이다. [모형 2]의 분석에 따르면, 축제의 성과인 경제효과가 기초지
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을
p=.05로 하였을 때, 3개의 변수(정당공천여부 / 후보자 수, 행정인 경
력)가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을 p=.10로 하
였을 때는 1개의 변수(경제효과)가 추가되어 총 4개의 변수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독립변수인 축제 성과가 우수축제(문화관광축제) 보유여부로

- 49 -

설정된 모형이다. [모형 3]의 분석에 따르면, 축제 성과인 우수축제 보유
여부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
의수준을 p=.05로 하였을 때, 3개의 변수(정당공천여부 / 후보자 수, 행
정인 경력)가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모형 1] 결과의 해석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각 지방축제 평균 관람객수를 독립변수로 한
[모형1]에 따르면, 관람객수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을 p=.05로 하였을 때 총 3개의 변
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의 성과인 관람객수는 득표율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 관람객의 수만으
로 축제의 성과를 대표하고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단순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음이 나타났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과거 행정인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5회 지방선거의 득표율도 정
(+)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력 변수, 나이 변수, 제4회 이
전선거 득표율은 제5회 선거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와 축제지원예산액의 경우
득표율에 약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 하지
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또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선거와 관련된 변수는 당선의 경쟁자를 후보자수로 측정한 변수의 경우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보자의 수가 증가할수
록 득표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보자의 수가 많을수록 표
가 분산되어 득표율이 감소하였던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과 동일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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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였다. 정당공천더미변수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정당공천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득표율을 높
이는 데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공천을 받은 경우와
해당 지역선거 입후보자가 적을수록 득표율이 증가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모형2 결과의 해석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각 지방축제의 평균 경제적 파급효과를 독립
변수로 한 [모형2]에 따르면, 관람객수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을 p=.05로 하였을 때 3
개의 변수가, 통계적 유의수준을 p=.10로 하였을 때 총 4개의 변수가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의 성과지표로 넣은 축제의 경제효과 변수가 10%의 유의수준에서 득
표율에 약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축제의 경제효
과가 클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재선에 있어서 높은 득표를 할 가능성
이 증가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축제개최를 통해 발생된 경제
효과가 높으면 현 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하였을 때 긍정적인 요인으로 득
표율을 증가시키는 데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득표율에 미치
는 영향력은 크지 않고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축제의 성과를
경제효과로만 한정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으나 사회문화적 효과는 양적
인 변수로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바 이 연구에서는 부득이하게 경
제효과를 단일 변수로 축제 성과로 정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2] 에서도 5%의 유의수준에서 살펴보았을 때, 정당공천여부와 경
쟁후보자의 수, 행정 관료의 경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과거 행정인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5회 지방선거의 득표율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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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과거 군수, 시장, 구청
장을 지낸 후보자의 경우가 다음 선거에서 더 높은 득표율을 받을 가능성
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학력 변수, 나이 변수, 제4회 이전선거 득표
율은 제5회 선거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방재정 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와 축제지원예산액의 경우
득표율에 약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 하지
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또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지방재정 관
련 변수들은 [모형 2]에서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였
다.
선거와 관련된 변수는 당선의 경쟁자를 후보자수로 측정한 변수의 경우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보자의 수가 증가할수
록 득표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보자의 수가 많을수록 표
가 분산되어 득표율이 감소하였던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과 동일한 결
과를 보였다. 정당공천더미변수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정당공천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득표율을 높
이는 데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모형3 결과의 해석
[모형 3]에 따르면, 독립변수로 사용된 문화체육관광부가 매해 지정하는
우수축제인 ‘문화관광축제’의 보유여부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
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는 것만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축제의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을 거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다. 특히나 문화관광축제의 세부등급인
‘최우수-우수-유망-예비’를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3년 동안 선정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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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유무만을 변수정의에 포함시킨 미흡한 변수정의가 이러한 결과에 영향
을 준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모형 3] 에서도 5%의 유의수준에서 살펴보았을 때, 다른 모형들과 마
찬가지로 정당공천여부와 경쟁후보자의 수, 행정 관료의 경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과거 행정인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5회 지방선거의 득표율도 정
(+)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과거 군수, 시장, 구청
장을 지낸 후보자의 경우가 다음 선거에서 더 높은 득표율을 받을 가능성
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학력 변수, 나이 변수, 제4회 이전선거 득표
율은 제5회 선거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방재정 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와 축제지원예산액의 경우
득표율에 약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 하지
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또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지방재정 관
련 변수들은 [모형 2]에서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였
다.
선거와 관련된 변수는 당선의 경쟁자를 후보자수로 측정한 변수의 경우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보자의 수가 증가할수
록 득표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보자의 수가 많을수록 표
가 분산되어 득표율이 감소하였던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과 동일한 결
과를 보였다. 정당공천더미변수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정당공천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득표율을 높
이는 데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모형 3]의 분석 결과, 축제의 성과로 각각의 단일한 축제의 결
과 변수만을 넣어 분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나마 축제
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경우 그 정도는 약하지만 어느 정도 득표율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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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어서 제시할 [모형 4]~[모형 6]은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단일한 독립변수를 가지고 통제변수의 가감을 통해 심화된 분석을 해보고
자 한다.

축제의 성과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
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는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종속변수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5회차 득표율
독립변수
모형 4

모형 5

모형 6

경제효과

1.953*

1.684*

2.265**

(lnecono)

(1.088)

정당공천여부

6.355**

(0.974)
6.211**

(1.055)
5.834*

(party)

(3.011)

경쟁 후보자 수

-7.061***

(2.951)
-6.835***

(2.980)
-7.083***

(competi)

(3.099)

(1.024)

(1.137)

1인당
지방세부담액
(lntax)

0.784

-

(5.393)

재정자립도

0.102

(indepen)

(0.205)

축제예산 지원액

-0.001

(budget)

(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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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6
(5.360)
0.108
(0.205)
-0.002
(0.002)

행정인 경력

13.029***

12.959***

13.463***

(career)

(3.138)

(3.084)

(3.119)

나이

0.082

0.087

0.091

(age)

(0.207)

(0.204)

(0.208)

학력더미변수

2.149

2.160

2.499

(edu)

(1.674)

(1.592)

(1.648)

4회 선거 득표율

-0.056

-0.038

-0.050

(prepoll)

(0.116)

(0.112)

(0.116)

지역적 요인

1.486

1.418

(local)

(1.135)

(1.247)

R- square

0.545

0.540

0.538

Adjusted R-square

0.483

0.496

0.481

N

93

93

93

-

주 : 괄호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4. 모형4 결과의 해석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각 지방축제의 평균 경제적 파급효과를 독립
변수로 한 [모형 4]에 따르면, 관람객수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을 p=.05로 하였을 때
3개의 변수가, 통계적 유의수준을 p=.10로 하였을 때 총 4개의 변수가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의 경우, [모형 2]와 같은 회귀모
형이므로 결과는 동일하다.
축제의 성과지표로 넣은 축제의 경제효과 변수가 10%의 유의수준에서 득
표율에 약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의 경제효과가 클수
록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재선에 있어서 높은 득표를 할 가능성이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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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고 제한
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모형 4] 에서도 5%의 유의수준에서 살펴보았을 때, 정당공천여부와 경
쟁후보자의 수, 행정 관료의 경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과거 행정인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5회 지방선거의 득표율도 정
(+)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력 변수, 나이 변수, 제4회 이
전선거 득표율은 제5회 선거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와 축제지원예산액,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아니었다.
즉, 지방재정 관련 변수들은 [모형 4]에서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선거와 관련된 변수는 당선의 경쟁자를 후보자수로 측정한 변수의 경우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보자의 수가 증가할수
록 득표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공천더미변수의 경우 5% 유
의수준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공천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득표율을 높이는 데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5. 모형5 결과의 해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나타내는 변수인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재정
자립도, 지역축제 예산지원액을 제외한 [모형 5]에 따르면 유의수준
p=.05로 했을 때, 유의미한 변수는 후보자수, 정당공천여부, 행정인 경
력으로 3개의 변수가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을 p=.10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경제효과가 유의미한 변수로 추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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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총 4개의 변수가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5]의 경우 [모형 4]에서 재정관련 변수를 제외한 모형이었으나 분
석의 결과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당공천여부, 행정
인 경력, 후보자 수, 경제효과 4가지로 [모형 4]의 결과와 비교해 유의미
한 변수의 변화는 없었다. 다만 각 변수들의 회귀계수들이 조금씩 영향력
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6. 모형6 결과의 해석
지역주의를 고려한 변수인 지역더미 변수를 제외한 [모형 6]의 따르면
유의수준 p=.05로 보았을 때, 경제효과, 경쟁 후보자 수, 행정인 경력이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p=.10의 유의
수준으로 보았을 때는 정당공천여부도 유의미한 변수로 추가되어 총 4가
지의 변수가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 지역더미 변수를 제거하자, 10%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던
독립변수인 지역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값
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아질수록 기초자치
단체장의 득표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 4]에서 독립변
수 경제효과가 약하게 지지받은 데 반해 [모형 6]에서는 독립변수의 유의
미한 효과를 조금 더 지지할 수 있게 되었다.
독립변수 경제효과의 유의수준이 높아진 것에 반해 [모형 6]에서 나타난
다른 변화는 선거 관련 변수 중 정당공천여부 변수의 유의수준이 5%에서
10%으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그 외 경쟁후보자 수와 행정인 경력은 여전
히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지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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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
이미 살펴 본 기존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의 연구결과를 비교해보면,
연구 결과와의 공통점은 선거관련 변수인 경쟁후보자 수와 정당공천 변수
였다. 경쟁후보자의 수 변수의 경우 본 연구에서도 득표율에 음(-)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승범 외(2006)의 연구, 김형아
외(2008)의 연구에서의 결과와 일치했다. 선거에서 경쟁 후보자의 수가
적을수록 득표율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당공천 변수의 경우
정당공천을 받은 경우 본 연구에서 득표율에 양(+)의 영향을 주는 유의미
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최승범 외(2006), 배상석 외(2006), 김형아 외
(2006)에서의 연구에서 모두 득표율에 긍정적이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
났다. 정당공천의 경우 공천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ㅇ낳은 경우에 비해
선거에서 득표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보자의 수와 정당공천여부가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적·지역적 범
위를 달리하고, 모형의 상이함이 존재하더라도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차이나는 부분은 출마자의 나
이와 경력과 같은 변수였다. 출마자의 나이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득표율
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상석 외(2006)의 연구에서는
많은 나이가 득표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
다. 이처럼 같은 변수들의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시간적 범위
의 차이로 인해 연구에 포함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개인적 특
성이 상이함에 기인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 58 -

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2010년에 선거를 치른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006년 현직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지역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우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속된 지역에서 개최된 축제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축제의 성과가
유의미한지를 살펴보았다. 축제의 결과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득표율 증가라는 정치적 지지로 연결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선거
의 긍정적인 영향력 증대를 위해 축제에 더 많은 재원과 인력을 동원할
유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분석의 결과 축제의 경제효과가 클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재선에
있어서 더 높은 득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말
해 축제 개최를 통해 발생된 해당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으면 현
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하였을 때 긍정적인 요인으로 득표율을 증가시키는
데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와 유의수준
(10%)이 높지 않아 type 2 오류의 증가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효과가 유
의미한 변수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 경우 경제효과가 득표율에 미치는 영
향에 비해 결과가 과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축제의 성과를 경제효
과로만 한정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각 기초지방자
치단체가 무수히 많은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대표축제를 만들어내려는 정
치적 유인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일정 부분이 지지될 수 있다고 본
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축제의 결과 중 관람객의 수나 우수축제로 선정
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제효과가 더 중요하
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축제의 경제 효과 이외의 변수들이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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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정당 공천여부와 경쟁후보자의 수, 행정 관료의 경력이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정당공천은 받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득표율을 더
획득할 가능성이 높고, 행정 관료의 경력이 있을수록 득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선거에서 경쟁 후보자의 수가 적을수록 득표율이 증가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
으로 지방 축제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평가해야 할 필
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축제
의 성과를 측정하는 독립변수의 정의였기 때문이다. 지역 축제와 기초지
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관계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
하고 단일화 된 기준을 가지고 전국 각지의 축제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축제에 대한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축제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역축제의 통폐합을 유도하여 무분별한 축제 개최
로 낭비될 수 있는 지역 자원을 절약하고 지역의 정서적 통합과 이미지
개선과 같은 지역 축제의 본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방향
을 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 미흡한 점은 축제의 성과 변수가 단편적이고 종합적이 못
한 부분이다. 독립변수로 사용한 관람객 수, 경제효과, 우수축제의 보유
여부 모두 축제의 다면적인 성과를 담아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특히 축제의 성과에 대한 자료는 지자체별로 분석된 자료를 대중에 발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28) 전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 연구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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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또한 제한된 인력으로 전국의 750여개에
달하는 모든 축제를 직접 면밀하게 직접 관찰이 불가능하여 각 지자체나
축제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공통의
평가 지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평가 기준이 상이한 경우도
존재하였다. 또한 관람객 수와 경제적 효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는 몇몇
지자체에서 축제의 성과를 돋보이게 홍보 하기위해 그 수를 부풀려 조사
하고 보고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또한 축제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각 지자체별로 축제에 대한 예산이 명확히 고시되지 않아 문화
관광 부분의 예산 전체를 축제의 예산으로 소급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축제의 예산의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려워 각 지
자체 총 예산에서 축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해보는 등의 추가적
인 노력이 부족했다.
축제의 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해서는 모든 축제를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축제에 대
한 다면적인 정보를 가지고 전국의 축제를 평가할 수 있는 축제성과점수
를 만들어 분석에 고려하였다면 보다 설득력 있는 실증적 분석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축제와 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론적 연구를 정책학이 아닌 인류
학적 관점에서만 찾은 부분이 아쉬웠다. 이 부분에 대한 실증연구와 이론
화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지금 한국은 전국의 축제 수가 2013년 현재 750개에 달하고 매일 축제
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전국의 축제 성과를 측정하고 평
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님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그러나 앞으로 더 분석하고 연구해야 하는 분야임에는 틀림없다. 이번 연
구의 부족한 점과 아쉬운 점을 앞으로 보완하여 축제에 대해 다면화된 평

28) 매해 축제의 결과를 분석하고 발표하는 축제는 2008년 기준 전국에서 규모가 큰 3개의 축제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함평나비축제)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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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한 후속 연
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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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Election of
Local Government Head
- Focusing on Local festival business -

Suyoun Kim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gnificant changes in the regional and local authorities is a
festival in each region that are currently being held across the
country. All municipalities have held a festival one or more, the
festival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at are currently ahead of the 2014 6th local elections, it is
necessary to examine evaluation of residents for the results of the
festiv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head is being reflec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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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tical support through the election.

In particular, in this

study, we try to see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festival in
the region, its impact on vote share of basic local government
elections.
The purpose of the local festivals that are held across the
country are to improve the image of the region, to promote, to
attract tourists and

vitalize the local economy through its

effect.
However, the festival might be held autonomously by appropriated
budget, there are only two in the country. Festival of all the
other is dependent on the budget. In this case, the festival in

the region, will not be free from the interference of local
government naturally.
Therefore, festival gives a positive impact to the political

support of the heads of municipalities about why being held to
increase continuously in the situation that has given a burden on
the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 local festivals, I try to
analyze the empirical hypothesis that support the re-election.
Hypothesis of this study is ". The more the results of the local
festival is high, a percentage of based on the vote of mayor
would be increas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based on the
incumbent as mayor, the fifth is the one who challenges the
election again.
Accomplishment of local festival shall be determined by the
independent variable. Festival performance consists of the number
of

visitors,

economic

effects

and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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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held

excellent

Control variables consists of variables related to the election,
local finances, regional,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control
variables were selected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n,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vote of the head of the
municipality challenged the re-election in 2010 the 5th local
elections.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economic effect of festival is
only Significant variables among independent variable. That is,
it is possible to analyze that more economic effect of festival
is large, the vote becomes higher. It was found that the economic
effect of festival acts to increase the percentage share by
positive factors when the incumbent tried re-election.
However,

it

is

intended

to

clarify

that

the

level

of

significance and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the independent
variable (10%) is not high, the economic effect is significant
variable committing a risk type2, of error. In this ca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xaggerated results compared to the
effect of economic effects on the percentage share.
There is a shortage that the economic impact of the festival is
only limited as the accomplishment of local festival. However, it
could be supported that many governments want to create the
represented festival as taking a place many festival by a
political incentive.
Despite the significant results, there are some limitations.
The economic impact of the festival is only limited as the
accomplishment of local festival and significant in the test.
Visitors and whether held by an excellent festival were us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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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s, also, but there is impossible to represent
the overall outcome of these festivals. In addition, there are
the data that was less reliable in the process of research i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vestigating data from
the local government.
In this study, would have been that we have the analysis and
accurate

data evaluation

system objective

and

comprehensive

festival is present, it is to study a more explanatory power.
I have regret If there was a wealth of versatile and accurate
data, it would have been a better study.
For this reason, I hope accurate survey based on accurate and
consistent accurate survey about the accomplishment of local
festival in the future.

Key words: local festivals, festival politics,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head basis, the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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