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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도시브랜드 체계적 구축·활용으로

관악구 이미지 변화 및 지역가치 제고

도시브랜드는 도시 이미지를 개념화하여 전달하고 다양한 가치 창출하는 수단

도시브랜드는 기본적으로 브랜드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며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구

조, 기능을 하고 있다. 브랜드에서 정의하는 상품이 장소, 지역, 도시로 확대된 개념이 

도시브랜드이며 해당 도시를 다른 도시와 구별 짓고 많은 고객(재화, 주민 등)을 확보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브랜드는 브랜드 요소, 브랜드 전략 등을 활용해 도시 

이미지, 인지도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도시와 연관된 상품, 도시가 속한 국가, 도시 

내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하는 등 도시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유도한다.

도시브랜드는 시대와 목적에 따라 변모 중

도시브랜드는 시대 변화, 마케팅 수단의 변화, 도시브랜드 구축 목적에 따라 형태와 

활용 방법이 변모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브랜드인 ‘I♥NY’은 2세대 도시브랜

드로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2세대 도시브랜드는 슬로건 형태로 개발되

었으며 도시 이미지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도시에 강력한 이미지를 생성했다.

소셜 미디어(Social Media)가 발달하면서 개인, 집단 간 연결성과 상호작용이 용이

해지면서 적극적 소통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도시브랜

드 역시 이 마케팅 트렌드에 따라 변화하였다. 3세대 도시브랜드는 도시명 중심의 열

린 문장 구조의 가변적 아이덴티티의 형태로 고객과 적극 소통하며 고객들이 만들어

가는 브랜드를 지향하는 등 고객과 다면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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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도시브랜드들은 정책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활용 중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들은 역시 지방자치제 시행(1995년) 이후 지역 특성을 반영

한 CI(휘장)를 개발하였고 2002년 서울시가 서울시 도시브랜드 ‘Hi-Seoul’을 발표한 

이후 많은 자치구들이 슬로건 형태의 BI를 발표하였다. 자치구의 구정비전 변화, 핵

심가치가 변화할 때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BI, 구정슬로건을 개발하는 등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조사 결과 관악구를 제외한 서울시 자치구 24곳 

중 13곳이 새로운 구정비전과 새로운 구정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브랜드

를 개발하여 사용 중이다.

도시브랜드 개발을 통해 도시브랜드 경쟁력 제고 필요

관악구 도시브랜드 BI ‘따뜻한 관악’은 2012년 개발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그러

나 ‘따뜻한 관악’이 지역 내 인지도는 있으나 도시브랜드가 오래되어 시대변화를 반영

하지 못해 현재의 가치를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관악구 도시브랜드 경쟁

력 제고를 위해 관악구가 보유한 자산과 잠재력 있는 자산을 분석하고, 단계적 도시브

랜드 개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관협력체계를 활용한 통합적인 브랜드 운영 및 관리

새로운 관악구 도시브랜드의 정착을 위해서는 관악구 도시브랜드의 통합적 관리와 도

시마케팅을 전담하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주거, 관광, 문화 등 도시브랜

드 상품(서비스) 전문가들로 민관협력 조직을 구성해 다양한 도시브랜드 마케팅 역량

을 확보하고 관악구 내외 여러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시브랜드를 확산·홍

보할 필요가 있다.

관악구 도시브랜드 파트너스(가칭)가 관악구 사회적 기업, 청년기업, 전통시장 등 사

업체와 협약을 맺어 관악구 도시브랜드를 확산·홍보·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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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1)이 경제영역을 넘

어 정치·사회영역까지 확산되면서 중앙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

전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대두됨

◦ 또한, 글로벌화·탈산업화·탈국가화와 같은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가 

간 경쟁시대와 더불어 도시(지역) 간 경쟁시대에 직면함

◦ 이에 각 도시(지역) 정부는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도

시마케팅을 통한 도시이미지 향상과 장소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함

◦ 도시브랜드 구축은 이 도시마케팅의 일환으로 도시행정에 기업의 브랜드전략을 

도입해 도시(지역)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특성과 이미

지의 상징체계를 구축하는 활동을 지칭함

◦ 세계 각국 도시들이 도시정책의 수단으로 도시브랜드 강화에 집중하는 추세임

‐ 파리, 런던, 뉴욕, 도쿄 등 세계적인 도시들이 경쟁 도시(지역)와 차별적인 

요소를 발굴하여 도시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마케팅 

해 도시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 중

‐ 뉴욕 시의 ‘I♥NY’, 암스테르담 시의 ‘I amsterdam’이 대표적인 사례로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둠

1) 대량 생산ㆍ대량 소비의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욕구의 다양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된 소량 생산ㆍ소량 소비 
방식의 생산 체제를 말하며, 이를 도시로 적용시키면 다양한 지역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권으로 
권한과 책임이 이전되는 현상으로 해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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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 시행(1995년) 이후 지역 간 경쟁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역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됨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지역)마케팅의 일환으로 도시브랜드를 구축

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동기 부여를 도모하고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하고자함

‐ 특정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역사적인 특징, 문화적인 매력, 거주민 

특성, 행정서비스 등을 살리는 방법으로 접근함

◦ 서울시의 경우 2002년에 서울시 도시브랜드 ‘Hi-Seoul’을 개발·발표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많은 도시와 자치구들이 슬로건을 활용한 도시브랜드를 구축함

◦ 서울시 자치구 중 하나인 관악구는 2009년 도시브랜드 ‘산·뜻·한 관악’을 개발

하였고 2012년 ‘따뜻한 관악’으로 도시브랜드를 변경한 후 현재까지 사용 중임

◦ 관악구 도시브랜드 ‘따뜻한 관악’은 지역 내 인지도는 있으나 도시브랜드가 오

래되어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의 가치를 담기에는 부족함

◦ 이에 민선7기 관악구는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민이 선호하는 도

시(장소) 이미지를 정착시키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브랜드를 개발·홍보하

고 있으나 정착이 어려운 상황임

◦ 관악구 도시브랜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악구가 보유한 자산과 잠재력 있

는 자산을 분석하고, 단계적 도시브랜드 개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대상 설정 필요

‐ 양방향 소통으로 주민들과 함께 브랜드를 구축해 도시브랜드 애착과 공감

대 형성 필요

2) 연구목적

◦ 관악구 정체성과 차별성이 담긴 도시브랜드 개발·정비

◦ 관악구 도시브랜드에 적합한 브랜드 활용 전략 수립

◦ 주민들의 도시브랜드 변경 수요 분석

◦ 주민참여형 도시브랜드 개발·운영·관리 체계 구축

◦ 효과적인 도시브랜드 홍보방안 발굴

◦ 관악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방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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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도시브랜드 개념과 구성요소 분석

‐ 브랜드 개념, 기능, 구성요소, 브랜드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도시에 대입 

해 도시브랜드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해 서술함

◦ 브랜드 역사와 도시브랜드 등장 배경

‐ 브랜드의 기원과 역사를 살펴보고 도시브랜드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

과 도시브랜드의 발전 과정을 서술함

‐ 세대별 도시브랜드의 특징을 비교 분석함

◦ 도시브랜드의 중요성

‐ 도시브랜드의 기능과 가치를 조사하고 도시브랜드가 가지는 의의 서술

◦ 도시브랜드 관련 정책동향

‐ 국내 도시브랜드 관련 정책동향

‐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도시브랜드 현황

◦ 관악구 도시브랜드 현황

‐ 관악구 CI, BI, 캐릭터 등 관악구 도시브랜드 현황 분석

‐ 관악구 도시브랜드 역사와 개발 과정 조사

‐ 주민대상 관악구 도시브랜드 인지도, 만족도 분석

◦ 국·내외 도시브랜드 사례 벤치마킹

‐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요인 분석

‐ 관악구 도시브랜드 구축 시 접목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

◦ 관악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방안

‐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악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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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 전문도서, 정책보고서, 정책자료 등을 활용한 문헌조사

‐ 브랜드와 도시브랜드 관련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사업계획서 검토

‐ 국내 도시브랜드 관련 정책동향

‐ 관악구 도시브랜드 구축 현황 분석

‐ ‘산·뜻·한 관악’, ‘따뜻한 관악’ 도시브랜드 구축 관련 관내 자료 분석

◦ 주민 대상 설문조사

‐ 관악구 도시이미지 조사

‐ 관악구 도시브랜드 ‘따뜻한 관악’ 인지도, 만족도 조사

‐ 강감찬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강감찬 도시 관악’, ‘강감찬’ 캐릭터 인지도, 

만족도 조사

‐ 도시브랜드 변경 수요 조사

◦ 국·내외 도시브랜드 사례분석

‐ 국·내외 도시브랜드의 성공요인 분석

‐ 관악구 도시브랜드 구축 시 도입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

(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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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도시브랜드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정책동향

1_도시브랜드 이론적 배경

1) 도시브랜드 개념

(1) 도시브랜드란?

◦ 도시브랜드는 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도시행정에 기업의 브랜드전략을 

도입한 개념

‐ 지역의 역사, 문화·자연자원, 미래비전 등의 이미지를 활용해 도시의 경쟁

력을 높이고, 경쟁도시와의 차별성 확보

‐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이미지, 행정서비스를 고객(주민, 관광객 등)에게 명

확히 전달하는 수단

‐ 고객이 이를 활용해 자신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표출하는 행위수단

◦ 도시브랜드 범위에는 도시정부가 추구하는 이념, 도시의 상징체계 등도 포함

‐ 도시브랜드는 해당도시의 특성과 이미지를 상징하는 수단

‐ 특정 도시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역사적인 특성, 문화적인 매력, 

행정서비스나 다른 도시와 확연히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시의 명칭, 상징

물, 디자인 혹은 그들의 결합체 등으로 정의(구자룡·이정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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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브랜드에 대한 정의는 학자·기관별로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도시의 가치

와 이미지를 상징하는 체계로 정의하고 있음(표 2-1 참고)

‐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자원, 미래비전 등 도시(지역) 이미지를 활용하여 브랜

드 전략을 구사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행위(반정화, 2015)

(표 2-1) 도시브랜드 개념 정의

학자 개념 정의

Mommaas(2002) 도시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느끼게 하는 종합적 도구

이재순 외(2006)
도시가 가진 다양한 기능, 시설, 서비스 등에 의해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상태이자 도시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일련의 도시마케팅 활동

박근수(2007)
도시브랜드는 지역의 특산품, 축제, 특성화, 관광, 역사, 문화 
등과 관련되어 특정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일종의 지역발전 전략

구자룡·이정훈(2008)
특정 도시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역사적인 특성, 
문화적인 매력, 행정서비스나 다른 도시와 확연히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시의 명칭, 상징물, 디자인 혹은 그들의 결합체

이재순·김미경·박송희·오동훈(2008)
도시정부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한 도시가 추구하는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 도시의 상징체계

허용훈·한경성(2009) 도시 이미지, 신뢰도, 호감도 등을 대변하는 종합적인 가치

반정화(2015)
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지역특성화, 관광산업의 활성화, 
기업 및 인재유치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도시 
차별화 전략

서울특별시(2017)
‘시민들이 재미있게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이자 시민들이 
참여해 만들어내는 지혜와 경험의 합’

자료 : 반정화(2015),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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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랜드의 개념

◦ 도시브랜드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브랜드’의 개념과 기능, 구성요소, 브

랜드 전략 등을 살펴봄

◦ 브랜드는 판매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이름(name), 용어

(term), 기호(sign), 심벌(symbol), 디자인(design), 또는 이것들의 조합으로 

언어적·비언어적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신철호, 2002)

‐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IKEA(가구), NIKE(스포츠 물품), 애플(스마트기기), 

코카콜라(음료) 등이 있음

◦ 브랜드의 의미가 확장되면서 ‘소비자의 마음속에 인지된 정도’라는 뜻을 지니

게 됨(Aaker & Joachimsthale, 2000)

‐ 한 가지 예로 IKEA는 소비자에게 트렌디하고 가격대비 성능이 좋은 가구 

브랜드로 인지됨

◦ 브랜드를 구축하는 상품에는 좁게는 개별상품부터 넓게는 하나의 국가까지도 

포함함(표 참고)

◦ 일반적으로 기업 이하의 계층에서 브랜드 활동에는 브랜드 개발과 브랜드 자

산 유지를 위한 활동이 포함됨(임경수, 한종길, 2003)

◦ 이와 같은 기업의 브랜드 개념을 장소 또는 공간개념과 연계시켜 도시나 지

역개발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도시브랜드

(표 2-2) 브랜드 계층

범위 지역

광범위 국가

지역(산지)

도시

기업

사업

상품군

협소 개별상품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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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랜드 요소

◦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기업과 차별화하기 위한 중요한 브랜드 요소로 브랜드 

네임(brand name), 로고(logo), 심벌(symbol), 캐릭터(character), 슬로건

(slogan) 등을 정의(미국 마케팅 협회)

◦ 브랜드 네임

‐ 브랜드의 명칭으로 브랜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 로고

‐ 시각적인 브랜드 요소로 브랜드 자산 구축에 중요한 기능을 함

‐ 역사적 기원, 소유권, 연상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명문

가나 국가들이 이름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로고 사용

‐ 로고 종류에는 독특한 형태로 쓰인 회사명, 상표(trademark), 워드마크

(word mark), 추상적인 이미지를 사용한 로고 등이 있음

◦ 캐릭터

‐ 특정한 관념, 심상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인화, 형상화해 고유의 

성격과 개성을 부여한 가상의 이미지

‐ 소비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

◦ 슬로건

‐ 브랜드에 관한 설명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짧은 문구

‐ 브랜드가 무엇이며 브랜드를 특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줌

(표 2-3) 브랜드 요소별 특징

구분 기억용이성 유의미성 보호성 전이성 적용성

브랜드
네임

브랜드 상기 및 
인지도를 향상

거의 모든 유형의 
연상 강화 가능

한계는 있으나 
보호성 좋음

다소 제한적 어려움

로고와 
심벌

브랜드 인지에
더 유용

거의 모든 유형의 
연상 강화 가능

탁월 탁월
일반적으로 

리디자인 가능

캐릭터
브랜드 인지에

더 유용
비제품 관련 심상과 
브랜드 개성 전달

탁월 다소 제한적 리디자인 가능

슬로건
브랜드 상기와 

인지를 향상에 유용
거의 모든 유형의 

연상을 명백하게 전달
탁월 탁월 수정 가능

자료 : 케빈 레인 켈러(2007); 이소영(200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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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랜드 전략

◦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브랜드 전략으로 브랜딩과 브랜드 마케팅이 있음

◦ 브랜딩은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소비자들이 브랜

드에 가지는 이미지나 기업이 원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활동

◦ 브랜드 마케팅은 브랜드의 기본설계를 확고히 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실행하

고 평가하는 활동(Hakuhodo 사)

◦ 브랜드 전략은 그림(2-1)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 됨

‐ Brand Naming을 결정하고 Brand Design 과정을 통해 Brand 

Platform, Brand Architecture를 설정·개발 함

‐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시장의 변화, 사업의 확장 등 브랜드 변화에 따라

Brand Revitalization, Brand Extension 단계 진행

(그림 2-1) 브랜드 전략(Brand Strategy)

자료 : 에이밍룸 블로그, 미국 마케팅 협회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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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는 브랜드 이름, 브랜드 플랫폼, 브랜드 아키텍처로 구성

① 브랜드 네이밍

◦ 브랜드 이름

‐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시키는 독특한 이름이나 상징물로 브랜드를 구성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 브랜드 네이밍 과정의 경우 브랜드 디자인 과정과 교차하여 진행해야 일관

성 있는 브랜드 구축이 가능함

② 브랜드 디자인

◦ 브랜드 디자인 과정에서 브랜드 플랫폼 구축, 브랜드 운영구조 확립

◦ 브랜드 플랫폼

‐ 브랜드 플랫폼이란 고객, 직원, 투자자 등에게 전달·공유하고자 하는 브랜

드의 중장기적 선언 혹은 약속이며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브랜드 플랫폼 요소에는 브랜드 비전, 미션, 개성, 핵심가치가 포함됨

‐ 브랜드 비전(Vision)은 브랜드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 상태

‐ 브랜드 미션(Mission)은 내부적인 관점과 외부적인 관점으로 나누어짐

Ÿ 보유해야할 능력과 노력해야할 일에 대한 구체적 기술(내부적인 관점)

Ÿ 고객에게 던지는 약속(외부적인 관점)

‐ 브랜드 개성(Personality)은 브랜드만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개성, 소비

자들이 자신의 개성, 자아를 표현하는 수단을 말함

‐ 핵심가치(Core Identity)는 목표 고객들 인식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가치제안의 핵심 부분이며 브랜드 포지셔닝 컨셉(Brand 

Positioning Concept)과 같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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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아키텍처

‐ 브랜드 아키텍처(Brand Architecture)란 기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하

위 브랜드들의 운영구조(역할 분담)의 총칭이며 여기에는 브랜드 포트폴리

오, 브랜드 체계, 브랜드 구조가 포함됨

◦ 브랜드 포트폴리오(Portfolio)란 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브랜드의 

집합을 말함

◦ 브랜드 체계(Hierarchy)는 브랜드 별 위계체계를 뜻하는 말이며 크게 네 

가지 범주가 있음

Ÿ 기업 브랜드(Corporate Brand) - 회사 상호를 대신하는 브랜드

Ÿ 패밀리 브랜드(Family Brand) - 동일한 범주 내 복수의 자 브랜드를 

갖거나 상이한 범주에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하는 브랜드

Ÿ 개별 브랜드(Product/Individual Brand) - 특정 개별제품이나 제품

에 붙여진 브랜드

Ÿ 브랜드 수식어(Brand Modifier) - 개별 브랜드를 보조하기 위해 붙여

진 전술적인 이름

‐ 브랜드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시로 대상 주식회사의 브랜드 

체계를 조사함(표 2-4 참고)

Ÿ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기업 브랜드 ‘대상’

Ÿ 하나 이상의 제품 범주에 사용되는 패밀리 브랜드 ‘청정원’

Ÿ 하나의 제품에 사용되는 개별 브랜드 ‘순창’

Ÿ 품목과 모델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브랜드 수식어 ‘태양초’

(표 2-4) 브랜드 체계 예시(대상 주식회사)

구분 그림

기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개별 브랜드

브랜드 수식어

자료 : 대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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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구조(Brand Structure)란 브랜드 체계를 기초로 브랜드가 사용되고 

관리되는 구조로 전략 별로 다섯 가지 유형이 있음

‐ 브랜드 구조 요소 중 어떤 브랜드를 강조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할지 결정하

는 브랜드 활용 전략(브랜드 시스템)

‐ 단일 브랜드 전략(Monolithic Brand Structure)

Ÿ 회사 브랜드와 제품 브랜드를 동일하게 쓰는 전략

Ÿ 동일한 브랜드 사용으로 명확한 이미지 구축하여 인지도 제고에 용이

Ÿ 다양한 제품에 하나의 브랜드를 사용해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을 높이고 

마케팅 비용 절감 및 브랜드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Ÿ 단점으로 한 제품에 부정적인 이미지 발생 시 다른 제품에도 전이될 가

능성이 높음

(그림 2-2) 단일 브랜드 예시(Coway 사, Fedex 사)

자료 : 코웨이 홈페이지, Fedex 홈페이지

‐ 개별 브랜드 전략(Independent or Individual Brand Structure)

Ÿ 회사 브랜드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브랜드를 다르게 사용

Ÿ 장점으로 각 브랜드 별 명확한 이미지를 구축 가능

Ÿ 다른 제품에 부정적 이미지를 전이될 가능성 차단

Ÿ 단점으로 별도로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 비용이 많이 듦

(그림 2-3) 개별 브랜드 예시(Unilever 사)

                자료 : Unileve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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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브랜드 전략(Endorsed Brand Structure)

Ÿ 각 제품 브랜드에 기업 브랜드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

Ÿ 장점으로 기업 브랜드의 영향력에 따라 소비자 신뢰도 및 인지도 제고

에 유리하며 마케팅 비용이 절감됨

Ÿ 단점으로 기업 브랜드 육성에 많은 비용이 필요함

(그림 2-4) 보증 브랜드 예시(Apple 사)

            자료 : Apple 홈페이지

‐ 혼용 전략(Mixed Brand Structure)

Ÿ 네 가지 전략을 필요에 맞춰 혼합하여 사용

Ÿ 장점으로 환경에 맞추어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Ÿ 단점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유지, 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비용 필요

(그림 2-5) 혼용 브랜드 예시(코카콜라 사, 대상 주식회사)

            자료 : 코카콜라 홈페이지, 대상 홈페이지



18

02

도
시
브
랜
드
 이
론
적
 배
경
 및
 관
련
 정
책
동
향

③ 브랜드 재활성화

◦ 브랜드 재활성화(Brand Revitalization)

‐ 소비자 기호의 변화, 강력한 경쟁자 등장, 기술혁신에 의한 신기술 개발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브랜드 자산이 약화된 경우 브랜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을 활용함

‐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은 신규 브랜드 출시보다 부담이 적음

‐ 브랜드 자산이 약화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Ÿ 브랜드 이미지의 노후화

Ÿ 부정적인 브랜드 연상의 강세

Ÿ 시장점유율이나 매출 등의 시장영향력 감소

Ÿ 브랜드 관련 지수(자산가치, 충성도 등) 및 고객 인지 등 행동자산 약화

◦ 브랜드 리뉴얼(Brand Renewal)

‐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성 요소 중 하나 이상을 수정·변경함으로써 노후화된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부가적으로 창출해 주는 전략

‐ 브랜드 네임은 거의 변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화를 주는 전략

‐ 지속적인 브랜드 유지를 위해서는 시장 변화에 발맞춰 대응해야 함

‐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

‐ 브랜드의 생동감을 주는 방법(가변적 모습)

◦ 브랜드 리포지셔닝(Brand Repositioning)

‐ 현재 브랜드 포지셔닝이 경쟁사의 포지셔닝이나 트렌드 변화에 따라 경쟁

력을 상실했거나 해당 세분 시장의 크기나 수익성이 낮아 새로운 시장으로 

이동이 필요할 때

‐ 고객들의 마음속에 다시(Re-) 포지셔닝 시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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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브랜딩

◦ 앞서 살펴본 브랜드의 개념을 도시에 대입하면 브랜드화 가능한 요소는 도시(지

역)의 복지 서비스, 교육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와 관광지, 문화행사, 주거지, 투

자 지역과 같은 상품으로 생각할 수 있음

◦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 홍보하여 도시를 대하는 사람들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제고하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하는 것이 도시브랜딩임

‐ 다른 지역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 유인

◦ 더 나아가 도시라는 공간을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여 개발하는 전략을 통해 주민

들의 내적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기능

◦ 도시를 단순히 하나의 물리적 공간으로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연관된 

가치를 상품으로 개발해 도시의 전체적인 가치 향상 도모를 통해 도시브랜드 자

산 가치 향상

‐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해 부정적 이미지 쇄신

◦ 긍정적 이미지로 그 도시가 포함된 국가와 그 도시에 속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하며 반대로 도시브랜드를 통해 국가의 긍정적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

◦ 시몬 안홀트는 도시브랜드의 탄력성과 적응성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다양하고 복

합적인 업무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Anholt, 2007)

‐ 경쟁도시(지역)와 구분해 주는 기능

‐ 경험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체험 소비(신철호, 2002)

‐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정훈, 2006)

(표 2-5) 도시브랜드를 통한 효과

내부구성원 관계자 집단 외부구성원

지역 문화 확립 및 혁신 관계자 집단 관심 환기 도시이미지 차별화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미래 비전 기대감 조성 도시에 대한 인식 향상

애향심과 사기 진작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자료 : 이서진(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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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 이미지와 도시브랜드 디자인 요소

◦ 도시 이미지를 구성하는 도시브랜드 디자인은 도시와 연관된 가치를 상품으

로 개발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자산 가치를 향상시킴

‐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도 제고

Ÿ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부가적 이미지 도출

Ÿ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 혹은 긍정적으로 전환

‐ 관광산업 경쟁력 증대

‐ 지역 내 기업의 활성화

‐ 지역 주민 소속감과 지역에 대한 애정 증대, 외부 주민 이주 유도

◦ 도시브랜드 디자인의 시각 요소는 지역의 건축적 랜드 마크나 상징물을 응용

한 심벌, 로고, 캐릭터, 전용 서체, 색상 등 지역 자산

◦ 이 지역 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표 참고)

‐ 상징적 건물, 자연환경 등 물리적·환경적 요소

‐ 지역 문화, 역사, 행사 등 인적·문화적 요소

‐ 지역 정체성,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정 등 정서적·상징적 요소

‐ 시장, 상권 등 다른 지역과 상대적으로 자산화 가능한 요소

(표 2–6) 장소자산의 분류

장소의 요소 장소 자산 분류 구체적 예

물리적·환경적 
요소

물리적 자산 건물, 인프라 등

환경적 자산 지형, 녹지, 청정환경 등

인적·문화적 요소
사회·문화적 자산 문화, 역사, 행사 등

정치·제도적 자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공공서비스 등

정서적·상징적 
요소

상징적 자산 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정, 정체성

상대적 요소

위치적 자산 시장, 상권 등

잠재적 자산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 않거나 부정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장소 중 시대 변화에 따라 긍정적 
자원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자산

상대적 가능성 자산
경쟁 장소에 존재하지 않거나 그 영향력이 작아 해당 
장소에 도입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산

자료 : 백선혜(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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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

◦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지역 자산들을 활용해 시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을 말함

‐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도시 이미지의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

‐ 도시가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 특성과 도시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야 함

‐ 도시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달하며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 부각하고 일관되

고 명쾌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적 도구

◦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에는 CI, BI, 슬로건 등이 포함됨

◦ CI는 일반적으로 휘장, 앰블럼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을 상징하는 대

표적이고 범용적인 상징물로 활용됨

‐ 로고, 도시명(지역명)과 로고 혼용, 도시명(지역명) 등의 형태

◦ 일반적으로 도시브랜드라고 불리는 것이 BI이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 뉴욕 시 ‘NYC’, ‘I Love NY’, 암스테르담 시 ‘I amsterdam’, 관악구 ‘따

뜻한 관악’ 등 지역, 도시를 표현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됨

‐ 도시(지역)의 가치체계, 성향, 목표, 의미를 대내외에 알리는 역할

‐ 우리나라 도시(지역)브랜드의 경우 슬로건(2세대 도시브랜드) 형태를 선호

하며 도시(지역)의 가치, 목표를 짧은 문장의 형태로 표현함

◦ 도시브랜드에서 슬로건은 도시(지역)의 이미지와 지향점을 한마디로 집약한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문구

‐ 2세대 도시브랜드의 경우 슬로건 형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슬로건이 

없는 경우도 있음

‐ 베를린시 ‘be Berlin’의 슬로건 ‘the place to be’처럼 별도로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도시 편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함

◦ 캐릭터는 도시(지역)의 이미지, 특징을 의인화, 형상화해 고유의 성격과 개성 

개성을 부여한 가상의 이미지

‐ 주민과 관광객에게 친근감을 주고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

‐ 도시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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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랜드 역사와 도시브랜드 등장 배경

(1) 브랜드 역사

◦ 브랜드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 벽돌공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피라미

드 벽돌에 벽돌 제조공의 이름을 각인한 상형 문자

◦ BC 7세기경 그리스 상인들이 항아리에 자신의 브랜드를 부착한 것이 상업적

으로 활용한 최초 기록

◦ 이후 브랜드 사용을 두고 두 가지 설이 존재

‐ 고대 노르웨이 파생 설

Ÿ ‘달구어 지진다’, ‘화인한다’는 뜻으로 사용한 노르웨이의 고어 

‘brandr’로부터 유래

Ÿ 제조업체의 품질을 증명하고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

‐ 16세기 영국 파생 설

Ÿ 위스키나무통에 인두를 찍는다는 의미의 영어 ‘burned’에서 유래

Ÿ 브랜드의 기본 기능인 자사 상품과 타사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표식으

로 브랜드의 현대적 개념과 속성 일치

◦ 중세 상인들이 제품에 브랜드를 부착하여 모방제품과 구별을 위해 활용

◦ 브랜드는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본격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인식

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부터임

(2) 최초 도시브랜드

◦ 다른 도시와 차별성을 가지고 도시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12~13세기 중세 도시 문장(Heraldry)을 최초의 도시브랜드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 도시 문장은 도시의 영역이나 소유물 표시 등 좁은 기능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도시브랜드의 개념과 차이가 있음

‐ 현대 도시브랜드는 도시를 상품으로 보고 적극적인 마케팅(홍보)으로 관광

객, 투자자, 기업, 이주민 등을 유치하는 기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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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브랜드 등장 배경

◦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2)이 경제영역을 넘

어 정치·사회영역까지 확산되면서 중앙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

전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대두됨

‐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하

는 역할을 부여받기 시작함(Hall and Hubbard, 1996:153-154)

‐ 도시정부와 정책전문가, 계획가는 공공계획부문에 마케팅 원리를 도입해 

기존의 도시구성원과 잠재적 도시구성원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것을 어떻게 도시 내에서 구현하여 ‘매력’을 되찾을 것인가 고민

◦ 또한, 글로벌화·탈산업화·탈국가화와 같은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가 

간 경쟁시대와 더불어 도시(지역) 간 경쟁시대에 직면함

‐ 자본의 공간이동성 가속화, 자본의 국제화, 단일 유럽시장의 형성 등으로 

투자를 유인하려는 지역 간 경쟁 더욱 가속화 됨

◦ 이에 각 도시(지역) 정부는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도

시마케팅을 통한 도시이미지 향상과 장소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함

‐ 시민들의 지역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시민지향서비스 중심 도시마케팅, 기

업 유치, 방문객, 관광객의 발굴 및 유치를 위한 도시마케팅 등

◦ 도시브랜드 구축은 이 도시마케팅의 일환으로 도시행정에 기업의 브랜드전략을 

도입해 도시(지역)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특성과 이미

지 상징체계를 구축하는 활동을 지칭함

◦ 국내에서는 지방자치제 시행(1995년) 이후 지역 간 경쟁시대가 도래하면서 

특정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역사적인 특징, 문화적인 매력, 거주민 특

성, 행정서비스 등을 살려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 2002년 서울시가 도시브랜드 ‘Hi-Seoul’을 발표한 후 많은 도시들이 슬로건

을 활용한 도시 브랜딩 작업을 시작함

2) 대량 생산ㆍ대량 소비의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욕구의 다양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된 소량 생산ㆍ소량 소비 
방식의 생산 체제를 말하며, 이를 도시로 적용시키면 다양한 지역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권으로 
권한과 책임이 이전되는 현상으로 해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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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브랜드의 발전

(1) 1세대 도시브랜드

◦ 12세기와 13세기에 걸쳐 중세 도시의 문장(Heraldry)들을 1세대 도시브랜드

로 볼 수 있음

◦ 문장의 디자인은 기관중심으로 전문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도시를 식별

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었음

◦ 도시 문장은 시정과 관련된 공식적이고 법적인 문서들을 처리하거나 문서들

의 보안을 위해 밀봉하기 위한 인장으로 사용

◦ 도시 문장들은 도시의 영역 표시나 공공 상징물들에 사용

‐ 지금도 유럽 도시에 있는 유적지나 성들에서 도시 문장들이 남아있음

◦ 타 도시와 구별이 가능한 점에서 현대의 도시브랜드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기업과 관광객 유치, 주민들의 이탈을 방지하고자하는 기능은 포함하지 않음

(표 2-7) 1세대 도시브랜드

도시 런던 암스테르담 피렌체 뉴욕

문장

시설물 
적용 사례

자료 : 이서진(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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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세대 도시브랜드

◦ 2세대 도시브랜드는 대부분 슬로건 형태로 제작됨

◦ ‘수식어 + 도시명’으로 구성된 슬로건 형태의 2세대 도시브랜드는 도시 이미

지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도시가 추구하는 정신이나 가치를 전달

‐ 도시 슬로건은 도시에 강력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 담당

‐ 슬로건(slogan)3)은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표현이 단순하며 단정적이기 때

문에 시민들에게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효과적

◦ 2세대 도시브랜드는 관광 목적을 위주로 개발되었으며 기관을 중심으로 전문

가 주도로 개발됨

‐ ‘I LOVE NY’가 가장 대표적인 슬로건 형태의 도시브랜드

‐ 1976년 금융위기로 뉴욕 경제가 어려워지고 방문객이 줄어들자 뉴욕 주 

상무국의 주도로 관광객들을 다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중 탄생함

‐ 그래픽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인 밀튼 그레이저가 디자인함

‐ 뉴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매김하며 현재까지 수많은 관광

지와 관광 상품에 사용 중(Keith Dinnie, 2013)

(표 2–8) 2세대 도시브랜드

도시 서울 도쿄 싱가포르 뉴욕

도시
브랜드

지자체 관악구 대구 부산 인천

도시
브랜드

자료 : 이서진(2017)

3) 스코틀랜드에서 위급할 때 집합신호로 외치는 소리(sluagh-ghairm)를 슬로건이라고 한 데서 나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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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세대 도시브랜드

◦ 도시브랜딩도 마케팅의 일환으로 시대 변화에 영향을 받음

◦ 미국 마케팅협회는 2008년 ‘마케팅 정의’를 개정하면서 향후 마케팅에서 문

화적인 측면, 시민들과의 연결성,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

다고 밝힘

◦ 소셜 미디어(Social Media)가 발달하면서 개인, 집단 간 연결성과 상호작용

이 용이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요구하기 시작함

◦ 도시마케팅과 도시브랜드 개념 또한 기능적, 정서적 만족도 충족에서 정서적 

가치창출로 변화되면서 공존, 소통, 배려 등과 같은 가치에 집중하기 시작함

◦ 3세대 도시브랜드는 기관중심 또는 시민참여형태로 개발되었으며, 도시명 중

심의 열린 문장 구조를 갖추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변적 아이덴티티

의 형태가 특징

‐ 오늘날 사용자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와 다면적인 관계를 구축

하기를 원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향을 보임

‐ 도시브랜드 역시 이 시장변화를 반영하여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탈피 중

‐ 3세대 도시브랜드로 들어서며 사람 중심의 대화로 변화 중

(그림 2–6) 브랜드 인식 변화

          자료 : 이서진(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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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대 도시브랜드는 다양한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용 방법 또한 다양해짐

‐ 기존 ‘수식어 + 도시명’인 슬로건 형태에서 벗어나 사용 목적, 목표대상에 

따라 그 형태를 변화시키면서도 통일성을 유지하는 가변적 아이덴티티로 

구축·활용 중

(표 2-9) 3세대 도시브랜드

도시 서울 도쿄 싱가포르 뉴욕

도시
브랜드

도시 베를린 암스테르담 멜버른 코펜하겐

도시
브랜드

자료 : 이서진(2017)

‐ 호주 멜버른, 덴마크 코펜하겐 사례를 살펴보면 일관된 형태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표 2-10) 3세대 도시브랜드 활용 사례

도시 멜버른 코펜하겐

도시
브랜드
활용

자료 : 멜버른 시 홈페이지, 코펜하겐 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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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대별 도시브랜드 비교

◦ 3세대에 걸쳐 발전해 온 도시브랜드를 세대별로 비교 분석함

◦ 1세대에는 문장 형태로 도시 식별을 위한 기관중심 사용이 주된 목적

◦ 2세대로 접어들며 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관광객

을 대상으로 한 목적 증가

◦ 따라서 관광객들에게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

는 슬로건 형태가 발달

◦ 3세대에 접어들며 다양한 기술의 발달과 함께 브랜드의 사용 방법 또한 제한

적인 형태를 벗어나게 되었다. 도시브랜드의 사용 목적 또한 관광객 대상에서 

벗어나 다양해짐에 따라 사용 목적에 맞게 그 형태를 변화시키면서도 통일성

을 유지할 수 있는 가변적 아이덴티티 사용이 부각

◦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의 사용 방법들을 다양

하게 개발 중

(표 2-11) 세대별 도시브랜드 특성

1세대 2세대 3세대

주관 기관중심 기관중심 기관중심

목적 도시 식별 관광 목적 다목적

형태 문장 형태 슬로건 형태 가변적 아이덴티티

예시
(뉴욕 시)

특징 시각상징물 개발 언어적 표현 중심(수식어) 도시명 중심의 열린 문장

사용 전문가 주도 전문가 주도 시민참여형

자료 : 이서진(2019), 뉴욕 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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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도시브랜드의 중요성

1) 도시브랜드의 가치

◦ 도시브랜드는 도시 이미지를 하나의 브랜드로 개념화하여 전달

‐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스토리 형성 과정, 도시의 스토리와 전달된 메시지 

사이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모든 마케팅 활동의 중심 역할

◦ 도시브랜드는 기업과 투자자, 이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낙후된 도시의 이미

지 쇄신과 기업유치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

‐ 도시 이미지는 주민, 방문객들이 도시에서 경험한 것들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 주거환경, 자연환경, 투자환경 등을 정

비하고 재방문 및 투자 증가 유도

◦ 세계 도시들은 도시정책의 수단으로 도시브랜드 강화에 집중하는 추세임

‐ 뉴욕,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 도시들이 도시브랜드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도시 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

‐ 경쟁력 있는 도시브랜드는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사회에서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여 판매촉진을 유발

‐ 광고비 및 홍보비 등 마케팅 비용의 절감 효과나, 다국적 기업과의 무역체

결 등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큰 경제적 파급효과

◦ 도시마케팅 수단으로서 관광분야를 포함한 삶의 전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중

요성이 더욱 부각

‐ 관광산업의 발전과 외래방문객 증가, 그리고 재방문의 기회를 부여

‐ 메가 이벤트를 유치하고 국제사회 영향력을 키울 수 있어, MICE 산업 발전에 기여

◦ 도시가 경영·마케팅의 주체로 인식되어 주로 관광분야에서 다루어 왔으나, 삶

의 질적 수준, 투자, 무역, 산업 등 모든 분야로 확대

◦ 도시브랜드는 도시경쟁력 및 도시성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

‐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개발 등 도시계획 트렌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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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브랜드는 도시 발전의 전략적 토대

◦ 도시브랜드는 고객이 투자 장소나 여행 목적지로 도시를 고려할 때, 의사결정

을 쉽게 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

‐ 도시브랜드는 특정 도시에 투자를 결정하거나, 여행 목적지 선택 시에 높

게 관여하여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

‐ 인적 자원, 물리적 자원, 문화적 자원 등이 도시의 자산으로 구축되어 구체

적이면서 총체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제공

◦ 도시브랜드는 도시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며 상

호 역량을 집중시켜 도시 발전의 시너지 효과 유도

‐ 지역단체장, 공무원, 시민, 언론 등을 서로 전략적으로 결속시키고, 관련 

교육을 통해 이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시너지 효과 창출

◦ 도시브랜드는 지역 주민을 위하여 기능적 편익과 정서적인 편익을 제공하여 도

시의 전반적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

‐ 지역사회의 물리적·외형적인 측면의 기능적인 편익 제공과 감성적 매력 및 

문화생활을 제공하는 정서적 편익을 제공

◦ 도시브랜드는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토대 마련과 브랜드 계획 수

립을 통해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에 기여

‐ 도시브랜드는 사람, 장소, 이벤트 시설 등 도시의 모든 자원을 포함하고 있

어 도시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

‐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브랜드 형성은 도시의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기 위한 기틀

‐ 도시브랜드 전략을 통한 도시 이미지 형성은 경제적 생산과 국제 홍보역할을 

함으로써 도시의 번영에 크게 이바지하고 도시 이미지 관리의 원동력이 됨

◦ 관악구 도시브랜드 구축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제공

‐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구심점을 제공

‐ 관악구 정책의 방향성 제시

‐ 사업 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관악구의 고유성을 부각, 다른 서울시 자치구들과 차별화 요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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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도시브랜드 관련 정책동향

1) 국내 도시브랜드 관련 동향

◦ 국내에서는 지방자치제 시행(1995년) 이후 지역 개발 및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 시작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 앞 다투어 CI 도입

‐ 도시브랜드 도입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동기 부여를 도모하고 도시의 긍

정적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했음

‐ 지방 스스로 정체성을 확인하고 차별성을 찾아가기 시작함

‐ 특정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역사적인 특징, 문화적인 매력, 거주민 

특성, 행정서비스 등을 살리는 방법으로 접근하려는 추세

◦ 2002년 서울의 Hi-Seoul 발표 후 많은 도시들이 슬로건을 활용한 도시 브랜

딩 작업을 진행함

‐ 지역의 독특한 유무형의 자산을 브랜드화 하는 지역 브랜드와 도시 자체를 

하나의 브랜딩 대상으로 하는 도시 브랜딩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됨

‐ 지자체가 행정 단위에 그치지 않고 경제, 문화, 환경을 아우르는 지역의 주

체가 되어 도시 이미지 개선, 홍보효과 제고, 장기적 도시 브랜드 자산 구

축(정종원, 2004)

◦ 그러나 도시브랜드의 위계와 목표가 불분명한 곳이 많음

‐ BI와 구정슬로건을 혼용해 도시브랜드 체계 불문명

‐ 구정비전과 구정슬로건, BI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일관성, 통일성 부족 등

◦ 2015년 서울의 ‘I Seoul U’ 발표 후 가변적 아이덴티티의 형태, 열린 문장 

구조를 갖춘 3세대 도시브랜드를 도입한 도시 브랜딩 작업 진행 중

◦ 최근 인천시 미추홀구(전 남구), 서울시 영등포구 등 자치구에서 지역의 정체

성을 찾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브랜드(지자체 이름, CI, BI, 구

정슬로건 등)를 변형·개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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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도시브랜드 관련 정책 동향

(1) 서울시 정책 환경의 변화

◦ 1960년~2000년대 초반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

되면서 서울시의 공간이 재편성됨

◦ 글로벌 도시로의 서울의 성장은 공간 및 인프라 개발에 걸맞은 서울의 미래

상 달성을 위해 삶의 질 제고, 도시정체성 확립, 균형발전, 도시경쟁력 제고,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 추진

‐ ‘양적 성장’보다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정책의 실현과 ‘소통’과 ‘배

려’가 정책 방향의 핵심 요소(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 2030 서울의 미래상 달성을 위해 삶의 질 제고, 도시정체성 확립, 균형발

전, 도시경쟁력 제고,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 추진

◦ 서울시는 역동적으로 팽창하는 수도권의 거점인 Metropolis에서 

Megalopolis로 그 역할이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시민의 서울시 정책 참여

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

‐ Megalopolis인 서울은 정치·경제 중심지로서 한국 도시개발 기준의 역할

을 수행하였으며, 시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에 초점

‐ 서울시 정책 수행에서 시민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자발적 참여 

의식 수준도 향상

◦ 글로벌 도시들과의 경쟁 심화는 도시마케팅을 부각시켰으며, 서울시 조직 내

에서 도시마케팅 및 홍보 기능이 확대됨

‐ 해외 도시 및 글로벌 기업들의 협력, 글로벌 인재의 육성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 서울시의 도시이미지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이 중요해지면서 도시마케팅

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

◦ 서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다문화를 빠르게 경험하면서 인구층이 다양화

◦ 방한 외래관광객의 증가세로 2018년까지 2천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서울에 대한 관광이미지 제고와 홍보마케팅의 중요성이 부각

‐ 2009년 600만 명이었던 방한 외래관광객은 2019년 1천만 명을 넘어섰으

며,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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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도시브랜드 변천과정

◦ 서울시 도시브랜드는 크게 CI, BI, 슬로건, 캐릭터로 구성됨

◦ 서울특별시 첫 CI(휘장)는 1947년 서울특별자유시 휘장이며 1996년 10월 

시민공모를 거처 제정된 현재의 CI를 사용 중

◦ 서울시 BI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시민공모를 통해 ‘Hi Seoul’이 선

정되어 사용되었고, 2015년 ‘I SEOUL U’로 변경됨

◦ 서울시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2006년 ‘Hi Seoul – Soul of Asia’와 2015년 ‘I 

SEOUL U 너와 나의 서울’이 있으며 BI에 문장을 추가한 형태임

◦ 서울시 대표 캐릭터(심벌)는 2002년 ‘왕범이(구)’, 2006년 ‘왕범이(신)’을 사

용하다가 2008년 ‘해치’ 개발 후 사용 중

(그림 2-7) 서울시 도시브랜드 변천과정

자료 :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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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자치구 도시브랜드 동향

◦ 지방자치제 시행(1995년)과 함께 서울시 자치구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브

랜드를 도입해 지역 정체성 확립과 지역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했음

◦ 서울시 자치구들의 도시브랜드 현황을 조사한 결과 BI와 구정슬로건을 혼용

하는 곳이 많았고 구별로 용어나 개념도 통일되지 않은 상태

‐ 서울시 자치구 BI 개발 당시 슬로건 형태(2세대 도시브랜드 유형)로 개발

하여 BI와 구정슬로건을 같은 개념으로 인식한 것으로 파악됨

‐ 자치구별로 도시브랜드를 BI, 슬로건, 심벌, 시그니춰 등으로 표현함

◦ 관악구를 제외한 서울시 자치구 24곳 중 11곳은 기존 CI, BI, 슬로건, 캐릭

터를 유지 중(표 2-12~14 참고)

‐ 강남구, 강북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

구4), 은평구, 종로구는 처음 구축한 도시브랜드를 지속적으로 활용 중

‐ ‘수식어’ + ‘지역명’ 조합으로 슬로건 형태(2세대 도시브랜드)

◦ 관악구를 제외한 서울시 자치구 24곳 중 13곳은 새로운 구정비전과 새로운 

구정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개발함 (표 2-15~17 참고)

◦ 4곳은 기존 BI, 슬로건은 유지하고 CI를 변경함(표 2-12 참고)

‐ 금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는 CI

◦ 9곳은 CI, BI, 슬로건을 변경함(표 2-13~14 참고)

‐ 서초구와 성북구는 도시브랜드를 새로 구축함

‐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는 혼용되던 BI와 슬로건을 각각 구축함

‐ 강동구, 강서구, 동작구는 ‘수식어’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BI, 슬로건을 구

축함(2세대 도시브랜드 형태 유지)

‐ 영등포구는 CI와 BI, 슬로건을 필요에 따라 별도로 변경함

◦ 표의 구성은 도시브랜드 변경 없는 구(표 2-12~14), CI만 변경한 구(표 2-15), CI 

혹은 BI를 한 번 변경한 구(표 2-16~18), BI를 두 번 이상 변경한 구(표 2-18) 순

‐ 각 표 내 자치구는 가나다순으로 정리함

4) 용산구의 경우 CI가 변경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시기가 불문명해 유지한 곳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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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소결

◦ 본 장에서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도시정부가 구현 중인  도시브랜드의 개념과 구

조를 기업의 브랜드 개념을 통해 분석함

‐ 도시브랜드는 기본적으로 브랜드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며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구조, 기능을 하고 있음

‐ 또한 기업이 구사 중인 브랜드 전략을 분석해 도시브랜드에 활용할 수 있음

◦ 두 번째, 세대별 도시브랜드를 비교·분석하여 각 세대별 도시브랜드 형태와 목

적을 분석함

◦ 세 번째,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분석하여 성공적인 도시브랜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함

◦ 마지막으로 관악구가 속한 서울시 및 관악구와 성격이 비슷한 서울시 자치구

들의 도시브랜드 동향을 분석하여 도시브랜드 형태, 트렌드를 분석함

1) 도시브랜드의 개념과 구조

◦ 도시브랜드는 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도시행정에 기업의 브랜드전략을 

도입한 개념으로 해당 도시를 다른 도시와 구별 짓고 많은 고객(재화, 주민 등)

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도시브랜드의 구성요소로는 일반적인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브랜드 네임, 로고, 

캐릭터, 슬로건 등으로 구성됨

2) 도시브랜드의 발전

◦ 도시브랜드는 그 형태와 목적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시브랜드가 도시 마케팅의 일환으로 구축된 것은 2세대 도시브랜드부터임

◦ 2세대 도시브랜드는 ‘수식어+도시’ 형태로 도시 이미지를 언어적으로 표현하

고 도시에 강력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

‐ 뉴욕시의 ‘I♥NY’가 대표적이며 대다수의 국내 도시브랜드 유형

◦ 소셜 미디어(Social Media)가 발달하면서 개인, 집단 간 연결성과 상호작용

이 용이해지면서 적극적 소통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의 중요성이 부각됨

◦ 이에 3세대 도시브랜드는 도시명 중심의 열린 문장 구조를 갖추고 다양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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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용되는 가변적 아이덴티티의 형태로 변화 중

‐ 뉴욕시의 ‘NYC’가 대표적이며 국내에는 ‘I·Seoul·U’가 대표적임

◦ 도시브랜드 개발 형태가 시민참여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고객과 다면적인 

관계를 구축 중

3) 도시브랜드의 가치

◦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도시 마케팅은 도시를 단순히 하나의 물리적 공간으로만 발

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전체적인 가치를 향상하는 역할

◦ 도시브랜드 구축을 통해 도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가 가능하며 매력적인 도시(상품)를 고객(투자자, 재화, 관광객 등)에게 홍

보하여 유치하는 데 의의가 있음

4) 국내 도시브랜드 동향

◦ 국내 도시들 역시 지방자치제 시행(1995년) 이후 지역가치를 상승시키기 위

한 노력이 시작되었으며 2002년 서울의 Hi-Seoul 발표 후 많은 도시들이 슬

로건을 활용한 도시 브랜딩 작업을 진행함

‐ 지역의 독특한 유무형의 자산을 브랜드화 하는 지역 브랜드와 도시 자체를 

하나의 브랜딩 대상으로 하는 도시 브랜딩의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됨

◦ 서울시 자치구들의 도시브랜드 현황을 조사한 결과 BI와 구정슬로건을 혼용

하는 곳이 많았고 구별로 용어나 개념도 통일되지 않은 곳이 많음

‐ 서울시 자치구 BI 개발 당시 슬로건 형태(2세대 도시브랜드 유형)로 개발

하여 BI와 구정슬로건을 같은 개념으로 인식한 것으로 파악됨

◦ 자치구의 구정비전 변화, 핵심가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브랜드를 새

롭게 구축하고 있음

‐ 관악구를 제외한 서울시 자치구 24곳 중 13곳은 새로운 구정비전과 새로

운 구정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개발함

◦ 이에 관악구에서는 기존에 구축한 도시브랜드 현황과 인지도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도시브랜드 실태를 진단할 필요가 있음

‐ 결과에 따라 기존 브랜드 재활성화와 새로운 도시브랜드 체계 개발을 추진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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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관악구 도시브랜드 현황

1_관악구 도시브랜드

1) 관악구 도시브랜드 현황

◦ 관악구 도시브랜드는 CI, BI, 구정슬로건, 구 캐릭터로 구성

‐ CI(휘장)의 경우 1994년부터 현재까지 활용 중

‐ BI의 경우 2009년 ‘산·뜻·한 관악’에서 2012년 ‘따·뜻·한 관악’으로 변경 

된 이후 현재까지 활용 중

‐ 구정 슬로건의 경우 2010년 민선5기부터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사용하다

가 민선7기가 출범한 2018년부터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사용 중

‐ 구 캐릭터의 경우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제

1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전’에 감강찬 캐릭터를 출품하면서 활용 중

◦ 관악구 도시브랜드의 변천 과정은 (그림 3-1)을 참고

(그림 3-1) 관악구 도시브랜드 개발 변천사

자료 : 관악구(2009, 2010, 2012, 20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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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악구 상징물 체계

◦ 관악구의 상징물 체계를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에 근거해 분류해보면 다음

과 같음(표 3-1 참고)

‐ 위계 상 관악구 CI(휘장), BI, 구정슬로건 순

‐ CI는 공식적 대표 상징물로 활용 중

‐ BI이자 도시브랜드 슬로건인 ‘따뜻한 관악’은 CI와 함께 공식적 대표 상징

물로 활용 중이며 구 홍보물, 구 비품 등에 활용 중

‐ ‘더불어 으뜸 관악구’는 민선7기 구정비전을 문구로 표시한 구정 대표 상

징물이며 현재 광범위하게 활용 중

‐ 강감찬 캐릭터는 역사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구정

슬로건과 함께 광범위하게 활용 중

(표 3-1) 관악구 상징물 체계

구분 이미지 활용도

휘장(CI) 중립적/공식적 대표 상징물로 활용

BI
도시브랜드 슬로건이자 BI
CI와 함께 공식적 대표 상징물로 활용
구 홍보물, 구 비품 등에 활용

구정슬로건
민선7기 구정 대표 상징물
구정비전 홍보를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

캐릭터
강감찬 장군의 도시, 고려 도시 등 

역사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개발된 캐릭터

자료 : 관악구 홈페이지, 관악구(2018)



49

관
악
구
 도
시
브
랜
드
 가
치
 제
고
방
안

(2) 관악구 CI(휘장)

◦ 지방자치제 시행(1995년)과 함께 관악구 CI를 도입 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

고 지역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했음

◦ CI에 관악구 구민상과 구민정신을 표현하고자 함(표 3-2 참고)

◦ 관악구 CI(휘장)는 1994년 특허청 상표 등록됨

‐ 특허청 등록번호 4200002990000 

‐ `94.08.19. 출원 → `96.07.31. 등록

‐ `06.07.31. 업무표장권 존속기간갱신 신청 → `06.10.13. 등록

(표 3-2) 관악구 CI 설명

설명

형태
타원은 전체의 형태로 건전한 구민상 상징
관악산 봉우리와 철쭉꽃 수술형태는 봉사와 

친절의 구민정신을 표현

색상
청색, 녹색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관악구민의 

깨끗한 환경과 자연 사랑의 의지

자료 : 관악구 홈페이지

(3) 관악구 BI

◦ 2002년 Hi-Seoul 발표 후 슬로건을 활용한 도시 브랜딩 작업 진행함

‐ 관악구의 유무형 자산을 브랜드화 함

◦ 2009년 ‘산·뜻·한 관악’ 제작하여 사용하다가 2012년 ‘따·뜻·한 관악’으로 

변경 후 활용 중(표 3-3 참고)

◦ 서울특별시 관악구 브랜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브랜드의 구성, 운용 및 관

리 등 사용방법 제시

(표 3-3) 관악구 BI 설명

설명

의미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중심의 비전을 ‘따뜻한’으로 표현

형태
관악산의 이미지를 발전하는 관악구의 

모습을 담아 힘찬 붓 터치로 표현

자료 : 관악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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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악구 구정슬로건

◦ 상생과 공존을 위해 서로 배려하는 일등 도시를 만들겠다는 민선7기 관악구 

구정 비전을 담은 슬로건

‐ '더불어’(‘포용’과‘협치’) 모든 구민이 상생하는 ‘으뜸’이 되는 도시 ‘관악구’

를 만들자는 뜻 담김

‐ 2018년부터 사용 중

(표 3-4) 구정슬로건 설명

설명

의미
희망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모티브로 함
항상 구민과 함께 으뜸행정을 만듦
더불어 살아가는 관악구의 모습을 밝은 미소로 표현

로고
타입

송이버섯체 활용

자료 : 관악구홈페이지

(5) 관악구 캐릭터

◦ 고려시대 명장인 강감찬 장군을 캐릭터화 한 구 캐릭터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제1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전’에 ‘고려를 품은 강감찬 도시, 관악!’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사용해 출품

◦ 전국 75개 공공캐릭터 중 8위로 ‘특별상’ 수상

◦ 이후 각종 시설물 및 홍보물 제작 시 활용 중

(표 3-5) 강감찬 캐릭터와 캐치프레이즈

강감찬 캐릭터 캐치프레이즈

자료 : 관악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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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악구 도시브랜드(BI) 역사

(1) 관악구 도시브랜드 ‘산·뜻·한 관악’ 구축

◦ 2008년 9월 3일 관악구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 건설을 표방하는 

도시브랜드(BI) 개발에 착수함

◦ 관악구 도시브랜드(BI) 개발 조건은 다음과 같음

‐ 품격 높은 주거도시, 희망의 교육·복지 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도약

하려는 관악구의 정책비전을 포함

‐ 구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관악구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킴

‐ 타 자치구와 구별되는 인지도와 독특한 인상으로 고유성 확보

‐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영문 브랜드 개발(기존 50%이상 영문)을 지향함5)

◦ 도시브랜드 구성요소로 브랜드 네임, 심볼과 로고,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를 설정함6)

◦ 추진기간 : 2008.9월 ~2009. 5월

◦ 개발범위 : 디자인 시스템(Visual Identity) 개발

‐ 기본시스템 개발 : 워터마크(로고마크), 시그니춰, 색상 등 

‐ 응용시스템 개발 : 서식류, 광고·홍보물류 등 

◦ 개발과정 내 특징

‐ 직원 아이디어 공모 진행

Ÿ 관악구 직원 대상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해 독창적이고 관악구의 특징

을 살린 도시브랜드 아이디어를 발굴함

‐ 시민참여는 최소한으로 활용됨 

Ÿ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슬로건을 공모할 경우 기 개발된 슬로건

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고 슬로건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 사용의 가능

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함

Ÿ 따라서 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전문적인 분야로 인정해 시민참여는 전

문가가 개발한 후보(안) 중 선호도 조사만 이루어짐

5) 브랜드 개발 과정에서는 영문을 사용한 슬로건 형태의 도시브랜드를 지향하였으나 개발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음
6) 2008년 도시브랜드 개발 과정에서 캐릭터 개발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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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관악구 도시브랜드 개발 과정

자료 : 관악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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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악구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 개요

◦ 용역업체 : ㈜엑스포디자인브랜딩

◦ 소요예산 : 36,600천원7)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8)9)

◦ 개발범위 : 관악구 도시브랜드 디자인 시스템(Visual Identity) 개발

‐ 기본시스템 : 워드마크, 로고타입, 시그니춰(로고타입의 조합), 색상 등

‐ 응용시스템 : 서식류, 광고, 홍보물류 등

◦ 추진기간 : 2008.10.30. ~ 2008.12.15. → 최종 2009. 3. 2.

‐ 1차 연기 2009.2.10. 

Ÿ 사유 : 슬로건 확정에 따른 의사 결정 지연 및 주민의견 수렴

‐ 2차 연기 2009.2.18.

Ÿ 사유 : 도시브랜드 디자인 세부작업 지연 및 의견수렴

◦ 상세 추진일정

‐ 2008. 11. 19. 용역 진행상황 1차 보고

‐ 2008. 11. 21. 부구청장 주재 국장단회의 개최

Ÿ 슬로건 선정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토록 결정

‐ 2008. 11. 25.~12. 29. 총 5차 진행상황 보고

Ÿ 최종 8건의 슬로건 및 디자인 개발 진행

‐ 2009. 3. 2. 도시브랜드 개발 확정

7) 홍보전산과, 구정의 전략적 홍보로 열린구정 구현, 홍보매체 및 수단다각화 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관악구브
랜드리뉴얼추진 근거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9) 자세한 계약과정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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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악구 도시브랜드 개발 직원 아이디어 공모

◦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해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 함

◦ 공모기간 : 2008. 9. 10. ~ 9. 20. (11일간)

◦ 공모대상 : 구본청 및 동 주민센터 전직원

◦ 공모방법

‐ 공모 건수 : 1인당 1건으로 제한

‐ 학습동아리 특별 주제로 활용

‐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영문 브랜드 개발(기존50%이상의 영문) 지향

◦ 제출방법 : 비즈플로우 메일이나 직접 제출

◦ 관악구 도시브랜드(BI) 직원 공모 결과(표 참고)

‐ 제출건수 : 총 22건

‐ 직원 아이디어 공모 결과 총 22건 중 10건이 타구와 중복되거나 이미 사

용된 슬로건임

Ÿ 살고 싶은 관악 → 오산시 ‘살고 싶은 오산’

Ÿ Bravo 관악 →안산시 ‘Bravo Ansan’

Ÿ First 관악(2건) → 대전 서구 ‘First Seogu’

Ÿ WITH 관악 → 광주 북구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Ÿ 행복도시 관악 / Happy 관악 → 수원시 ‘Happy Suwon’, 서산시 

’Happy 서산‘, 대전 대덕구 ’해피 투게너 대덕구‘ 등

Ÿ Green 관악, → 전라남도 ’ ‘Green Jeonnam’

Ÿ Super 관악 → 평택 ‘Super Pyeongtaek’

Ÿ Nice 관악  → 충남 제천시 ‘Nice JECHEON’

‐ 일반 주민들 대상 도시브랜드 아이디어 공모 시 비슷한 양상이 예상됨

(표 3-6) 직원 공모 결과

제출형식(영문, 한글) 소속부서 별(구청, 동)

영문(18건) 한글(4건) 구청(15건) 동 주민센터(7건)

UniverCity 외 17건 살고싶은 관악 외 3건 Bravo 외 14건 First 관악 외 6건

자료 : 관악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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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브랜드(BI) 아이디어 심사

‐ 심사일시 : 2008. 9. 26.(금) 14:00

‐ 심사위원회 구성 : 행정지원국장, 홍보전산과장, 홍보기획담당주사, 홍보협

력담당주사, 서무주임

‐ 심사기준 : 적정 수준의 글자 수, 독창성, 접근 용이성 등

◦ 집행방법 :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심사결과

‐ 결과발표 : 2008. 9. 29.(월)

‐ 시상내역 : 총 4명 (최우수 1, 우수 1, 장려 2)

‐ 시상금 : 총 21만원10)

Ÿ 최우수 1명 : 10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Ÿ 우수 1명 : 5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Ÿ 장려 2명 : 3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 최우수작으로 ‘PURUN 관악’이 선정되었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참고

(표 3-7) 직원 아이디어 공모 심사 결과

연번 BI 명칭 선정의미
제안자 시상

내역소속 성명

1 PURUN 관악
(P)Pure, (U)UniverCity, (R)Regional, 
(U)Unique, (N)New

미성동 *지* 최우수

2
Edu-Green 
관악

Edu – 교육특별구, UniverCity 특화
Green – 서울의 명산 관악산의 깨끗함

홍보
전산과

*미* 우수

3 GoTo 관악
(G)Global, (O)One-up, (T)Tomorrow, 
(O)Open-hearted, GoTo Gwanak! 관악으로!

문화
체육과

*종* 장려

4 Beyond 관악

(정소) 관악을 넘어 세계로
(한도) 관악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역량을 발휘
(~이상으로) 관악을 넘어 최고로
(~이외에는) 진정한 자치구는 관악구

기획
예산과

*만* 장려

자료 : 관악구(2008)

10) 예산과목 : 홍보전산과, 구정의 전략적 홍보로 열린 구정구현, 홍보매체 및 수단 다각화 추진, 구정평가단 운영 
활성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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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악구 도시브랜드 개발 집단 여론수렴

◦ 직원 공모를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총 8개의 시안을 개발함

◦ 관악구를 대표하고 구정비전을 담으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해 주민, 공무원 대상 후보(안) 선호도 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 : 공무원(5급 이상 간부, 6급 이하 직원, 주관과), 주민

◦ 조사기간

‐ 5급 이상 간부 : 2009. 1. 7.(수) 확대간부회의 종료 후

‐ 6급 이하 직원 : 2009 1. 12. ~ 1. 14.(3일간)

‐ 주민 : 2009. 1. 12. ~ 1. 14. (3일간)

◦ 조사방법

‐ 5급 이상 간부 : 설문조사(복수 선정) 

‐ 6급 이하 직원 : 전자결재 시스템(BizFlow) 이용 설문조사(단수 선정)

‐ 주민 : 온라인 조사와 오프라인 조사 병행

Ÿ 온라인 : 관악구 홈페이지 팝업 창 활용해 선호도 조사

Ÿ 오프라인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현장 조사

◦ 관악구 도시브랜드 후보(안)는 다음과 같음

(표 3-8) 브랜드 후보(안)

산뜻한 관악 내일이 크는 관악 푸른상상 관악 교육 백년대계 관악

山교육 관악 아름드리 관악
See the Future 

GwanAk
Edu-Green 

GwanAk

자료 : 관악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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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도 조사 결과(표 참고)

‐ 5급 이상 간부

Ÿ 후보별 복수 선정 총 64회

Ÿ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내일이 크는 관악’을 선택한 횟수가 응답수의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See the Future GwanAk’(23%), ‘교육백

년대계 관악’(18%) 순으로 나타남

‐ 6급 이하 직원

Ÿ 총 363명이 참여

Ÿ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내일이 크는 관악’이 응답자의 29%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푸른상상 관악’(19%), ‘See the Future GwanAk’(18%) 순으로 

나타남

‐ 주민(홈페이지 활용)

Ÿ 총 57명이 참여

Ÿ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푸른상상 관악’이 응답자의 21%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산뜻한 관악’(18%), ‘교육 백년대계 관악’과 ‘아름드리 관악’(16%) 순

으로 나타남

Ÿ 홈페이지를 활용한 설문조사의 참여율이 저조했음

‐ 주민(현장 조사)

Ÿ 후보별 복수 선정 총 300회

Ÿ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내일이 크는 관악’을 선택한 횟수가 응답수의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름드리 관악’(21%), ‘산뜻한 관악’(18%) 순으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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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도시브랜드 선호도 조사 결과

대상 1순위 2순위 3순위

5급 이상

총 64회 36회, 56% 15회, 23% 12회, 18%

6급 이하

총 363명 107명, 29% 69명, 19% 59명, 16%

주민
(온라인)

총 57명 12명, 21% 10명, 18% 9명, 16%

주민
(오프라인)

총 300회 134회, 42% 68회, 21% 56회, 18%

자료 : 관악구(2008)

◦ 선호도 조사 결과와 주관과 의견을 반영해 세부 디자인 작업 진행함

‐ 선호도 조사 결과 ‘내일이 크는 관악’ 선정

‐ 홍보전산과는 ‘산뜻한 관악’을 최적안으로 추천

‐ 두 개의 슬로건에 대해 디자인 세부 작업 후 최종 브랜드 선정함

(표 3-10) 최종 브랜드 후보(안)

주민, 직원 선호(안) 홍보전산과(주관과) 추천(안)

자료 :　관악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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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악구 도시브랜드 ‘산·뜻·한 관악’ 및 BI 선포식

◦ 2009년 3월 2일 도시브랜드 개발이 확정됨

◦ 관악구 도시브랜드 ‘산·뜻·한 관악’은 기존 ‘내일이 크는 관악’에서 산 형태를, 

‘산뜻한 관악’에서 슬로건을 따 완성됨

◦ 관악구 대표 이미지인 관악산의 이미지를 붓 터치로 표현하고 관악구 구정 비전

인 생태도시, 교육도시, 미래도시를 색으로 표현함

◦ 도시브랜드 디자인 시스템(Visual Identity)

‐ 기본시스템 : 워드마크, 로고타입, 시그니춰, 엠블럼 등 제작

(표 3-11) 관악구 도시브랜드(BI) 브랜드마크

[기 본 형]
슬로건 의미

관악산의 품에 안겨 약동하는 배움의 도시 
관악을 관악산의 “산”과 배움과 진리의 “뜻”을 
담은 “산뜻한”으로 표현

디자인 의미

[영문조합형]
관악구의 대표적 상징인 관악산의 이미지를 
힘찬 붓 터치로 발전하는 관악구를 표현

색깔의 의미

생태도시 관악의 ‘산초록색’
교육도시 관악의 ‘열정주황색’
미래도시 관악의 ‘희망파랑색’

출처 : 관악구(2019b)

(표 3-12) 관악구 도시브랜드 디자인 시스템

로고타입 시그니춰 엠블럼

출처 : 관악구(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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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5월 1일 구민의 날 행사와 함께 BI 선포식을 진행함

‐ BI 선포식 소요예산 : 4,500천원

(표 3-13) 관악구 BI 선포식 소요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분 집행액 산출내역

총계 4,500

2,000 선포식 플래카드(현수막, 캐치프레이즈 등)

300 감사패 제작구매

500 BI 현수막 제작구매

1,500 축하 행사비

200 기타 경비

출처 : 관악구(2019b)

◦ 관악구 도시브랜드(BI) 제작, 선포 후 특허청에 업무표장 출원함

‐ 업무표장 출원 : 2009. 2. 17.

‐ 업무표장 등록 : 2009. 5.  7.

‐ 출원번호 : 42-2009-0000080

(표 3-14) BI ‘산·뜻·한 관악’ 업무표장 출원 비용
(단위:원)

구분 집행액 산출내역 비고

총계 276,000 435,560

동별 지원금 56,000 215,560 등록비용은 출원 특허청 
심사 통과 시 발생시상금 200,000 200,000

대행사용역 20,000 20,000

출처 : 관악구(2019b)

◦ 서울특별시 관악구 브랜드에 관한 규정을 제정11)(2009. 8. 6.) 해 도시브랜

드 운용 및 관리, 관련사업 등 제시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브랜드에 관한 규정 훈령 제 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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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악구 도시브랜드 ‘따·뜻·한 관악’ 변경

◦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비전 구현을 위해 기존 BI ‘산뜻한 관악’을 ‘따뜻한 관

악’으로 변경하였음

◦ BI 변경은 차세대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자문을 통해 검토하였음

◦ BI 변경제작을 위한 용역은 기존 BI 제작처였던 ㈜엑스포디자인브랜딩에 수

의계약 형태로 발주해 진행하였음

◦ 소요예산은 2,850천원이었으며 구정홍보물발간, 구정종합홍보책자발간에 사

용되었음

◦ 개발범위는 BI 개발 용역과 동일하나 ‘산뜻한’에서 ‘따뜻한’으로 변경하는 작업

을 진행함

‐ 기본시스템 : 워드마크, 로고타입, 시그니춰(로고타입의 조합), 색상 등

‐ 응용시스템 : 서식류, 광고, 홍보물류 등

◦ 추진기간 : 2012. 1. 19. ~ 2012. 2.15.

(표 3-15) 관악구 도시브랜드 변경 상세추진일정

일시 내용 비고

2011. 12. 12. 관악구 브랜드 슬로건 변경 동의 국장단회의 안건

2011. 12. 13. BI 변경 검토 차세대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자문

2012.  1. 13. BI 변경 방침

2012.  1. 11.~ 1. 18. 타 지자체 BI와 중복여부 조회

2012.  1. 19.  BI 변경제작에 따른 용역 발주 
수의계약 : 

㈜엑스포디자인브랜딩

2012.  2. 15. BI 제작 완료 및 준공

2012.  2. 17. 각 부서 활용 안내 및 BI 적용

2012.  3. ~ BI 휘장 교체

자료 : 관악구(2012)

◦ 서울특별시 관악구 브랜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12)(2012. 6. 7.) 해 도시

브랜드 운용 및 관리, 관련사업 등 제시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브랜드에 관한 규정 훈령 제 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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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악구 도시브랜드 구축과정

◦ 관악구 도시브랜드 구축과정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16) 관악구 도시브랜드 구축과정

일자 내용 비고

`08.09.03 관악구 도시브랜드(BI) 개발 방침 수립

`08.09.10. ~ 09.20. 도시브랜드 개발 직원 아이디어 공모
구본청, 주민센터 

전직원 대상

`08.09.19. 관악구 도시브랜드 용역시행 입찰공고

`08.09.26. 도시브랜드(BI) 아이디어 심사

`08.09.29 도시브랜드(BI) 아이디어 심사 결과 발표

`08.10.07. 도시브랜드 제안서 신청접수

`08.10.24. 제안서 평가심사위원회 개최

`08.10.30. ~ 12.15. 협상적격자 통지 및 계약체결 ㈜엑스포디자인브랜딩

`08.11.19. 도시브랜드 개발 진행상황 1차 보고

`08.11.21. 부구청장 주재 국장단회의 개최

`08.11.25. ~ 12.29.
총 5차 진행상황 보고
최종 8건 디자인 개발

`09.01.07. 
5급 이상 간부 도시브랜드 후보(안) 선호도 조사

(정례 확대간부 회의 안건)

`09.01.12. ~ 01.14.
직원 및 주민 도시브랜드 후보(안) 선호도조사
(전자결재 시스템, 관악구 홈페이지, 현장 조사)

`09.01.15. 도시브랜드 후보(안) 선호도 조사 결과보고

`09.02.10. 도시브랜드 개발 1차 연기
의사 결정 지연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

`09.02.18. 도시브랜드 개발 2차 연기
디자인 세부작업 및 

의견수렴

자료 : 관악구(2008, 2009, 20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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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계속) 관악구 도시브랜드 구축과정

일자 내용 비고

`09.03.02. 도시브랜드 개발 확정

`09.05.01. 관악구 도시브랜드(BI) 선포식 구민의 날 기념행사

`09.05.07. 특허청 상표등록

`09.08.06.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브랜드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 제 115호

`10.05.31. 특허청 상표등록
등록번호

4200033710000

`11.12.12. 
관악구 도시브랜드 변경 결정

(국장단회의 안건)

사람중심 비전 구현을 
위해 ‘산뜻한’에서 

‘따뜻한’으로

`11.12.13. 도시브랜드 변경 검토

`11.12.13. 부구청장 주재 국장단회의 개최

`12.01.11. ~ 01.18. 타 지자체 도시브랜드와 중복여부 조회

`12.01.19. 도시브랜드 변경제작 용역 발주 ㈜엑스포디자인브랜딩

`12.02.15. 관악구 도시브랜드(BI) 제작 완료 및 준공

`12.02.17. 각 부서 도시브랜드(BI) 활용 안내

`12.02.18. ~ 각 부서 도시브랜드(BI) 적용

`12.03.    ~ 도시브랜드(BI) 교체

`12.06.07. 서울특별시 관악구 브랜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제 130호

`19.07.05. ~ 새로운 도시브랜드 구축 및 활용 연구용역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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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악구 지역자산

◦ 관악구 도시브랜드 전략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관악구가 보유한 지역자산을 파

악할 필요가 있음(표 참고)

‐ 기존 핵심가치 강화(Reinforcing) : 관악구가 보유한 자연, 문화적 요소 등

을 파악하고 강화하는 전략

‐ 잠재가치의 핵심가치화(Repositioning) : 관악구가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

던 가치를 발굴하여 개발, 발전시키는 전략

‐ 새로운 핵심가치 실현(Recreating) : 관악구 보유자산 외에 새로운 가치를 

도입, 개발, 창조하는 전략

◦ 관악구 도시브랜드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보유 지역자산은 자연환경, 고려 역

사와 이를 활용한 문화행사, 구정사업(청년, 교육, 복지 등) 등이 있음

◦ 이 지역자산의 성격과 관악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는 도시브랜드 전략 

수립이 필요함

(표 3-17) 도시브랜드 전략 방향의 유형과 관악구 지역자산 분류

전략 방향 Reinforcing Repositioning Recreating

가치유형 기존 핵심가치의 강화 잠재가치의 핵심가치화 새로운 핵심가치의 실현

개념

기존에 보유한 자연, 
문화적 요소 등 핵심가치를 
지속해서 강화함으로써 
Originality인 Core 
Value를 확장시킨 
도시브랜드 전략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가치를 발굴하여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발, 
발전시켜 핵심 가치화하는 
도시브랜드 전략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도입, 개발 
창조하여 지역에 맞게 
적용해 새로운 핵심 가치로 
도시를 재창조하는 
도시브랜드 전략

관악구 
지역자산

① ‘따뜻한 관악’ 및 복지 
서비스(여성친화, 
아동친화 도시 등)

② 관악산, 도림천 등 
자연환경

③ 고려 역사, 강감찬 등 
역사문화

① 청년 육성 도시 ① 스마트도시 관악

자료 : 김영수(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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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꽃·나무·새

◦ 관악구는 구를 대표하는 꽃, 나무, 새를 지정 중

◦ 구의 꽃 : 철쭉꽃

‐ 봄에 관악산을 뒤덮는 철쭉꽃을 구의 꽃으로 지정함

‐ 관악구 CI의 소재로도 활용됨

‐ 문화 행사인 ‘관악산 철쭉제’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개발 가능

‐ 단, 다른 지자체와 중복 지정된 점은 고려해야 함

Ÿ 전국 지자체 중 42곳이 철쭉(철쭉꽃)을 지역 상징물 지정 중

Ÿ 서울시 내에서는 총 2곳 지정 중 (노원구, 종로구)

◦ 구의 나무 : 소나무

‐ 소나무의 경우 다른 자치구 나무로 지정한 경우가 많아 차별성이 떨어짐

Ÿ 전국 지자체 중 45곳이 소나무를 지역 상징물 지정 중

Ÿ 서울시 내에서는 총 6곳 지정 중 (강북구, 동작구, 서대문구, 송파구, 

용산구, 중구)

◦ 구의 새 : 까치

‐ 까치도 다른 자치구 새로 지정되어 도시브랜드 소재로 적합하지 않음

Ÿ 전국 지자체 중 52곳이 까치를 지역 상징물로 지정 중

Ÿ 서울시 내에서는 총 10곳 지정 중 (서울시,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광

진구, 금천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표 3-18) 관악구 꽃·나무·새

구분 구의 꽃 구의 나무 구의 새

사진

이름 철쭉꽃 소나무 까치

브랜드 활용 
가능성

‘관악산 철쭉제‘와 
연계 가능

전국 42곳 중복 지정

다른 자치구와 차별성이 떨어져 소재로 부적합
소나무 : 전국 45곳 중복 지정
까치 : 전국 52곳 중복 지정

자료 : 관악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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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감찬, 낙성대, 고려

◦ 관악구는 고려전기 장군 강감찬이 태어난 지역으로 강감찬과 고력역사를 활

용한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관악구는 강감찬 생가터를 비롯해 낙성대 공원, 안국사 등 인물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역사 문화재 다수 보유

‐ 강감찬 생가터, 신림동 굴참나무, 안국사, 낙성대 삼층석탑, 강감찬 장군 

동상, 강감찬 전시관 등

◦ 관악구는 강감찬 장군을 활용한 홍보 중

‐ 관악구 행정동 중 은천동, 낙성대동, 인헌동, 서원동은 강감찬 장군과 직접

적으로 관련된 명칭

‐ 관악구를 통과하는 남부순환로를 강감찬대로로 명명함(2019)

‐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을 낙성대(강감찬)역으로 병기 표기하며 홍보 중(2019)

◦ 현재 관악구는 강감찬 장군 관련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운영 중

‐ 강감찬 축제, 강감찬 10리길 투어, 강감찬 궁도대회, 강감찬 역사포럼 학

술대회 등

‐ 특히, 강감찬 축제는 관악구 대표 가을축제로 2016년부터 매해 개최 중

(그림 3-3) 강감찬10리길투어 1코스

자료 : 관악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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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감찬 역사포럼 학술대회

‐ 강감찬 장군과 고려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역사포럼 학술대회를 한

국중세사학회, 관악구가 공동 개최함(2019~ )

Ÿ 학술적 접근 외에 역사 콘텐츠 개발 방안, 홍보 방안 등도 논의

‐ 관악구 ‘강감찬 도시브랜드’ 육성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

◦ 강감찬 축제

‐ 전국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여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강감찬과 고려역사 테마에 부합하고 전통과 현대를 어우르는 축제 콘텐츠

를 발굴·확대하여 문화욕구 충족

Ÿ 미디어기술을 활용한 공연, 고려 전통무예 공연, 팔관회 가무백희 공연 

등 전통과 현대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함

‐ 주민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특별 프로그램 기획으로 구민의 화합과 자

긍심 고취

Ÿ 강감찬 전승행렬 퍼레이드에서 관악구 21개 동이 퍼레이드 컨셉을 기

획하고 의상, 물품 등을 함께 제작함

Ÿ 몽골군, 고려 상인, 중동 상인 등 다양한 테마로 퍼레이드 진행

(표 3-19) 관악구 강감찬 축제 행사

행사명 강감찬 역사포럼 학술대회 미디어 파사드 쇼

사진

행사명 전승행렬 퍼레이드 팔관회 재현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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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관악구 도시 이미지

관악구 도시 이미지와 BI 등에 대한 주민인식

(1) 설문조사 개요

◦ 강감찬 도시브랜드 구축 및 활용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관악구 도시 이

미지와 기존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BI) 등에 대한 관악구 주민들

의 인식을 심층 조사하였음

◦ 관악구 혁신정책연구단의 예비검토(2019년 10월)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

사항목을 결정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 조사기간은 2019년 11월 27일에서 12월 7일까지 11일이었음

◦ 세부 조사 내용은 관악구 관련 최초 연상 이미지, 기존 도시 BI에 대한 인식, 

대안 도시 BI에 대한 인식, 새로운 도시 BI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 기존 

강감찬 캐릭터에 대한 인식, 강감찬을 활용한 홍보에 대한 인식 등이었음

◦ 응답자 특성 항목과 세부 조사 항목에 대해 모두 성실하게 응답한 주민은 총 

401명이었으며 표본오차는 ±4.89%(신뢰구간 95% 수준)임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코딩과정을 거쳐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

계 처리하였으며, 주로 사용한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이었음

(표 3-20) 설문조사 개요

유효표본  관악구 21개동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401명

표본오차  ±4.89%(신뢰구간 95% 수준)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개별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9년 11월 27일 ~ 12월 7일(11일간)

조사내용

Ÿ 관악구 관련 최초 연상 이미지
Ÿ 기존 관악구 도시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인식
Ÿ 대안 관악구 도시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인식
Ÿ 새로운 도시브랜드 이미지 개발 필요성 인식
Ÿ 기존 강감찬 캐릭터에 대한 인식
Ÿ 강감찬을 활용한 홍보의 도시이미지 개선 효과
Ÿ 강감찬을 활용한 홍보 방식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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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성별로는 남성 211명(52.6%)과 여성 190명(47.4%)으로 남성 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182명(45.4%), 40대~50대가 161명(40.1%), 

60대 이상이 58명(14.5%)임

◦ 월 평균소득은 200만원 미만 155명(38.7%), 200만원~300만원 195명

(48.6%), 300만원 초과 51명(12.7%)임

◦ 직업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가 260명(64.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이 76명(19.0%),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무직자 등을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가 65명(16.2%) 순

◦ 거주 지역은 관악 제1선거구 115명(28.7%), 제2선거구 107명(26.7%), 제3

선거구 86명(21.4%), 제4선거구 87명(21.9%)으로 선거구별로 고르게 분포함

◦ 거주기간은 5년~10년이 155명(38.7%), 10년 초과가 96명(23.9%), 3년~5년

이 94명(23.4%), 3년 미만이 56명(14.0%) 순으로 많게 나타나 응답자 대부

분은 관악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표 3-2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401 100

성별
남
여

211
190

52.6
47.4

연령대
30대 이하
40대~50대
60대 이상

182
161
58

45.4
40.1
14.5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300만원 초과

155
195
51

38.7
48.6
12.7

직업
경제활동인구

학생
비경제활동인구

260
76
65

64.8
19.0
16.2

권역별

관악 제1선거구
관악 제2선거구
관악 제3선거구
관악 제4선거구

기타

115
107
86
88
5

28.7
26.7
21.4
21.9
1.2

거주기간

3년 미만
3년~5년
5년~10년
10년 초과

56
94
155
96

14.0
23.4
38.7
23.9

경제활동인구는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등을 포함하며, 학생은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원)생을 
포함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준비생, 전업주부, 무직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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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악구 관련 최초 연상 이미지

◦ ‘현재 관악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서울대학교(43.4%), 관악산과 도림천(34.4%), 고시생, 고시촌과 녹두거

리(10.5%), 달동네와 판자촌(9.0%),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낙성대(2.7%) 순

(표 3-22) 관악구 관련 최초 연상 이미지

구분 빈도(명) 비율(%)

관악산과 도림천
서울대학교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낙성대
고시생, 고시촌과 녹두거리
달동네와 판자촌

138
174
11
42
36

34.4
43.4
2.7

10.5
9.0

합계 401 100.0

◦ ‘서울대학교’가 관악구의 최초 연상 이미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서울대학교는 관악구를 대표하는 긍정적 이미지 요소로 확실히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 관악산과 도림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데 이는 관악구 전체 면

적의 35%를 차지하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10,420천㎡)과 최근 10년 동안 

시민친수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도림천 등 자연환경 요소 역시 긍정적 도시 

이미지 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줌

◦ 그러나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낙성대’라고 응답한 비율은 2.7%로 매우 낮은

데, 이는 ‘강감찬’ 관련 이미지 요소가 관악구의 대표 이미지로 아직 확립되

지 못했음을 보여줌

◦ ‘달동네와 판자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0%인데 과거의 낙후된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관악구의 부정적 이미지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음

◦ 연령별로 관악구 관련 최초 연상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교

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달동네와 판자촌’이라는 부정

적 이미지가 특히 높고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는 낮음을 알 수 있음

◦ 위와 같은 분석 결과는 지역발전을 위해 기존의 긍정적 도시 이미지 요소를 

잘 활용하는 한편, 기존의 부정적 도시 이미지 요소를 불식시키기 위해 ‘강감

찬’과 같은 참신한 도시 이미지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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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연령별 관악구 관련 최초 연상 이미지
(단위: 명, %)

구분

최초 연상 이미지

계관악산과
도림천

서울
대학교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낙성대

고시생,
고시촌,
녹두거리

달동네와
판자촌

연
령

30대 이하
58

(31.9)
91

(50.0)
4

(2.2)
23

(12.6)
6

(3.3)
182

(100.0)

40~50대
57

(35.4)
65

(40.4)
7

(4.3)
11

(6.8)
21

(13.0)
161

(100.0)

60대 이상
23

(39.7)
18

(31.0)
0

(0.0)
8

(13.8)
9

(15.5)
58

(100.0)

(4) 관악구 도시이미지

◦ 관악구 도시 이미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도시 이미지 중 긍정적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은 ‘안전하다’로 응답자의 67.8%

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부정응답은 5.9%였음

◦ 다음으로 ‘활기차다’(긍정적 응답비율 65.1%), ‘현대적이다’(긍정적 응답비율 

63.4%), ‘깨끗하다’(긍정적 응답비율 59.3%)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도시 이미지 중 가장 취약한 것은 ‘교통이 편리하다’로 응답자의 58.3%가 긍정

응답, 10.2%가 부정 응답을 보였음. 이는 마을버스와 2호선에 의존한 교통 환

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그림 3-4) 관악구 도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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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관악구 도시브랜드 이미지(BI)에 대한 인식

◦ 관악구에서 2012년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인 기존 도시브랜드 이미지

(따뜻한 관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존 도시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은 전체적으로 5점 만점 척도

에서 평균 3.26점으로 나타나 보통을 약간 넘는 수준임

◦ 세부요소별로 살펴보면, ‘호감이 간다’(평균 3.32점, 긍정적 응답비율 38.9%), 

‘활기차다’(평균은 3.29점, 긍정적 응답비율 37.2%), ‘세련되다’(평균 3.26점, 

긍정적 응답비율 36.7%), ‘신선하다’(평균 3.23점, 긍정적 응답비율 35.2%), 

‘독특하다’(평균 3.21점, 긍정적 응답비율 34.2%)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3-24) 기존 관악구 도시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인식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전체 3.26 0.855

신선하다 3.23 0.843

독특하다 3.21 0.849

세련되다 3.26 0.862

활기차다 3.29 0.862

호감이 간다 3.32 0.858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2점: 그렇지 않다 / 3점: 보통이다 / 4점: 조금 그렇다 / 5점: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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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기존 관악구 도시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인식

◦ 기존 관악구 도시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연령별, 직업별, 거주기간

별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층 ‧ 비경제활동인구 ‧ 관악구 거주기간 10년 초과 그룹의 경우 기존 BI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 수준이 높은 반면, 청년층 ‧ 경제활동인구 ‧ 관악구 거주기

간 3년 미만 그룹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즉, 기존 관악구 도시브랜드 이미지는 특히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 관악구로 새

롭게 전입한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호소력이 약함

(그림 3-6) 변인별 기존 관악구 도시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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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안 관악구 도시브랜드 이미지(BI)에 대한 인식

◦ 관악구는 지역 고유의 대표 역사 ‧ 문화 자원인 ‘강감찬 장군’을 활용한 장소마

케팅(place marketing) 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 이에 ‘강감찬 장군’을 활용한 대안적 도시브랜드 이미지(잠정 시안)에 대한 주민

들의 인식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

◦ 대안으로 검토 중인 도시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은 전체적으로 

5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 3.40점으로 나타났음

◦ 세부요소별로 살펴보면, ‘호감이 간다’(평균 3.43, 긍정적 응답비율 48.6%), ‘활

기차다’(평균 3.42점, 긍정적 응답비율 48.4%), ‘세련되다’(평균 3.40점, 긍정적 

응답비율 47.4%), ‘신선하다’(평균 3.39점, 긍정적 응답비율 48.1%), ‘독특하

다’(평균 3.38점, 긍정적 응답비율 47.4%)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3-25) 대안 관악구 도시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인식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전체 3.40 0.821

신선하다 3.39 0.811

독특하다 3.38 0.835

세련되다 3.40 0.843

활기차다 3.42 0.815

호감이 간다 3.43 0.801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2점: 그렇지 않다 / 3점: 보통이다 / 4점: 조금 그렇다 / 5점: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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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대안 관악구 도시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인식

◦ 대안 관악구 도시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연령별, 직업별, 거주기간

별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층 ‧ 비경제활동인구 ‧ 관악구 거주기간 10년 초과 그룹의 경우 대안 BI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 수준이 높은 반면, 청년층 ‧ 경제활동인구 ‧ 관악구 거주기

간 3년 미만 그룹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변인별 대안 관악구 도시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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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동안 사용 중인 기존 관악구 도시브랜드 이미지(따뜻한 관악)와 대안으로 

검토 중인 관악구 도시브랜드 이미지(강감찬 관악)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 인

식 수준을 비교해보면 5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이 각각 3.26점과 3.40점으로 나

타나 대안 BI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음(긍정응답 비율 역시 각각 36.4%와 

48.0%로 대안 BI가 11.6%p 더 높음)

◦ 세부요소별 긍정적 인식 수준을 살펴보아도 ‘신선하다’ 3.26점 vs 3.39점, ‘독

특하다’ 3.21점 vs 3.38점, ‘세련되다’ 3.26점 vs 3.40점, ‘활기차다’ 3.29점 

vs 3.42점, ‘호감이 간다’ 3.32점 vs 3.43점으로 나타나 대안 BI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9) 기존 BI와 대안 BI에 대한 인식 비교

     <기존 BI ‘따뜻한 관악 인식>                        <대안 BI ’강감찬 관악‘>

◦ 한편, ‘관악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새로운 도시브랜드 이미지(BI)를 개발할 필

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 

3.48점(긍정적 응답비율 54.4%)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3-10) 새로운 도시브랜드 이미지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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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존 강감찬 캐릭터에 대한 인식

◦ 현재 관악구에서 장소마케팅을 위해 사용하는 핵심 캐릭터는 2016년 강감찬축

제 마스코트 공모 당선작이며 2018년 제1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문화체육관

광부 주최,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강감찬’임

◦ 강감찬 캐릭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선, 기존 강감찬 캐릭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은 전체적으로 5점 만점 척

도에서 평균 3.18점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을 보임

◦ 이는 현재의 강감찬 캐릭터가 전국 단위 캐릭터 대회 입상작이라는 점과 관악구

의 각종 시설과 행사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매우 

특이한 분석 결과임

◦ 세부요소별로 살펴보면, ‘호감이 간다’(평균 3.24점, 긍정적 응답비율 38.7%), 

‘활기차다’(평균 3.29점, 긍정적 응답비율 37.9%), ‘신선하다’(평균 3.16점, 긍

정적 응답비율 35.7%), ‘세련되다’(평균 3.15점, 긍정적 응답비율 35.9%), ‘독

특하다’(평균 3.15점, 긍정적 응답비율 35.2%)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세부요소별로 부정적 응답비율이 모두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

의 공감대가 낮음을 알 수 있는데 향후 다양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 

기존 캐릭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을 제고하거나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활용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그림 3-11)

(표 3-26) 기존 강감찬 캐릭터에 대한 인식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전체 3.18 0.953

신선하다 3.16 0.976

독특하다 3.15 0.960

세련되다 3.15 0.954

활기차다 3.22 0.930

호감이 간다 3.24 0.947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2점: 그렇지 않다 / 3점: 보통이다 / 4점: 조금 그렇다 / 5점: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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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기존 강감찬 캐릭터에 대한 인식

◦ 기존 강감찬 캐릭터에 대한 인식 수준이 연령별, 직업별, 소득수준별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고령층 ‧ 비경제활동인구 ‧고소득자 그룹의 경우 기존 강감찬 캐릭터에 대

해 긍정적인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30대 이하, 학생, 월 평균소

득 200~300만원 그룹의 경우 긍정적인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특히 청년인구 비율이 전국 1위인 관악구 인구특성을 감

안한다면 강감찬 캐릭터를 새롭게 개발․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그림 3-12) 연령·직업·소득별 기존 강감찬 캐릭터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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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감찬을 활용한 홍보의 도시이미지 개선 효과

◦ ‘강감찬 장군을 활용한 홍보가 관악구 도시이미지 개선에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10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 7.18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아직까지 강감찬이 관악구의 대표 이미지 요소로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대다수

의 주민들은 ‘강감찬 장군’을 활용한 홍보가 지역의 이미지 개선에 큰 효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특히 고령층, 거주기간 5년 이하, 월 평균소득 300만원 초과, 비경제활동인구 

그룹 등에서 기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3-27) 강감찬을 활용한 홍보의 도시이미지 개선 효과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전체 7.18 1.490

연령대
30대 이하
40대~50대
60대 이상

7.06
7.19
7.50

1.546
1.403
1.525

거주기간

3년 미만
3년~5년
5년~10년
10년 초과

7.32
7.32
7.03
7.20

1.800
1.385
1.363
1.587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300만원 초과

7.21
6.91
8.10

1.716
1.161
1.526

직업
경제활동인구

학생
비경제활동인구

7.14
7.01
7.52

1.363
1.693
1.687

<0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보통 / 10점: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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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감찬을 활용한 홍보 방식에 대한 인식

◦ 강감찬 장군을 활용한 홍보 방식에 대한 선호는 역사교육(28.4%), 연극, 드라마 

등 제작(26.9%), 관련 상품 개발(22.4%), 1인 미디어 및 인스타그램 등 

SNS(13.2%), 이모티콘 제작(9.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3-13) 강감찬을 활용한 홍보방식에 대한 인식

◦ 선호하는 홍보방식이 연령별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

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0대 이하 젊은 세대는 연극 ‧ 드라마 제작, SNS(1인 미디어, 인스타그램 등) 

등 신규 콘텐츠 개발과 뉴미디어 방식의 소통을 선호하는 반면, 40대 이상의 

중·장년, 고령층은 역사교육을 특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관악구(문화관광체육과, 홍보전산과)와 관악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강감찬 관련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고 연령별 맞춤형 커뮤니

케이션 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표 3-28) 홍보방안에 대한 연령별 인식정도
(단위: 명, %)

구분

선호하는 홍보방식

계
역사교육

연극, 
드라마 
제작

관련
상품
개발

SNS 이모티콘

연령

30대 이하
39

(21.4)
45

(24.7)
33

(18.1)
45

(24.7)
20

(11.0)
182

(100.0)

40대~50대
52

(32.3)
47

(29.2)
41

(25.5)
7

(4.3)
14

(8.7)
161

(100.0)

60대 이상
23

(39.7)
16

(27.6)
16

(27.6)
1

(1.7)
2

(3.4)
5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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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관악구 도시브랜드 정립 과제

1) 관악구 도시브랜드 체계 정비

◦ 관악구는 관악구 특성이 반영된 도시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음

‐ 관악구 상징인 관악산과 구 상징 꽃인 철쭉을 활용하여 휘장(CI)과 BI를 

구축하여 활용 중임

‐ 특히 ‘따뜻한 관악’은 관악산 이미지와 사람중심 구정비전을 반영한 BI로 

2012년도부터 구를 상징하는 대표 상징물로 활용 중임

‐ 민선7기 출범 이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구정비전을 설정하였고 구정비전 

홍보를 위해 구정슬로건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음

‐ 고려 대표 장군인 강감찬 장군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브랜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강감찬 캐릭터를 제작하여 구정슬로건과 함께 다양한 구 시설에 

활용하고 인지도를 높이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관악구 도시브랜드에는 체계가 불분명함

‐ 구정슬로건과 BI, 도시브랜드 슬로건 간 연계성이나 상·하위 브랜드 개념 

구분이 모호함

Ÿ ‘따뜻한 관악’과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동시에 사용해 혼선을 주고 있

으며 두 요소가 표방하는 가치 역시 일관성이 부족함

Ÿ ‘따뜻한 관악’은 민선5기 관악구 구정기조인 따뜻한 행정, 시민 중심 

행정을 상징

Ÿ ‘더불어 으뜸 관악구’는 ‘더불어’에 민선7기 구정기조인 포용과 협치를 

담고 있음

‐ 현재 슬로건 형태의 도시브랜드와 시정슬로건이 중복 활용되어 관악구 이

미지를 집약적으로 제시하지 못함

‐ 여기에 ‘강감찬 관악’이라는 역사문화도시 브랜드가 추가되면서 혼선이 가

중되고 있음

◦ 관악구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브랜드들의 위계와 브랜드 구조를 설정해 일관

성 있는 도시이미지, 브랜드 전달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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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악구 도시 이미지의 전환

◦ 관악구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관악구 관련 최초 연상 이미지

는 서울대, 관악산&도림천 등 긍정적 도시이미지로 나타났음

‐ 하지만 1980년대 관악구 달동네, 판자촌의 부정적 이미지는 특정 연령대

에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40~50대(13%), 60대 이상(15.5%)

◦ 시대에 맞는 도시브랜드 개발 수요 증가

‐ 7년 동안 사용 중인 기존 관악구 도시브랜드 이미지(따뜻한 관악) 대안으

로 검토 중인 관악구 도시브랜드 이미지(강감찬 관악)에 대한 주민들의 긍

정적 인식 수준을 비교해보면 5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이 각각 3.26점과 

3.40점으로 나타나 대안 BI가 더 높음

‐ 또한 ‘관악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새로운 도시브랜드 이미지(BI)를 개발  

필요성에 대해 5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 3.48점(긍정적 응답비율 54.4%)으로 

높게 나타남

◦ 종합적으로 볼 때, 관악구 주민들은 ‘따뜻한 관악’ 브랜드에 대해 큰 불만이 

없지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보지 않으며, 관악구의 정체성을 잘 반

영하고 있다고 여기지도 않는 것으로 드러남

◦ 새로운 도시브랜드 구축을 통해 관악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낙

후된 지역, 판자촌)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4) 기존 BI와 대안 BI에 대한 인식 비교, 브랜드 개발 수요

      

<기존 BI ‘따뜻한 관악 인식>       <대안 BI ’강감찬 관악‘>        <새로운 BI 개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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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악구 도시브랜드 재활성화·교체를 통해 정체성 및 경쟁력 확보

◦ 도시브랜드는 다른 지역과 분명한 차별성을 나타내야 하며, 지역 정체성을 잘 

반영하여 주민들의 자부심과 만족으로 연결되어야 함

◦ ‘따뜻한 관악’ 도시브랜드의 브랜드 자산이 감소함에 따라 관악구의 정체성과 

가치를 내포하는 도시브랜드 개발이 필요함

‐ ‘따뜻한 관악’을 리뉴얼하여 활용하면 기존 인지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 확보 가능

‐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구축할 경우 시대변화와 민선7기 관악구 구정목표를 

반영한 도시브랜드 형성이 가능함

Ÿ 가변적 아이덴티티를 활용하여 다목적 형태로 도시브랜드 구축 검토

4) 도시브랜드 형성 방법 변화

◦ 관악구 도시브랜드 구축 방식은 관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공개·

선포하는 Top-Down 방식이었음

‐ 2009년 관악구 최초의 BI인 ‘산·뜻·한 관악’ 개발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으나 최종 3안 중 최종안을 선정하는 과정

에만 참여하여 의견 표방이 어려운 구조였음

‐ 이외의 관악구 도시브랜드 요소들은 전문가 주도로 제작되었음

◦ 관악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도시브랜드 개발이 필요

◦ 도시브랜드 개발 초기 과정부터 최종 선포까지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함

5) 다양한 홍보방안 발굴

◦ 관악구는 2012년 ‘따뜻한 관악’ 도시브랜드를 공표 후 관악구 소유 시설물과 

옥외광고, 펜스광고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 위주였으며 다양한 매체와 결

합시키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음

◦ 도시브랜드 확장 디자인 작업을 통해 다양한 참여자들과 콜라보레이션 결과

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하는 생활필수품에 다양한 브랜드 확장 디자인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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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도시브랜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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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국내외 도시브랜드 사례연구

1_도시브랜드 사례 분석틀

◦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부 기업과 자본을 유치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도시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음

◦ 그 중 국내사례로는 서울특별시 도시브랜드 ‘I·Seoul·U’, 해외사례로 베를린 

도시브랜드 ‘be Berlin’, 도쿄 도시브랜드 ‘& Tokyo’를 선정해 관악구 도시

브랜드 구축에 벤치마킹하고자 함

◦ 분석 대상인 도시브랜드들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도시브랜드 체계를 구축하

고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여 도시브랜드 마케팅의 전

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 서울시 도시브랜드 ‘I·Seoul·U’는 주민참여(주도)형 도시브랜드 구축 사례로 

관악구 도시브랜드 구축 시 주민참여 분석 사례로 적합

◦ 또한 국내 도시브랜드 중 3세대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사례로 가변적 아이덴

티티를 구축하여 자발적인 브랜드 확산을 유도하고 홍보에 활용함

◦ 베를린 도시브랜드 ‘be Berlin’은 전후 역사·문화적 자산을 소실한 베를린이 주

민참여로 완성되는 오픈형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주민과 관광객 대상 

캠페인 활동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획득한 사례로 관악구에 시사점이 있음

◦ 세 번째 사례인 도쿄 도시브랜드 ‘& Tokyo’는 단순하면서도 응용성이 높은 

3세대 도시브랜드 형태로 개발된 도시브랜드임

◦ 브랜드 구조에 단일 브랜드 구축 전략을 구사하여 브랜드를 명확하게 인지시

키면서 일본 전통 색 다섯 가지를 활용하여 제품(서비스)군을 구별한 사례로 

관악구 도시브랜드 개발 시 아키텍처 구축 방법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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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국내 사례

1) 서울시 ‘I·SEOUL·U’

◦ 서울시가 2016년 공표한 서울 도시브랜드 ‘I·Seoul·U’는 관악구 도시브랜드 

구축에 세 가지 시사점이 있음

‐ 개방형·확산형 도시브랜드 구축(3세대 도시브랜드 형태)

‐ 시민참여형 도시브랜드 구축

‐ 도시브랜드 관리체계 구축

◦ 서울시는 ‘도시브랜드는 약속을 넘어 철학이며, 메시지를 넘어 그 스스로 미

디어이자 플랫폼’으로 정의함

‐ ‘시민들이 재미있게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이자 시민들이 참여해 만들어

내는 지혜와 경험의 합’으로 정의함

‐ 도시는 자신의 역사와 세계가 만나 다채로운 개성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개성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성과 역사, 문화와 미래

에 대한 상상력이 담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됨

◦ 서울브랜드 ‘I·SEOUL·U’는 서울에 공존하는 다양한 매력을 다양한 사람들과 

나누고 공감하기 위하여 만들어짐

◦ 개발과정에서부터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시민주도형 도시브랜드

‐ 시민주도형 도시브랜딩은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키워 나가며 참여

하는 브랜드를 지향함

‐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을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공감하는 도시브랜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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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시브랜드 ‘I·Seoul·U’의 기본 틀은 서울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플

랫폼으로써 ‘공존’, ‘열정’, ‘여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쌍방향형 커뮤니케이

션을 지향하는 형태로 설계함

‐ ‘서로 공존하며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는 열정도시’가 서울 도시브랜드 개념

‐ 열린 디자인, 배려하는 디자인, 새로운 디자인을 그래픽 확장 원칙으로 지정

‐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도시브랜드를 만들고 활용하고 공유하면서 브

랜드의 자발적인 확산을 유도함

◦ 서울 도시브랜드 언어 체계는 ‘I·Seoul·U’와 세 가지 하위 언어로 구성

‐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I·Seoul·U’라는 기본 개

념 아래에 확장된 보조 개념으로 ‘I·Welcome·U’, ‘I·Enable·U’, 

‘I·Connect·U’를 구성·활용함

‐ ‘I·Welcome·U’는 서울의 매력을 전달하는 언어로 서울을 찾는 사람에게 

서울의 문화, 명소, 자연 등을 전달

‐ ‘I·Enable·U’는 서울의 기회가치를 전달하는 언어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서울,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서울 등을 전달

‐ ‘I·Connect·U’는 서울의 주거가치를 전달하는 언어로 사람 중심 도시환

경, 다양성이 공존하는 서울 등을 전달

(표 4-1)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I·Seoul·U

정체성 키워드 공존, 열정, 여유

서울 도시브랜드 개념 서로 공존하며 여유있는 삶을 추구하는 열정도시

서울 도시브랜드

그래픽 확장 원칙
열린 디자인
배려하는 디자인
새로운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방향
시민참여로 만들어가는 브랜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발적 확산
좋은 활용 사례 발굴 및 공유

자료 : 서울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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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방형 도시브랜드 구축

◦ 3세대 도시브랜드의 특징인 가변적 아이덴티티 형태로 개발하였으며 도시명 

중심의 열린 문장 형태임

‐ 목적과 목표 시장(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가능

‐ 시민참여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변화

◦ 서울 도시브랜드 ‘I·Seoul·U’를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확산하기 위해 디자인 

원칙을 수립함

◦ 열린 디자인

‐ 다양한 사람, 브랜드, 기관이 함께 사용하고 만들어가는 브랜드

◦ 배려하는 디자인

‐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

◦ 새로운 디자인

‐ 기존 브랜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을 실현하는 도시브랜드 지향

◦ 브랜드 기본형과 활용 틀을 제공해 다양한 매체로 확산되고, 다양한 미디어(그

림, 글, 정책브랜드 등)와 조합되면서도 도시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함

(그림 4-1) 서울 도시브랜드 디자인 유형

자료 : 서울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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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음식, 서울사람, 서울자연, 서울장소, 서울문화 등 서울의 콘텐츠를 서울 

도시브랜드와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붓글씨, 그림, 문장 등을 활용한 형태에서부터 서울시 정책브랜드, 기업브

랜드, 행사 등과 조합하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

‐ 도시브랜드 기본 형태와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브랜드 확산

과 홍보에 장점을 가짐

(그림 4-2) 서울 도시브랜드 디자인 활용 예시

자료 : 서울시(2017)

◦ 도시브랜드 확산과 쉬운 이용을 위해 기본 형태 외에도 색상과 포인트를 활

용한 그래픽 모티프를 개발함

‐ ‘I·Seoul·U’의 포인트인 빨강과 파란 점을 기본으로 하여 말풍선, 사진 프

레임, 로고 프레임 등으로 활용 가능

‐ ‘I·Seoul·U’보다 직관성은 떨어지나 폭넓은 활용 가능

(그림 4-3) 서울 도시브랜드 그래픽 모티프

자료 : 서울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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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주도형 서울 도시브랜드 개발

◦ 시민주도형 도시브랜드 구축

‐ 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 정체성과 방향성 도출

‐ 이를 중심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브랜드 전략 도입

‐ 도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해관계자인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

시브랜드 개발과정에 참여하여 시민들이 지향하는 브랜드 이미지 및 정체

성 반영

‐ 공모전 참여와 심사, 결정 과정까지 시민들이 서울브랜드 개발의 중심이자 

주체로 참여함

◦ 서울 도시브랜드는 시민 주도 활동, 시민과 전문가의 협동 활동(거버넌스), 전

문가 활동을 거쳐 개발됨(그림 참고)

◦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생각들은 1년간에 걸쳐 여러 경로를 통

해 수집됨

‐ 벽보를 통한 <아이디어 월 & 오픈 캔버스>로 아이디어 수집

‐ 토크 콘서트인 <우리의 서울이야기>와 <시민회의>를 통해 서울의 정체성

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 선정

‐ 내·외부 환경 분석, 도시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도

시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키워드 도출

Ÿ 시민 84,348명이 참여해 ‘공존, 열정, 여유’ 키워드를 도출함

‐ 도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별 도시브랜드 아이디어 공모 등 시민 

참여 기반 마련

Ÿ 도시브랜드 아이디어 공모에 16,147건의 공모 접수함

Ÿ 최종 후보 3개 안 투표에 총 134,747명 참여

‐ 도시 정체성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인식하는 아이텐티티가 반영된 도시브

랜드를 개발함

◦ 전문가를 활용해 도시브랜드 트렌드 분석, 도시 분석, 2차 자료 분석, 도시브

랜드 리터칭 등을 수행하여 도시브랜드의 전문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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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개발 과정

자료 : 서울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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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브랜드 관리체계 구축

◦ 도시브랜드 전담조직 운영

‐ 서울시는 도시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민소통기획관 내 도시브랜드 

담당관을 편재해 도시브랜드 관리·운영

‐ 도시브랜드 담당관 하위에 브랜드기획팀, 브랜드관리팀, 소통전략실을 조

직해 브랜드 기획, 활용 및 홍보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서울의 정체성을 부각할 수 있는 시민주도의 도시브랜드 개발 사업 진행 중

‐ 도시브랜드 마케팅 업무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다양한 시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민소통기획관 내 뉴미디어 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과 협업

◦ I·Seoul·U 파트너스 운영

‐ I·Seoul·U 파트너스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서울의 도시브랜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브랜드를 국·내외로 홍보하는 경

제 협력체계임

‐ I·Seoul·U와 브랜드 협업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울의 이미

지 제고 및 국내의 서울 브랜드 확산에 기여

‐ 브랜드 사용이 승인된 제품(서비스) 중 기능성과 디자인 우수성이 뛰어난 

제품(서비스)을 선정해 전문가 자문, 판로 발굴, 홍보 등 지원

‐ 현재 음식, 음악, 패션, 전시,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스 운영 중

(표 4-2)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과 조직도 및 I·Seoul·U 파트너스 로고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조직도 I·Seoul·U 파트너스

자료 : 서울시(2017), 아이서울유 파트너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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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eoul·U를 도시브랜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면서 누

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브랜드 길라잡이’를 통해 디자인 활용 

규정 공유

◦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이 I·Seoul·U 도시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서울브랜드 

길라잡이’ 사용 규정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I·Seoul·U를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단체의 경우 브랜드 사용신청서 

제출 및 사용 규정 서약 후 사용 가능

◦ 수익사업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서울브랜드 확장형을 단체의 표장으

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승인 절차를 거쳐 활용 가능

‐ 서울브랜드 활용계획서, 활용 디자인 시안, 제품소개서 등을 함께 제출

‐ 서울브랜드 사용 승인위원회(가칭) 심사를 거쳐 접수 일부터 10~20일 이

내에 승인됨

(그림 4-5) 서울 도시브랜드 승인 과정

    자료 : 서울시(2017), 아이서울유 파트너스 홈페이지

(표 4-3) I·Seoul·U 파트너스 사례

소로시 사
(I·Seoul·U 파트너스)

I·Seoul·U 파트너스 
팝업스토어 포스터

I·Seoul·U 파트너스 팝업스토어 

자료 : 서울시(2017), 아이서울유 파트너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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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해외 사례

1) 베를린 도시브랜드 ‘be Berlin’

◦ 2008년 내수경기 악화와 불안정한 분위기를 타계하고자 ‘Be Berlin’ 캠페인을 

시작함

‐ 독일과 베를린은 분단, 전쟁 등 어두운 이미지로 인식되었음

◦ 국회와 기업의 지원으로 공모를 통해 도시브랜드 슬로건 ‘Be Berlin’을 확정하

고 캠페인 포스터와 슬로건 로고를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함

‐ 1963년 J.F Kennedy의 베를린 연설 중 ‘Ich bin ein Berliner’(나는 베를

린 사람이다)에서 Be Berlin을 따왔음

‐ ‘베를린이기 때문에, 베를린 시민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는 의미 내포

◦ 새로 개발한 브랜드 확산 방법으로 빈 말풍선을 제공해 다양한 메시지를 자유롭

게 작성하고 이를 SNS를 통해 전달하도록 유도함

‐ 도시브랜드 전략과 연계 도시의 이미지를 분석·홍보하는 등 전방위 커뮤니

케이션 전략 시행

◦ ‘be Berlin’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베를린의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함

‐ 글로벌 상업 및 부동산 서비스 제공업체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Cushman & 

Wakefield)가 발행한 ‘2011년 유럽 시티 모니터’에서 사업 입지 부문에서 5

위로 도약함

◦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해 도시민과 관광객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완성되

는 오픈형 브랜딩을 추구한 것이 특징

(표 4-4) 베를린 도시브랜드 ‘be Berlin’과 캠페인용 말풍선

베를린 도시브랜드 ‘be Berlin’ 캠페인용 빈 말풍선

자료 : be Berli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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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방형 도시브랜드 구축

◦ 브랜드 확산 방법으로 빈 말풍선을 제작하여 다양한 메시지를 SNS를 통해 전달

하는 방식을 활용함

‐ #beberlin 해시태그와 빈 말풍선을 제공해 베를린 시민, 방문 외국인들에게 

슬로건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유도함

‐ 빈 말풍선을 인쇄물, TV광고, 뉴미디어 등에 홍보하였고 도시 주요 관광지

에는 말풍선 형태의 포토존을 설치해 관광객의 참여도 유도함

‐ 도시브랜드 전략과 연계 도시의 이미지를 분석·홍보하는 등 전방위 커뮤니

케이션 전략 시행

◦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활용한 슬로건 홍보캠페인 등 

시민참여형 경험디자인을 전개함

(그림 4-6) ‘be Berlin’ 홍보 포스터, 포토존

자료 : be Berlin 홈페이지

(그림 4-7) 베를린 도시브랜드 ‘be Berlin’ 확산매체

자료 : 베를린 파트너스(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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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적 도시마케팅 전략

◦ 도시마케팅 전략을 단계별로 접근함

‐ 1단계 : ‘기회의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be Berlin’ 캠페인 추진

‐ 2단계 : 장소마케팅과 클러스터 마케팅(산업단지마케팅)을 통해 ‘최적의 비즈

니스 장소’ 이미지 구축

‐ 3단계 : 베를린 파트너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전략 구사, 브랜드 경험 유도

◦ 국회와 기업의 지원을 받고, 공모를 통해 도시브랜드 슬로건 ‘Be Berlin’을 확정

하고 캠페인 포스터와 슬로건 로고를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함

‐ 1963년 J.F Kennedy의 베를린 연설 중 ‘Ich bin ein Berliner’(나는 베를

린 사람이다)에서 Be Berlin을 따왔음

‐ ‘베를린이기 때문에, 베를린 시민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는 의미 내포

‐ 캠페인 첫 해에는 베를린 시민들에게 강력한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역 

활동에 주력함

◦ 2008년 ‘be Berlin’ 출범 첫 해에는 베를린 시민들에게 강력한 정체성을 부

여하기 위해 지역 활동에 주력함

‐ 캠페인 시행 6개월 만에 브랜드 인지도 크게 향상됨

◦ 2009년 ‘be Berlin’을 해외 시장에 다양한 모티브를 활용해 ‘머물고 싶은 도

시’로서 베를린을 홍보

‐ ‘the place to be’라는 간단한 슬로건을 활용하여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예술과 문화의 도시, 살고 싶은 국제도시, 변화의 도시로 소개함

◦ 2010년 국제적 인지도를 가진 기업들과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베를린이 

보유한 산업 특성의 장점과 지원 전략을 통해 베를린을 홍보

◦ 2011년 멋진 혁신 도시로서 베를린을 부각시킴

‐ 과학과 기업 입지의 장점과 예술, 문화, 창의력의 도시로 인지도 향상

◦ ‘be Berlin’을 통해 베를린에 대한 국제 사회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

‐ 과학과 사업 입지, 미래지향적인 산업 도시, 창의적인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 이미지 구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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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베를린 시 도시브랜드 ‘be Berlin’ 연도별 추진 사업(2008~2011)

연도 주요 행사 내용

2008년
‘be 

Berlin’
출범

베를린에 보내는 메시지 베를린 시민 대상으로 성공 스토리 공모

크고 작은 베를린 대사 베를린 시민들을 캠페인 대사로 선정해 캠페인 홍보

베를린을 사랑하는
천 가지 이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베를린을 사랑하는 이유 게시 
캠페인 진행

빛 축제 ‘베를린 빛 축제’에 참가해 시민들의 관심·호응 유도

2009년
국제무대 

진출

따뜻한 마음과 말
무뚝뚝한 것으로 알려진 베를린 시민들의 이미지를 재치 

있게 전환하는 친절 프로그램 운영

‘be Berlin’ 시티 스토어
2009년 5월말부터 약 6개월 동안 특별 콘셉트를 담아 

특별 전시 및 이벤트 공간 운영

‘be Berlin’ 독일 투어
함부르크, 뮌헨, 라이프치히, 쾰른 등 독일 전역을 

순회하며 베를린 홍보

2009년 베를린의 날

‘머물고 싶은 곳(the place to be)’ 슬로건을 활용해 
베를린을 홍보하고 뉴욕, 이스탄불, 코펜하겐, 브뤼셀, 
베를린에서 베를린의 날 행사 개최

‘be Berlin’의 국제무대 진출

2010년
시민참여 
캠페인

“베를린 너의 색을 보여줘” 사회적 이슈를 통해 베를린 시민들의 관심 유도

공동 행사 및 파트너십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다양한 공동 활동에 참여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산업 캠페인

‘be Berlin’ 슬로건으로 미래지향적 근대 산업 입지로 
베를린 홍보

2010년 베를린의 날
런던, 호주, 중국에서 베를린의 날 행사 개최
‘be Berlin’으로 상하이와 심천 엑스포 참가

2011년
멋진 

혁신도시 
베를린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산업 캠페인

미래지향적 근대 산업 입지로 베를린 홍보
‘be Berlin’ 슬로건으로 포츠담 광장에서 박람회 개최

be Belinternational
190개국 다양한 문화를 가진 국민들의 통합과 도시 

변화를 유도

기타 캠페인 유럽 대도시에 베를린을 ‘살기 좋은 도시’로 홍보

자료 : 반정화(2015), 베를린 파트너스(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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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를린 파트너(Berlin Partner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운영

◦ 베를린 파트너(Berlin Partner for Business and Technology)는 베를린 

시 산하 도시의 경제, 기술, 도시브랜드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 베를린 기업투자 유치 컨설팅, 및 베를린 도시 마케팅 업무, ‘be Berlin’ 

관련 도시브랜드 업무 담당

‐ 베를린 파트너는 CEO를 중심으로 홍보부서(Public Relations)와 인사부

서(HR)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부서로 수도마케팅(Capital city 

Marketing), 에너지/교통/혁신(Energy/Mobility/Innovation), 건강/산

업/인프라(Health/Industry/ Infrastructure), 디지털산업/스타트업

(Digital Business/Startups), 내부 서비스/전략(Internal Services 

/Strategy) 부서가 있음(그림 참고)

‐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투자자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각 영역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해 맞춤 컨설팅·홍보를 진행하며 ‘도시, 투자 장소, 사업 

장소’로서 베를린을 마케팅

(그림 4-8) 베를린 파트너 조직도

자료 : 베를린 파트너스(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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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의 도시’, ‘the place to be’ 등의 슬로건으로 일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베를린을 홍보함

‐ 전 세계 유능한 인재가 모이고 경제적으로나 비용적으로 경쟁력 있는 입지

를 가진 최고의 비즈니스 장소로 홍보

‐ 혁신적이고 융합적인 연구가 가능한 과학 도시로 홍보

‐ 다양한 문화와 지역 레크리에이션을 구비해 살만한 도시로 홍보

‐ 정치, 국제화 및 미디어의 중심지로 다른 독일 도시와 차별성 강조

◦ 베를린이라는 도시브랜드를 베를린의 산업 강점과 연결하여 기업유치 및 지

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함

‐ 도시브랜드 관련 마케팅, 각종 홍보 전략 수립

‐ 대학 산하 연구기관과 기업 연결, 연구과제 발굴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자 연결, 컨설팅 등 각종 지원

‐ 비즈니스 프로모션 기획, 재정 지원, 인력 지원 등 기업과 투자자를 유치하

기 위해 베를린을 홍보

◦ 도시브랜드로 구축된 도시이미지를 바탕으로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내 기업, 

연구기관까지 홍보하는 효과를 거둠

(표 4-6) 베를린 시 ‘be Berlin’ 도시브랜드 기업지원 서비스

핵심 분야 주요 기업 지원 내용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미래 산업단지 관리

업종 강화, 미래 업종 기업들 파악, 네트워크 형성
핵심 주체들 간 구체적 상호 교류 추진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베를린 마케팅

국내·외 투자자 유치

투자자들에게 베를린의 경쟁력, 강점 등 전달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베를린 비즈니스 및 투자개발 제안 안내
맞춤형 서비스 지원(지역 통계 자료, 직원 채용, 자금 조달 등)
과학계 및 재계와 네트워크 구축 지원

베를린 내 기업 성장지원

베를린 지역 내 400여 개 주요 대기업과 1,500여개 중소기업 발전 도모
원스톱 서비스 지원(비즈니스 및 투자개발 안내)
맞춤형 서비스 지원(지역 통계 자료, 직원 채용, 자금 조달 등)
과학계 및 재계와 네트워크 구축 지원

베를린 재계 및 과학계와 
네트워크 형성지원

기술 이전 서비스 제공(기술 이전 관련 통계 자료, 컨설팅, 기업 행사, 
연구 프로그램 노하우 공유, 온라인 네트워킹 도구 제공 등)

과학계 및 재계와 네트워크 구축 지원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베를린 마케팅

자료 : 베를린 파트너스(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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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쿄 도시브랜드 ‘& Tokyo’

◦ 2014년 도쿄시는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형태 및 기능을 갖춘 도시브랜드 

개발함

◦ ‘& Tokyo’는 단순하면서도 응용성이 높은 형태가 특징임(3세대 도시브랜드 

형태)

‐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디자인 활용 안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하고 

사용을 장려함

‐ ‘& Tokyo’는 높은 자유도와 활용도를 가지고 있어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개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음

◦ ‘& Tokyo’는 브랜드 구축 전략으로 단일브랜드 전략을 사용해 브랜드 홍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

‐ 대표 도시브랜드와 부속 브랜드의 BI 형태를 통일해 디자인의 일관성을 부

여하면서 색상은 다르게 선정해 브랜드 간 차별성 확보

‐ 도시의 상품인 서비스, 지역 내 기업의 제품 등을 분류해 다섯 가지 하위 

브랜드로 구축(Unique, Excellent, Exciting, Delight, Comfort)

◦ 다양한 캠페인, 디자인 프로모션, 행사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홍보함

‐ 도시 곳곳에 다양한 포토존을 설치해 도시브랜드 홍보

‐ 각종 행사, 유명 음식점, 도쿄 산하 기관 행사 등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모

션을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홍보

◦ 도쿄 브랜드 액션 파트너 운영·관리를 통해 도시브랜드 확산

◦ 현재 도쿄 도시브랜드는 2019년부터 ‘TokyoTokyo – Old meets New’로 

변경되었으나 ‘& Tokyo’의 도시브랜드 구축전략, 형태 등 검토 필요

(표 4-7) 도쿄 도시브랜드 ‘& Tokyo’와 ‘TokyoTokyo’

도쿄 도시브랜드 ‘& Tokyo’ 현 도쿄 도시브랜드 ‘TokyoTokyo’

자료 : ‘& Tokyo’ 홈페이지, ‘TokyoToky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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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방형 도시브랜드 구축

◦ ‘& Tokyo’는 3세대 도시브랜드 형태로 개발됨 

‐ ‘& Tokyo’는 단순하면서도 응용성이 높은 3세대 도시브랜드 형태임

‐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디자인 활용 안에 접목 해 사용이 가능함

‐ 높은 자유도와 활용도를 가지고 있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개성 있

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음

‐ & Tokyo 홈페이지에서 로고 생성기를 통해 손쉽게 제작이 가능

‐ 텍스트·로고 조합, 텍스트와 이미지·로고 조합 등 조합이 가능하며 레이아

웃에 자유도가 높음

(그림 4-9) ‘& Tokyo’ 활용 레이아웃

자료 : & Tokyo 홈페이지

◦ ‘& Tokyo’를 지역 명, 사람 이름, 제품명, 행사명 등과 조합하여 사용함

‐ ‘& Tokyo’와 조합을 통해 도쿄의 인지도 향상뿐만 아니라 제품, 행사 등

의 품질도 보증하는 기능을 함

‐ 지역 간 이미지 제고 및 홍보에도 활용됨

(표 4-8) 도쿄 도시브랜드 ‘& Tokyo’ 활용 예시

도쿄 도시브랜드 제작 도쿄 도시브랜드 활용 예시

도시브랜드 제작 페이지 도쿄시와 센다이시 홍보 서울시와 콜라보레이션 행사

자료 : & 도쿄 홈페이지, 도쿄시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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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브랜드 아키텍처 구축

◦ ‘& Tokyo’는 도시브랜드 구축에 브랜드 아키텍처를 구현한 것이 특징임

◦ ‘& Tokyo’는 브랜드 구축 전략으로 단일브랜드 전략을 사용해 브랜드 홍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

‐ 대표 브랜드와 부속 브랜드의 BI 형태를 통일해 디자인의 일관성 확보

‐ 브랜드 별 색상은 다르게 선정해 브랜드 간 차별성 확보

‐ 서비스, 지역 내 기업의 제품 등을 특징 별로 분류해 다섯 가지 하위 브랜

드로 구축(Unique, Excellent, Exciting, Delight, Comfort)

(그림 4-10) 도쿄 도시브랜드 ‘& Tokyo’ 구조

      자료 : & 도쿄 홈페이지

◦ 도쿄 브랜드 하위 브랜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표 참고)

‐ Unique는 도쿄 고유의 전통, 첨단 기술 등을 지칭하며 꼭두서니빛으로 표현

‐ Excellent는 정교한 품질을 가진 제조업, 음식 등을 지칭하며 등꽃색으로 표현

‐ Exicing은 도시에 활기를 주는 행사 등을 지칭하며 치자색으로 표현

‐ Delight는 친절한 도쿄를 상징하며 관광업 등이 포함되며 솔잎색으로 표현

‐ Comfort는 안전한 도쿄, 살기 좋은 도쿄를 상징하여 도시 서비스가 여기

에 포함됨 엷은 남색으로 브랜드 표현

(표 4-9) 도쿄 도시브랜드 ‘& Tokyo’ 체계

도쿄 도시브랜드 체계 상징색 가치

기본형 Unique 꼭두서니빛 독창적 전통과 문화의 공존

Excellent 등꽃색 세련되고 가치 있는 퀄리티

Exciting 치자색 활력 넘치는 도시

Delight 솔잎색 환대의 마음가짐

Comfort 엷은 남색 안심, 정확, 편리한 신뢰의 가치

자료 : & 도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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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적 도시브랜드 구축

◦ 도쿄시는 단계적으로 도시브랜드 ‘& Tokyo’를 구축함(그림 4-11 참고)

◦ 도쿄의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도쿄 브랜딩 전략 회의’를 개최함

‐ 쿄이치 게이오대학 명예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도쿄 도시

브랜드 컨셉, 방향성 등을 설정함

◦ 도시브랜드 컨셉을 바탕으로 도쿄 도시브랜드 디자인, 추진체계를 구축함

‐ 전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선정해 BI, 슬로건, 포스터, PR도구(영상, 상

품 등) 등을 제작

‐ 도쿄 브랜드 추진회의를 설치해 도민, 민간 사업자 등과 브랜드 컨셉 공유

‐ 브랜드 매뉴얼을 제작해 브랜드 사용방법을 공유하고 도쿄 브랜드 액션 파

트너 등록, 기획 상품 개발 등을 장려함

(그림 4-11) 도쿄 도시브랜드 접근 방법

         자료 : & 도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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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도시브랜드 접근 방법

◦ 도시브랜드 공표 후 다양하고 지속적인 응용 시도를 통하여 도시브랜드 확산

을 위해 노력함

◦ 각종 주제를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함

‐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여섯 가지 브랜드들이 서로 연계하고 결합할 때 시

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며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고 확산함(그림 4-12 참고)

‐ 각각의 브랜드 활동이 도시 자체의 매력을 높이는 역할을 함

(그림 4-12) 도쿄 도시브랜드와 주체별 브랜드 역할

            자료 : & 도쿄 홈페이지

◦ 도쿄 도시브랜드는 접근 방법에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함(표 4-10 참고)

‐ 인물, 단어를 활용한 이미지 영상을 제작해 도쿄의 정체성과 도쿄에서의 

생활, 관광 등 홍보

‐ 지역 명, 각종 페스티벌, 행사 등과 도시브랜드를 조합한 프로모션 디자인

(표 4-10) 도쿄 도시브랜드 접근 방법

내용 전달 방법

인물과 도쿄 
도시브랜드

도쿄 내 각 분야별 유명인 소개
도쿄지역 생활과 도시브랜드 연결시켜 영상 구성

영상

도쿄 도시브랜드 
이미지 무비

도쿄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 위주로 선정
외국인 관광객에게 도쿄의 장점 소개

영상

시의 구청과 
도쿄 도시브랜드

도쿄 행정 구역 내 각 구역별 지역 이름과 도쿄 도시브랜드를 
연결한 홍보 행사 진행

프로모션 디자인

행사와 도쿄 
도시브랜드

각종 페스티벌과 행사명을 도쿄 도시브랜드와 같이 사용해 홍보 프로모션 디자인

자료 : 김준환(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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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도시브랜드 홍보 방법으로 캠페인, 문화축제, 이벤트 등을  활용함(표 참고)

‐ 유명 관광지 포토존 설치, 파티·이벤트 등과 연계한 캠페인 등 다양한 시

도를 통해 ‘& Tokyo’가 융통성 있는 도시브랜드임을 홍보

(표 4-11) 도쿄 도시브랜드 캠페인

전략 방향 내용 비고

포토 캠페인
포토존 설치
관광객들에게 즐길 거리 제공(가로, 세로형태 

포토프레임)
참가자가 즐길 수 있는 환경

파티 & 도쿄
다양한 파티 행사명과 도쿄 도시브랜드 조합
색, 배치, 크기 등을 다양한 형태로 조합 가능

포괄적 주제 제안으로 다양한 
콘텐츠 접근성 높임

Riverside & 
도쿄

특정 지역/풍경을 주제로 다양한 참여·시도 유도 융통성 높은 형태

음식 & 도쿄
다양한 음식이름과 브랜드 조합
개인·음식단체의 참여 유도

일본 고유문화와 연계

Exciting & 
도쿄

추상적 주제 중 사람들의 관심사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캠페인 진행

관광과 직접 연계되며 많은 
참여와 시도 유발

Event & 도쿄
각종 페스티벌과 행사명을 도쿄 도시브랜드와 함께 사용
할로윈, 크리스마스 등 다양한 문화 아이템과 연계

공익적인 캠페인에 활용하여 
좋은 이미지

자료 : 김준환(2018)

‐ 그 중 ‘Riverside & Tokyo’는 아사쿠사 스미다강에서 2016년 9월 23일

(금) 부터 10월 2일(일) 10일간 개최된 캠페인으로 풍경 게이트, 다다미 휴

식 공간, 식사 공간, 이벤트 공간으로 나누어 진행함

‐ ‘Riverside & Tokyo’ 브랜드 홍보를 위해 유명 배우를 서포터로 선정해 

홍보 영상을 제작함(그림 참고)

(그림 4-13) ‘Riverside & Tokyo’ 영상, 캠페인 사진

자료 : & Toky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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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쿄 브랜드 액션 파트너 운영

◦ 도시브랜드 확산을 방법으로 도쿄 브랜드 액션 파트너를 운영함

‐ 도쿄 브랜드 액션 파트너란 ‘& Tokyo’ 로고를  사용하여 브랜드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개인 등을 지칭함

◦ 도교 브랜드 액션 파트너는 도쿄 브랜드 ‘로고’ 관리 사무국에서 운영하며 도

쿄 브랜드 ‘로고’ 이용에 관한 요강으로 브랜드 이용 방법을 고지함

◦ 개인 비영리사업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 Tokyo’ 로고 사용 가능

◦ 영리사업의 경우 허가과정을 거쳐 ‘& Tokyo’ 로고 사용 가능

‐ 신청 방법으로는 이메일, 우편 두 가지가 있음

‐ 도쿄 브랜드 액션 파트너 등록 신청서, 서약서 겸 동의서, 도쿄 브랜드 ‘로

고’ 이용 허가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으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변경 가능

◦ 해외의 경우 개별적인 상담과정을 거쳐 ‘& Tokyo’ 로고 사용 가능

(그림 4-14) 도쿄 브랜드 액션 파트너 선정 과정

         자료 : & Toky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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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시사점

◦ 사례분석 결과 도시브랜드가 왜 필요한가, 새로운 도시브랜드가 왜 필요하며 

이를 개발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함

‐ 서울시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 브랜드에서 벗어나 도시의 다채로

운 개성을 도시브랜드로 표현하고자 개방형 도시브랜드를 구축함

‐ 베를린은 도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 이미지(전후 도시, 분단, 전

쟁 등)의 이미지를 탈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 도쿄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관광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브랜드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형태 및 기능을 가진 도시브랜드를 구축함

‐ 관악구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선정이 우선되

어야 함

◦ 개방형 도시브랜드(3세대 도시브랜드) 구축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

‐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도시브랜드를 추구하며 시민들의 주도적 활동을 통

해 도시브랜드의 지속성 유지

‐ 목적과 목표 시장(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특징이며 

세 사례 모두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한 브랜드 활용이 자유로움

◦ 도시브랜드 개발 방식에서 시민 참여를 중시

‐ 시민참여 과정을 통한 도시브랜드 개발은 기존(2~6개월) 방식보다 장기적

인 관점(최소 1년 최대 3년 이상)으로 접근 필요

‐ 특히,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우선시 되어야 함

‐ 도시브랜드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채널로 참여를 유도·홍보하고 다양한 방

식을 활용해 시민들 의견 수렴이 필요함

‐ 관악구의 경우 기존 도시브랜드 개발과정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단순히 최

종안 선택에만 국한되는 등 소극적이었음

‐ 도시브랜드를 리뉴얼 혹은 개발할 경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시민들의 참

여를 통한 브랜드를 구축해 브랜드 인지도·충성도를 높일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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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도시브랜드 구축 배경에는 체계적인 관리전략이 있음

‐ 통합관점(과거현재미래)에서 도시라는 공간(상품)을 체계적으로 계획

‐ 이를 통해 주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도시마케팅 전략으로 장소마케팅 활성화 → 포지셔닝(이미지 구축) → 슬

로건(Slogan) →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 브랜드 평가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단계별 관리

◦ 지속적인 지원과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브랜드 구축 전략을 수립하여 도시

브랜드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 도시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부서의 운영을 통해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싱크탱크로 활용

◦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통합브랜딩 전략이 이루어지며, 일관된 마케팅 전

략을 통해 가이드라인 제시 → 도시 관련 홍보물 및 디자인 전반에 걸쳐 적용

‐ 통합적/지속적인 개발, 유지, 관리를 위해 개발과 운영의 주체를 일원화하

고 있으며, 민관협력 형태의 지속성 있는 조직을 활용하고 있음

‐ 이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의 검증, 브랜드 사용·정착 유도

‐ 도시브랜드와 시책들과 연계하여 통합적 브랜드 마케팅 활용

‐ 관광, 주요행사, 이벤트, 공공디자인 등에도 적극 활용하여 인지도 향상

‐ 도시브랜드 확장성이 시설, 설치물, 프로모션 디자인 등 물리적 영역에 한

정되지 않고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산 필요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형태의 도시브랜드

운영 및 관리 조직 구축

‐ 다양한 브랜드 관련 조직들이 협력하는 형태로 도시브랜드 관리 조직을 운

영 중이며 시(관)는 브랜드를 관리하는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

‐ 관악구 도시브랜드의 확산을 위해서는 관악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

관협력 조직(도시브랜드 파트너)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

‐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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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관악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로드맵

1_도시브랜드 형성을 위한 단계적 접근

1) 관악구의 정체성 파악

(1) 새로운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새 도시브랜드 필요

◦ 도시브랜드는 그 도시의 상징적인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도시의 색깔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도시의 특성을 반영해야 함(반정화, 2018)

◦ 관악구의 정체성은 관악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전통, 환경의 변화

로 인한 새로운 특성들, 그리고 미래 방향성 등을 내포하는 것을 의미

◦ ‘따뜻한 관악’은 민선5기 시작과 함께 만들어진 관악구 도시브랜드로 약 8년

간 사용됨

‐ 2009년부터 사용한 ‘산뜻한 관악’을 2012년 ‘따뜻한 관악’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사용 중

‐ 서울시의 정책 방향, 관악구의 정책 방향, 관악구민들의 의식변화 등을 반

영한 새로운 브랜드 구축 수요 증가

◦ 새로운 정책 방향, 시장동향을 반영한 새로운 도시브랜드 발굴 필요

‐ 관악구민의 정체성 내포

‐ 현재와 미래에도 공감할 수 있는 개념으로

‐ 관악구의 긍정적 이미지 정착 유도

‐ 가변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을 통해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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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5기, 민선6기 관악구는 사람중심의 특별구를 지향함

‐ 사람중심의 구정 운영을 표현하기 위해 민선4기에 개발한 BI인 ‘산·뜻·한 

관악’을 ‘따뜻한 관악’으로 변경 사용함

Ÿ 기존 BI는 관악구 상징인 관악산(산)과 학문도시(뜻) 내포

Ÿ 구정 핵심 가치가 학문에서 사람중심, 따뜻함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BI

를 ‘따뜻한 관악’으로 변경·사용 중임

◦ 민선7기 정책 방향은 포용(사람중심)과 더불어 혁신을 추구하고 있음

‐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공감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재개발할 필요성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5-1) 관악구 도시브랜드와 시기별 구정운영 방향

자료 : 관악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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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악구만의 차별화 요소 파악

◦ 관악구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전략을 위해 관악구의 강점 파악 필요

◦ 이를 상품화하고 팔기 위한 전략이 수반되어야 함

◦ 관악구가 보유한 강점은 관악구가 보유한 자산, 다른 자치구 및 도시들보다 

앞서가는 우수한 산업분야 혹은 능력, 관련 인프라 등과 맥을 같이하며 관악

구의 정체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

◦ 관악구가 다른 자치구 및 도시와 구분되는 차별화 요소를 도출하고, 이 차별

화 요소를 바탕으로 관악구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함

‐ 차별화 요소는 관악구가 보유한 강점, 도시 이미지, 구정비전 등이며 관악

구가 보유한 차별화 요소로는 관악산, 도림천 등 자연환경, 서울대학교, 고

려역사 도시(도시이미지), 청년 육성 도시(정책적 이미지) 등이 있음

(표 5-1) 도시브랜드 전략 방향의 유형과 관악구 지역자산

전략 방향 Reinforcing Repositioning Recreating

가치유형 기존 핵심가치의 강화 잠재가치의 핵심가치화 새로운 핵심가치의 실현

관악구 
지역자산

① ‘따뜻한 관악’ 및 복지 
서비스(여성친화, 
아동친화 도시 등)

② 관악산, 도림천 등 
자연환경

③ 고려 역사, 강감찬 등 
역사문화

① 청년 육성 도시 ① 스마트도시 관악

자료 : 김영수, 2011, 도시브랜딩 전략 : 어떻게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가?(Ⅱ), 월간자치발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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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확한 도시브랜드 목표와 대상 설정

(1) 도시브랜드 개발·구축의 목적

◦ 관악구가 현재 시행 중인 도시마케팅 정책에 대한 진단을 시행하고, 이를 통

해 관악구 도시브랜드 목표와 도시마케팅 목표가 동일한지 검토 필요

◦ 민선7기 관악구의 도시마케팅 방향과 기존 ‘따뜻한 관악’ 브랜드의 목표는 접

근 방법에서 작은 차이를 가지고 있음

‐ 기존 ‘따뜻한 관악’ 도시브랜드의 가치는 민선7기 관악구 구정비전과 ‘사람

중심’이라는 가치에서 연결성은 있으나 전체적인 가치는 포괄하지 못함

‐ 또한, ‘따뜻한 관악’과 함께 ‘더불어 으뜸 관악구’, ‘강감찬 관악’ 등 각기 

다르게 동시에 활용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함

◦ 관악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목표)의 명확한 설정이 선결되어야 함

◦ 각 분야별로 다양한 목표가 설정될 수 있으며, 각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어 효

과적으로 목표 달성해야 함

(2) 관악구의 도시브랜드 목표대상

◦ 성공적인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해서는 타깃 시장(대상)을 설정하여 집중적으

로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임

‐ 도시마케팅에서 타깃 시장(대상)은 지역 주민, (타지역, 해외 등)이주민, 비

즈니스 사업가, 투자자, 관광객 등이 될 수 있음

‐ 대상의 특징, 성향별로 중점시장을 분류하여 전략을 세분화해야 함

‐ 관악구의 경우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관악구 주민, 다문화 가정, 청

년 비즈니스 사업가가 중점 타깃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악구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시서비스, 주거환경 등을 조성해 주민들의 이

탈을 방지하고 외부로부터 이주민을 끌어들이는 전략 구사가 필요함

◦ 현재 도시가 보유한 역량과 정책 방향 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공략해야함

‐ 베를린 도시브랜드 ‘be Berlin’은 비즈니스나 사업가를 우선적으로 공략하

여 도시의 경쟁력, 사업 환경 등을 부각시킨 사례

‐ 관악구는 구체적 목표 설정에 따라서 도시브랜드의 중심 타깃 시장 별 우

선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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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악구 도시브랜드 구축

(1) 체계적인 도시브랜드 구축 과정 필요

① 관악구 정체성 파악

◦ 관악구 정체성을 파악하여 관악구 고유의 브랜드 플랫폼을 구축

‐ 관악구의 브랜드 비전, 미션, 개성, 핵심가치에 대한 논의를 통해 관악구 

정체성 설정

‐ 특히, 브랜드 미션과 핵심가치의 경우 실무자(비전 달성을 위한 능력 함양)와 

주민(주민과의 약속)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

② 관악구 정체성 대한 구체화

◦ 관악구의 정체성을 상징적 이미지, 글로 담아내는 전반적인 작업을 수행

‐ 도시브랜드 비주얼 시스템 구축, 도시브랜드 체계 재정립 등

‐ 가변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

하고 주민, 사회적 기업 등이 쉽게 사용 가능할 것임

◦ 목표대상과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도시브랜드의 브랜드 구조 확립

‐ 관악구의 상품(군)에 따라 다양한 상품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것들

을 활용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구축하는 경우 단일 혹은 보증브랜드 방식을 활용해 

브랜드 확산 효과를 높이고 상품(도시서비스)의 품질을 보증

③ 적극적인 브랜드 마케팅 수행

‐ 관악구는 이미 ‘따뜻한 관악’이 정착되어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새롭게 만

들 경우 다양한 홍보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이미지를 인지시켜야 함

‐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노출(구청 배너, 구 시설물 등)이나 다양한 이벤트 및 

행사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

④ 도시브랜드 운영·관리

‐ 도시브랜드 전담조직을 구성해 도시브랜드를 관리하고 홍보·확산

‐ 문화, 복지, 환경, 지역축제 등 도시 사회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업과 

도시브랜드를 연계하여 활용

‐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전략, 관리 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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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랜드 아키텍처 구축

◦ 새로운 관악구 도시브랜드 구축 시 브랜드 간 위계를 확립하고 적합한 브랜

드 활용 전략 수립 필요(브랜드 아키텍처)

‐ 관악구 도시브랜드와 산하 브랜드(ex.관광브랜드, 복지브랜드, 청년브랜드 

등) 간 브랜드 체계(Hierachy)를 확립하여 브랜드 간 위계 정리

‐ 브랜드 체계를 바탕으로 관악구 도시브랜드 활용 전략(브랜드 시스템) 구축

Ÿ 브랜드 중 어떤 브랜드를 강조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할지 결정

◦ 관악구 브랜드 형태, 산하 브랜드 구성에 맞는 도시브랜드 활용 전략을 구사

(표 5-2) 도시브랜드 활용 전략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단일 브랜드 전략
인지도 제고 용이
마케팅 비용 절감

효율적 브랜드 관리
부정적 이미지가 다른 상품에 영향

개별 브랜드 전략
제품별 명확한 이미지 구축

쉬운 리뉴얼
높은 마케팅 비용

브랜드 일관성 확보에 불리

보증 브랜드 전략
관악구의 이미지 활용

마케팅 비용 절감
관악구 해당 없음

혼용 브랜드 전략 혼용하는 브랜드별 장·단점 공유

자료 : 김영수, 2011, 도시브랜딩 전략 : 어떻게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가?(Ⅱ), 월간자치발전, 3월호

(그림 5-2) 관악구 도시브랜드 ‘ON 관악’ 단일 브랜드 전략(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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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뜻한 관악’ 브랜드 재활성화

◦ 관악구의 정책 환경 변화, 구정 비전 변화, 주민 기호의 변화, 도시브랜드 트

렌드 변화 등으로 브랜드 자산 약화(브랜드 이미지 노후화) 초래

◦ ‘따뜻한 관악’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인지도를 활용하면서 ‘따뜻한 관악’에 활

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을 활용

◦ ‘따뜻한 관악’에 적용 가능한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은 두 가지가 있음

‐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브랜드 이름은 변경하지 않으면서(혹은 의미는 유지

하면서) 노후화된 이미지를 개선·교체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 

‐ 브랜드 리포지셔닝을 통해 ‘따뜻한 관악’을 도시브랜드가 아닌 관악구 복

지 브랜드로 리포지셔닝하는 방안 검토 필요

Ÿ ‘따뜻한 관악의 의미는 잃지 않으면서 보다 명확한 브랜드 비전을 제시

할 수 있음

(4) 3세대(개방형) 형태의 도시브랜드 개발

◦ 개방된 형태(3세대)의 도시브랜드를 개발해 도시브랜드 확산성 제고

‐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도시브랜드를 추구하며 시민들의 주도적 활동을 통

해 도시브랜드의 지속성 유지

‐ 목적과 목표 시장(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특징이며 

세 사례 모두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한 브랜드 활용이 자유로움

(그림 5-3) ’따뜻한 관악‘ 라뉴얼 3세대 도시브랜드 ‘ON 관악’(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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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주도(참여)형 브랜드 개발

◦ 도시브랜드의 형성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이 부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도시브랜드는 특정 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관광객이나 해당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인지되지만, 실제 그 브랜드 속에는 시민들의 정체성

이나 도시가 보유한 자산 가치들이 함께 내포되어야 함(반정화, 2015)

‐ 도시의 브랜드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정체성을 깨닫고 

공감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함

◦ 관악구 도시브랜드가 대표 도시브랜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

‐ 도시브랜드 개발·형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브랜드를 함께 만들

어가는 공감대 형성

‐ 브랜드를 마케팅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역할 부여

◦ 주민의 참여 정도와 도시브랜드 관리에서의 참여 시점

‐ ‘따뜻한 관악’ 브랜드의 형성과정이나 기타 도시들의 브랜드 도출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지만 수행과정에서의 참여도는 낮았음

‐ 새로운 도시브랜드 구축과정에 브랜드 개발, 브랜드 선정, 브랜드 활용, 브

랜드 운영 등 모든 과정에 주민들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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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1) 실행력을 담보한 운영 조직과 관리체계 구축

(1) 관악구의 역할 정립

◦ 관악구, 민간 기업, 주민, 관광 관련 조직 등 다양한 참여주체들과 협력을 바

탕으로 도시브랜드 전략 수립

◦ 관악구는 도시브랜드 관리·재정 확보·가이드라인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민관협력 조직 관악구 도시브랜드 추진협회(가칭) 중심으로 브랜드 구축·운영

‐ 다양한 브랜드 관련 조직들이 협력하는 형태로 도시브랜드 관리 조직을 운영

‐ 관악구 도시브랜드의 확산을 위해서는 관악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

관협력 조직(도시브랜드 파트너)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

‐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 필요

(2) 민관협력 조직에 의한 브랜드 운영 및 관리

◦ 관악구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마케팅 및 도시브랜드 관련 조직 구성이 필요

‐ 주거, 관광, 문화 등 도시브랜드 상품(서비스) 전문가들로 민관협력 조직을 

구성해 다양한 도시브랜드 마케팅 역량 확보

‐ 관악구 내외 여러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 관악구 도시브랜드의 통합적 관리

◦ 관악구 도시브랜드 파트너스(가칭)를 운영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도

‐ 관악구 사회적 기업, 청년기업, 전통시장 등 사업체와 협약을 맺어 관악구 

도시브랜드 확산·홍보·관리

Ÿ 협력업체는 관악구의 이미지(신용)를 통해 자신들의 상품을 홍보

Ÿ 관악구와 도시브랜드 파트너스(가칭) 운영위원회는 협력업체 발굴, 도

시브랜드 관리, 브랜드 자문·지원

‐ 관악구 도시브랜드의 통합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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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브랜드의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

(1) 통합적 마케팅

◦ 도시브랜드는 도시마케팅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

‐ ‘따뜻한 관악’은 관악구 관광산업, 혁신 창업공간, 청년공간 등 다른 서비

스 브랜드와 연계성이 크지 않고 관광홍보나 상품으로의 활용도는 저조

◦ 도시브랜드의 목표와 타깃 시장은 다양할 수 있으나 통합적인 마케팅을 활용

해 도시브랜드 전체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

‐ 도시브랜드와 구정 사업들을 연계하여 통합적 브랜드 마케팅 활용

‐ 관광, 주요행사, 이벤트, 공공디자인 등에도 적극 활용하여 인지도 향상

‐ 도시브랜드 확장성이 시설, 설치물, 프로모션 디자인 등 물리적 영역에 한

정되지 않고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산 필요

‐ ‘강감찬 관악’ 도시브랜드의 경우 관악구의 역사 문화 콘텐츠, 서비스, 관

광산업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리포지셔닝을 제안

◦ 다양한 홍보방안을 활용

‐ 관광, 주요행사, 이벤트, 공공디자인 등에도 적극 활용하여 인지도 향상

‐ 도시브랜드 확장성이 시설, 설치물, 프로모션 디자인 등 물리적 영역에 한

정되지 않고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산 필요

‐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홍보

Ÿ EBS 펭수, 일본 쿠마모토 시 쿠마몬은 방송, SNS, 프로모션 상품 개

발, 이모티콘 등을 제작하여 홍보 중

(2) 주기적인 사업의 검토와 추진

◦ 도시브랜드는 단기간에 정착이 힘들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 추진 목표에 맞는 전략과 정책들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피드백을 바탕으로 재점검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



06

결론

1_연구 요약

2_정책제언

3_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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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론

1_연구 요약

◦ 본 연구는 관악구 도시브랜드 현황을 조사하고 그 가치 제고방안을 모색함

◦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타 지자체 도시브랜드 구축 현황 분석, 국내외 도시브랜

드 사례분석 등을 통해 관악구 도시브랜드 구축 방향과 가치 제고방안을 제시함

◦ 관악구 도시브랜드 현황을 조사하기에 앞서 도시브랜드의 개념과 구조를 기업

의 브랜드 개념을 통해 분석함

‐ 도시브랜드는 기본적으로 브랜드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며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구조, 기능을 하고 있음

‐ 브랜드에서 정의하는 상품이 장소, 지역, 도시로 확대된 개념이 도시브랜드

‐ 도시브랜드는 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도시행정에 기업의 브랜드전

략을 도입한 개념으로 해당 도시를 다른 도시와 구별 짓고 많은 고객(재화, 

주민 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도시브랜드의 구성요소로는 일반적인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도시브랜드는 

브랜드 네임, 로고, 캐릭터, 슬로건 등으로 구성됨

‐ 또한 기업이 구사 중인 브랜드 전략을 분석해 도시브랜드에 활용할 수 있음

Ÿ 특히 브랜드 이미지 노후화, 시장 경쟁력 감소 등 브랜드의 자산가치가 

감소할 경우 브랜드를 재활성화하는 전략이 활용되며 이는 노후화된 

도시브랜드에도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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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세대별 도시브랜드를 비교·분석하여 각 세대별 도시브랜드 형태와 목

적을 분석함

‐ 도시브랜드는 그 형태와 목적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되며 도

시브랜드가 도시 마케팅의 일환으로 구축된 것은 2세대 도시브랜드부터임

‐ 2세대 도시브랜드는 ‘수식어+도시’ 형태로 도시 이미지를 언어적으로 표현

하고 도시에 강력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

Ÿ 뉴욕 시의 ‘I♥NY’가 대표적이며 대다수의 국내 도시브랜드 유형

‐ 소셜 미디어(Social Media)가 발달하면서 개인, 집단 간 연결성과 상호작

용이 용이해져 적극적 소통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의 중요성이 부각됨

‐ 이에 3세대 도시브랜드는 도시명 중심의 열린 문장 구조를 갖추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변적 아이덴티티의 형태로 변화 중

Ÿ 뉴욕 시의 ‘NYC’가 대표적이며 국내에서는 ‘I·Seoul·U’가 대표적임

‐ 도시브랜드 개발 형태가 시민참여형태   ,로 변화하고 있으며 고객과 다면

적인 관계를 구축 중임

◦ 다음으로 관악구가 속한 서울시와 관악구와 성격이 비슷한 서울시 자치구들

의 도시브랜드 동향을 분석하여 도시브랜드 형태, 트렌드를 분석함

‐ 국내 도시들 역시 지방자치제 시행(1995년) 이후 지역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으며 2002년 서울의 Hi-Seoul 발표 후 많은 도시들

이 슬로건을 활용한 도시 브랜딩 작업을 진행함

‐ 서울시 자치구들의 도시브랜드 현황을 조사한 결과 BI와 구정슬로건을 혼

용하는 곳이 많았고 구별로 용어나 개념도 통일되지 않았음

‐ 서울시 자치구 BI 개발 당시 슬로건 형태(2세대 도시브랜드 유형)로 개발

하여 BI와 구정슬로건을 같은 개념으로 인식한 것으로 파악됨

‐ 자치구의 구정비전 변화, 핵심가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음

Ÿ 관악구를 제외한 서울시 자치구 24곳 중 13곳은 새로운 구정비전과 새

로운 구정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개발함



127

관
악
구
 도
시
브
랜
드
 가
치
 제
고
방
안

◦ 다음으로 관악구 도시브랜드 구축 현황을 분석함

‐ 관악구 도시브랜드는 CI, BI, 구정슬로건, 구 캐릭터로 구성됨

Ÿ CI(휘장)의 경우 1994년부터 현재까지 활용 중

Ÿ BI의 경우 2009년 ‘산·뜻·한 관악’에서 2012년 ‘따·뜻·한 관악’으로 

변경 된 이후 현재까지 활용 중

Ÿ 구정 슬로건의 경우 2010년 민선5기부터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사용

하다가 민선7기가 출범한 2018년부터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사용 중

Ÿ 구 캐릭터의 경우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제1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전’에 감강찬 캐릭터를 출품하면서 활용 중

‐ 관악구 최초의 BI ‘산·뜻·한 관악’ 개발과정을 분석함

Ÿ 산·뜻·한 관악’은 직원 아이디어 공모, 주민 선호도 조사 등 다양한 방

법을 활용하여 개발됨

Ÿ 하지만 도시브랜드 개발과정 주민참여는 최종 디자인 선정에 국한됨

◦ 다음으로 관악구 도시 이미지와 기존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BI) 

등에 대한 관악구 주민들의 인식을 심층 조사하였음

‐ 관악구 관련 최초 연상 이미지는 서울대, 관악산&도림천 등 긍정적 도시

이미지가 많았으나 40~50대(13%)와 60대 이상(15.5%)에서는 달동네, 판

자촌의 부정적 이미지가 잔존하는 것이 파악됨

‐ 7년 동안 사용 중인 기존 관악구 도시브랜드 이미지(따뜻한 관악)와 대안

으로 검토 중인 관악구 도시브랜드 이미지(강감찬 관악)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 인식 수준을 비교해보면 5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이 각각 3.26점과 

3.40점으로 나타나 대안 BI가 더 높음

‐ 또한 ‘관악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새로운 도시브랜드 이미지(BI)를 개발  

필요성에 대해 5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 3.48점(긍정적 응답비율 54.4%)으로 

높게 나타나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의 높은 수요를 파악함

‐ 종합적으로 볼 때, 관악구 주민들은 ‘따뜻한 관악’ 브랜드에 대해 큰 불만

이 없지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보지 않으며, 관악구의 정체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여기지도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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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국·내외 우수 도시브랜드 사례 중 3세대 도시브랜드(개방형 아이덴

티티 형태)를 구축하고 있으며 도시브랜드 관리를 위한 별도의 민·관협력기구

를 가진 사례를 선정해 성공요인과 시사점을 도출함

‐ 사례분석 결과 도시브랜드가 왜 필요한가, 새로운 도시브랜드가 왜 필요하

며 이를 개발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함

Ÿ 서울시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 브랜드에서 벗어나 도시의 다

채로운 개성을 도시브랜드로 표현하고자 개방형 도시브랜드를 구축함

Ÿ 베를린은 도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 이미지(전후 도시, 분

단, 전쟁 등)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Ÿ 도쿄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관광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브랜드에서 벗어

나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형태 및 기능을 가진 도시브랜드를 구축함

Ÿ 관악구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선정이 우

선되어야 함

‐ 세 사례 모두 개방형 도시브랜드(3세대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활용 중이

며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 중임

Ÿ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도시브랜드를 추구하며 시민들의 주도적 활동을 

통해 도시브랜드의 지속성 유지

Ÿ 목적과 목표 시장(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특징

이며 세 사례 모두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한 브랜드 활용이 자유로움

‐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통합브랜딩 전략이 이루어지며, 일관된 마케

팅 전략을 통해 가이드라인 제시 → 도시 관련 홍보물 및 디자인 전반에 

걸쳐 적용

Ÿ 통합적/지속적인 개발, 유지, 관리를 위해 개발과 운영의 주체를 일원

화하고 있으며, 민관협력 형태의 지속성 있는 조직을 활용하고 있음

Ÿ 이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의 검증, 브랜드 사용·정착 유도 중

Ÿ 도시브랜드와 시책들과 연계하여 통합적 브랜드 마케팅 활용 중

Ÿ 관광, 주요행사, 이벤트, 공공디자인 등에도 적극 활용하여 인지도 향상

Ÿ 관악구 도시브랜드 확산 전략으로 통합브랜딩 전략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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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정책 제언

1) 관악구 도시브랜드 리뉴얼·개발

(1) 관악구 도시브랜드 평가·진단

◦ 관악구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브랜드와 도시브랜드 마케팅 사업들을 객관적으

로 진단하고 도시브랜드의 파급력, 이미지 등 분석 제안

‐ 기존 도시브랜드인 ‘따뜻한 관악’은 2012년부터 사용되어 인지도가 높으

나 정책변화, 시대변화, 새로운 구정비전 등을 내포하지 못하고 있음

‐ 관악구 정책자문단을 활용하여 기존 도시브랜드 평가

◦ 도시브랜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악구 도시브랜드의 재활성화 혹은 새로

운 도시브랜드 개발 추진

‐ 관악구가 보유한 도시브랜드 요소 중 브랜드 자산이 약화되었다고 판단되

는 요소를 재활성화·개발

(2)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

◦ 관악구 도시브랜드 체계 정리

‐ 현재 도시브랜드들 간 위계를 정리하여 도시브랜드 아키텍처 구축

◦ 관악구 도시브랜드 BI 개발

‐ 관악구의 정체성을 상징적 이미지, 글로 담아내는 전반적인 작업을 수행

‐ 가변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 관악구는 민선5기 도시브랜드 구축의 일환으로 개발한 BI인 ‘따뜻한 관악’

을 현재까지 이용 중이나 관악구 구정패러다임의 변화, 지역변화 등에 따

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악구 역사·문화 브랜드 ‘강감찬 관악’ 구축

‐ 관악구 도시브랜드의 하위 브랜드 중 하나로 역사·문화 브랜드의 ‘강감찬 

관악’을 구축해 관악구의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 브랜드로 육성

‐ 관악구 대표 가을 축제인 ‘강감찬 축제’를 활용하여 브랜드 확산

‐ 관악문화재단과 협력하여 브랜드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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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뜻한 관악’ 브랜드 재활성화·리포지셔닝

◦ ‘따뜻한 관악’에 적용 가능한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은 두 가지가 있음

‐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브랜드 이름은 변경하지 않으면서(혹은 의미는 유지

하면서)노후화된 이미지를 개선·교체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

‐ 브랜드 리포지셔닝을 통해 ‘따뜻한 관악’을 도시브랜드가 아닌 관악구 복

지 브랜드로 리포지셔닝하는 방안 검토

Ÿ ‘따뜻한’이 내포하는 포용과 사람 중심의 가치를 관악구 대표 복지 브

랜드로 리포지셔닝하여 관악구 복지 프로그램, 복지 정책 브랜드로 활

용 제안

(4) 주민주도형 도시브랜드 개발 제안

◦ 관악구 주민들과 관악구의 브랜드 비전, 미션, 개성, 핵심가치에 대한 논의를 

통해 관악구 정체성 설정

‐ 특히, 브랜드 미션과 핵심가치의 경우 실무자(비전 달성을 위한 능력 함양)와 

주민(주민과의 약속)과의 심층적인 논의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

‐ 관악구 주민들과 관악구 정체성 찾기 토론회(가칭) 개최 제안

◦ 관악구 주관이 아닌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도시브랜드 구축 제안

‐ 새로운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브랜드 개발, 브랜드 선정, 브랜드 활용, 

브랜드 운영 등 모든 과정에 주민들 참여 제안

‐ 양방향 소통으로 주민들과 함께 브랜드를 구축해 도시브랜드 애착과 공감

대 형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2) 관악구 도시브랜드 체계 구축

(1) 관악구 도시브랜드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① 관악구 도시브랜드 추진위원회(가칭) 구성

‐ 민·관이 협력하고 도시브랜드를 구축하는 관악구 도시브랜드 추진위원회

(가칭) 구축 제안

‐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브랜드 개발 과정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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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악구 도시브랜드 파트너스(가칭) 구축

◦ 관악구 도시브랜드 파트너스(가칭)를 구축 해 도시마케팅과 확산에 기여하고 

도시브랜드 관리·운영

‐ 주거, 관광, 문화 등 도시브랜드 상품(서비스) 전문가들로 민관협력 조직을 

구성해 다양한 도시브랜드 마케팅 역량 확보

‐ 다양한 브랜드 관련 조직들이 협력하는 형태로 도시브랜드 관리 조직을 운

영 중이며 시(관)는 브랜드를 관리하는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

◦ 관악구 내외 여러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 관악구 사회적 기업, 청년기업, 전통시장 등 사업체와 협약을 맺어 관악구 

도시브랜드를 확산·홍보·관리

Ÿ 관악구와 도시브랜드 파트너스(가칭) 운영위원회는 협력업체 발굴, 도

시브랜드 관리, 브랜드 자문·지원

◦ 관악구 도시브랜드의 통합적 관리

‐ 지역 내 자원 조직화, 예산의 확보, 프로그램의 기획 및 추진, 도시브랜드

의 관리 및 홍보, 장소마케팅 전략 수립, 도시브랜드 관련 산·학·연·관 연

계망 구축 등은 지방정부나 추진기관이 담당해야 함

3) 관악구 도시브랜드 홍보

(1) 캠페인, 문화축제, 이벤트 등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홍보

◦ 관악구민체육대회, 강감찬 축제 등 지역축제를 활용하여 도시브랜드 홍보

‐ 축제 홍보물, 포토존 설치, UCC제작 캠페인 등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 홍보

(2) 관악구 도시브랜드 활용 가이드북 제작

◦ 관악구 도시브랜드의 활용 방법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가이드북 제작 제안

‐ 새롭게 개발되는 관악구 도시브랜드 가이드북을 제작해 도시브랜드의 일

관성을 확보

(3) 관악구 역사·문화 도시브랜드 ‘강감찬 관악’ 홍보물 개발

◦ 관악문화재단과 협력하여 다양한 고려 역사 콘텐츠 개발

‐ 강감찬, 고려 배경의 웹툰, 애니매이션, 뮤지컬 등 제작

‐ 온라인과 SNS, 핸드폰에 활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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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 연구의 한계

◦ 도시브랜드 관련 문헌 검토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브랜드 개발 

현장 상황, 비용, 브랜드 개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주민참여 기반의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비용이 발

생하며 이 비용에는 재정 외에도 논의 과정,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 등 

사회적 비용이 포함되어 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한계점이 있음

◦ 본 연구는 자치구 수준의 도시브랜드 구축 및 가치 제고방안으로 다른 규모

의 지역(도시, 광역 등)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 있음

◦ 또한 도시브랜드의 개념과 구성요소, 구축 전략에 주목 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방안으로 도시브랜드 성과평가, 도시브랜드의 미적·유형학적 평가 등에 

대한 검토는 논의에서 제외됨

2) 향후 주요과제

◦ 관악구 도시브랜드와 도시브랜드 성과 평가

‐ 관악구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브랜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수행

‐ 관악구 도시브랜드 진단을 통해 새 도시브랜드 구축, 기존 도시브랜드 재

활성화 등 추진

◦ 관악구 도시브랜드 구축

‐ 관악구 정체성, 목표, 타깃 시장 파악

‐ 도시브랜드 체계와 활용 시스템 구축

‐ 일관성 있는 도시브랜드 마케팅 전략 발굴

◦ 주민참여형 관악구 도시브랜드 개발

‐ 도시브랜드 개발·선정·운영 과정에 주민들 참여를 유도해 공감대 형성

◦ 도시브랜드 관리체계 구축

‐ 도시브랜드 구축·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성 

Ÿ 관악구 도시브랜드 추진위원회(가칭), 관악구 도시브랜드 파트너스(가칭)



133

관
악
구
 도
시
브
랜
드
 가
치
 제
고
방
안

참고문헌

구자룡, 2015, 「공공브랜드 전략적 관리」, 한경사

구자룡·이정훈, 2008, 「도시브랜드 자산의 평가와 지수화에 관한 연구」, 생산성연구, 22(3): 177-205

관악구, 2008a, 「도시브랜드(BI_Brand Identity) 개발」

     , 2008b, 「관악구 도시브랜드(BI_Brand Identity) 개발에 따른 직원 아이디어 공모」

     , 2008c, 「관악구 도시브랜드(BI) 직원아이디어 공모작 심사」

     , 2008d, 「도시브랜드 선호도 조사」

     , 2009a, 「관악구 도시브랜드 슬로건 선호도 조사 결과보고」

     , 2009b, 「관악구 도시브랜드(BI) 확정 및 사용방법 알림」

     , 2009c, 「관악구 도시브랜드(BI) 특허청 상표등록 완료 알림」

     , 2010, 「민선5기 구정비전 디자인 통보」

     , 2012a, 「관악구 도시브랜드(BI) 변경」

     , 2012b, 「관악구 도시브랜드 변경 확정 시행」

     , 2018a, 「민선7기 구정비전 디자인 통보」

     , 2018b, 「강감찬 캐릭터 BI Manual」

     , 2019, 「귀주대첩 승전 1,000주년 기념 ‘2019 관악 강감찬축제’ 기본계획(안)」

김종성, 2019, 「서울시의 자치구 후원브랜드 전략 – 서울도시브랜드와 25개 자치구의 결합형브랜드 

-」, 청운대학교

김준환·김종성, 2017, 「디지털 환경이 도시브랜드 디자인의 확장성에 미친 영향, 광고PR실학연구」, 

Vol.10 No.1, pp.9-31

           , 2018, 「서울과 도쿄의 도시브랜드 디자인 확장성 비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Vol.64 pp.91-102



134

참
고
문
헌

김영걸, 2012, 「도시정체성과 도시브랜드의 영향관계 및 인지특성분석 : 경기도 소재 시군을 중심으

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김영수, 2011, 「도시브랜딩 전략: 어떻게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가?(Ⅱ)」, 월간 자치발전

김은경, 2008, 「서울시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 접근방법과 자치구 프로모션 캐릭터 연구」, 이화여자대

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김재영, 2007, 「Brand and Branding」, 비앤앰북스

김찬동, 2006, 「서울 마케팅 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도시브랜딩을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형석, 2010, 「도시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브랜드 관리 프로세스 연구」

류승연·황수홍, 2010,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 제안: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

로」, 한국디자인포럼, 27(1), 189-198

박삼식·석기준, 2010, 「자치구 브랜드 슬로건 이미지와 자산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

회, Vol.26 pp.157-180

박수빈·우진경, 2011, 「도시브랜드마케팅」, 전남대학교

박수빈, 2017, 「서울특별시 자치구 BI System 개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반정화, 2015, 「서울시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전략방향」, 서울연구원

변미리·반정화·이경미, 2010,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서울의 도시가치 제고 방안 연구」,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산업정책연구원, 2003, 「국가 및 기업의 브랜드 가치제고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내부자료, 2015, 「Hi Seoul공동브랜드사업 성과보고서(2012~2015)」

                   , 2015, 「서울시, 전 과정 ‘시민주도형’ 새로운 서울브랜드 개발」

                   , 2015, 「서울브랜드개발, Hi Seoul 관련자료」, Metabranding/CDR 

Associates

서울특별시, 2009, 「서울시 해외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보고서」

          , 2014, 「서울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컨설팅 결과보고자료」

          , 2015, 「서울브랜드 정체성 및 컨셉보고서」, Metabranding/CDR Associates

          , 2017, 「서울브랜드 길라잡이 Ver.2.1」

안동시 내부자료, 2019, 「안동시 브랜드가치 평가 연구용역」, IPS 산업정책연구원

안청자, 2012, 「부산의 정체성 확립과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방안」, 지방행정 정책연구

오재환·김형균·김율성, 2010, 「부산시 도시브랜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부산발전연구원



135

관
악
구
 도
시
브
랜
드
 가
치
 제
고
방
안

우석진, 2007,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브랜드 슬로건 내용과 표현 전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석사논문

유미정, 2017,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도시이미지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서울, 부산, 광주를 중심으로」

이경미·김찬동, 2010, 「서울시 도시브랜딩전략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민영, 2017, 「서울시 자치구 심벌마크 아이덴티티의 형태론적 상징 유형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 

Vol.27 No.4 pp.620-179

이서진, 2017, 「도시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시스템 연구」

     , 2019, 「시대별 도시브랜드 디자인의 특성과 동향 분석」

이소영, 2008, 「지역 브랜딩 활용 실태와 실행 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재영, 2006, 「국가 브랜드 구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이종혁, 2015, 「서울 브랜드 오픈 소스 전략」

이종훈, 2005, 「문화마케팅 정책에 기반을 둔 도시브랜드 유형별 특성화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주치수·임지선, 2005,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디자인 연구」

설문회사, 2019, 「관악구 이미지에 대한 여론조사」

Anholt, S, 2003, 「Elastic brands. Brand Strategy」, 28-29

Armin, 2016, 「A is for Eiffel」

Keith Dinnie, 「도시브랜드의 전략적 관리」, 2013

홈페이지

강남구청 홈페이지, http://www.gangnam.go.kr

강동구청 홈페이지, http://www.gangdong.go.kr

강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gangbuk.go.kr

강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gangseo.seoul.kr

관악구청 홈페이지, http://www.gwanak.go.kr

광진구청 홈페이지, https://www.gwangjin.go.kr

구로구청 홈페이지, http://www.guro.go.kr

금천구청 홈페이지, http://www.geumcheon.go.kr



136

참
고
문
헌

노원구청 홈페이지, http://www.nowon.kr

도봉구청 홈페이지, http://www.dobong.go.kr

도쿄도 홈페이지, https://www.metro.tokyo.lg.jp/korean/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http://www.ddm.go.kr

동작구청 홈페이지, http://www.dongjak.go.kr

마포구청 홈페이지, http://www.mapo.go.kr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http://www.sdm.go.kr

서울브랜드 홈페이지, https://brand.seoul.go.kr/front/index.do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http://opengov.seoul.go.kr

서울통계 정보시스템, http://stat.seoul.go.kr

서초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cho.go.kr

성동구청 홈페이지, http://www.sd.go.kr

성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sb.go.kr

송파구청 홈페이지, http://www.songpa.go.kr

양천구청 홈페이지, http://www.yangcheon.go.kr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https://www.ydp.go.kr

용산구청 홈페이지, http://www.yongsan.go.kr

은평구청 홈페이지, https://www.ep.go.kr

종로구청 홈페이지, http://www.jongno.go.kr

중구청 홈페이지, http://www.junggu.seoul.kr

중랑구청 홈페이지, http://www.jungnang.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특허정보넷 KIPRIS, http://www.kipris.or.kr

& Tokyo 홈페이지, https://andtokyo.jp/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https://ama.org

be Berlin 홈페이지, https://www.be.berlin/?L=1

Berlin Partners 홈페이지, https://www.berlin-partner.de/en/

Hakuhodo 홈페이지, https://www.hakuhodo-global.com/



137

관
악
구
 도
시
브
랜
드
 가
치
 제
고
방
안

I Amsterdam 홈페이지, https://www.iamsterdam.com/en

Riverside & Tokyo 유투브 영상, https://youtu.be/Xl47Q22mweI

박준희 구청장 블로그, https://blog.naver.com/vote2010/221465480900

에이밍룸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ldus0122&logNo=30160613783&prox

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138

부
록

부록

1_관악구 주민 대상 도시브랜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관악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련하여 관악구민 또는 이용자들
의 의견을 듣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의견은 통계처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약속
드리며,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개선된 행정으
로 보답하겠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주관기관 : 휴먼브랜드연구소 더인 리서치사업부 ☎ 02-6297-8396

발주기관 관악구청 수행업체

응답자 특성

SQ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③ 기타, 제3의 성

SQ2.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세 이상

SQ3.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

SQ4. 지역

 ①낙성대동  ②난곡동   ③난향동    ④남현동   ⑤대학동   ⑥미성동  
 ⑦보라매동  ⑧삼성동    ⑨서림동   ⑩서원동    ⑪성현동   ⑫신림동
 ⑬신사동    ⑭신원동    ⑮은천동    ⑯인헌동   ⑰조원동   ⑱중앙동
 ⑲청룡동    ⑳청림동    ㉑행운동    ㉒그 외

SQ5.
관악구

거주기간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③ 3년~5년  ④ 5년~10년  ⑤ 10년 초과 

SQ6. 평균소득
 ① 200만원 미만   ② 200~300만원   ③ 300~400만원  
 ④ 400~500만원   ⑤ 500~600만원   ⑥ 600만원 초과

SQ7. 직업  ① 근로자  ② 사업자  ③ 학생   ④ 주부   ⑤ 기타(           )

관악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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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내용

1 귀하께서는 현재 관악구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① 관악산, 도림천  ② 서울대학교  ③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낙성대

④ 고시생, 고시촌과 녹두거리 ⑤ 달동네, 판자촌 ⑥ 기타(  )

2
귀하께서 생각하는 관악구의 이미지와 다음의 단어들이 얼마나 잘 어울

리는지 각 항목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깨끗하다 ① ② ③ ④ ⑤
 활기차다 ① ② ③ ④ ⑤
 현대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교통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관악구는 ‘따뜻한 관악’을 도시브랜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하

께서는 아래의 이미지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신선하다 ① ② ③ ④ ⑤

 독특하다 ① ② ③ ④ ⑤

 세련되다 ① ② ③ ④ ⑤

 활기차다 ① ② ③ ④ ⑤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께서는 관악구의 도시브랜드 로고를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아니다       ② 대체로 아니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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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관악구의 대표 역사 ‧ 문화자원인 ‘강감찬 장군’을 활용한 도시브랜

드 사례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신선하다 ① ② ③ ④ ⑤

독특하다 ① ② ③ ④ ⑤

세련되다 ① ② ③ ④ ⑤

활기차다 ① ② ③ ④ ⑤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6
현재 관악구에서 사용 중인 강감찬 장군의 캐릭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의 이미지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신선하다 ① ② ③ ④ ⑤

독특하다 ① ② ③ ④ ⑤

세련되다 ① ② ③ ④ ⑤

활기차다 ① ② ③ ④ ⑤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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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7
‘강감찬 장군’을 활용한 홍보가 관악구 도시이미지 개선에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 

안됨
매우 도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귀하께서는 ‘강강찬 장군’을 활용한 홍보방식 중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하

십니까? 

① 역사교육      ② 연극, 드라마 등 제작      ③ 관련 상품 개발

④ SNS(1인미디어, 인스타그램 등)  ⑤ 이모티콘 ⑥ 기타(            )

9

최근 몇몇 도시는 도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

해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한 예입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만일 관악구에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추진

한다면 귀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① 적극 반대    ② 대체로 반대    ③ 대체로 찬성   

 ④ 적극 찬성    ⑤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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