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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이후의 관광개발은 하드웨어 개발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되어 왔다. 특히, 

최근들어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대변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브랜드함으로써 지역홍
보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콘텐츠는 제한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광콘텐츠가 종합적으로 
형성된 도시브랜드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C도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관광콘텐츠 컨셉 형성의 문
제점을 제시하고, 그 형성과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focus on the tourism development after executing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has been 
changed into a software from a hardware. Especially, the local self-governing bodies in recent years have found 
their local attractions, and then made them into the tourist contents (branded as a kind of commercial article) 
which can represent their local culture and environment. They are positively making the most of the contents 
for their public relations. 
But, as the tourist contents are used as a limited form, they need to be developed as a city brand which is 
comprehensive and unifying. Accordingly, in this paper, the C-city was selected as an example. and a city 
brand of C-city was made on the basis of the touris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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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화체육관광부[1]는 CI(Country Image)작업을 통하여 
국가관광이미지를 ‘Sparkling of Korea’로 표현하여, 한국
의 전통과 역동적인 문화를 표현하여 외국관광객 유치와 
국가이미지를 쇄신[2]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한
복, 한글, 김치와 불고기, 석굴암과 불국사, 태권도, 고려
인삼, 탈춤, 종묘제례악, 설악산, 예술인 등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10개의 상징도 채택하였다[3].

이러한 흐름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어져, 각 지자체들은 
지역차원에서 대표 축제를 개발하여 지역 브랜드 이미지

(Regional & Local Brand Image)를 개발․개선하고, 자기 
고장을 국내․외에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제품경쟁력, 관광
경쟁력, 도시경쟁력을 함께 향상시키고자 경주하고 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확
보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C도시
의 특성과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특색있는 도시로 전환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도시는 지역 고유의 문화와 삶을 유지하면서도 세계적
으로 통용될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하여 도시
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지역자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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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C도시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로 고인쇄문화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자원
특성을 뚜렷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에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관광자원을 문화자본으로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 창출
과 가치를 제고하고 21세기 도시경쟁력 확보 전략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서 출발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C도시의 도시 브랜
드 및 지역 브랜드화에 대한 전략적인 제고방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연구방법을 적용한다. 첫째, 기존의 문헌분석을 통하
여 브랜드, 도시브랜드에 대한 이론을 문헌적 연구방법
(Documentary method)으로서 체계화하고자 한다.

둘째, C지역의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관
광콘텐츠의 브랜드가치를 측정하고, 지역 관광콘텐츠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관광콘텐츠의 브랜드 가치를 분석한 결과
를 토대로 지역의 관광콘텐츠 브랜드를 형성하는 데 있
어 문제점을 제시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연구

2.1 관광콘텐츠

2.1.1 관광콘텐츠의 개념

콘텐츠의 사전적 정의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네
트워크나 케이블 텔레비전, CD-ROM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영화나 음악, ·게임 등의 오락으로부터 교육, 비즈
니스, 백과사전, 서적에 이르는 디지털 정보를 가리킨다
[4].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전자계산 분야에서 내린 정의
이기 때문에 다분히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연관이 깊
으며, 기존의 출판과 영상이 내용과 형식을 연결하는 역
할을 수행하였다[5]. 콘텐츠의 사전적 정의는 디지털 콘
텐츠(Digital Contents)에 편향되어 있다. 따라서, 콘텐츠
는 영상, 출판, 그리고, 디지털과 같은 매체로서 전달되기 
이전의 문화, 원형, 혹은 자원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관광콘텐츠는 관광지와 관련된 관광자원과 
관광매력물같은 내용물을 의미하며, 관광콘텐츠는 다양
한 형태의 매체를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에게 디지털, 영상, 출판, 스토리텔링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공되는 관광내용물로서 가공정도
에 따라서도 구분될 수 있다. 

최근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관광콘텐츠는 대부분 지
역축제[6,7]를 통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지
역축제가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얼마나 반영했는 가라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콘텐츠의 브랜드화를 통해 체계적인 접근은 미약
한 실정이기 때문에[8] 최근 들어 관광지의 개별적인 관
광콘텐츠를 하나의 브랜드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
구되고 있다.

2.1.2 관광콘텐츠 선행연구

박봉규와 조재완[9]은 TAM을 적용하여 관광콘텐츠가 
U-관광컨벤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최지연[10]은 관광콘텐츠 활용에 따른 지역간 비교연
구를 수행하였다.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관
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지역의 이미지로 활용하고 있다. 특
히, 율곡 이이 선생의 지역별 활용과정을 문화재, 문화행
사, 지역축제, 관광정책 등의 분야로 분석하였다.

전명숙[11]은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과정에서 스토리
텔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콘
텐츠 활용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관광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의 의의를 고찰하였다. 

최지연과 이익수[12]는 도시관광의 연구와 도시관광
자원의 개발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략적 차원에
서의 콘텐츠 개발을 통한 동북아관광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제시하였다. 특히 도시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고 기존의 역사성과 지역성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 고지도의 활용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김민철[13]은 지리적 취약성 때문에 육지보다 사회경
제적으로 소외되었던 섬들이 관광환경변화에 따라 새롭
게 각광을 받기 시직하면서 관광패턴이 변화하고 있으나, 
도서관광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관광객이 도서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주요 관
광매력요인과 이를 뒷받침하는 주된 관광자원을 파악하
고, 도서의 관광 콘텐츠유형에 따라 도서관광 매력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서관광객을 지속적
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도서관광상품의 개발과 도
서유형별 차별화된 관광개발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
다.

임성택[14]은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도시 브랜드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브랜드 확립의 국제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과 전략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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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시하였다.
이익수[15]는 관광콘텐츠가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요

한 기초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인삼을 활용한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조성진, 박시사, 홍성화, 그리고 양성수[16]는 델픽게
임의 관광콘텐츠적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고, 문화관광 측
면에서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안상경[17]은 '정암촌', '정암촌사람들', '정암촌 청주아
리랑'을 텍스트로 '정암촌 청주아리랑의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의 가능성 및 그 모형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
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주아리랑'의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모형을 제시하였고, 문화관광콘텐츠의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황희현과 김동현[18]은 건축/도시 정보가 관광자원으
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고, 이것을 관광 데이터베이
스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관광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 서비스 내용과 콘텐츠 구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민재[19]는 문화콘텐츠산업의 활용을 중심으로 문
화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비교연구하였다. 경쟁력 평
가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관광콘텐츠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크게 
세가지 분야가 진행되었다. 첫째, 관광콘텐츠의 관광자원
성[10,12,13,15,16,18]에 대한 연구, 둘째, 관광콘텐츠의 
개발[17]과 역할[9,11], 셋째, 관광콘텐츠의 지역간[10] 국
가간[19] 비교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선행연
구의 문제점은 관광지역 내의 관광콘텐츠가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종합적인 브랜드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2.2 도시브랜드

2.2.1 도시브랜드의 개념

미국마케팅협회에 따르면 브랜드란 ‘판매자 개인이나 
단체가 재화와 서비스를 특징짓고 이것들을 경쟁자의 재
화와 서비스로부터 차별화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름, 
어구, 표시, 심벌이나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합’ 이라고 
정의한다[20,21].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정체성을 식별하게 하고 주민들
이나 기업인, 관광객들이 추가적 가치를 느끼게 하는 상
징체계이다[22]. 도시브랜드란 도시 자체를 하나의 상품

이나 기업으로 인식하고 도시에 관한 모든 문화나 생산
물, 도시의 유･무형의 자산과 이러한 자산을 통해 만들어
진 유･무형의 산물들을 자원으로, 그 도시의 구성원(공공
과 민간부문)들이 협력하여 대상고객(기업, 주민, 관광객)
들이 선호하는 이미지, 제도, 시설들을 개발해 이를 외부
에 알리고 상품화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포함한 도시의 
전체적인 자산 가치를 높이는 모든 활동이다[3]. 특히 규
모가 작은 도시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크고 유명한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
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
는 도시브랜드의 필요성이 더욱 더 절실한 실정이다[23].

도시브랜드는 내적으로는 지역 발전의 동기를 부여하
고 주체성을 확립하며, 외적으로는 다른 도시들과의 식별
이나 차별화를 통해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들을 사람들에
게 형성하도록 만드는 상징적 체계를 말한다[23]. 이와 
같이 도시브랜드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잠재관광
객에게 그 지역에 대한 인지도와 호의적 이미지를 창출
하여 상업적 혹은 관광적 목적으로 방문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다. 

브랜드 요소는 그 브랜드를 인지하고 다른 브랜드와 
구별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중요한 도구로서, 중요한 브랜
드 요소들은 브랜드 네임(Brand Name), 로고(Logo)와 심
벌(Symbol), 캐릭터(Character), 슬로건(Slogan), 징글(Jingle) 
및 패키지(Package) 등이 있다[3]. 도시브랜드의 측면에
서도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도시의 인지도를 향상시
키고, 강하고 호의적이며 독특한 지역이미지를 형성하도
록 한다. 

지역브랜드란 ‘지역에 대한 소비자로의 평가’이며 지
역 무형자산의 하나이며, 지역 그 자체의 브랜드(Regional 
Brand)와 지역특징을 살린 상(Brand)으로 구성된다. 지역
브랜드 전략이란 이러한 두 가지 브랜드를 동시에 제고
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21]. 

3.2.2 도시브랜드 선행연구

이정훈과 최서희[24]는 장소브랜드의 명확한 개념적 
정립과 비전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론과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소브랜딩 모형을 구
축,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게 장소마케팅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박상규[25]는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케팅 기법을 
도시마케팅에 도입하여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적용함으로
써 도시에 대한 자산 가치와 이미지를 높여 지역경제 활
성화로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송철호[26]는 도시브랜드의 구성요소가 도시브랜드 
개성 및 자산가치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 가를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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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관리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최수영[27]은 도시브랜드 마케팅의 영향요인을 고찰

하고, 도시브랜드 마케팅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과 일반시민 모두 
도시브랜드 마케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 및 
역량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유상각[28]은 양구군이 국토정중앙이라는 장소브랜드
를 토대로 한 통합적 장소마케팅 실천전략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였다.

이재상[29]은 서울의 미적 요소가 외국 관광객의 서울
에 대한 가치 지각과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자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세계 도
시들과 비교하여 서울을 경쟁력 있는 도시, 살기 좋은 도
시,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
의 독특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미적 요소 관리를 
강화하고, 상징할 수 있는 실체를 제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김홍범, 이재상, 그리고, 이정원[30]은 도시의 미적 요
소를 세분화하고, 도시 미적 요인과 각 요인별 변수들을 
체계화하였으며, 도시 브랜드 자산가치 증대와 도시 마케
팅을 수행하는 데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홍범과 김지숙[31]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브랜드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해서
는 도시 이미지의 구성요인, 관리요인의 중요성을 중심으
로 연구하였다. 

최현우[32]는 도시브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
을 분석하고 도시브랜드가 도시 소비자의 태도와 충성도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이소영과 오은주[20]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지
역 브랜드를 파악하고 이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자산 평가 및 환류에 활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자산지수 측정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형을 활용한 브랜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용호와 조광익[8]은 단순선호이미지와 선도이미지
와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대표 관광지 이미지를 도출하
였으며, 감정적 반응이 인지에 선행하는 가를 검증하였다.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도시브랜드의 
이론적 토대[8,24,25], 도시브랜드의 영향요인[27,29] 
[30,31,32], 그리고, 도시브랜드의 실천전략[25,26] [27,28]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용호와 조광익[8]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성에 대한 연
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관광콘텐츠를 기반으
로 한 관광도시의 브랜드를 설정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3. 분석결과

3.1 분석방법

본 조사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다음과 같다. C도시 
브랜드 이미지가 C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형성되
어 있는 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C시내의 대학생과 공무원
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대학생과 C
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에 의해 이
루어졌다.

 

[표 1] 조사대상 표본의 일반적 특성
[Table 1] Sample demographics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65  41.4

여  92  58.6

합계  157  100.0

소속 대학생  85  54.1

공무원  72  45.9

연령

20세 이하  56  35.7

21세-25세 이하  29  18.5

26세-30세 이하  12  7.6

31세-35세 이하   3  1.9

36세-40세 이하  14  8.9

41세-45세 이하  14  8.9

46세 이상  27  17.2

 

도시브랜드 인지도는 소비자가 특정 지방자치단체 브
랜드를 상기한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aker[33]가 브랜드 인식을 조사하는 데 사용한 보조인
지와 최초 상기 중에서 지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최초 
상기법을 사용하였다. 비보조 상기라고도 불리며, 응답자
가 한 제품 부류에서 생각나는 브랜드를 자유롭게 열거
하는 방법이며, 브랜드 이름이 주워지지 않기 때문에 응
답 난이도는 보조 인지보다 상당히 높다. 

따라서, C도시의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 전체적인 인상
을 파악하는 인지적 차원에서 ‘C도시’하면 연상되는 단
어를 최대 8개까지 서술하게 하였다. 여기서 기술된 지역
이미지는 단순한 단어들의 조합들이 아니고, 특정한 의미
를 가지는 그룹들로 조직화된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33]. 

3.2 분석결과 

3.2.1 C도시 브랜드 이미지

C도시 이미지에 대한 결과를 보면 C도시하면 연상되
는 명사형태는 ‘교육(76.4%)’, ‘직지(60.2%)’, ‘문화(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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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22.3%)의 순으로 나타났다.
C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어가 가장 많이 떠 올리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는 교육, 직지, 역사, 문화, 양
반 등의 대상 또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교육의 
이미지는 157명중 120명이 연상단어로 기술하여 응답자
중 76.4%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지와 C도시관련 상징지역(우암산, 무심천, 상당산
성, 육거리)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레포츠, 휴양, 그리
고 환경과 같은 관광과 관련된 단어들이 연상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 C도시하면 연상되는 단어
[Table 2] Associated nouns for C-city

연상단어 빈도 백분율

상징어

교육 120 76.4

문화 44 28.0

양반 35 22.3

역사 19 12.1

기타 26 16.6

중간합계 244 47.5

직지 직지, 인쇄 등 104 20.2

관광(레포츠, 휴양, 쉼터, 유흥, 환경 등) 38 7.4

대표상징물

무심천 11 7.0

우암산 8 5.1

상당산성 6 3.8

기타 28 17.9

중간합계 53 10.3

중심도시-공항(교통), 도청(정치) 53 10.3

드라마 9 5.8

기타 13 8.3

총계(=157명 응답) 514 100.0

특히, C도시의 지역이미지 중 ‘교육’, ‘지역중심’, ‘역
사’ 이미지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
른 이미지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직지’를 상징물로 선택한 응답자 중 여성의 응답비율
이 남성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 ‘양반’, 그
리고, ‘공예비엔날레’의 이미지는 남성의 응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콘텐츠의 컨셉
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표적고객을 특성화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표 3] 연상단어의 교차분석
[Table 3] Crosstabs of associated nouns

연상단어 빈도 합계남자 여자
교육 50 70 120

76.9% 76.1% 76.4%

직지 35 59 94

53.8% 64.1% 59.9%

문화 23 21 44

35.4% 22.8% 28.0%

양반 18 17 35

27.7% 18.5% 22.3%

지역중심 11 15 26

16.9% 16.3% 16.6%

공예비엔날레 8 7 15

12.3% 7.6% 9.6%

역사 7 12 19

10.8% 13.0% 12.1%

총계(=157명 응답) 65 92 100.0%

3.2.2 C도시의 심볼요소

C도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직지축제와 공예비엔날레를 
통하여 국내외 홍보하고 있으며, C도시의 브랜드 요소는 
로고와 심벌, 캐릭터, 그리고, 슬로건 등이 있으나, 각 도
시브랜드 요소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그림 1] 참조). 

구분 C.I 슬로건

심볼마크
살맛나는 
행복한 
청주

캐릭터

청주직지축제 공감

[그림 1] C도시와 직지축제의 CI & 캐릭터
[Fig. 1] CI & Character of C-city

4. C도시의 브랜드 컨셉 형성

4.1 C도시의 브랜드 컨셉형성의 문제점

현대의 관광콘텐츠는 막연한 기대나 한정된 의지로서
만 접근하는 분야가 아니라 관광자원의 조건이나 관광객
의 욕구가 부합되어야지만 특정한 브랜드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통해 성공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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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도시권역은 관광객을 직접적으로 유치할 만한 자연
적인 관광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에서 방문관광객들에게 
문화 관광콘텐츠를 어떻게 소구하는 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C도시 주민의 관광콘텐츠 인식조사를 통한 
도시 브랜드 컨셉 형성의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도시의 브랜드인 ‘문화’나 ‘교육’은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관광컨셉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경쟁으로 인해 관광객의 흡입력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다른 지역과 관광컨셉이 중복될 경우는 다른 지역과 차
별화되는 다양한 교육과 문화 기반의 관광콘텐츠를 관광
객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C도시의 경우 지역주민은 ‘교육’의 이미지를 전
반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광컨셉을 활용하여 
외부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노
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영국 에딘버러 시가 지역의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연중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문화상품 브랜드를 개발한 것과 대
조를 이룬다[3].

셋째, C도시의 경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브랜드 
컨셉의 일반성 뿐만 아니라 C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브
랜드 심볼 요소들이 특색이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다. 

하와이는 하와이의 독특하고 특색있는 폴리네시안 문
화를 CI와 로고 등을 다양한 색상과 경쾌한 서체로 표현
하여 독특한 도시 브랜드를 형성하였다[3].

넷째, 관광콘텐츠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특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C도시는 
관광콘텐츠의 제공수단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4.2 지역브랜드 형성의 성공요인  

김기희와 정선기[3]는 지역브랜드의 성공요인으로 지
역이미지의 차별화 창출, 지역주민 참여의 적극성과 자발
성, 지방정부의 적극적 지원, 지역브랜드 이미지의 판매
전략과의 연계, 다른 지역과 공동브랜드 형성을 제시하였
다. C도시 관광콘텐츠의 컨셉형성을 위한 세부요인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역 브랜드 형성
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 따
라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브랜드의 창출을 통해 지역경
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10].

둘째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도시브
랜드의 성공적인 결과는 빼어난 자연유산과 선조의 뛰어
난 유물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요소이다[21].

셋째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의 선정과 함께 이미지 형성

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CI 작업 및 캐릭터 제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넷째 최근의 다양한 SNS(Social Network Service)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확정된 도시브랜드를 많은 잠재관
광객들에게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보제공수단뿐
만 아니라 최근의 쇼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세계화의 기본적인 경쟁력은 지방이 새로운 패러다임
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 역사, 
문화, 자연 등을 관광콘텐츠로 인식하여 지역활성화 전략
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하고,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지역의 브랜드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C도시의 관광콘텐츠 
및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파악함
으로써 C도시의 관광브랜드 컨셉과 브랜드 가치의 일치
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C도시의 경우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이미지는 ‘교육’
과 ‘직지’를 주도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교육’과 ‘문
화’라는 관광콘텐츠는 다른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중복되
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C도시의 지역주민들이 주로 
인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브랜드인 ‘교육’과 ‘문화’를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

C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를 선정하고, 대외
적으로 홍보를 위해서는 예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해당 
자치단체의 대외활동과 국내외 행사 개최시 적극적인 활
동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C도시 지역주민의 도시브랜드를 평가함으
로써 내부적인 관광컨텐츠의 컨셉을 설정하였다라는 측
면에서 의의를 갖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C도시 지역 내부의 주민들을 대
상으로 관광콘텐츠와 도시브랜드를 측정하였지만, 관광
콘텐츠의 경우는 지역 내부의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의 
관광객의 기존 이미지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외부의 관광객에 대한 측정이 진
행되어 내외부적 차이가 있는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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