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콘텐츠/교육콘텐츠 1043

지역상징물과 이미지와의 관계

The relationship with region symbol and touris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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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충청북도 지자체의 상징물과 관광이미지(테마)와
의 부합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대책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충청북도내의 각 지자체의 상징물과 관광테마는 일
관된 이미지를 홍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관
광홍보라는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대책은 첫째, 지역 홍보물과 연계되면서, 관광테마를 
수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식의 관광 상징물을 제작해야 하며, 
둘째, 관광테마와 부합되는 슬로건으로 구성해야 하며, 셋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관광홍보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Abstract

The research which sees observed the region symbol and 
tourism image(theme) of ChungCheongbuk-Do oneself 
and saw and problem point with the escape box, 
foundation of hereafter countermeasure under preparing 
boil. 
The region symbol and tourism theme of research result 
ChungCheongbuk-Do undergarment each oneself the 
image which is consistent public information description 
below appeared with the difficult thing, this is many 
being difficult from the side which is sightseeing public 
information, appeared with the fact that is an element 
will be able to cause. 
The hereafter countermeasure first, when becomes the 
area public information water and connection, from, 
must produce tourism symbol of the inter linkage will 
be able to accommodate tourism theme, second, must 
compose of the slogan which corresponds with tourism 
theme, three, must enforce establishes tourism 
information plan which is the possibility of having a 
connectedness.

Ⅰ. 서론

  지역상징물이란 지역홍보나 지역마케팅을 위해 사용

되는 도시 슬로건과 이를 상징하는 시각 이미지로서, 

특정 도시나 지역이 가진 자연환경, 역사적인 특징, 문

화적인 매력, 행정서비스 등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차

별점을 지역민과 외부인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경

쟁도시로부터 차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즉, 

지역상징물이란 말 그대로 도시 자체를 하나의 상품이

나 기업으로 인식하고 도시에 관한 모든 문화나 생산

물, 도시의 유·무형의 자산과 이러한 자산을 통해 만

들어진 유·무형의 산물들을 자원으로, 그 도시의 구성

원(공공과 민간부문)들이 협력하여 대상 고객(기업, 주

민,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이미지, 제도, 시설들을 개발

해 이를 외부에 알리고 상품화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포함한 도시의 전체적인 자산 가치를 높이는 모든 활동

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전 세계의 유명 도시들은 각 도시의 특징을 활

용한 차별화된 상징체계를 제공함으로써, 도시 구성원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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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징주체로서 지역상징물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상징물은 여러 가지 가치와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대내적으로는 그 지역에 소속된 지역민

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일체감과 애향심을 갖게하고 

또한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재확립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얻을 수 있게 하며, 또한 대외적으로는 

수많은 관계 집단에서 자신의 상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고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지역 이미지를 확고히 함으

로써 주변 지역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1].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여러 자치단체에서 

소위 CI개발 등 지역이미지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역의 산업진흥, 관광개발, 문화촉진을 목표로 

하여 각종 이벤트의 실시, 디자인과 슬로건의 개발, 캠

페인의 실시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볼 수 있다. 그러

나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이미지의 이론과 목적 및 방법

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 경험부재, 추진조직과 운

영비용의 미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음은 물론이고 

본래의 취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

  특히 지역의 대표 이미지라 할 수 있는 심벌마크, 캐릭

터(마스코트), 브랜드 슬로건 등의 지역관광 이미지와의 

부합성은 극히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순

히 지역의 특산물이나 목표를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역의 12개 시·군을 대

상으로 심벌마크, 캐릭터(마스코트), 브랜드 슬로건과 

관광이미지(테마)와의 부합성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과 

향후 대책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역 상징물의 개념

  지역 상징물은 지역 현실의 반영인 동시에 이 이미지

는 지역 발전의 조건이 된다. 따라서 내부적 자원을 동

원하고 지역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

해야 하며 지역에 외부의 자원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유입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이미지와 새로운 이미지가 구

별되어야 하고 새로운 이미지는 지역사회 발전의 조건

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이미지와 정체성은 현실과 

동떨어진 가공적 개념의 강요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이미지는 첫째, 이미지 또는 

정체성의 규정이 실체에 부합되어야 하고, 둘째, 지역주

민이 합의하고 참여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보

다 구체적인 시행 방침으로는 행정주도형이 아니고 지

속성이 있어야 하며 반복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

이다[3].

  이와 같은 지역 상징물의 사용효과는 도시의 새롭고 

독자적인 이미지 창출과 지역민에게는 자긍심과 애향심

을 갖게 하며 시민의 공감대 형성 및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또한 시각 전달을 명확히 하여 타도시와의 차별

화를 줄 수 있으며, 앞서가는 도시를 표상할 수 있다[1].

 2. 지역이미지의 개념

  일반적으로 지역이미지란 “어떤 지역 혹은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인지적 묘사” 

혹은 “어떤 지역 또는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사람

들이 일반적으로 사실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맥콰이어가 어떤 대상에 대한 인지적 요소를 지니

고 있는 결정체가 이미지라는 정의와 동일한 의미로 정

의되고 있다[4].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지역이미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대인커뮤니케이션이나 시각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시각매체를 어떻게 활용

하느냐에 따라 한 지역의 이미지는 달라질 수가 있다.

  특히 CI와 같은 상징물과 관련하여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오감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지각에 감정적인 것

을 더한 것으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지식에 의하기보

다는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인상에 의해서 개개인이 느

끼는 사고, 태도, 개념이라 할 수 있다[5]. 그러므로 머

릿속에 비친 이미지에는 단지 느낌보다 강한 형상이 따

르는 것이 보통이다[2].

Ⅲ. 현황 및 분석

 1. 충청북도 시·군별 상징물과 슬로건

  충청북도 12개 시군별 지역이미지를 정리하기 위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개시되어 있는 CI, 캐릭터(마스

코트), 슬로건 등의 상징물을 정리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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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명 CI 캐릭터 슬로건

청주시[6]
살맛나는 
행복한 
청주

충주시[7] 없음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제천시[8]

단양군[9]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괴산군[10]

활기차고 

풍요로운 

괴산

보은군[11]

음성군[12]
신바람 

음성

증평군[13]
태양의 

도시 증평

옥천군[14]

진천군[15]
희망도시 

생거진천

  먼저 청주시는 대표적 상징물인 가로수길을 형상화한 

CI와 직지인쇄술을 형상화한 자모돌이를 캐릭터화 하였

고, 행복한 청주를 강조하였다. 충주시는 충주호와 역동

적인 기업도시로서의 역동성을 형상화해 CI를 만들었으

며, 캐릭터는 없었고, 슬로건은 경제와 역동성을 강조하

였다. 제천시는 월악산과 계곡 등을 형상화하여 수려한 

자연을 강조한 CI를 제작해 활용하고 있으며, 박달이와 

금봉이를 캐릭터화 했으며, Nice 제천이라는 브랜드 슬

로건을 나타내고 있다. 

  단양군은 도담삼봉과 자연환경을 형상화해 CI를 만들

었으며, 온달장군과 평강공주를 캐릭터화 하였다. 괴산

군은 지역내의 자연인 산과 물을 형상화해 CI를 만들었

으며, 임꺽정과 운총이를 캐릭터화 하고 있다. 보은군은 

태극과 물, 사람을 형상화 해 CI를 제작했으며, 정이품

송을 의인화해 캐릭터화 했고, 좋다는 충청도 사투리를 

통해 슬로건을 제작했다. 음성군은 지역의 과거와 미래

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CI로 형상화 했으며, 거북놀이와 

고추를 의인화해 캐릭터로 만들었다. 증평군은 증평의 

영문 로고를 형상화 해 CI를 제작했으며, 별을 의인화 

해 캐릭터를 만들었다. 옥천군은 자연자원인 해, 산, 물

을 형상화 해 CI를 제작했으며, 포도를 의인화 해 캐릭

터를 만들었고, 누구에게나 다가가는 옥천이라는 your 

옥천을 브랜드 슬로건으로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진천

군은 웃는 얼굴과 와당을 형상화 해 CI를 만들었고, 화

랑을 캐릭터화 했다. 청원군은 산과 대청호를 형상화해 

CI를 제작했으며, 물방울과 나뭇잎을 의인화해 캐릭터

화 했고, 푸른청원, 첨단청원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영동군은 감과 감꽃을 형상화 해 CI를 제작했으며, 국

악 어린이를 디자인해 캐릭터화 했다.

  이들 상징물을 분석하면 충청북도 각 시·군의 상징

물들 중 CI는 그 지역의 자연이나 특산물을 소재로 형

상화한 것이 많았으며, 특히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자연자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릭터의 경우에는 각 지역의 

특산물, 문화유산이나 전설속 주인공 및 무형적인 것에

서 소재를 의인화하여 캐릭터를 삼고 있는 경우가 많았

으며, 충주시의 경우에는 캐릭터가 존재하지 않았고, 청

원군의 경우 대청호의 맑은물방울과 나뭇잎을 합성하여 

캐릭터화 한 것이 특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슬

로건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각 시·군별 특이성이 많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지역이 추구하는 미래

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영동군의 

경우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또한 

뉴욕(I Love NW), 파리(MAIRIE DE PARIS), 서울(Hi 

Seoul)과 같이 한 단어로 압축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홍

보하는 지자체는 제천군, 보은군, 옥천군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각 지자체의 전

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충청북도 각 지자체는 현재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CI 및 캐릭터는 어느정도 완비되어 있으

나, 대외 홍보시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 슬로건 제작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1. 충청북도 시ㆍ군별 상징물과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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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16]

동군[17]
웰빙  

1번지

시·군명
테마

주요 지  축제

청주시

역사, 

환경, 

체험

고인쇄박물 , 청주박물 ,, 

가로수길,  청주직지축제, 

청주국제공 비엔날 ,  

유네스코직지상 

충주시

역사, 

문화, 

자연, 

휴양

탄 , 충주박물 , 

원고구려비, 

선사유 박물 , 술박물 ,  

충주무술축제, 우륵문화제, 

사과축제

제천시

자연, 

역사, 

문화, 

호반

제천 10경, 음악 화제, 

박달가요제, 제천한방건강축제

단양군

자연, 

문화, 

체험

단양8경, 소백산 철쭉제, 

온달문화축제, 단풍축제

괴산군
자연(산), 

특산물

35명산, 계곡, 폭포, 

괴강유원지, 청결고추축제

보은군
자연, 

생태

속리산, 구병산, 산, 

만수계곡, 서원계곡, 법주사, 

단풍가요제

음성군
자연, 

문화

오갑산, 원통산, 설성공원, 

품바축제, 청결고추축제, 

복숭아축제

증평군

자연, 

웰빙, 

특산물

두타산, 좌구산(물치폭포), 

율리 휴양 , 인삼타운, 

홍삼포크인삼축제

옥천군
자연, 

문화

 지용 생가, 장용산휴양림, 

강유원지, 지용제, 포도축제, 

묘목축제

진천군

자연, 

역사, 

문화

만뢰산, 두타산, 백곡 수지, 

평 수지, 농다리축제, 

축제

청원군
자연, 

문화

운보의집, 문화재단지, 청남 , 

수목원, 휴양림, 옥화9경, 

허 랜드

동군

자연, 

역사, 

문화

양산8경, 한천8경, 

송호국민 지, 물한계곡, 

국악축제, 포도/곶감축제

시·군명 상징물 테마

청주시
자연과 가로수길, 

인쇄술(자모돌이)
역사, 환경, 체험

충주시 충주호
자연, 역사, 문화, 

휴양

 자료 : 각 시군 홈페이지, 논자 재정리

  아래의 <표 2>는 충청북도 지자체별 관광테마 및 주

요 관광대상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관광테마를 살펴보

면 각 지역이 거의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지역이 가지는 개성이 없는 대동소이

한 관광테마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자연과 문화를 테마

로 한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다만 충주의 휴양, 제

천의 호반 정도가 개성있는 테마로 손꼽을 수 있다. 

  또한 주요 관광지를 살펴보면 자연대상물인 산과 계

곡을 대상물로 한 관광지와 문화관광지를 비슷하게 홍

보하고 있으며, 이 또한 모든 지자체가 특성없이 비슷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청주의 공예비엔

날레, 충주의 무술축제, 제천의 음악영화제 등이 지역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특이한 관광대상으로 손 꼽을 

수 있는 정도이다.

  이를 종합하면 충청북도의 관광테마는 자연과 문화라

는 아주 단순한 테마에 그치고 있고, 관광대상물도 자

연관광대상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충청북도 시ㆍ군별 관광테마

 자료 : 각 시군 홈페이지, 논자 재정리

 2. 지역 상징물과 관광테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역의 상징물을 지역의 이미지

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는 외부인들이 그 지

역을 떠올릴 때 가장먼저 인식하게 되는 대상중의 하나

이다. 이는 특정 지역을 관광하고자 하는 잠재관광객들

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지역의 상징물과 관광테마와

의 유기적인 통일성 및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충청북도 각 지자체의 상징물과 관광

테마와의 통일성, 일체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충청북도 시ㆍ군별 상징물과 관광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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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월악산과 계곡, 

박달이와 이, 

Nice 제천

자연, 역사, 문화, 

호반

단양군
도담삼 , 온달과 

평강
자연, 문화, 체험

괴산군
산과 물, 임꺽정과 

운총이
자연(산), 특산물

보은군

태극과 물, 

정이품송, 좋아 you 

보은

자연, 생태

음성군
과거와 미래, 거북과 

고추
자연, 문화

증평군 문로고, 별 자연, 웰빙, 특산물

옥천군
자연(해, 산, 물), 

포도, your 옥천
자연, 문화

진천군 와당, 화랑 자연, 역사, 문화

청원군
산과 청호, 

물방울과 나뭇잎
자연, 문화

동군
감과 감꽃, 

국악어린이
자연, 역사, 문화

 자료 : 논자 정리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충청북도 각 시·군의 상

징물과 관광테마는 거의 일체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특히 충주시의 경우 유일한 상징물이라 할 수 있

는 충주호는 충주의 관광테마에서는 제외된 듯한 인상

을 주고 있으며, 오히려 제천시가 호반을 주제로 한 관

광테마를 차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증평군의 경우 

관광테마는 웰빙과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상

징물은 영문로고와 별이라는 동 떨어진 이미지가 차지

하고 있어 증평이라는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잠재 고

객들에게 일관된 이미지를 전혀 소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음성군의 과거와 미래 상징물, 보은군의 

태극과 물 등도 지역의 관광테마와는 동 떨어진 이미지

를 나타내고 있어 일관성 있는 홍보효과를 전혀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종합하면 충청북도내의 각 지자체의 상징물과 

관광테마는 통일성 및 일체성을 갖기 어려우며 이는 관

광홍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요소

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충청북도 내에 위치하고 있는 12개 시·군

을 대상으로 지역의 상징물과 관광이미지(테마)와의 부

합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대책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충청북도내의 각 지자체의 상징물과 관광테

마는 일관된 이미지를 홍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관광홍보라는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

할 수 있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향후 대책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각 지자체의 홍보물은 이미 설정되어 있어 교

체하거나 수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관광홍보를 위

한 상징물을 새롭게 창작함과 동시에 창작시 지역 홍보

물과 연계되면서, 관광테마를 수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

식의 관광 상징물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각 지자체의 대부분이 브랜드 슬로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새롭게 제

작할 때 관광테마와 부합되는 슬로건으로 구성할 수 있

다.

  셋째, 향후 각 지자체의 상징물과 관광테마가 연계성

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광홍보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지역의 상징물은 관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관광은 지역의 이미지를 바탕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바탕으로 생각한다

면, 지역 이미지를 대표하는 홍보물과 관광관의 연계성

을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단

순한 나열식 상징물과 관광테마에서 발전시켜, 서로 상

호 보완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지역이미지와 관광이미

지 창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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