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24, No. 3, March 2021(pp. 481-493)
https://doi.org/10.9717/kmms.2020.24.3.481

1. 서  론

오늘날 지역브랜드가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진흥

정책의 일부분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역

문화나 고유의 가치가 담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는데 비해 활성화되

거나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자립에 성공한 브랜드들

은 많지 않다. 지역브랜드에 관한 실행과 연구가 지

역의 정체성이나 지속성에 초점을 두고 장기적인 관

점에서 진행되기 보다는 대부분 지역특산품 개발이

나 지역축제 마케팅 등 축소된 개념으로 진행되며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인해 성장의 한계를 겪고 있다.

지역브랜드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

가 되어 개발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지 않으면 지속되기 어렵다. 개발 이후에도 자

치단체장의 교체나 필요에 의해서 정책이 단기간에 

변경되거나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운영 시스템의 개발과 지속적 관리와 객관

적 평가가 가능한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1].

2000년대 이르러 소비자 중심의 경제 환경으로 변

화하면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경쟁력을 

위한 주요 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단순히 사용자의 

피드백을 듣는 것에서 나아가 사용자들을 포함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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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자들을 정보와 혁신, 창조를 위한 파트너로 인

식하여 함께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는 ‘Value Co-

creation'의 개념이 등장하였다[2].

이후 유럽국가에서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디자인을 이용한 공공정책으로서 서비스 디자

인을 개발하면서 사용자와 함께 작업하는 공동 개발 

방식인 Co-creation이 확산되었다. 2014년 포춘 500

개 기업의 50% 이상은 혁신전략의 필수적 요소로 

Co-creation을 지목하는 등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산업 간 융합 기술과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3]. 국내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디자인진흥원이 공공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를 중

심으로 Co-creation과 서비스디자인의 개념을 도입

하여, 시민 참여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문제 해결이

나 공공 서비스 개선을 시도하였다. 서비스디자인은 

인간중심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며, 이는 디자인 사고

(Design thinking)에서 기인한 것이다. 디자인 사고

는 디자인을 아이디어나 문제해결로 보는 기존의 사

고방식에서 나아가, 핵심가치에 대해 문제와 솔루션

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디자이너의 추론 방식을 활

용하는 것으로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4].

박소진, 공용택[5]은 <디자인 사고를 통한 참여와 

협업의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주민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가치들을 현실화하는 것이 지역문화에 필요

한 디자인 사고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류안영[6]은 참

여 디자인 방식을 활용한 디자인 사고가 복잡하고 특

수한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며 이해관계자의 잠재적 

니즈와 근원적 문제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특

수성과 다면적인 문제 상황에 맞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지역브랜드 개발에 대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Co-creation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Co-creation의 생성가치인 Value Co-cre-

ation은 브랜드 개발의 목표와 사고방식, 대중을 보

는 방식, 결과물,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크게 경제적 

가치, 사용·경험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분류될 수 있

으며,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Co-creation이 어느 단계

에서 집중적으로 실행되었는지에 따라 Value Co-

creation은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타난다[7]. 지역브

랜드 개발 과정에서 Co-creation이 어느 디자인 프

로세스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실행되었는지에 의해 

지역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평가하는 지표의 결과 

역시 변화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반대로 지

역의 상황에 맞는 지표를 선택한 후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 Co-creation이 실행되는 단계를 조정함으로

써 목적하는 Value Co-creation 유형을 도출할 수 

있는 활용 가능성도 내포한다.

지역마다 상이하며 복합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브

랜드 개발 과정에서 디자인 사고를 적용하는 연구는 

필요성에 비해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사고 기반의 프로세스에서 실

행되는 Co-creation이 지역브랜드 평가지표 및 Value

Co-creation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

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Co-crea-

tion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화하는 툴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Co-creation 유

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장에서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Co-crea-

tion의 개념과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보고,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Co-creation 실행되는 단계에 따라 결

과 값인 Value Co-creation의 유형이 다르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브랜드 개발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인 지역브랜드의 평가지표를 도

출하고 지역브랜드의 특징과 디자인 사고의 적용점

을 바탕으로 Co-creation이 실행되는 단계에 따라 

지역브랜드 평가지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추

론하였다. 이를 토대로 4장에서 사례연구를 통해서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Co-creation이 실행되는 단계

와 지역브랜드 평가지표 및 Value Co-creation 유형

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 5장 결론에서는 

Co-creation의 실행 단계에 의한 지역브랜드 평가지

표의 결과와, 이에 따른 Value Co-creation 유형이 

지역브랜드 개발과 관리에 있어 새로운 제안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의 방

향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2. Co-creation

2.1 Co-creation의 개념과 디자인 사고

Co-creation의 개념은 70년대 북유럽에서 시작된 

참여디자인(Participatory design)으로부터 뿌리를 

갖고 있어 참여디자인이라는 용어와 자주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Co-design 역시 디자인 과정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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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디자이너와 그 외의 대상이 함께 디자인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거나 Co-creation의 일부로 다루어지

기도 하는 등 의미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

다. Table 1은 Co-creation과 관련 용어들을 정리한 

것이다[8].

Co-creaion에 대해 Prahalad & Ramaswamy[2]

는 고객과 기업 간에 협력이나 참여에 의해서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Ramaswamy

[9]는 Co-creation의 의미에 대해 조직을 새롭게 정

비하여 소비자, 종업원, 공급자, 파트너, 이해관계자 

모두를 가치 창출(Value Creation) 과정에 동참시키

고 그들로 하여금 수준 높은 경험에 끌어들이는 것이

라고 하였다.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소비자의 경험을 예측하고 공감하기 위한 Co-

creation임이 많은 실무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짐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Co-creation의 의미와 범위

를 인간중심의 원리를 기본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가와 고객, 이해관계자가 함께 공동의 가치 창출을 

위해 창의적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이며,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에 의한 디자인 프로세스 과

정 전체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보았다. Value Co-

creation은 Co-creation가 실행되는 디자인 프로세

스의 결과 값으로서, 이 과정에서 창조될 수 있는 모

든 가치를 의미한다.

2.2 Value Co-creation의 유형과 단계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Co-creation의 의미에 대해 

고객과 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상호 간의 가치를 공동

으로 창조하는 모든 활동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

므로 현실에는 매우 다른 형태의 다양한 Co-crea-

tion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Co-creation을 체계

적으로 분류하여 Co-creation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Co-

creation들을 크게 Co-production과 Value-in-use

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Ranjan & Read[10]는 기존의

Co-creation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Co-production에는 지식(Knowledge), 동등(Equity),

상호작용Interaction)이, Value-in-use의 경우에는 

경험(Experience), 개인화(Personalization), 관계(R-

elationship)가 각 타입의 Co-creation을 설명하는 개

념적 핵심요소라고 주장하였다.

Table 2는 Gronroos[11]와 Gronroos & Voima

[12]의 그림을 바탕으로 연구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것으로, 장우정, 송지희, 임희종, 라대식[13]의 연구

에 따르면 Co-creation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개발과정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맞는 Co-crea-

tion 유형과 개념적 핵심요소들을 강조함으로써 원

하는 Value Co-creation을 도출할 수 있다.

Sanders & Simons[7]는 Table 3와 같이 Co-cre-

ation의 결과인 Value Co-creation을 경제적 가치,

사용·경험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분류하였다. Co-

creation을 진행하는 목표에 따라 사고방식이나 대중

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결과물과 소요기간에도 차

이가 생기며 결과적으로는 추구하는 가치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Table 4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Co-creation을 보이

는 브랜드 사례 분석을 통해 디자인 프로세스 단계의 

어느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Co-creation이 이루어지

는지에 따라 각각의 Value Co-creation 유형들로 나

타나고 있다[7]. 디자인 프로세스 중에서 디자인 단

계와 마케팅 및 판매 단계에서 Co-creation의 비중

이 클 경우에 결과 값인 Value Co-creation의 유형은 

경제적 가치로 나타나고, 발견 및 디자인 단계에 Co-

Table 1. Co-creation terminology.

Term Definition

Participatory design
Different forms of customer participation in the production of design deliverables
regardless of scope

Co-creation
All creative activities in which two or more people collaborate, or a multidisciplinary
and convergent development process involving customers and various stakeholders

Co-design
Specific parts of the co-creation process throughout the development process with
designers

Value co-creation Value creat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through customer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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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on이 집중적으로 실행되면 Value Co-creation

의 결과유형은 사용·경험적 가치로 나타난다. 디자

인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인 사전 디자인 단계와 발견 

단계에 Co-creation이 치중될수록 결과 값은 사회적 

가치로 귀결됨을 보여준다. 앞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디자인 프로세스 중 어느 단계에서 Co-creation이 

Table 2. Classification and key elements of co-creation by customer engagement phase.

Design
process

Design-Development-Manufacturing-Delivery Usage

Co-creation
type

Type 1: Co-production Type2: Value-in-use

Subject of
co-creation

Provider Customer

Customer
engagement
phase

Product and service design, development,
production, delivery, and all the phase before
the customer uses it

Phase for customers to consume and use
products and services

Co-creation
activity

The process of designing, developing,
manufacturing, and delivering products and
services together with businesses and
customers

Customers create unique experiences and
stories based on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valuate the value of their products and
services

Core
elements
of

co-creation

Knowledge

Customers share or provide
ideas to business with needs or
solutions accumulated from their
experience and learning

Experience

Value that makes you feel
special cognitive and
emotional attachment through
your own experience when
you consume products

Equity

How customers feel
psychologically as equal
participants in the co-production
process

Personalization

The process of actively
applying customer
capabilities in customized
consumption situations

Interaction

Key elements that enable
communication and competency
sharing between customers and
businesses

Relationship

The customer and the product
form a psychological
attachment through repeated
interactions

Table 3. Compare the three types of results in value co-creation [A].

Type Economic value Usage and experience value Social value

Goal
- Production & consumption
- Maximizing shareholders'
interests

- Positive experience
- Personalization
- Order production method

- Improve quality of life
- Sustainability

Way of
thinking

- Businesslike
- Commercial
- Economic

- Experience-driven
- Service oriented

- Human-centered
- Eco-friendly

The public
- Customer
- Consumer

- End consumer
- Authorized consumers

- Partner
- Participants
- Owner

Deliverables

- Market deliverables
- Development of business
- Products

- Goods and services that
reflect customer needs

- Change
- Owner's consciousness
- Learning
- Behavior change

Period
- Short term - Long time

- Throughout life
- Longer than many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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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으로 실행되고, 어떤 핵심요소를 강조하느냐

에 의해서 브랜드가 추구하는 목표에 적합한 Co-

creation 유형이 도출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지역브랜드 개발에 적용하였을 때 Co-creation

실행단계에 따라 결과 값인 지역브랜드 평가지표와 

Value Co-creation의 유형이 바뀔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3. Co-creation과 지역브랜드 개발

3.1 지역브랜드의 특징과 디자인 사고의 적용

디자인의 역할은 시대에 맞게 변화해 왔으며, 현

재 이슈가 되고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는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와 함께 진화하는 유연성 있는 시스템

을 만드는 디자인 사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류안

영[6]은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근원적 문제에 집중하

여 지속적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디자인 

사고의 특징이 지역의 특수성과 다면적인 문제 상황

에 맞게 변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브랜드 개발에 

대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IDEO가 개발한 디자인 씽킹 5단계 툴킷[14]은 디

자인 사고의 개념을 프로세스로 구체화하여 프로젝

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1 참조). 해결

해야 할 문제를 발견하고(Discovery), 수집한 정보를 

해석하여 문제를 정의한 후(Interpretation), 아이디

어 발상(Ideation) 단계를 거쳐, 프로토타입을 제작하

여 반복적으로 테스트하면서(Experimentation) 최

종적으로 결과물을 산출하여 실행하는 단계(Evol-

ution)로 마무리된다. 모든 과정은 디자이너나 전문

가만으로 구성된 조직이 아닌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이 함께 모여 핵심가치에 대해 반복적으로 문제와 

솔루션을 설정하는 활동이 중심이 된다. 디자인 사고

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팀의 집단 디자인 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조직자체의 관행까지 심층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Value Co-creation을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Co-creation 활동

Table 4. Value co-creation and design process [B].

Value
co-creation

Pre-design
phase

Discovery phase
Design
phase

Marketing and
sales phase

Post-sale
phase

Economic
value

- Nikeid

- IKEA
- Del
- Ideastorm
- My Starbucks
- Frito-Lay

Usage &
experiential value

- Riversimple
- Mini Cooper
- Threadless

- Scion
- Converse(red)

Social value
- Aid to
artisan

- Tom’s shoes
- Red cross
- CDC

- Aid to artisan
- Rural studio
- Social designer

Fig. 1. IDEO's 5-step design thinking proc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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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디자인 사고를 활용한 디자인 프로세스 과정 전반

에 걸쳐 일어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

여 지역의 브랜드를 개발 및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써 

활용될 수 있다.

3.2 Value Co-creation과 지역브랜드 평가지표

디자인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Co-creation 활동

을 적용하였을 때 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브랜드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

구와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추출하고 빈도수

와 강조 요소를 반영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표와 세

부항목을 선정한 후, 연구자 3인과 실무자 5인의 검

토를 통해 평가지표를 구축하였다. Table 5는 평가지

표 도출 과정을 나타낸 것이며 Table 6은 지역브랜드 

관련 선행연구와 사례를 통해 1차로 추출한 항목들

이다.

Table 5. Process of deriving regional brand evaluation indicators.

Review prior research → Extract and select items → Expert review

- Foreign prior research and
examples

- Prior research and cases in
Korea

- Brand evaluation company
criteria

- Extract parent items based on
frequency

- Select detailed indicator items
by reflecting repetition and
emphasis elements

- Reviewed by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 Rearrange to evaluation
indicator items

- Categorized by value
co-creation result type

Table 6. Extracting regional brand primary evaluation index.

Type Content Evaluation indicators

Foreign prior
research and cases

- Beyond the castle in Lancaster, England.
- Co-design and action learning in local public service

Accessibility
Utilization
Sustainability
Regional identity
Functional
Comfort
Aesthetic

Understanding
Participation
Sharing
Goal

Orientation
Professionalism
Survey
Evaluation
Feedback

Brand concept
Uniqueness
Differentiation
Dominance
Forwardability
Image platform
Loyalty
Recognition
Publicity

Image improvement
Efficiency
Dynamic
Ripple effect
Diversity

Internationality
Local culture

Resident satisfaction
Conformance

Prior research and
cases in Korea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Gyeonggi-do
branding roadmap and regional brand asset
evaluation model (J.H. Lee, 2006:a)

- Determinants of regional brand assets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D.S. Park, M.S. Hwang, 2007)

- Local brand, what are the conditions for success?
(J.S. Lee, 2008)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implementation
strategy of regional brand utilization (S.Y. Lee, 2008)

-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local brands (H.K.
Kang, 2010)

-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strategic
management of regional brands (J.Y. Yoon, 2012)

- Competitive analysis of local brands using AHA
(K.S. Kim, S.H. Oh and D.H. An, 2013)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rice brand asset
evaluation model (D.H. Kim, 2014)

Brand evaluation
company criteria

- Japanese brand strategy research institute <Regional
brand check sheet>

- Young & rubicom <BAV(Brand asset valuator)>

Expert
review

- 5 Senior brand designers
- 3 Regional brand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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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 프로세스 Co-creation 실행단계와 지

역브랜드 평가지표 및 Value Co-creation과

의 관계

4.1 지역브랜드 평가 지표와 Value Co-creation

지역브랜드 개발 과정에서 Co-creation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Value Co-

creation 유형의 기준에 맞게 분류된 지역브랜드의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Table 7은 앞서 도출한 1차 평

가지표 항목인 Table 6의 결과물에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 2차 지표들을 Sanders &

Simons[7]가 제안한 Value Co-creation 유형별로 분

류한 후(Table 3), 전문가가 검토한 지역브랜드 최종 

평가지표이다. 이 평가지표는 각각의 디자인 프로세

스 단계에서 실행되는 Co-creation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Value Co-creation의 

유형을 도출할 수 있다.

4.2 사례분석을 통한 Co-creation 실행단계와 Value 

Co-creation 유형과의 관계 고찰

실제 실행되는 Co-creation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

한 특성을 보여준다. 사례분석을 포함한 정성연구는 

정량연구와 달리, 변이와 다양함을 설명하는 것이 핵

심이므로[15], 연구의 내용을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Table 7. Regional brand final evaluation indicators and value co-creation [C]. 

Classification Evaluation item Detail indicators Value co-creation type

Economic

Business
competitiveness

- Planning, execution, marketing,
evaluation
- Professionalism
- Brand differentiation

Economic value

Revitalize the local
industry

- Productivity of the business
- Contribution to job creation

Economic value

Functional
- Cognitive and accessible
- Efficiency and ripple effectiveness

Economic value

Cultural

Socio-cultural
benefits

- Cultural benefits services for all users
- Increase public nature
- Possibility of globalization

Usage &
experiential value,
Social value

Experiential
benefits

- Sensory and cognitive pleasure
- Training effect
- Human centered results

Usage &
experiential value

Aesthetic
satisfaction

- Professional design to match local
image
- Gain popularity

Economic value,
Usage &

experiential value

Continuous

Content diversity - Growth potential
Usage &

experiential value

Resident
participation

- Management b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 Daily and long-term engagement

Social value

Regeneration and
circulation

- Various activities and experience
programs
- Variable use
- Eco-friendly results

Usage &
experiential value,
Social value

Regional

Regional identity
- Consider local historical, cultural,
environmental and geographical
requirements

Social value

Regional image
improvement

- Improve regional image
- Owner's consciousness

Social value

Solve regional issues
- Reflect stakeholder involvement and
needs

Economic value,
Social value



488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4권 제3호(2021. 3)

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서로 다른 사례들이 Co-crea-

tion의 다양한 실제적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Co-

creation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 사례들은 지역재생을 목적으로 한 <성수 소

셜 패션(Seongsu Social Fashion)> 프로젝트와 지

역브랜드 성공사례로 뽑히는 <함평군 친환경 생태

도시>, 일본의 디자이너 나가오카 겐메이가 추진하

는 민간주도형 지역브랜드 성공 사례인 <디앤디파

트먼트(D & Department)> 프로젝트이다. 다음에 나

오는 Table 8, 9 10은 프로젝트 사례들의 특징을 토대

로 Table 7의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지표로 분류하고 

Table 3에서처럼 목표, 사고방식, 대중을 보는 관점,

결과물, 기간을 기준으로 Value Co-creation 유형을 

분석한 것이다.

<성수 소셜 패션> 프로젝트는 지역기반 제조업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목표로 진행된 패션 관련 프로

젝트이다. 다양한 워크샵과 실무 교육, 신진 디자이

너와 제작자 및 소비자 연계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었

으며, 지역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게끔 

하였다. 성수지역의 지역 기반 산업이었던 의류제조

업이 쇠퇴되고 상당수의 신진 디자이너들이 열악한 

자본과 제조 기능 보유 인력의 비전문성, 관련 정보 

및 경험의 부족, 유통망 확보의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착안한 프로젝트이다[16].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유통

될 수 있는 디자인 결과물을 도출하고 실무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Fig. 2 참조).

디자인 단계와 마케팅 단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Co-creation 유형으로서 프로젝트의 특징을 평가지

표 세부항목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Table 8에서 보듯

이 Value Co-creation 유형 중에서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고, 사용·경험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유사

하게 나타났다. 디자인과 마케팅 단계에서 주로 

Co-creation이 실행되었을 때 다른 두 가치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우세함을 알 수 있다.

<함평군 친환경 생태도시>는 지역 산업 및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높은 브랜드 이해도와 진취적 

마인드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관리 전담부

서가 주도한 지역브랜드 개발 사례이다. 지역의 핵심

가치를 다루는 개발 단계와 디자인, 마케팅 및 판매 

단계에서 지역민이 참여하는 Co-creation이 실행되

Table 8. Seongsu social fashion project (marked as ● in the chart).

Project Contents Characteristics Value co-creation type

Goal
- Revitalization of regional-based
manufacturing

- Urban regeneration

- Production
- Consumption
- Persistence

- Economic value
- Social value

Way of
thinking

- Job offerings
- Sustainable local brands
- Fabric recycling

- Economic
- Human-centered
- Eco-friendly

- Economic value
- Usage & experiential value
- Social value

The public
- Led by public officers
- Respecting local culture

- Partner
- Participants

- Social value

Deliverables
- Working-level education
- Job, local brand, souvenir
- Environmental protection

- Market deliverables
- Training

- Economic value
- Usage & experiential value

Period - 2016∼2020
- Relatively
short-term

- Economic value

Fig. 2. Co-creation process and design examples for 

<Seongsoo social fashion> project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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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친환경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나비축

제를 기획하고 농특산물 브랜드인 <함평천지>와 문

화상품 브랜드인 <나르다>등의 하위브랜드를 개발

하였다(Fig. 3 참조).

나비축제가 가장 인지도가 높고 비중이 큰 만큼 

세부항목에서 경험 주도적, 서비스 지향적, 긍정적 경

험 등이 높게 나타나, Value Co-creation 유형에서 

사용·경험적 가치가 가장 높았으며, 발견 단계에서 

지역의 핵심가치로 설정된 친환경적인 부분과 주인

의식, 지역 이미지 개선 등에 해당하는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9 참조).

<디앤디파트먼트> 프로젝트는 전통 문화를 중심

으로 지역정체성을 회복하고 시간이 지나도 오래 사

용할 수 있는 롱 라이프 제품을 활성화하려는 디자인 

계몽운동의 성격을 지닌 프로젝트이다(Fig. 4 참조).

민간에서 주도하는 브랜드이지만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우선시하므로 디자인 프로세스 초기 단계

인 사전 디자인 단계 및 발견 단계에서 지역민과 함

께 지역성에 대한 연구 및 워크샵, 시연, 견학 등을 

장기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디앤디파트먼트의 

시스템은 직접체험과 SNS, 전시, 출판 등을 활용한 

지식 공유를 기본으로 디자인 프로세스의 전 단계에

서 다양한 Co-creation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프로젝

트 특징에 따라 평가지표에서 지속성과 참여, 지역 

정체성, 친환경성 등의 세부항목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Value Co-creation 유형은 사회적 가치,

사용·경험적 가치, 경제적 가치 순으로 높게 나타났

Fig. 3. Butterfly festival in Hampyeong-gun eco-city 

project [19,20].

Table 9. Hampyeong-gun eco-friendly city (marked ▲ in the chart).

Contents Characteristics Value co-creation type

Goal
- Revitalize local industry and
tourism

- Productivity
- Positive experience
- Persistence

- Economic value
- Usage & experiential value
- Social

Way of
thinking

- Brand management department
- High brand understanding
- Enterprising minds

- Experience-driven
- Service-oriented
- Green

- Usage & experiential value
- Social value

The public - Local residents & officials lead
- Partners &
participants

- Social value

Deliverables

- Butterfly festival
- Agricultural specialty brand
<Hampyeongcheonji>
- Cultural product brand <Narda>

- Change
- Owner awareness
- Differentiation

- Economic value
- Usage & experiential value

Period - For 22 years - Long-term
- Usage & experiential value
- Social value

Fig. 4. Co-creation of <D & Department> projec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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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able 10 참조).

Co-creation이 일어나는 단계와 지역브랜드 지표 

및 Value Co-creation 유형과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디자인 프로세스와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역평가 지

표들을 Value Co-creation 유형별로 분류하여 Table

11을 구성하였다. 구성한 도표에 3가지 사례의 특징

에 해당하는 항목에 세 가지 모양의 도형으로 각각 

표시하여 Co-creation이 일어나는 단계와 평가지표와

의 관계가 도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로 표시된 <성수 소셜 패션> 프로젝트의 Co-

creation 활동은 디자인 단계와 마케팅, 판매 단계에

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Value Co-creation

유형 중 경제적 가치에 속하는 평가지표들이 우세하

였다. 반면에 사전 디자인 단계나 발견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Co-creation의 비중이 낮았고 사회적 가

치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로 표기된 <함평군 친환경 생태도시>의 Co-

creation은 대부분 발견 단계와 디자인 단계에서 진

행되었으며 사용·경험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해당

하는 지표에 주로 해당되었다. 또한 입소문을 통해 

지역의 인지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파급성이 높게 나

타나 판매 후 단계에서도 경제적 가치가 나타났다.

■에 해당하는 <일본 디앤디파트먼트> 프로젝트

는 다른 두 사례에 비해 디자인 프로세스의 앞부분인 

사전 디자인 단계와 발견 단계에서 Co-creation이 

월등히 많았고, 디자인 단계와 판매 후 단계에서도 

고르게 분포했으며. 사회적 가치에 해당하는 지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성수 소셜 패션> 프로젝트의 결과로 판단해볼 

때, 경제적 가치를 가장 중점적으로 추구한 결과, 디

자인과 마케팅 단계에서 Co-creation이 가장 많이 

실행되었고, 이는 앞서 살펴 본 Sander & Simons[7]

의 연구를 나타낸 Table 4와 비교하면 가장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함평군 친환경 생태도시>의 Co-creation은 사

용·경험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지표에 

주로 해당되었다. 이 역시 Table 4의 연구 결과와 같

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경험적 가치에 해당

하는 지표가 높아지는 결과로 인해 경제적 효과에 

해당하는 인지성, 접근성, 파급성, 대중성 등이 함께 

상승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일본 디앤디파트먼트> 프로젝트는 사회적 가치

에 해당하는 지표가 많이 나타났지만 사전 디자인 

단계와 발견 단계 외의 나머지 단계에서도 Co-crea-

tion 활동이 고르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 문화를 반영한 디자인과 교육 활동 등 지역단체

가 추구할 만한 활동들을 진행하면서도 디자인 프로

세스에 능숙하고 마케팅 전문능력을 가진 민간기업

에 의한 프로젝트라는 특징 떄문으로 해석된다.

Table 10. Japan D & Department project (marked as ■ in the chart).

Contents Characteristics Value co-creation type

Goal

- Promoting local industries and
tourism
- Discovering traditional culture
- Protecting the environment

- Productivity
- Positive Experience
- Persistence

- Economic value
- Usage & experiential value
- Social value

Way of
thinking

- Brand and design expertise
- Long life design pursuit
- Locality focus

- Experience-driven
- Service-oriented
- Green

- Usage & experiential value
- Social value

The public

- Led by local residents
- Obtained the participation and
popularity of the younger
generation

- Partner
- Participant
- Owner

- Social value

Deliverables

- Traditional local products
- Long life products
- Brand awareness
- 14 local stores in 3 countries

- Awareness
- Regional identity
- Participation

- Economic value
- Usage & experiential value

Period - 2000∼present - Many generations - Soci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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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Co-creation이 실

행되는 단계가 Value Co-creation 유형과 어떠한 관

계가 있는지 파악하여 지역 브랜드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Co-creation 실행단계와 지역브랜드 평가

지표 및 Value Co-Creation 유형을 고찰하는데 목적

이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Co-creation의 핵심요소와 실

행단계에 의해 다양한 Co-creation 유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역브랜드에 Co-creation을 포함하는 

디자인 사고의 개념과 프로세스를 적용하였을 때 나

타나는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도출하

였다. 선행연구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지역브랜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세부항목을 목적, 사고방식,

대중을 보는 관점, 결과물, 기간 등을 기준으로 Value

Co-creation의 유형에 맞게 분류하였다. 그리고 도출

한 Co-creation 단계와 평가지표와의 관계가 실제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지 지역브랜드 개발 사례를 통

해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Co-creation이 실행되는 디자인 프로세스 

Table 11. The relationship between Co-creation execution [B] and regional brand evaluation indicators [C] and Value 

Co-creation [A] in the design process phase.

Phase to run co-creation in the design process [B] Results of Co-creation

Pre-design
phase

Discovery
phase

Design
phase

Marketing
and sales
phase

Post-sale
phase

Local brand evaluation
indicators [C]

Value
co-creation
type [A]

● ● ● Execution & evaluation

Economic
value

■ ▲ ■ ● ▲ Expertise

▲ Brand differentiation

● ● Productivity

▲ Job offering

▲ ■ Cognitive & accessible

▲ Efficiency & ripple

■ ▲ Popularity & likeability

▲ Cultural benefits

Usage &
experiential
value

▲ ■ Sensory cognitive stimulation

■ ● ■ ● ▲ ▲ ■ Educational effect

● ■ Human-centered outcomes

■ ■ ■ Professional design

■ ■ Content diversity

Variability

▲ ■ ▲ Various experiences

▲ Increasing publicity

Social
value

▲ ■ Possibility of globalization

■ ● Reflect stakeholder needs

■ ▲ ■ ● ■ ■ Resident participation

■ ■ Daily life

● ▲ Eco-friendly

■ ■ Regional identity

■ Improve regional image

Owner's consciousness

● Seongsu social fashion project ▲ Hampyeong-gun eco-friendly city ■ Japan d&department project



492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4권 제3호(2021. 3)

단계에 따라 지역브랜드 평가지표가 다르게 나타났

으며 Value Co-creation 유형도 차이를 보였다. 디자

인과 마케팅 및 판매 단계에서의 Co-creation이 많

이 실행될 경우 Value Co-creation의 유형은 경제적 

가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발견 단계와 

디자인 단계, 마케팅 및 판매 단계에서 Co-creation

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사용·경험적 가치가 높아지

며, 디자인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인 사전 디자인 단

계와 발견 단계에서 Co-creation에 집중할 경우 사

회적 가치가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디자인 프로세스

에 능숙한 주체일수록 Co-creation이 디자인 프로세

스 전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Co-creation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화하는 툴로서 활용될 수 있으

며,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Co-creation이 실행되는 단

계에 따른 평가지표와 Value Co-creation 유형을 도

출함으로써 지역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Co-creation

유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층분

한 분량의 사례 분석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의 정성적인 사례연구방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후속연구에서 정량적 연구방법을 통한 추가

적인 검증과 함께, 각 단계를 실제로 적용할 때 어떻

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적용 사례를 제시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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