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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City Branding

through Urban Regeneration

KIM, Rihyun

Advisor: Prof. YOON Gab-Geun, Ph.D.

Department of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Chosun University

Taking by age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degenerated cities began to

improve physical environment through urban regeneration project because of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Cities that succeed in urban regeneration

wished to establish identity differentiating with other cities. Furthermore,

improving quality of life through culture art contents, city brand value

became high and competitive city.

Cities that were doing well only public information are the next thing to

culture experience and food experience. On the other hand, when people

heard the city name, the cities where People want to go, to enjoy culture,

and to live exceed marketing level and are doing branding.

So the researcher thinks that city branding is important establishing peculiar

value that can not be replaced with any city. Through European city branding

study, the point that the researcher observed was a high level of citizenship.

These civic education began systematically from elementary school education

and had infiltrated naturally in consciousness of citizens. The branding's key

factors are leading autonomy and active participation that comes from a high

level of civic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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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search, I establishes researcher's viewpoint on the basis of

theoretical concept about urban regeneration and city branding, and analyzes

foreign city branding examples. With this, I deduced a activation plan that

contributed to raise domestic City Branding value.

First, it must be equipped with sustainable self-generation power if it want

to develop city branding in urban regeneration. The self-generation power in

urban regeneration enables city brand and city branding.

Second, the creative culture art contents influencing competitiveness of the

city and creating jobs by this were key factors that can keep city branding

sustainable.

Third, to activate city branding, through a humanistic approach city image

filled with the identity must be constructed. And local government, agency,

leading citizen participation, and future-oriented discussion between local

agencies and citizens are an essential. For this foundation, it is process going

to city branding in ecumenopolis.

There are a lot of cases that succeed in urban regeneration at domestic

recently, but city equipped with sustainable self-generation power by city

branding is insufficient. Therefore, to success urban regeneration, it is

important to have independent sense of sovereignty and to progress project

by long-term appreciative eye. And first of all, the success of urban

regeneration needs systematic civic education and donation culture in various

field.

The limitation of this research is a point that failed to explore fields

analyzed in cases. Also, because domestic city festival and event, culture art

program is similar, unique and different program is insufficient.

Hereafter, I hope that continuous research is achieved about City Branding

activation plan. And in addition I hope that cities that succeed in internal city

reclamation can go forward repeatedly to worldwide brandi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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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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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목적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공업화에 치중되었던 산업구조는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발달로 인해 세계화, 정보화로 변화되었다. 그에 따른 산업구조

의 변화로 낙후된 도시들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대응책으로 영국과 미국은 도시재생 사업에 주목하였

고, 특히, 영국은 새로운 왕국이라는 컨셉으로 각 도시에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도하였다. 각 도시들은 도시 정체성의 정립과 랜드마크로 도시 이미지를 구축

하였으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원활한 소통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도시재생에 성공한 도시는 홍보 및 광고가 필수적이었으나, 자국 내에서 알리

는 극히 협소한 마케팅이었다. 그리고 도시재생의 성공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여야만 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에서 성공한 

도시는 도시 브랜드 가치의 제고와 자생력을 위한 방안책으로 도시 브랜딩의 중

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도시 브랜딩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도시이미지,

자연경관, 도시의 기능, 도시의 공간구성, 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이벤

트, 그리고 도시 마케팅 등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 

브랜딩은 도시재생과 도시 브랜드를 총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자의 관점은 성공한 도시재생에서의 도시의 정체성, 그 도시의 역

사성과 상징성, 로고, 슬로건 등과 더불어 도시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을 포함한 이러한 모든 과정이 결국은 도시 브랜딩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

이라는 것이다. 즉, 도시민과 방문객이 그 도시의 가치를 즐기고 소비하는 것은 

어떤 도시와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도시만의 고유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향유

가 도시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지는 것은 도시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임으로 

도시 브랜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근래에 국내에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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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생에 성공한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제는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키

워야 하는 단계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각 도시들은 지속 성장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해외 도시 브

랜딩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생력의 핵심과 도시 브랜딩의 주요한 요인을 도

출하고 국내에 필요한 해결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도시 브랜딩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플레이

스 도시 브랜딩에 관한 연구이며, 선행 연구자로는 우희경 주범(2014), 오윤균,

이병민(2013), 박근철, 이지혜, 천의영(2011) 등이다. 반면에 지속가능한 자생력

을 갖추기 위한 창의적인 문화예술 콘텐트 개발로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 

브랜딩 관점의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도시 브랜

딩에 관한 연구로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 브랜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출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 1)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문제 2) 성공한 도시재생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 브랜딩이 핵  

심적인 해결책인가?

문제 3) 6개 해외 도시의 차별화된 전략을 파악한 후 국내에 제고할 시사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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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성공한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 브랜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별화

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해외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도시 브랜딩의 

주요한 요인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와 문헌을 바탕으로 도시 브랜딩을 

탐색하여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로 도시재생에서는 개념과 유형 그리고 성공요인을 파악하고 

도시 브랜딩에서는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도시 브랜딩과 문화예술에 대

해서 이해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재생과 도시 브랜딩의 

관계를 살펴본다.

둘째, 도시 브랜딩을 분석하기 위한 선정기준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첫째, 문

화예술을 기반으로 성공한 도시재생, 둘째, 도시 브랜딩의 요인을 함축

하고 있는 도시, 셋째, 소셜 네트워크에서 선호도가 높은 도시를 사례로 

한다. (삿포로, 에센, 암스테르담, 밴쿠버, 게이츠헤드, 파리)

셋째, 도시 브랜딩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 조연주(2015)의 도시 브랜딩 분

석방법론을 토대로 하드 도시 브랜딩 방법과 소프트 도시 브랜딩 방법

으로 접근한다.

넷째, 도시 브랜딩에 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시 브랜딩의 활성화 방안 및 

시사점을 제안한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도시 브랜딩에 관한 이론적 관점을 

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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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도시재생에 관한 개념, 시대적 배경, 도시재생의 유형별 사례를 선행연구와 문

헌을 토대로 고찰하고, 도시재생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을 도출하고

자 한다.

1) 도시재생의 개념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진행된 지역 경제 침

체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다.1) 대도시 중심구역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주거문제와 심각한 교통난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정책으로 신도시와 확장도시 등 대안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은 대도시 중심구역의 인구, 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감소현상으

로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도시문제와 사회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도심쇠퇴의 문제는 근대적인 도시의 발달이 먼저 이루어진 선진국에서 발생되

었다.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의 도시정비 사업과 신

도시, 신시가지 위주의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황폐화된 도시중심지역의 회복 

한계와 환경문제, 커뮤니티 단절 등 지역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복합적인 

처방으로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2)

위와 같은 도시재생의 범위를 확장하여 Zheng et al.,(2014)3)은 도시재개발과 

같은 개선 이외에도 물리적 건물, 특정한 비전에 의해 주도되는 도시개발 뿐만 

1) 유희정(2013), 「도시재생전략으로서 근대산업 유휴공간을 활용한 컨버전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1.

2) 이필용(2009), 「도시재생사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특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마산시와 순천시

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5-6.

3) P.Roberts H.Sykes R.Granger(2016), 『Urban Regeneration』, (Eds.) London: Sage Publications,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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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김태원

(2018)

도시재생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

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기존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또는 창출함으

로써 물리적, 환경적, 경제적, 생활, 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것

을 의미한다.

서유진

(2018)

도시재생은 도시커뮤니티 유지 및 활성화 과정적 활동으로서 이해관계자간
의 합의형성 등 의사결정시스템을 중시하며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 생활여건 
확보의 물리적인 측면, 사회·문화적 기능회복의 사회적 측면, 도시경제회복의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개념이다. 

이강민

(2018)

도시재생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도시구조에서 기존의 틀을 벗고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변화를 꾀하면서, 아직 변화를 이루지 못한 다른 도시지역(구도
심)의 쇠퇴와 정체를 그 대상으로 물리적인 환경정비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통해 문제점 해결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된 개념이다.

이미숙

(2018)

도시재생은 물리적·환경적, 경제적, 생활·문화적으로 쇠퇴한 도시지역의 현상

을 개선하여 극복하기 위한 재창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라 혼잡한 교통, 빈약한 도시기반 시설, 경제적 및 사회적 기회 창출, 사회적 

네트워크 개선, 그리고 취약 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도시(Urban)는 ‘많은 인구가 모여 살며 

일정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재생(Regeneration)은 ‘낡

거나 버리게 된 물건을 가공하여 다시 쓸 수 있게 만듦’으로4), 도시재생은 도시

에 재생의 의미를 적용한 것이다. 즉, 쇠퇴된 도시를 되살리는 사업으로 기존 도

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뜻

하며, 도시 재개발과 도시 재활성화 등 더 나아가 도시 부흥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의미한다.5)

<표-1> 도시재생에 관한 정의

4) 최용석(2017), 「도시재생사업에서 문화예술요소가 지역이미지 및 주민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

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5) https://ko.wikipedia.org/wiki/ 2018. 08. 04. pm.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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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혜

(2017)

도시재생은 기존에 물리적으로 한정된 개발방식이 아닌 물리적·사회적·경제
적·환경적 등 도시의 총체적인 부분을 재생시키기 위해 행정뿐만 아니라 주
민, 기업 등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하여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총체적으로 재생시키는 것이다.

김승윤

(2017)

도시재생은 지역의 공간·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쇠퇴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과 자연환경, 문화, 역사 등의 지역자원 및 인적자원을 활용해 지
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역사회개발 등의 사회적 재생, 지역경제의 활성
화, 지역고용기회의 창출 등의 경제적 재생, 도시환경정비 등의 물리적 재생
을 꾀하는 총체적인 활동이다.

조현민

(2017)

도시재생은 사회, 경제, 문화, 물리환경 등 종합적 기능개선 및 활성화를 목

표로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주로 주택이나 기반시설 등 물리적 환경정비에 

집중하는 것에 두 개념의 차이를 갖는다. 

조현옥

(2017)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넘어서 물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사
회적 개선까지 고려하고, 사회 · 문화 · 경제 · 물리적 노후지역의 기반시설 
재정비 및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도시
의 활력 및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황종헌

(2017)

도시재생은 쇠퇴한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
하여 불량주거지의 개선 및 노후한 건물 및 시설물의 정비, 나아가 열린 공간
의 확보를 통하여 물리환경·산업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쾌적
한 도시환경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한슬기

(2016)

도시재생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 및 개발 과정에서 물리적인 개선 뿐 
아니라 사회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를 포함하여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지역 커뮤니티를 비롯한 민간섹터의 참여가 강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동복

(2015)

도시재생은 도시커뮤니티 유지 및 활성화 과정적 활동으로써 이해관계자간

의 합의형성 등 의사결정시스템을 중시하고,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인 생활여

건 확보의 물리적인 측면, 도시경제 회복의 경제적 측면, 문화·사회적 기능 

회복의 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개념이다.

김재영

(2015)

도시재생은 기존의 물리적 차원의 도시개발에서 발전된 형태로, 낙후·쇠퇴된 
도시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으로 다각도로 접근하여 도시의 문제를 
재편하고 개선하여 도시를 부흥(renaissance)시킴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회복
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시의 활력을 찾는 것이다.

박승기, 

김태형

(2014)

영국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의 개념은 도시정체성 회복, 물리환경의 지속가능

성 확보, 도시공동체 형성 및 유지, 경제력 활력 저하에 대한 대응이다. 

안서련

(2014)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게 공간을 개선 또는 재생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환경·문화를 꾸준히 보존하고 개발하는 등 물리적 요소와 비물리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시재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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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시재생의 정의에 대한 <표-1>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활성화와 통합

적인 문제해결, 그리고 컨셉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째, 활성화를 주장하는 

선행연구는 김태원, 이강민(2018), 김승윤, 조현민(2017), 김재영(2015)으로 신도

시,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기존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또는 창출함으로써, 물리적·환경적·경제적 그리고 생활·문화

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것이다. 둘째, 통합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주장

하는 선행연구로는 서유진(2018), 권은혜, 황종헌(2017), 한슬기(2016), 김동복

(2015), 박승기·김태응, 안서련(2014)으로 기존에 물리적으로 한정된 개발방식이 

아닌 사회·문화적 기능회복의 사회적 측면, 도시경제회복의 경제적 측면을 동시

에 고려해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 기업 등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통합적 접근방

식이다. 마지막으로 컨셉을 주장하는 선행연구는 이미숙(2018), 조현옥(2017)으로 

도시재생은 물리적·환경적, 경제적, 생활·문화적으로 쇠퇴한 도시지역의 현상을 

개선하여 극복하기 위한 재창조하는 과정과 노후지역의 기반시설 재정비 및 장

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도시의 활력 및 정체

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도시재생에 대해 선행 연구자들은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

한 정의를 토대로 연구자의 관점에서 정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한 쇠퇴 도시와 대도시의 중심구역으로 인한 주거와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는 쇠퇴한 기존 도시에 물리적으로 한정된 개발방식

이 아닌 도시의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컨셉을 가지고 환경적·경제적 그리고 

문화예술적으로 도시를 재생시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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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사례

경제

기반형

산업단지형

-삿포로 팩토리(Sapporo Factory,일본)

-졸버레인 탄광지(Zollverein Coal Mine Complex, 독일)

-셰필드시(Sheffield, 영국)

항만형

-도크랜즈(Docklans, 영국)

-엔디에스엠(Nederlandsche Dok en Scheepsbouw Maatschappij  

  이하 NDSM, 네덜란드)

-그랜빌 아일랜드(Granville Island, 캐나다)

역세권형

-퐁피두센터(Pompidou Center, 프랑스)

-발틱 현대미술관(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 영국)

-789예술특구(798 Art Zone, 중국) 

근린

재생형

중심시가지형

-하이라인파크(High Line Park, 미국)

-포플라 지역(Poplar, 영국)

-토요나카 역전상가(Toyonaka, 일본)

근린주거형

-코인 스트리트(Coin Street, 영국)

-캐슬베일(Castle Vale, 영국)

-발리문(Ballymun, 아일랜드)

2) 도시재생의 유형

앞 소절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도시재생은 대도시 중심구역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주거난과 교통문제, 낙후지역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도시의 컨셉을 가지

고 경제·사회·문화의 지표를 통합적으로 발전시켜 도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박희요(2018)6)의 선행연구인 도시재생의 유형별 추진방향을 토대로 

유형별 사례를 정리하고자 한다.

<표-2> 도시재생의 유형별 사례 

*박희요(2018)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추진방향에 적합한 도시를 선정기준으로 하여 사례를 적용시킴.

박희요(2018)는 <표-2>와 같이 도시재생의 유형을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경제기반형은 쇠퇴한 도심이나 산업단지, 역세권, 항만 

재개발 사업 등의 기성 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 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6) 박희요(2018), 「장소중심 스마트 도시재생 방안 연구-국내외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 12 -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도시재생이다. 둘째, 근린재생형은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

을 둔 것으로 기존 주택지 보존 및 개선과 더불어 지역특색을 살린 산업기반 복

원의 도시재생이다.

<표-3> 도시재생의 유형별 사례- 경제기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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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산업단지형 사례인 삿포로 

팩토리는 원도심축의 회복과 시민들의 삶까지 회복시키는 도시재생이었다. 이어

서 졸버레인은 산업유산을 문화예술 생산지로 재생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

로 도시민이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변모하였다. 마지막으로 

셰필드시는 경제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첨단 산업단지를 조

성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했다.

둘째, 항만형인 도크랜즈는 산업기반형으로 낙후된 항만지역을 상업, 업무, 주

거 등 대규모 도시재생 개발을 추진하여 국제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엔에스디엠

은 옛조선소에 유치된 배를 해상가옥으로 활용하고, 크레인을 리모델링하여 호텔

로 사용, 폐품을 활용하여 상업적인 카페 등 복합문화센터로 변모하였다. 그랜빌 

아일랜드는 복합문화, 상업공간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문화사업의 

장소로 변모하였다.

셋째, 역세권형인 퐁피두센터, 발틱현대미술관, 798예술특구는 근대에 경제적 

역할의 중심지였으나, 이주민 급증으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후 도시재생을 하게 됨으로써,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변화되었다. 특히 798예술

특구는 도시지역공간을 재생하여 복합문화상업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다음 <표-4>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중심시가지형으로 

하이라인파크는 화물전용 고가철도를 도시재생하여 도시민을 위한 공원 공간으

로 조성함으로 지역문화산업 전반에 활성화 역할을 했다. 그리고 포플라지역은 

지역주민들의 친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마련,

교통수단 해결, 다양한 교육활동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마지막으로 

토요나카 역전상가 도시재생은 교통 혼잡으로 인해 지역경제 쇠퇴현상을 가져왔

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만들기 활동 추진 사업을 통해 역전교통문제

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사업, 이벤트 문화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을 실행함으로 문화상업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둘째, 근린주거형으로 코인스트리트, 케슬베일, 발리문은 지역 주민들의 주도적

인 도시재생으로 슬럼가에서 새로운 주민이 이주하고 싶은 도시로 변모하게된 

것은 공원산책로, 공공공간들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자립적인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통해 고양된 도시의 이미지로 변신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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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도시재생의 유형별 사례- 근린재생형

이와 같이 도시유형별 사례를 고찰한 결과, 도시재생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그 

대상 공간과 목적 및 기능, 그리고 규모에 따라 아주 다양7)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기반형의 도시재생은 주민들의 경제적인 생활의 여유를 가져다

주었다면, 근린재생형의 도시재생은 문화와 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주민들의 소

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시민의식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7) 윤입용(2016), 「문화 예술을 활용한 중국의 도시재생-북경과 상해 사례」,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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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성공요인 출처

산

업

단

지

형

삿포로 팩토리

(일본)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증거물

-사회적 교류의 증가

-‘과거-현재-미래’라는 컨셉8)으로 새로운 

용도에 맞게 재구성

이현택(2016)

졸버레인

(독일)

-새로운 용도에 맞게 재구성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증거물

-사회적 교류의 증가

-광산 공업단지를 ‘숲 속의 거주’라는 컨셉

으로 환경을 고려한 도시재생 

이현택(2016)

셰필드시

(영국)

-자산 관리와 활용

-다양한 사업 모델 활용

-사회적 교류의 증가

-도시의 구조와 기능의 연속성

https://blog.nave

r.com/khgc6300

항

만

형

도크랜즈

(영국)

-새로운 용도에 맞게 재구성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

-사회적 교류의 증가

-도시의 구조와 기능의 연속성

임영태‧임윤택(201

3)

엔디에스엠 

(네덜란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증거물

-사회적 교류의 증가

-도시의 구조와 기능의 연속성

-사용자가 주도해 완성하는 ‘보텀업

(bottomup)’방식9)으로 새로운 용도에 맞게 

재구성

http://news.hank

yung.com/article

그랜빌 

아일랜드

(캐나다)

-사회적 교류의 증가

-도시의 구조와 기능의 연속성

-사람 중심의 장소(people place)10)의 도시

재생으로 새로운 용도에 맞게 재구성

오동훈(2010)

3) 도시재생의 성공요인

현대에 이르러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치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추

세로 시민의 행복 추구에 있어서 도시재생은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적 고찰을 통

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도시재생의 유형별 사례를 토대로 선행연구와 인터넷 정

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의 성공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5> 경제기반형의 성공요인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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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세

권

형

퐁피두센터

(프랑스)

-도시의 구조와 기능의 연속성

-사회적 교류의 증가

-주변환경과의 상호, 접근 관계

이현택(2016)

발틱현대미술관

(영국)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증거물

-사회적 교류의 증가

-도시의 구조와 기능의 연속성

-‘새로운 영국’이라는 컨셉으로 새로운 용도

에 맞게 재구성

이미숙(2018)

798예술특구

(중국)

-새로운 용도에 맞게 재구성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증거물

-사회적 교류의 증가

-예술가들의 주도적인 공간개조

이윤희(2011)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산업단지형의 도시재생 성공요인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① 훗카이도의 정치 경제 중심 도시인 삿포로에 위치한 삿포로 팩토리는 일본 

최초의 맥주공장이었다. 그러나 도시의 정치적 기능이 다른 도시로 분산되고 맥

주 양조장마저 다른 도시로 옮겨지면서 삿포로 시는 정치 경제적 기능을 잃게 

되었다.

이 도시재생이 성공하게 된 요인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복합문화공간 시

설로 인해 도시의 인구유입이 증가하면서 경제적인 기능과 시민들의 삶이 회복

되는 사례다.

② 졸버레인은 독일 에센시에 위치하는 유럽 최대의 탄광지역이었으나, 광산이 

폐쇄되면서 졸버레인은 페허 상태로 방치되었다.

졸버레인이 성공하게 된 요인은 산업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광산 시

설들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새로운 용도에 맞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재구성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졸버레인은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성장했다.

③ 셰필드 시는 과거 철강 생산지였으나, 철강산업이 쇠퇴하면서 도시 또한 급

8) 이현택(2016),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정체성과 장소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p.69.

9) https://blog.naver.com/infoswadcom/221280798657 2018. 08. 11. pm.9:00

10) 오동훈(2010), 「문화공간 조성을 활용한 선진 도시재생 성공사례 비교 연구-밴쿠버 그랜빌아일

랜드와 베를린 쿨트어브로이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Vol.23 No.1,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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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낙후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셰필드 시는 대학교와 중소기업을 연계

하여 새로운 첨단산업단지인 셰프 밸리(Sheaf Vally)와 낙후된 구도심에 쇼핑거

리를 조성하여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시도했다. 더 나아가 영국의 문화적 

소재와 대중음악 등 문화적 자산의 원동력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산업도시 이

미지에서 문화산업도시로 탈바꿈시켰다.

셰필드 시의 성공요인은 다양한 산업의 동시다발적 발전으로 인해 쇠퇴한 도

시의 경제기반을 되돌려 놓은 것이다.

둘째, 항만형의 도시재생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도크랜즈는 런던 템즈강 주변의 낙후된 항만지역이었다. 그러나 정부 주도

의 대규모 도시재생을 통해 업무, 상업 시설 등을 유치해 도시의 경제적 기능을 

회복하고, 교육, 의료, 문화, 주거, 양질의 수변공간 등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였

을 뿐만 아니라 인접 도시의 주택난까지 해결한 성공요인 사례이다.

②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강변에 위치한 엔디에스엠은 과거 조선소였으나 조선 

산업이 쇠퇴하면서 그 공간은 방치된 채 남겨졌다. 시에서 무료 수상 대중교통을 

개시한 정책과 함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지역 

인구유입의 증가시킨 것은 엔디에스엠의 성공요인 사례이다.

③ 그랜빌 아일랜드는 캐나다 밴쿠버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이 지역은 

과거 중공업단지였으나 중공업에 대한 수요의 감소로 점점 쇠퇴해갔다. 그랜빌 

아일랜드의 성공요인은 이러한 단지를 상업, 문화, 교육, 주거 등 복합용도구역으

로 재탄생시키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 것

이다.

셋째, 역세권형의 성공요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프랑스 경제중심이었던 파리중심이 이주민 급증으로 우범지역으로 변하자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퐁피두센터를 건립했다. 퐁피두센터는 원활한 교통과 유명

한 관광명소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된 

성공요인 사례이다.

② 영국 타인강변을 중심으로 형성된 게이츠헤드 시는 과거 석탄과 제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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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성공요인 출처

중

심

시

가

지

형

하이라인파크

(미국)

-새로운 용도에 맞게 재구성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증거물

-다양한 사업 모델 활용

-사회적 교류의 증가

-시민참여

이윤희(2011)

포플라지역

(영국)

-새로운 용도에 맞게 재구성

-시민참여

-커뮤니티 중심 개발

https://blog.nave

r.com/decent5

토요나카

역전상가

(일본)

-새로운 용도에 맞게 재구성

-시민참여

-주민들의 관점으로 자발적인 마을만들기

https://blog.nav

er.com/spacecw

근

린

재

생

형

코인스트리트

(영국)

-시민참여

-커뮤니티 중심 개발

-공동체 수익 창출

http://dbmasecen

ter.org

케슬베일

(영국)

-시민참여

-커뮤니티 중심 개발

-공동체 수익 창출

http://korealand.t

istory.com/2874

발리문

(아일랜드)

-시민참여

-커뮤니티 중심 개발

-공동체 수익 창출

http://blog.daum.

net/kfsim

이 발달한 도시였으나 경제대공황을 겪으면서 쇠퇴했다. 과거에 밀가루 공장외관

은 유지하고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현재 발틱 현대미술관으로 재탄생시켰다. 발틱 

현대미술관의 성공 요인은 지리적 주변 환경으로 인해 건설된 밀레니엄 브리지

와 문화예술시설과 함께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

화시킨 사례이다.

③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798예술특구의 성공요인은 과거 대규모 공장지대였

으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버려진 공장지대를 다양한 상업, 문화예술 공간

으로 재구성하여 인구유입이 다시 증가하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 사

례이다.

<표-6> 근린재생형의 성공요인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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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과 같이 근린재생형의 도시재생 성공요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심시가지형의 성공요인으로 ① 미국 뉴욕에 있는 하이라인파크는 철거 

위기에 놓인 화물전용 고가철도였다. 하이라인파크의 성공요인은 뉴욕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가철도를 공원으로 조성, 그리고 주변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

들을 결합하여 지역문화산업 전반을 활성화시킨 사례이다.

② 영국 런던 동부에 위치한 포플라지역은 과거 대중교통수단의 부족으로 다

른 지역들과 접근성이 떨어진 외부공간과 단절된 지역이었다. 포플라지역의 성공

요인은 물리적 재생보다 주민들의 활발한 소통으로 지역의 총체적 재생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초점을 둔 것이다. 그 결과 교통수단의 해결과 다양한 교육, 커

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③ 일본 효고현에 있는 토요나카 역전상가는 낡고 오래된 상점들과 불규칙한 

도로형태로 인해 교통 혼잡과 지역경제 쇠퇴현상이 나타났다. 토요나카 역전상가

의 성공요인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개선, 문화사

업,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실행하며 문화상업 공간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둘째, 근린주거형으로 코인스트리트, 케슬베일, 발리문의 성공요인은 지역 주민

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지역커뮤니티의 개발로 낙후된 동네를 살고 싶은 동네의 

이미지로 변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도시재생의 유형별 사례를 통해 전반적인 성공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경제기반형의 공통적인 도시재생의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과

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증거물, 새로운 용도에 맞게 재구성, 사회적 교류의 증가

가 있었다. 그리고 근린재생형의 공통적인 도시재생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앞에

서 분석한 경제기반형의 성공요인처럼 낙후된 지역 또는 공간을 새로운 용도에 

맞게 재생시켰다는 점과 자발적인 시민참여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탐색하면서 각 도시재생 유형별 성공요인을 통해 차별화된 

요소를 추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삿포로 팩토리는 ‘과거-현재-미래’라는 컨셉으로 공장 건물 외에 굴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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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이의 빈 공간 등의 보존11)으로 옛 공간과 경관의 맥락을 유지하고 새로운 

용도에 맞게 재구성했다.

둘째, 졸버레인은 ‘숲 속의 거주’라는 컨셉으로 도시 내 공원 역할12)을 하는 환

경을 조성했다.

셋째, 엔디에스엠은 ‘보텀업(bottomup: 사용자가 주도해 완성하는 것)’13)방식으

로 추진했다.

넷째, 그랜빌 아일랜드는 도시민과 관광객까지 누릴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장

소(people place)’14)로 조성했다.

다섯째, 발틱 현대미술관의 ‘새로운 영국’이라는 컨셉으로 추진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도시재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요인은 지역 혹은 공간

을 재구성하는 인문학적인 그 도시만의 컨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다음은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브랜딩을 탐색하고자 한다.

11) Op.cit, p.69.

12) Ibid., p.61.

13) https://blog.naver.com/infoswadcom/221280798657 2018. 08. 14. pm.9:30

14) Op.cit,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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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브랜딩에 대한 이해 

앞에서 언급한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도시 브랜

딩의 기본개념을 적립하고, 도시 브랜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브랜딩의 의미

‘브랜드(Brand)’의 어원은 옛 노르웨이어인 ‘Brandr’의 ‘Burn(태우다)’라는 뜻

에서 유래되었다. 이 용어는 가축의 소유주를 표시하여 구별하기 위한 수단이었

다. 고대에서는 생산된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

자의 이름을 벽돌에 새겼다. 브랜드가 처음 활용된 소비문화는 기원전 7세기경

으로 그리스 상인들이 자신의 항아리에 브랜드를 부착시킨 것이 최초의 기록으

로 남아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상인들이 자신의 포도주를 다른 것과 구별하

기 위해 술통에 표시를 한 것이 브랜드의 본격적인 기원이라는 설도 있다. 또한 

국가 상징의 브랜드로는 프랑스의 백합, 로마의 독수리, 일본의 국화를 사용15)하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표시하고 구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 현대에 이르러 브랜드는 표시 구별 상징에 관

한 표현과 더불어 기업 및 제품의 총체적인 이미지를 표출한다.16)

브랜드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aker(1991)는 “브랜드란 판매자들이 상품/서비스를 식별시키고 경쟁자들의 것

과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독특한 이름이나 상징물(로고, 등록상표, 패키지디

자인)”이라고 정의한다. …생략… 한편 Kotler(1991)는 “브랜드는 이름, 용어, 신

호, 심벌, 디자인 혹은 이들 간의 다양한 결합이 경쟁의 것들과 차별화되어 판매

자의 제품 및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Keller(1993)는 브랜드는 

판매자들의 제품/서비스를 식별시키고, 경쟁자들의 것과 차별화하기 위한 이름,

기호, 상징, 디자인 혹은 이들의 결합체라고 정의한다. …생략…Knapp(2001)은 브

15) 박용호(2011), 「경쟁우위를 위한 브랜드 포지셔닝에 관한 연구-파워순환적 접근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9-10.

16) 김대준(2013), 「브랜딩 플레이스에서 나타나는 디자인 컨버전스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

교 대학원 석사논문,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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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를 “고객(소비자)이 받아들인 내면화된 총체적 인상으로서, 그것은 결과적으

로 소비자가 지각하는 기능적이고 감성적인 혜택에 기초하여 소비자들의 마음속

에 뚜렷이 구별되는 포지션”이라고 정의한다.17)

이와 같이 학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브랜드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따라서 브

랜드는 타 기업과 제품에 대한 차별화된 종합적인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리고 브랜드의 종합적인 상징이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지속적인 관계를 맺

는 전략이 브랜딩이라고 사료된다. 브랜딩의 사전적 정의는 ‘이름을 붙이다’이지

만, 블랜딩(상품과 그 무엇과의 혼합, 융합)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된다.18)

“브랜딩은 특별하고 감동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강력한 인식

이나 신념이 될 정도로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브

랜딩은 느끼는 것이다. 당신은 특정 브랜드에 신뢰, 충성도, 편안함, 사랑, 필요

성, 욕구, 행복 등의 감정을 느끼며, 그런 감정들을 수반하는 적절한 경험들을 

통해 그 브랜드에 신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갖는 이러한 감정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감정이 오고 가

는 진정한 소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사람들이 정말로 

감동하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경험의 과정이지 얻고자 하는 대상 그 

자체가 아니다. 브랜딩이란 진정한 경험을 창조하고 당신과 다른 사람간의 진실

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19)

권민(2010)은 그의 저서 ‘브랜딩’에서 브랜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브랜딩이란 소비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다른 

브랜드로 대체될 수 없는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더 나아가 브

랜딩을 도시 브랜딩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7> 도시 브랜딩의 정의

17) Op.cit, pp.13-14.

18) 권민(2010), 『유니타스브랜드 Vol.13 브랜딩』, 바젤커뮤니케이션, p.34.

19) Ibid.,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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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이서진

(2017)

도시 브랜딩은 도시브랜드를 구축하고 관리해가는 과정이며 도시의 이미

지 및 도시상품화에 국한된 도시마케팅의 개념을 넘어 포괄적 개념인 도

시 브랜딩의 차원에서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윤희

(2011)

도시 브랜딩은 해당 도시의 유‧무형적 자산들을 브랜드화하여 시민뿐만 

아니라, 도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도 도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긍

정적이고 친숙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인식시키기 위한 폭넓은 개

념이며, 일종의 마케팅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경미‧김창동

(2010)

도시 브랜딩은 장소에 대한 이미지 마케팅 차원을 넘어 장소가 지닌 포괄

적인 의미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총체적인 과정의 개념이다.

배성미

(2008)

도시 브랜딩은 장소마케팅, 관광마케팅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는 단지 지역을 고객에

게 알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감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

는 것이다. 

Sahin ‧ Baloglu

(2014)

세계시장에서 관광지로서 도시 브랜딩의 경쟁력은 기억에 남을만한 경험

을 제공하거나 긍정적인 입소문의 효과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하나의 

독특한 태도, 브랜드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다.

Kavaratzis

(2004)

도시 브랜딩은 경제적 차원에서 도시의 경쟁우위를 달성하고 동시에 사

회적 차원에서 도시의 정체성과 삶의 질, 그리고 사회적 결속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Kolter ‧ Gertner

(2002)
도시 브랜딩 용어의 컨셉은 장소마케팅을 기반으로 발전되었다.

Kyung mi Lee ‧ 

Sirp De Boer

(2010)

도시 브랜딩은 도시 비전의 전략적 경영을 구성한다. 도시 브랜딩은 도시
개발을 위한 브랜드 컨셉, 그리고 마켓을 통한 소통, 궁극적으로 지속가능
한 경쟁력을 달성하기 위한 총체적인 과정이다. 

<표-7>은 도시 브랜딩 정의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자들의 개념이다. 선행연구

에서 살펴본 도시 브랜딩 정의는 첫째, 차별화된 도시의 이미지 구축과 도시간의 

경쟁력, 둘째, 장소마케팅을 통한 총체적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이서진(2017), Sahin Baloglu(2014), 이윤희(2011), Kyungmi Lee Sirp De

Boer(2010), 배성미(2008), Kavaratzis(2004)는 도시 브랜딩을 지역의 정체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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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도시 브랜딩 차원

Prilenska

(2012)

이미지구축 (Image of the City)

내부투자 (Inward Investment)

도시민의 질향상 (Spatial Quality of the City)

Anholt

(2006)

장소성 (Place)

존재감 (Presence)

잠재력 (Potential)

인적 요소 (People)

역동성 (Pulse)

기본 요건 (Prerequisites)

조하여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도시의 매력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

험을 선사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이경미 김창동(2010), Kolter Gertner(2002)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마케팅

을 넘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장소마케팅을 기반으로 도시 브랜딩을 구축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위와 같이 선행 연구자들은 도시 브랜딩에 대해 차별화된 도시의 이미지 구축

과 도시간의 경쟁력 그리고 장소마케팅을 기반으로 하는 총체적 과정이라고 정

의를 내렸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정의를 토대로 연구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다

음과 같다.

도시 브랜딩은 도시의 정체성, 즉 주요한 컨셉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경험

을 제공하고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여 세계도시로 나아가는 총체적인 과정이라고 

본 연구자는 주장한다.

2) 도시 브랜딩의 필요성 

도시 브랜딩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도시 브랜딩의 

차원과 요소 그리고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8> 도시 브랜딩 차원20)

20) 박근철(2011),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딩 체계에 관한 연구-인천광역시 도시

브랜드 이미지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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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inson

(2004)

개성 (Personality)

포지셔닝 (Positioning)

실체 (Reality)

Kavaratzis

(2004)

1차 커뮤니케이션 (Primary Communication)

2차 커뮤니케이션 (Secondary Communication)

3차 커뮤니케이션 (Tertiary Communication)

<표-8>은 도시 브랜딩 차원에 대한 선행연구로 각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도시 

브랜딩 요소를 고찰하고자 한다.

Prilenska(2012)는 도시 브랜딩 차원을 도시 이미지구축, 도시 내부 투자, 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한 요소로는 도시재생, 재개발, 주요

한 사업을 나타낸다.

Anholt(2006)는 6가지 차원으로 도시 브랜딩을 설명했다. 첫째, 장소성은 도

시의 물리적 경관과 이미지를 나타낸다. 둘째, 존재감은 도시의 국제적인 명성과 

인지도를 나타낸다. 셋째, 잠재력은 도시의 사회, 경제, 정치, 교육, 문화, 기획적 

요소를 타나낸다. 넷째, 인적 요소는 도시민들의 개방성, 친화성, 안전성을 나타

낸다. 다섯째, 역동성은 도시 생활의 매력 및 이벤트, 프로그램을 나타낸다. 여섯

째, 기본 요건은 도시의 생활기반으로 공공시설 및 공공 영역을 나타낸다.

Hankinson(2004)은 도시 브랜딩 차원을 개성, 포지셔닝, 실체로 구분하고,

요소로는 도시의 기능적, 상징적, 경험적, 차별적 속성과 도시의 경관, 프로그램,

서비스로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Kavaratizis(2004)는 도시 브랜딩 커뮤니케이션 요소와 유형을 정

립했다. 이 모델은 크게 1차 커뮤니케이션, 2차 커뮤니케이션, 3차 커뮤니케이션

으로 구분되고, 요소로는 도시 경관, 기반, 조직, 행위와 광고 등 시민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나타냈다.

위와 같이 도시 브랜딩 차원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공감이 되었던 부분은 

Anholt(2006)가 주장하는 도시 브랜딩 차원이었다. 결론적으로 도시 브랜딩은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강력한 호소력을 갖는 정체성, 도

시브랜드 이미지 형성 및 진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선행연구 박근철(2018)에 

따르면 도시 브랜딩은 도시정체성 회복의 관점에서 획일화된 도시정체성의 재해

석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도시 브랜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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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첫째, 도시의 복합적인 속성들과 독특한 가치들을 해석하고 잠재적 기회

요소를 활용하기 위한 실천 수단으로 필요하다. 둘째, 도시 브랜딩은 도시이미지

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필요하다. 셋째, 차별적 긍정적 

도시이미지의 개발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함과 도시이미지와 수용자들 간의 관계 

구축 과정으로 필요하다.

또한 연구자는 도시 브랜딩 필요성의 제고를 위한 도시 브랜딩의 실행 목표를 

선행연구(천정락,2015; 신동재 김준교,2013; 구승회,2009; Kavaratzis,2008; Morgan,2003)를 

토대로 구상하고 정립하였다.

첫째, 도시의 자생형 생태계

도시 브랜딩의 활성화를 위해 먼저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 경제 복지의 측면

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투자 및 관광유치 및 지역강화 등 경제성장을 촉진함으

로 자생형 생태계가 필요하다.

둘째, 문화예술수준 향상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이 

참여함으로 감성이 풍부해지고, 삶의 질 또한 향상된다. 특히 시민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관광

관광유치가 잘 된 도시는 도시경쟁력이 생기고 이로 인해 도시민들의 자긍심 

또한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긍정적인 입소문이 

필요하다. 즉 홍보가 활발히 되어 외부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경험과 다시 가고 

싶은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컨셉

도시 정체성의 핵심은 컨셉이다. 컨셉은 도시 아이덴티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

고 도시 브랜딩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결과는 디자인으로 나타난다. 즉, 컨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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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그 도시의 영혼이며 그 도시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

에 기초하여 도시 브랜딩 전략을 추구한다21). 명확한 컨셉은 사람을 움직이고,

더 높고 거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심오한 철학을 담고22)있기 때

문에 컨셉을 가진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도시간의 차별화된 경쟁력

현대 경쟁사회에서 도시 브랜딩은 도시의 경쟁력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

이다. 도시간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는 그 도시의 독특한 장소적, 문화적 가치가 

담긴 상징적 랜드마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위에서 논지한 도시 브랜딩의 목표를 다섯 가지로 정립하여 

필요성을 재해석했다. 현재 도시 브랜딩의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 본 연구자가 도시 브랜딩의 목표를 필요성으로 재해석한 이유는 일반적

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목표는 필요성에 의해서 설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러한 도시 브랜딩의 목표는 필요성과 깊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연구자의 개념을 <표-9>로 표현했다.

<표-9> 도시 브랜딩 필요성

21) 이미숙(2018), 「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방안-영국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중심

으로-」, 인문사회21 Vol.9 No.3, p.1037.

22) 이도훈(2007),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메가문화이벤트 컨셉 도출에 관한 이론적 고찰-프랙탈 

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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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브랜딩과 문화예술

도시 브랜딩에 있어서 문화예술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 브랜딩에 관한 선행연구 DcChernatony McDonald(1998),

Matson(1994), Kotler et al(1993)에 따르면 최근 문화산업의 부가가치와 이에 대한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중요시되면서, 고유하고 독특한 도시환경을 바탕으로 도

시를 하나의 브랜드로 바라보기 시작했다.23) 선행연구자 나애리(2018)에 따르면 

최근 도시 브랜딩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프로젝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로 축제 및 문화행사는 지역 또는 도시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

된다고 간주했다. 이러한 축제들은 문화예술 축제로 바뀌어 지역 및 도시의 이미

지를 구축하게 되면서 관광산업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경우,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

행사로 개최함으로써 관광도시의 이미지와 함께 문화예술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

했다. 그 결과, 도시의 컨셉을 정확히 구축하고 관광산업과 맞물려 문화예술 도

시로 거듭나도록 많은 노력을 한 유럽 국가들은 성공적인 도시 브랜딩을 이루었

다.24)

위와 같은 도시 브랜딩을 위한 관광산업 도시로서의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나

애리(2018)는 여섯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도시 상징물은 그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요소로, 그 도시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건물이나 장소를 뜻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는 에펠탑과 개선문, 이탈리아 로마는 성 베드로 성당과 콜로세움을 

들 수 있다. 둘째, 문화유산적인 요소로 남겨진 고유의 문화유적지가 도시의 관

광자원이 된 것이다. 이러한 문화유적지를 바탕으로 각 도시의 정체성을 구축해

주는 요소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예로는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체코 프라

하의 구시청사 천문시계 탑을 들 수 있다. 셋째, 축제 및 문화 행사로, 이탈리아 

베네치아 카니발,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등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콘

텐츠를 가지고 거행한 문화예술 축제 및 행사들은 도시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23) 구승회(2009), 「문화경쟁력 평가를 통한 도시 브랜딩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광고PR실학연구,

pp.151-176.

24) 나애리(2018), 「관광산업 도시를 위한 유럽 도시 브랜딩」, 유럽문화예술학회 Vol.9 No1,

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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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넷째, 지역 출신 유명인으로 도시 이미지와 도시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미

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예를 들면 벨기에 안트베르펜의 ‘루벤스의 집’, 프랑스 파

리의 ‘빅토 휴고의 집’과 같이 역사적인 인물이 살던 거주지나, 그들이 남겨놓은 

유산들이 도시에 산재해 있을 경우, 많은 관광객들이 그 도시를 찾게 되는 결과

를 가져왔다. 다섯째, 친환경적인 요소는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확보하여, 친환

경적인 도시 브랜딩을 시도한 것이다. 오래 전부터 유럽의 도시는 ‘도시의 숲’이

라는 컨셉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심 속에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녹색공간을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자연과 더불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추친 사업이다.

그 사례로는 영국 런던의 하이드파크,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숲, 프랑스 파리 블

로뉴 숲이다. 여섯째, 아트페어로 유럽의 경우는 오랜 전통과 문화예술 관련 축

제들을 개최한다. 아트페어는 도시를 문화적으로 이끄는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도시 브랜딩의 역할과 문화예술 이미지를 구축한다.

이러한 여섯가지 요인을 통해 문화예술의 생산, 소비, 여건의 선순환적 확대는 

문화경쟁력의 전제조건으로 도시 브랜딩에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다25).

이와 같이 나애리(2018)는 도시 브랜딩을 관광산업 도시 관점으로 분석하였으나,

연구자는 도시 브랜딩을 문화예술 관점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문화예술은 현대인이 요구하는 삶의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

(base)이며, 사회, 경제, 도시 환경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문화적 요소이다. 이

러한 문화적 요소를 개발하여 도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을 활

용한 도시 브랜딩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경관 및 환경개선을 통해 도시민 삶

의 질을 향상시켰다.26)

이렇듯 문화예술이 도시 브랜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은 도시의 고유한 문화와 예술산업을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새로

운 문화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둘째, 시민들에게 창조적 행위나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새로운 문화

예술 경험을 제공한다.

25) Op.cit, pp.151-176.

26) 원제무(2011), 『창조도시 예감, 한양대학교출판부』, pp.2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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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문화예술은 도시의 역사성, 혁신성, 유연성, 다양성, 쾌적성의 바탕 위

에27)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넷째, 소셜 네트워크는 문화예술 축제를 통해 그 도시의 홍보 및 세계적인 도

시로 나아갈 수 있는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문화예술은 인문학적인 요소의 한 부분으로써 방문객과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화예

술은 도시 브랜딩에 있어서 주요한 화두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도시 브랜딩과 문화예술이 밀접한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도시재생과 도시 브랜딩의 관계를 탐색하

고자 한다.

27) Op.cit,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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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재생과 도시 브랜딩의 관계

이 장에서는 도시재생과 도시 브랜딩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원제무(2011)의 

저서 ‘창조도시 예감’을 토대로 연구자의 관점에서 <표-10>과 같이 재정리하였

다.

<표-10> 도시재생 프로세스

※원제무(2011), �창조도시 예감�, p.243를 토대로 연구자 관점에서 재정리함

도시재생에서 도시 브랜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영국의 사례를 토대로 <표

-10>에 적용시켜 해석하고자 한다. 영국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쇠퇴한 도시를 재

생하기 위하여 ‘새로운 영국’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문화예술과 도시의 여건을 조

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례로 게이츠헤드 시의 발틱 현대미술관은 버려진 밀가루 공장의 간

판을 그대로 두어 도시민으로부터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게 하고, 내부는  미

술관이라는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시켰다. 또한 발틱 현대미술관 주변에 세이지 

음악당, 북방의 천사 조각상, 밀레니엄 브리지 등 문화적 랜드마크를 건설함으로

써 도시미관을 새롭게 구축했다. 특히 밀레니엄 브리지는 환경 생태적인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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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린 다리로, 커다란 아치 형태의 디자인 또한 독특하다. 사람과 자전거만 통행

이 가능하고, 다리보다 높은 배가 지나갈 때는 양쪽 끝 축을 중심으로 40도 각

도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배가 지나갈 수 있는 높이를 확보해준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눈이 윙크를 하듯 움직이는 형상으로 ‘윙크하는 다리’ 혹은 ‘깜박이는 다리’

로 유명하다. 그리고 밀레니엄 브리지를 통해 게이츠헤드 시와 인접한 뉴캐슬 지

역을 물리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도시민들의 원활한 소통을 시도했다. 이렇듯 밀

레니엄 브리지는 단순히 기능적 요소뿐 만 아니라 미적 요소와 더 나아가 주변 

환경이 잘 어우러져 있다.28) 이러한 장소의 개발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세계

적인 문화예술도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게이츠헤드 시는 “소장품 없는 

21세기 미술관”이라는 추진전략으로 재해석하여 그 도시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갤러리와 작가들이 새로운 창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작업실, 전망 공간, 어린이를 위한 교육 공간,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 프로그램 

등 시민을 위한 문화서비스를 창출하여 다른 미술관과 확연하게 차별성을 두었

다. 이러한 게이츠헤드 시는 성공한 도시재생으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와 수입창

출은 경제 활성화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그 도시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두었다. 이렇듯 성공적인 문화예술 도시재생은 도시 브랜딩으로 가

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11>은 원제무(2011)의 저서 ‘창조도시 예감’을 토대로 도시 브랜딩 

프로세스를 영국의 게이츠헤드 시 사례로 연구자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게

이츠헤드 시의 주요한 컨셉은 성공적인 문화예술 도시재생으로 이끌었다. 이는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여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도

시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그리고 발틱 현대미술관과 세이지 음악당은 다양한 전

시와 교육 및 문화 참여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융 복합 교육 및 실

험적인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도시민들

의 정체성, 즐거움, 심미성29)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성공적인 문화적 공동체를 창

조하였다. 또한 발틱 현대미술관은 신인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레지던스 프로

그램을 운영하여 예술가들 간의 교류의 장, 그리고 예술가와 시민이 소통하는30)

28)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 2018.09.02. am.2:51

29) Op.cit,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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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도심내의 문화예술 

시설들이 서로 가깝게 위치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듯 도시의 환경적 경제적 생활 문화적 자원은 문화예술의 차별화와 도시 브

랜딩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도시 브랜딩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자

의 관점은, ‘도시재생과 도시 브랜딩은 세계도시로 가는 형성과정’이라고 주장한

다.

<표-11> 도시 브랜딩 프로세스

※원제무(2011), �창도도시 예감�, p.245를 토대로 연구자 관점에서 재정리함

30) Op.cit, p.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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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세계도시로 가는 형성과정

이러한 관점을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선행연구자 Friedmann(1986)에 의하면 ‘세계도시(world city)’개념은 세계화에 

따른 자본축적의 기점으로 제시하고, 도시를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변화를 분석한

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자 King(1990)은 세계도시에 대해 법률, 금융,

보험, 기업서비스, 회계, 광고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계층을 양산하고, 다른 한편

으로는 저급 저임금의 건물관리, 청소, 사무, 판매, 가사, 호텔, 식당 등의 직종에 

있어 거대한 수요를 창출한다31)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세계도시 개념은  

Sassen(1991)의 글로벌 시티(global city)로 발전되고, Friedmann(1995)에 따르면,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와 소비주의적인(consumeristic)문화는 세계도시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세계시민주의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요리, 축제, 라이프스

타일)를 수용하는 태도32)를 말한다. 따라서 세계도시는 동일한 세계문화를 공유

31) King Anthony(1990), Global Cities: Post-Imperialism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London, p.28. 김준우(2003), 「세계도시의 문화적 특성: 한국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Vol.5 No.1 p.108. 재인용

32) 김준우(2003), 「세계도시의 문화적 특성: 한국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Vol.5 No.1

pp.10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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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 외에도 세계도시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Taylor(2004)의 세계도시 네트워크(world city network), 권규상(2018)의 세계도시

의 형성에 있어서 영향33)에 관한 연구 등이다. 연구자는 이와 같이 도시 브랜딩

은 세계도시로 가는 형성과정임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다음 3장에서는 도시 브랜딩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33) 권규상(2018), 「세계도시 네트워크에서 위치 찾기: 네트워크 위치성과 도시 경제성장 간 관계

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 Vol.21 No.1,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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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시 브랜딩에 관한 사례 분석

제1절 사례선정 및 분석 방법

제2절 사례조사

제3절 사례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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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명

지도

도시 브랜딩의 장소성

도시 브랜딩 주요 특성에 

관한 이미지

Ⅲ. 도시 브랜딩에 관한 사례 분석

이 장에서는 도시 브랜딩에 관한 사례를 선정한 후, 선행연구 조연주(2015)의 

도시 브랜딩의 틀을 토대로 도시 브랜딩 방법을 적용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1. 사례선정 및 분석 방법

사례선정 기준은 연구자 관점에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성공한 도시재생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도시 브랜딩의 요인이 내제된 도시

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첫째,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성공한 도시재생

둘째, 도시 브랜딩의 요인(도시 이미지, 경관, 기능, 공간, 서비스)을 함축 

셋째, 소셜 네트워크에서 선호도가 높은 도시

이에 본 연구에서 분석할 사례 도시는 삿포로, 에센, 암스테르담, 밴쿠버, 게이

츠헤드, 파리로 6곳이다.

도시 브랜딩 분석방법에 있어서, 하드 도시 브랜딩 방법과 소프트 도시 브랜딩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조연주,2015). 그리고 앞 장에서 고찰한 도

시 브랜딩의 주요인을 적용시켜 재정리하였다.

<표-13> 도시브랜딩의 도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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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법

도시환경

역사성을 살린 

건축물의 재생

랜드마크의 

활용

자연적

요소의 도입

접근성제고

도시활동

문화자원과 

연계

차별화된 

공간 구성

도시 브랜딩에 있어서 주요인을 도시예술, 도시환경, 도시생활, 도시활동, 도시

이벤트로 분류하였다. 연구자는 하드 도시 브랜딩 방법을 도시환경, 도시활동을 

포함시키고, 소프트 도시 브랜딩 방법에서는 도시이벤트, 도시예술, 도시생활로 

포함시켰다.

<표-14> 하드 도시 브랜딩 방법

먼저 하드 도시 브랜딩 방법에 있어서 첫째, 도시환경은 역사성을 살린 건축물

의 재생, 랜드마크의 활용, 자연적 요소의 도입, 접근성이다. 이러한 요인은 도시

의 역사와 생태문화예술의 도시, 도시의 위상을 드러내는 랜드마크, 시민들이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등으로 이를 도시환경 측면으로 접근했다.

둘째, 도시활동은 문화자원과 연계, 차별화된 공간이다. 이러한 구성은 문화유

산과 문화시설의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 수용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도시활동 

측면으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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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법

도시이벤트
다양한

프로그램

도시예술

스토리텔링

브랜드

요소의 활용

도시생활

지속가능성

인적자원의

활용

네트워킹

<표-15> 소프트 도시 브랜딩 방법

소프트 도시 브랜딩 방법에 있어서 첫째, 도시이벤트는 다양한 프로그램이고 

둘째, 도시예술은 스토리텔링과 브랜드 요소의 활용이다. 셋째, 도시생활은 지속

가능성, 인적자원의 활용, 네트워킹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례선정 6곳과 이러한 분석 방법으로 각 도시의 도시 브랜딩에 관

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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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명 삿포로

지도

도시 브랜딩의 장소성

-오도리 공원(Odori Park)

-삿포로 팩토리(Sapporo factory)

-삿포로 TV 타워(Sapporo TV Tower)

도시 브랜딩 주요 

특성에 관한 이미지

2. 사례 조사

1. 일본 삿포로 

<표-16> 삿포로의 도시개요

일본 홋카이도에 위치한 삿포로는 홋카이도의 도청이 있는 행정중심지이다. 삿

포로의 시가지는 잘 정비된 계획도시이고, 1972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터

널 개통과 고속도로 정비 및 공항 개항으로 인해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다. 삿포

로 시가지 중심에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긴 산책로로 조성된 오도리 공원과 그 

주변에 유서 깊은 근대건물 및 삿포로 TV타워 등이 위치해있다. 삿포로 맥주공

장은 훗카이도 삿포로에 생긴 일본 최초의 맥주공장이다. 삿포로 맥주공장은 양

조장 기능이 삿포로 근처 에니와(Eniwa)로 옮겨지면서 쇠퇴된 건물을 도시재생 

일환으로 복합문화공간인 삿포로 팩토리로 전환되었다. 훗카이도 삿포로 시에서 

도시 브랜딩의 주요한 곳으로는 오도리 공원의 계절별 축제와 TV 타워, 삿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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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법

도시환경

역사성을 살린 

건축물의 재생

‧삿포로 팩토리는 근대 건축물인 적벽돌 맥주공장 건물과 굴

뚝 보존, 아트리움설계

랜드마크의 

활용

‧삿포로 팩토리는 외관이 보존된 근대건축물 자체가 랜드마크

로 기능하면서 차별화된 분위기 형성

‧삿포로 TV 타워는 삿포로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자연적

요소의 도입
‧삿포로시의 각각 차별화된 다양한 공원 조성

접근성제고

‧쇠퇴된 과거 도시의 원도심축이었던 삿포로 맥주 공장을 재

생시킴으로써 원도심축과 주변 지역까지 연결시킴

‧삿포로 오도리공원, 나카지마공원(Nakajima Park), 스스키노 

거리(Susukino Street)의 눈꽃축제와 마코마나이(Makomanai)

의 아이스링크의 거리는 수직으로 연결되어있어 접근성 용이

함 

도시활동

문화자원과 

연계

‧삿포로 팩토리는 적벽돌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하여 맥

주 양조과정과 맥주 맛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형성

‧매년 삿포로 눈축제를 통한 관광벨트 조성

차별화된 

공간 구성

‧삿포로 팩토리는 전시관, 쇼핑센터, 오락시설, 오피스, 호텔로 

구성하고 아트리움 공간에 다양한 이벤트를 위한 무대조성  

‧매년 오도리공원 주변은 눈꽃축제를 위한 공간 조성

팩토리 등이다. 특히 삿포로 TV타워는 오도리 공원뿐만 아니라 삿포로 시를 내

려다볼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삿포로 시의 하드 도시 브랜딩 방법을 보면 다음 <표-17>과 같다.

<표-17> 삿포로 하드 도시 브랜딩 방법

하드 도시 브랜딩 방법에 있어서 도시환경을 살펴보면, 삿포로 팩토리는 근대 

건축의 역사적인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외벽의 적벽돌과 굴뚝을 보존하였다. 이

러한 역사적인 건축물은 랜드마크적인 요인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맥주

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원도심축과 주변 지역까지 연결되어 접

근성이 용이해졌다. 그리고 삿포로 도심에 위치한 오도리 공원과 주변의 나카지

마 공원, 스스키노 거리, 마코마나이의 아이스링크에서의 얼음조각 경연대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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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법

도시이벤트
다양한

프로그램

‧삿포로 팩토리 아트리움에서 계절별, 시기별로 다양한 이벤트 

‧맥주 양조과정과 맥주 맛을 직접 체험 

‧삿포로 눈꽃축제에서 얼음조각경연대회

도시예술

스토리텔링

‧역사를 간직한 상징적인 장소를 복합문화공간으로, 2차 세계

대전에 시달린 삿포로 시민들을 위로하는 의도로 눈꽃축제 이

벤트를 개최함으로 시민들의 삶을 회복과 삿포로의 춥고 긴 

겨울을 즐겁게 보내자는 데 의의가 있음

브랜드

요소의 활용

‧삿포로시 로고의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차별화된 색상, 

다양한 질감과 컬러 등의 시각적 요소를 부각시킴

‧관광객들의 각기 다른 감성적인 경험을 내재시켜 플렉서블 아

이덴티티로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인지도 상승효과, 도시의 

강렬한 이미지, 위상을 나타냄

도시생활

지속가능성
‧원도심축의 삿포로 팩토리와 새로운 축의 삿포로 눈 축제 이

벤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각각 역할을 강화

인적자원의

활용

‧예술가, 조각가, 미디어 아티스트, 시민, 관광객, 삿포로 시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

네트워킹

‧홈페이지를 통해  기획 전시, 축제, 이벤트 등을 확인

‧삿포로 맥주 견학과 색다른 체험 그리고 눈꽃축제를 SNS로 

공유

눈꽃 축제는 도시의 새로운 도심축을 형성시켰다. 다음은 도시활동으로 삿포로 

팩토리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뿐 만 아니라 삿포로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독

특한 맥주 맛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삿포로 팩토리와 오도리 공원의 눈꽃 축

제는 관광벨트로 조성되어 있어 삿포로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로 삿포로 도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특별한 기억을 제공한다. 따라서 

방문객에 있어서 삿포로는 다른 도시에서 대체할 수 없는 도시 브랜딩화된 도시

라고 사료된다.

<표-18> 삿포로 소프트 도시 브랜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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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도시 브랜딩 방법에 있어서 첫째, 도시이벤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삿포로 팩토리의 맥주 체험과 아트리움에서 계절별, 시기별로 열리는 다양한 행

사와 삿포로 시에서 기획한 세계적인 눈꽃축제는 시민과 방문객들을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많은 경험을 제공한다. 둘째, 도시예술에서 삿포로 시는 과거에 

쇠퇴한 맥주공장을 도시의 역사와 상징적인 장소로 남기고자 했다. 그리고 제 2

차 세계대전에 시달린 삿포로 시민들을 위로하는 의도로 눈꽃축제 이벤트를 개

최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춥고 긴 겨울을 즐겁게 보내자는 스토리텔링의 의미

를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삿포로 시 로고는 홋카이도 개척사를 상징하는 북극성

의 모양을 땄으며, 이 로고는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차별화된 색상과 다양

한 질감으로 시각적 요소를 부각시켰다. 더 나아가 티셔츠, 기념품 등 관광 상품

에 패키지 디자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셋째, 도시 생활에서는 예술가, 시민, 관광

객 등 다방면의 인적자원과 삿포로 시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양한 문화행

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SNS로 공유하여 간접체험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연구자는 도시 브랜딩의 주요한 요인을 초점에 맞춰 삿포로 팩토리

와 눈꽃축제 그리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틀

에 적용시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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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명 에센 

지도

도시 브랜딩의 장소성
-졸버레인 광산 공업단지(Zollverein Coal Mine Complex in 

Essen)

도시 브랜딩 주요 

특성에 관한 이미지

2. 독일 에센

<표-19> 에센의 도시개요

독일 서부에 위치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는 과거 

철광, 석탄 산업의 최대 생산지로 독일 산업 경제의 중심이었다. 에센(Essen) 시

는 독일을 대표하는 공업도시에 속한다. 에센 시에 위치한 졸버레인(Zollverein)

은 광산 공업지대로 세계 최대 탄광 지역이었다. 폐광 이후 페허 상태로 방치된 

이 공간은 유럽연합이 시행한 ‘유럽문화수도’사업34)으로 선정되어 과거 도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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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법

도시환경

역사성을 살린 

건축물의 재생

‧졸버레인 광산의 코크스공장, 58m높이의 수직 갱 ‘샤프트12’ 

형태와 외형 보존

‧내부의 녹슨 철 기둥, 붉은 벽돌 또한 보존

랜드마크의 

활용

‧‘샤프트 12’는 거대한 지상 채탄시설로 졸버레인의 상징이며 

문화공간으로 변신하여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됨

자연적

요소의 도입
‧광산 공업단지에 식물들을 곳곳이 심어 숲과 산책로 조성

접근성제고

‧부지 내의 숲을 따라 형성된 도로 체계는 주변의 주거지역과 

연결되어 접근성향상

‧부지 주변의 도로들이 새로 건설되고 터널을 통해 기존 고속

도로가 확장되면서 부지로의 접근 또한 용이

‧과거 코크스 공장 레일 트랙이 보도나 자전거 도로로 바뀌어 

공공 공간으로 사용

전의 기반이 되었던 철광, 석탄 산업의 유산들을 활용한 문화예술 중심의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 대규모의 광산 박물관과 현대예술센터로 

디자인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변화되었다. 특히, ‘도심 속의 숲’이라는 컨셉으로 

공업단지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여 단지 내 공원을 형성했다. 이처럼 버려진 광산 

공업단지를 도시민과 방문객이 문화예술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

꿈하였다. 에센 시의 졸버레인은 성공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

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도시의 자생력을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이

벤트를 시도하고 있다.

에센 시의 하드 도시 브랜딩 방법을 보면 다음 <표-20>과 같다.

<표-20> 에센 하드 도시 브랜딩 방법

34) 유럽문화수도 사업: 1983년 그리스 문화부 장관 멜리나 메르쿠리(Melina Mercouri)가 도입한 

이 사업은 개최도시의 경제적 부흥과 도시발전을 목표로 삼아 도시의 지명도 및 경제력 등을 종

합하여 선정한다. 1985sus ‘유럽문화도시’로 그리스 아테네가 선정, 1988년 서베를린, 이후 2010

년에는 독일 에센-루르 지역이 선정되었다. 1999년부터 사업 명칭이 바뀌어 2005년부터는 ‘유럽

문화수도’로 불리게 되었다. https://blog.naver.com/dgucenter/221008731716 2018.09.13. pm.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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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동

문화지원과 

연계

‧전시 및 공연시설, 박물관 등 문화자원을 통한 관광벨트 조

성

차별화된 

공간 구성

‧박물관, 극장, 디자인스쿨, 카페, 기념품 판매장, 전망대 등 

문화예술공간 조성

구분 방법

도시이벤트
다양한

프로그램

‧도시민을 위한 여가생활

‧무용,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 개최

‧과거 1000m 깊이의 광산을 직접 체험 

도시예술

스토리텔링

‧과거 광산 공업단지에서 현재 문화예술단지로 변화한 졸버

레인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 현재 투어 가이드 역할을 하면

서 방문객들에게 그곳의 역사와 구조를 공유하는데 의의가 

있음 

브랜드

요소의 활용

‧‘샤프트12’의 지붕 모양을 형상화 하여 로고와 슬로건에 표

현함

하드 도시 브랜딩 방법에 있어서 도시환경을 살펴보면, 졸버레인은 유럽 중공

업의 산 증거물이자 세계 건축사적인 기념비로 남기기 위해 건물외부와 갱도, 광

산 시설들을 보전하였다. 그 중 58m 높이의 수직 갱이었던 ‘샤프트 12’는 문화공

간과 전망대로 재생되어 졸버레인과 에센 시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랜드

마크가 되었다. 그리고 광산 폐기물로 오염되었던 공업단지를 숲과 산책로로 조

성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부지 내의 숲을 따라 

형성된 도로 체계는 주변의 지역들과 연결되고, 또한 기존의 도로가 확장되고 새

로운 도로, 터널들이 건설되면서 졸버레인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도시활동

으로 졸버레인은 실제 석탄을 운송했던 갱도와 1000m 깊이의 광산을 체험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박물관, 전시 및 공연시설, 전망대 등 문화자원 관광벨트를 조성

하여 시민과 도시 방문객들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점으

로 성장했다.

<표-21> 에센 소프트 도시 브랜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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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활

지속가능성

‧새로운 기능, 다양한 변화 추구의 콘서트, 이벤트, 축제 행사

를 진행함으로써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입

‧도시민과 방문객이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인적자원의

활용

‧엄청난 면적의 졸버레인 광산 공업단지를 문화재 보호 구역

으로 지정하고, 다수의 건축가, 계획가, 조경가, 예술가, 공학

자 및 시민, 환경단체, 지방정부, 기업 등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프로젝트 진행

네트워킹

‧홈페이지를 통해 박물관이나 기획 전시, 축제, 이벤트 등을 

확인

‧광산 모습 견학과 색다른 체험 그리고 가이드를 통한 현장

설명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과 소통

소프트 도시 브랜딩 방법에 있어서 첫째, 도시이벤트를 살펴보면, 졸버레인은 

광산 체험 프로그램과 무용,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여

름에는 공장 건물 사이에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야외 수영장과 겨울철에는 공장

의 수로를 얼려 간이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야외극장에서 영화 

관람을 기획함으로써 시민과 방문객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둘째, 도시예술에서 졸버레인은 과거 탄광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 여행자들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스토리와 체험을 제공한다. 그리고 졸버

레인의 대표적인 아이콘 ‘샤프트12’는 지붕 모양을 형상화하여 도시의 로고와 슬

로건에 적용시켰다.

셋째, 도시생활에서 에센 시는 엄청난 규모의 졸버레인 광산 공업단지를 문화

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건축가, 계획가, 조경가, 예술가, 공

학자 및 시민, 환경단체, 지방정부, 기업 등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발전이 지속

가능하도록 프로젝트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이러한 문화예술 프

로그램을 축제, 이벤트 등으로 기획하여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졸버

레인의 광산 견학과 체험, 가이드를 통한 현장설명 프로그램은 관광객들과 소통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졸버레인은 성공한 도시재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도시 브랜딩화가 되

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에센 시의 지리적인 자연풍광이나 역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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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명 암스테르담 

지도

도시 브랜딩의 장소성

- 뮤지움플레인(Museumplein)

-암스테르담 운하(Amsterdam canal)

-베스테르파크(Wester Park)

-엔디에스엠(NDSM)

도시 브랜딩 주요 

특성에 관한 이미지

장소성이 한정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 도시가 도시 브랜딩

화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기능과 도시 이벤트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표-22> 암스테르담의 도시개요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Amsterdam)은 경제와 문화 중심의 도시이다.

암스테르담은 암스텔 강(Amstel River) 하구에 둑을 쌓아 건설된 계획도시로 도

시의 중심이 부채꼴 모양으로 크고 작은 운하가 사방으로 뻗어 있다. 이러한 암

스테르담 운하는 도시의 틀을 형성하고, 네덜란드 문화를 반영한 축제가 열리는 

등 관광자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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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법

도시환경

역사성을 살린 

건축물의 재생

‧베스테르공원의 버려진 공장시설 보존

‧엔디에스엠의 버려진 배, 선박 정비소, 50m 높이의 크레인 

보존

랜드마크의 

활용

‧뮤지움플레인 광장의 ‘I amsterdam’조형물

‧버려진 조선소의 크레인에 방을 설치하여 호텔로 개조한 

50m 높이의 크레인은 엔디에스엠의 랜드마크 역할을 함

자연적

요소의 도입
‧버려진 가스공장 부지를 베스테르공원으로 재조성

접근성제고 ‧무료 수상 대중교통으로 육지와 엔디에스엠의 접근성 향상 

테르담 뮤지움플레인(Museumplein)광장의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Rijksmuseum)

은 네오고딕 양식의 고풍스러운 외관과 미술관 앞에 설치된 ‘I amsterdam’조형

물로 도시의 명소로 꼽힌다. 국립 미술관이외에도 반 고흐 미술관(Van Gogh

Museum), 시립 미술관(Stedelijk Museum)은 시민뿐 만 아니라 방문객도 문화예

술 생활을 즐길 수 있다. 과거에 암스테르담 서쪽에 위치한 베스테르공원(Wester

Park)은 석탄에서 추출한 가스를 공급하는 공장이었으나 천연 가스 개발로 인해 

버려진 공장 공간을 환경정화사업을 거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원으로 탈바

꿈했다. 그 결과, 현재 베스테르공원은 다양한 이벤트, 축제 그리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남쪽의 담 광장(Dam Square)으로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오

래된 왕궁과 2차 세계대전 기념비가 있으며, 암스테르담 북쪽에 위치한 엔디에

스엠(NDSM)은 과거 조선소를 도시재생하여 다양한 예술, 공연, 축제, 행사 등이 

열리는 유명한 문화예술의 장소가 되었다.

이와 같이 암스테르담에서 도시 브랜딩의 주요한 곳으로 뮤지움플레인과 암스

테르담 운하, 베스테르공원, 엔디에스엠을 들 수 있다.

암스테르담의 하드 도시 브랜딩 방법을 보면 다음 <표-23>와 같다.

<표-23> 암스테르담 하드 도시 브랜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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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동

문화자원과 

연계
‧전시 및 각종 음악 축제 등 문화자원을 통한 관광벨트 조성

차별화된 

공간 구성

‧엠디에스엠은 예술가를 위한 네트워크 스튜디오, 공연장, 전

시회 등 문화예술 공간 대여와 오피스, 카페, 레스토랑, 호텔 

등 상업공간 조성

구분 방법

도시이벤트
다양한

프로그램

‧엔디에스엠에서 매주 토요일 유럽 최대 벼룩시장 개최

‧엔디에스엠 지역주민 및 암스테르담 시민 전체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영화나 방송 등 촬영, 패션쇼나 콘서트 등 공연장으로 활용

되고 연극, 공연, 축제 개최

‧매년 운하에서 진행되는 ‘게이 프라이드 운하 퍼레이드(Gay 

Pride Canal Parade)’축제

하드 도시 브랜딩 방법에 있어 도시환경을 살펴보면, 암스테르담의 베스테르공

원은 버려진 가스공장의 외부를 보존하고, 엔디에스엠은 과거 조선소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선박 정비소, 컨테이너 박스와 창고, 크레인, 버려진 배를 보존하

였다. 그 중에서도 파랄다 크레인 호텔(Faralda Kraan Hotel)은 50m 높이의 크

레인을 개조해 만든 호텔로 엔디에스엠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무료 수상 대중

교통의 개통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그리고 뮤지움플레인 

광장의 ‘I amsterdam’조형물은 시민과 관광객의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이자 암스

테르담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도시활동으로 암스테르담은 담 광장의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왕궁과 뮤지움

플레인의 미술관, 엔디에스엠의 전시, 음악 및 각종 축제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가 잘 조성되어 있어 암스테르담의 관광객유입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24> 암스테르담 소프트 도시 브랜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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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예술

스토리텔링

‧많은 이주민을 수용한 도시인 암스테르담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축제 행사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

하는데 의의가 있음  

브랜드

요소의 활용

‧‘I amsterdam’의 문구는 조형물뿐 만 아니라 시티카드(City 

Card), 티셔츠, 기념품 등 다양하게 표현

도시생활

지속가능성

‧새로운 기능, 다양한 변화 추구의 콘서트, 이벤트, 축제 행사

를 진행함으로써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입

‧도시민들과 방문객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 참여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제공

인적자원의

활용

‧암스테르담 정부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민간부문 

주체인 예술가조직은 운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역의 물리

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의 정체성이 될 문화예술 프로그

램 및 운영, 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엔디에스엠 도시재생 프

로젝트 진행

네트워킹

‧엔디에스엠 홈페이지를 통해 박물관이나 기획 전시, 축제, 

이벤트 등을 확인

‧암스테르담 시에서 운영하는 SNS를 통한 소통과 공감 형성

소프트 도시 브랜딩 방법에 있어 첫째, 도시이벤트를 살펴보면, 암스테르담은 

매년마다 운하에서 진행하는 ‘게이 프라이드 운하 퍼레이드(Gay Pride Canal

Parade)’축제를 기획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인권과 인간의 선택을 중시하는 자

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엔디에스엠은 지역주민 및 암스테르담 시

민 전체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벼룩시장은 유럽 최대의 규모이다. 둘째, 도시예술에서 스토리텔링은 다양한 문

화를 접할 수 있는 암스테르담의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

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은 마케팅 슬로건으로 ‘I amsterdam’

문구를 조형물로 설치할 뿐 만 아니라 티셔츠, 시티카드, 기념품 등 다양한 방법

으로 활용된다. 특히 독특한 로고가 담긴 패키지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관광객들

에게 각인시킨다. 셋째, 도시생활에서 엔디에스엠은 정부와 예술가조직의 운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역의 물리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리한다. 이러한 프로젝트 전략은 도시민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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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명 밴쿠버 (캐나다)

지도

도시 브랜딩의 장소성

-스탠리파크(Stanley Park)

- 개스타운(Gas Town)

-텔러스 사이언스 월드(Science World at TELUS World of 

Science)

-그랜빌아일랜드(Granville Island)

도시 브랜딩 주요 

특성에 관한 이미지

예술 활동을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은 암스테르담을 다시 찾고 싶은 욕망을 자극한다.

4. 캐나다 밴쿠버

<표-25> 밴쿠버의 도시개요

밴쿠버(Vancouver)는 상공업과 무역항이 발달한 항만도시로 캐나다 제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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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이다. 밴쿠버는 조지아 해협의 버라드만(Burrard Inlet)과 프레이저 강

(Fraser River)의 삼각주 사이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만년설로 뒤덮인 코스트마

운틴(Coast Mountaion)과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해안가 등 수려한 경관으

로 유명하다. 또한 밴쿠버는 공원들이 잘 조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다운타운

의 서쪽 반도에 위치한 스탠리 파크(Stanley Park)는 바다로 둘러싸인 원시림 공

원으로 도시민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밴쿠버 다

운타운의 북동쪽 워터 거리(Water Street)를 중심으로 형성된 개스타운(Gastown)

은 과거 밴쿠버의 시가지가 형성된 곳이다. 따라서 개스타운에는 19세기의 건물

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도시민과 관광객들은 역사적인 장소성을 느낄 수 있다. 그

리고 웨스트 메인 스트리트(West Main Street)에 위치한 텔러스사이언스월드

(Science World at TELUS World of Science)의 둥근 모양 외관은 밴쿠버의 랜드

마크적인 역할을 한다. 최첨단 과학 및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도시민들의 체험 장소로 알려져 있다. 밴

쿠버 남쪽에 위치한 그랜빌 아일랜드는 도시재생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축

제가 열리는 복합용도구역으로 도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로 재탄생되었다.

따라서 연구자의 관점에서는 밴쿠버 도시 브랜딩의 주요한 핵심을 논지하자면,

첫째, 역사성을 지닌 개스타운, 둘째,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춘 크고 작은 공원과 

스탠리 파크, 셋째, 도시재생을 통한 그랜빌 아일랜드, 넷째, 랜드마크의 상징인 

텔러스사이언스월드를 말할 수 있다.

밴쿠버의 하드 도시 브랜딩 방법을 보면 다음 <표-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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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법

도시환경

역사성을 살린 

건축물의 재생

‧19세기 건물과 분위기를 보존한 개스타운(Gastown)

‧그랜빌아일랜드(Grandville Island) 공장부지 보존

랜드마크의 

활용

‧텔러스사이언스월드(Science World at TELUS World of 

Science)의 독특한 외관

‧그랜빌아일랜드의 도시재생으로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

자연적

요소의 도입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된 원시림 그대로의 스탠리파크

(Stanley Park)

접근성제고 ‧항구와 육지의 교통이 발달되어 접근성 편리 

도시활동

문화자원과 

연계

‧텔러스사이언스월드의 과학과 기술을 융합한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와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재즈 페스티벌

(Vancouver Jazz Festival), 프린지 페스티벌(Vancouver 

Fringe Festival) 등 다양한 문화행사 

차별화된 

공간 구성

‧텔러스사이언스월드의 과학‧기술‧예술을 융합한 체험공간 구

성  

‧그랜빌 아일랜드의 예술가를 위한 스튜디오, 전시회, 공연 

등 고부가가치 문화사업공간 및 교육공간 구성

<표-26> 밴쿠버 하드 도시 브랜딩 방법

하드 도시 브랜딩 방법에 있어 도시환경을 살펴보면, 밴쿠버의 개스타운은 19

세기 밴쿠버 시가지 모습에서 역사성과 그 문화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그랜

빌 아일랜드는 공장과 컨테이너 박스 및 창고를 보존하여 과거 항만공업단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더불어 복합문화상업공간으로 도시재생 되면서 밴쿠버의 

랜드마크로 부상했다. 뿐만 아니라 텔러스사이언스월드의 독특한 건축 역시 랜드

마크적인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도시 곳곳에 크고 작은 공원이 잘 조성되

어 있어 도시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접근성은 잘 정비된 도로 브릿지

(Bridge) 수로로 육지와 항구의 이동이 쉽다.

도시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밴쿠버의 오래된 시가지 역사를 보

존한 개스타운과 과학 기술 예술을 융합한 텔러스사이언스월드의 체험 공간, 그

리고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행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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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법

도시이벤트
다양한

프로그램

‧밴쿠버 시민 및 어린이를 위한 과학과 기술을 융합한 텔러

스사이언스월드의 다양한 전시 및 이벤트 기획

‧매년 국제영화제(Vancouver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밴쿠버 프린지 페스티벌(Vancouver Fringe Festival), 국제 

재즈 페스티벌(Vancouver International Jazz Festival), 밴

쿠버 불꽃축제(Celebration of Light Fireworks Festival)등 

다양한 문화축제 개최 

도시예술

스토리텔링

‧밴쿠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항만 그리고 좋은 자연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어 세계인들이 살고 싶거나 여행하고 싶은 

도시 이미지 구축 

브랜드

요소의 활용

‧밴쿠버 올림픽에 사용된 엠블럼은 다문화인이 모여 사는 국

가를 하나라는 일체감을 상징한 것으로 세계인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음 

도시생활

지속가능성

‧밴쿠버의 아름다운 경관과 풍부한 자원은 관광객을 끊임없

이 유입

‧스탠리파크의 자전거투어는 방문객들에게 자연적인 요인을 

직접 체험하게 함

‧그랜빌 아일랜드는 사람 중심의 장소로 재생시킴으로써 도

시민과 방문객들 참여 유도

인적자원의

활용

‧그랜빌 아일랜드의 도시재생을 통한 복합문화상업공간에서 

근무하는 도시민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네트워킹
‧밴쿠버 시에서 운영하는 SNS를 통한 소통과 공감 형성

‧방문객의 SNS후기를 통한 베스트 축제 선정으로 인한 소통 

<표-27> 밴쿠버 소프트 도시 브랜딩 방법

소프트 도시 브랜딩 방법에 있어 첫째, 도시이벤트를 살펴보면, 벤쿠버는 매년 

국제영화제(Vancouver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밴쿠버 프린지 페스티벌

(Vancouver Fringe Festival), 국제 재즈 페스티벌(Vancouver International Jazz

Festival), 밴쿠버 불꽃축제(Celebration of Light Fireworks Festival)등 다양한 문

화축제를 기획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밴쿠버의 아름다운 자연풍경 속에서 문화예

술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텔러스사이언스월드의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과 이벤트는 시민과 어린이를 위한 생생하게 과학과 기술을 보고 배울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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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준다.

둘째, 도시예술에서 밴쿠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항만 등 좋은 위치적 요소

를 세계인들이 살고 싶거나 여행하고 싶은 도시로 이미지를 구축한다. 또한 지난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 사용된 엠블럼은 다문화인이 모여 사는 국가를 하나라

는 일체감을 상징한 것으로, 세계인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한 밴쿠버는 

하나의 도시를 넘어 캐나다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른다.

셋째, 도시생활에서 밴쿠버는 아름다운 경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프

로그램을 구성하여 도시방문객을 유입한다. 그리고 그랜빌 아일랜드는 문화콘텐

츠와 이벤트 등을 기획하여 도시민과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한다.

그랜빌 아일랜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의 공간 환경적 만족, 사회 문화

적 만족, 경제적 만족, 정치적 만족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밴쿠버의 

전략이다. 또한 문화 이벤트와 다양한 놀이공간, 오픈스페이스 등에서 다양한 문

화를 공유하는 것을 SNS을 통해서 교류하고 있다.

밴쿠버는 시각적 요소인 로고, 브랜드 이미지가 미흡하나 도시 브랜딩의 주요

인들은 다 갖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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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명 게이츠헤드 (영국)

지도

도시 브랜딩의 장소성

-북방의 천사(Angel of the North)

-발틱미술관(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

- 세이지음악당(The Sage Gateshead)

-밀레니엄 브릿지(Millennium Bridge)

도시 브랜딩 주요 

특성에 관한 이미지

5. 영국 게이츠헤드

<표-28> 게이츠헤드의 도시개요

게이츠헤드(Gateshead)는 영국 북동 지역 타인 위어 주(Tyne and Wear) 중

부에 위치한 중소도시이다. 과거 철도와 철강, 탄광 산업의 본거지였으나 탈산업

화가 진행되면서 쇠퇴된 게이츠헤드는 문화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을 하게 되었다.

게이츠헤드시의 진입로에 설치된 거대한 철제조각상인 ‘북방의 천사(Angel of

the North)’는 게이츠헤드에서 생산된 철로 만든 공공미술 작품이다. 폐광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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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법

도시환경

역사성을 살린 

건축물의 재생

‧밀가루 공장의 간판을 그대로 보존한 발틱 현대미술관

(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

랜드마크의 

활용

‧철광산업을 대표했던 게이츠헤드에서 생산된 철로 만들어진 

‘북방의 천사상(Angel of the North)’은 게이츠헤드의 랜드

마크로 탄생

자연적

요소의 도입

‧발틱 현대미술관과 세이지음악당이 어우러지는 타인 강의 

경관, 그리고 타인 강 위의 밀레니엄 브릿지는 자연을 그대

로 활용함 

접근성제고

‧타인 강 위에 설치된 브릿지는 외부에서 게이츠헤드로 접근

이 용이함

‧발틱 현대미술관, 밀레니엄 브릿지, 세이지음악당은 근접하

게 연결이 됨 

시의 언덕에 설치된 ‘북방의 천사’는 탄광촌이었던 게이츠헤드의 과거와 문화도

시를 향한 희망35)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렇듯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제

작된 ‘북방의 천사’는 게이츠헤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타인 강변

(Tyne River)을 따라 위치한 발틱 현대미술관과 세이지음악당 그리고 밀레니엄 

브릿지는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교육받을 수 있는 ‘예술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게이츠헤드 시의 발틱 현대미술관은 밀가루 공장 내부를 개조하여 새로운 

공공미술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세이지음악당은 곡선으로 이루어진 소라껍데기 모양의 미래지향적인 건축물로 

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고급음악에서부터 생활음악까지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기획했다. 그리고 밀레니엄 브릿지는 공모를 통한 게이츠헤드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제작된 다리이다. 이처럼 게이츠헤드는 시민들을 위한 도시, 더불어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도시로 사료된다.

게이츠헤드의 하드 도시 브랜딩 방법을 보면 다음 <표-29>과 같다.

<표-29> 게이츠헤드 하드 도시 브랜딩 방법

35)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009011230332793 2018.09.18.pm.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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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동

문화자원과 

연계

‧게이츠헤드 시에서 생산된 철을 이용하고, 조각가 안토니 곰

리(Antony Gormley)가 만든 ‘북방의 천사’는 거대한 철제조

각상으로 과거 게이츠헤드시의 산업과 예술을 융합함

‧세이지음악당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음악예술 프로그램 

기획

차별화된 

공간 구성

‧발틱 현대미술관과 세이지음악당은 시민과 예술가를 위한 

스튜디오, 기획전시, 공연 등 고부가가치 문화사업 공간 및 

교육 공간 구성

구분 방법

도시이벤트
다양한

프로그램

‧발틱 현대미술관은 작가를 위한 전시 공간 뿐만 아니라 레

지던스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면서 가족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세이지음악당과 연계프로그램을 기획

‧세이지음악당은 고급 공연뿐 만 아니라 게이츠헤드의 음악 

교육을 총괄하여 다양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시민들

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음악행사 개최

하드 도시 브랜딩 방법에 있어 도시환경을 살펴보면, 게이츠헤드의 발틱 현대

미술관은 과거 밀가루 공장의 간판을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역사성을 느낄 수 있

다. 그리고 거대한 철제조각상인 ‘북방의 천사’는 게이츠헤드의 랜드마크이며, 과

거의 철광산업을 회상할 수 있는 게이츠헤드 시의 특성을 느끼게 한다. 또한 발

틱 현대미술관과 세이지음악당이 위치한 곳은 타인 강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으

며, 타인 강 위에 설치된 밀레니엄 브릿지는 외부에서 게이츠헤드로 접근이 용이

하게 구성되어 있다.

도시활동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지역 예술가를 위한 스튜디오, 기획

전시는 시민을 위한, 시민이 즐길 수 있게 기획되어진다. 더불어 발틱 현대미술

관과 세이지 음악당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표-30> 게이츠헤드 소프트 도시 브랜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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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예술

스토리텔링

‧발틱 현대미술관은 작품을 소장하지 않고 새로운 작품생산

을 하는 21세기 미술관을 지향하여 도시민과 관람자가 직접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음 

브랜드

요소의 활용

‧게이츠헤드의 랜드마크인 ‘북방의 천사’를 형상화하여 도시 

축구팀 로고로 활용

도시생활

지속가능성

‧발틱 현대미술관과 세이지 음악당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

행함으로써 도시민과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융‧복합 교육 

및 실험적인 퓨전된 문화예술 프로젝트 제공

인적자원의

활용

‧예술가, 각 분야별 전문가, 기관, 도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재능기부 

네트워킹
‧기관과 도시민과의 활발한 토론활동과 소셜네트워크 구축이 

잘 되어있음 

소프트 도시 브랜딩 방법에 있어 첫째, 도시이벤트를 살펴보면, 게이츠헤드의 

발틱 현대미술관과 세이지음악당은 전시와 공연뿐 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

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둘째, 도시예술에서 발틱 현대미술관은 작품을 소장하지 않고 새로운 작품생산

을 하는 21세기의 미래지향적인 미술관으로 도시민과 관람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게이츠헤드의 랜드마크인 ‘북방의 천사’는 도시축구팀의 로고로 활

용되어 많은 축구팬들에게 시각적으로 각인시킨다.

셋째, 도시생활에서 게이츠헤드는 도시의 발전을 위해 예술가, 각 분야별 전문

가, 기관, 도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소통한다. 도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시설 구축

과 프로그램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 만 아니라 방문객의 유입까지 증가시킨

다.

게이츠헤드 시는 시각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완한다면, 도시 브랜딩화된 

도시로써 손색이 없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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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명 파리 (프랑스)

지도

도시 브랜딩의 장소성

-에펠탑(Eiffel Tower)

-세느 강(Seine River) 주변

-라 빌레트 지구(L’Etablissement Public du Parcet de la 

Grande Halle de la Villette, EPPGHV)

-썽캬트르(Cent Quatre 104 Paris)

도시 브랜딩 주요 

특성에 관한 이미지

6. 프랑스 파리

<표-31> 파리의 도시개요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Paris)는 프랑스의 정치 경제 교통 문화 중심지이자 일반

적으로 예술가들의 주요 활동무대이며, “예술의 도시”로 유명하다. 파리 시 중심

에 세느 강(Seine River)이 흐르며, 강 사이에 있는 시테 섬(Cite Island콩코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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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Concorde Place) 등을 중심으로 오른쪽 나선형으로 회전하면서 20개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어진다36). 시테 섬을 중심으로 위치한 1구부터 4구역에는 파리의 

구 시가지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마레지구(Explore the Marais), 노트르담 대성

당(Cathedral of Notre-Dame de Paris)과 과거 궁전이었던 루브르 박물관(Louvre

Museum) 등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위치해 있으며, 도심에 도시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공 디자인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다.

세느 강 서쪽(west bank)에 위치한 에펠탑은 파리 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

는 높이의 탑으로 파리의 랜드마크이며, 에펠탑 주위에 조성된 샹 드 마르스 공

원(Champ de Mars)은 도시민의 휴식공간과 프랑스 주요 행사, 축제, 이벤트가 

열리는 장소이다. 그리고 오르세 미술관(Orsay Museum)은 과거 기차역을 미술

관으로 재탄생시켜 19세기 이후의 근대 미술 작품을 전시한다. 기차역의 특유한 

구조를 느끼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오르세 미술관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으

며, 루브르 박물관, 퐁피두센터와 함께 파리의 3대 미술관으로 꼽힌다. 이렇듯 

파리 도심에는 역사적인 건축물, 유명한 예술가의 작품, 광장, 공원 등이 조성되

어 있다. 또한 파리 동북부에 위치한 라 빌레트 지구(L’Etablissement Public

du Parcet de la Grande Halle de la Villette, EPPGHV)는 과거 가축시장이자 

도살장이었던 공간을 도시재생하여 공원과 첨단과학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과학

관, 음악대학, 음악홀 등 자연과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

로 탈바꿈했다. 또한 파리 시는 도심뿐 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도 도

시민이 생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방문객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도시재생 

하였는데, 파리 북부에 위치한 19구역은 도심에서 떨어져있는 낙후된 구역이었으

나 오베르빌리에 거리(Rue d’Auberviliers) 104번지인 썽캬트르(Cent Quatre)는 

19세기(1873년)에 지어진 철조 건물로 만들어진 장례식장을 도시재생하여 여러 

방면의 예술가의 작품을 보고 체험하며 도시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문화예술센터로 재탄생되었다.

이렇듯 파리는 역사적인 건축물, 고대미술부터 현대미술까지 직접 볼 수 있는 

미술관, 패션, 음식 등으로 알려져 세계인들의 ‘로망의 도시’라 할 수 있다. 그 

36)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B%A6%AC_(%ED%94%84%EB%9E%91%EC%8A%A4)

2018.09.21.pm.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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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법

도시환경

역사성을 살린 

건축물의 재생

‧과거 기차역을 개조한 오르세 미술관(Orsay Museum)

‧장례식장을 개조한 종합문화예술센터인 썽캬트르(Cent 

Quatre)

랜드마크의 

활용
‧에펠탑

자연적

요소의 도입

‧파리시 곳곳에 조성된 시민들을 위한 공원 조성과 세느강을 

따라 형성된 산책로와 길

접근성제고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파리로 진입과 접근이 용이함 

‧도시에서 제공하는 자전거, 전기자동차 

‧세느 강의 유람선과 수상택시는 신속하고 편리한 접근이 용

이함 

도시활동

문화자원과 

연계

‧세느 강 주변으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형성

‧역사성을 지닌 공간에서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

예술프로그램 기획 

차별화된 

공간 구성

‧라 빌레트 지구는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공원과 첨단과학, 

음악 등 각종 문화예술활동 공간 및 교육공간 구성 

‧썽캬트르는 미술, 조경, 무대장식, 건축, 사진, 작곡 등 전 

예술가들의 작품 생산 및 공연을 위한 창작 공간을 구성하여 

연중 다양한 전시 및 공동작업, 워크샵 등 대중과 소통하고 

또한 지역 주민, 어린이, 소외계층을 위한 열린 공간 구성

외에도 파리 중심 이외의 낙후된 공간을 도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재생하여 

도시 브랜딩화를 시도했다.

다음은 파리의 하드 도시 브랜딩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32> 파리 하드 도시 브랜딩 방법

하드 도시 브랜딩 방법에 있어 도시환경을 살펴보면, 오르세 미술관은 과거 기

차역의 외관과 내부 구조를 유지하여 과거 기차역의 분위기와 함께 작품을 관람

할 수 있다. 거대한 철탑인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에 맞춰 개최된 파리 

만국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건설된 것으로, 산업화 시대의 개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념비로 파리를 넘어 프랑스의 상징인 랜드마크가 되었다. 또한 에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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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법

도시이벤트
다양한

프로그램

‧매년 혁명 기념일 불꽃놀이(Feux d’artifice du 14 juillet), 

백야축제(La nuit blanche), 파리 플라주(Paris Plages), 파리 

음악축제(La fête de la musique), 파리 아이스링크(Patinoire 

Paris)등 다양한 행사개최 

‧썽캬트르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스, 제작실 및 전시공간 뿐만 

아니라 도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어린

이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스타트업을 위한 네트워킹 진

행  

‧라 빌레트 지구는 공원과 함께 과학관, 음악대학에서 휴식, 

놀이나 여러 문화활동, 행사 등 각종 이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도시예술

스토리텔링

‧세느 강을 중심으로 밀집된 역사적인 건축물과 낙후된 외곽에 

현대예술을 배치함으로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역사적인 흐름을 

아우를 수 있는데 의의를 둠  

브랜드

요소의 

활용

‧파리의 랜드마크인 에펠탑을 이미지와 문자로 형상화하여 활

용

‧다양한 기업에서 기업의 로고와 ‘PARIS’라는 단어를 함께 사

용함으로써 기업의 아이덴티티의 위상을 높임    

탑 주변의 샹 드 마르스 공원과 파리 곳곳에 조성된 공원과 세느 강 수변 산책

로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파리는 대중교통 및 도시에서 제공하

는 자전거, 전기자동차 시설들이 발달되어 있어 파리 내의 교통이 편리하고, 또

한 외부에서 파리로, 파리에서 외부로 갈 수 있는 기차역과 도로 등이 발달되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도시활동으로 파리는 역사적인 건물을 고대, 근대, 현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박

물관 및 미술관이 있다. 파리의 낙후된 지역을 재생한 라 빌레트 지구와 썽캬트

르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방문객 유

입을 위한 전시, 공연, 행사를 기획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을 발전

시킨다.

<표-33>은 소프드 도시 브랜딩 방법을 제시하였다.

<표-33> 파리 소프트 도시 브랜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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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활

지속가능성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수공사 

‧세계시민교육

‧낙후된 지역까지 문화예술범위 확장으로 환경조성

인적자원의

활용

‧예술가, 각 분야별 전문가, 기관, 도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재능기부 

네트워킹

‧홈페이지를 통해  기획 전시, 축제, 이벤트 등을 확인

‧각 문화예술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소통과 

공감 형성

‧지하철 역 지면광고를 통한 각종 정보 제공

소프트 도시 브랜딩 방법에 있어 첫째, 도시이벤트를 살펴보면, 파리에서 매년 

열리는 백야축제(La nuit blanche)는 저녁에 폐관하는 미술관과 박물관, 문화시설

을 무료로 도시민 및 방문객에게 공개하고 파리 시청을 중심으로 시내 곳곳에 

특별한 공연과 문화예술 이벤트를 개최한다. 음악축제(La fête de la musique)

또한 백야축제와 마찬가지로 파리시 전체를 무대로 삼아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

을 다루어 많은 방문객이 음악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혁명 

기념일 불꽃놀이(Feux d’artifice du 14 juillet), 파리 플라주(Paris Plages), 파리 

아이스링크(Patinoire Paris)등은 계절마다 도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 뿐만 아니라 라 빌레트 지구와 썽캬트르에서 기획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는 파리 외곽에 거주하는 소외된 계층에게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파리 시의 관광 범위

를 외곽까지 확대함으로써 방문객은 문화예술을 폭넓게 체험하며 관광할 수 있

다.

둘째, 도시예술에서 파리는 세느 강을 중심으로 밀집된 역사적인 건축물과 낙

후된 외곽에 현대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세계인에게 ‘예술

의 도시 파리’라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한다. 따라서 파리는 랜드마크인 에펠탑을 

이미지와 문자로 형상화하여 다양한 로고에 활용하고, 여러 기업은 로고에 

‘PARIS’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여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냄과 동시에 파리

라는 도시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킨다.

셋째, 도시생활에서 파리는 역사성을 지닌 건축물을 보수하여 재정비하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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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낙후된 지역의 공간을 도시재생함으로써 도시의 문화예술범위를 확장시

켰다. 그 결과, 도시민과 방문객에게 폭넓고 더 나은 문화예술 환경을 제공한다.

그리고 프랑스 시민들은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세계시민에 대한 의무교육을 받

음으로써 시민의식을 고조시켰다.

프랑스 파리의 관광 프로그램은 기존 건축물의 아름다운 경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도시방문객을 유입한다. 그리고 네트워킹으로는 크게 두 분

류로 볼 수 있다. 첫째, 다양한 기관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전시, 축제, 이벤

트에 대해서 상호 소통한다. 둘째,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지하철 역 지면광고란

을 통해서 파리 시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 정보를 알 수 있다.

전반적인 파리 시를 도시 브랜딩화함으로써 세계도시로 향하고 있었다. 본 연

구에서 연구자 관점으로 6곳의 도시 브랜딩 사례 분석을 한 결과, 파리 시가 “도

시 브랜딩”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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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앞에서 도시 브랜딩 방법으로 분석한 6개의 해외 도시인 삿포로,

에센, 암스테르담, 밴쿠버, 게이츠헤드, 파리 등 분석한 결과를 연구자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⑴ 하드 도시 브랜딩 방법 분석결과 종합

하드 도시 브랜딩 요인으로는 도시환경의 역사성을 살린 건축물의 재생, 랜드

마크의 활용, 자연적 요소의 도입과 도시활동의 접근성, 문화자원과 연계, 차별

화된 공간이다.

첫째, 도시환경은 역사성을 살린 건축물의 재생, 랜드마크의 활용, 자연적 요

소의 도입과 도시활동의 접근성, 문화자원과 연계, 차별화된 공간이다.

① 각 도시들의 건축물 재생은 도시환경에 있어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활용하

여 그 도시 브랜딩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 사례로 삿포로의 맥주공장 

건물과 굴뚝 보존, 에센의 졸버레인 광산단지 보존, 암스테르담의 버려진 공장과 

항만단지 보존, 밴쿠버의 19세기 구시가지와 항만단지인 그랜빌 아일랜드 보존,

게이츠헤드의 밀가루공장 외관 보존, 파리의 기차역 외관을 보존한 오르세 미술

관과 장례식장 외관을 보존한 썽캬트르가 있다. 따라서 ‘역사성을 살린 건축물의 

재생’은 도시 브랜딩으로 가는 하나의 여정임을 알 수 있었다.

② 도시의 경관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랜드마크이다. 이러한 ‘랜드

마크는 그 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도시 브랜딩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사례로 삿포로의 TV타워, 에센의 샤프트12, 암스테르담의 ‘I

amsterdam’조형물, 밴쿠버의 텔러스사이언스월드의 건축외관, 게이츠헤드의 북

방의 천사상과 파리의 에펠탑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건축물과 건

축구조물을 활용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

시에 의미있는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예술작품인 동시에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벤쿠버 텔러스사이언스월드의 건축외관은 독특하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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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나 밴쿠버의 위상을 높이는 랜드마크로는 미흡한 것 같다.

③ 도시의 지리적, 환경적 자연요인을 활용한 공원 조성과 수변 공간은 시민과 

방문객이 자연을 즐기고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자연적인 조성 공간을 통해 시민

과 방문객이 힐링함으로써 도시를 잊지 못하고 다시 오고 싶거나 살고 싶은 욕

구를 느낀다. 따라서 도시의 ‘자연적 요소’의 도입은 도시 브랜딩의 요인 중 하

나임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삿포로의 다양한 공원 조성, 에센의 광산공업단지에 

숲과 산책로 조성, 암스테르담의 가스공장 부지를 베스테르공원으로 재조성, 밴

쿠버의 자연환경을 보존한 스탠리파크, 게이츠헤드의 타인 강의 경관을 그대로 

활용, 파리의 세느 강의 수변 산책로와 시내 곳곳의 조경이 잘 조성된 공원이 있

다.

④ 대중교통 정책으로 인한 도시의 ‘접근성 향상’은 도시의 내, 외부 이동거리

에 있어서 신속성 및 편리성을 준다. 즉, 도시 브랜딩 활성화에 있어서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6개 도시의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례는 다음

과 같다. 삿포로의 오도리 공원을 기점으로 나카지마 공원, 스스키노 거리 등 접

근성이 용이하게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다. 에센의 과거 코크스 공장 레일 트랙이 

보도나 자전거 도로로 사용되어 접근성 향상에 좋다. 암스테르담은 무료 수상 대

중교통 정책으로 인해 접근성이 향상된다. 밴쿠버는 항구와 육지의 교통이 발달

되어 도시 외부와 내부로의 접근성이 편리하다. 게이츠헤드 타인 강 위에 설치된 

브릿지는 외부에서 게이츠헤드로 접근이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파리는 대중교통

의 발달되어 도시 내,외부로 진입과 접근이 편리하며 수상교통 또한 발달되어 있

다. 이러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은 이동에 있어서 신속함과 편

리함을 준다.

둘째, 도시활동은 문화자원과 연계와 차별화된 공간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① 도시의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적용시킨 관광

벨트 조성’이 되어 있었다. 문화자원과 연계로는 삿포로의 눈꽃축제를 통한 관광

벨트 조성과 에센 졸버레인의 전시, 공연, 박물관 등 관광벨트 조성이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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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암스테르담의 뮤지움플레인의 미술관 관람 프로그램과 엔디에스엠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와 음악 및 축제와 밴쿠버 텔러스사이언스월드의 과학과 기술

을 융합한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 게이츠헤드의 산업과 예술을 융합으로 인한 북

방의 천사상은 주요한 문화자원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파리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관광벨트 조성이 되어있다. 이와 같

은 문화자원의 연계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관

광벨트 조성이 되어있다.

② 그 도시에서만 특별히 볼 수 있거나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만의 ‘차별

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차별화된 공간 구성은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사료된다. 그 예로 삿포로의 눈꽃축제기간동

안 진행되는 얼음조각경연대회, 에센 졸버레인의 광산 체험, 암스테르담 엔디에

스엠의 버려진 크레인과 배를 개조해 만든 호텔, 밴쿠버의 과학 기술 예술을 융

합한 텔러스사이언스월드의 체험공간, 게이츠헤드의 발틱 현대미술관의 도시민과 

관람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파리의 지역주민, 방문객 더 나아가 소

외계층을 위한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썽캬트르가 있다.



- 70 -

⑵ 소프트 도시 브랜딩 방법 분석결과 종합

소프트 도시 브랜딩 요인으로는 도시이벤트의 다양한 프로그램, 도시예술의 스

토리텔링과 브랜드 요소의 활용이며, 도시생활은 지속가능성, 인적자원의 활용,

그리고 네트워킹이다.

첫째, 도시이벤트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도시민 더 나아가 관광객 참여를 유발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도시 홍보로 이어지는 도시 브랜딩이다. 삿포로는 눈꽃축제

에서의 얼음조각경연대회, 삿포로 팩토리 아트리움에서 계절별, 시기별로 열리는 

다양한 이벤트와 맥주 양조과정과 맥주 맛을 직접 체험을 들 수 있다. 에센은 졸

버레인 광산 공업단지의 광산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 무용, 콘서트 등 다양한 행

사,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레저가 있다. 암스테르담은 매년 운하에서 진행되는 

‘게이 프라이드 운하 퍼레이드’ 축제와 엔디에스엠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되

는 유럽 최대 벼룩시장과 영화, 방송, 촬영, 패션쇼, 콘서트 등 공연장으로의 활

용 및 연극,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 개최 등이 있다. 밴쿠버는 매년 국제

영화제, 불꽃축제, 프린지 페스티벌, 재즈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축제를 개최

한다. 게이츠헤드의 발틱 현대미술관과 세이지 음악당은 전시와 공연뿐 만 아니

라 교육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과 음악과 미술의 융 복합된 문화예술 프로그

램을 기획한다. 마지막으로 파리는 매년 불꽃축제,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축제 

및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며 썽캬트르와 라 빌레트 지구에서는 

시민 및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기획한다.

둘째, 도시예술은 스토리텔링과 브랜드 요소의 활용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스토리텔링 방법에 있어서 삿포로는 제 2차 세계대전에 시달린 삿포로 시

민들을 위로하는 의도로 눈꽃축제를 개최하고 과거 삿포로의 모습을 간직한 삿

포로 맥주공장을 상징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남김으로써, 시민들의 삶을 회복하

는데 의의를 두었다. 에센은 과거 광산 공업단지에서 현재 문화예술단지로 변화

한 졸버레인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 현재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방문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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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버레인의 역사와 구조를 안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암스테

르담은 많은 이주민을 수용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 행사를 통해 시

민뿐 만 아니라 관광객도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 밴쿠

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항만 등 좋은 자연적인 요소로 세계인들이 살고 싶거나 

여행하고 싶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

게이츠헤드의 발틱 현대미술관은 작품을 소장하지 않고 새로운 작품 생산을 

하는 21세기 미술관을 지향하고 도시민과 더불어 관람자가 직접 문화예술 활동

에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파리는 세느 강을 중심으로 밀집된 역사적인 공간과 낙후된 외곽에 현대예술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역사적인 흐름을 아우를 수 있는데 

의의를 두었다.

이처럼 스토리텔링 방법으로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축제, 전시, 작

품, 조형물 등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야기를 공유한 것을 알 수 있었다.

②브랜드 요소의 활용으로 도시의 고유한 로고와 차별화된 색상 등을 사용하

여 시각적인 요소로 부각시키면서 도시 브랜딩화 했다. 그 사례로는 삿포로의 맥

주공장의 빨간 별의 로고, 졸버레인의 ‘샤프트12’의 지붕 모양을 형상한 로고와 

슬로건, 파리의 에펠탑을 이미지와 문자로 형상화하여 활용했다.

셋째, 도시생활은 지속가능성, 인적자원의 활용, 네트워킹으로 나눌 수 있다.

①지속가능성을 위한 소프트 도시 브랜딩 방법에 있어서 6개의 도시는 공통적

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브랜딩을 위해 지역의 단순한 도시재생에서 나아가 역사

적인 건축물 또는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과 도시민의 참여

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콘텐츠 등을 기획했다. 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이끄는 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도

록 시민교육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②인적자원의 활용방법으로는 문화예술 전문가, 작가, 기관의 장 등 수준 높은 

인프라를 구성하여 도시 브랜딩을 위해 협업 및 소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72 -

예술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콘텐츠 및 프로그램들을 기획함으로써 도시민, 더 

나아가 방문객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③네트워킹은 그 도시의 신도심과 구도심, 도시와 도시, 더 나아가 나라와 나

라의 경계를 허물어 소통과 공감을 함으로써 그 도시를 도시 브랜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가 분석한 6개의 도시는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

타 등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운영 프로그램을 공지하고 도시민 및 방문객과 

소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바이럴 마케팅37)으로 도시를 경험하지 못한 

잠재 방문객과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도시 브랜딩의 활성화 방안 및 시사점을 다음 

장에서 논지하고자 한다.

37) 바이럴마케팅: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신

뢰도 및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구매욕구를 자극시키는 마케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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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시 브랜딩의 활성화 방안 

    및 시사점 



- 74 -

Ⅳ. 도시 브랜딩의 활성화 방안 및 시사점

앞 장에서 고찰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시 브랜딩의 이해와 주요한 방향에 대

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의 관점에서 도시 브랜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지하고자 한다.

첫째,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 구축은 도시 브랜딩 활성화에 있어

서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도시 이미지 구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적인 접근을 통한 랜드마크와 그 도시의 문화가 내재된 스토리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그 사례로 암스테르담의 엔디에스엠지역에 있는 파랄다 크레인 호텔

(Crane Hotel Faralda)을 들 수 있다. 이 호텔은 차별화된 정체성을 지니고 있

다. 파랄다 크레인 호텔이라고 명칭하게 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중 수많은 사

람의 목숨을 구한 네덜란드 여성 스파이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이는 네덜란드

의 아름다움과 용기를 내포한 역사적인 스토리가 담긴 아이덴티티의 상징이다.

이처럼 인문학적 철학적 접근은 그 도시민과 방문객에게 감성을 자극한다.

파랄다 크레인 호텔은 거대한 크레인을 개조한 것이며, 외관은 빨강, 노랑, 파

랑 등의 색이 사용되었다. 이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몬드리안의 대표적인 

색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게 한다. 또한 단 3개의 룸으로만 이루어

진 파랄다 크레인 호텔은 각각 다른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암스테르담의 자연환

경 감상과 번지점프를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방문객

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과 경험은 특별한 추억을 간직한 장소로 세계인들의 사

랑을 받을 수 있다. 전반적인 건축의 파격적인 외관은 엔디에스엠 지역을 넘어 

암스테르담의 시각적인 도시이미지 구축으로써 자연스럽게 도시 브랜딩이 된다

고 볼 수 있다.

둘째, 도시 브랜딩 활성화에 있어서 창의적 발상과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중요

하다. 창의적인 도시는 다른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된 관광벨트를 조

성하여 경쟁력을 갖춘다. 삿포로의 눈꽃축제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일본에서 가

장 추운 지역에 위치한 삿포로는 이러한 계절의 특성을 이용하여 1주일동안 축

제를 개최한다. 삿포로 도심에서 열리는 눈꽃축제는 도보로 충분히 걸으면서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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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고, 공원과 거리마다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눈 조각과 

얼음 조각이 전시되어있다. 그 뿐만 아니라 도시민과 방문객은 눈 조각 경연대회

에 직접 참여하여 전시할 수 있다. 이렇듯 그 도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

된 경쟁력을 갖춘 도시는 세계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도시 브랜딩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과 시민참여 역

할이 중요하다. 시민교육은 도시 브랜딩을 지속가능하게 유지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상호소통과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의 참여도

는 도시 브랜딩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 예로, 영국은 초등교육에서부터 시민교육

이 실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민교육을 받은 도시의 학생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소속감, 다문화에 대한 포용력, 인권의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게이츠헤드 시의 도시민들은 도시민이 행복해야만 외부 

관광객도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템과 토의를 통해 주도적

으로 도시 발전에 힘썼다. 그 결과, 게이츠헤드 시는 도시민에게 행복을 주고,

관광객에게는 즐거움을 전하는 문화도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도시 브랜딩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시민 참여와 상호소통이 중요한 역할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세계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도시 브랜딩의 주요한 핵심은 소셜 네트워크

라고 주장한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의 정보 및 홍보와 그에 따른 공감대 

형성 및 교류는 실시간 검색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리의 경우,

파리 관광 안내소는 ‘사랑해 파리(Paris je t’aime)’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소녈 

네트워크에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는 

파리에 대한 사진, 실용적인 정보, 소식, 행사 및 축제, 관광에 관련된 팁을 담고 

있었다. 또한 페이스북 내에서 이벤트를 열어 파리 휴가를 비롯한 선물을 제공한

다. 트위터를 통해서는 최신 관광 정보 및 문화 뉴스를 홍보하고 있었으며, 인스

타그램에서는 매일 파리의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올리며 해시태그를 통해 파리

를 알리고 있었다. 또한 전 세계 누구나 ‘사랑해 파리(Paris je t’aime)‘로 태그

를 걸어 자신이 담은 파리의 사진을 공유함으로써 방문하지 않은 잠재된 방문객

한테까지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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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창의적인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은 도시민의 일자리창출과 문화예술에 

관한 시민의 의식 수준을 높인다. 즉, 미술에 관한 기획전시와 음악 및 다양한 

장르의 독특한 이벤트나 축제 등은 이에 관련된 예술가 및 방문객은 참여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자극한다. 이러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함으로 세계각지에

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룬다. 한 번의 방문은 프로그램의 

참여를 넘어 도시의 관광으로 이어지며 그 도시의 문화와 예술을 향유한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도시 브랜딩을 위해서는 자생력을 키워야한다. 시민의 정

신 고양은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지속적인 창의적 콘텐츠 개발 그리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도와 관심은 차별화된 경쟁력 도시를 갖출 수 있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소통, 일자리 창출 및 협력, 조화, 홍보 

등 시너지 효과는 도시 브랜딩의 발판이 된다. 즉, 자생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것은 결국 사회, 경제, 복지 측면의 개선이 기본이며, 국내투자 및 관광

유치 및 지역강화 등 경제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도시 브랜딩에 도약하는 것이라

고 간주한다.

이렇듯 6개 도시의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과 도시 브랜딩은 밀접하게 상

호 연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자체, 기관, 시민의 호응과 참여, 상호 협력은 새

로운 결과와 긍정적인 미래를 창출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이 세계도시로 가는 지

름길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6개 도시의 도시 브랜딩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장기적인 안목의 프로젝트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체계적인 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고양이 필요하다.

셋째, 독립된 주체의식이 담긴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로 차별화된 도시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 발전을 위한 후원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시킬 수 있는 기  

부문화의 조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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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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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20세기 후반에 시작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도시 이미지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랜드마크 구축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함

으로써 한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도시재생에 성공한 도시는 지속가

능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새로운 과제를 풀어야 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책으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 브랜드 가치의 제고를 갖출 

수 있는 도시 브랜딩을 생각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도시재생과 도시 브랜딩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성공한 도시재생과 도시 브랜딩의 주요한 요인을 도출하여 활성화 방안

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과 도시 브랜딩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

은 문화예술도시로 가는 길이며, 이러한 문화예술도시는 도시 브랜딩으로 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성공한 도시재생은 주민들의 경제적인 생활의 여유와 문

화예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시민의식을 초래했고,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역할은 그 도시만의 컨셉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도시 브랜딩화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해외 도시 

삿포로, 에센, 암스테르담, 밴쿠버, 게이츠헤드, 파리 등 6곳의 사례를 통해 파악

할 수 있었다. 다른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창의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는 차별

화된 관광벨트 조성뿐 만 아니라 도시민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리고 도시민 그리고 방문객에게 흥밋거리와 그 도시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도시 브랜드로 인지되었다. 이러한 창의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는 도시 브랜딩을 함에 있어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요인임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셋째, 시민의식은 도시 브랜딩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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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다. 유럽의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시민교육을 받음으로

써 시민의식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시민의식은 도시재생에 있어서 관심과 참여

도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작용되

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의 참여와 소통은 

성공적인 도시 브랜딩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자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시 브랜딩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국내에 적용시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첫 번째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 기획의 

필요, 두 번째로는 세계도시에 적합한 시민교육, 세 번째로는 그 지역만의 창의

적인 콘텐츠, 네 번째로는 기부문화 확산.

이렇듯 본 연구를 통해 성공한 도시재생과 도시 브랜딩은 밀접하게 상호 연관

되어 있었으며, 지자체, 기관, 시민의 호응과 참여, 그리고 토론을 통해 반복과 

다듬어가는 과정이 도시 브랜딩을 형성하며 더 나아가 세계도시로 가는 지름길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직접 6곳의 도시를 방문하여 현장답사를 했으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향후 도시 브랜딩이 활성화된 도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

여 국내에서 도시재생에 성공한 도시들이 세계적인 브랜딩 도시로 거듭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도시 브랜딩에 이어 세계도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

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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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낙후된 도시들

은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도시재

생에 성공한 도시는 다른 도시와는 차별된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

가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도시 브랜드 가치

가 높은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었다.

단순히 홍보만 잘 되어 있는 도시들은 일반적으로 문화체험, 먹거리 체험 정도

의 수준이다. 반면에 사람들이 그 도시 이름을 들었을 때, 가고 싶고, 그 문화를 

즐기고 싶고, 살고 싶은 욕망을 느끼는 것은 도시 홍보 즉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도시 브랜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도시브랜드와 더불어 어떤 도시와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도시

만의 고유한 가치 정립에 있어서 ‛도시 브랜딩’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유럽의 

도시 브랜딩을 통해 연구자가 주목한 점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었다. 이러한 시

민교육은 초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이며, 시민들의 의식 속에 자연스럽

게 스며있었다. 이들의 주도적인 자율성과 적극적인 참여도가 높은 시민의식은 

브랜딩의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과 도시 브랜딩에 관한 이론적 개념을 토대로 

연구자의 관점을 정립하고, 해외 도시 브랜딩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

내의 도시 브랜딩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성공한 도시재생에서 도시 브랜딩까지 발전하려면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도시재생에서의 자생력은 도시브

랜드와 도시브랜딩에 이를 수 있었다.

둘째, 그 도시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창의적인 문화예술 콘텐츠와 이로 

인한 도시민의 일자리 창출은 도시 브랜딩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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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셋째, 도시 브랜딩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한 도시의 정

체성이 담긴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과 지자체, 기관, 주도적인 시민의 참여와 소

통, 지역기관과 시민간의 미래지향적인 토론은 필수이며, 이러한 토대는 ‛도시 브

랜딩’에서 더 나아가 ‛세계도시’로 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근래에 국내에서도 도시재생에 성공한 사례는 많으나,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갖추고 도시 브랜딩화 된 도시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독립된 주체의식을 가

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시민교육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부문화 장착이 요구된다.

논문을 진행하면서 사례분석한 도시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하지 못하고 분석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 또한 국내의 도시 축제 및 이벤트, 문화예술 프로그

램 등이 유사하여 독창적이고 차별화되어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향후 도시 브랜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

라며, 국내의 도시재생에 성공한 도시들이 세계적인 브랜딩 도시로 거듭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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