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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도시는 해외여행 자율화와 레저활동에 대한 관
심증가로 행정구역의 의미를 넘어 도시 자체가 여행 및 
레저활동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브랜드화 되었다. 특히 
해양도시들은 관광과 휴식 및 레저활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 유입이 용이하여 관광산업이 지
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해
양관광도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집중투자하고 있으며 이
와 함께 해양관광도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해양도시들
도 지역성을 토대로 다양한 유·무형적 자산을 활용하는 
통합적 도시브랜딩 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도시아이덴티티 구축은 타 도시들과 차별화를 통한 경
쟁력 강화방안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대표적 해양
관광도시인 삼아(三亚)，위해(威海), 청도(青岛)를 살펴
보고, 이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한국의 부산, 동해, 제주
의 도시아이덴티티 시스템을 검토해보기로 하였다. 제주
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성되나 도(島)브랜드인 
제주를 대표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어서 제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이론적 배경

2.1. 해양관광도시

  일반적으로 도시는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된 종합 기
능으로 발전하는데, 사적(史跡), 문화재, 온천, 경승지 등
의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했을 때 통상적으로 
관광도시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1]. 한편 김향자와 
유지윤은 관광도시를 도시 자체가 훌륭한 관광지 또는 
휴양지로서 관광자원과 관광기능을 보유하고 특성화를 
통하여 지역 고유의 각종 민속, 문화, 관광 이벤트를 정
기적으로 개최하고, 주요 자원들에 대한 광고 및 홍보선
전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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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를 경영해나
가는 도시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2].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 중국의 삼아，위해, 청도나 한국의 부산, 동해, 제
주는 해양과 접해있는 지리적 환경여건을 바탕으로 휴양
지로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환경에 바탕
을 둔 다양한 해양문화와 관광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지
역사회를 경영해나가는 해양관광도시라고 할 수 있다. 

2.2. 도시아이덴티티

  도시아이덴티티(City Identity; C.I)란 그 도시가 가지
고 있는 역사성과 고유성 즉 문화에 기반한 것으로 어떤 
도시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되는 그 도시만의 고유한 자
기다움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김민수, 2009). 이러한 
C.I로 인하여 우리는 도시이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기억하고 다른 것들과 구별할 수 있다(Kevin Lynch, 
1960). 체계적이며 차별성이 있는 C.I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C.I의 형상화이다. 도시를 
구성하는 시각이미지 요소는 외적 형상과 내적 형상으로 
분류되는데, 내적 요인으로는 C.I 디자인, 도시슬로건, 캐
릭터, 환경디자인이 있다. 내적형상화 요인은 도시의 정
체성을 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적 형상
요인으로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 공공시설물, 건축물이 
있다. 이 두 가지 형상화 요인들의 통일성은 도시의 시각
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도시를 긍정적으로 인식시키는데 
기여한다[3]. 

내적 형상화 외적 형상화

요
인

- C.I 디자인
- 도시 슬로건
- 도시 캐릭터
- 도시 환경디자인

- 도시의 자연경관
- 랜드마크, 역사적 기념물
- 도시의 역사와 문화
- 공공시설물건축물

=> C.I 시스템

표 1. 도시아이덴티티(C.I)) 형상화

  C.I 형상화는 도시의 내적 형상화와 외적 형상화를 모
두 이르는 개념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내적 형상화(C.I디
자인, 도시슬로건, 캐릭터, 환경디자인)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때 C.I디자인, 도시슬로건, 캐릭터를 통
칭하여 C.I 시스템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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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C.I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미지들은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다[4]. 심벌마크와 엠블럼은 공식문서 등에 사
용되는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마크는 도시의 슬로건과 함
께 시각화하여 친근하게 사용되므로 해양관광도시들의 
C.I 형상화 비교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 마크를 중심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류 사용목적

심벌마크 지자체의 권위를 상징하는 수단
공적목적으로 사용, 제한적 노출엠블럼

커뮤니케이션 
마크 

시민들에게 친근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지자체가 지향하는 비전과 슬로건을 시각화 
시기별 상황에 맞춰 계속적으로 재편

캐릭터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 사용
정책을 친근하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

표 2. 도시아이덴티티(C.I) 시스템

  C.I 시스템을 이루는 조형요소로는 형태, 색채, 서체 
등이 있으며, 이 조형요소의 선정과 조합을 통해 C.I의 
기능과 차별성이 결정된다. 

3. 한국과 중국의 C.I 시스템 비교결과

  [표3]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해양관광도시의 C.I 시스템
을 비교하였다. 해양관광도시 C.I 디자인에 있어서 중국
과 한국 모두 바다와 관련이 있는 요소를 사용하였는데, 
파도를 모티브로 활용하거나 바다를 상징하는 푸른 색상
을 활용하여 해양도시를 인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
데 중국과 한국 모두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 등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활기참을 표현하였다. 이때 중국은 채

도가 높은 색상을 주로 사용했으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채도가 낮은 색상을 주로 사용하여 색상배색의 문화적 
차이를 보였다. 형상성에서 제주나 부산의 C.I 디자인은 
명확한 차이를 보였으나 중국의 도시들은 모두 타이포그
라피에 고채도의 색상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등 C.I 디자
인의 변별력이 낮았다. 
  슬로건에 있어서 중국의 해양관광도시들은 도시 특징
을 서술한 반면에 한국의 해양관광도시들은 도시 특징을 
단순명료한 어구로 표현하여 기억에 용이하였다. 
  또한 한국 해양관영도시들의 경우 캐릭터를 사용하여 
관공서의 정책을 설명하거나 안내할 때 거부감이 일지 
않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반하여 중국의 경우 관
(官)의 권위성이 강해서인지 캐릭터를 이용한 친근한 표
현이 적었다. 그러나 한국의 캐릭터 디자인들은 다양한 
변화와 상징화가 용이할 수 있도록 조형적 완성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한국 해양관광도시의 C.I 시스템은 인터넷 
검색이 용이한 반면에 중국 해양관광도시의 C.I 시스템
들은 청도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에서 검색이 거의 되지 
않을 정도로 홍보활동이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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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도시 삼아(三亚) 위해(威海) 청도(青岛) 부산(釜山) 동해(東海) 제주(濟州)

해양
도시 
환경

하이난 섬 최남단에 위치한 
열대해양도시.

아름다운 경치와 사계절 녹음

산둥반도 위치한 계절풍 해양도시 
해양 자연경관 + 독자적인 양식의 

건축물

산동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중국 
동쪽 주요 항구도시

자연적 여건 + 문화적 환경

한국의  동남단에 위피한
한국에서 가장 큰 큰 항구도시

+ 레저 및 휴양 도시

한국의 동쪽에 위치
해수욕장 + 해오름의 절경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섬 
+ 아름다운 경치 + 독자적 

민속문화

C.I 
디
자
인 sanya(영문)+三亚(한자)캘리그라피

 凤자 지명 많아 봉황이미지 강조  weihai 알파벳의 모양을 이용하여  
산,바다,해빛,모래사장 색깔 표현

붉은 기와, 초록 나무, 푸른 바다, 
파란 하늘의 도시 상징

약동하는 부산을 상징
세계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서 

부산에 대한 정체성

동해바다의 떠오르는 태양과 
수평선, 바다를 모티브로 

국제도시로서의 비전을 암시

유네스코 지정 제주의 
용암동굴을 모티브로 이미지화,  

현무암질감을 켈리그라피로 표현

슬
로
건

아름다운 산야, 낭만의 땅 끝
세상을 돌아다녀도 

웨이하이가 으뜸이다
붉은 기와 초록 나무, 
푸른 바다 파란 하늘

다이나믹 부산 동트는 동해 Only Jeju Island

캐
릭
터

없음 없음 없음  

부비(BUVI) :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태양과
 힘차게 역동하는 부산의 이미지로 표현

파도동자와 선녀와 나무꾼
'파도'와 '해'를 의인화

 '돌이'+ 해녀옷(소중이)을 입고 
있는 '소리'

표 3. 한국과 중국 해양관광도시의 C.I 시스템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