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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과 같은 정보의 홍수시대에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국가 브랜드는 기업의 브랜드와 비

교하여 외국인에게 알려야 할 대상부터가 명확하지 않다. 기업이

지향하는 기업브랜드, 제품브랜드 등이 비교적 명확한 목표를 가

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국가가 추구하는 브랜드 자산이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목표는 설정단계부터가 난관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나 예술, 그리고 한국인에 관심이 적을 뿐

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공유하고자하는 국가 브랜드의 내용들이

외국인들의 실생활과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국가브랜드 관리자가

넘어야 할 장애가 많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기존에 실행했던 한

국의 국가브랜딩 사례 역시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하고 기존의

형식들을 답습하는 수준이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뉴욕, 런던, 파리 등과 같

은 문화·경제의 중심도시나 관광자원이 풍부한 뉴질랜드, 이태리

등과 같은 관광선진국과 유사한 형태의 국가브랜딩 정책을 가져가

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과 한국인의 존재를 외국인에게 각

인시킬 수 없고 한국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또한 높이기 힘들다.

따라서 국가브랜드 관리자는 효과적인 브랜드 전략을 구사하기 위

해 무엇보다 우리가 처한 현 상황(또는 압력)과 장벽들을 올바르

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 해외에서의 실효성 높은 국가브랜딩

을 위한 체험공간의 유형과 그 예를 함께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우리가 우리의 국가브랜드를 알려야 할 주요 대상이 주로 외

국인이라는 전제하에 그들과 우리 사이에 놓인 시간과 공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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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외국인이 한국과 한국인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여러 가지 브랜딩 방법 중 직접체험의 비중이 많은 BTL과 앰비

언트 미디어(Ambient Media)로 범위를 좁히고 그에 대한 사례조

사를 실시하였다.

세계인들에게 인지도나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나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브랜딩 방안이 절실하며, 그 방안으로 외국인들이 그들의 준

거지역에서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현지 체험공간에 대한 제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브랜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세계인과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로, 실효성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현지화 체험공간을 유형화했으며 그 대안을 구체적인 디

자인을 제안하였다.

제시한 현지화 체험공간의 유형과 공간디자인 예시는 국가브랜딩을 위한

다양한 실행전략 중 일부분에 국한되지만 이를 통해 국가브랜드 확산을

위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실효성 높은 방향으로 다양화되고

현지화 되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주요어 : 국가브랜드, 체험공간, 공간디자인, BTL

학 번 : 2010-2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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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브랜드는 단기간에 소수의 단발성 정책만으로는 원하는 브랜드

리더십을 구축 할 수 없다. 국가브랜드를 구성하고 영향을 주는 요소들

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도시브랜딩 전문가인 사이몬 안홀트 (Simon Anholt)에 의하면

국가브랜드는 경제력(Exports), 정부의 통치방식(Governance), 문화

(Culture), 사람(People), 관광(Tourism), 이주와 투자(Immigration &

Investment)의 6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제반요소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실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들이 국가브랜딩 활동의 장벽으로 작용하

고 있다.

첫째, 특정 국가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이 단일하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

에 국가차원에서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로 세계와 소통하더라도 해당 국

가에 대한 서로 상이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그것을 단일한

메시지로 인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각자 경험한 해당국가의 특정 도시

나 사회 문화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각자의 인식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은 통상 우리와 시공간적으로 이격되어 생활하고 있다.

사람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일관되고 차별화된 상징은 강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건인데, 이를 형성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브랜딩 역시 외국인에게

이러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인데 문화유산, 기업의 제품,

스포츠 행사, 엔터테인먼트 산업, 국민성 등을 체험요소로 활용할 수 있

다. 하지만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외국인에게 한국을 직·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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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주요한 난제 중의 하나

이다. 국가브랜드를 전달할 유통경로나 방식이 일정치 않고 표적시장 또

한 지구촌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즉,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한

체험기회의 제한이 국가브랜딩을 실행하는데 있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제롬 메카시(Jerome McCarthy) 교수의 4P Mix1) 중, ‘장소

(Place, 경로)’와 그에 따른 ‘촉진 (Promotion)'과 관련된 전략 구사를 제

대로 전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다른 지역, 다른 시간대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

상으로 한 국가브랜딩은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체험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확보하는 것이 지속적이며 실효성 높은 글로벌마케팅 활동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브랜딩 활동에 있어서 시공간적 제약이 존재하고 국가

브랜딩의 실행주체가 국가 또는 그 산하기관이라는 전제하에 해외에서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형 솔루션의 개념과 그에 따는

디자인의 예를 제안했다. 체험특성이 강한 BTL (Below the Line)2) 마

케팅 기법 중 실효성, 지속성, 창의성 등을 고려한 체험형 공간매체의 예

를 제안한 것인데, 이를 통해 ATL (Above the Line)3) 중심이었던 해외

현지 마케팅 믹스의 확장과 국가브랜드의 지속적인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가능성 등을 탐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현대인은 시간에 쫓기고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들이 필요로

1) 4P는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을 말한다.

2) BTL (Below the Line): 이벤트, 전시, PR, 스포츠마케팅, PPL, CRM, DM, PPM

등의 활동을 하면서 매스미디어를 매개로 하지 않는 고객접점형 마케팅활동.

3) ATL (Above the Line): 4대 매체인 TV, 신문, 잡지, 라디오와 인터넷, 케이블

TV 등을 통한 직접 광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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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보를 매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습득하고자 한다.

따라서 과거 ATL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마케팅활동이 고객접점에서의 체

험을 중시하는 BTL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국가브랜딩에서 활용할 수 있는 BTL적 체험마케팅의 종류는 매우 다양

하나 본 연구에서는 참신성과 메시지의 도달성(전달성)에 주목하여 체험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체험 마케팅의 실행방법 중, 외국인

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물리적, 가상적 체험공간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그 디자인의 예를 제안하는 것으로 한다. (현지화4)와 체험형

공간에 중점)

그림 1-1. 논문의 구조

4) ‘SAL이전’의 현지화 개념 적용:

표준화(Standardization)→적응화(Local Adaptation)→현지화(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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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랜드와 국가브랜드

2.1. 브랜드의 이론적 고찰

2.1.1. 브랜드의 역사적 배경

‘브랜드 (Brand)’라는 어휘는 ‘Burn (태우다)’의 옛 노르웨이어인

‘Brandr’에서 유래되었다. 당시에는 가축 소유인들이 자신의 가축을 타인

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소, 말 등과 같은 가축에 불을 달군 쇠로 낙인을

찍어 소유관계를 표시했다. 지금도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어 자기 가축임

을 표시하는 Cattle Mark의 의미로도 쓰여 지고 있다.5)

고대의 벽돌 같은 제품에서도 이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6)

상업적 측면에서 브랜드가 처음으로 활용된 시기는 BC 7세기경으로

그리스의 상인들이 항아리에 자신의 브랜드를 부착시켜 통용시킨 것이

최초로 기록되고 있으며, 그 이후 중세의 상인들이 저급한 모방제품과

구별하기 위해 제품에 브랜드를 부착하여 자신과 고객들을 보호하였다.

중세시대의 유럽에서도 길드의 가입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브랜드를 사

용한 기록이 있다. 당시 상인들이 자신의 포도주를 다른 것들과 구별하

기 위해 술통에 표시를 하기 시작한 것이 브랜드의 본격적인 기원이라는

설도 있다.

고대시대 이래로 사용된 상징적이며 장식적인 도안들도 브랜드의 일종

으로 볼 수 있다. 이것들은 부족이나 민족의 상징으로서 왕과 황제들, 정

부의 권력과 권위, 소유와 지배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로마는 독수리, 프랑스는 백합, 일본은 국화를 국가 상징의 브랜드로 사

5) Interbrand Group, 1992

6) Farquhar,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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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7)

브랜드의 주요 기능은 시대별로 변천을 거듭하였는데 정리하면 표 2-1

과 같다.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제조자 구분 및
소유 표시

품질 표시 신용 표시 파워, 자산 표시

표 2-1. 브랜드의 시대별 기능8)

2.1.2. 브랜드의 정의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브랜딩은 제품과 제품을 구별하기 위한 비교

적 단순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즉, 브랜드는 소유권과 재산권을

대중에게 공표하는 일종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인데, 자신의 소유에 ‘손대

지 말라 (Keep Your Hands Off)'는 메시지 전달용으로 브랜드를 사용

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 제발 “내 것에 손을 대서

(Get Your Hands On) 구매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호소하

기 위한 수단으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9) 브랜드 개념이 완전히 뒤바

뀐 것이다. 이제 브랜드의 역할은 단지 경쟁 상품과의 구별뿐만이 아니

라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접해보지 못한 소비자들도 브랜드를 통해

서 제품의 성격이나 포지셔닝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

아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좀 더 고급스런 이미지를 부여하고 생명력을 강

화하기 위해 브랜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현대 마케팅에서 브랜

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실제로 브랜드에 대한

전략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이후이며 학계에 주목을 받기 시작

7) Knapp, 2000

8) 박병호, 경쟁우위를 위한 브랜드 포지셔닝에 관한 연구, 경영학박사학위논문,

2011

9) Chevert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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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이다. 브랜드는 제품을 구성하는 물리적

인 제품의 속성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쉽게

경쟁자가 모방할 수 없는 제품의 개성을 창출시킨다. 브랜드에 대한 여

러 학자와 미국 마케팅협회 (AMA)의 정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2-2와

같다.

Davidson (1987)

특별한 이익을 보장하며 소비자로부터 제품 및 서비스를 구체

화시키며 또한 품질, 가격, 목적과 성과에 대해서 고객의 마음

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

Farquhar (1989) 기업, 거래, 소비자를 통해 특정상품에 부여하는 부가가치.

Asker (1991)

판매자들이 상품 및 서비스를 식별시키고 경쟁자들과 차별화하

기 위해 사용하는 독특한 이름이나 상징물

(로고, 등록상표, 패키지디자인)

Kotler (1991)

이름, 용어, 신호, 심벌, 디자인 혹은 이들 간의 다양한 결합이

경쟁의 것들과 차별화되어 판매자의 제품 및 서비스를 구체화

하는 것.

Keller (1993)
판매자들의 제품/서비스를 식별시키고, 경쟁자들의 것과 차별화하

기 위한 이름, 기호, 상징, 디자인 혹은 이들의 결합체

AMA (1994)

개인이나 단체가 재화와 서비스를 특정 짓고 이들을 경쟁자의

재화와 서비스로부터 차별화 시킬 의도로 만들어진 이름, 용어,

싸인, 심벌이나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합.

Jones (1994)
기능적 가치와 더불어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으로서 이는

소비자가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

小川 (1994)
경쟁제품에 대해 자사 브랜드에 차별적인 우위성을 부여하는

장기적인 이미지 창조활동.

Kapferer (1998) 소비자와 제조자 간의 계약.

Murphy (1998)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속성이 결합하여 특별한 가치가 형성되

면 고객의 마음을 광범위하게 움직이는 것.

박 문기 (2000)
타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면서 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독특한 이름 혹은 상징물.

Knapp (2001)

고객(소비자)이 받아들인 내면화된 총체적 인상으로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지각하는 기능적이고 감성적인 혜택에 기

초하여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뚜렷이 구별되는 포지션.

표 2-2. 브랜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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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브랜드의 위계구조

브랜드는 그림 2-1.과 같이 브랜드시스템 내에서 보통 타고난 위계

(Hierarchy)를 갖는다. 위계구조 안에서 각각의 레벨에 위치한 브랜드는

시스템 내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하나의 레벨에 위치해

있는 브랜드는 다른 레벨에 있는 브랜드들과 중요한 상호관계를 갖는다.

브랜드 위계의 가장 꼭대기는 ‘기업브랜드’이고 제품이나 서비스들은 기

업차원의 아이덴티티가 적용된다.

‘계열브랜드(Range brand)’란 여러 개의 제품군들을 전체적으로 분류해

놓은 브랜드이다. 바로 아래는 ‘제품라인 브랜드’가 위치한다. 이것은 회

사의 특정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브랜드들이다. 이들은 ‘하위 브랜딩’을

통해서 재규정할 수도 있다. 즉 제품 특성과 관련된 서비스를 브랜드화

함으로써 그 윤곽을 더욱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다.

기업 브랜드 GM 네슬레 휴렛 패커드(HP)

계열 브랜드 시보레 카네이션 HP 제트 브랜드

제품라인 브랜드 시보레/루미나
카네이션

인스턴트 아침식사
레이저제트 6

하위 브랜드
시보레 루미나

쿠페

카네이션

인스턴트 아침식사

스위스 쵸콜렛

레이저제트 6 SE

브랜드화된 특징 미스터 굿렌치 너트라스위트 리솔루션

부가적인 서비스 서비스 시스템 인핸스먼트

표 2-3. 브랜드 위계구조10)

Farquhar, Keller는 브랜드 구조를 기업 브랜드(Corporate Brand), 공

동브랜드(Family Brand), 개별 브랜드(Individual Brand), 브랜드 수식

어(Brand Modifier)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11)

10) David A. Aaker, 데이비드 아커의 브랜드 경영, 2003, 비지니스북스
11) Farquhar, Keller, 1992, 2003,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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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위계구조를 반영한 국가브랜드의 체계의 예는 그림 2-1.와 같다.

그림 2-1. 국가브랜드 체계모형의 예 12)

2.1.4. 브랜드의 포지셔닝

브랜드 포지션은 시장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자리 잡은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위치는 소비자의 머릿속에 형성된 연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브

랜드의 모든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제품속성, 혜택, 가치들이 그 예이다.

전략 수립 시 브랜드 포지셔닝 진술문(Brand Positioning Statement)을

통하여 원하는 브랜드 포지션을 구조화하게 된다.13)

그림 2-2. 브랜드 포지셔닝 진술문(Brand positioning statement)의 요소

특정 브랜드의 로고나 브랜드 네임을 잠시 보는 것만으로도 그 브랜드

12) 키스디니, 김유경 역, 국가브랜드의 전략적 관리, 2009, 나남출판

13) 마리케 드 무이, 글로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나남신서, 2007. pp34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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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전문지식, 아이디어, 생각, 믿음, 약속, 기대감, 감정 등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다.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의 로고나 브랜드 네임 등

을 통해 소비자의 마음속에 형성되는 일련의 연상들이며 이것은 ‘브랜드

의 정서적 가치(Emotional Change)'라고 할 수 있다.14)

브랜드의 정서적 가치는 기업이 발신한 모든 메시지의 복합체이며 이러

한 메시지로 인한 소비자들의 신념이나 욕구에 미치는 파급 효과이다.

브랜드의 정서적 가치는 ‘브랜드의 활동’과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서 생성된다. ‘브랜드 활동’이란 브랜드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

엇을 수행하는가와 관련된 부분이고,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이란 브랜드

와 소비자가 어떻게 관계하는가에 관한 부분이다. 의도된 이미지와 정서

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브랜드 활동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소비자

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브랜드의 정서적 가치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

이 바로 ‘브랜드 포지셔닝’이다.15) 즉 “목적 지향적 프로세스”를 거쳐 그

결과로 “브랜드 포지션”이 창출되는 것이며 이는 경쟁우위 실현의 좌표

로 활용되고 있다. 박병호(2011)는 여러 학자들의 브랜드 포지셔닝에 대

한 정의를 표 2-4와 같이 정리하였다.

14) Cheverton, 2002

15) Chevert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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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t & Ries(1972)
브랜드가 고객의 마음속에서 유리하고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

도록 하기 위한 활동

Green & Tull(1978) 소비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위치를 찾는 과정

Kotler(1984)

목표고객들의 마음속에 독특하고 가치 있는 포지션을 차지하

도록 브랜드 마케팅전략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활동. 즉, 수

립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적 고객들이 쉽고 분명하게 이해

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구체적 작업

Loudon & Della

Bitta(1988)

브랜드의 상태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브랜드 평가 기준을 브랜

드에 반영시키려는 활동

Aaker(1996) 브랜드의 이점을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가치를 제공하는 활동

Davis(2001)
브랜드가 차지하는 소비자 마인드 속의 공간, 특히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해 떠올리고 싶어 하는 혜택을 만드는 프로세스

Cheverton(2002)
소비자들의 마음 속에 그 브랜드만의 위치를 설정하고 구체화

하는 프로세스

백민정 &

김일(2002)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여러 연상들 중에서 경쟁브랜드와 차별

할 수 있는 중요한 연상들만을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Fitzsimmons(2004) 시장에서 차별적 위치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프로세스

윤영수 등(2009)
브랜드 포지셔닝은 소비자의 마음속에 그 브랜드가 의도하는

시장에서의 주어진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활동

이경환(2009)
브랜드가 추구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이나 능력을 창출하는 프로세스

표 2-4. 브랜드 포지셔닝의 정의

2.1.5. 소결

브랜드는 주변의 유사성 속에서 브랜딩 대상을 차별화하고 상호관계를

공고히 하며 정서적 가치를 불러일으킨다. 즉,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그

대상의 속성과 특성들을 연상시키는 메타포(Metaphor)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브랜드에 대한 메타포는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각인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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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지속적이고 특별한 경험을 통해 자리 잡게 되는데 그 경험이 외

부환경이나 자극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자아 내부에서 발현된 것일 수

도 있다.

이렇게 자리 잡은 브랜드의 이미지와 선호도는 변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까? 추락하지 않고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브

랜드는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브랜드는 그 생명력을 유지하

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화해야 하는 숙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의 국가브랜딩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브랜

드라고 인식할만한 정착된 이미지와 정서가 미미하다. 한국, 한국인, 그

리고 한국문화에 대한 브랜드 에센스를 신중하게 구축하되 보다 적극적

으로 세계에 확산시키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국가브랜딩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 체계적

이고 치밀한 전 방위적인 실행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브랜딩의 실행과정

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밀

착 관리하는 것도 전략수립 못지않게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본 논

문에서는 브랜드의 복합적인 속성을 이해하고 브랜드 체험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지 밀착형 체험공간 디자인의 가능성을 다양한 측면

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2. 글로벌 브랜드의 개념과 특성

2.2.1.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독스16)

인간은 범세계적 사고를 가질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문화에 의

해 정의된 패턴에 따라 사고한다. 인간은 글로벌하게 행동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글로벌 기업은 범세계적 생

16) 패러독스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소속

감, 전통-혁신, 질서-혼동과 같은 가치체계상의 상충된 가치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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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유통망을 이용한다. 하지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사고는 현

지화 되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보편성이 아닌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17)

글로벌 마케팅이란 용어는 1983년 티 레빗(T. Levitt)이 “Globalization

of Market”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마케팅의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은 글로벌 마케팅에도 그대

로 적용되는데 단지 대상의 환경 특성이 다르므로 적용되는 관리 및 전

략방향(Strategic Vectors)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키칸(W. Keegan) 교

수는 글로벌 마케팅 관리란 범세계적인 시장기회에 기업의 자원과 목표

를 맞추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범세계적 시장

의 기회와 위협을 확인하고 글로벌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며 글로벌 마케

팅의 조직과 통제에 의하여 인적 자원, 재무 자원, 물적 자원에 초점을

두고 범세계적 경쟁력 배양을 통하여 생존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과정

으로 정의했다.18) 즉, 브랜드 전략의 개념은 통합적으로 가져가되 그 수

행정책과 방침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화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기

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에서 겪는 해외시장별 편차에 대한 애로점이 국가

브랜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2.2. 표준화 전략과 현지화 전략

국가브랜딩도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과 마찬가지로 표준화와 현지화 전

략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

표준화 전략은 글로벌시장과 소비자들의 동질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기호는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다. 대표

17) 마리케 드 무이, 글로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나남신서, 2007. p365 Jeremy

Gaines 외, A Menifesto for Sustainable Cities : Think Local, Act Global,

Prestel Publishing, 2009에서도 언급

18) Warren J, Keegan, Global Marketing Management, Prentice Hall, 4th ed.,

1995,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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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례가 코카콜라의 광고 전략을 들 수 있다. 세계 소비자들은 각

국가의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평온, 아름다움 등을 추구하고 고통으로 부터의 해방과 건강에

대한 동일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정수경(1999)은 대체적으로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에서 시장 환경요인이

비교적 보편성, 일반성, 동질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경제, 사회, 문화, 언

어, 법규, 하부구조 등에서 문화적 유사성 내지는 표준성을 발견할 수 있

다고 하였다.

광고의 경우 국제마케팅에서 표준화 전략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표준화로 인한 잠재적 이익이 매우 크며 광고가 해외시장에서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표준화 전략을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은 다음과 같다.19)

첫째, 기획과 통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표준화 전략 수행을 위

한 의사결정의 집중화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계획과 통제를 개선

할 수 있으며 지나친 분산화로 인해 주요 전략이 모호해지는 상황을 방

지할 수 있다. 셋째, 국제적 브랜드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넷째, 검

증된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표준화 전략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없으며 개별

시장의 수요나 기호 등의 변화는 무시할 수밖에 없다.

둘째, 변형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는데 소요되는 제품이나 광고비

용의 증가가 매우 크다.

셋째, 너무 강한 국제적인 이미지로 인해 현지에서 민족주의의 대두로

인한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

넷째, 특정시장에서 소비자의 기호를 무시하고 표준화된 마케팅 활동을

할 때 현지상황에 정통한 현지기업으로부터 공격받기 쉽다.

표준화 전략과 대비되는 현지화 전략은 표준화 전략의 효과에 대한 의

문에서부터 출발한다. 국가마다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차이

19) 이종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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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Kanso(1992)는 현지화 전략을 따르는 광고주들은 국가에 따라 소비자들

이 다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에 적합한 다른 광고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준화 전략의 타당성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의 장벽이다. 그 지역의 문화적 차이점을 반영하지 못한 부적

절한 번역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전통과 습관이 표준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간의 욕구는 세

계적으로 보편적일 수 있으나 태도, 동기, 욕구의 표현 등은 서로 상이하

다. 예로, 발한에 대한 태도를 보면 유럽의 더운 국가는 발한을 인체의

자연스러운 냉각 메커니즘으로 이해하는 반면, 영국에서는 발한을 당황

스러움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20)

셋째, 매체 이용의 가능 정도(수준)도 표준화된 광고의 적용을 방해한다.

넷째, 자민족주의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지화 전략이 상기한 표준화 전략의 단점을 보완하고 세부시장의 욕구

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세부시장의 규명과 측정에 막대한 정보와 비용

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다면 유의미한 현지화를 실현하기 어렵다.

아울러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제 가능

한 마케팅 요소와 통제 불가능한 마케팅 요소를 적절히 믹스하여 글로벌

시장, 지역시장 등에 적용할 전략을 결정해야 한다. 통제가 가능한 마케

팅요소는 크게 4Ps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좀 더 세분화할 경우 포장

(Package), 파워(Power), 대중과의 관계(Public Relation)를 포함하여 7Ps

로 구분할 수 있다. 통제 불가능한 요소로는 문화적 역학 작용, 정치․법

률적인 역학 작용, 경제적 역학 작용, 경쟁적 역학 작용, 기술수준, 지리

와 경제 하부구조, 유통구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21)

20) 무이, 1999

21) 藩柄吉,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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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문화소통에 대한 이해

국가브랜딩의 경우 자국의 문화를 소통의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고 수

용자 입장에서도 경계심 없이 대할 수 있다.

2003년 겨울부터 일기 시작한 일본에서의 한류는 TV드라마<겨울연가>

에 의해 촉발되었고 그것에 의해 구축된 기반 위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겨울연가>와 그 주인공 ‘욘사마’ 배용준은 사회현

상으로까지 이어지는 반향을 일으키며 한국어 배우기 열풍, 겨울연가 패

키지 투어 등으로 확장되었고 일본인들에게 이웃나라 한국을 강하게 인

식시켰다. 그만큼 <겨울연가>는 가장 현지화에 성공한 한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의 원인을 컨텐츠의 우수성에서 찾는 것은 매우

편협한 것이며 그 실마리는 일본의 사회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에서 찾아

야 할 것이다. <겨울연가>신드롬은 일본의 사회문화적 기반 위에 형성

된 문화현상이라는 시각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22)

아직 <겨울연가>와 같은 한류의 향유계층이 폭 넓게 분포한다고 보기

보다는 한정된 계층에서 특정 연예인과 드라마라는 한정된 컨텐츠를 향

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최근 K-pop 등으로 보다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한류 현상이 국

가브랜드를 제고 시키고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 흐름을 잘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류를 먼저 체험한 일본,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벌써 한류역풍이 발

생하고 있으며 한류의 한계와 지속성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류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국가브랜딩의

문화소통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 한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민간단체나 기업보다는 정부 주도의 마케팅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그림 2-3.과 2-4.는 2004년 겨울연가 패키지 투어에 참여한 일본인

22) 권연수, 한류지속을 위한 현지화 전략 연구: 일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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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이다.23)

그림 2-3. 겨울연가 패키지 투어 참가자의 한류지속기간 예측 결과

한류의 지속기간을 예측하는 질문에 52.1%에 달하는 응답자가 2∼3년

이라고 응답했다.

그림 2-4. 겨울연가 패키지투어 참가자의 한류의 기대효과에 대한 예측 결과24)

일본에서의 한류열풍의 기대효과에 대한 질문에서 다른 한국문화 붐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은 71.8%,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은 90.1%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

목할 것은 일본에서 다른 한국문화의 붐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71.8% 중 53.5%가 ‘약간 그런 편’이라고 응답해 소극적 판단을 내리는

23) 김양은,이영란, 2005, 배용준 신드롬, 그 낭만적 진실, 다할미디어, p308

24) 김양은,이영란, 2005, 배용준 신드롬, 그 낭만적 진실, 다할미디어, 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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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반해 한일관계에 대한 영향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 90.1% 중

49.3%가 ‘매우 그렇다’라는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를 비롯한 한국문화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향유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유행에 그치지 않고 국가 간의 문화소통으

로 이어져야 한류가 국가브랜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브랜드 레버리

지가 가능할 것이다.

2.2.4. 글로벌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s)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 마케팅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상품개

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앞서서 결정된 시장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적인 것으로 “모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판

촉수단을 통합하고 조직의 메시지가 한 목소리를 내게끔 매체전략을 개

발하는 것”이다. 최선의 접근방식은 한 국가에서는 하나의 목소리로만

접근해야 하고 각국의 소비자에게는 차별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목표시장을 선정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고

려하게 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25)

1) 시장잠재성(Market potentiality) :

자사의 마케팅 노력을 통하여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성장 가능하

며 규모가 큰 시장이어야 한다. 중국시장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는 이

유 역시 시장의 잠재성과 선점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2) 시장침투 가능성(Vulnerability of competitors) :

세부시장의 진입비용을 의미한다. 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에는 진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시장진입 이후에 점진적으로 진입비용이 높아진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제도의 변화 또는 시장의 변화로 진입비용이 높아질

수도 있으며, 시장이 형성되어 안정을 찾는 기간 동안에 경쟁자들의 지

25) 박재기, 2010, 글로벌 마케팅 전략적 접근,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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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진입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사의

능력으로 시장을 침투하여 방어할 수 있는 세분시장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사의 현지 시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차별적

우위성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3) 투입자원 능력(Input resource availability) :

자사의 경영목표와 인적 자원, 재무자원, 기술력, 원자재 등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세분시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즉,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나

름대로의 경쟁적 우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규모(Scale) :

자사가 세분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시장점유율, 가능 매출액, 이익, 그리

고 기업 이미지 등의 수익(Benefit)과 시장의 안정성, 경쟁가능성 등의

비용(Cost)을 분석하여야 한다.

5) 보상(Reward) :

실현 가능성이 있는 마진, 가격경쟁력, 투자수익률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6) 위험(Risk) :

특허의 유지가능성, 기술변화의 가능성, 시장의 안전성, 경쟁의 안정성

등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7) 경영능력과의 조화(Harmony with management capabilities) :

자사의 경영능력, 즉 7S(Strategy, Structure, System, Shared values,

Skill, Staff, Style)가 세분시장을 접근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유되고 조화

를 이루고 있는지 마케팅, 유통, 서비스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표적시장 진입 전략으로는 무차별, 집중적, 차별적 글로벌 마케팅 전략

이 있다.26)

1) 무차별 글로벌 마케팅 전략 :

글로벌 시장을 하나의 동질의 시장으로 보고 표준화된 제품으로 접근하

는 전략이다. 표준화된 제품과 광고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비

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26) 윤훈현·오장균, 2008, 글로벌 마케팅,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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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중적 글로벌 마케팅 전략 :

자사에 적합한 시장을 선택하여 자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자원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차별적 글로벌 마케팅 전략 :

글로벌 시장을 세분화하여 각 세분시장에 적합한 제품과 마케팅믹스를

개발하여 접근하는 전략으로 광범위한 글로벌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2.2.5. 소결

국가브랜딩은 일반기업의 브랜딩과 기본적인 맥을 같이하는 부분도 많

지만 브랜딩의 대상이 가지는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브랜딩은 차

별화된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국가의 문화 전반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활양식에 적합한

국가브랜딩 체험공간을 디자인하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각 국가의 특성

을 세분화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공간디자인을 국가기관에서 실행하기에

는 그 연구의 폭과 깊이가 너무 방대하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

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도 수많은 현지화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

으로 어려우므로 표준화된 범용적인 디자인의 예를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브랜딩을 실행함에 있어 우리는 “무엇을 담아내고 공유할 것인

가?”라는 컨텐츠 측면과 “어떻게 담아내고 공유할 것인가?”라는 커뮤니

케이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여러 국가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이 국가브랜딩에 관계된 컨텐츠

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의 재생산에 노력하고 있다. 드라마에 이어

K-pop이 세계인으로부터 그 존재를 인정받고 확산되고 있지만 그들 한

류 향유자들은 정작 한국과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세계화될 수 있었던 것은 TV, 인터넷의 유

튜브와 같은 미디어의 힘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와 우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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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발견된 것이라기보다는 세계인이 즐기는

컨텐츠 유형의 큰 틀에서 노출된 측면이 강하다.

국가브랜딩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같이 유행에 민감하지도 않고

화제성을 창출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대중매체를 통한 확산을 기대하기

도 힘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국가브랜

딩의 주요 내용은 목표시장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체험

코자하는 인기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주는 휴대폰이나 TV도 아니고, 그들을 울고 웃기는 드라마나 영화

라고 말하기도 힘들며, 한국의 유명 연예인도 아니다. 한마디로 브랜딩하

기 어려운 주제들을 정성껏 포장해서 외국인 앞에 갖다 놓아야 하는 것

이다.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그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

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국가브랜

딩 체험공간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현지에 확보하는 것이 현지화

의 첫 걸음이다. 그 지역의 문화와 접목하고 지역문화의 다양성에 기여

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접근방법도 필요하겠다.

2.3. 국가브랜드

2.3.1. 국가브랜드의 정의

국가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 이미지의 개념을 국가 차원에서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브랜드는 무형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브랜드 이미지 또는 국가이미지와 용어가 혼용되어 사

용되어 왔다.27)

Hall(1986)은 어떤 국가 또는 그 나라 국민에 대해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묘사 혹은 어떤 국가 또는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 사람들

이 일반적으로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국가이미지라고 정의한다. 한편, 김

27) 산업정책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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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2006)과 Keith Dinnie(2009)는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 이미지의

개념을 구분한다. 이들은 ‘국가이미지’란 국가 혹은 국민에 대해 사람들

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일반적인 인식 또는 믿음

을 말하며, ‘국가브랜드 이미지’는 국가이미지를 마케팅 관점에서 재활성

화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형성되는 인식과 태도의 총합이라

고 정의한다.

이렇듯 국가이미지 또는 국가브랜드는 한 국가 자체 또는 국민을 떠올리

는 중요한 연상으로서, 자신들이 속한 국가브랜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

력하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로 인해 국가브랜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28)

국가브랜드는 브랜드의 개념을 국가 차원에 적용한 것이며,29) 국가브

랜드라는 용어를 구성하는 국가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브랜드는 국가이미지와 혼용30)하거나 구분31)하여 개념

28) Keith Dinnie, 2008

29) 정치학자 Joseph Nye(2002)는 국가의 성공과 영향력은 부드러운 힘(SoftPower)

과 강한 힘(Hard Power)간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며, 국가브랜딩은 사람들이 국가

의 성취에 주목하고 그 품질을 믿게 만드는 부드러운 힘(Soft Power)의 본질적

이고 현대적인 모습이라고 정의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브랜드는 국가를 하

나의 브랜드로 인식하여 내국인 및 특히 외국인에게 국가브랜드 인지도, 국가브

랜드 이미지 등의 무형의 자산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공간의 제약조건을

초월하여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정의 내린다.

30) 국가브랜드를 연구하는 산업정책연구원에서는 국가브랜드는 무형적 가치를 지니

고 있기 때문에 국가브랜드 이미지 또는 국가이미지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

어 왔고, Hall(1986)은 어떤 국가 또는 그 나라 국민에 대해 사람들이 지니고 있

는 일반적인 묘사 혹은 어떤 국가 또는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

으로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국가이미지라고 정의하여 국가브랜드와 국가이미지

는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1)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 이미지의 개념을 구분한다. 이들은 ‘국가이미지’란 국

가 혹은 국민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일반

적인 인식 또는 믿음을 말하며, ‘국가브랜드 이미지’는 ‘국가이미지’를 마케팅 관

점에서 재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형성되는 인식과 태도의 총

합이라고 정의한다(김유경, 2007; Dinnie, 2008). 한편 사이몬 안홀트(Anholt, S.

2007)는 그의 저서 ‘경쟁력 있는 정체성 (Competitive Identity)'에서 브랜드와 브

랜딩을 구별하면서 브랜드 자체의 다른 네 가지 측면- 브랜드 정체성(Brand

Identity), 브랜드 이미지(Brand Image), 브랜드 목표(Brand Purpose), 브랜드 자

산(Brand Equity)의 구별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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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의하고 있지만, 조동성(2003)과 김명전(2005)은 국가브랜드는 사람

들로 하여금 특정 국가 또는 특정 국가의 집단, 제품, 서비스를 식별하고

다른 국가와 구별하도록 의도된 이름, 용어, 기호, 심벌, 디자인 또는 이

것들의 조합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국가브랜드라는 의미는 한 국가의 경제수준, 정치체

계, 문화 및 전통문화유산, 사람, 관광, 기업의 제품 등의 유무형의 정보

를 활용하여 내국인 및 특히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외국인에게 의도

적으로 각인시키고자 기획된 상징 정보체계라 정의 내린다.

이러한 국가브랜드의 개념이 타당한가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다.

Girard(1999)를 비롯한 일련의 학자들이 “기업은 브랜드화 할 수 있으나

국가는 불가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상업주의 관점의 브랜드 개념을 국가

주의 관점에서 국가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국가브랜드는 일반적으로 브랜드라는 정의가 갖는 의미와 동일하

게 제공자인 국가가 수용자인 소비자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며(김유

경, 2006), 브랜드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제품이라는 무 생명체에 감정

적, 정신적 가치를 주어 생명력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와 교감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한편 국가라는 일방적, 권위적 실체에 정체

성(Identity)을 부여하고 이 국가의 브랜드를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해외

관광객, 제품구매자, 해외 투자기업 등의 소비자들에게 소유의 의미

(Ownership)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고 하였다.32)

32) Dinnie(2008)는 “Nation Branding : Concepts, issues, practices"에서

National Brand와 Nation Brand의 혼용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Nation Brand는 우리나라에서 전국브랜드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듯이 지

역브랜드(Regional Brand) 혹은 판매자 상표(Private Brand)와 반대되는 개념으

로서 ”National Brand : a brand available nationally as distinct from a regional

of test-market brand"로 정의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브랜드

(Nation Brand)는 “Nation Brand : the unique, multi-dimensional brand of

elements that provide the nation with culturally grounded differentiation and

relevance for all of its target audiences"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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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가브랜드의 역할과 중요성

브랜드란 우리나라 법에서는 “상품을 표시하는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자가 자기 상품을 타 사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

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마케팅 협회(AMA)는 브랜드란 ‘기업이 판매 또는 제공하는 상

품 내지 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경쟁업자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

는 품질, 명칭, 상징, 디자인 또는 그것들의 집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브랜드는 단순히 브랜드명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상품 자체를 의미하고

나아가 경영체를 상징하기에 이르렀다. 소비자는 브랜드를 제품 구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브랜드로 말미암아 제품의 가치를 증

대시킬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감소시킬 수도 있다. 시장 경쟁에서의 브

랜드의 위치는 상품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33)

국가브랜드 역시 국가와 그에 속한 국민, 문화, 또 그 국가에 속한 기

업 등의 가치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유

명 글로벌 기업을 일부 외국인들은 일본기업으로 생각한다는 일례에서

국가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다. 한 국가에 대한 선호도

는 그 국가와 관계된 폭 넓은 분야로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호

의적인 이미지 구축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

가차원에서의 지속적이고 치밀한 국가브랜딩 활동이 요구되어진다.

2.3.3. 국가브랜드 이미지

국가, 브랜드, 이미지라는 추상적인 단어의 결합인 국가브랜드 이미wl

에 대한 기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는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주(定住)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국가의 틀 속에는 국민, 영토, 주권(정부) 등이 포함된다.34)

33) 유재웅, 2007, “한국드라마 시청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중국과

일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4) 국립국어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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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이미지란 ‘소비자가 어떤 기업의 브랜드 명에 대해 지니고 있는

좋고 나쁜 감정들의 여러 정보나 단서와 결합하여 형성된 총체적 연

상’35), ‘의미를 지니고 조직화된 연상들의 집합’, ‘소비자 기억 속에 새겨

진 브랜드 연상들에 의해 표현된 브랜드에 대한 인식36)’이라는 정의 등

이 있다. 이를 정리해 본다면 ‘소비자가 특정기업의 브랜드에 대해 가지

고 있는 좋고 나쁜 느낌’ 또는 ‘브랜드에 대한 신념 등과 같이 제품 자체

에 대한 감정이 제품과 관련된 여러 정보의 간접적 요소와 결합되어 형

성된 소비자의 심리적 구조체계’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브랜

드가 소비자의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여져서 해석되는 어떤 의미’37)등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국가브랜드 이미지라는 용어의 정의가 명확해지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국가이미지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살펴봄으로써 각 용어 간의 개념

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Kim, Son은 국가이미지란 국가가 이

미지 형성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국가에 대하여 사람들이

갖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심상이라 정

의했으며, 신호창은 국가 혹은 국민들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다양한 정

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일반적인 인식 또는 믿음으로 정의한다.38) 여기

서 다양한 정보란 해당 국가의 정부, 경제, 사회, 믿음 등에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Moffitt는 국가이미지를 조직적, 개인적, 역사적, 문화적

요인들에서 일어나는 다차원적인 과정이라고 보면서 각각의 공중은 독특

하고 각기 다른 이미지를 가진다고 하였다.

35) 김유경, (2004). “브랜드 이미지 유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커뮤니케이션 요인에

관한 연구: I-PROS 의 영향과 광고역할을 중심으로,” 광고학 연구, Vol.15, No.4,

pp.155~184.

36) Keller K. L. 1993. Conceptualizing, measuring and managing customer-based

brand equity, Journal of Marketing 57(1), pp.1∼22.

37) 김유경. (2006). “상징으로서의 국가브랜드와 국가이미지. 한국의 상징물이란 무

엇인가?,” 한국관광공사,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포럼 발표 논문.

38) 신호창, 2003, “국가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통합적 해외홍보모델 및 전략의 재 고

찰,“ 한국홍보학회, 한국문화와 세계화와 국가브랜드 마케팅 전략 세미나 발표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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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이미지란 특정 국가의 제품이나 서비스

에 대하여 기업인이나 소비자가 부여하는 심상이나 명성, 외국산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품질을 지각할 때 나타나는 고정관념 혹은 편견, 특정

국가의 제품에 대한 선입견과 마케팅의 강·약점에 대한 토대 위에 소비

자들이 특정 국가 제품으로부터 형성하고 있는 총체적 인식, 제품의 제

조국 정보로부터 생긴 소비자의 지각 등이 있다. 마케팅적 시각에서의

국가 이미지는 제품의 지각된 품질이라는 단일 차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국가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 중 특

히 제품 요소를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대해 Papadopoulos는 국

가이미지에 대한 정의라는 측면보다는 제품의 국가이미지

(product-country image)에 대한 정의 측면에 더 가깝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 즉 국가이미지를 제품의 지각된 품질이라는 단일차원에서

바라보는 견해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으로 파악하자는 연구들이 등장하였

는데 국가이미지라는 개념을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차원들과 함

께 구성원인 국민에 대한 이미지까지 광범위하게 포함 될 수 있는 것으

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정의로는 특정 국가에 관해 사람들

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적, 추론적, 정보적 믿음의 총체, 국가라는 대상

에 대해 개인들이 가지는 주관적 신념, 아이디어, 인상의 집합이라는 정

의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주장을 종합해 볼 때 국가이미지란 특정 국가에 대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 인상 등의 집합이자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특정 국가에 대한

사람들의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심상이라 할 수 있다(산업정책연구원,

2007; 유재웅, 2008).39)

2.3.4. 국가이미지의 구조 및 구성요소

39) 이창현, 한류의 분석을 통한 국가브랜드 육성방안(국가브랜드와 한류), 한국학술

정보, 2011,pp.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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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미지의 주된 구성요소의 구분을 학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연구자 국가이미지 구성요인

Nagashima(1970) 제품, 국가특성, 경제환경, 정치환경, 역사, 전통 등

Wang(1978) 경제발전 수준, 민주주의 정도, 문화적 유사성 등

Hunt&Chung(1985)

위락시설의 이용가능성, 역사, 문화 관광대상, 경관

과 환경, 국민의 친절성, 적정 숙박시설의 이용가

능성, 국내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 기후, 쇼핑 등

전계성(1987)

쇼핑기회, 한국에 대한 인식, 안전과 보안에 대한

인식, 아름다운 경관, 역사와 문화유산, 일반적 관

광시설과 여건, 한국에 대한 일반적 인식 등

Peabody(1988)
외국으로의 여행경험, 문헌과 매체의 접촉도, 특정

국가의 대외정책, 주변인들의 영향

Bojanic(1991)

아름다운 건축물, 해변, 색다른 음식, 국민성(정직

성), 달러화 가치, 도시의 흥미성, 안정성, 저렴한

쇼핑가능성, 야간활동, 국가의 부(富)수준, 유럽관

광객수, 숙박시설, 국민의 친절성, 언어소통, 역사적

유적, 미국인에 대한 호감도 등

Fakeye&Crompton

(1991)

사회적 기회, 자연적/문화적 쾌적함, 숙박과 교통,

음식과 친절한 국민, 야간 오락물 등

Echtner&Ritchie(1991)
자연체험, 휴양환경, 편안함, 여행편리성, 경제적 요

인, 문화적 접촉, 각종 볼거리, 언어소통 가능성 등

Martin&Eriglu(1993)

경제성장, 민주화수준, 산업화정도, 노동비용, 문맹

률, 시장자유화수준, 복지수준, 경제안정성, 농산물

의 자급도, 제품의 질, 삶의 수준 등

Shin(1993)
경제적 발전정도, 문화적 유사성, 정치상황, 미국과

의 동맹관계 등

한충민(1993)

문화발전 정도, 역사와 전통, 산업화 정도, 부유한

정도, 민주화 정도, 사회적 안정성, 국민의 근면성,

국민의 교육수준 등

김용상(1999)

정치적 안정, 민주화 정도, 경제성장, 물가, 범죄상

황, 공공질서, 역사와 전통, 문화예술, 교육수준, 친

절과 예의, 자연경관과 기후, 국가 호감도 등

표 2-5. 국가이미지 구성요인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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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미지는 위의 표 2-5에서 보듯이,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

을 받지만 이미지 형성의 대상이 되는 국가가 어떤 특성을 가진 나라인

가에 따라 국가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

기도 하고 다른 요소는 더 약하게 작용하기도 한다.41)

국가이미지의 개념을 국가 전체차원에서 광의로 볼 경우 국가이미지에

는 국가 그 자체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차원들과 함께 그 국가

구성원인 국민 이미지까지도 포함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광범위하게 포함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이미지 구성요인은 국가별로도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의 국가이미

지는 정치·경제·사회적인 특성이 많이 차지하고 일본은 국민성, 스위스는

자연환경, 프랑스는 문화예술이 구성요인의 주를 이룬다. 구성요인들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국민성’이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많은 부

분을 차지한다.42)

2.3.5. 사례조사_외국의 국가브랜드 제고방안(정책사례분석)

세계 각 국의 국가브랜드에 관한 비교 연구는 타 연구 분야에서 주로

개별국가 사례연구나 국가이미지에 대한 포괄적 통계분석이 대부분이었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교 대상 모집단 국가들을 몇 개의 하위 집

단으로 유형화하여 본 논문의 논지에 맞게 재분류한다.

글로벌 경쟁 하에서 국가들을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기 위한 유형화

기준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 왔다. 먼저 인구와 국민소득에

따라 대중소(大中小)와 강중약(强中弱)-분류기준: 인구 1억1명 이상 대

국, 5000만 명 이상 중국, 그 미만 약국-으로 분류한다고 하면 세계 모

40) 김용상, 1999, 국가이미지 국제비교에 관한 연구, 관광정책연구, 5권 2호, pp.

95-96 수정.

41) 박정민, 오미영, 장지호, 2003, 한국의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14권 1호, p. 150.

42) 이규완, 1984, 국제광고에서의 국가이미지의 이용에 관한 연구-국가이미지와 상

품이미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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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나라는 9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강대국, 강중국, 강소국, 중대국, 중

중국, 중약국, 약대국, 약중국, 약소국이다.43)

다음으로 시민사회(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강도와 각 국의 고유한

역사 제도적 특성에 따라 경쟁형(시장주의), 개입형(국가주의), 절충형(조

합주의)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여기에 지역이라는 변수를

적용할 경우 영미형 시장주의(경쟁국가), 동아시아 국가주의(발전국가),

유럽형 조합주의(복지국가) 등과 같은 개념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분류 기준을 토대로 본 연구는 각 국가군별로 대표성이 높

다고 평가 되는 각 각 2개국씩 총 6개국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한다. 즉

영미형 경쟁국가(영국, 미국), 국가주도형 개입국가(일본, 독일), 조정형

절충국가(스위스, 뉴질랜드) 등이 집중적 비교분석의 대상이다. 본 연구

의 국가군의 유형에 따라 국가브랜드 제고방안 사례의 주요 비교대상 국

가는 표 2-6과 같다.

구분 유형 내용

경제학적,

정치

경제학적

비교

분석대상

영·미형

시장주의/

북유럽

조합주의/

동아시아형

국가주의

-시장주의와 조합주의 간의 절충모델

: 강소국(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조합주의와 국가주의 간의 절충모델

: 대륙계 중유럽(프랑스, 독일)

-시장주의와 국가주의 간의 절충모델

: 남유럽(이탈리아, 스페인)

→정치경제학은 방임형, 개입형, 절충형을

유형화의 기본 틀로 상정함

본

연구의

비교

분석대상

영·미형

경쟁국가/

국가주도형

개입국가/

조정형

절충국가

-영·미형 경쟁국가 : 영국, 미국

-국가주도형 개입국가 : 일본, 독일

-조정형 절충국가 : 스위스, 뉴질랜드

→국가군별로 각 2개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총7개국을 비교 분석대상으로 설정

표 2-6. 국가브랜드 정책사례 비교분석 대상국의 선정44)

43) 은재호·김정렬·한인섭, 2006, 선진국 정부혁신의 성과,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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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 국가 유형별 국가브랜드 사례분석

1. 경쟁형 국가의 국가브랜드 : 영국과 미국

1) 영국

① 국가브랜드 정책의 대두와 전개

영국의 정부조직은 26개의 부와 청, 실로 나누어져 있으며 영국의 국

가브랜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외무부(FCO: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가 해외홍보를, 중앙공보처(COI: Central Office

of Information)가 국내홍보를 일임하고 있으며, 브랜드의 직접적인 활동

은 홍보처를 통하여 이루어지듯 해외홍보는 FOC가 주관하고, 각 국의

주재 영국대사관이 대외 일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영국 상공부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서는 Export Promotion45)과

Inward Investment46)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대내외적 활동을 주관하

고 있는데 이는 1997년 토니블레어 총리와 영국관광청 주도로 영국의 위

상과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Cool Britannia 캠페인47) 실시 이후 보다

44) 은재호, 김정렬, 한입섭(2006)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45) Export Promotion 부서는 수출지원부서로서 세계 주요시장별로 나누어져 시장

별 특색과 특성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여 영국산 제품의 수출증대를 지원하고 있

으며 글로벌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무역관련 모든 전시회 등에 영국기업의 참여

를 독려하고 그들의 활동을 현지의 대사관 등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대 기업관련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46) Inward Investment 부서는 IBB(Investment in Britain Bureau)라고 하며 외국기

업의 영국 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977년 상공부내 설립된 부서로 IBBD산하

영국 내 11개의 지역담당 투자 유치청을 두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활동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47) 영국은 지난 1990년대 후반 “Cool Britannia(멋진 영국 만들기)”캠페인을 전개

하며 디자인 진흥정책을 경기회복의 전환점으로 활용하였다. 최근 Dott

07(Design of the time: 디자인을 통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07년

부터 10년간에 걸쳐 추진될 예정)과 RED(디자인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와 시스

템 개혁이 목표, 미래형 공공서비스 창출에 디자인적 사고와 다양한 디자인 툴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 등 디자인을 통한 대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국가 쇄신작업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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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실리적인 영국의 국가브랜드 제고와 무역증대를 위해 1999년

5월 BTI(British Trade International)로 거급나게 된다.

FOC와 DTI가 연계한 BTI가 국가브랜드의 홍보를 대내외적 무역활동

과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었다면, 영국관광청의

Cool Britannia 캠페인은 이지적이며 창조적인 산업에 영국의 강점이 있

다는 전제하에 음악, 패션, 예술의 영국을 만들자는데 주안점을 둔 국가

캠페인 전략이었다. Cool Britannia는 영국 국기 유니온 잭으로 만든 짧

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세계적 팝 그룹 스파이스 걸스의 이미지와 영국관

광청의 유니온 잭을 이용한 디자인 등이 이미지를 형성하며, 영국 상품

의 해외 판촉 진흥을 도모했다. 그러나 이 캠페인은 영국의 실체보다 이

미지 전달에만 치중함으로써 미디어 주도로 추진되었고 실행주체가 불명

확하였다. 따라서 산업계와의 연계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성과에서는 부

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영국 마케터 대상조사 결과 23%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48)

그림2-5. Cool Britannia 캠페인

이후 영국은 Cool Britannia 캠페인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해 추상적

이고 이미지 중심적인 캠페인을 지양하고 직접적으로 영국 산업에 도움

48) 손태원, 1999, 영국을 브랜딩하자, 한국방송공사, 광고정보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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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캠페인을 시도하였다. 이것이 바로 “상업화에 강한 영국을 만들

자”는 캠페인이었다. 이는 영국 유수의 광고회사 BMP DDB 회장 크리

스 포웰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그는 영국이라는 브랜드를 해외에 팔기

위해서는 영국정부와 대기업의 연합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포웰은 영국인의 창의성을 고무시키고 이를 산업계에 접목, 국가이미지

상승에 활용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민·관 합동의 밀레니엄 프로덕트 제

작을 제안했고, 21세기를 주도할 2000개의 제품을 개발하여 밀레니엄 돔

에 전시하였다. 또한 영국 정부에서는 토니블레이어 수상이 앞장서고 정

부가 적극 후원하는 영국 최고의 발명, 창조, 디자인을 후원하는 ‘디자인

위원회’의 활동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금 80억 파운드가 책정

되었다. 이 위원회는 각계의 유명 인사를 선출하여 가장 혁신적인 상품

을 개발한 사람들을 지원하여 영국의 최첨단 제품의 일단을 밀레니엄 돔

에 전시해 적극적인 홍보와 아이디어 구매자를 찾아 산업화하기로 하였

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1차 Cool Britannia 캠페인과 2차 밀레니엄

프로덕트 캠페인 등을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산업계의 호응이 미약하였

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

한다는 팀 멜빈 존스 영국 사업계 사무총장의 지적처럼 기업들은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약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브랜드 캠페인 특히

산업계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브랜드 캠페인은 반드시 강력한

민·관협동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절실히 드러냈다. 또한 Cool

Britannia 캠페인처럼 미디어 주도의 이미지성 캠페인은 실상 단기간에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으나 이는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전체 국가브랜드

캠페인의 일부분이 되어야지 이것 자체가 중심이자 전체가 될 경우 그

성과는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캐머런 총리는 2010년 8월 12일, 세계 6위 수준의 영국 관광산업을 5

위권 안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국ㆍ인도 등 새로운 개발도상국의

관광객들을 최대한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성(古城), 박물관 등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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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른

바 '올드 브리타니아(Old Britannia)'를 국가이미지 메이킹 전략으로 제

시했다.49)

영국은 여전히 자국의 제도, 언어 등 모두가 세계 표준이나 중심이라

는 것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The Open', 'The

Tomes', 'The Economist' 등 ’The'를 붙여 최초나 최고임을 과시한다.

현재 영국의 정부기관에서 국가브랜드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위한 조

직은 없으나 Cool Britannia 캠페인과 2차 밀레니엄 프로덕트 캠페인이

진행된 1997년을 전후로 영국에서는 국가브랜드 정책에서 세분화하여 발

전된 지역·도시브랜딩50)이 등장하게 된다. 이는 국가단위에서 지방자치

단체 혹은 도시로 브랜드 정책의 주체가 변화함을 의미하며, 국가브랜드

에 있어서 정책의 투입→전환→산출의 과정51)을 거친 결과물이 환류를

통하여 새로운 지역·도시브랜딩 정책으로 진화되어 새롭게 집행되어짐을

의미한다. 지역·도시브랜드 정책은 글래스고(Glasgow), 에든버러

(Edinburgh), 웨일즈(Wales)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글래스고의 지역·도시브랜드 정책의 주요 성과는 칙칙하고 침체된 공업

도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유럽의 문화수도로 선정되었고, 글래스고의

예술학교를 통한 문화예술 활동과 이벤트로 도시문화를 발전하며 스코틀

랜드의 주도인 에든버러와의 동반자적 발전을 추구하였다.

축제의 도시 에든버러(Edinburgh)는 축제를 통한 지역·도시브랜드 정

49)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8196&

mobile&categoryId=485

50) 지역·도시 브랜딩은 지역의 발전에서 네 가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관광목

적지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변화와 경쟁의 관광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지역에서 만드

는 문화제품, 농산물 및 특산품 뿐 만 아니라 공산품의 이미지도 높아지게 된다.

이를 ‘원산지의 가치’라고 한다. 셋째, 지역의 이미지는 기업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넷째, 브랜딩은 장소마케팅, 관광마케팅의 폭넓은 ‘장소상품과 서비스’경

영의 조직자로서 역할을 한다. 이를 ‘상징적 정부’라 한다(이정훈, 최서희, 2006).

51) D.Easton의 체제모형이론에 의하면 모든 체제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 이

때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을 투입(input), 환경으로부터 내보내는 것을 산출

(output), 그리고 산출에 대한 환경의 반응을 점검하여 체제를 환경에 적응시키는

것을 환류(feedback)라고 한다(박성빈, 20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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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구사하며 활력 있는 축제 도시로의 이미지 전환을 위하여 지역의

역사적 요소를 통한 일회성 관광보다는 축제를 통한 재방문 전략을 구사

하였다. 2001년 미국 911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이 급속히 침

체되자 에든버러에서는 ‘Inspiring capital'을 통하여 연중 진행되는 에든

버러 축제52)만이 갖는 분위기와 지역성을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재

미있는 공간으로 재 포지셔닝 하였다. 이는 전통과 현대를 다양하게 체

험할 수 있다는 속성으로 소구한 것인데 ‘스코틀랜드의 수도’에서 ‘축제

의 도시(The Festival City)'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전통유산에서 창의

성까지 강조한 시 차원의 노력이 가시화된 성과이다.

에든버러의 성공원인은 첫째, 혁신적이고 다양함을 추구하는 지역 브

랜딩이 도시의 축제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으며, 이는 축제가 가지는 과

거와 현재의 문화 공감을 국내외의 방문객이 모두 제공받고 있다는 것이

다. 두 번째는 단순한 역사탐방으로서의 에든버러 방문이 아닌 능동적

축제 참여로서 재방문에 대한 소구점을 부각하는 데 있다.

웨일즈는 현재 ‘Original Thinking'을 전체 브랜드 정책의 영역브랜드

로 하며, 투자 및 무역브랜드로서 ’Real Opportunity'를, 관광브랜드로서

‘Real Alternative'를 선정하여 국가차원, 웨일즈관광국(Visit Wales), 국

제통상국(International Business Wales)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다.

2) 미국

① 국가브랜드 정책의 대두와 전개

미국의 외교정책 실현을 위한 국가브랜드 정책의 노력은 이후 지방자

치제가 확립되어 있는 미국의 특성상, 연방정부 차원에서 국가브랜드 제

고를 위한 활동보다는 주 정부 및 시(市) 차원의 국가브랜드 정책으로

52) 연중 개최되는 에든버러의 대표적인 축제는 Science Festival(4월), Children

Festival(5월), Jazz Festival(7월, 8월), International Festival, Fringe Festival,

Military Tatto, Book Festival, Film Festival(8월), Hogmanay Festival(12월, 1

월)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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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어 영국과 같이 지역·도시브랜드정책으로 실행되어지고 있다. 관

광 진흥 차원에서 뉴욕의 ‘I♥NY', 루이지애나의 ‘Come as you are,

Leave Different', 노스캐롤라이나의 ‘A Better Place to Be', 그리고 디

트로이트의 ’It's Great Time' 등 주(State) 정부의 브랜드 캠페인과 같

이 독자적인 관광진흥 프로그램을 창안하여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상무부(CTCA: Califonia Trade and Commerce Agency) 내에 있는 관

광국(CalTour: California Division of Tourism)은 미국 내 타 지역 및

해외 관광객들의 캘리포니아 유치 및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주(州)내 관

광을 촉진하는 브랜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도시브랜드정책을 처음으로 실시한 뉴욕(New

York)은 1966년 파업으로 취약해진 시의 경제침체를 극복하고자 ‘Funny

city'라는 슬로건을 제창하여 뉴욕시가 극장과 박물관이 풍부하고 문화

를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는 도시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캠페인을 시

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후 1975년 재정위기의 막바지

에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I Love

New York'의 초안을 완성하고 1976년 ‘I♥NY'을 완성하였다. 그 이후

‘I♥NY'은 경영, 홍보, 관광 나아가 도시행정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브

랜드 캠페인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2001년 9·11사건 이후 ‘I♥NY'을

제안한 Milton Glaser는 안전한 도시로의 재포지셔닝을 위하여 ’I love

NY more than ever'와 ‘Together for the city we love'를 제안하였으나

뉴욕시와 뉴욕 주정부는 ‘I♥NY'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I♥NY'캠페인

에 4천만 달러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의 뉴욕시의 이미지를 변화 없

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실제로 일관된 지역·도시브랜드

정책은 비즈니스, 산업의 활력을 되찾는데 일조를 하였으며 관광을 재활

성하여 시 경제의 재건에 귀중한 역할을 하였다. 9·11 사건 이후 뉴요커

들에게 그들의 영웅과 생존자들을 찬양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로

세계인들과 뉴욕시 간의 연대를 표현하는 의미로서 ‘I♥NY'은 더욱 굳건

한 입지를 선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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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I♥NY 캠페인

미국의 국가브랜드 정책사례 중 한국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첫째, 미국 정부차원의 국가브랜드 정책은 언론보도 위주의 공

보정책을 통해 세계인에게 미국을 각인시키는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미국문화원을 통한 현지 국민들과의 관계 개선 및 다양한 문화정책을 지

속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두 번째는 ‘I♥NY'캠페인과 같이 강력하게 구

축된 브랜드 정체성과 이미지는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지역·도시브랜드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자국 및 해외의

외국 방문객들에서 다양한 브랜딩 전략에 따른 혼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뉴욕시만의 공감된 언어인 ‘I♥NY'을 공유할 수 있는 확

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외국 방문객의 경우 사전에 지역·도

시브랜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컨텐츠 및 언

어지원에서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첨부되어진 Guide

book도 해당국의 언어로 제작되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2. 개입형 국가의 국가브랜드 : 독일과 일본

1) 독일

① 국가브랜드 정책의 대두와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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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국가 브랜드 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공보실과 국

가홍보실의 긴밀한 연계와 도이체벨레, 국제교류협회 괴테인스티튜트 및

세계 5개 거점지역의 공보원을 설치 운영하는데 있다. 공보처에 속해 있

는 국가홍보실의 조직은 2국 12개 과로, 해외 170개 공관에 공보담당인

력이 정치홍보를 중심으로 한 정책홍보를 담당한다. 특히, 해외언론의 모

니터링과 논조분석 등 해외여론을 신속, 정확하게 수렴하여 정부시책 방

향을 정하는데 이용하기도 한다. 국가홍보실은 독일공영방송인 ARD와

ZDF로부터 TV프로그램을 지원받아 각 국 언어로 편집 더빙하여 개도

국을 중심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시회나 박람회시 “독일관”을

설치하여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 비치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방송관련 장

비를 지원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해외문화홍보는 외교의 중

요한 한부분이라는 대 명제 하에 외무부의 지원을 받는 산하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도이췌벨레53), 국제교류협회54)와 독일

문화원55)이다. 독일은 2008년도 안홀트 국가브랜드 지수 평가에서 50개

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자랑한다. 이는 통일

독일 후의 대외 홍보전략과 독일문화원(괴테인스티튜트)을 통한 대인 문

화 커뮤니케이션의 적극적 활용의 결과이다. 국내외에 독일에 대한 긍정

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해 2006년 독일 월드컵을 활용한 캠페인도 실시하

였다. 그 당시 2대 캠페인이었던 ‘당신이 독일입니다(Du bist

Deutschland)'와 ’아이디어의 나라(Land der Ideen)' 이후 국가브랜드 홍

보를 지역·도시브랜드 홍보로 확산하여 각 지역 홍보캠페인에 영향을 주

었다. 또한 한국에 시사 하는 바가 큰 독일문화원(괴테인스티튜트) 사업

의 주요 특징은 대외행사는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평상시에 문화원이 위치한 나라의 자국 기업 및 단체와 지

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국의 유관기관과도 협력관계를 유

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에 잘 구축되어진 ‘독일’이라는 국가브

53) 독일 국가홍보를 위해 국영방송을 담당

54) 독일 국가홍보의 전위조직으로 독일의 문화, 사회, 정치발전을 소개

55) 독일어의 보급과 지원, 국제문화교류 증진의 도모 및 독일과 관련 된 포괄

적인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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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국가브랜

드에 있어서의 국가이미지와 국가정체성의 중요성이 부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반면 국가브랜드 홍보와 국가차원의 공공외교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국가브랜드 홍보가 국내이벤트에 치중되어 해외홍보에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아 현재 프라이부르크56)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럽

의 환경도시’와 같은 국가브랜드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림 2-7. 캠페인 “당신이 독일입니다.”

그림 2-8. 캠페인 ‘아이디어의 나라’

56) 프라이부르크는 1990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프랑스 군대가 주둔하다가 남기고 떠

난 보병지구를 신도시로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겠

다는 ‘필요’에 의해서 출발했지만 이 필요는 정책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보방

포럼’이라는 시민 단체에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보방포럼을 시 정부가 파

트너로 맞으면서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스스로 쓰레기는 모두 재활용한다는 쓰레

기 제로운동, 자동차 추방, 태양열 도시 만들기 등의 약속을 만들고 지켰으며 이

것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했다. 가정과 학교에서 환경

교육이 생활화되어 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쓰레기 배출요령을 배

우며 학급에는‘절약팀장’이 존재한다. 또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태

양광 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솔라하우스를 만들고 이러한 환경 자체를 솔라투어

리즘이라는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개발했다. 그 결과 ‘생태환경도시’, ‘에너지 자립

도시’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 에너지로 살아가는 ‘태양의 도

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으며, 60여개의 환경 NGO가 입주해 있는 볼거리와

배울 거리가 있는 ‘환경도시’로서 입지를 구축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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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① 국가브랜드 정책의 대두와 전개

다국적기업의 밸류체인이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에서 브랜드 경쟁력

으로 변하듯이 일본사회 내에서는 1960년대 ‘가격 패러다임’의 시대에서

1970년 이후의 ‘품질 패러다임’의 시대로, 현재는 고품격 미의식을 겸비

한 ‘브랜드 패러다임’의 시대로의 전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제품을 통한 일본의 이해로부터 일본 음식 등 ‘생활문화’를 통한 일

본의 이해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그들의 강점인 전자산업을 바

탕으로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게임 등을 통해 일본의 컨텐츠를 해외의

젊은 층들에게 자연스럽게 심어가고 있다. 스시가 고급음식으로 인정받

고 일본식 ‘젠’스타일이 유럽과 미국의 상류층이 선호하는 고급 생활양식

으로 정착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부터 국가브랜드를 ‘신일본양식(新日本樣式, Japanesque

Modern)’으로 표방하여 일본 전통문화의 매력을 현대적 디자인․기능으

로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일본 국가브랜드의 세계적인 확산을 지향하고

있다. 2006년부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신일본양식협의회를 구성하여

‘신일본양식 100선 발표’ 및 ‘J마크 개발’ 등의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후 2007년에는 2003년 정부령 제45호인 지적 재산전략본부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적재산추진계획에 관한 중요정책과제 조사를 위해

‘컨텐츠 및 일본브랜드 전문조사회’를 설치했다.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는

2005년 2월 컨텐츠전문조사회 일본브랜드·워킹그룹을 통하여 ‘일본브랜

드전략의 추진; 매력 있는 일본을 세계에 발신’을 보고 받고 음식문화,

지역·도시브랜드, 패션 등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브랜드 제고를 위

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에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일본문화·사회를 소

개하는 ‘애니메이션 문화대사‘정책57)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각

57) ‘애니메이션 문화 대사’는 자국의 애니메이션을 통해 일본문화를 외국에

소개하고 대외 이미지를 높이는 임무를 맡았다. 일본 외무성의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은 1960년대부터 일본인들에게 사랑을 받은 ‘도라에몽’을 제 1호 문화 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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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및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6년에는 재외공관에서 현지 저명인들을 대상으로 일본산 식재료로 일

본음식 시식회를 여는 "WASHOKU -Try Japan's Good Food" 사업이

실시되었다. 국가규모의 대형 사업인 ‘Visit Japan 캠페인’을 통해서도 음

식문화나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일본브랜드에 관한 정보발신을 하고 있

다.58)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국가브랜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본 지적

재산전략 본부에서는 2009년 4월 「일본브랜드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소프트파워를 창출하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드라마, 음

악, 게임 등의 컨텐츠와 식문화, 패션, 디자인 등 일본 특유의 브랜드 가

치창조 관련 산업을 ‘소프트파워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들 산업의 진흥과

해외전개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파워 산

업의 진흥과 해외홍보를 전개하여 이들 산업 각 분야의 수출 및 산업규

모의 확대(2015년까지 컨텐츠 산업규모 20조엔), 폭 넓은 산업으로의 파

급(2020년까지 방일 외국인 여행자 2,000만 명), 일본문화의 이해촉진 등

의 목표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일본의 국가브랜드 전략 제3기(2009년도∼

2013년도)가 출범하였으며, 기본방침 5개 중의 하나로서「소프트파워 산

임명하면서 “세계인들이 일본을 이해하고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만화를 통해 일본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외국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였다.(매일경제, 2008. 3. 2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8&no=158252). 또한 일본의 패션을

세계에 알리려는 취지로 교복을 입은 여고생, 공주풍의 롤리타룩, 하라주쿠

유행패션을 입은 3명의 ‘가와이 대사(大使)’를 임명하여 아시아 및 2009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일본 EXPO에서 일본문화를 적극 홍보하였다.

(동아일보, 2009. 4.11,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4110101)

58) 해외발신강화를 위한 대형 사업으로는 2006년 "동경발 일본패션위크", 2007년

"JAPAN 국제컨텐츠페스티벌"이 각각 개최되었고, 2008년에는 "미디어 예술제"가

롯뽄기(六本木)에 신설된 국립신미술관으로 장소를 옮겨 각기 국제적인 행사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미디어예술제상의 수상작품이 미국 아카데미

상을 획득하는 등 일본 영화를 비롯한 미디어예술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도 높아

지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과학기술을 활용한 컨텐츠제작 지원 등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개설, 도쿄(東京)애니메이션센터, 쿄토(京都)국제만화뮤지엄(모두 2006년

설립)등 국내거점 정비도 추진되었다(일본 지적재산본부 ‘브랜드전략’ 자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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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성장전략 추진」을 정하고 소프트파워 산업의 창조기반 강화와 해

외시장 개척에 의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일본브랜드 전략 액션플랜」을 책정하고 관계 기

관들이 일체가 되어 제반 시책을 추진하였다. 일본브랜드 전략 액션플랜

은 일본브랜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지적재산추진계획2009」에 의해

관계성·청 등이 2009년도에 실시하는 구체적인 시책을 정리함과 동시에

2010년도 이후의 시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기재하고 있다. 특히, 일본 브

랜드를 강력하게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는 성·청의 연계가 필수이기 때문

에 제반 시책 중 우선적으로「일본브랜드 발신을 향한 연계」작성하여

관계성·청들이 연계하여 추진해야할 시책들을 특기하였다.59) 또한「특별

시책에 의한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다섯 개의 전략마다 관계 성·

청 등이 추진하는 시책을 기재하였으며, 액션플랜을 착실히 실행하고 일

본 브랜드의 확립과 전파를 위해 특별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적절

한 지원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시책

집행 시에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예로 일본의 컨텐츠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이벤트인「미디어 예술제」및

「Japan 국제컨텐츠 페스티벌」을 관계성·청등이 연계하여 진행했으며,

상하이, 홍콩, 한국, 태국, 베트남 등을 아시아의 홍보대상 중점국으로 지

정하여 각각의 시장 특색, 상황을 고려하면서 통합적으로 관민이 일체가

되어 일본브랜드의 발신을 강화했고,「상하이 엑스포」와「APEC2010」

등의 국제적인 이벤트도 활용하여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60)

59) 해외에서의 일본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성청연계·관민연계를 통해 진행된 이

벤트의 연계 사례는 개선의 여지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일본브랜드 발신 이

벤트의 발신강화」,「아시아의 전략적인 발신강화」,「해외 유행발신지의 발

신강화」등의 테마 아래 관계성·청 등이 일체가 되어 임해야 할 시책을 특기하였

다.

60) 일본산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 미흡 및 시장 확대의 장벽에 대응하기 위하

여 중점국 도시(상하이, 홍콩, 한국, 태국, 베트남 등)에서 컨텐츠 등의 해외전개

(「아시아・컨텐츠・비지니스 서미트」개최 등), 관광프로모션(타겟을 명확히 한

PR), 일본식・일본식재의 수출확대(대상품목을 명확하게 한 집중지원), 일본문화

소개(중점국에 대한 일본영화제・상영회의 개최 강화 등), 아시아 제국에 대한

컨텐츠의 규제완화 유도 강화, 국제적인 이벤트를 활용한 발신강화 전략을 진행

하였다.「상하이 엑스포」(2010년5월~10월)과「APEC2010」(연간 다양한 국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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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유행발신지인 뉴욕과 파리에서는 일본기업의 진출에 따른 일본

제품이 인지되어 있었지만 일본 브랜드로서의 존재감은 부족하여 세계의

커다란 트렌드로서 일본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

라서 이들 도시에서 일본브랜드로서 인지되는 것은 세계 속에서 인지되

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세계에서 일본브랜드의 존재감을 높이

기 위해 관민이 하나가 되어 분야횡단적인 발신을 강화하였다.61)

이 외에 일본 국제문화교류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일본국

제교류기금이다. 한국 주재 일본문화원의 경우, 주요 사업은 문화교류사

업과 인적교류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문화교류 사업은 전시, 영화상

영, 공연, 강연회 등 문화사업과 한일문화교류기금 초청연구자 모집, 일

본 만국박람회 기념기금, 스미토모재단 모집 등 일본연구 진흥사업이 있

고, 인적교류 사업은 유학생 교류, 기자교류, 청소년 교류 사업 등이 있

다. 또한, 한일 가라오케 대회, 한일 친선 록페스티벌, 일본 노래배우기

경연대회, 일본 인형 만들기 등 참여 위주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그림 2-9. 상하이 엑스포 일본관

의를 국내 각지에서 실시. 수뇌회의는 2010년 11월 10일 요코하마에서 개최) 등

의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적 이벤트를 일본브랜드 발신의 호기로 삼아 가시

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61) 해외 유행발신지에서의 발신강화는 ①파리에서의 발신강화(「JAPAN EXPO

2009」에 맞춰 각종 이벤트 등을 실시) ②로마에서의 발신강화(영화관련 이벤트

에 맞춰 일본영화의 상영회, 일본식 PR 실시) ③뉴욕에서의 발신강화(북미 최대

규모「뉴욕국제현대가구 물산전」에 맞춘 일본제품 소개 이벤트 실시 등)을 하였

으며, 2010년도 이후에는 파리, 뉴욕 등에서 개최되는 대형 일본문화 이벤트에 맞

춰 관계성·청 등이 연계하여 이벤트를 실시하는 한편, 각지 정보의 공유화를 꾀

하면서 이들 유행 발신지에서의 신규 사업 실시와 이벤트 개최시기에 집중 홍보

를 하는 등 효과적인 브랜딩 활동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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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신일본양식의 예62)

2. 절충형 국가의 국가브랜드 : 스위스와 뉴질랜드

1) 스위스

① 국가브랜드 정책의 대두와 전개

역사적으로 가장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해왔던 스위스의 국가이미지 제

고 문제는 다양한 공공기관과 많은 민간분야 단체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관리되어왔으며 스위스의 연방주의 제도는 이러한 산발적 관리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솔을 불가능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스

위스는 국가의 이미지를 해외에 알리는 것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고 이

분야의 유능한 인물들과 이들의 활동을 관리 감독할 단체인 ‘프레슨스

스위스(Presence Switzerland)’63)를 설립했다. 해외에서 스위스의 존재를

62) 이미지출처: 염혜정, 2009, 국가브랜딩을 위한 신일본양식과 일본패션, 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 13, No. 5,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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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 조정하기 위해 2000년 스위스 연방의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설립 목적은 공신력 있고 독자적이며 생동감 있는 국가 이미지를 전달하

는데 있다. ‘프레슨스 스위처랜드’는 외국 대표단을 국내에서 맞이하고

스위스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수행하고 있다.

‘프레슨스 스위처랜드’에 의해 운영되는 스위스 블로그는 스위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외국 독자들에게 8개 국어로 정보를 제공

하고, 편견 없는 시각에서의 개방적인 스위스를 보여준다.

새로운 양방향 요소 ‘스위스 블로그’태그는 핵심 컨텐츠를 사용하여 흥미

순위에 따라 가중되는 해당 정보를 개관할 수 있게 한다. 스위스 블로그

플랫폼은 전 세계의 모든 필자들이 스위스에서의 경험이나 스위스와 관

련된 경험을 인터넷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스위스의 경우 국가브랜드 정책에 지역·도시브랜드 정책을 흡수하여

하나의 ‘스위스’로서 국가이미지를 형성하였으며 유럽의 강소국으로서 스

위스의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의 특성들을 국가차원에

서 운영하는 정책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스위스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위스 이미지 구조 평

가’64)의 2008년도 결과에 의하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일본,

중국인들이 보는 스위스의 이미지 결정 요소로서 사회 정치적, 인구, 정

치, 경제, 제품 및 원산지 국가, 정보통신 및 각종 이벤트 등이 주요 요

소로 평가되어졌다. 다른 많은 국가들처럼 스위스 또한 자국이 혁신을

통하여 발전을 이루는 국가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

나 늘 빈약한 평가를 받아 왔기에 2009년부터 특정 홍보활동에 있어 스

위스의 특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도시브랜드까지 흡수한 국가브랜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65)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시사점은 한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와 정체성을

63) http://www.eda.admin.ch/eda/en/home/dfa/orgcha/gensec/prs.html, 프레즌스 스

위스 포털사이트, 대외커뮤니케이션 및 홍보담당: Barbara Kull,

Corporate Communications, Presence Switzerland, Tel. +41-31-322-01-83,

64) http://www.image-switzerland.ch/fileadmin/user_upload/pdf/d/Imagestu

dienvergleich2008.pdf,

65) Kieth Dinne, 2009, Nation Branding, Ozford OX5 1GB,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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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다양한 특성들을 스위스와 같이 사전에 파악하여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측면들을 강화하고 이미지를 손상시킬 만한 약점은

보완하여 정책을 구사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2) 뉴질랜드

① 국가브랜드 정책의 대두와 전개

과거 뉴질랜드는 지리적 위치와 함께 자연과 문화가 살아있는 낙농국

가로 인식되어 왔다. 산업화 물결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국가 이미

지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그러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광고 캠페인

과 체계적인 브랜드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해외소비자 조사, 뉴질랜드

제품 경쟁자, 해외시장에서 유통되는 뉴질랜드 제품 포장검토, 해외에서

의 홍보를 위한 뉴질랜드 인쇄물 검토 등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브랜드 콘셉트, 포지셔닝, 슬로건과 로

고 등을 개발하여 ‘100% pure New Zealand', ‘New thinking New

Zealand'라는 전략을 개발하였다. 물론 웰링톤의 ‘Absoulytely positively

Wellington', 오클랜드의 ‘City of sails', 마나키탄가(Manaakitanga)의

‘Feel the spirit-Rotorua', 랑기티케(Ranggitikei)의 ‘The best kept

secret',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의 ’The garden city' 등과 같이

다양한 지역·도시브랜드정책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뉴질랜드 당국은 국가

브랜드 정책에 있어서 ‘공식적 얼굴’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타우포

(Taupo: 뉴질랜드)에 대한 브랜딩 작업을 광범위하게 진행했다.

1999년 뉴질랜드 관광청(Tourism New Zealand, 이하 TNZ)이 개발한

‘100% pure New Zealand'는 뉴질랜드의 순수 자연 이미지를 해외에 전

달하는 슬로건으로 뉴질랜드의 경관을 담은 이미지와 함께 다양한 제품,

와인, 음식 등에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뉴질랜드에서의 경험, 제품 및

서비스 등이 모두 순수한 것임을 간접적이지만 직관적으로 알리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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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100% pure New Zealand 캠페인

정부와 민간기업이 파트너십을 맺고 자사제품에 국가브랜드를 사용함

으로써 뉴질랜드의 대표상품 또는 트레이드마크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

히 퀼마크제도(http://www.qualmark.co.nz)는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관광 서비스의 향상이 관광국의 이미지를 강화시켰으

며, 매스미디어, 현지채널, 이벤트 등의 레버리지효과를 통해 이러한 긍

정적인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국가브랜드 이미지로 확장되었다. 이후 ‘반

지의 제왕’ 촬영지66)로서 뉴질랜드의 매력적이고 신비한 자연 환경을 조

명하여 영화를 가장 잘 후원하는 나라로 자국을 포지셔닝하기도 했다.

뉴질랜드는 국가브랜드 정책을 계획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뉴

질랜드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확실하게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

미 일정부분 외국에서 설득력도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만의 장점을 집중

적으로 부각하였다. 또한 이러한 장점을 국가의 주력산업과 연계시켜 소

비자들에게 보다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의 인식에 강력한 영

향을 주어 뉴질랜드의 주력산업 시장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였다.

66) TNZ는 ‘반지의 제왕’ 개봉 이후 배낭을 메고 뉴질랜드 곳곳에 위치한 반지의

제왕 촬영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실제 반지의 제왕 영화의 소재인 중간계

(middle-earth)에서의 호빗, 요정, 골룸 등의 배우와 스텝이 되어 경험할 수 있는

‘New Zealand- Middle Earth'를 웹사이트에 제공하고 있다.

(http://www.newzealand.com/travel/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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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 전체의 이미지를 한 곳에 통합하기 위하여 브랜드 메시지를

희석시키기 보다는 경쟁력 있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홍

보하는 것이 국가브랜딩에 보다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도출하기에

도 유리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뉴질랜드는 국가브랜드 정책을 실행함

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도시’가 함

께 연계하여 뉴질랜드만의 감성적 매력과 여행지에 대한 USP(Unique

Selling Proposition)67)를 창출하였으며 관광 소비자와의 상호관계를 구

축하고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재방문을 유도한 정교한 사례라 볼

수 있다.

2.3.6. 소결

주요 국가를 유형별로 영·미형 경쟁국가(영국, 미국), 국가주도의 개입

국가(일본, 독일), 조정형 절충국가(스위스, 뉴질랜드)로 분류하여 국가브

랜드 정책의 대두와 전개로 분석하였다.

영·미형 경쟁국가인 영국과 미국은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서의 국

가브랜드 정책의 전개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에 의하여 ‘영국’과 ‘미국’ 국

가에서 오는 정통성을 바탕으로 ‘국가’위주의 브랜드 정책에서 지역·도시

브랜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영국의 경우 글래스고, 에든버러, 웨일

즈, 미국의 경우 뉴욕과 LA 등과 같이 각 지역과 도시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영국 정부차원의 국가브랜드 정책은 소프트파워를 부각시키기 위해

영국문화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영국 내부에서는 지역·도시브랜드 정

책 중심으로, 영국 내 연방도시들 간의 경쟁전략을 통하여 글래스고, 에

든버러, 웨일즈와 같은 흡인력 강한 도시들을 재포지셔닝하여 투자유치,

67) USP(Unique Selling Proposition)는 고유한 판매 제안으로서,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장점으로서 실제 경쟁시장에서의 경쟁자들

제품과는 차별화되어지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unique_selling_pro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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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광 브랜드가 잘 조화된 결과를 도출시키고 이를 영국의 국가브

랜드로 전환 시키는 정책의 변화 사례를 보여주었다.

미국은 언론을 통한 공보정책과 미국문화원을 통한 현지 국민들과의

관계 개선 및 미국을 각인시키는 다양한 문화정책 전개하고 있으며 영국

의 지역·도시브랜드 정책과 마찬가지로 국가차원의 브랜드 정책을 세분

화하여 지역·도시 브랜딩 전략으로 선회하였으나 뉴욕시의 ‘I♥NY'캠페

인과 같이 강력하게 구축된 브랜드 정체성과 이미지는 관련 업계의 다양

한 제안에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여 보다 더 강력한 정책의 효과

를 가져왔다. 이러한 노력은 온라인 매체로도 확대되어 일관된 커뮤니케

이션의 기조를 강화해나간다. 국가주도형 개입 국가인 독일과 일본 두

국가 모두 초기에는 언론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독

일의 괴테인스티튜트와 일본의 일본브랜드전략을 기반으로 소프트파

워68)를 지향하는 문화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독일의 국가브랜드 정책의

조직형태는 민간단체들이 자율적 협의로 공공기구를 설립하고 정부가 지

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파워에 근간을 둔 문화행사나

이벤트 중심의 홍보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브랜드

홍보가 국내 이벤트에 치중되어 해외홍보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 ‘환경생

태도시-프라이부르크’와 같이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국가브랜드로의 정책 보완이 요구되어 진다.

일본의 국가브랜드 정책은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으나 정책의 입안

및 실행에 있어서는 민·관 협력 하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는데, 일본브랜드전략을 통한 소프트파워의 홍보를 가장 잘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일본브랜드의 존재감 강화를 위한 방책으로

지역경제와의 정책적 연계를 통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상승효과도 고려되

어져야 한다.

68) 국가의 성공과 영향력은 ‘부드러운 힘’과 ’강한 힘’간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며, ‘국

가브랜드’는 ‘부드러운 힘 (Soft Power)’인 문화적, 지적, 영적 영향을 통해 얻어

질 수 있는데, 이는 “한 국가는 세계 정치에서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데 이는 다른 국가들이 그의 가치를 동경하고 본을 따르며 그 번영과 개방수준을

흠모하고 그 국가를 따르길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정치학자 조셉나이

(Joseph Nye)의 말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송선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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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형 국가인 스위스와 뉴질랜드는 상기의 경쟁형 국가와 개입형 국

가의 국가브랜드 정책을 조화롭게 구사하여 각 국이 처한 부정적 이미지

를 호의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 국가

브랜드 순위의 상승에 따라 국제경쟁력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국가브랜드 정책에 지역·도시브랜드 정책을 흡수하여 하나

의 스위스로서 국가이미지를 형성하였으며, 유럽의 강소국으로서 스위스

는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의 특성들을 국가차원에서

운영하는 정책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뉴질랜드는 국가브랜드 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주력산업인 관광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 전체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나갔다.

뉴질랜드의 사례는 국가브랜드 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이해를 바탕으

로 한 ‘국가’와 ‘지역·도시’가 함께 연계를 하여 뉴질랜드만의 감성적 매

력과 여행지에 대한 소구 점을 중심으로 관광 소비자와의 연대 강화를

통한 재방문을 유도하였다. 뉴질랜드 관광청 및 무역진흥청의 합작조직

을 통해 일원화된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고, 민․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

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국가유형별 국가브랜드 정책을 표 2-6.과 같이 정리하였다.

국가유형 주요국별 국가브랜드 정책

영·미형

경쟁국가

국가의 직접적 개입보다는 기존의 국가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국가’위주의 브랜드 정책에서 지역·도시 간의 브랜드 경쟁 정책으로

방향 전환

영국 미국

-글래스고,에든버러, 웨일즈 중심의

지역·도시 브랜드 정책 전개

-글래스고+에든버러=스코틀랜드의

산업·문화·관광 클러스터

-영국문화원중심의 소프트파워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뉴욕, LA 중심의 지역·도시

브랜드 정책 전개

-브랜드 정체성·이미지 구축을

위한 일관된 정책 추진:

‘I♥NY'캠페인

-미국문화원 및 온라인

‘톤앤매너’의 일관성으로 현지

국민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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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형 주요국별 국가브랜드 정책

국가주도형

개입국가

언론 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와 정체성을 구축하고 이후 국가주도적

국가브랜드 정책의 추진과 자국의 대표적 문화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

파워 지향의 문화정책 전개

독일 일본

-괴테인스티튜트를 통한

‘독일식’문화 보급

-민·관협력의 정책기구:

민간주도 공공기관 설립 후

정부 지원 형태

-생태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의

등장 : 지역·도시브랜드

정책으로의 전환 시사

-국가브랜드 정책의 입안 및

실행은 국가주도적으로 운영

-일본의 문화 컨텐츠 및

홍보대사를 통한 소프트

파워 전개

-‘일본브랜드전략’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과의 정책적

연계 시도

조정형

절충국가

경쟁형 국가와 개입형 국가의 국가브랜드 정책의 장점을 조화롭게

구사하였으며, ‘국가’와 ‘지역·도시’가 연계된 전략으로 기존의 부정적

국가이미지를 호의적으로 개선한 통합적 국가브랜드 정책 전개

스위스 뉴질랜드

-다보스, 제네바와 같은

국제적인 도시의 존재감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일관된

‘스위스’ 국가브랜드 정책 전개

-‘프레슨스 스위처랜드’에 의한

스위스 정보 포털사이트 제공:

10가지 스위스 성공 스토리와

관광·투자·산업·경제 등

다양한 컨텐츠 제공(국가별

언어는 달라도 컨텐츠의 내용은

동일하게 제공)

-국가브랜드 정책 초기에

국가의 주력산업인 ‘관광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 전개

-‘국가’와 ‘지역·도시-

웰링턴, 오클랜드, 랑기티케,

크라이스트처치’가 연계되어

뉴질랜드의 ‘공식적 얼굴

-타우포’브랜드 전개

-관광 브랜드 정책의 성공 후

‘새로움과 혁신’을 주제로

농축산업과 바이오산업이

조화된 2차 브랜드정책 진행

표 2-7. 국가유형별 국가브랜드 정책 비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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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국가브랜드명
제정

연도
비고

1 그리스 Greece, Explore your sense 2007
국가경쟁력제고위원회(위원장:개발

부장관), 매년변경

2 네덜란드
Pioneers in international

business
2005 성공적 운영, 확대 중

3 뉴질랜드 100% Pure New Zealand 1999
전 세계적 가장 모범사례 중의 하

나

4 이탈리아 없음 -
과거 수십 년간 ‘Made in italy'전

시회 지속 개최, 성과 높음

5 스위스 스위스 십자로고 1848
국가의 로고 등을 다양하게 활용.

긍정적 평가

6 스페인
태양상징 로고와 ‘Smile! You

are in Spain' 슬로건
1978

천연자원인 태양을 상징하는 로고

등 긍정적인 평가

7
오스트리

아
Expect Emotions! 2005

‘05년도 변경

Finally Austria(01년)

8 프랑스 없음 -

관광분야 등 상황에 맞게 실무적

관리. 최근 첨단산업이미지 강화 움

직임

9 캐나다 단풍잎 로고 1965
국기 제정 시부터 사용, 전체 전달

이미지 약함

10 터키 튤립 로고와 국가명 1985 지속사용, 관광객 증가 등으로 호평

11 폴란드 Great minds thing alike 2006
'06년 변경“Poland-the Heart of

Europe"(05년)

12 핀란드 Finland naturally 1999
필요성 절감하나 전반적 관리 부재

상황임

13 체코 준비 중(현재 준비 중) 2006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14 덴마크 없음 -
‘05년 해외홍보용 덴마크 Fund를

설립

15 멕시코 없음 - 국가차원의 진행내용 없음

16 헝가리 없음 -

‘93년 외자유치 전담기구설립, 적극

적 외자유치 활동을 통한 국가이미

지 제고

17 벨기에 주정부에서 관장 각 지방정부 시행, 자주변경

18 스웨덴 없음 -
‘95년부터 스웨덴 이미지 홍보위원

회에서 관리, 예산 미흡

19 호주 없음 -
산업, 관광 등 분야 별 소관부서에

서 관리

표 2-8. OECD 국가들의 국가브랜드 관리 현황 요약표 재정리69)

69) 이창현, 한류의 분석을 통한 국가브랜드 육성방안(국가브랜드와 한류), 한국학술

정보, 2011,p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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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국가브랜드명 제정연도 비고

1 대만 Green silicon island 2000

대만을 깨끗한 환경을 간직

한 첨단산업의 섬으로 육성

한다는 전략

2
인도

네시아
The ultimate in diversity 2002

다양한 언어, 민족, 종교 등

을 상징

3 베트남 Vietnam- The hidden charm 2006
관광 촉진 및 국가이미지

형성

4 중국 없음 -

각 성별로 사용, 상하이는

‘00엑스포에서 ’Better city,

Better life'를 채택 활용

5 홍콩 Asia's world city 2001
홍콩반환 후 경제적 난관,

외환위기, 사스의 극복 노력

표 2-9.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국가브랜드 관리 현황 요약표70)

한국의 국가브랜드 정책은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다. 국가브랜드를 구축함에 있어 전략과 목표의 차이점을 잘 알고 접근

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전략이란 국가브랜드가 지향하는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화 된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목표는 국가브랜드를 통해서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의지를 의미한

다. 따라서 목표와 전략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한국에 대한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성을 가지고, 통일된 목소리

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가브랜드를 전략적으로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브랜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실행방안의

예를 제안하고자 한다.

3. 한국의 국가브랜딩 현황

70) 이창현, 한류의 분석을 통한 국가브랜드 육성방안(국가브랜드와 한류), 한국학술

정보, 2011,p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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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가적 측면에서 한국의 국가브랜딩 현황

한국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주요 국가들의 국가

브랜드 형성 초기와 같이 대외 홍보를 통하여 국가이미지를 구축해나가

고 있다. 국가브랜드 위원회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국가브랜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의 우수한 국가브랜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국가브랜딩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타입 한국의 국가브랜딩 사례

슬로건 및

로고타입

국가·지역·도시를 대표하는 다양한 브랜드 로고, 슬

로건 등 개발

Korea Sparkling (관광브랜드),

Dynamic Korea (국가이미지 브랜드),

Hi Seoul / Soul of Asia (서울)

Dynamic Busan (부산), Fly Incheon (인천),

G&G PAJU (파주) 등

체험관 및

문화관 타입

엑스포 한국관, 한글 문화관, 누리세종학당, 한글박

물관 등

미디어 매체 UCC 홍보, 해외 TV 광고 등

표 3-1. 한국의 국가브랜딩 사례 유형

1) Dynamic Korea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함에 있어 기획단계에서는 필요시 디자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문화관광부 내부에도 별

도의 디자인 부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각 부서별로 산업자원부와 연결

하여 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정 홍보처에서 총괄하고 있다.

대부분 디자인 작업과 관련해서는 외부 공모를 하고 자문단 회의를 통해

외부 업체를 입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국가브

랜드와 관련된 제작물은 ‘한브랜드’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협력

팀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다. ‘Dynamic Korea'는 2004년 5월 새롭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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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된 슬로건으로 ’Dynamic Korea'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새로운 캐릭

터와 징글(Jingle) 등을 개발하여 홍보에 활용하고자 했다. 2007년까지

’Dynamic Korea'를 국가 대표 로고로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로고 개발

후 국가이미지 상징화 전략의 프로세스는 ’Dynamic Korea'를 활용하여

국내외적으로 약동하는 국가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대표할 만한 상징물을 개발하여 고유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그에 따른 전략 과제로는 캐릭터와 징글71)을 통한 ’Dynamic Korea' 상

징화 및 활용, 국가이미지 상징물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재외 공

관 및 주요 시설에 ’Dynamic Korea'에 대한 옥외 광고물 및 조형물을

설치하고 ’Dynamic Korea' 브로슈어, 티셔츠, 스티커 등 홍보물을 제작

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슬로건, 캐릭터, 한국에 관한 자료 등이 있는

’Dynamic Korea' 디지털 컨텐츠를 영어, 일본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

로 제작하고, ’Dynamic Korea' 로고 등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

’Dynamic Korea'를 주제로 한 광고물, 영상물 등을 CD에 담아 해외 홍

보원 활동이나 국가 이벤트 등에 활용하고자 했다. 아울러 한국의 문화

유적지, 먹을거리, 여행지, 문화행사 및 공연 등을 플래쉬(Flash)로 애니

메이션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했다.

그림 3-1. 다이나믹 코리아 로고 (출처: 문화관광체육부)

2) 문화 브랜드 : 한(韓) 스타일

‘한(韓)브랜드’란 우리 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띄며 생활

화, 산업화, 세계화가 가능한 한글, 한식, 한지, 한옥, 한국음악(국악) 등

71)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짧은 내용을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호소한다든가 또는

노래한다든가 하는 것과 같은 장단을 말한다. 광고를 목적으로 만든 CM송

(commercial message song)으로서 회사명, 상품명, 슬로건(slogan) 등의 기억과

재생을 위한 CM 표현 기법이다. CM은 노래로 만든 것과 상품명만을 반복해서

호소하는 것, 그리고 기업 전체나 상표를 노래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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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통문화를 브랜드화 하는 것을 말하며, ‘HAN STYLE'은 세계와 소

통하기 위해 지은 한국전통문화의 새로운 이름으로 문화관광부 예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림 3-2. 한스타일 로고 (출처: 문화관광체육부)

3.2. 기업적 측면에서 한국의 국가브랜딩 현황

한국의 대기업은 미국 등과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광고 등

마케팅활동에서 한국과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연계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해외에서 대규모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삼성, LG, 현

대와 같은 대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을 한국과 연계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프랑스 화장품인 샤넬, 일본의 자동차인 도요타, 독일의 메르세

데스와 같이 자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연계하여 마케팅 활동을 하는

회사들과는 대조적이다. 국가브랜드 이미지가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계 일류제품을 생산하는 한국기

업으로 인해 국가이미지가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인 미국의 앤더슨 애널리틱스사가 미국 375개 대학생 1,000명을 대

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삼성을 일본기업으로 알고 있는

비중이 58%이며, 한국기업으로 알고 있는 비중은 10%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LG도 마찬가지로 42%가 미국기업으로 알고 있으며, 일본기업으로

인지하는 비율을 20%, 한국기업으로 인지하는 비율은 9%에 지나지 않

았다. 현대자동차 또한 일본기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56%이며, 한국기

업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25%일 뿐이다. 한편, Kim(2006)은 미국 대학생

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대상자들이 삼성을 일본기업으로 알

고 있는 경우가 34.9%이며, 단지 8%만이 한국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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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앤더슨 애널리틱스사의 2007년도 조사와 Kim(2006)의 2006년도 조사

는 그 시점과 대상이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 방

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관성을 보이는 것은 현실이 잘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 관리차

원에서는 매우 불리한 요소이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술력

이 우수한 세계적인 대기업들과 국가브랜드 이미지의 연계성이 저조하다

는 것이다. 국가브랜드 이미지가 대기업들과 유리되어 글로벌 대기업들

의 첨단 이미지 혹은 창조적 기술 이미지를 국가가 공유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에 국가브랜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볼 때 많은 누수가 있으며,

그 영향으로 중소기업 등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

다. 대기업들이 외국에서 마케팅 활동을 할 때 우리나라의 취약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연계할 경우, 자사 제품이나 브랜드의 고부가가치화

(Premium Pricing)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관·민 연계를 막는 주

된 이유이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국가브랜

드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관리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했

기 때문이다.72) 한국의 국가브랜드 위상을 단기간에 높이기 위해서는 외

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차별적 우위점을 선별하여 집중

적으로 홍보하며, 단계별로 그 범위와 내용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아

울러 기업과 정부가 서로의 브랜딩 활동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갈 수 있

도록 통합적이며 전략적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3.3. 한국의 브랜드 자산가치

3.3.1. 브랜드자산(Brand Equity)의 정의

데이비드 아커(David A. Arker)는 브랜드 자산이란 브랜드와 관련된

자산(그리고 자본)들과 회사나 고객들의 부가적(또는 종속적) 가치를 상

72) 이창현, 한류의 분석을 통한 국가브랜드 육성방안(국가브랜드와 한류), 한국학술

정보, 2011,pp.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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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하는 브랜드 네임과 심벌에 대해 재화와 용역으로 제공되는 자산

(Assets)의 집합이라고 정의했으며, 브랜드 자산을 구성하는 주요영역은

다음과 같다.

브랜드 인지도

Brand Name

Awareness

- 친밀감과 호감 유발

- 브랜드 관련 연상이미지 연결

- 상품의 품질과 신뢰성 상징

- 구매 고려 대상 브랜드에 포함

브랜드 로열티

Brand Loyalty

- 마케팅 비용의 감소

- 유통에서의 레버리지 효과

- 새로운 고객 확보의 기회 부여

(인지도 창출, 신규고객에 확신 부여)

- 구매 고려 대상 브랜드에 포함

브랜드 연상

이미지

Brand

Associations

- 정보 처리와 검색의 용이성

- 구매 동기와 이유 제공

- 긍정적인 태도와 느낌을 창출

- 브랜드 확장의 기회 제공

브랜드 인지도

Brand Name

Awareness

- 차별화된 포인트의 근간

- 구매 동기와 이유 제공

- 유통 구성원들에게 관심과 호의 창출

- 구매 고려 대상 브랜드에 포함

- 가격 프리미엄 창출

- 브랜드 확장의 기회 제공

표 3-2. 브랜드 자산 구성의 주요 영역

브랜드 자산 가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대 초에 들어서야 이

루어지기 시작했으며, 브랜드 자산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까지 도출

되고 있지는 않으나 여러 연구자들의 브랜드 자산에 대한 정의는 상당부

분 공통된 견해가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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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vastava.Rajendra&

Allan D.Schocker(1991)

브랜드 자산 가치는 브랜드 파워와 가치를 내포한다.

브랜드 파워는 브랜드 고객, 유통채널의 구성원들 및

모기업 측면에서 연상과 행동의 집합체로서, 이를 통해

브랜드는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경쟁적 우위를 누릴 수

있다. 브랜드 가치는 탁월한 현재 및 미래의 이윤과 감

소된 위험요소를 제공할 때 전술 전략적 행위를 통해

브랜드 파워를 강화할 수 있는 경영진의 능력에서 비

롯되는 재정적 결과물

Smith.J.Walker(1991)
성공적인 프로그램 및 활동으로 인해서 제품이나 서비

스에 파생되는 거래상의 측정 가능한 재정적 가치

Wells.et al(1992) 상품에 가치를 더해주는 우수한 상품명의 이익

Biel. A.L(1993)
기본적인 제품에 브랜드를 연관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매출 증가

Keller. Kevin L.(1993)

소비자 측면에서 브랜드 자산 가치는 브랜드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에 대해 브랜드 지식이 미

치는 차별화 된 효과

연구자 브랜드 자산에 대한 정의

William.L.Wilikie(1986) 상품에 속한 추가적인 가치

Marketing Science

Institute(1989)

브랜드 고객, 유통채널의 구성원 및 모기업 측면에서

연상과 행동의 집합체로서, 브랜드 네임이 없을 때보다

큰 수익 혹은 마진을 얻게 하며, 브랜드에게 경쟁업체

를 능가하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차별화된 이점을 제공

하는 것

Farquhar. Peter(1989)
특정 브랜드가 제품에 부여하는 회사, 업계 혹은 소비

자에게 부가되는 가치

Aaker. David A.(1991)

브랜드와 그 이름 및 상징과 결부된 브랜드 자산 및

신뢰도의 집합체로서, 회사와 그 회사의 고객에 대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가치를 가감하는 것

Brodsky. John(1991)
지난 수년 동안의 마케팅 노력 대비 비교 가능한 새로

운 브랜드의 결과로 향유하게 되는 매출 및 이윤영향

표 3-3. 연구자별 브랜드 자산의 개념 정의73)

브랜드 자산 가치에 대한 개념을 종합해 보면 “소비자, 유통경로 참가

자, 그리고 기업입장에서 무상표보다 더 높은 매출액과 마진을 보장하며

경쟁자에 비해 강하고 지속적이며 차별화된 우위를 제공해 주는 집합체”

73) 정훈, 2004, 브랜드 자산의 구축과 유지를 위한 통합적 디자인 경영에 대한 연

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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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그림 3-3. 브랜드 자산의 모형74)

이러한 브랜드 자산의 개념으로부터 국가브랜드 자산이라는 개념을 유

추해 볼 수 있다. 국가브랜드 자산이란 특정 국가에 대해 가지는 인식의

틀 속에 내재된 가치로서 한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자연환경 등에

대하여 사람들이 내리는 총체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수용자가 인식하기를 바라는 국가이미지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동시에 이를 외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국가이미지와 일치시킴으로써 보다

독창적이고 호의적인 국가브랜드 자산을 구축할 수 있다.

브랜드 자산가치의 구성요인으로부터 국가브랜드 자산가치의 구성요인을

유추해 보면, 국가브랜드 자산은 국가브랜드 인지도, 국가브랜드 연상이

미지, 국가에 대한 지각된 품질로 구분될 수 있다.75) 여기서 국가브랜드

74) 이상민, 브랜드 앤 컴파니역, 2002, 브랜드 매니지먼트, 비즈니시북스,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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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와 국가에 대한 지각된 품질은 소비자 또는 이해관계자와 관련되

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브랜드 연상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고 할 수 있다.

국가브랜드 자산구축을 위한 활동들은 크게 환경과 시장을 분석하여

통합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수립된 전략에 적합한 국가브랜드를 개발

하는 국가브랜드 개발과정과, 다양한 채널에 적합한 수단을 통해 국가브

랜드를 인지시키고 유통시키는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 국가브랜

드 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활동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3.2. 한국의 브랜드 자산 현황

현재 세계에는 231개의 국가가 있으며 관세청기준 무역이 이뤄지고 있

는 나라는 220여 개국이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은 세계 108

위이지만 인구는 2006년 기준 세계에서 26위, 교역규모는 2007년도에 세

계 10위이다. 구체적인 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 총 무역금액이 7,283

억 달러를 넘었고 수출은 3,714억 달러로 세계 11위이다.76)

(억 달러)

구분 한국 일본 미국

GDP 8,880 43,641 131,329

미국=100 6.8 33.2 100.0

국가브랜드가치 5,043 32,259 130,095

미국=100 3.8 24.6 100.0

표 3-4. 국가브랜드 자산평가77)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실체' 15위, `이미지' 19위

에 해당해 실제 모습보다 국가 이미지가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와 공동 개발한 국가브

75) 김유경, 2002, 광고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표현의 국가 간 비교연구-국가브랜드

이미지와 광고의 역할, 한국 광고대회 발표논문, 14호, . 22-24.

76)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6, 2007.

77) 출처: 현대경제연구소(2008) 결과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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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지수 조사 결과, 한국의 국가브랜드 실체 순위는 15위로 전년보다 3

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순위는 전년과 같은 19위였다. 한국은

실체 순위에 비해 이미지 순위가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체 순위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세계

은행(WB) 등에서 나온 125개 통계자료를, 이미지 순위는 2011년 11월4

일부터 21일까지 26개국 오피니언 리더 1만3천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조사 항목은 경제ㆍ기업, 과학ㆍ기술, 인

프라, 정책ㆍ제도, 전통문화ㆍ자연, 현대문화, 국민, 유명인 등 8개 부문

이다. 실체 순위 1위는 미국이 차지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스위

스, 호주, 스웨덴, 캐나다, 네덜란드가 뒤를 이었다.

이미지 순위는 일본이 가장 높았고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

웨덴, 호주,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2∼10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실체는 101점으로 OECD 평균(100)을 웃

돌았다. 이미지는 97점으로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2009년 89점, 2010

년 93점 등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표 3-5. 국가브랜드 종합순위(2011년)78)

부문별로 보면 한국은 과학ㆍ기술이 실체(4위)와 이미지(9위) 모두 10

위권 내에 들었다. 현대문화(9위)와 유명인(8위)도 10위권에 포진했다.

78) 이미지출처: 2011, 국가브랜드지수 조사결과,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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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기업은 13위, 인프라는 21위, 정책ㆍ제도는 22위, 전통문화ㆍ자연

은 33위, 국민은 31위였다. 이미지 부문에서는 경제ㆍ기업 11위, 인프라

19위, 정책ㆍ제도 22위, 전통문화ㆍ자연 32위, 현대문화 20위, 국민 19위,

유명인 27위로 집계됐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경제ㆍ기업, 과학ㆍ

기술은 실체와 이미지 모두 3년 연속 목표수준을 웃돌며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형성의 확고한 중심축 역할을 했다. 실체가 뒷받침되는 유명인과

현대문화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추진동력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79)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직접 체험을 하거나 정보수집에 노

력이 필요한 전통문화 및 자연 부문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산업정책연구원이 ‘2013 코리아 브랜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브랜드

가치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1조9천억원이며 조사대

상 39개국 중 9위를 차지했다. 국가브랜드 가치평가 1위는 미국(13조6천

억달러), 2위는 독일(8조3천억달러)이다. 그 뒤는 영국, 일본, 중국, 프랑

스, 캐나다, 네덜란드 순이다.80)

그림 3-4. OECD 국가의 실체와 이미지 맵81)

79) 연합뉴스, 2012. 2, 2

80) 연합뉴스, 2013. 11. 6
81) 이미지출처: 2011, 국가브랜드지수 조사결과,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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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OECD 국가 실체와 이미지 도달률 82)

3.4. 한국의 국가브랜딩을 위한 통합마케팅 현황

3.4.1. 한국의 국가브랜드 제고 활동 현황

한국의 국가 브랜드 제고 방안은 1948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 15호에

의거하여 국무총리 직속 공보처가 1실 4국(비서실, 공보국, 출판국, 방송

국)으로 신설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방안은 지

금과 같이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반공의식을 고취하고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에 치우쳐

있었다고 할 수 있다.83)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국가브랜드 파

워 육성에 대해 늦게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문민정부에 들어서야 세계

82) 이미지출처: 2011, 국가브랜드지수 조사결과, 삼성경제연구소

83) 김명전, 2005, 국가브랜드 관리를 위한 한국의 이미지지형에 관한 연구, 성

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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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해외홍보를 국가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다루기 시

작한 것이다. 대외홍보위원회, 위성영어 TV방송(아리랑 TV) 등 실천방

안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설립 당시만 해도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지는

못했다. 또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에 즈음하여 한국을 전세계에

집약적으로 알릴 슬로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84)

현재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제고 방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요 정부기관, 정부유관기관, 민간기업과 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가

브랜드 제고 방안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4.1.1. 정부기관의 국가 브랜드 제고 활동 현황

한국의 국가브랜드 제고 활동 업무는 중앙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가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파악된다. 그 중에서도 국가브랜드

제고를 주요 업무로 명시하고 직접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핵심 부처

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해외문화홍보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브랜드

위원회 등이라고 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998년 2월 28일 법률 제 5529호 정부조직법 개정

에 따라 1차관보 2실 6국 5관 29과 5담당관 16소속기관으로 발족하였다.

1999년 5월 24일에 해외홍보 및 문화재 관련 업무를 국정홍보처와 문화

재청으로 이관하였으며, 이후 정보화담당관실, 생활체육과, 장관정책보좌

관 신설 등의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종무

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문화사업국, 관광국, 체육국, 청소년국 등으로 구

성되었는데, 2013년 현재 조직변화를 거쳐 문화컨텐츠산업국이 강화된

모습이다. 국가브랜드 자산을 발굴하고 정교화하는 분야에 역량을 모으

는 모습이다.

84) 박성현, “Made in Korea?, 저평가된 국가브랜드가 수출의 발목을 잡는다.”,

뉴스위크, 200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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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하는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관계부처와의 교류에서 유관부처, 재외공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

관, 산하단체 등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정부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기구와의 교류는 유네스코 문화 분야의 인력파견, 국제관광기구 등

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화기관과의 교류는 해외 한국문화원을

지원하고, 주요 계기별 한국문화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한국

문화 국제교류 증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한국에서 개최

되는 각종 국제학술대회와 국제협회의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 관

광객이 한국방문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리를 하며, 국제청소년 교류사업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외에도 재외문화원에 도서 및 영상자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위성방송 및 아리랑 영어FM 방송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문화정보통합 검색시스템, 문화예술 종합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다.

2) 국정홍보처

국정홍보처가 수행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

부 내 홍보업무 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로 구

분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문화공보부에서 문화·

예술에 관한 업무가 신설된 문화부로 이관됨에 따라 공보처로 축소 개편

되었다가 1999년 5월 국정홍보처로 재편되었다. 이후 2008년 2월 정부조

직법 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 및 정보통신부 일부와 통합하여 문화체육

관광부로 개편되었다

국정홍보처에서 수행했던 국가이미지 제고 활동을 살펴보면, 관계부처

와의 교류는 정부의 홍보업무를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해외 홍보원,

국립영상간행물 제작소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정부와의 교류로는 아시아국가의 홍보 관련 기관과의 협

력을 강화하며, 언론기관과의 교류로는 재외홍보관의 현지 언론설명회,



- 65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대구 U대회,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등의 주요 계

기를 맞아 방한한 외신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전개, 외신분석 및 오보·왜

곡보도 대응, 인터뷰·출연·특집프로그램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정홍보처는 동북아지역 국가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심포지

움을 개최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며, 영문 및 한글서적, 보도자료, 정책자

료집, 반상회보 등을 발간하는 한편, The Times, Le Monde 등 저명 일

간지와 CNN 등의 방송매체, 전광판 등의 옥외매체에 국가 이미지 광고

를 시행한 바 있다. 이밖에 온라인을 통해 해외 사이트에 잘못된 한국관

련 정보를 시정하는 한편 국정홍보처 홈페이지와 국정브리핑 등의 웹사

이트를 운영했다.

3) 해외문화홍보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08년 2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해외문화홍

보원으로 개편되어 재외한국문화원 및 국제교류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문화를 매개체로 다양한 국내외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한국소개 외국어

간행물, 영상물, 뉴미디어 자료 제작, 외국 언론의 한국관련 취재 지원,

한국과 외국의 언론인, 학계인사, 여론 지도층 인사 상호교류, 한국에 관

한 국제학술회의, 또는 세미나 등의 개최 및 지원, 주한외국인 대상 한국

문화 소개, 한국관련 정보 오류시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홍보원장 아래 기획운영과, 해외문화홍보사업과, 해외

문화홍보컨텐츠과, 외신협력과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해외 31개국 36개소의 문화원·문화홍보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41명의 해

외주재관이 파견되어 있다. (2013년 현재)

해외문화홍보원의 국가 브랜드 제고방안을 살펴보면, 관계부처와의 교류

에는 한국 홍보원 및 재외 홍보관을 지원하며, 문화기관과의 교류는 해

외공연·전시행사를 지원하고 한국관련 오류 시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

다. 언론기관과의 교류로는 상주외신에 대한 보도활동 지원과 방한외신

의 취재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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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술교류 활동으로 한국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또는 세미나의 개최

및 지원사업, 해외 언론인 초청사업, 주한외국인의 한국산업 및 문화시찰

및 강좌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영어를 비롯한 주요 공용어로 한국관련

인쇄 및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밖에 온라인을 통해서는

Korea.net라는 대한민국 대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인사 방한

및 국가이미지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3-6. 한-파키스탄 수교 30주년 행사 (출처: 해외문화홍보원)

4) 외교부

외교부에서는 공공외교정책의 홍보를 담당하는 문화외교국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및 국내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대외홍보를 맡고 있는 지역

통상국이 주로 국가 브랜드 제고 방안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

문화외교국은 공공외교정책과, 문화예술협력과, 문화교류협력과 등이

소속되어 있으며, 문화·학술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을 총괄하고, 문화협정

체결과 협력, 문화관계 국제기구와 국내 기관과의 협조, 해외문화 홍보원

관련업무, 한국국제교류재단 총괄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외

교정책에 관한 대외홍보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총괄하고, 외교정책에 대

한 대국민 홍보 및 여론조사, 외교 홍보자료의 편찬, 해외 여론조사 등의

인적교류 관련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이 있다.

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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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성장동력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시장 개척, 에너지 관련

정책, 중견기업 수출력 강화, 글로벌 전문자 육성 등을 핵심정책으로 두

고 있다. 무역투자실에서는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

하여 유치단 파견, 교육홍보 사업, 유관 외국단체 초청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산업기반실의 디자인생활산업과 등

에서는 한국제품의 디자인기술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6) 국가브랜드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는 2009년 1월 22일 출범해 활동을 시작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 품격 고취 등을 골자로 위원회

설립을 언급하면서 구체화됐다. 국가브랜드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국가브

랜드위원회는 사람과 제품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중 본격적

으로 국가브랜드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을 다루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

다. 기획분과위, 국제협력분과위, 기업·IT분과위, 문화광관분과위, 글로벌

시민분과위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위원회사업으로 해외봉사단 민간참여확대, 따뜻한 다문화사회 만들기 지

원, 세계와 공감하는 문화콘텐츠 제작, 서원·사찰 등 전통문화자산의 유

네스코 등재 추진, 지역별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 지역브랜드협

의회 및 자문위원 구성·운영, Global Korea Comminity 구축 지원,

Korea Week 개최, 한국 소개 콘텐츠 확산, 글로벌 시민의식 실천운동

확산, 젊은 세대의 참여기반 구축,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 개최, 국

가브랜드 정책과제 점검 및 평가 등이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추진 10대 실천과제로 국외봉사단 통합 브랜딩, 따

뜻한 다문화 사회 만들기, 세계 학생 교류,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발굴

및 홍보, 한국과 함께하는 경제발전, 디지털로 소통하는 대한민국 만들기

, 한국어 국외보급·태권도 명품화, 글로벌 시민문화 확산,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구축, 국가브랜드지수 개발·운영 등을 내걸고 활동을 본격화하

고 했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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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브랜드위원회는 이 같은 과제들을 2012년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대

한민국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며 국가브랜드 제고 방안을 '문화'에

서 찾고자 했다.

국가브랜드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 국가브랜드위원회가 2012년

도 중점 추진 과제로 꼽은 것은 모두 5가지다.

첫째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속 추진이다. 여기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

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서원을 2014년까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둘째는 지역문화유산 등 지역브랜드 발굴 및 육성이다. 국가브랜드위원

회는 지역 대표브랜드를 발굴해 이를 국가브랜드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

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부산은 국제영화제, 전주는 한지, 경북 지역은

새마을운동 등과 같은 지역브랜드를 늘려나가겠다는 얘기다.

셋째는 문화관광 명품해설가 양성이다. 이 과제는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관광 전문 가이드를 양성한다는 내용이다. 국가브랜드위

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과 팀을 꾸려 스토리텔링 콘텐

츠를 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명품해설가는

영어와 일어 중국어, 언어별로 각각 30명씩 양성한다.

넷째와 다섯째는 국가브랜드 활동 확대와 국제사회와의 소통 강화다. 국

가브랜드 활동 확대 방안엔 민관해외봉사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

용이, 국제사회와의 소통 강화 방침엔 2009년부터 해 온 한국주간 행사

를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지난해 국제교류행사인 한국주간을 통합해 해외에서 개최한 것과 정부

와 국민, 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가브랜드 컨벤션을 연 것도 국가브랜드

위원회가 밝힌 주요 성과다. 한국주간은 2011년 5월 카자흐스탄, 11월 파

리에서 열렸으며, 국가브랜드 컨벤션에는 13개 지방자치단체와 20개 기

업, 전문가 등 12만 여명이 참관했다. 86)

85) 네이버지식백과

86) 아시아경제, “세계유산 등재, 지역유산 발굴로 국가브랜드 높여야” 20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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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국가브랜드위원회의 비전 (출처: 국가브랜드위원회 홈페이지)

3.4.1.2. 유관기관의 국가브랜드 제고 활동 현황

1) 한국국제교류재단 (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외국과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

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코자

설립된 재단이다. 국가브랜드 제고방안을 살펴보면, 학술기관과의 교류로

해외 한국연구의 지원과 국내 학술연구단체의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기관과의 교류는 해외 박물관에 한국실 설치, 한국관련 프로

그램, 큐레이터 워크숍 등과 더불어 공연 및 전시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하는 학자 및 전문가를 지원하는 사

업, 해외인사초정·차세대 지도자 초청·연례포럼 사업 등과 더불어 출판보

조비, 비도서 자료 제작 및 지원, 교육자료 개발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

으며, 온라인으로는 재단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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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으로 미디어홍보센터, 한국학사업부, 문화예술교류부, 공공외교사업

부 등이 있으며, 미국 워싱턴 사무소 등 7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 재외동포재단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의 국가브랜드 제고 방안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재외

동포 관련 문화 기관과의 교류로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재외동포 언론

지원, 문화예술단 파견, 한국문화용품 지원, 특수지역 민족문화 보존유지

활동 지원, 한글학교 지원, 교육기자재 등 교육자료 지원, 중국지역 등

민족학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계한인회장대회,

재외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재외동포 차세대 대회, 세계한인의 날, 한상

네트웍크 구축 및 활성화, 재외동포통합네트웍크 구축, 동포사회 연구기

반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조직으로 기획실, 교류지원팀, 교육사업팀, 조사연구팀, 세계한상센터, 차

세대팀, 글로벌코리안네트웍크팀, 홍보문화팀 등이 있다.

3)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1991년 4월 외교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정부차원의 개발 원조를 제공하는 대외공적개발원조

전담 집행기관으로, 국내초청연수, 개발조사, 인프라건축, NGO지원, 재난

복구지원, 국제기구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 태권도 사범,

의료진 등의 전문인력파견사업 그리고 국내 봉사단원, 협력요원, 협력의

사 등을 해외로 파견하는 봉사단 파견사업도 실행하고 있다. 2013년 현

재 약 27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 28개국에 28개 사무소를 운영하

고 있다. (아시아 13, 아프리카 8, 중남미 4, 동구 2, 중동 1개소) 재단의

특성에 맞게 해외사무소가 모두 개발도상국에 위치하고 있다.

4) 한국관광공사

매력 있는 관광 한국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을 비전으로 하는 한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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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공사는 해외시장별 유치전략 수립, 방한 관광상품 개발 및 판촉, 소비

자 대상 이벤트 개최 및 전시박람회 참가, 해외광고, 홍보간행물 및 영상

물 제작·배포, 시장분석 및 관광통계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기구와의 교류에서는 PATA, ASTA, EATA, WTO 등의 관

광관련 국제기구 및 APEC, OECD 등의 지역 협력기구와도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주한미군의 한국방문을 지원하는

사업, 참전용사·해외 입양아 등의 한국방문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행업자·언론인 등의 한국방문 초청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 이 밖에 컨벤션 사업을 위한 캘린더, 가이드 발간, 한국관광뉴

스 발간, 한국관련 해외여행 책자 분석 및 개선사업, 영상홍보물 제작과

TV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한국

관광 해외홍보 서비스 사이트, 관광통역안내원 정보센터 사이트, 한국관

광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를 여러 나라 언어로 운영하고 있다.

관광안내전화 1330,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전시관, T2마당 등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8. 한국관광공사 영문 홈페이지 (출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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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립국제교육원(국제교육진흥원)

국립국제교육원은 글로벌시대에 부합하는 인재개발과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다. 관계부처와의 교류를 통해 해외유

학 박람회를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국내초청 교육과정, 해외입양인의 국

내초청 교육과정, 재외 한국·한글학교 교원 및 학생의 현지연수 지원 등

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비유학생의 선발 및 관리, 일본 이공계 대학

유학생 선발관리, 외국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관리, 한·중·일 교육교류, 교

원의 해외연수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 국립국제교육원은 재외동포 교육용 교재를 개발 및 보급하고 있

으며 한국유학 안내 자료를 제작·배부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홈

페이지 운영과 한국유학 안내시스템, 한국어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다.

6)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은 국가 기초연구자원지원시스템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목적으로 2009년 6월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

재단이 하나로 통합된 연구관리전문기관이다. 학술기관과의 교류에서 해

외 한국학 연구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학회 및 연구소의 국제학술지

발간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학술연구기관과의 교

류협정을 바탕으로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공동연구·방

문연구·공동세미나 참가 및 개최 지원, 우수학자 상호초청 연구지원 및

국내 학위취득자에게 해외연수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홈페이

지 운영, 재외 한국인 학자DB, 해외 한국학 연구자DB 등을 구축하여 제

공하고 있다.

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경우 국내 예술인들의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사

업 및 모든 분야에서 국내 문화예술인의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또

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사업지원 관련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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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 재외동포지원사업으로 미국 뉴욕 이영희박물관 협력, 해

외전문가 초청워크숍을 시리즈로 운영, 세종학당 한국문화교육지원을 위

해 한국문화교육 매뉴얼 개발 및 시범운영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

코 협력사업 등도 기획·운영하고 있다.

8) 한국국제방송교류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아리랑 TV의 국내 및 해외방송을 수행하면서 국

내 영상물의 수출지원·대행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아리랑 TV 홈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실시간 방송서비스, VOD 등의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진행한 주요 사업은 해외박물관 한국실 설치 지원

사업 시작(1992년 4월), 한국예술 해외 순회공연 지원사업 시작(1992년 6

월), 해외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1992년 7월), 대전엑스포 국제민속축제

개최(1993년 8~12월), 한국학 진흥 워크숍(1994년 12월), 해외 한국어강

사 방한연수(1995년 7월), 해외 음악학자 초청 국악 워크숍(2001년 6월),

한식 세계화사업 시작(2009년 5월) 등이다.

3.4.1.3. 민간의 국가브랜드 제고 활동 현황

민간의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활동은 크게 삼성, LG, 현대차 등의 민

간기업이 수행하는 활동과 각종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민간기업의 국가 브랜드 제고 활동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이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 직접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사례는 드물다. 물론 국가홍보용 광고를 민간기업에서

제작하는 등의 유형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자

사 또는 상품브랜드의 홍보를 통한 간접적인 국가브랜드 제고 활동을 벌

이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기업의 해외진출과 상품수출을 위한 광고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시행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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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기업에서는 기업홍보와 더불어 국가브랜드 형성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은 해외진출 지역에서 한국전 참전국내 참전용사

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http://www.samsung.co.kr/news) 현지에서 펼쳐지는 이 같은 활동은

한국 국민의 옛 전우에 대한 보은으로 인식되어 현지교포들의 자긍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삼성은

우리나라가 지난 2003년 6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무렵에

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프라하에서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고 세계 126명의 국제 올

림픽위원회(IOC) 위원을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프라하

시민 3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마라톤 축제를 열었고 도심광장에서

국내 유명 예술인과 체코의 유명예술인을 초청해 콘서트도 열었다. 뿐만

아니라 삼성 깃발을 IOC 총회가 개최 될 호텔 주변에 설치하여 국가브

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지원하였다. 이처럼 삼

성은 해외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상품이나 광고가 아닌 후원과 문화·

스포츠 행사개최를 통해 자사 브랜드를 알리는 동시에 국가브랜드를 향

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G그룹의 경우는 삼성과 달리 스포츠 관련 스폰서 쉽을 통해

국가브랜드 제고 활동에 나서고 있다. LG그룹은 1999년 텐진 세계체조

선수권 대회, 1999년 ABC(아시아 농구연맹) 올스타 경기, 2000년 상하이

LG컵 클럽팀 축구대회, 2001년 ABC 아시아 농구선수권 대회 등을 지원

하였다. 또한 북경이 2008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기 전 LG전자는 북

경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재미있는 행사를 기획했다. 이 행사는 중국의

2008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 다양한 범국민적 캠페인이 진행되던 시점에

진행되어 중국 국민들의 열띤 성원을 받았으며, 특히 중국 내 각 지역

언론에 300여 회 이상 보도됨으로써 LG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

는데 많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87)

87) http://adbertis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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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2012 New Thinking New Korea’ 코리아 브랜드 탐험대를 국

가브랜드위원회, 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발족시켜 지역을 대표하는 문

화, 전통, 산업 등 브랜딩 요소를 국내 거주 내·외국인 대학생들이 탐험

을 통해 학습하고 콘텐츠로 제작해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는 프

로젝트를 지원했다. 또한 해외에서 다양한 스포츠·문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다만 민간기업의 경우 자사의 브랜드와 상품의 가치 제고에 우선

순위를 두기 때문에 국가브랜딩 제고에는 그 한계가 있다.

2) 민간단체의 국가브랜드 제고 활동

민간단체의 국가브랜드 제고 활동은 기업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민간단체가 해외에서 전개

하는 자원봉사나 구호활동 등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가브랜드 제고 활

동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민간차원에서 국제협력 개념의 자원봉사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수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오지에 들어가 전개한 선

교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비록 기독교 선교의 목

적을 갖고 있었지만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인에 대한 깊은 인상

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민간기구 차원에서 해외봉사활동이

전개된 것은 1994년 중앙아프리카의 르완다에서 벌어진 내전으로 4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1백여 만 명이 질병과 학살로 죽어가는 현장에 한

국 이웃 사랑회와 한국 국제기아대책기구에 소속된 의료 및 긴급구호 자

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민간단체의 해외 자원

봉사 활동 활성화는 현지 국민들과 한국 자원봉사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

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한다.88)

88) 박세연, 국가브랜드 이미지제고를 위한 통합적 디자인경영에 관한 연구, 홍익대

학교 대학원석사논문, p. 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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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한국국가브랜드의 해외 홍보사례

1) 2010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201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엑스포에

다음과 같은 주제로 참가하였다. “조화로운 도시, 다채로운 생활 (

Friendly City, Colorful Life ) 다채로운 삶이 소통하고 융합하며 만들어

가는 역동적인 에너지는 도시 전체를 생동감 있게 만들고, 도시인의 삶

을 풍요롭게 만든다. 다양한 삶이 모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

한 에너지를 발산 하는 한국 도시와 한국인의 이야기는 전 세계와의 소

통과 융합으로 이어진다.” 지식경제부가 주관하였으며 시행은 KOTRA가

맡았다.

건축외관의 컨셉트로는 대한민국 최대의 발명품인 한글을 모티브로 한

국문화의 다양성과 융합적인 특성을 기호 와 공간의 융합으로 표현하였

다. 제2의 백남준으로 불리는 재미 설치미술가 강익중의 아트 픽셀 3만8

천점과 한글 픽셀로 외벽을 장식하여 대한민국관의 정체성을 표현하였

다. 녹색성장시대의 조명인 LED 4만2천개를 한글픽셀 아래에 설치하여

빛 속에 떠 있는듯한 한국관을 연출하였다.89)

89) http://blog.naver.com/nvd?Redirect=Log&logNo=15008553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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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2010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외부전경

그림 3-10. 2010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내부전경

2) 국가브랜드위원회의 해외광고 및 UCC 홍보동영상

해외에 국가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는 UCC

홍보 동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3-11. 국가브랜드위원회 해외광고 동영상(출처: 국가브랜드위원회)



- 78 -

그림 3-12. 국가브랜드위원회 UCC 공모전 홍보 동영상

(출처: 국가브랜드위원회)

3.5.1. 소결

국가의 브랜드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해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업과의 연계성도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의 브랜드 가치보다 한국의 글로벌 기업이 가지는 브랜드 가치가 더

우위에 있을 경우는 더욱 절실하다. 기업의 브랜드이미지는 해외에서

그 기업이 속해있는 국가의 이미지와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시된다는 것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 국가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서로 상생하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정부차원에서 시행되었던 해외 현지에서의 국가브랜딩 활동은 다

소 보수적이며 소극적인 형태의 실행이 대부분이었다. 본 논문에서 의미

하는 소극적인 형태의 국가브랜딩 활동이란 형식 자체가 신선하지 못하

고 외국인과 커뮤니케이션방식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의미이다. 대표적인

실행형태가 공연, 포럼, 전시회 참여, 온라인 마케팅, 초청 등으로 한정되

어 있다. 이러한 수동적인 국가브랜드 전략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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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양방향적인 국가

브랜드에 대한 접근방법이 필요한데, 주요 실행주체인 정부기관이나 유

관기관이 추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나 국가조직의 변경 시에

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국가브랜딩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찾아가는, 시공간적 장벽을 넘는 현지화

된 체험형 국가브랜드 공간의 개념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진다.

즉, 국가브랜드의 전파 및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배경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국가브랜드의 체험요소들이 다르게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체험의 소

재는 우리나라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연상할 수 있는 상징적인

요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해외에서 국가브랜딩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접근방안

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국가브랜드의 상징성은 한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상징성, 한국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상징성 등 해당 국가 및 지역의 Contexts에 따라 그

Contents는 다양하게 달라지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한국 문화로 그 범위

를 국한한다.

4. 국가브랜딩을 위한 BTL마케팅의 고찰

4.1. BTL 마케팅의 개념 및 중요성

4.1.1. BTL과 ATL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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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ATL(Above the Line), BTL(Below the Line)이라는 용어 자체

는 SP(Sales Promotion), 이벤트, PR, 전시 등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재무관리상의 구분을 위한 하나의 포괄적인 범주로 사용되었다. 존

월름셔스트(John Wilmshurst)에 의하면 예전부터 광고대행사가 미디어

사를 대신해서 광고주에게 청구서를 보내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러한 업

무의 대가로 광고대행사는 미디어사로부터 커미션을 받았다. 이 때 청구

서에는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칸이 있었고 그 밑에 BTL 비용(POP, 전

단지 등)이 따랐다. 광고대행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커미션을 받지 않

았다. 여기에서 순수한 관리상의 편의에 의해 ATL은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광고매체, BTL은 커미션을 받지 않는 활동으로 구분해서 사

용한 것이 그 유래라고 한다. 관리 편의성에 의한 구분이기는 했지만, 주

류 광고계에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의 비주류 광고를 비하하는 의미까지

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90)

그림 4-1. 존 을림셔스트의 ATL, BTL 구분

한편, 파틱(Ladislav Patik: WPP 그룹 산하의 Promotion Campaign

Group)은 ATL, BTL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ATL은 마케팅 커뮤니

케이션 활동 중 비(非)대인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서, TV, 인쇄, 라디

오, 옥외 등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로 구성된다. 따라서 광고회사와 미디

어 에이전시가 ATL에 집중한다. BTL은 미디어를 매개하지 않는 프로

90) 유승철, 양태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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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Non-Media Promotion)으로 판매지원, 유통지원, 샘플링 등과 같은

대면 커뮤니케이션(Face-to-Face Communication)을 활용한다.”

그림 4-2. 파틱의 BTL 분류 (출처: www.ogilvy.com)

또한 켈러(KevinL. Keller) 교수는 대안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측면

에서 BTL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그림 4-3. 켈러의 대안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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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BTL 마케팅의 특성 분류 및 중요성

ATL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형성시켜 브랜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매장에서 제품구매 시 선택을 고려할 수 있게 한다. BTL은

비대중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만

남과 체험을 통해 고객의 인식의 변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뿐

만 아니라 고객의 행동과 구매를 유발하고 고객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

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ATL과 BTL은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

정과정 상의 단계에서 각각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성격에 적합하게 계획

되어져야 한다.

패션채널(2006,11)은 표 4-1과 같이 ATL과 BTL의 특성을 분류하였다.

ATL 비교 BTL

4대 매체, 뉴미디어(케이블TV,

인터넷)
매개체

이벤트, 전시, 스폰서쉽, 쿠폰,

매장, 프로모션, PPL, 다이렉트

마케팅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특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노출효과 최대, 히트상품 제조기,

유행에 민감하고 남들의 시선을

중요시하는 고객에 효과

강점

비용절감 효과, 소비자들과의

대면마케팅으로 실제 구매와 연결,

실용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고객들에게 효과

막대한 비용, 타깃 고객층이 한정된

경우 비효율적
약점

세분화된 마케팅 실시로 시간,

노력, 투자 증가

브랜드 인지도 창출, 필수적인

정보제공, 브랜드 기억 등
역할

가시성 창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연관된 브랜드 연상 제공, 브랜드

체험 선호도 증가, 관계구축

표 4-1. ATL과 BTL의 비교

미국의 유명한 BTL전문지 ‘프로모션 매거진’ 2004년 4월호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경험, 시도(Trial), 샘플링을 통해 제품을 구입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77%나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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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BTL과 앰비언트 광고의 체험마케팅적 시너지

BTL 마케팅이 이미 정착된 개념이고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는

있으나 ATL적 중심의 사고에서 파생된 태생적 한계로 인해 활용할 수

있는 매체의 종류가 다양성 측면에서 미흡하다. 따라서 보다 체험 마케

팅적 특성이 강한 ‘앰비언트 미디어(Ambient Media)'91)와의 통합된 개

념으로 체험공간의 가능성 탐색을 위한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그림 4-.4. BTL과 앰비언트 미디어의 체험공간 확장을 위한 시너지 개념

따라서, 체험자의 행동을 촉구하는 후속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앰비

언트 마케팅 역시 소비자의 주목을 끄는 전략으로, 거리에 나와 소비자

와의 접점에서 대대적으로 의외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기법이라는 점에서

게릴라마케팅과 유사하다. 그러나 앰비언트 마케팅은 계획된 활동을 장

기적으로 집행한다는 점에서 게릴라 마케팅과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옥외광고가 강제적인 정보 주입을 의미하는 노출(Exposure)

이라면 앰비언트 미디어(Ambient Media)는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포괄

하는 광의의 접촉(Contact)이라고 볼 수 있다.

유승철은 앰비언트미디어가 성공하기 위한 5가지 접촉(contacts)요소를

91) 광고용어로서 앰비언트 미디어(Ambient Media)는 ‘소비자의 생활환경에 깊이

파고드는 비(非)전형적인 광고형태’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전통적인 매체를

떠나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사람과 직접 만나는 미디어 광고를 말한다. 옥외

광고와 혼돈되는 경우도 있는데, 옥외광고(Out of Home Advertising)는 대형간

판, 빌보드, 교통시설의 매체(Traffic Media), 각종 경기장, 쇼핑몰 등의 접점매체

를 말하며, 앰비언트 광고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가로수, 전봇대, 벤치 등 우

리 주변의 모든 사물들을 광고매체로 활용하며, 때로는 기존의 옥외광고를 새롭

게 활용한 유형도 등장하고 있다.(김은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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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독창적인 접촉(Unique contact)

소비자는 이미 보았던 것에 순응(adaptation)되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

나 나아가서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른 광고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에게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Creative)가 필요하다.

② 생활동선의 접촉(Life contact)

4대 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소비자의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

라 점차 약해지고 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대인

의 유랑인적(nomadic) 생활동선에서 4대 매체와의 접촉 빈도도 그 만큼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브랜드와 소비자가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

야 한다.

③ 심리적 접촉(Mind contact)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본다. 행복할 때는 평범한 자극도

유의미하고 재미있는 자극으로 해석하는 반면 외롭고 우울할 때는 긍정

적인 자극이라도 부정적이고 불쾌하게 받아들인다. ‘생활동선의 접촉’이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물리적인 접촉을 다룬다면 ‘심리적 접촉’은 말 그

대로 심리적 만남에 대한 것이다. 소비자가 브랜드를 수용하기 적절한

심리상태일 때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④ 브랜드 접촉(Brand contact)

브랜드 에센스(Brand essence)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앰비언트

미디어와 브랜드 간의 연관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⑤ 통합된 접촉 (Integrated contact)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의 핵심은 다양한 매체가

통합하여 각 매체의 특성에 맞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있다. 다

른 브랜딩 매체와 조화롭게 동일한 목소리를 낼 때 브랜딩 효과가 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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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BTL과 앰비언트 미디어의 관련 사례

1) 사례 A

① 샤넬의 모바일 아트 파빌리온 (Mobile Art Pavilion) :

샤넬의 디자이너 칼 라거벨트가 기획하고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92)가 디자인하였다. 2008년 홍콩 전시를 시작으로 2년간 세계 주

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이동 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4-5. 샤넬의 모바일 아트 파빌리온

② 프라다 트랜스포머 (Prada Transformer) :

건축가 램쿨하스(Rem Koolhaas)와 건축사무소 OMA(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가 공동 디자인하였다. 2009년 서울에만 설치

되었으며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었다.

그림 4-6. 프라다 트랜스포머

92) 이라크 출신의 건축가. 2004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건축 최고의 상인 프리

츠커 상을 수상하였다.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으로 건축과 도시, 디자

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기적인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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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트버스 (Art Bus) :

미국의 임대형 아트 갤러리 버스이다.

그림 4-7. 미국 임대형 갤러리 버스

④ 아트버스 (Art Bus) 프로젝트 ‘오! 재미’ :

사단법인 국제시각예술협회에서 운영하는 아트버스 프로젝트이며,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예술창작체험 프로그램이다.

그림 4-8. 국제시각예술협회 운영 아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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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B

① 옥외 매체를 활용한 앰비언트 미디어

광고이미지 기본자료 분석내용 장소

광고주 HBO "BIG LOVE" “사람들은 저마다 은밀

한 비밀이 있다.” 라는

메시지를 옥외간판의

사람머리에 이어폰을

꼽으면 사람들의 생각

을 소리로 들을 수 있

도록 만든 광고이다.

인도

벽면

시기 2009

유형 옥외매체 변형

키워드
드라마, 생각,

이어폰

광고주
Amnesty

International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광고이다. 목격하지 못

한 가정폭력들은 많다

라는 것을 eye-tracking

카메라를 이용하여 가

정폭력의 특성을 잘 살

린 광고이다.

버스

쉘터

시기 2009

유형 옥외매체 변형

키워드 가정폭력, 카메라

광고주 NIKON
센스라이터를 장착하여

사람이 옥외광고물 앞

을 지나가면 플래쉬라

이트를 터린다. 마치 유

명인이 된듯한 느낌을

주는 광고이다.

쇼핑몰

벽면

시기 2009

유형 옥외매체 변형

키워드
카메라, 레드카펫,

플래쉬라이트

광고주 L’ORÉALINDI
옥외광고 간판이 보는

사람의 시선 앞쪽에서

볼 수 있도록 제작이

된다는 고정관념을 탈

피하고 천장에 설치하

여 썬크림효과를 간접

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광고이다.

천장
시기 2009

유형 옥외매체 변형

키워드
자외선차단, 그늘,

천장

광고주 Amnesty
언론에 대한 자유를 보

장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전봇대에 포스터

를 부착하고 포스터 모

델의 입에 실제 접착

테이프를 부착함으로서

언론에 대한 핍박과 구

속을 빗대고 있다.

전봇대
시기 2008

유형 옥외매체 변형

키워드
전봇대, 언론, 자유,

접착테이프

표 4-2. 앰비언트 광고(옥외매체 변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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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이미지 기본자료 분석내용 장소

광고주 HomePlus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실

제 매장과 똑같이 생긴

가상의 매장설치 후 사진

촬영으로 정보를 습득한

다. 2011년 칸광고제 그

랑프리 수상작이다.

지하철

역사

스크린

시기 2011

유형 옥외매체 변형

키워드
지하철, 진열대,

스크린

광고주 CASINO 항공사 또는 기차역의 물

품 컨베이어 벨트를 마치

카지노 도박장의 기계를

연상하도록 만들어 카지

노를 홍보하고 있다.

공항
시기 2007

유형 옥외매체 변형

키워드
컨베이어 벨트,

카지노

광고주 3M 옥외간판이 강화유리로

제작된 광고이다. 강화유

리의 안전성을 표현하기

위해 유리사이에 지폐를

가득 넣어 절대 깨고 가

져갈 수 없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

버스

쉘터

시기 2005

유형 옥외매체 변형

키워드 강화유리, 안전, 돈

광고주
Lego ducation

Centre

브리즈번에 오픈한 레고

교육센터를 홍보하기 위

한 광고로 장애우용 보도

블록의 돌기를 레고 럭

으로 시각화한 아이디어

다.

지하철

승차장

입구시기 2008

유형 옥외매체 변형

키워드
보도블록, 장애우,

점자

광고주 ADIDAS

건물벽면에 트랙을 랩핑

하여 벽을 타고 내려오는

경기를 통해 불가능에 도

전하는 스포츠 정신을 표

현하였다.

빌딩

벽면

시기 2005

유형 옥외매체 변형

키워드
빌딩벽면, 로프,

트랙

표 4-3. 앰비언트 광고(옥외매체 변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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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태를 활용한 앰비언트 미디어

광고이미지 기본자료 분석내용 형태

광고주 ESPN 공의 형태와 안구의 형

태의 유사성을 연결시켜

시청자들에게 안구모양

의 공을 다이렉트 메일

로 보내어 자사의 채널

을 홍보하고 있다.

축구공

시기 2008

유형 형태 활용 미디어

키워드
키워드, 공, 안구,

다이렉트 메일

광고주 IKEA 아파트 발코니의 형태와

IKEA의 판지상자 형태

의 유사성으로 접근한

광고이다. 새로운 매체에

또 다른 생명을 불어 넣

어 시각적인 재미를 주

고 있는 광고이다.

발코니

시기 2008

유형 형태 활용 미디어

키워드
발코니, 형태,

판지상자

광고주 WWF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

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메시지를 자동차 배기통

에 검은 구름 형태의 풍

선을 설치하여 표현하였

다.

연기
시기 2007

유형 형태 활용 미디어

키워드
자동차, 환경오염,

매연

광고주 금연단체

“흡연은 독이다.” 라는

금연광고이다. 유조차량

의 유조탱크를 담배 모

양으로 랩핑하여 직관적

으로 담배의 부정적인

영향을 공감할 수 있도

록 만든 광고이다.

담배

시기 2007

유형 형태 활용 미디어

키워드
금연, 유로탱크,

담배

광고주 NIKE 운동화 박스 안을 축구

경기장으로 표현하여 박

스를 오픈했을 때 관중

들의 환호성 소리가 나

게 센서를 장착한 새로

운 시도의 광고형식이다.

박스

시기 2007

유형 형태 활용 미디어

키워드

운동화 박스, 축구

경기장, 환호성,

센서

표 4-4. 앰비언트 광고(형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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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간을 활용한 앰비언트 미디어

광고이미지 기본자료 분석내용 장소

광고주 MINI ROVER 암스텔담 거리 곳곳에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미니 포장박스들을 통해

미니의 컴팩트한 사이즈

를 직관적으로 느끼게

하는 코믹한 앰비언트

광고의 사례이다.

거리

시기 2009

유형 공간 활용 미디어

키워드
컴팩트, 사이즈,

경량

광고주 보험회사
버스의 후방을 전방과

같은 상황을 래핑하여

뒤를 잠시 보는 사이 교

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보험을 들어 두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버스

시기 2008

유형 공간 활용 미디어

키워드
보험, 자동차,

교통사고

광고주 MAX WELL
엘리베이터 바닥에 바닥

이 부셔져 구멍 난 이미

지를 랩핑하여 엘리베이

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이 깰 만큼 놀라게 만

들어 잠을 깨는 커피라

는 메시지와 연결시켰다.

엘리

베이터

시기 2008

유형 공간 활용 미디어

키워드
엘리베이터, 바닥,

커피, 낭떨어지, 잠

광고주 ANADO MILK
“우유를 마시면 건강해진

다.”라는 메시지를 전달

하기 위해 실제 대형 건

물에 어린아이가 빌딩을

밀고 있는 모습을 빌딩

의 이미지와 맞게 제작

하여 부착한 광고이다.

빌딩시기 2008

유형 공간 활용 미디어

키워드 빌딩, 건강, 우유

광고주 미국교통 부서 음주운전방지 광고캠페

인광고이다. 실제크기의

술주정뱅이를 화장실에

랩핑하여 ‘운전할 수 없

을 만큼의 정신’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화장실
시기 2008

유형 공간 활용 미디어

키워드
음주운전, 화장실,

술주정뱅이

표 4-5. 앰비언트 광고(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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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작을 활용한 앰비언트 미디어

광고이미지 기본자료 분석내용 장소

광고주 ESPN Monday Night Football

프로모션을 위한 디지털

체험이다. 게임 속 미식

축구선수가 공을 던져

게임유저가 공을 받게

되면 점수가 올라간다.

2010 칸광고제 실버상

수상작이다.

벽면

시기 2010

유형 동작 활용 미디어

키워드
미식축구,

인터랙티브 체험

광고주 어린이 보호단체 어린이노동에 대한 기부

캠페인 광고이다. 앞의

박스(기부함)에 기부를

하면 돈의 무게로 인해

아이의 머리에 있는 박

스가 위로 올라가게 되

는 형식의 광고이다.

기부함

시기 2008

유형 동작 활용 미디어

키워드
어린이, 노동, 기

부, 도르래

광고주 Adidas 축구 축제 홍보 광고이

다. 대형 관람차에 8개의

팔이 달린 골키퍼 선수

이미지를 만들고 설치하

여 관람차가 돌아가면

공을 막기 위한 행동처

럼 표현하였다.

놀이

공원

시기 2009

유형 동작 활용 미디어

키워드
축구, 콜키퍼,

관람차

광고주 DHL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DHL은 신속하게 위임받

은 화물을 운송한다는

점을 에스컬레이터의 핸

드레일에 DHL의 VAN

이미지를 랩핑하여 표현

하고 있다.

에스

컬레이

터

시기 2008

유형 동작 활용 미디어

키워드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신속

광고주 BOSCH 제초기 제품의 달력이다.

하루하루 지날 때 마다

달력을 찢게 만들어 마

지막 날 달력이미지는

풍성했던 잔디가 깨끗하

게 깎인듯하게 보여 지

는 광고이다.

달력

시기 2008

유형 동작 활용 미디어

키워드
달력, 잔디, 찢다,

깎다

표 4-6. 앰비언트 광고(동작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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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현지화 체험형 공간디자인을 위한 미디어믹스

앞에서 살펴본 BTL중심의 미디어 특성 고찰을 통해 ‘국가브랜딩을 위

한 현지화 체험형 공간디자인’의 연구범위와 미디어 믹스에 대한 아이디

어를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4-9. 현지화 체험공간 구축을 위한 미디어 믹스

체험형 공간에 강점이 있는 BTL부문의 전시+로드쇼의 개념과 시공간의

제한에 관계없이 폭 넓은 접근이 가능한 ATL의 사이버 체험공간, 그리

고 현지인의 일상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앰비언트 미디어를 통합한

미디어 믹스를 활용하고자 한다.

4.4. 현지화 전략을 위한 체험형 공간의 유형

BTL 및 앰비언트 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브랜딩 방안을 계획할

때 큰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현지화 체험형 공간의 유형을 아래 그림

과 같이 정리하였다. 현지에서의 체험에 중점을 둔 실행전략 유형을 체

계화하고자 한 것으로, 체험의 직·간접성과 표준화·현지화를 유형 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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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축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에 푸시-풀의 의미도 함께 정리하였다.

그림 4-10. 현지화 전략을 위한 체험형 공간의 유형

① Type A(사용자를 찾아가는 체험공간) :

국가브랜딩 초기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방안으로, 국

가브랜딩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현지 문화에 대한

세분화 전략도 구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완성도 높은 표준화 된 컨텐츠

를 현지인의 일상공간으로 가져간다는 개념이다.

② Type B(사용자가 찾아오는 체험공간) :

국가브랜딩을 전면에 부각시키기 보다는 현지인들이 그들의 필요에 의

해 다가서는 체험공간을 의미하며, 현지인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국가브랜딩 체험을 유도하는 개념이다.

③ Type C(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체험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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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체험공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Type A 또는 B를 보완하

는 개념으로 사용자 접근이 용이한 체험방법을 현지인에게 제공하는 개

념이다. 예) 국가브랜딩 관련 뉴스레터, e-Book(전자책) 등

④ Type D(사용자가 소유하는 체험공간) :

현지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는 가상의 체험공간이다.

예) 온라인 브랜드 홍보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커뮤니티 등

그림 4-11. 간접체험의 예

4.5. 소결

국가브랜딩의 주요 방안 중의 하나를 문화를 통한 소통으로 보았을 때

초기 계획 수립에 무리가 없고 마케팅 대상자들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

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행방법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외

국인에게 다가가야 한다.

주변에 넘쳐나는 온라인 상의 정보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TL

매체의 한계는 국가브랜드를 어떻게 담아내고 전달해야 할지 전통적인

브랜딩에 익숙한 마케터나 정책실행자(또는 기관)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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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한국의 브랜드를 직접 체험하고자 특정 장소까지 이동하는

외국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당장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

며 한국의 문화나 정보를 몰라도 그들의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예로 한국의 문화를 접한다면 분명 그들의 문화적인

식견이 확대되고 인류에 대한 이해의 폭이 커질 것이다.

국가브랜딩의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매력적인 국가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로 그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 해내야 한다. 셋째

는 그 컨텐츠를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우수한 제품이 있어도 유통경로가 없으면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다.

국가브랜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형성되어 가고 있으

나 주요 실행기관이 정부산하기관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조직이기 때

문에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아 지속적인 정책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파급력이 높은 국가브랜딩 성공사례는 대부분 민간부문에

서 창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국내 글로벌기업의 브랜드, 제품 등

은 자국의 국가브랜드를 압도한다. 그러나 기업이나 민간단체가 국가브

랜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힘들며, 국가이미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이 상존하는 한 그 한계가 뚜렷하다.

국가브랜딩 선진국의 국가브랜드와 차별화하여 내세울 것이 아직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온전히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조직

은 정부 또는 유관조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

심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드라마 한편, 가수 한 사람이 세계무대에서 인기를 얻은 것을 국가브

랜딩의 성과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국가기관에서 진행해야 할 국가브랜

딩 업무는 해외에서 한국, 한국인, 한국문화에 대한 호의도와 친밀도를

꾸준히 제고시켜 나가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 국가브랜드 인프라를 강화하는 내부 지향형

국가브랜딩 정책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현지의 외국인과 융화될 수 있

는 현지화 방안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현지화는 외국인의 생활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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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접촉(Life contact)할 수 있는 체험을 의미한다. 그들의 생활 가

까이에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우리 문화를 녹일 수 있는, 현재의 외국 주

재 한국문화원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지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현지화 된

체험공간의 보완이 필요하다.

5.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해외 현지 체험공간

제안

5.1. 제안의 개요

1) 제안의 목적

켈로그 경영대학원의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 교수는 “마케팅의 핵

심은 브랜드 구축에 달려있으며 브랜드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이 마케

팅의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말했다. 국가 브랜딩의 주요 대상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가 브랜드의 구축과 관리 역시 이러한 마

케팅 환경을 감안하여 계획되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브랜드를 정비하

고 구축하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전파하고 관리하는데 공을 들여야 한

다.

Larry Keeley는 “마케팅의 초점이 제품이 제공하는 편익으로부터 생

활양식이나 가치체계로 이행하는 추세에 있다.”고 강조하였고, Belk,

Wallendorf, Sherry는 “현대의 소비자들은 특정한 물건이나 소비체험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면서 체험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체험마케팅에서의 브랜드는 고객들의 생활 속에 편입

되어 감정적, 감각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체험 자체인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브랜드는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체험 속에 스며드는

브랜드 충성도(로열티)는 다른 마케팅 수단으로 형성된 로열티보다 지속

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보이게 된다.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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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안의 주요 관점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과의 시공간

적 한계를 넘어서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를 지

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 부분으로 현지 밀착형 체험공간을 연구하고

가능성의 예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5-1. 제안의 목적 및 범위

2) 제안의 범위

Feldwick(1996)은 브랜드 자산의 의미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

다. 첫 번째 유형은 ‘회계학적 브랜드 자산’으로서 브랜드 가치(Brand

value)를 언급했다. 두 번째는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애착의 정도’를

나타내는 브랜드 로열티(Brand loyalty), 세 번째는 ‘소비자의 브랜드 연

상과 브랜드 신념’을 의미하는 브랜드 이미지(Brand image)이다. 둘째와

세 번째가 고객 기반의 브랜드 자산을 의미하는데 결국 브랜드와 고객과

의 관계에 대한 유형이다. 고객이 특정 브랜드에 일치감을 많이 느낄수

록 브랜드 가치는 향상되는데, 이 브랜드 일치감에는 브랜드 로열티가

포함된다.94)

93) 이은엽, 체험마케팅이 브랜드 로열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

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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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브랜딩 역시 외국인과 한국과의 관계설정에 관한 문제로 압

축할 수 있다. 외국인이 한국(인)에 대한여 호의적인 연상을 하도록 돕고

그 연상에 부합하는 브랜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실행의 기본방

향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브랜딩의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이므로 브랜드에 대

한 보다 효과적인 체험방법의 예를 제안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한

다.

해외에서의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활동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 통합적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체험성

격이 강한 BTL 활동 중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체험공간을 제안하는 것

으로 한정한다. 해외에서 체험시설을 계획할 경우, 장소(Venue)의 확보

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비용, 관련 법규, 제작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이 부

분이 쉽지 않다. 각 나라마다 관련 법규와 제한사항 들이 다르고 현지의

허가 문제 또한 수월하지 않다. 따라서 체험공간(시설)의 설치가 용이하

고 자체적으로 인프라(전기, 공조 등)의 조달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디자

인의 예를 제안한다.

3) 제안 결과물

‘현지화 전략을 위한 체험형 공간의 유형’ 유형 중 물리적인 공간을 필

요로 하는 ‘사용자를 찾아가는 체험공간(Type A)'과 ‘사용자가 찾아오는

체험공간(Type B)’ 등 2가지 유형에 대한 기본구상과 그에 따른 컨셉

트 디자인을 제시한다.

4) 기대효과

국가브랜딩의 현지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체험공간이 가지는 비효율성과 한계성을 극복하고 실행방안에

대한 미디어 믹스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는 단초의 역할을 기대한다.

94)이은엽, 체험마케팅이 브랜드 로열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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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안의 기본방향

5.2.1. 현지화 체험공간 형태의 선정

인간의 체험은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번 슈미트(Bernd

Schmitt)는 체험의 다섯 가지 유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 및 목적과 함께 이를 재구성하여 ‘전략적 체험 모듈(Strategic

experiential modulees: SEMs)로 정의했다.

그림 5-2. 전략적 체험 모듈(SEMs)95)

통상적인 국가브랜딩은 전략적 체험모듈 중 ‘신체적 행위를 통한 경험

(ACT Marketing)'과 ’관계를 통한 경험(SENSE Marketing)'과 밀접하

다.

제품의 유형 분류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제품간의 쾌락적-실용적 속성의

차이에 따라 제품 간 차이를 분간하는데(Brtra and Ahtola 1990, Mano

and Oliver 1993), 쾌락적 제품(Hedonic product)이란 제품의 소비를 통

해 환상이나 재미와 같은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하는 제품으로 정

의된다. 예로 발레, 음악, 영화, 운동경기 등과 같이 감정이 담겨져 있고

주관적 경험이 가능한 제품군들이다. (Hircshmand and Holbrook)

95) 번 슈미트, 윤경구·금은영·신원학, 체험마케팅, 김앤김북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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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 제품(Utilitarian product)이란 제품의 소비가 인지적 목적에 의한

것이고, 수단적이며 목적 지향적이고, 기능적 혹은 실체적 과업을 성취하

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Strahilevitz and Myers) 예로 전자레인지,

PC, 세제 등이 해당된다. 국가브랜드는 쾌락적 제품군에 가깝다.

이은엽이 연구한 ‘체험마케팅과 브랜드 로열티의 관계’에 따르면 쾌락적

제품군의 경우 감각과 감성은 브랜드로열티 향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행동, 인지, 관계의 체험 유형은 브랜드 로열티 제고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3. 쾌락적 제품-브랜드 로열티 연구결과96)

따라서 국가브랜딩을 위한 체험방향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감성적인 호소

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체험참여가 이루어지는 BTL방법 중 직접 체험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관계 개선도 이루어지는 생활동선 상의 체험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예산 상의 제약이 없다면 ATL부문의 장점인 인지도 형성이나 넓

은 도달율 등의 효과를 고려하여 병행함이 당연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체

험에 중점을 두고 전략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참조사항을 정리하

96) 이은엽, 체험마케팅이 브랜드 로열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

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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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미디어의 선정은 브랜드의 생명주기와 연계하여 고려되어져

야 한다. 즉, 전략실행의 타이밍 문제인데 고객의 관심이 고조되는 타이

밍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 장소, 처한 장면, 사용자의 기분,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할 수 있다.

미디어에 따른 접촉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제품과 그 유통공간이다. 두 번째는 대중매체, 세 번째는 주변이나 인터

넷 등의 입소문, 네 번째는 이벤트 등과 같은 의도된 접촉점, 다섯 번째

는 온라인에 의한 접촉점이다.97) 본 연구에서는 접촉 강도가 가장 강한

첫 번째 접촉, 브랜드의 유통(체험)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표 5-1.. 미디어별 마케팅 효과98)

국가 브랜딩의 성격상 외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특정 전문전시회나 박

물관, 미술관, 갤러리 등에 상설/비상설로 체험공간을 설치하기에는 일정

97) 김훈철, 브랜드 스토리 전략, 다산북스, 2011

98) Mckinsey Marketing Practic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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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 주제의 부합 여부, 유효 공간 확보, 임대비용 등으로 인해 제한을

많이 받는다. 또한 현지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브랜드 체험만을 위

해 특정 장소를 방문한다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 다수의 목

표 타겟들과 접촉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공급자가 체험자를 찾

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BTL 활동의 장점 중 하나이다. 본인들의 삶과

무관한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현지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속에 옮겨놓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공간을 임대하여 전시하는 통상적인

체험공간보다는 순회형 로드쇼(Roadshow)와 같은 체험시설(또는 공간)

이 보다 효과적이다. 아울러 현지인 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있는

밀착형 체험공간도 병용하면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그림 5-4 참조)

그림 5-4. 체험공간의 종류

따라서 이번 예에서는 순회형 체험시설(Type A)과 생활밀착형 체험시설

(Type B)에 대한 디자인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상 순회형 체험공간의 경우 다수의 인원이 관람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임대하여 조립식 가설 구조물과 이동이 가능한 집기들로 공간을 구성하

고 운영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장소임대 일정, 비용, 설치 및 철거의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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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움, 지속적인 제작 비용의 지출 등으로 인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마

케팅 활동의 일환이 아닌 경우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

따라서 장소 확보에 대한 제약이 덜하고 이동·설치·철거 등의 비용도 절

감할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한 체험공간을 제안한다. 이 안은 현지화 전략

을 위한 체험공간 유형 Type A ‘사용자를 찾아가는 체험 공간’에도 가

장 적합한 예가 될 것이다. 아래 그림5-4의 ‘로드쇼(Roadshow)’ 의 적극

적인 실행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순회형 체험공간(Type A)보다 적극성은 덜하지만 현지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Type B '사용자가 찾아오는 공간‘의

예로 ’키오스크‘형태를 활용한 체험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거의 모든

사람이 항상 휴대하는, 생활과 매우 밀접한 휴대폰과 같은 모바일기기의

전원을 충전할 수 있는 편의공간과 국가브랜딩 공간을 자연스럽게 통합

하여 외국인의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험공간의 예를

개발하고자 한다.

체험유형 장소 내용 규모

순회형 체험공간

(Type A)

여러 지역,

국가순회

문화적인 색채가

강한 특정 주제

2층버스를

체험공간으로

개조

생활 밀착형

체험공간

(Type B)

공항, 도서관과

같은 공공장소

편익공간의 기능을

하면서 국가브랜드

홍보

기본형+확장형

표 5-2. 체험공간 형태의 선정

5.2.2. 기본방향

‘현지화’에 중점을 둔 체험공간의 제안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본방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 현지인이 편하게 방문 및 체험할 수 있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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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인의 일상생활에 편익을 줄 수 있는 공간

: 현지인의 문화생활에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더할 수 있는 공간

: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현지인(체험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

: 공급자(한국)의 입장보다는 사용자(외국인)의 관점으로 프로그래밍 된

공간

: 글로벌 스탠다드를 염두에 둔 규격화된 공간

: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가 가능한 진화형 공간

: 체험 후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메시지가 명쾌한 공간

5.3. 컨셉트 디자인 개발

5.3.1. 사용자를 찾아가는 체험공간 (Type A): 순회형 체험차량

5.3.1.1. 개요

체험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목성을 높이기 위해 2층 버스를 체험관

으로 개조하여 찾아가는 국가브랜드 현지 체험관으로 활용한다. 이 안은

본 연구자가 4.4항을 통해 정리한 현지화 체험형 공간의 유형 중 ‘Type

A'에 해당하는 사례로 개발한 안이다. 표준화 된 국가브랜딩의 컨텐츠를

평소 한국문화를 접하기 힘든 외국의 소도시까지 찾아가서 전파하고 한

국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가장 적극적인 브랜드 체험공간디자인 안이

다.

차량을 기본 체험모듈로 제안하는 이유는 이동의 편리성, 설치 및 철거

에 대한 비용 절감, 장소 섭외의 용이성, 인프라(전기, 공조, 네트워크

등) 설치에 대한 부담감 해소, 화제성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버스 전체를 관련 이미지로 랩핑99)하면 이동 중에도 움직이는

99) 기업 및 홍보를 필요로 모든 곳에서 브렌드, 상품, 제품 등 이미지를 뷰텍이나

실사출력을 하여 접착시트 PVC 필름 위에 실물이나 사진과 똑같이 확대 출력하

여 다양한 차량외관에 기업홍보나 제품홍보를 목적으로 부착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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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버스 주차가 가능한 광장, 터미널, 관광

지, 행사장, 경기장, 대형몰 주차장, 학교, 해변가 등을 행사장으로 활용

할 수 있다. (행사를 위한 주차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사전 협의

및 허가가 필요하리라 예상한다.)

1대의 이동형 체험차량에는 행정 및 안내를 담당하는 도슨트(Docent)

2명, 행사진행 보조자 1명, 운전기사 겸 경비 1명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겠다. 현지 가이드와 운전기사를 제외한 행사운영자들은 한국에

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국가브랜딩의 일익을 담당하고 해외문화도 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림 5-5. 유사사례_배로 이동 중인 2층 버스 이미지

그림 5-6. 찾아가는 순회형 체험차량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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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 주제 선정

국가브랜딩의 소재로 활용 가능한 원천(Source)을 조사하였으나 외국

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제된 브랜드 원천이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판

단된다. 대부분의 국가브랜드 작업이 기획단계에 머물고 있어 경쟁력 있

는 컨텐츠를 선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전통한

류와 현대한류로 구분하여 한류발전 전략을 세우고 있으나 K-POP을 제

외하고는 대부분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 내 한류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외국 현지에서 국가브랜딩 활동을 전개할 만

한 브랜드 원천은 아직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브랜드위원회가 각 부처 및 민간위원들로부터 국가의 국격을 높이기

위한 필수과제 50여개를 도출한 후 이를 다시 5대 역점분야 및 10대 우

선 추진과제로 압축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1) 5대 역점분야 : 국제사회역할 제고,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다문화 포

용·외국인 문화 이해, 문화·관광 매력도 증진, 첨단기술·제품 홍보

2) 10대 추진과제

-한국과 함께하는 경제발전 (Shaping the future with Korea)

-세계학생교류 (Campus world : CAMPUS Asia 등)

-해외봉사단 통합 브랜딩 (Korea volunteer corps)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구축 (Global Korean Network)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태권도 명품화 - 세종학당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Global citizenship)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발굴 및 홍보 (Advanced technology & design

Korea)

-따뜻한 다문화 사회 만들기 (Rainbow+Korea)

-디지털로 소통하는 대한민국 만들기 (Friendly digital Korea)

-국가브랜드 지수 개발, 운영 (Korea Brand Index)

제안에서 활용할 한국 국가브랜드의 소재는 현재 개발된 사례 중 완성

도가 높고, 문화소통 측면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며, 성공적인 브랜드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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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전개가 가능한 소재로 선정해야하나 현 시점에서는 국가브랜딩의

원천으로 활용할만한 정리된 컨텐츠가 빈약하고, 컨텐츠 간의 위계가 없

이 여러 관련 부처에서 개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교적 문화체

육관광부에서 제작한 ‘한스타일(HanStyle)’이 외국인들과 문화적인 소통

을 할 때 적합한 소재로 판단되며, 향후 상기한 과제들의 결과물들이 완

성도 높은 국가브랜딩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한스타일’이란 우리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띄며,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가 가능한 한글, 한복, 한지, 한옥, 한국음악(국악) 등의 전

통문화를 브랜드화하는 것을 말한다.100) 이번 제안에서는 한스타일 중

‘한식’과 ‘한복’이 한국브랜드 이미지와 연계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

며, 이중 ‘한복’이 해외 현지에서의 이동전시 환경에 보다 적합하여 순회

형 국가브랜딩 체험관의 소재로 선정하고자 한다. 한국기업과 제품이 한

국브랜드이미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나 민간기업부문이라 제외했다.

외국인이 쉽게 접하기 힘든 한복의 조형미와 그 옷을 입는 한국인의 우

아한 삶을 통해 고품격 문화한국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5-7. 한류요소가 한국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101)

100)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han-style.com/hanstyle/intro/info.jsp

101) 이창현이 ‘국가브랜드와 한류 (한국학술정보, 2011)’에서 연구한 설문 및 구조모

형결과를 기본으로 연구자가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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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문화체육관광부 ‘한스타일’ 영문로고, 브랜드 슬로건,

홈페이지 상의 한스타일 분류 (출처: 문화광관체육부)

5.3.1.3. 공간구성의 개념

기업들은 통상적인 유통환경의 제약에서 벗어나 그들의 브랜드 에센스

를 확실하게 표출시키기 위해 유행의 발신지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설치

한다. 이 장소에서 다양한 브랜딩 실험을 하고 고객의 반응에 따라 일반

유통매장으로 확대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 디자인의 예로 제안하는 찾아가는 체험관(Type A) 역시 한

국 국가브랜딩의 플래그십 스토어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지의 유행 발신

지에 상설로 체험관을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비용 및 효율성 측면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 플래그십 스토어가 꼭 프리미엄 스토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원 그대로 국가브랜딩의 선봉에 서서 적극적으로 목표타

깃을 찾아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그것이 곧 플래그십(Flagship)

이다. 이를 통해 현지인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 형성의 물꼬를 트

는 것이다.

외국인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면 그들에 대한 풍부하고 통찰력 있

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체험내용을 기획·구성할 때도 그들

과 공감할 수 있는 ‘스위트 스폿(Sweet spot)'102)을 찾아야 한다. 한국브

102) 경제학에서는 특정 제품이 그 제품의 소비자들이 구매할 의사가 생기는 가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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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와 외국인이 통할 수 있는 접점을 말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아커(David A. Aaker)는 스위트 스폿을 고객이 가지는 ‘가치와

신념’, ‘활동과 관심사’, 그리고 ‘소유물’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 5-9. 고객 관계 형성 모델103)

그림 5-9에서 알 수 있듯이 브랜드 구축의 핵심은 브랜드의 지향점과

고객의 자아개념을 공통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주도적인 아이디어의 추

출이다. 다수의 사례에서 고객의 스위트 스폿이 마케팅을 위한 주도적

아이디어의 힌트를 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로 아디다스는 길거

리 농구대회로 목표고객인 젊은 층의 스위트 스폿을 공략했다. 젊은이들

이 사회적, 경쟁적, 육체적 활동으로 충만한 주말이라는 아이디어에 공감

한 것이다.

외국 현지에서의 한국 국가브랜딩 활동이 효과를 거두려면 그들의 자아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연구범위가 별도로 연구해야 할 정도로 광범위

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그 중요성만 언급하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외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은 세계 공통적이므로 외국인이 쉽

에서 가격을 형성하거나 그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극

대화되어 과거에는 유래없는 폭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를 의미한다.(이성동,

VIP 마케팅 불변의 법칙, 2009)

103) 데이비드 아커, 이상민·최윤희 역, 브랜드 리더십, 2011, 비지니스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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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접하기 힘든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요소(실물, 방문자 직접 체험

등)가 많은 체험공간에 구성하면 효과적이다. 아울러 전시물은 소량이라

도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상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

다. 외국인이 타문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해소하고 독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복의 자세한 역사뿐만 아니라 한복의 우수한

조형미, 한국인의 우아한 기품 등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물 전

시와 이미지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며, 체험의 관심도를 지속적으로 유

지시키기 위해 방문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어트랙션 요소들을 소주제

별로 배치한다. 또한 중국, 일본의 전통복식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포함

시켜 우리 브랜드를 차별화시키고 체험의 다양성과 흥미를 배가시킨다.

또한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한국브랜드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중요한

데, 이는 그 속에서 브랜드의 현재 가치와 미래의 방향을 읽어낼 수 있

고, 브랜드 스토리를 통해 마케터는 브랜드 콘셉트를 명확하게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브랜딩 전략의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중심

으로 브랜드 가치를 진화시켜나갈 수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브랜드 스토리

전략 형태

(기본방향)

결정

브랜드 핵심

스토리 결정

브랜드 스토리

원천 찾기

브랜드 스토리

개발

브랜드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①커뮤니케이

션 목적

②브랜드 생명

주기 단계

③FCB 그리드

모델의

제품영역 설정

①브랜드

아이덴터티

②브랜드

퍼스낼리티

③브랜드

이미지

포지셔닝

①기존데이터

-기업자료

-소비자 자료

②인터뷰

③브랜드

스토리 공모전

브랜드 스토리

진술

①주제

②캐릭터

③연상

④플롯

①소비자

접촉점 발견

②커뮤니케이

션 도구 선정

-ATL/BTL

-온·오프라인

표 5-3. 브랜드 스토리 전략 형태의 결정단계104)

104) 김훈철, 브랜드 스토리 전략, 다산북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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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브랜딩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도 다양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표5-3의 여러 단계가 혼재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를 찾아가는 체험공간(Type A)의 디자인 예로 제시하는 순회형

체험차량의 주제는 한스타일 중 한복인데 그에 대한 체험공간 구성을 그

림 5-10과 같이 할 수 있다.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한 대한민

국 소개, 한복에 대한 이해, 한복의 조형미를 엿볼 수 있는 신한복 코너,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한복 멋내기 코너, 다음 순

회전시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하는 예고코너 등으로 구성한다.

그림 5-10. 순회형 체험공간의 내용구성의 예

5.3.1.4. 디자인의 기본방향

흔히 체험공간을 구성할 때 계획자의 시각에서 스토리텔링의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해 과도하게 많은 것을 포함시키려는 시행착오를 범하곤 한

다. 심플하고 명확한 것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한편으로 허전해 보일까

걱정한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형 체험공간은 이동성, 경제성, 화제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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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점이 있지만 내부공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명

확하고 심플한 체험주제가 있어야 한다. 즉 한복을 통해 외국인에게 대

한민국의 어떤 점을 전파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복의 체험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조형미와 감각

(sense), 그리고 그 옷을 입는 한국인의 우아한 기품을 외국인에게 전달

하고자 한다. 전통의상인 한복을 주제로 하지만 전체적인 공간의 분위기

(Tone & Manner)는 동시대의 세계인들이 보더라도 세련되고 기품 있게

연출한다.

그림 5-11. 기품이 느껴지는 한복 이미지 연출의 예105)

5.3.1.5. 디자인의 예 : 순회형 체험차량의 외부 투시도

차량 외부에는 전시 또는 체험의 주제를 직관적이며 심플하게 디자인

및 랩핑하여 움직이는 미디어로서의 역할도 도모한다. 차량이 주차하여

행사를 시작하면 차량외부에 어닝106)과 같은 별도의 간이장치 또는 설비

10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106) 어닝(awning: 캔버스ㆍ알루미늄ㆍ플라스틱 등으로써 만든 경량의 채양)을 차량

외부에 설치하여 ‘한복 멋 내기, ‘포토존’, ’기념품 지급’ 등의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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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체험존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그림 5-12. 순회형 체험차량의 외부디자인의 예

그림 5-13. 순회형 체험차량의 외부 체험공간디자인의 예

5.3.1.6. 디자인의 예 : 홍보차량 외부 랩핑 계획

해당전시의 주제를 명확히 알림과 동시에 차량의 용도가 무엇인지 외

국인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텍스트와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한스타일 영문로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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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타일 브랜드 슬로건 : ‘Korea the Sense’ (문화체육관광부 기 제작)

-순회 전시차량임을 알리는 문구의 예 :

Tour Exhibition Bus _ Korea will visit your home town soon

-전시의 주제를 알리는 문구의 예 :

‘Hanbok’the traditional clothing of Korea

그림 5-14. 순회형 체험차량의 외부 랩핑 디자인의 예

5.3.1.7. 디자인의 예 : 홍보차량 내부 레이아웃 (공간구성)

그림 5-15. 순회형 체험차량의 공간구성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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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8. 디자인의 예 : 홍보차량 1층 내부 투시도

협소한 차량 내부공간에서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벽면

을 이용하고, 파티션을 적절히 활용하여 공간의 단조로움을 보완한다.

터치스크린 상의 지구본을 돌려서 한국의 위치를 찾아보는 ‘Korea를 찾

아보세요’와 같은 인터랙션 코너를 통해 참여와 기억을 유도한다.

그림 5-16. 순회형 체험차량의 1층 디자인의 예

5.3.1.9. 디자인의 예 : 홍보차량 1층 내부투시

세계가 비슷한 모습으로 현대화되어가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민족)과

차별화된 우리만의 독특한 생활방식과 역사를 전통복식인 한복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구성한다. 한복 실물 전시와 한·중·일 3국

의 전통의상을 구분해보는 인터랙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복의 차별화

요소를 파악하도록 한다.

그림 5-17. 순회형 체험차량의 1층 디자인의 예 (한복의 종류 및 역사)



- 116 -

5.3.1.10. 디자인의 예 : 홍보차량 2층 내부투시도(신 한복 코너)

2층은 전체적으로 파티션 없이 개방감과 공간의 깊이 감을 극대화하

고, 전시공간 중앙에 세련되고 기품 있는 신한복을 패션쇼에서 도열해

있듯이 중앙에 배치하였다. 양쪽 벽면에는 한복의 세계화 현주소와 한복

명인을 소개하며, 아울러 한복 입는 법도 이미지와 함께 자세히 소개한

다. 또한 한국화를 소재로 한 멀티미디어 작가들의 작품을 멀티 디스플

레이 형식으로 한 쪽 벽면을 구성할 수도 있다.

그림 5-18. 순회형 체험차량의 2층 디자인의 예 (계절별 한복 및 세계화)

그림 5-19. 순회형 체험차량의 2층 디자인의 예 (쓰개 장신구 및 한복의 명인)

그림 5-20. 1층, 2층 통합 내부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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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1. 디자인의 예 : 홍보차량 외부 체험코너 투시도

순회형 체험차량 외부에서는 운영요원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고궁을

배경으로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사진촬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

며, 촬영한 사진은 기념품인 뱃지로 제작하여 준다.

그림 5-21. 한복 멋내기 코너

5.3.1.12. 디자인의 예 : 운영자 유니폼 / 기념품(Giveaway) /

홍보인쇄물

방문자에게 한국문화 체험에 대한 추억을 담은 기념품 등을 제공하면

체험효과도 높이고 방문자를 통한 구전효과 또한 도모할 수 있다. 체험

주제와 연계된 독특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의 기념품이 좋겠고 제작의 질

또한 조악하지 않아야 하며 제조 또한 한국에서 한 것을 권장한다.

운영자 복장 또한 체험공간의 일부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우아한 전통 또는 개량형 한복을 접목할 수 있다.

그림 5-22. 기념품 디자인의 예 (좌로부터 핸드폰 걸이, 명함케이스, 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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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홍보 인쇄물 및 유니폼 디자인의 예

5.3.2. 사용자가 찾아오는 체험공간(Type B):

모바일 차징 스테이션

5.3.2.1. 개요

순회형 국가브랜드 체험차량(Exhibition Tour Bus)가 지역과 국가를

넘나들며 우리 문화를 찾아가서 홍보하는 적극적인 국가브랜딩 체험방안

이라면, 현지인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활공간에 편입되

는, 현지인 찾아오는 현지 생활 밀착형 체험공간도 필요하다. 이 안은 본

연구자가 정리한 현지화 체험형 공간 유형 중에서 ‘Type B'의 사례로

개발한 안으로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바일 기기 충전거치대 기능과 연

계한 홍보공간이다.

휴대폰, 노트북, 타블렛 등과 같은 개인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로 충전서

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글로벌 기

업 등이 공항 등과 같이 이용자가 많고 비교적 기기의 관리가 용이한 공

공장소에서 모발일 충전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지

외국인에게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는 기기와 국가브랜딩 홍보 수단을 결

합하면 사용자가 기능적인 욕구를 해소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브랜드

정보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국가브랜딩을 위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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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런 공익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면 설치장소 섭외 및 협상 시 제약

을 극복하고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림 5-24. 유사사례_기업들의 휴대폰 충전대 설치사례

5.3.2.2. 디자인의 기본방향

모바일 기기(휴대폰, 노트북 피씨, 타블렛 등)의 충전을 위한 기본 기

능 외에 국가브랜드 홍보영상, 전시물, 홍보용 인쇄물 등을 함께 구성한

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므로 체험기기 제작에 있어 내구성, 안정성

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현지의 전기, 네트워크 등의 특성도 사

전에 검토되어져야 한다. 또한 오작동시 현지에서의 즉각적인 유지 및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야 한다.

이 안의 경우 국가브랜드를 홍보하는 컨텐츠는 심플하면서 직관적인

내용의 연속재생 영상을 추천하며,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랙션을 배제한

단방향 전달방식이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해 현실성이 있다. 공

간의 여유가 있어서 실물전시나 기타 어트랙션 요소가 함께 이루어진다

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충전기능과 디스플레이가 합쳐진 기본형과 여기에 소규

모의 전시공간이 더해진 확장형 등 두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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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 디자인의 예(차징스테이션)

휴대폰, 노트북피시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거치대

를 중심으로 상부에 평판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국가브랜드 홍보영상을

보여준다. 차징스테이션의 디자인은 가급적이면 한국의 전통적인 조형미

를 발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면 좋겠으나 안정성과 기능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놓이는 장소가 외국의 공공장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변 환

경과의 조화, 조형적인 완성도 제고를 위해 현대적인 디자인 트렌드도

반영하여야 한다.

그림 5-25. 차징스테이션 기본형 및 홍보영상용 모니터

그림 5-26. 차징스테이션 기본형의 충전거치대의 예

확장형은 일정한 공간이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충전기능

외에 소량의 전시 및 체험기능의 복합화가 가능한 안이다. 국가브랜딩을

위한 지역 밀착형 소규모 라운지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실외에도 설치

가 가능하나 마감재의 특성상 단기간 행사에 적합하다. 이번 제안은 에

어돔 또는 투명 폴리카보네이트를 쉘터(shelter)로 활용한 안이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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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치기간, 현지 관련법규 등에 맞추어 다양한 재료와 형태적 접근

이 가능하다. 확장형의 경우 가능하면 운영인력이 함께 배치되어 시설

관리 및 안내를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림 5-27. 차징스테이션 확장형의 외관디자인의 예

그림 5-28. 차징스테이션 확장형 내부디자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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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6.1. 연구결과의 요약

우리나라는 전통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산업화, 그리고 세계화를 통해

2015년 국가브랜드 가치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

기 위해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전통문화의 보존 및 연구지원, 법정부적

지원 체계 구축, 대표브랜드 육성, 한류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 등을 모색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한국의 실제 가치 대비 외국인이 느끼는 한국

의 이미지는 과소평가되어 있다. 물론 한국의 일부 대중문화와 연예인이

한류의 붐을 일으키며 세계 각지에서 신드롬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것을

두고 외국인이 한국과 한국문화를 향유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소수의 컨텐츠나 인물이 만들어내는 현재의 신드롬은 세계인이 자연스럽

게 공유할 수 있는 동시대의 문화적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숱하게 사라져간 유행처럼 작금의 한류가 언제 소멸할지

모른다는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국가 브랜딩을 하는 이유는 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구매를 촉진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즉 국가브랜딩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호의도를 제고해나가자는 것이다.

국가브랜딩의 대상(목표타겟)인 외국인과 소통하고 그들이 한국의 브

랜드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국가브랜딩은 기업의 브랜딩 활동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실

행해야 한다. 휴대폰이나 TV는 대부분의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생

활필수품이지만 한국, 한국인, 또는 한국문화는 몰라도 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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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가브랜딩은 문화적인 소통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

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국가브랜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현지

접점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국가브랜딩 활동을 통해 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이나 즐거

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국가브랜드의 구축 수준과 목표타겟 지역의 제반 환경에 따라 브

랜딩의 표준화 및 현지화 전략이 적절하게 믹스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브랜드의 전파와 공유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시각에

서 실행되어야 한다. 기획자 또는 제공자의 편리에 기초한 소극적인 실

행으로는 한국과 외국인 사이에 놓인 시공간의 틈을 메울 수 없다.

여섯째, 국가브랜딩을 위한 컨텐츠 구축단계부터 외국인의 참여가 필요

하며, 현지 운영시스템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현지인)들이 직접 참

여하고 업데이트시켜나가는 현지화가 필요하다.

국가브랜딩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인들이 한국인과 한국어, 한국문화

를 그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접하고 향유하여 그들의 문화 속에 우리

의 것이 이질감 없이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우리문화에 대한 무관심이

호기심으로 바뀌고 그 호기심이 친숙함으로 변하여 결국에는 한국 선호

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번 논문에서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우리

의 국가브랜드를 그들의 준거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BTL과 앰비언

트 미디어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그에 따른 디자인의 예를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브랜딩의 기획자 또는 실행주체가 국가브랜드를 어떻게

세계 각지에 전파하고 공유해야 할지에 대한 실행방향과 다양한 가능성

을 가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현지화 전략을 위한 체험형 공간의

네 가지 유형도 함께 제시했다.

1) Type A (사용자를 찾아가는 체험공간):

매우 적극적인 국가브랜드 체험방안으로, 국가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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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가 확보되어있지 않고 현지 문화에 대한 세분화 전략도 구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수의 완성도 높은 표준화된 컨텐츠를 현지인의

일상공간으로 가져간다는 개념

2) Type B (사용자가 찾아오는 체험공간):

현지인을 위한 편익시설(또는 기기)와 국가브랜드 체험공간을 복합화한

것으로 현지인들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체험공간이다. 현지인의 일상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국가브랜드 체험을 유도하는 개념

3) Type C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체험공간):

물리적인 체험공간의 운영이 불가하거나 Type A 또는 B를 보완하는

개념에서 다양한 체험재료(또는 미디어)를 현지인에게 제공하는 개념

4) Type D (사용자가 소유하는 체험공간):

현지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체험이 가능한 가상의 체험공간 개념

 
본 연구는 국가브랜드 자체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세계인과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측면에 입각하여 현지화 체험공간을

유형화하고 그 대안을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해외라는 시공간적 틈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홍보나 기획전시 또는 박

람회 참가와 같은 국가브랜딩 방법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것은 가장 쉽고

기본적인 방법이며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온라인에서

‘Korea’를 검색하는 사람은 이미 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삶을 알리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4

대 매체 중심의 ATL전략을 넘어서 체험성격이 강하고 신선한 접점 창

출이 가능한 BTL 및 앰비언트 미디어 부문으로 국가브랜딩 실행의 비

중을 확대하여야 한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에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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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따라서 국가브랜딩은 일반 기업브랜딩보다 더 치밀하고 적

극적인 활동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현지화 체험공간의 유형과 공간디자인 예시는

국가브랜딩을 위한 다양한 실행전략 중 일부분에 해당되지만 국가브랜드

전략이 실효성 높은 방향으로 다양화되고 현지화 되는 과정의 단초가 되

길 기대한다.

6.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효과적인 국가브랜딩을 위해서는 현지화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이

를 위해서는 국가브랜딩 관련 디자인도 현지의 문화, 사회, 경제 등 제반

환경에 정통해야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안한 디자인의 예가 특정 국

가나 지역에서는 실현성이 부족한 안일 수도 있음을 한계로 밝혀두고 싶

다. 브랜드 전략의 개념은 통합적으로 가져가되, 그 수행정책과 방침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화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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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to develop localized experiential

space design for national brand

Kim, Su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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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not easy to build a strong brand in an environment whereby

huge amount of information is produced every moment. In particular,

for a national brand, the object of promotion is not as clear as a

corporate brand. For a corporation, it is relatively clear which

corporate brand or product brand should be promoted, however for a

country, it is not as easy to set the goals of brand equity or brand

identity that should be pursued. In addition, not only as foreigners

are less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art or Korean people in general,

but the contents of national brand that we intend to share with them

are also often less relevant with their everyday life, leaving those

who manage a national brand faced with many obstacles. Due to

these factors, the practices that we’ve implemented previously for our

national brand were rather passive and have followed previous



- 130 -

formats.

For us, following the national branding policies adopted by New

York, London or Paris, the center of culture and economy attracting

millions of visitors from all around the world or New Zealand and

Italy, the countries with abundant tourist attractions will not be an

effective option to engrave the presence of our country and our

people or to increase the preference of our national brand in an

increasingly fierce competition.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those who manage national brand should

be well-aware of the situation (or the pressure) and the barriers that

we are faced with at the moment.

Fully recognizing such factor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examples and types of effective national branding methods.

In particular, having defined that the main target of the promotion is

the foreigners, we set the experiential space where they can

experience our culture as well as our people effectively overcoming

the distance of time and space placed between us and them as the

subject of our study.

We narrowed the scope to BTL and Ambient Media whereby direct

experience accounts for larger proportion compared to other banding

methods and the case studies were carried out accordingly.

Proactive measures for national branding are desperate to instill

favorable images and impressions over Korea and Korean people into

global citizens’ mind as they have relatively lower level of awareness

and preference for Korea. Therefore we propose localized experiential

space located nearby where they live as our alternative to overcome

such drawb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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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her than contemplating what national brand is, this study aims to

find how to share our national brand with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extend it and to realize that, we patternized localized

experiential spaces and proposed specific design according to that

focusing on effectiveness.

Although the proposed patterns of localized experiential spaces and

the examples of space design are only some part of various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national brand, we expect that through

this, global communication methods for national brand become more

diversified towards the direction that can realized high effectiveness

also being the very first step for the 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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