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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대중의 인식 속에 존재하는 브랜드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브랜딩은 상품이나 기업을 

차별화하여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활동의 일체로 인식되었다. 

스마트폰의 보급은 소비의 방식, 과정에 영향을 미쳤고 브랜드에 관련된 

대중의 인식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역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소비자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콘텐츠의 생산자로 변화하였다. 

브랜드는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자가 되었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통과 상호 작용의 활동까지를 포괄하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전통적인 브랜드 디자인의 역할을 재정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브랜드 디자인이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소통하는 유기체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단일 상징체계 

아이덴티티’와 ‘확장 가능한 아이덴티티’ 두 가지 개념을 제안하였다. 

전통적인 ‘단일 상징체계 아이덴티티’는 강력한 상징물인 로고를 중심으로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단일 상징체계 

아이덴티티’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시각적인 소통의 수단으로 제품, 서비스 

등을 다른 대상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연상 고리를 만들어 소비자의 

인식 속에 대상의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대상에 

따라서는 로고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하나의 상징이나 이미지로 

제한되고 대상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로고에 의존한 소통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 연구는 ‘단일 상징체계 아이덴티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확장 가능한 

아이덴티티’를 제안한다. ‘확장 가능한 아이덴티티’는 상징체계인 로고를 

하나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고 확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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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규칙을 조율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확장 가능한 아이덴티티’는 

‘상징체계’와 직접적인 소통의 상황에서 활용되는 ‘소통체계’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 상징체계와 소통체계의 유기적인 관계를 활용하여 박제된 

브랜드가 아닌 지속가능한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단일 상징체계’로 대상의 온전한 가치를 전달하기 어려운 대상으로는 

기업, 조직, 커뮤니티, 도시 등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디자인은 

각각의 고유성을 잃고 획일화되며 스토리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의 브랜드와는 차별화되는 

공공성, 공익성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한 대상이다. 

대다수의 지방 자치 단체를 위한 브랜딩 결과물과 마찬가지로 종로구의 

브랜드는 상징적인 유물인 보신각종을 활용하여 현대적이며 친근한 형태의 

심볼과 캐릭터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종로구는 캐릭터와 서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자치구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 

연구자가 종로구를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확장가능한 아이덴티티’를 

적용하기에 매력적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종로구의 오랜 

역사와 공간, 인물, 문화재, 기관, 기업 등을 포함하는 방대한 콘텐츠가 

‘단일 상징체계’ 안에서는 축소되어 버리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종로구의 상징체계와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원활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확장가능한 아이덴티티’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유연한 상징체계를 담은 ‘브랜드 매뉴얼’과 소통체계를 시각화한 

‘커뮤니케이션 그래픽 가이드’를 만들고 이를 적용하였다. 커뮤니케이션 

그래픽 가이드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활용할 문자, 그림, 사진 등의 시각 

언어를 만들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으며, 시각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동시에 매체별 독립성을 갖도록 하였다. 

이 연구가 기존의 도시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딩 방식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자치구 브랜드를 개개인의 삶과 생활에 밀착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찾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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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에 내재한 콘텐츠 혹은 이야깃거리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종로구 공동체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유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동체의 다양한 소식, 

정책, 생활 정보에 관한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생활 속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공동체에 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자연스럽게 공동체와 공간에 대한 애정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공익적 차원에서 콘텐츠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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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4

1.1. 연구배경

이 논문은 브랜드를 둘러싼 환경의 거대한 변화로 인해 기존의 브랜드 

디자인을 둘러싼 지형과 담론도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시점임을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브랜드는 대중의 인식과 깊게 관여된 개념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대중 인식의 변화에 부합하거나 인식의 변화를 주도하며 그 

실체를 변화 시켜 왔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이를 뉴스, 쇼핑, 

SNS 등의 여러 방식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대중이 브랜드를 소비하는 방식과 

개념이 달라지게 되었다. 

1.1.1. 브랜드 환경 변화

브랜드를 둘러싼 환경 변화 중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소비 경향 변화이다.

첫째로 소비의 공간이 변화하였다. 2007년 아이폰 등장 이후에 2019년 

대한민국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 그중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에 

달한다.  1 마트나 백화점, 시장, 음식점 등 정해진 장소(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소비 중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 월간 온라인쇼핑 총거래액은 2019년 6월 10조 5,682억 

원이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7.3% 증가하였으며 이 중 모바일 거래액이 

25.6% 증가하였다.  2 온라인을 통한 소비행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둘째로는 소비의 과정이 변화하였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이더라도 온라인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오프라인으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며 이는 맛집 앱이나 블로거들의 포스팅 조회 수로도 방증 된다. 한국 

1　pew Research Center, Smartphone Ownership Is Growing Rapidly Around the 

World, but Not Always Equally, FEBRUARY 5, 2019, www.pewresearch.org

2　2019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 통계청, 2019.8.2., http://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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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이 집계한 2019년 2분기 중대형 상가 중 가장 높은 공실률인 25.6%가 

이태원이며 대로변 공실이 눈에 띄는 현상은 오프라인 매장을 선호하지 않고, 

대로보다 골목 맛집에 관한 정보를 SNS를 통해 미리 파악하고 찾아가는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현상이다.  3 소비 활동에서 정보의 원천이 달라지면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과 내용과 디자인이 달라진다.

셋째로는 소비 활동의 목적이 변화하였다. 소비 활동의 대상을 물적 

재화로서가 아니라 의미적 대상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행동 양식으로의 소비 활동이 증가한다. SNS에 자신의 소비 활동을 

다양한 맥락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이런 기호의 소비를 통해 사회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브랜드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과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소비자와 브랜드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으며 소비자들은 일방적인 의사소통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브랜드의 전통적인 미디어를 

통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고 이는 실제 

광고 시장의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전통적인 미디어 광고에서 디지털 광고 

시장으로의 거대한 지형 변화를 일으켰다. 소비자와 브랜드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성격, 방식,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환경에서는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따라서 브랜드 활동에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비중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1인 미디어로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소비 

활동이 가능하다. 과시적인 소비보다는 자신의 고유성을 표현할 수 있는 

소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판에 박힌 고급화 전략보다는 각각 

3　매일경제, SNS가 바꾼 이태원 대로변 상가 20%가 공실, 추동훈, 심희진 기자, 

2019.8.17



16

스토리와 고유성을 갖춘 콘텐츠를 통한 장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1.2. 기존 브랜드 디자인의 한계

전통적인 브랜드 디자인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매뉴얼을 중심으로 브랜드의 

핵심적인 가치를 담아낸 상징물인 로고를 활용한다. 브랜드의 가치를 

시각화한 로고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황에서도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가이드를 

만들어 시각적 통일성,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시각 

요소를 섬세하게 운용하는 규칙을 설정하여 브랜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방법론을 발전시켰다. 브랜드 디자인은 역사적으로 시대의 

상황과 유행에 따라서 외형적 스타일을 변화시켜왔으나, 브랜드의 일관성을 

구축하기 위한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생각의 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최근 들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가지는 경직성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등 변화하는 아이덴티티를 

활용하거나 브랜드 로고를 열린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또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정체성을 갖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로고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아이덴티티 시스템은 특정한 로고나 

컬러 등의 시각 요소를 중심으로 강력한 연상작용과 주목성 등의 강점을 

지닌다. 하지만 특정 대상의 경우에는 로고와 대상 간의 실제적인 연관성이 

떨어지고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야깃거리가 축소되고 왜곡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예로 지방 자치 단체의 브랜드들을 들 수 있다. 특히 지방 

자치 단체의 아이덴티티의 경우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각 단체만의 

상징체계를 구축하고 세분화된 서비스, 기관, 행사 등의 브랜딩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특산품, 유물, 인물 등을 내세워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하나의 대상으로만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이러한 단면적인 상징체계는 대상을 차별화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과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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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범위와 과정

이 연구 작업은 앞서 언급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중의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이로 인해 실제 브랜드의 실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랜드가 추구해온 단일하고 고정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단일 

상징체계 아이덴티티를 넘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이 용이한  확장가능한 

아이덴티티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는 연구 작업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개념적인 축으로 ‘단일 상징체계 아이덴티티’와 ‘확장가능한 

아이덴티티’를 대비하였다. 단일한 상징체계를 중심으로 발전한 전통적 단일 

체계 아이덴티티가 갖는 한계를 인지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방대한 콘텐츠를 시각화하고 이를 통해 소통하는 확장가능한 아이덴티티 

개념을 제안하였다.

연구자가 제안한 브랜드 디자인의 미래의 변화의 방향은 브랜드의 

상징체계와 소통체계에 대한 현상 분석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브랜드가 단순한 마크가 아니라 소통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로 

파악하였으며, 브랜드 활동의 목표를 단순히 경쟁적인 차별화를 넘어서서 

공익적인 차원의 소통을 촉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는 크게 6장으로 구성되는데 2, 3장에서는 브랜드의 상징체계와 

소통체계의 단일성과 확장성에 관하여 언급한다. 이에 관한 개념적인 연구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단일체계 아이덴티티에 관한 개념을 요약 정리 하였으며 

브랜드 디자인의 실제적인 변화의 현상에 관한 장에서는 연구자가 관찰하고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확장가능한 아이덴티티 개념을 

제안하였다. 

4, 5장은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확장가능한 아이덴티티를 구현하는 

대상으로 ‘종로구 공동체’를 선정하여 상징체계와 소통체계 모두를 

망라하는 종로구의 새로운 확장가능한 아이덴티티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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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브랜드, 지역브랜드, 장소브랜드 등 공간이라는 종합적인 대상을 다루는 

방식이나 관점에 관하여 문헌과 사례를 통해서 연구한 결과 현재 도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내는 브랜드가 내부인보다는 외부에 보이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연구자가 제안하는 

공동체를 위한 브랜드의 주체는 지역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공동체가 

공유하는 콘텐츠를 큐레이팅하고 적재적소에 제공해주는 브랜드를 목표로 

그것을 효율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상징체계인 로고는 기관과 통합된 홍보 채널의 로고를 

이원화된 강한 형태적 연계성을 가진 상징체계로서 설정하였다. 소통체계는 

종로구의 콘텐츠를 시각화하여 시각언어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이를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픽 가이드를 제작하여 다양한 소통의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6장은 전체적인 디자인 연구 과정을 요약하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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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랜드 상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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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은 브랜드 상징체계  4의 단일성과 확장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전통적인 

브랜드 디자인 방법론은 강력하고 독창적으로 브랜드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존재하였다. 독자적인 영역을 선점하여 차별화된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것은 브랜드 디자인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였다. 단일 상징체계 디자인은 

단일하고 강력한 브랜드의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과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 효율적인 방식을 활용하려는 목표를 갖는다. 실제로 단일 상징체계 

아이덴티티는 여러 성취를 거두었다. 우리가 심볼만으로 인지할 수 있는 애플, 

나이키 같은 기업은 단일 상징체계의 중심이 되는 심볼, 로고 타입, 브랜드 색 

등을 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브랜딩을 통해 기업 

로고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켜왔다. 

그러나 브랜드 환경이 변화하면서 단일한 이미지와 고정된 정체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브랜드 디자인의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충돌하게 되는데, 브랜드가 대중의 인식 속에서 

항상성을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대중의 끊임없는 호기심이 유발해야 한다 

점이다. 이는 이율배반적이며 동시에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브랜드의 

단일성과 확장성에 관한 논의가 두 개념을 반대의 개념으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브랜드를 단일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동시에 물리적으로 확장가능한 대상으로 

인지함을 의미한다. 

4　상징체계는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

을 문자, 기호, 숫자 등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상징체계는 브랜드의 추상

적인 가치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로고, 시그니처, 컬러, 서체 등을 통칭하여 일

컫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소통체계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가치를 추상화시켜 하나로 응축시키는 상징물과 이것을 반대로 자세하게 풀어내어 

소통하는 언어를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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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체계 아이덴티티 : 전통적인 브랜드 디자인의 방법론 중 특정한 

상징(브랜드 마크, 로고)을 중심으로 하여 고정불변한 강력한 상징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관되고 강력한 상징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브랜드 매뉴얼을 통해 상징체계를 제어하고 운용한다.

확장가능한 아이덴티티 : 유연한 상징체계와 지속가능한 소통체계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브랜드 디자인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였다. 소통체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한다.

그림 2-1.  단일 상징체계 아이덴티티, 확장가능한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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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가능한 아이덴티티는 상징체계와 소통체계가 유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운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연한 상징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로고가 시각적 기준이 되어 규칙을 부여하고 시각적 

연속성을 갖도록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상징체계는 의미를 담는 

그릇의 역할을 수행하며 형태적으로도 유연하다. 이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소통체계의 고유한 시각언어를 만들고 이를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다양한 

맥락과 매체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2.1. 상징체계의 단일성

브랜드 디자인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브랜드를 다른 경쟁자와 

차별화하며 동시에 독자적인 존재로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경쟁자와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형태의 로고, 독자적인 색을 자신의 브랜드 

자산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단일하고 강력한 상징체계를 마련하였다. 심볼, 

로고 타입, 서체, 색상 등을 정리하고 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를 

통해서 브랜드가 시각적으로 균일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결과물로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전통적인 브랜드 디자인의 방법론을 

그림 2-2. 확장 가능한 아이덴티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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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칭하여 ‘단일 체계 아이덴티티 디자인’이라고 지칭하였다. 

이러한 단일 체계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디자인이라고 불리며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콘셉트를 가시화하고 상징체계를 정립하며 이를 여러 매체에 

적용하는 작업이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란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관한 동일성을 연상할 수 있는 

브랜드의 구성 요소에는 브랜드 네임, 로고, 캐릭터, 슬로건, 패키지, 컬러 등의 

구체적인 아이덴티티 요소뿐만 아니라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본질, 또는 그 

기업의 철학 등과 같은 추상적인 아이덴티티 요소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5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디자인이 주로 다루는 

시각 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브랜드의 시각적 일관성을 구현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조직되고 운용된다.  

5　한국브랜드경영협회, http://www.bra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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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브랜드 상징체계 의 시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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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한 상징을 만드는 방법  

동일성은 브랜드 정체성을 시각화하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다양한 맥락으로 매체에 적용되었을 때에도 브랜드의 정체성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상징체계의 구성 요소들을 정교한 규칙으로 조율하였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하나의 로고를 디자인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으나, 

이는 시각 요소들을 섬세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통합된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최초로 일관된 디자인을 통해 아이덴티티 시스템의 효시가 된 사례로 

알려진 것은 독일의 가전회사인 아에게(AEG)이다. 피터 베런스(Peter 

Behrens)는 1907년 아에게 심벌마크를 만들고 그것을 제품에 표기하는 것뿐 

아니라 광고매체, 문서 등에 일관되고 통합되게 활용하도록 디자인하였다. 

피터 베런스는 로고를 디자인하였으며 로고의 기하학적인 라인을 활용한 

과감한 레이아웃, 서체, 컬러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적 일관성을 구축하였다.

 

그림 2-4. AEG 로고 및 출판물, 피터베런스



26

1940년대의 얀 치홀트(Jan Tschichold)는 펭귄 북스의 심볼 마크를 

디자인하였다. 펭귄 북스 작업은 심볼 마크의 활용 규칙을 제시한 것에서 

나아가서 책의 그리드 시스템에서 서체, 활자의 공간, 들여쓰기, 문장 부호, 

대문자, 소문자, 이탤릭체, 각주, 희곡과 시의 레이아웃 등의 요소들까지를  

표준화시키고 관리하였다. 이는 시리즈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서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든 사례이다. 우아한 공간의 배열과 요소 

간의 섬세한 레이아웃을 통해서 모던하고 우아한 펭귄북스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통합적 아이덴티티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행한 

사례로 IBM이 있다. 1956년 IBM사가 컴퓨터 회사로 진출하면서 폴 랜드(Paul 

Rand)는 IBM 로고를 포함한 모든 그래픽을 디자인하였다. 폴랜드는 

새로운 로고와 어울리는 전용 서체와 전용 색상을 정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 또한 그래픽 스탠다드 매뉴얼(Graphic Standards Manual)을 

만들어 상징체계의 시각 요소들을 통합하고 문서화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였다. 로고 디자인, 레이아웃의 섬세한 사용 규칙을 정리하였고, 

인쇄 매체, 디스플레이 매체, 건축물에 시각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했다. 시각 요소의 사용에 관한 기준과 규칙을 만들고 이를 

다양한 매체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경우에 관한 디자인의 

가이드를 만들어서 활용한 사례이다. 

그림 2-5. 펭귄 클래식 시리즈 북 커버 디자인, 얀 치홀트(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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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랜드가 IBM의 그래픽 스탠다드 매뉴얼을 디자인한 이후로 매뉴얼을 

통해 일관성 있고 통합된 시각적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은 브랜드 디자인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아시아권에도 영향을 끼쳤고 

일본은 이를 받아들여 CI 경영전략의 방법론으로서 데코마스 (Decomas: 

Design Coordination as a Management Strategy)를 활용하였다. 국내 

1세대 아이덴티티 디자이너들이 이를 받아들여 데코마스 방법론으로 브랜드 

매뉴얼을 통해 브랜드 디자인을 발전시켰다.  6  

국내에서는 1974년에 OB맥주가 서울대학교 조영제 교수 연구팀과 

최초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한 사례가 있다. 한국 디자인계 1세대 

조영제, 민철홍이 이에 참여하였으며 당시에는 기업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6　김혜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따른 다이나믹 아이덴티티 연구, 2010

그림 2-6. IBM 그래픽 스탠다드 매뉴얼, 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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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할만한 인력이나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대, 홍익대 미술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기업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도안 수준으로 상표를 디자인하던 상황에서 OB맥주 BI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맥주 라벨, 패키지, 차량, 광고홍보물 등에 일관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렇게 개발된 OB맥주 BI는 소비자에게 

강력한 이미지로 남았으며, 1983년과 1991년 두 차례의 리뉴얼을 통해서 

고유한 브랜드 이미지를 이어 나갔다.  7 

 

 

브랜드 매뉴얼을 만들어 시각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브랜드 디자인 관리 방식이다. 브랜드 매뉴얼은 규칙을 

부여하고 이를 되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 시각 요소들을 제어하여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방식이다. 이는 다른 종류의 시각 커뮤니케이션에서 

시각 요소들을 다루는 방식과 차별화된다. 브랜드 매뉴얼은 로고 형태의 

활용법을 제안하는 것만큼이나 로고의 활용에 있어서 하지말아야 할 것은 

제한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매뉴얼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한 명의 디자이너가 구축하고 운용하지 않고 다양한 

7　CDR 홈페이지 발췌 cdr.co.kr

그림 2-7. OB맥주 브랜드 아이덴티티, C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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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에게 다양한 응용 매체에서 활용되기 때문이다. 배경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여백의 형태가 정방형인 경우 가로로 긴 경우, 세로로 긴 경우 

등의 경우를 모두 파악해서 하나하나의 응용 매체들이 모였을 때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통일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의도하였다. 

(2) 단일한 상징의 한계점 

단일한 상징은 강력한 효용성을 지녔지만 한계도 갖는다. 단일한 상징물인 

로고에만 의존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대상 본연의 고유한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은유적인 상징 속에 대상이 가진 이야깃거리가 축소되거나 

왜곡되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성격을 가진 브랜드가 

많이 생겨나면서 시각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로고들이 생겨나고 오히려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비슷비슷한 모양 심볼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브랜드를 들 

수 있다. 지역적 특성을 도안화하는 과정에서 산, 바다, 강, 해 등의 지형과 

관련된 유사한 모티프를 활용하였다. 각 지역의 특성과 개성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고채도의 색, 기하학적인 형태가 반복적으로 등장함으로써 여러 

자치구가 가진 본연의 특성이 희석되었다. 

이러한 심볼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슬로건 브랜드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영문 슬로건, 캘리그라피, 물결, 해, 구름 등의 형태를 공통으로 차용하여 각 

지역에 특화된 소통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8. 국내 도시 슬로건 브랜드(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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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상징을 통한 소통은 시대의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첫째로 시대가 변하면서 

브랜드 상징체계의 매력이 감소하는 경우이다. 둘째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브랜드의 성격과 내용이 변화하는 속도를 로고가 따라가지 못해서 

실체와 브랜드 상징체계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경우이다. 두 가지 모두 

단일체계 아이덴티티에서 생기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우에는 많은 기업과 브랜드들이 대대적으로 로고를 리뉴얼하여 

시각 상징체계가 시대의 흐름에 따르도록 한다. 이는 경제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일이며 동시에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충성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경우는 기업이나 단체 등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다른 서비스 

분야로 확장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조직, 기업 아이덴티티와 

제품, 서비스 아이덴티티를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서비스 아이덴티티를 

새로 만들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조직과 서비스 아이덴티티 사이에 위계의 

혼란이 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비하거나 

서브 브랜드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브랜드의 실체와 상징체계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했다. 

LG전자 브랜드 운용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브랜드가 보유하는 

그림 2-9. 국내 도시 슬로건 브랜드(2020년 기준)



31

제품 브랜드는 계속해서 추가되고 제품 브랜드에서 또다시 하위 브랜드가 

파생되기도 한다. 또한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을 활용한 제품군을 지칭하는 ‘ThinQ’ 브랜드와 같이 사용기술을 

나타내는 브랜드도 등장했다. 이는 시대적인 변화에 브랜드가 적응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단일 상징체계 아이덴티티에서 통합된 시스템을 강조하다 보면 

각 분야의 특수성이나 독자성이 사라지기도 한다. 그 사례로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들 수 있다. 리뉴얼 이전의 정부상징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각 기관은 별도의 상징을 개발하여 사용하였고 개별적으로 개발한 

상징은 정부 부처 개편 때마다 빈번하게 교체되어왔다. 정부의 기관별로 

개발되고 유지되는 상징체계는 정부 기관임을 인지하기가 어렵고 큰 비용이 

드는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그림 2-10.  LG전자 제품군 서브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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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 새로운 상징을 개발하였다. 

새로운 정부 상징은 통합 상징으로 부, 처, 청을 비롯한 하부 기관까지 일관된 

상징을 사용한다. 디자인파크에서 개발한 정부상징은 각 부처의 특수성보다는 

정부 기관의 통합된 정체성을 우선하였다. 새로운 정부를 상징하는 형태로는  

세계와 소통하는 태극의 심볼을 활용하였으며, 일괄적으로 같은 심볼을 

적용하여 강력하고 통일된 정부의 상징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 

통일된 정부 상징체계 안에서 각 부처가 갖는 고유한 업무 영역이나 

성격에 관한 정보는 사라지고 태극 심볼만을 활용하는 것은 분명히 장단점이 

존재한다. 일례로 국립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등 사용자 접점이 많은 기관도 

그 고유한 성격을 가늠하기 어려운 공통 로고를 활용함으로써 사용자가 대상 

그림 2-11. 대한민국 정부 및 기관별 아이덴티티(2015년 기준), 디자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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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아이덴티티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디자인 결과물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은 태극 심볼이 

심미성에 관한 논의에서 나아가서 단일체계 아이덴티티의 한계와 연결시켜야 

하는 점이다. 로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정된 상징체계가 갖는 한계가 

존재한다. 기존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이 맹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로서 오랫동안 효율적이고 강력한 소통의 도구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브랜드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러한 강력하지만 

경직된 도구가 가지는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아이덴티티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보다 유연하며 매체의 변화를 수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 2-12. 대한민국 정부 상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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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징체계의 유연성

 

이전 단락에서는 로고를 중심으로 단단하고 강력한 단일성을 구축하는 단일 

상징체계 아이덴티티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 단락에서는 브랜드의 단일성의 

한계를 넘어서 브랜드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정체성을 확장하고 변주하는 

현상을 살펴본다. 브랜드 상징체계가 그 외형을 확장하는 현상의 저변에는 

브랜드가 물성에 기반한 존재가 아니라 추상적이며 현상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브랜드가 물리적으로 단일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인식 속에 단일한 이미지로써 인식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게다가 

브랜드가 가변성과 역동성을 갖출 때 더 매력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브랜드 상징체계는 브랜드의 권위, 역사, 진본성 등에 

기대어 있다면 변화하는 브랜드의 상징체계는 대중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며 

이들과 유연한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써 존재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저변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브랜드 마크는 여전히 브랜드의 가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브랜드 로고가 브랜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고정관념과 브랜드 로고는 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자유로워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로고는 다양한 모양으로 변하거나 움직일 수 있으며,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로고와 다른 시각적 정체성을 형성함으로 인해 상징체계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이어짐을 알 수 있다. 

     

2.2.1. 로고의 확장 

플렉시블 아이덴티티(Flexible Identity)는 브랜드의 항상성과 경직성을 

뛰어넘어 매체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아이덴티티의 새로운 디자인 방식이다. 플렉시블 아이덴티티는 시각상징의 

유동성을 전제로 한다. 이는 전통적 단일체계 아이덴티티가 추구하는 

고정적인 이미지가 갖는 한계에 대한 인식과 디지털 매체에서의 활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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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플렉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은 단일한 

정체성을 전제로 하여 로고의 유동성을 활용하여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한다. 

플렉시블 아이덴티티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A’가 ‘A-’, ‘A+’ 로 바꿀 수 있다. 

변하는 주체가 ‘A’로서 동일함을 유지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변화는 

아이덴티티 이미지를 방해하기보다는 유연하게 성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8 

플렉시블 아이덴티티 시스템의 운용 방식에 관한 연구 중 형태 변화의 

규칙을 기준으로 요소형과 원리형으로 구분한 연구가 있다. 요소형은 로고의 

형태 안에서 요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이고 원리형은 디자이너가 의도한 

가변 원리에 의해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9 요소형은 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전달하며, 원리형은 정체성을  

움직이는 대상에 추상적인 가치를 투사하여 사용자가 대상의 가치를 

역동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요소형 플렉시블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활용한 사례로는 포르투(Porto)의 

도시 아이덴티티를 들 수 있다.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토리를 

아이콘으로 형상화하고 이를 모듈화시켜 여러 조합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상징체계가 다양한 스토리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요소형 플렉시블 아이덴티티는 여러 가지 

스토리와 상황을 추가하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도시에 새로운 랜드마크와 상징이 추가될 경우에 아이콘을 추가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8　김혜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따른 다이나믹 아이덴티티 연구, 2010, 6p

9　손근민, 사용자 참여형 가변적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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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형 플렉시블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활용한 경우는 2014년 

펜타그램(Pentagram)  10이 디자인한 MIT 미디어 랩(MIT media lab)의 

아이덴티티가 대표적이다. 24개의 부서를 통합할 브랜드 로고와 이를 분할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7×7 그리드의 49개의 픽셀이 만드는 독창적인 글자를 

활용하여 각 부서를 상징하는 브랜드 로고를 디자인했다. 심볼이 되는 글자를 

디자인하는 원리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창조하여 적용한 

사례이다. 

10　https://www.pentagram.com/

그림 2-13. 포르투(Porto) 도시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림 2-14. MIT 미디어 랩 브랜드 아이덴티티(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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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도시, 기업, 국가, 학교 등이 가변적인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의 소통이 가능한 형태를 개발하였다. 국내에서는 SM 

엔터테인먼트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개방적인 태도와 혁신성을 표현하는 

방안으로서 스스로 진화하는 로고를 기획하고 플렉시블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구축한 예가 있다. 

로고가 특정한 컨셉과 맥락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변화하며, 이를 통해 

독창적인 정체성을 담아내는 방식은 상징체계의 확장의 중요한 변환점이 

된다. 

2.2.2. 시각 요소의 확장

경우에 따라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만으로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외에 시각 요소를 추가로 만들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활용한다. 바꿔 말하면 때에 따라서는 

브랜드가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접점에서 브랜드 로고 이외의 새로운 표현의 

방식과 시각적 소통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로 인터브랜드(Interbrand)  11가 디자인한 2018 평창올림픽의  

룩 디자인(Look Design)을 들 수 있다. 올림픽의 심볼과 별도로 올림픽 

상황에서 경기장 그래픽, 유니폼, 티켓 등의 매체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룩 디자인을 만들었다. 경기장별 컬러를 지정하고 한글을 활용한 눈꽃 

송이 모듈과 과감하게 자른 한글의 형태를 조합하여 다양한 경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https://www.interbrand.com/kr/

그림 2-15.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룩 디자인, 인터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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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자인 스튜디오인 오디너리피플  12은 그래픽 아이덴티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 예로 MBC의 그래픽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방송국이라는 대상의 

특성에 맞게 온에어 환경에서 필요한 시각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었다. 

그래픽 아이덴티티는 기업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별개로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시각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이를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그래픽 아이덴티티는 모 기업 브랜드를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만든다. 

따라서 브랜드의 항상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상황별, 소주제별 특성 등에 따라 추가적인 그래픽 아이덴티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12　2006년 시작하여 서울을 기반으로 편집, 브랜딩 등 작업 등을 하는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www.ordinarypeople.kr

그림 2-16. MBC 그래픽 아이덴티티, 오디너리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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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일한 상징체계의 논리와 규칙에서 자유로워져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완적인 시각 요소들이 

등장하였다. 이는 시각적 정체성이 고정불변의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한 존재임을 전제로 한다. 단일 상징체계의 가장 

큰 맹점은 상징체계의 시각 요소를 고정불변의 존재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상징체계의 동일성과 일관성은 로고의 물리적인 동일성보다는 

대중의 인식 속의 동일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각 상징체계가 

박제된 상징이 아니라 지속해서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고 동시에 이러한 

소통이 하나의 차별적인 정체성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인식의 동일성을 

만드는 역할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의 시각 요소를 

확장하고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2.2.3. 응용 매체의 확장

전통적 단일 상징체계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마크를 만들고 이를 

일관성 있고 균일한 시각적인 결과물로 적용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매뉴얼은 크게 로고와 색, 서체 등을 포함하는 기본 시스템과 

이를 다양한 매체에 적용하는 응용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다. 응용시스템은 

로고가 다양한 상황에서 쓰임을 세세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응용 매체의 성격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해 적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매체를 기준으로 하며 각 브랜드의 특성에 따라서 조정한다. 명함, 

레터헤드, 봉투, 쇼핑백 이외에도 브랜드에 따라서 간판, 디스플레이, 사이니지 

등의 공간, 웹, 제품, 운송수단 등이 대표적인 적용 매체이다. 매체마다 특성과 

제약 조건, 인쇄 가능한 사양 등이 다르기 때문에 매체별로 상이한 조건을 

고려하며 동시에 전체적인 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각의 

디자인 사례를 정리하여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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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의 그래픽 스탠다드 매뉴얼에 있는 응용 매체에 관한 지침은 

NASA가 발행하는 인쇄물, 유니폼, 사이니지, 자동차, 비행기 등에 로고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그래픽 기준을 만든 것이다. 빨강, 파랑의 브랜드 

색과 레이아웃의 규칙을 통해 일관된 시각적 동일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응용 매체의 확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매체가 인쇄 

매체에서 모바일 등의 디스플레이 매체로 확장되는 경향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브랜드가 적용하는 응용 매체의 성격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첫째로 인쇄 매체에 국한되어 있던 어플리케이션이 디스플레이 매체로 

확장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더는 

그림 2-17. NASA 그래픽 스탠다드 매뉴얼의 응용매체(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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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브랜드의 시각적인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별색을 활용하고 인쇄 재질에 따라서 별색이 균일하게 보이도록 

섬세하게 관리했다. 예를 들어 삼성 블루  13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같은 톤의 색감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매체의 비중이 늘면서 일정한 색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구현되기 때문이다. 

또한 디스플레이 매체와 인쇄 매체 사이의 색감의 차이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러한 동일성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는 동일성보다는 연속성의 개념을 활용하게 된다. 

똑같은 색을 사용하기보다 연속적으로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조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색상을 예로 들면 포인트 색상을 

일률적으로 사용하기보다 연속성 있는 색상 그룹을 활용하여 부분적으로는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일관된 시각적인 톤을 만들어낸다. 

또한, 정체된 일관성보다 연속성으로서 일관된 톤을 유지하는 것은 

디스플레이 매체가 가지는 역동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디스플레이 환경 안에서 매력적으로 노출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진화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모레퍼시픽의 ‘ABC Spirit’은 컬러와 조형 요소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기하학적 형태, 컬러, 서체 등이 일률적으로 통합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태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톤을 만들어낸다. 기하학적 형태와 글자의 움직임을 가미함으로써 사용자가 

캠페인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을 느끼도록 유도한다. 

13　삼성그룹은 전 계열사에 같은 파란색 계열의 색을 주요 색상으로 지정하여 활용하

며 이를 삼성 블루라고 부른다. CMYK C100, M80, Y0,K0 / Pantone 286C / RGB 

R20 G40 B160으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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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브랜드가 적용하는 응용 매체의 성격이 변화한다. 실용적으로 

필요한 매체에 적용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사용자 입장에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소비는 경험과 맞닿는 대상으로 확장된다.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활용하는 응용 매체에서 나아가서 이를 통해 소비자의 경험을 확장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외성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응용 매체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림 2-18. 아모레퍼시픽, ABC Spirit(1), C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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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아모레퍼시픽, ABC Spirit(2), C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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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랜드 소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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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브랜드의 소통체계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살펴보며 이전에 

브랜드 디자인 영역에서 소외되었던 소통체계를 비중 있게 다루고자 한다. 

전통적 단일체계 아이덴티티는 브랜드와 관련된 논의가 절대적으로 

생산자 중심이었다. 경제를 부흥시키는 새로운 기업의 성장동력과 

자산가치로써 브랜드를 인식했다. 현대적 개념의 브랜드가 생겨난 이후에 

브랜드의 양적 성장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 조사를 활용한 정교한 

브랜드 전략을 세워 비교우위를 선점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기억에 남는 

뚜렷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의 매출과 성장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기업이나 제품이 상징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공고하게 

유지하는 것은 브랜드 디자인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그 

관점이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를 하나의 문화로 파악하는 등 그 

시야가 확장되고 있다. 소비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소통이 중요하게 부각되며 이를 담당하는 소통체계가 비중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3.1.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사회학자 찰스 호튼 쿨리(Charles Horton Cooley)는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혹은 세상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해석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했다. 이 개념에 대입해보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브랜드가 브랜드와 관계 맺는 사람(소비자) 혹은 사회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수신자였던 소비자가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 

등장하며 소비자와 기업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아닌 대등한 입장에서 쌍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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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소비자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환경과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소비자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었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은 더는 이전과 

같이 매력적인 소통의 방식이 되지 못한다. 고전적인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모바일, 간접광고로 개편되는 현상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생겨난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브랜드가 일방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는 활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상징체계만으로는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어렵다. 상징체계와 더불어 소통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소비자와의 지속적이고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관계는 단발적인 하나의 메시지로는 생겨나기 어렵다. 

브랜드가 전달하는 콘텐츠가 소비자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져야 하고 이러한 

행위는 지속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메시지의 주입이 아니라 소통을 위해서는 

콘텐츠의 성격이 달라져야 한다. 

브랜드의 비하인드씬 노출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기업의 

뒷이야기를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전달한다. 제품 개발과정 등을 엿볼 수 

있는 콘텐츠, 광고캠페인 패션쇼 제작과정과 같은 프로모션 뒷 이야기들을 

공개하는 것  14도 콘텐츠의 성격과 내용이 변화하는 예시에 해당한다. 

지속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 브랜드는 하나의 인격으로 인식되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상을 이해하게 되고 이를 통한 정서적 연대와 

14　이영수(2016), 브랜디드 콘텐츠의 서사 구조 연구,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503-515,1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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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연대감을 토대로 브랜드의 내러티브는 강화되며 

정서적인 교감을 위한 발화와 정보의 전달을 위한 발화 등 다양한 목적의 

세분화된 이야기를 전달한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의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소통’과 ‘공공 

영역에 해당하는 소통’ 두 가지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다. 두 영역의 소통은 

성격과 속성이 분명하게 다르고 이에 따라 소통의 목적과 방식이 다르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두 가지 영역의 특성을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3.1.1. 사적 영역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사적 영역의 커뮤니케이션은 브랜드와 개인 간의 소통을 가리킨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과 개인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브랜드를 소비하는 개인의 

행위와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비의 단계에서 개인과 브랜드가 관계를 

맺는 양상은 소비 전 정보 탐색의 과정, 소비 상황의 커뮤니케이션, 소비 후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 이전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소비 

전의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 활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인 미디어를 사용하는 개인은 소비 전, 소비, 소비 후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관한 생각, 가치관, 이미지를 표현하고 공유하게 

되었다. 

이는 소비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이 사적인 차원의 소통이지만 

역설적으로 대중과 타인을 의식하는 이들에 영향을 주는 행위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브랜드는 개인의 생활과 밀착된 존재가 되었으며 동시에 

개인의 사회적인 활동에 기호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맥락은 보르리야르가 말하는 기호가치를 소비하는 활동과 연결된다.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에 따르면 상품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뿐 

아니라 기호가치를 지니고 있다. 나아가 상품의 소비는 사용가치에 의해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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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기호가치에 의해 규정된다. 보드리야르가 말하는 사물(상품, 서비스)의 

소비란 사용가치(유용성)뿐만 아니라 사물의 기호가치(상징적 의미)도 

소비하는 것이다. 사용가치는 소비의 전제 조건에 불과하며 기호가치가 

현대사회에서 소비의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소비가 단순히 물질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징 가치를 소비함으로써 역으로 개인의 정체성의 

창출을 시도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보드리야르가 말하는 

기호가치 체계가 브랜드에 해당한다. 기업가들은 전 세계의 소비대중을 상대로 

브랜드[기호]를 팔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것은 

제품의 ‘도구적 가치’를 넘은 ‘상징적 가치’를 구매한다.  15 

기호가치에 따른 소비는 제품 혹은 서비스와 같은 실제적인 소비의 

대상보다 소비의 대상에게 부여한 정신적인 가치인 브랜드를 우위에 두는 

소비 행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재화가 넘쳐나는 시대에 소비자들은 

단순히 필요에 의한 소비에 차별화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새로운 상징적 

가치를 찾았다.  

앞서 언급한 상징적 가치를 소비하는 행위에 관한 소비자들의 열망은 

생각보다 크고 강해서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메이커 

병’이라는 현상이 생겨나기도 했고, 기업은 브랜드 만능주의에 젖어 

우후죽순으로 브랜드가 생겨나기도 했다. 하지만 브랜드의 피상적인 

이미지만을 좇는 소비는 소비 이후에 만족감이 길게 가지 못한다. 단순한 

소유를 위한 소비는 소유 이상의 행복감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도 기업도 ‘메이커 병’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

15　이두원, 대중 소비사회의 브랜드 소비가치 체계에 대한 기호학적 해석, 커뮤니케이

션학 연구: 일반 제15권 3호(2007 가을),13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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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를 통한 사회적 신분증 획득

최근에는 상징적 가치의 소비에 관한 열망은 SNS  16의 발달로 인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며 SNS 공간에서 개인이 독립된 미디어로써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간 사용자 개인의 자아 정체성을 장기간 

아카이브 하여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SNS 사용자는 소비 

행위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상황을 의식하고 소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용가치뿐 아니라 자신이 활용하는 기호가치를 고려한다. 

개인은 기호를 소비하며 조합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고 

이를 문자와 이미지를 통해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다수의 대상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기호들이 화학작용을 일으켜 

온전히 개인화된 새로운 맥락의 정체성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은 단순히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소비를 통한 새로운 

의미의 생산자가 된다.  

기호로써 브랜드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자아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적 차원의 재화를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사회적인 자기표현 

행위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유명브랜드를 소비하는 가치는 해당 소비자의 

신분증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7 는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 같은 

현상을 나타낸다.  ‘소비문화의 실체로서 이 의미의 그물은 기호(signs)와 

상징(symbols)을 이용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며 브랜드의 

판매와 소비는 의미교환행위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8

유명 브랜드를 소비함으로써 자신에게 브랜드의 이미지를 투사하고 

16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준말로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하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17　이두원, 대중 소비사회의 브랜드 소비가치 체계에 대한 기호학적 해석, 커뮤니케이

션학 연구: 일반 제15권 3호(2007 가을),136p

18　이두원, 대중 소비사회의 브랜드 소비가치 체계에 대한 기호학적 해석, 커뮤니케이

션학 연구: 일반 제15권 3호(2007 가을),14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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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하려는 생각은 명품 소비와 연결된다. 명품은 고급 수제품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과 전통적이며 클래식하여 오래 사용해도 싫증 나지 

않는 스타일, 고가품이며 생산량이 한정되어 소수만이 사용하는 희소성, 

차별성, 독점성을 갖는다. 한국에서 명품의 개념은 이보다 한정적으로 고가의 

유명 브랜드에 편향되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고가의 명품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는 소비 행위는 

명품 소비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명품 소비는 브랜드 가치의 절대성을 전제로 

한다. 

최근 소비문화는 이전의 경향과는 다르게 브랜드의 상대성의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감당하며 명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자신의 잘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를 능동적으로 찾아서 소비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는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이것이 문화적 취향과 소양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의미의 자신의 능력의 증명이라고 여기는 소비문화가 

생겨난다. 

이러한 소비문화를 반영한 브랜드로 메종키츠네(Maison Kitsune)가 

있다. 메종키츠네는 파리에서 시작한 브랜드로 독자적인 감각으로 아티스트를 

발굴하던 음악 레이블에서 그들의 취향을 담아서 만든 패션하우스, 그리고 

취향을 담은 공간인 까페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 브랜드이다. 

음악에 대한 취향이 다른 영역에 영감을 주는 메종키츠네는 브랜드의 

성격 자체가 편향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브랜드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브랜드의 특징은 브랜드의 소비자가 특정 소득, 특정 

계층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령, 소득,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자신의 

취향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선택해서 소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우위를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색을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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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 소비 행위 공유를 통한 자기표현과 자기 범주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NS는 사용자 개인의 자아 정체성을 장기간 아카이브 

하여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사용자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타인과 교류하는 개인 미디어로서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는 SNS의 구조상 연결과 공유의 기능으로 인해 개인적 아카이브를 

넘어서 사회적인 발화가 가능하며 새로운 관계를 생성하고 사용자의 콘텐츠에 

공감하는 다른 사용자의 재공유를 거쳐서 대외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으로 

발전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소비행위와 관련된 SNS 활동에 국한해 생각하면 

소셜미디어는 개인적인 아카이브의 기능인 동시에 사회적 발신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비 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의 성격과 동시에 

자기표현이나 자기 과시, 정보 공유 등의 의도를 가진 행동을 수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자기표현은 타인에게 자신의 아이텐티티를 표현하는 행위(Leary, 1995)로 

타인에게 원하는 인상이나 느낌을 보이기 위해 많은 자원을 활용한다. 

(Schlenker, 1975)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일수록 자기표현 

노력과 행위를 향상시키고자 더 많이 노력한다. (Leary and Kowalski, 1990)  19

자기표현이라는 개념을 소비 행위와 연결하면 자기 표현적 소비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소비를 통해 표현하는 행위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일수록 자기 표현적 소비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기 범주화(Self-categorization)는 개인의 사회적인 아이덴티티 형성을 

가져오는 인지적 측면으로, 개인은 유사한 대상들의 공통 특성, 기능을 

19　고준, 신선진, 김희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기표현욕고의 영향요인과 디지털 아

이템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 경영정보학연구, 제 18권 제 1호, 1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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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분류하고 범주화한다. 개인이 자기 범주화를 하는 주된 이유는 

주관적으로 관련한 문제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행위는 개인이 속한 그룹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개인이 

어떤 그룹으로 범주화하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자신이 

속한 그룹의 사회적 아이덴티티에 따라 행동한다는 개념이다.  20 

소비와 자기 범주화의 개념을 연결해보면 소비를 통한 자기 범주화는 

자신의 소비 활동의 정신적인 연대, 지지,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해서 그룹의 

사회적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그룹에 참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Instagram)은 온라인 사진 공유 및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이다.  

  212019년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68.7%가 인스타그램을 이용한다. 이는 

페이스북(Facebook)에 이어 2위이다.  22 해시태그(Hashtag)는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면서 함께 띄어쓰기가 없는 단어로 ‘#’ 부호와 

함께 기재하는 장치이다. 이는 사용자와 직접적인 네트워크가 없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도 해시태그 검색을 통해서 특정 키워드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해시태그는 사진을 쉽게 찾고 공유하기 위하여 만든 장치지만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가능하도록 유도한 장치이다. 사용자들은 

해시태그 검색 기능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 공간, 브랜드를 공유하는 

다른 사용자의 삶을 엿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사용자와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타인과 관계 맺기가 가능하다. 이는 소속감과 사회적 

책임감에서 자유롭게 취향과 관심사로 맺어진 관계를 기반으로 한 자기 

범주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에서 사용자가 특정 주제를 

20　고준, 신선진, 김희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기표현욕고의 영향요인과 디지털 아

이템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 경영정보학연구, 제 18권 제 1호, 122p

21　위키백과

22　http://www.itworld.co.kr/print/10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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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관심사를 공유하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23

기호와 상징은 판매와 소비의 과정에만 국한되어 의미교환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매 이후에 의미 재생산과 공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개인적인 정체성에 따라서 같은 브랜드도 다른 의미로 

소비하며 다양한 의미로 확장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의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사용자의 브랜드 소비를 통한 자기표현과 자기 범주화가 가지는 의미는 

브랜드가 가지는 가치가 다원적으로 활용됨을 의미한다.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목표가 고급, 주목도 등의 단일화된 목표가 아니라 다원적인 가치들을 

시각화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단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다원성은 시각 문화의 저변을 넓히며 

시각언어에 관한 편견 없이 다양한 사회적 코드와 문화를 받아들여서 

보다 풍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이는 문화적 코드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개인의 일상과 밀착된 소통 

사용자들은 SNS를 통하여 자기 삶의 순간순간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고 이를 

공유하는 행위를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소비 행위가 자연스럽게 노출된다. 

이는 브랜드의 소비가 훨씬 더 개인의 삶과 밀착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가지고 소비됨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소비는 SNS의 공유 기능과 

맞물려 사회적인 맥락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는 개인 단위의 브랜드에 대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피드백이 브랜드와 관련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행위가 

됨을 의미한다.

이로써 일상이 브랜드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개인의 경험이 기업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23　http://www.etnews.com/2018022000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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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이는 디자인이 일상과 괴리되는 현상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은 이전보다 훨씬 더 사용자 개인과 밀착된 거리에서 

이루어지며, 브랜드를 소비하는 개인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었다. 

또한, 브랜드가 형성되는 과정이 탑다운(Top down)이 아니라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해외에서 

선진적인 문화를 보고 이를 도입하는 제안의 방식에서 벗어나 현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의 삶과 문화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브랜드를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자나무는 자연물이지만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인공화된 자연, 

요즘 식으로 말하면 조경디자인이다. 하지만 단순한 꾸밈의 조경을 넘어서 

완벽하게 공공성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개념으로 공공디자인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그것은 서양의 광장처럼 형태에 의해 기능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용에 의해 기능이 창출되는 것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정자나무가 정자나무인 것은 나무의 형태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참여와 사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자나무에는 다양성과 개방성과 

소통이 모두 공존했던 것이다.  24 

정자나무의 다양성과 개방성과 소통의 가능성은 현재 브랜드에 관한 

현상에서도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브랜드라는 대상을 키워드로 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찾고,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토론하며, 공유하고, 연대한다. 이는 마을에 있는 정자나무처럼 대중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이들의 연대 속에서 개개인의 경험을 

넘어선 새로운 문화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다.  

24　최범, 한국 디자인 신화를 넘어서, 안그라픽스, 2013, 60p



55

3.1.2. 공공 영역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평론가 최범은 시장을 통해 매개되는 소비재와 관련된 사적 영역의 

디자인(Private Design), 공공 영역의 디자인(Public Design)을 분명하게 

분류하였다. 브랜드 디자인은 역사적으로는 사적 영역의 디자인에서 

출발하였다. 자신의 소유물 혹은 생산품을 표기하는 표식이었던 브랜드는 

대량 생산 체계 이후에는 같은 라벨을 붙여 다른 제품과 차별화하는 목적으로 

활용된 사적 영역의 소비재를 위한 디자인이었다. 하지만 브랜드는 다루는 

대상을 공공 영역으로 확장하여 대상이 도시, 공동체, 캠페인 등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는 대상의 성격과 무관하게 사적 

영역과 공공 영역을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브랜드 생산자는 

공공의 영역으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확장함으로써 브랜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다. 환경, 젠더 등의 캠페인을 브랜드 이미지와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는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의 사적 욕망이 

투영된 브랜드는 사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서 사회적인 담화 

속에 존재하며 이런 사회적 차원의 담화는 다시 브랜드의 속성을 강화하는 

순환적인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사적 영역의 커뮤니케이션이 다수의 공감을 

얻고, 공공의 의제를 다루면 공공 영역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공공 영역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사적 영역의 커뮤니케이션과 

공존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는 완전히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며 개인적 

발화가 공존하는 공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 영역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브랜드가 개인적 소비 경험으로부터 개인의 가치관, 

사회적인 의미를 소비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시대적 변화 때문이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공공 영역의 커뮤니케이션 의제를 주도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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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공공 영역의 소통은 사적 영역의 커뮤니케이션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공공 영역의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특수성을 언급한다. 또한 이러한 

공공 영역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적인 의미와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사회적 의미를 소비한다.

브랜드를 소비하고 소비 활동을 공유하는 행위에는 브랜드를 자신의 일부로 

동일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브랜드의 생산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브랜드를 자신의 일부로 여길 수 있을 때 해당 브랜드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브랜드를 매개로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현상은 브랜드 소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공감에서 시작하지만, 또 한편으로 브랜드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를 소비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적인 차원의 공감에서 시작된 

기호로서 브랜드를 소비하는 행위는 동시에 사회적 차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로 연결된다. 이는 자기 표현적 소비가 사회적인 연대를 통해서 

사적 영역에서 공공 영역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사회적인 의미에 관한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며 동시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안에 사회적인 상징과 

의미가 들어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의미는 브랜드 시각 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기호를 통한 상징적 커뮤니케이션의 기틀이 

되는 브랜드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는 것은 

근본적인 고민에 해당하며 중요한 부분이다. 

(2) 사회적 경험을 나눈다

의미에 대한 공감은 실제적인 경험과 직결되며 브랜드는 이러한 사회적 

경험을 나눌 연대체를 엮어주는 하나의 구심점으로서 기능한다. 브랜드 

경험은 소통체계와 관련성이 높으며, 브랜드 소통체계는 브랜드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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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확장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통체계를 활용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은 브랜드에 관한 사회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3) 커뮤니티를 이룬다.

‘할리데이비슨(Harley-Davidson)을 구입한다는 것은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는 할리데이비슨의 광고 문구이다. 이는 

할리데이비슨 브랜드의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바이크를 구입한 이후에 

여럿이 함께 할리데이비슨 바이크를 타는 취미 활동에서 시작하여 패션 

스타일, 여가, 여행지, 취미, 장소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활동으로 진화한다. 

이러한 활동은 바이크를 매개로 한 단순한 친교 활동을 넘어서서 하나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취향, 관심사 등을 기반으로 한 그룹을 형성되고 

이러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보 교환, 친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특히 SNS를 통해 다수의 상대에게 자신의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이러한 커뮤니티를 검색하고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키워드 중에 많은 부분이 브랜드와 관련된 것이다.

(4) 문화를 형성한다. 

크고 작은 커뮤니티의 활동이 모여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특정한 아웃도어 브랜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며, 이들 간의 정보공유나 공동구매 등의 활동을 통해 아웃도어 

활동을 매개로 한 음식, 가구, 도구, 장소 등과 관련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브랜드의 생산자는 브랜드의 사회적 의미, 사회적 경험, 브랜드 경험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만드는 문화까지 포괄하여 거시적인 시각에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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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공공 영역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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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브랜드 커뮤니케이션과 콘텐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면서 이전의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과 다르게 커뮤니케이션상의 콘텐츠의 내용과 표현의 형식이 

변해야 한다. 전통적인 단일 상징체계 브랜드가 다루는 콘텐츠만으로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디자이너는 익숙하게 다루던 콘텐츠가 

아닌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다루게 되며 이러한 내용의 변화는 표현의 변화를 

가져오며 매체의 변화를 수반한다. 

3.2.1. 브랜디드 콘텐츠

브랜디드 콘텐츠(Branded Contents)는 광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각성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브랜디드 콘텐츠란 콘텐츠에 메시지를 담는 새로운 

광고 기법으로, 해당 매체의 콘텐츠처럼 자연스럽게 보여 주어 거부감을 

낮추고 인식력을 향상시키는 광고 형식을 의미한다.  25 또한 이 콘텐츠의 

성격은 소비자에게 엔터테인먼트 혹은 교육적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브랜드에 의해 제작 또는 큐레이션 된다.  26 이는 오락이나 교육적인 

부가가치를 지닌 독자적인 대상으로 브랜디드 콘텐츠를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브랜디드 콘텐츠가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은 미디어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와 동일하다. 미디어의 변화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구조를 바꾸었고 

이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변화하게 했다. 기존 광고의 미덕으로 

25　이영주, 송진(2016), 개인방송 콘텐츠 수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방송통신연구 96, 

79p

26　문장호 (2015). 브랜디드 콘텐츠를 통한 브랜드 무대후면영역(backstage) 정보 노

출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4), 1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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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지던 임팩트, 간결성 등은 단기적인 커뮤니케이션에는 적합하지만 

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그 영향력과 효과가 줄어든다. 따라서 

브랜드는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는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유의미해야 한다는 

점을 자각하게 되었다.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콘텐츠가 없거나 적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다양한 채널에서 긴 시간 

동안 지속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전보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소비자에게 유익한 

브랜드 콘텐츠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이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다루는 

영역의 확장과 개념의 변화를 반영한 개념이다.

3.2.2. 브랜드 저널리즘 

브랜드 저널리즘(Brand Journalism)은 브랜디드 콘텐츠와 유사하지만 

브랜디드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유통하는 콘텐츠의 유통과정을 명확하게 

제한한 개념이다. 브랜드 저널리즘은 언론이 기사를 생산하는 방식을 차용해 

브랜드를 매체화하고, 브랜드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법의 일체로 브랜드에 

대한 콘텐츠를 뉴스 스토리로 상시 기획, 제작하는 프로세스로 전통적 

저널리즘에서 기사를 생산, 편집, 출판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브랜드는 

물론 업계의 다양한 스토리를 전략적으로 기획, 생산, 관리하는 활동이다.  27 

이는 브랜드 디자인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전에 브랜드 디자인의 

부산물은 그 자체로서 온전한 가치를 갖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웠다. 기업이 

설정한 목표를 수행하는 수단이나 부산물에 가까웠다. 따라서 브랜드 

디자이너들은 브랜드의 광고, 브로셔, 브랜드북, 패키지에서 플래그십 스토어 

등의 공간까지 브랜드를 시각화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이는 그 자체로서 

소유하거나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27　브랜드의 ‘매체 게이트키핑’ 뛰어넘기 전략. <신문과 방송>, 550호(10월), 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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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콘텐츠는 소비자에게는 무의미하거나 피곤한 

정보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브랜드의 부산물은 필연적으로 소비자에게는 

의미 없는 물건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브랜드가 실제로 유의미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수신자에게 유의미한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브랜드가 하나의 미디어로써 의미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미디어로 기능하기 시작하면서는 새로운 시도가 가능해진다. 브랜드 자체가 

콘텐츠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브랜드 디자인이 

브랜드가 처한 상황에서 시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조율하는 역할에서 

브랜드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편집, 구현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서 

그 역할을 확장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코카콜라 저니 웹사이트(cocacolacompany.com)는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웹사이트가 아니라 코카콜라에 관한 뉴스를 다루는 웹사이트이다. 

특집, 경영, 브랜드, 다양성, 음식, 역사, 혁신, 직무, 스포츠, 지속 가능성 

등의 소주제로 코카콜라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한다. 예시로 빈민가에서 

성장한 한 흑인 청년이 애틀랜타에 위치한 코카콜라의 보틀링 회사에 

취직해 운전기사에서 매니저로 성장하는 과정을 취재한 기사를 들 수 있다. 

코카콜라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소식을 

코카콜라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공유한다. 코카콜라 저니 웹사이트는 브랜드가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브랜드의 장기적인 소통을 의도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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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통체계의 시각화

3.3.1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시각언어

브랜드 디자인의 결과물에 존재하는 브랜드의 시각 언어의 변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각 요소 단위로 나누어서 변화를 세부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로고

브랜드 디자인에서 로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에서 로고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적용 

매체에서 직접적인 디자인 컨셉을 풀어내려는 경향이 보인다. 2000년대 초반 

가변적 로고의 형태가 유행하는 시점에서는 로고의 가변성을 활용해서 로고에 

압축적으로 부여한 추상적인 의미 전달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또한 

열린 구조의 로고 형태를 활용하여 로고와 다양한 개체를 결합해서 로고의 

의미의 확장성을 강조하는 스타일도 있었다. 

이후에는 오히려 로고에 모든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로고 이외의 다양한 

시각 요소를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하려는 경향이 생겨났다. 최근의 변화는 

로고를 브랜드 디자인의 완성체나 그 자체로 독립적인 상징물로 보기보다는 

브랜드 디자인의 시작점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로고는 하나의 좌표를 찍는 

행위이고 디자인의 시작으로서의 선언이다. 따라서 의도에 따라 로고를 

만들지 않는 디자인도 가능하고, 로고를 손으로 쓴 낙서로 대체할 수도 있다. 

로고에 관해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로고에 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적용 매체 특성의 변화에서 기인한 부분도 있으나 

브랜드가 가지는 개성을 뚜렷이 드러내기에는 로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의미가 압축된 한 가지 형태만으로는 많은 양의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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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시각 요소를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 아이콘 등의 좁은 공간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나의 이니셜이나 심볼을 활용한 요약형 로고의 사용이 눈에 띈다. 요약형 

로고와 다양한 톤의 시각 요소들이 폭넓은 활용성을 갖으며 동시에 통합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재정비하는 사례가 있다.   

(2) 색

색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에서 로고에 이어서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브랜드의 활동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브랜드의 

상징적인 가치를 잘 전달 할 수 있는 주요 색상을 설정하고 이를 다양한 적용 

매체에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디자인 방법론은 현재도 중요한 방법론이다. 

실제로 특정 브랜드와 관련하여 특정한 색을 연상하는 것은 브랜드의 비중 

있는 자산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한 새로운 흐름으로 색의 사용에 제약을 두고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브랜드가 색을 창조적이고 표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브랜드의 컬러는 로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다. 이는 디스플레이 매체가 

늘어나는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 디자이너들은 RGB 컬러 환경을 기준으로 

모바일 등의 디스플레이 매체에서 고유의 아름다우며 강렬한 컬러를 

경험하도록 의도한다. 이전의 디자이너들이 인쇄의 일관성 있는 구현, 비용의 

문제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구현 가능하며 안정적인 컬러를 선호했다면 

컬러의 성격도 네온, 메탈릭, 리소그래피 등의 다양한 물성의 컬러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메인 컬러와 서브 컬러를 구분하고 컬러 팔레트가 

지시하는 법칙에 따라서 컬러를 적용하기보다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컬러들이 

따로 또 같이 브랜드의 정서를 형성할 것을 의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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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턴

패턴은 로고를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활용에서 벗어나 

브랜드의 컨셉을 창조적이고 독립적으로 구현하는 요소로 활용된다. 이전에는 

로고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소극적으로 변형하여 로고의 

아이덴티티를 패턴이 이어받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패턴은 브랜드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여러 

매체에서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시각적인 정서를 형성하는 역할로 변화한다. 

따라서 패턴은 로고의 형태의 반복에서 벗어나 로고 형태의 창의적인 확장을 

유도하도록 변화하고 있다. 이는 모티브의 활용과도 연결되는데 브랜드 

프로젝트에서 로고만으로 브랜드의 스토리를 충분히 풀기 어려울 때 로고와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새로운 논리를 갖춘 형태소를 새롭게 개발하고 이를 

패턴에 적용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현대백화점의 ‘Dual 

H 유닛’을 들 수 있다.

   

이렇게 개발된 패턴은 시각적인 재미와 생동감을 준다. 과거에 

아이덴티티에서 패턴을 활용하는 방식은 비어있는 공간을 장식함으로써 

권위와 시각적인 완성도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로고의 반복, 로고의 

일부 반복, 선, 점, 심볼 등의 규칙적 반복이 주를 이루었다. 

현재의 패턴은 과거의 그것보다 진화된다. 패턴이 공간을 메워주거나 

그림 3-2. 현대백화점 dual H, 스튜디오 f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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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또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브랜드의 세계관, 신념 등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4) 사진

SNS 환경에서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사진의 위상은 

절대적이리만큼 강력하다. 이전에는 브랜드 정체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촬영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정도로 수동적으로 사진을 활용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구매 전 시점과 구매 이후의 경험 전반에 개입하는 강력한 매체로 

부상한다. 따라서 브랜드가 사진을 통해서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는 

스토리를 어떤 느낌으로 어떤 논리로 소통할 것인가에 관한 계획도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오이뮤(OIMU)는 서울에 위치한 디자인 스튜디오로 잊혀져가는 것들을 

되살리기 위한 자발적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단종된 UN 팔각성냥을 현시대의 디자인의 외형으로 생산하는 것이었다. 

성냥이라는 것의 쓰임에 대해서 의문을 갖던 소비자들에게 오이뮤는 성냥과 

향초 휴식 같은 이미지를 담아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홍보를 시작한다. 

구체적인 상황과 연출의 톤을 보고 설득된 소비자들은 성냥이 지금 시대에 

소비자들에게 힐링과 특별한 감성을 불러일으킬 대상임에 공감했다. 

그림 3-3. 팔각성냥, 오이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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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가 사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미지를 통해서 브랜드를 접한다는 점이다. 

브랜드가 전면에 내세우는 부분이 로고가 아닌 이미지임을 고려하면 

브랜드가 사진을 통해서 자신의 브랜드의 컨셉과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진을 

단편적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접하기 때문에 특정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스토리텔링 활동에도 활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이전의 단일체계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 안에서는 

잘 포함되지 않았다. 브랜드가 활용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인데 캐릭터를 활용한 경우와 브랜드가 주는 느낌을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이미지의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캐릭터의 역할을 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 맥락에 따라 자유롭게 

다양한 스타일로 활용한다. 이는 다양한 스토리를 풀어내거나 캠페인을 하는 

데도 적합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관람예절 

캠페인은 미술관 예절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고양이 캐릭터와 함께 정보 

전달하고 관람객의 참여까지 유도한 캠페인이다.  

그림 3-4.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관람 예절 캠패인, 슬로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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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로 활용되는 일러스트레이션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일상성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유도한다. 사진이나 

텍스쳐와 다르게 일러스트레이션은 브랜드가 지향하는 느낌을 일상을 

넘어선 상상력과 시각적 분위기로 구현한다. 이전에는 브랜드 디자인에서 

활용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설명적이고 기능적인 느낌이었다면 현재의 

일러스트레이션은 훨씬 표현적이며 브랜드의 스타일을 훨씬 과감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6) 캐릭터

브랜드가 캐릭터를 사용하는 방식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이전의 브랜드 디자인에서 캐릭터를 사용하는 방식은 기업의 딱딱한 이미지를 

부드럽고 친근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경우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했다. 

인지도 있는 캐릭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강한 주목성을 갖는다. 

캐릭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이다.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는 서비스 

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으로 이모티콘을 위한 캐릭터를 개발하고 

그림 3-5. 부천판타스틱 영화제 포스터, 스튜디오 f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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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캐릭터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애정과 인지도 

증가하면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 되기도 하며, 카카오톡의 

대표 캐릭터 라이언의 경우는 나이키 광고에 출현하기도 했다

수단으로만 여기던 캐릭터를 브랜드의 독자적인 자산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캐릭터는 입체적인 인격과 성격을 갖게 된다.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캐릭터는 부정적인 감정연관이 불가능한 데 반해, 캐릭터를 

독립된 개체로 바라보면 입체적인 감정선, 상황 등과 연관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3-6. 나이키 조이라이드 X 카카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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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가이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가이드를 디자인함으로써 브랜드 매뉴얼  28과 

다르게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각적 소스를 

만들고 매체별 활용 규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러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시각 요소의 형태를 제안하고 이를 구성할 때 활용할 최소한의 가이드를 

디자인함으로써 브랜드의 소통체계를 운용하는 수단으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브랜드 소통체계에 디자인 가이드가 필요한 이유는 최소한의 브랜드의 

시각적인 연결성을 유지하면서도 매체에 맞는 적절한 원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매체를 이해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시기별 

매체별, 이슈별로 디자이너의 개인적인 창의력과 임기응변으로 각각의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개별 디자인이 창의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지속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전체적인 규칙을 만들고 세부 요소들을 적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디자이너 마시모 비넬리  29는 

미국 국립 공원 관리 공단을 위해 유니그리드 시스템(Unigrid System)을 

디자인했다. 10가지 종류가 넘는 프린트물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만들고 다양한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디자인했다.  

 

28　브랜드 매뉴얼은 브랜드 로고를 디자인하고 이를 다양한 상황에서도 통일성 있게 

적용을 하기 위한 베이직 시스템(basic sytstem)과 간단한 응용 매체에 직접 적용하

는 예시를 보여 주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application system)으로 구성되어 있다. 

29　마시모 비넬리(Massimo Vignelli, 1931-2014)는 이탈리아 태생의 디자이너로 패키

지, 가정용품, 가구, 공공 사인 디자인 등 다방면으로 활동한 디자이너이다. 대표적으

로는 뉴욕 지하철 지도를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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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머티리얼 디자인(https://material.io)은 시각 언어를 만들어내는 

단계부터 디자인의 가이드를 부여하여 콘텐츠를 다양한 상황에서 구성할 경우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확장성 있는 디자인 가이드를 제안한 

예시에 해당한다. 구글 머티리얼 디자인은 2014년 구글이 발표한 디자인 

가이드가 포함된 오픈 플랫폼이다. 머티리얼 디자인은 현실 공간과 유사한 

3차원 공간을 기본 설정으로 유지하며 카드스톡(Cardstock)을 기본으로 한다. 

카드스톡은 카드를 겹겹히 쌓아 올린 것 같은 UI 구성을 의미한다. 공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카드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와 유사한 경험이 

온라인에서 연결성을 가지고 활용되도록 의도하였다. 또한 3차원 공간과 같은 

원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요소들이 차원을 벗어나서 교차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최소한의 규칙을 만든다.  

아이콘, 배너 등의 형태를 만들어낼 때의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고 

적용하도록 했으며 레이아웃에 있어서도 픽셀, 공간, 타이포그래피의 규칙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서 최소한의 시각 요소의 통일성, 배열의 일관성, 이를 

그림 3-7. 유니그리드 시스템, 마시모 비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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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정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구글 머티리얼 디자인의 시도는 실제로 많은 디자이너와 

개발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웹 환경에서의 경험을 바꾸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례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3.3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적용 매체의 변화

전통적으로 브랜드 매뉴얼에서 다루는 브랜드의 부산물이나 홍보물로 

인식되던 브랜드 응용 매체들은 소통체계가 강화되면서 적용되는 매체의 

폭이 넓어지고 활용되는 맥락도 달라진다. 브랜드가 홍보를 위해서 단기적인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는 기념품의 성격을 지니던 응용 매체는 점차 

소비자에게도 유의미한 물건으로 변화한다. 

최근 브랜드가 굿즈(Goods)  30를 중요한 브랜드 적용 매체로 활용하는 

30　굿즈(Goods)는 일본식 발음으로 일본에서 시작한 문화가 한국으로 정착되는 과정

에서 굿즈라는 표기가 상용화되었다. 굿즈는 아이돌, 영화, 드라마, 소설, 애니메이션 

등 문화 장르 팬덤계 전반에서 사용되는 단어이다. 해당 장르에 소속된 특정 인물, 장

르, 인물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주제로 제작된 상품과 용품을 

뜻한다.

그림 3-8. 구글 머티리얼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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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볼 수 있다. 굿즈는 좋아하는 대상의 이미지를 쓰임이 있는 물건에 

덧입힌 상품이다. 굿즈는 특정 대상을 향한 팬덤(Fandom)  31에서 시작하였는데 

아이돌, 애니메이션 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파생 상품들을 지칭한다. 

굿즈는 ‘대상에 대한 호감의 소비’라는 행위와 ‘다양한 쓰임을 가지는 물건’이 

결합하면서, 호감의 감정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소비자는 브랜드의 상징적 가치를 소비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브랜드 굿즈를 소비한다. 이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물이 ‘소유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배달의 민족에서 운영하는 배민문방구는 이러한 점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직접적인 쓰임이 있는 상품에 결합하여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하였다. 독창적인 

메시지를 전용 서체를 활용하여 상품에 위트있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상품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판촉물과 굿즈는 소량인쇄 제작 환경이나 적용되는 품목의 범주 등이 

태생적으로는 비슷한 맥락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촉물과 굿즈를 대하는 

소비자는 상당한 태도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디자인의 주체로 설정한 대상의 

31　팬덤(fandom)은 팬들로 구성된 하위문화로, 공통적인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공감과 우정의 감정을 특징으로한다. 

그림 3-9. 배달의 민족, 배민문방구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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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라고 생각된다. 판촉물은 제작자의 입장에서 제품이나 가게 홍보를 

위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저가의 물건에 자신의 로고를 인쇄하여 무료나 

사은품으로 배포한다. 이는 판촉물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로고에 노출되고, 곧 

광고 효과로 이어지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굿즈는 디자인의 주체가 소비자이다. 굿즈는 탄생과 발전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 브랜드를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공동 구매, 공동 

제작의 형식으로 상품을 스스로 만들고 소비하는 문화에서 발전하였다.  

브랜드의 스타일, 캐릭터, 유머, 철학 등의 브랜드 자산은 특정한 제품을 

만나서 사용 가능한 대상이 되는데 이는 실용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사용감을 부여한다.  

이러한 문화는 새로운 문화적 조류와 함께하면서 또 다른 움직임을 

만든다. ‘뉴트로  32’ 열풍에 따라서 오래된 브랜드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이를 

이용한 굿즈를 판매하고 소비자의 호응을 얻는 사례도 있다. 곰표 밀가루는 

곰의 캐릭터와 오래된 시각적 자산인 레터링 된 로고를 사용하되 새로운 

감성의 컬러와 레이아웃으로 재해석 함으로써 브랜드에 관한 새로운 경험을 

강화한다.

32　뉴트로(New-tro)는 새롭다는 의미의 뉴(New)와 복고의 레트로(Retro)가 합성된 

말로 단순한 복고가 아닌 새로운 외향과 기능을 갖춘 새로운 복고를 의미한다.

그림 3-10. 곰표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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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로구 기관 및 홍보 채널 브랜드



75

4.1. 선정이유

(1)  상징성과 풍부한 콘텐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는 종로구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종로구는 

역사적으로 서울의 중심축을 이루며 서울의 형성과 확장에서 고유의 

커뮤니티의 특성을 보존해왔다. 

종로구는 조선 시대 한양 천도 후 형성된 육백 년 역사의 구 시가지와 서울의 

주요 지정 문화유산의 약 절반이 분포되어 있는 전통문화의 전승지이다. 또 

청와대, 감사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공관 등 국가 주요 공공 기관이 집결되어 

있고, 문화시설, 고궁, 녹지 등 우수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지하철과 노선버스가 집중되는 교통의 연결점으로 방사형 도로의 중심지이고, 

백악산, 인왕산, 낙산, 삼각산, 고궁 등 풍부한 녹지공간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서울의 심장부이자,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중심지이다.  

종로구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콘텐츠의 양과 깊이가 다른 구와 차별화된다. 

유구한 역사를 품은 문화재와 기관, 기업들의 건물들 그리고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서울의 여러 구 중에 종로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콘텐츠의 양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서울의 중심이었으나 점차 한강 이남 지역으로 경제, 주거의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여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추세에 있는 종로구의 커뮤니티의 특성도 

고려하였다. 또한 종로가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로 인해 문화, 여가 

등을 즐기기 위한 유동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는 특징을 고려하였다.

2) 유용한 정보의 교환

종로구는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하나의 구이다. 대부분의 도시 브랜딩은 

시, 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종로구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서울시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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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구’ 단위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며 생활권과 

거의 유사한 생활 밀착형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위이기 

때문이다. 생활권은 통근·통학, 쇼핑, 오락, 사회적 관계 등 사람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공간적인 범위를 말하며, 시대나 장소 및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분류하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로 

통근, 통학, 주차 등의 이동성, 둘째로 운동, 취미, 예술, 공원, 문화재 등의 

여가 생활, 셋째로 복지, 세금, 일자리 등의 정책, 넷째로 도시 정비 등의 주거 

환경이다. 이 네 가지와 관련된 정보는 일상생활의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꼭 필요한 정보임에도 정보 전달의 주체가 국가, 시, 구, 동 등으로 

불분명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문화, 행사 등은 삶을 풍요롭고 여유롭게 할 수 있고 복지나 세금과 

관련된 정보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으나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 내부의 

정보 교환의 정도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나 주거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3) 공동체 의식 

생활권을 공유한다는 것은 실제로 구성원들 간의 물리적 정서적인 거리가 

가까운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공동체 안에서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규칙이 필요하다. 이는 강제적인 규칙이나 규율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자연스러운 공동체에 관한 애정,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과 공동체에 관하여 새로운 

연대감과 소속감이 생김으로 자발적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연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소속감은 삶의 터전에 관한 이해를 공유하는 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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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연대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써 더 강한 충성심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종로구 구성원이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에 관해 명확히 이해하고 

종로구의 정책, 문화, 장소, 역사, 정보 등을 잘 아는 것은 종로구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게 하며 이는 커뮤니티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자치구의 주도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홍보 채널이 아니라 종로구 

구성원에게 일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공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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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시 브랜드와 자치구 브랜드

 

4.2.1.도시 브랜드 디자인 : 서울시

도시 브랜드는 특정 도시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역사적인 

특성, 문화적인 매력, 행정 서비스 그리고 고유한 아이덴티티 등을 인식하게 

한다. 또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본질적 특성(concept)을 통해 주민, 기업인, 

방문객 등 고객 및 잠재 고객들이 부가적으로 가치를 느끼게 하는 도시명, 

도시 심벌, 캐릭터, 슬로건, 명소명, 축제 브랜드, 공동 브랜드(혹은 특산물) 

등을 다 포함한 총체적인 상징체계라고 정의된다.   33 앤홀트 도시 브랜드 

지수는 도시 브랜드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여섯 가지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4 

33　서정렬, 도시 공공디자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34　https://placebrandobserver.com/2015-city-brands-index-reputation-ranking-

anholt-gfk-roper/https://www.gfk.com/insights/press-release/sydney-earns-a-

spot-back-in-the-top-three/

Anholt Gfk City Brands Index

그림 4-1. 앤홀트의 도시 브랜드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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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홀트 지수는 외부인이 판단하기에 그 도시가 짧게 방문하거나 

장기적으로 머물기에 적합하고 매력을 가졌는지를 여러 가지 지표를 합산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며, 도시 브랜드 순위를 외부의 시각에서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도시 브랜드는 구성원과 도시의 주관적인 관계로 정성적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브랜딩 된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를 판단하는 기준을 

도시와 거주자 간의 관계로 둔다. 예를 들어 파리지앵(Parisien)은 자신이 

도시에 살고 있음으로 도시와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파리지앵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고 만족감을 얻는다.  

이는 도시 브랜드를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도시 브랜드의 형성 단계에서 내부인들이 가지는 정서적인 유대감 또한 

중요하다. 도시는 유형의 대상이 아니다.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방식, 관심사, 문화 등이 모여서 도시를 생동하는 존재로 만든다. 이는 

도시의 유형의 인프라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처럼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발전되며 스스로 하나의 보이지 

않는 실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도시는 하나로 규정되기 어려운 대상이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과 정성적인 것 혹은 유형적인 부분과 무형적인 부분이 

모여서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며, 도시 브랜딩에 관한 관점도 유형적, 무형적 

차원과 더불어 내부인(거주자)과 외부인(방문객, 관광객 등)의 차원을 

나누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 브랜드 시각화하는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도시의 여러 요소 중에 특정한 대상이나 가치를 강조하거나 

외부인을 위한 관광의 기능에 특화하거나 하는 식으로 일부 강조할 부분에 

집중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 이런 경향성을 해외 도시 브랜드의 상징물 

분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도시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내부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목적과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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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브랜드로 나눌 수 있다. 인장 등의 전통적인 원형을 

갖는 디자인은 기관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기관 브랜드의 형태로 발전했다. 

이러한 상징은 각 자치기관의 권위를 나타내거나 인증에 신뢰성을 주거나 

하는 공적인 업무에 사용된다. 

그리고 도시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국가 단위가 아니라 도시 단위를 

세계적으로 알려야 하는 상황에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할 필요가 생겼다. 

도시의 상징이 주로 기관의 내부 조직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상징으로만 

쓰이다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기에는 상징물이 

어울리지 않거나 여러 가지 소통에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 이에 기존의 인장을 

현대적으로 변형하거나 워드마크 형식으로 상징물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였다.

그림 4-2. 해외 도시 브랜드 상징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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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광역 지방 자치 단체 브랜드 상징물의 운용 현황은 해외 도시 

브랜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한 심볼 형태의 

상징물과 젊고 역동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낸 새로운 

도시 브랜드(슬로건 브랜드, 지역 브랜드 등)가 형태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경우가 많다. 

서울의 도시 브랜드는 기관의 상징으로서 휘장을 사용하며 외부적 

커뮤니케이션 브랜드로서 I•SEOUL•U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친근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심벌로서 해치 캐릭터를 활용한다. 서울을 상징하는 

아이콘 해치를 글로벌 마케팅 아이템으로 일관성 있게 활용하여, 싱가포르의 

머라이언, 베를린의 곰처럼 서울하면 떠오르는 상징으로 전 세계인에게 각인 

시켜 나갈 계획이다.  35

35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seoul/symbol.do

그림 4-3. 국내 지방 자치단체 브랜드 상징물 분류



82

서울특별시 휘장은 서울특별시 산하의 여러 기관의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사용한다. 하위 기관을 통합하며 서울특별시 

기관의 행정적인 업무에 일률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활용하는 방식에는 

휘장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기관의 고유한 정체성을 표현해야 할 경우에는 

기관의 로고와 함께 병기하는 형식으로 활용한다.

서울의 도시 브랜드인 I•SEOUL•U는 단순한 관광 브랜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을 시민과 세계인으로 설정하여 내외부인에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브랜드를 지향한다. ‘나와 당신, 시민과 시민, 시민과 

세계인...모든 관계의 중심에 서울이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국적, 

산과 강, 고궁과 마천루 등 이질적인 모든 것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서울입니다.’라는 브랜드에 관한 설명은 브랜드가 서울에 관하여 담아내고 

싶은 콘텐츠를 설명한다. I•SEOUL•U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으나 

그림 4-4. 서울시 도시 브랜드 상징물 분류 

그림 4-5. 서울시 휘장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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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시의 얼굴로서 커뮤니케이션하는 상징물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되며 서울도 이러한 시대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서 

도시 브랜드에 대한 투자와 육성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7년 10월 20일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로부터 2010년도 

WDC(세계디자인수도, World Design Capital)로 선정된 이후, 색(서울 색), 

캐릭터(해치), 글씨체(서울 서체) 등 3개 분야에 걸친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서울 색은 이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서울 도시 브랜드가 보유한 시각 자산 중에는 ‘서울 대표색’이 있다.  

2008년 서울시는 남산, 한강, 하늘, 경복궁, 명동성당, 시청, 인사동, 

동대문시장, 명동 등 서울을 대표하는 인공 또는 자연환경 33가지를 골랐다. 

그림 4-6. 아이서울유 브랜드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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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미지 9,800여 컷을 찾아내 색채 또는 모자이크 분석을 통해 

기본색 250가지(서울 현상색)를 뽑았다. 서울 현상색에서 노출 빈도가 높은 

50가지 색을 서울 지역색으로 압축했고, 여론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상징색과 대표색을 정했다. 색을 선정하는 과정이 서울의 현재 상황에서 색을 

추출한다는 발상과 실행력이 돋보이며 이를 통해서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색 

50’, ‘현상색 250’, ‘권장색 600’의 컬러 팔레트를 개발한 것은 서울시가 

보유한 시각적 자산이 되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한강체(명조계열)와 서울남산체(고딕계열)를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현재 서울시 전용 서체는 길거리 안내 표지판과 

관공서의 문서 작업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영국의 수도 런던과 

해안 도시 브리스톨, 프랑스의 수도 파리, 일본의 항구도시 요코하마 등은 

서울시보다 앞서 전용 서체를 개발해 사용했다. 이처럼 도시가 전용 서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그 도시에 얼굴과 목소리를, 즉 아이덴티티를 

부여한다.

그림 4-7. 서울 상징색 

그림 4-8. 서울 서체 : 한강체, 남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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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자치구 브랜드 디자인 :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브랜드는 기관 상징의 심볼 로고를 활용하면서 추가로 

슬로건을 개발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가 로고와 슬로건이 사용되는 상황적 맥락에 의해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내부 브랜드(Internal Brand)와 

외부 브랜드(External Brand)로 분류한 연구가 있다.  36 이 연구에서는 비슷한 

맥락에서 실제로 브랜드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대상을 의식하는 개념으로 

정리하여 기관 브랜드와 외부 커뮤니케이션 브랜드로 분류하였다.

36　김형석 (2010). 도시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브랜드 관리 프로세스 연구.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3(5), 47-58.

그림 4-9. 서울 자치구 상징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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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브랜드의 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상징물이나 자연환경, 추상적인 

가치를 담은 도식화된 느낌의 로고를 기관의 상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추가로 슬로건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상황에서 도식화된 상징체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자치구는 최근 상징체계를 리뉴얼하여 활용하는데, 

일례로 구로구는 워드마크로 로고를 만들고 이와 통합된 슬로건의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자치구들의 브랜드 운용상황을 보면 기관을 대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징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점차 외부와 커뮤니케이션 상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른 상징체계가 필요하기도 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외관을 만들 필요성을 느껴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종로구는 새로운 이미지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2001년 

국민대학교와 협업하여 브랜드를 개발하였다. 보신각종의 모양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친근한 심볼을 개발하고 이를 캐릭터로도 활용한다. 종로구의 

특징은 기관 브랜드와 외부 커뮤니케이션 브랜드를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일원성을 보이는 강점이 있으나 실제 브랜드가 

운용되는 현황을 보면 필요에 따라서 매체별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는 추가로 

채널별 브랜드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최근 강남구는 ‘MEMEWE 강남’ 스타일 브랜드를 발표하였으며 자치구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관리한다. 기존의 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는 

일부 사용하고 대외적 소통을 위한 스타일 브랜드를 과감하게 전면에 

내세워서 소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외부인의 유입이 많고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구의 특징을 반영한 브랜드 활동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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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 지역, 장소 단위로 브랜드 활동이 증가하고 

실제로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대상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의식하여 

자치구 단위에서도 구를 브랜딩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추세이다. 자치구는 

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단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브랜드 시각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11>은 자치구 브랜드의 역할에 따른 개념을 분류한 것이다. 

이는 기관 브랜드와 외부 커뮤니케이션 브랜드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그림 4-10. 강남구 스타일 브랜드 미미위 

그림 4-11. 자치구 브랜드 역할별 분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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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준다. 때에 따라 기관과 외부커뮤니케이션 브랜드가 합쳐져 있는 

경우에도 두 가지 종류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기관 브랜드는 

내부적인 소통을 위한 상황에서 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신분증, 기관 내부 서식 등에 쓰이며 기관의 정통성, 상징성, 신뢰성 

등을 소통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외부 커뮤니케이션 브랜드는 기관이 사용자(거주민, 방문자, 관광객 등)를 

대상으로 소통을 위해 존재한다. 이들은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보다 젊고 변화를 끌어낸다. 외부 커뮤니케이션 

브랜드가 소통하는 매체는 크게 공공디자인 영역과 홍보디자인 영역으로 

나뉘는데 공공디자인 영역에는 도로, 공원, 옥외 가로시설물 등이 해당한다. 

또한 홍보디자인에는 다양한 채널들에서 각각의 채널에 맞는 콘텐츠를 

편집하여 소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자치구 외부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자치구가 자신의 이미지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인상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을 

유도할 방안에 대해서 탐색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종로구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89

4.3. 종로구 브랜드 현황 분석

4.3.1. 종로구 브랜드 현황 

종로구 브랜드가 현재 보유한 시각 자산과 커뮤니케이션 채널, 시각적인 

소통의 방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로구는 새로운 이미지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2001년 국민대학교와 협업하여 종로구 브랜드를 

개발하였다. 보신각종의 모양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친근한 심볼을 개발하고 

이를 캐릭터로도 활용한다. 보신각종 심볼은 친근함을 강조하여 귀엽고 

단순한 형태로 가시성이 좋고 발랄한 노란색 컬러와 어우러져서 시각적으로 

단일한 정체성을 만든다. 

대부분의 도시나 자치구 브랜드는 기관 브랜드와 외부 커뮤니케이션 

브랜드를 따로 개발하여 소통하고 있으나 종로구는 자치구 브랜드를 

통합하여 단일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민에게 하는 소통의 

톤과 외부인에게도 친근하고 역사성 있는 도시로써 정체성을 만드는 톤을 

일치 시켜 기관과 외부 커뮤니케이션 브랜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 통합적인 브랜드를 활용함으로써 종로구의 외부, 내부의 

소통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무게감, 정책의 신뢰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도 갖고 있다.

종로구 산하 기관별 브랜드 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종로구의 산하 

기관은 구정을 집행하는 행정 기관으로서 대민 행정 서비스를 집행하는 

그림 4-12. 종로구 브랜드 아이덴티티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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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 이에 종로구의 심볼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서브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주민센터 등 주민과의 접점이 많은 하위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심볼을 접함으로써 친근한 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자치구의 특성상 다양한 산하단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의 성격에 따라 

독자적인 심볼을 활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실제 종로구 브랜드가 운용되는 현황을 보면 필요에 따라서 매체별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는 또 다른 브랜드를 독립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종로구의 여러 정보를 홍보하고 자치구의 정책을 알리는 홍보용 

브랜드는 다음과 같이 운용되고 있다. 크게는 내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외부 지향의 홍보 채널을 나눠서 홍보하며 이메일, 인쇄 소식지, 

동영상, 공식 블로그 등의 매체 별로 각기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서 활용한다. 

실제로는 매체가 다를 뿐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비슷한 콘텐츠가 <종로사랑>, 

그림 4-13. 종로구 기관 브랜드 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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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TV>, <종로뉴스레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는 동일한데 채널의 이름만 다른 홍보 브랜드를 운용하는 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또한 채널별로 각기 다른 서체, 상징, 컬러 등을 

적용하고 있어서 이 또한 혼란을 더한다.

<그림 4-14>를 보면, 관광 브랜드의 경우는 <종로엔 다있다>, 

<역사문화관광>의 두 가지 네이밍을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여행 잡지 

브랜드인 <투어 매거진>, <Photo VR>이라는 종로구를 직접적으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이미지 뷰어 웹사이트도 구축하여 운영한다. 서울시 산하의 자치구의 

특성상 상위 브랜드인 서울시의 관광브랜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 단위의 

관광브랜드는 그 활동영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림 4-14. 종로구 홍보용 브랜드 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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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종로구 브랜드를 기관 브랜드와 외부 커뮤니케이션 

브랜드로 역할을 나누고 두 가지 브랜드가 형태적으로는 연계성이 강하지만 

역할을 분리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이는 브랜드 로고 자체가 추후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확장되고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되는 대상은 종로구를 생활 터전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1. 거주자 2. 근무자 3. 방문객이 해당한다.

4.3.2 종로구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현황

종로구 브랜드의 언어적 소통은 ‘사람중심 명품도시’ 슬로건으로 대표되는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람, 명품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시점에서 이런 

슬로건이 실효성을 가졌는지는 의문이다. ‘한지붕 세대공감’, ‘종로엔 다 

있다’, ‘아동친화도시’ 등 종로구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들은 종로구의 현재를 

알게 하는 기능보다는 종로구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종로구 홍보 채널 브랜드의 운영상황에서 보이는 특징으로는 도식화 

그림 4-15. 종로구 브랜드 운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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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한 소통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뉴스레터, 블로그 등에 주로 보이는 시각적 콘텐츠는 템플릿을 활용한 

디자인, 벡터의 귀여운 일러스트레이션, 사진과 인포그래픽의 배치 등의 표현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는 블로그 매체에서 주로 많이 보이는 표현 양식이다. 

홍보 채널 브랜드의 운영을 해당 매체에 특화된 외부 업체에 맡김으로써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매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 양식이 눈에 띈다. 

상업적인 콘텐츠와 다른 공익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차별화되지 않고 있으며 콘텐츠 대상과 개연성이 떨어지는 표현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로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이야깃거리가 다른 자치구 혹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앞서 살펴본 블로그, 

유투브, 뉴스레터에서 사용되는 시각 언어는 이러한 콘텐츠의 특성을 

그림 4-16. 종로통 블로그 미리보기 화면(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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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일반화시킨다. 이러한 현상 분석을 통해서 종로구의 

고유한 시각적 소통 언어를 개발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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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로구 홍보 채널 브랜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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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브랜드 디자인 전략

종로구는 서울시 산하의 자치구이다. 자치구는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보통 행정 기관으로 시와 동 사이에 해당한다.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또한 종로구는 행정 기관으로써 시민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기초 자치 단체의 기관과 홍보 

채널 브랜드의 유연한 상징체계를 디자인하고 이를 확장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체계를 연구하였다. 또한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브랜드 구축과 이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커뮤니케이션 

단계의 디자인 가이드를 대상으로 한다.

소통체계는 종로구의 외부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맡은 종로구 홍보 채널 

브랜드를 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공공 디자인과 홍보 디자인의 영역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편의를 위해서 ‘종로구 홍보 채널 브랜드’라고 

명명하지만 실제로는 공공디자인의 옥외 가로 시설물을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외부와 커뮤니케이션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로구의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던 

기존의 조직을 범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홍보의 개념인 조직체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 활동, 업적 등을 널리 

알리는 활동에서 확장하여 구민과 기관, 구민과 구민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직접적으로 유도하고 촉진하는 활동으로 그 목적을 정의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홍보 채널의 기본적인 기능에 해당하는 ‘알리는 활동’에 더불어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까지를 포괄하는 홍보 채널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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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브랜드 위계 

종로구의 브랜드는 기관과 홍보 채널 브랜드로 크게 성격이 나눠진다. 

종로구에서는 브랜드 자체를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홍보 

브랜드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자치구 기관 브랜드 종로와 종로 홍보를 위한 브랜드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되 형태적으로는 강한 연계성을 가진 상징체계를 만들어 혼선을 

최소화하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그림 5-1>

또한 현재는 동일한 콘텐츠를 각기 다른 브랜드에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다지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을 통합하여 통합 

홍보 채널 브랜드로 운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종로 뉴스레터>, <종로사랑>, 

<종로 TV>, <종로통> 등 미디어에 따라 다른 브랜드를 활용하는 것에서 

오는 복잡함을 없애고 단일 홍보 채널 브랜드를 사용한다. 또한, 실제로 이들 

미디어가 거의 동일한 종류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에 주목하여 이들 콘텐츠 

종류별로 활용 가능하도록 디자인 가이드를 제안한다.

그림 5-1. 종로구 브랜드 상징물 운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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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종로구 기관, 통합 홍보 채널 브랜드 개편 계획 

그림 5-3. 통합 홍보 채널 브랜드 개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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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콘텐츠의 수집과 시각 언어 개발 

종로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콘텐츠 중 시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종로구에 존재하는 시각언어를 최대한 수집하였다. 공간과 시간의 

축을 통해서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분류하였으며 시간적 축으로 

종로구의 타임 라인을 정리하였다. 

도시구성요소 분류 세부요소

민간시설 시장 동문시장, 광장골목시장, 동대문상가, 충신시장, 창신골목시장,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통인시장, 종로신진시장,한일상가, 낙원지하상가, 종각 지하쇼핑센터, 

종로4가 지하쇼핑센터, 종로5가 지하쇼핑센터, 마전교지하쇼핑센터, 신설 종합시장, 

세운상가 가동, 낙원악기상가, 동대문시장, 광장시장

기업 동아일보, 한화그룹, 그랑서울, 종로타워, 강원산업, 고려합섬,고려상사, 

금호석유화학, 남한제지, 대림산업, 대림통상, 대성산업, 대상탄좌개발, 

대원제지공업, 동양시멘트, 보령제약, 삼양사, 삼양식품, 삼환기업, 성신양회공업, 

신성무역, 연합철강공업,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현대종합상사

종교 성베네딕트수도회, 대신교 새문안교회, 숭동교회, 종교교회, 연동교회, 조계사, 

천도교회당

공공기관 행정기관 청와대, 감사원, 여성가족부, 서울지방국세청, 법제처, 우정사업본부, 정부서울청사, 

종로구청, 통일부, 행정안전부, 종로경찰서, 종로소방서, 국무총리공관, 헌법재판소

대사관 미국대사관, 일본대사관, 오스트리아 대사관, 브라질 대사관, 이스라엘 대사관, 

체코대사관, 베네수엘라 대사관, 핀란드 대사관,  파푸아뉴기니 대사관, 폴란드 

대사관, 멕시코 대사관, 호주 대사관, 콜롬비아 대사관, 오만대사관, 대만영사관, 

스위스대사관

학교 카톨릭대학교, 경복고등학교, 덕성여자중학교, 배화여자고등학교, 배화여자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도서관 종로시립도서관, 어린이시립도서관, 정독시립도서관

공원 마로니에공원, 탑골공원

문화 세종문화회관, 종로문화의 집, 종로문화원

미술관 금호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가나아트센터, 환기미술관, 아트선재센터, 

성곡미술관, 일민미술관, 대림미술관

박물관 궁중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국립서울과학관, 경찰박물관, 

체신기념관, 한국통신박물관,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백상기념관, 이승만박사기념관, 

한국잡지박물관, 성균관대학교박물관, 가톨릭대전례박물관, 서울대학교의학박물관, 

상명대학교박물관, 서울교육사료관,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재동사료관, 쇳대박물관, 

신문박물관

체육  YMCA스포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구민회관, 세종문화복지센터

자연 북한산국립공원, 인왕산, 낙산, 청계천

문화재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종묘, 사직단, 단군신전, 황학정, 보신각터, 

세검정터, 숙정문, 원각사지 십층석탑, 흥인지문,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유지

천연기념물 서울 재동 백송(천연기념물 제8호), 서울 조계사 백송(천연기념물 제9호), 서울 문묘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59호), 서울 삼청동 등나무(천연기념물 제254호), 서울 

삼청동 측백나무(천연기념물 제255호), 창덕궁 향나무(천연기념물 제194호), 창덕궁 

다래나무(천연기념물 제251호)

근대건축물 구대한의원본관, 구서울대학교 본관, 구공업전습소 본관, 중앙고등학교 

본관,서관,동관, 천도교 중앙대교당, 번사창, 승동교회, 동아일보사옥

그림 5-4. 종로구 콘텐츠의 공간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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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집된 콘텐츠는 시각적으로 종로다운 모습으로 가공하여 시각 

언어로 활용한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맥락에서 새로운 쓰임을 

갖도록 한다. 이는 대상과 거리가 먼 브랜드 결과물이 아니라 대상으로부터 

발견한 콘텐츠를 사용함으로 인해 대상과 밀접하고 친근한 시각적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공동체의 특성상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브랜드의 시각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봄 벚꽃 
윤동주 문학제 
서울 연극제 
한양도성스탬프투어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 
봄 텃밭 신청 및 배부

여름 아시테지 국제 연극축제
대학생 행정 체험단 모집
종로구 여름방학 프로그램 <여름방학에 뭐하니?>

가을 가을축제 9월 21일- 10.16 
한복축제 9월 23일 
인사 전통문화 축제 9월 21일 
육의전 체험축제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
윤동주 문학제
대학로 소극장축제 D.Festa
서울의 몽마르뜨 낙산구간 
한가위 종로시장 : 명절음식, 추석빔
자문밖문화축제 
인사국제박람회

겨울 겨울별미 자하손만두
창경궁 대온실 투어
겨울 방학 서당교실 '도령의 봄'

기타 매달 마지막 수요일 종로에서 즐기는 문화가 있는 날 
창덕궁, 종묘, 서울미술관, 국립고궁박물관 CGV 대학로
수문장 교대 의식 
국립 민속 박물관 우리 민속 한마당
보신각 타종 행사

그림 5-5. 종로구 콘텐츠의 시간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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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가이드 개발 

홍보 채널 브랜드는 브랜드 상징체계를 구축하는 것만큼이나 사용자의 

접점에서 필요한 정교한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콘텐츠를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가이드를 

개발하였다. 

종로구 통합 홍보 채널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요소들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종로구에 존재하는 콘텐츠를 수집하고 이를 

분류하여 그림, 사진, 기호, 패턴의 형태로 분류하여 개발하고자 했다. 이 

요소들은 종로구 홍보 채널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 다양한 맥락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지정한다. 종로구에 존재하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종로구의 공동체에 익숙한 대상을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여 친근한 소통을 하기 위함이며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단위에서의 

차별성을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6. 종로구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시각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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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홍보 채널은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홍보하지만, 이들 

미디어가 거의 동일한 종류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콘텐츠 종류별로 활용 가능한 그래픽 가이드를 만들고자 한다.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한 서브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징체계에 명시하였으며 

이를 소통체계에서 운용하는 상황에서도 매체별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콘텐츠의 특성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이는 콘텐츠의 성격을 

고려하여 소통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종로구 홍보 채널 브랜드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는 종로구의 콘텐츠와 

관련된 형태들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이를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며 지속해서 시각 언어를 보강하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5.1.4. 공동체 캠페인

브랜드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소통의 주체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였다. 종로구 기관과 홍보 채널 브랜드는 브랜드의 대상의 

성격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소통을 기본 전제로 한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구성원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구성원 간에 

유의미한 정보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종로구 

구성원 간의 소통을 도울 수 있는 소통판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이를 통해서 

주거 공간에서 이웃들에게 출산, 아이, 어르신, 이사, 애완견 등 개인의 상황과 

관련된 소통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는 종로구에서 

개발한 시각 언어가 기관이 일방적으로 활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구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추후에 구민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동체 구성원이 스스로 공동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때 지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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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애착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종로구의 많은 역사,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는 것은 내가 

사는 지역을 새롭게 인지하는 계기를 만든다. 모르던 곳을 가보고 경험하고 

그 경험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종로구의 콘텐츠를 소개하는 백서를 만들고 새로 전입한 구민을 위한 키트를 

만드는 이러한 활동들에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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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상징체계: 브랜드 매뉴얼

5.2.1. 종로구 기관  시각 상징체계

종로구 기관의 로고는 기관의 대표성을 상징하며 기관이 자신의 권위와 

신뢰를 담아내는 로고로 종로의 한글 영문을 기본형으로 활용한다. 격자 

모티프는 종로의 어원은 서울의 길의 시작이고 종이 걸려있는 거리이며 

종로가 한양에서 길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점에 착안하였다. 종로 도로의 

형태를 토대로 도로의 교차하는 형태를 단순화하여 활용하였다. 기본형 

로고의 비율은 종로 지도의 실제 모양에서 가지고 왔다. 

 

종로구 기관에서 활용되는 기본형 로고이다. 로고는 방대한 콘텐츠를 

담아내며 이들에게 규칙을 부여하고 응집시키는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 

종로구 기관 로고는 형태적으로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교차되는 형태는 

확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종로구의 여러 산하 기관으로 활용된다. 그리고 

상징체계뿐 아니라 소통체계에서도 격자와 교차되는 선의 분절된 모양은 

중요한 시각적 규칙으로 활용된다. 

그림 5-7. 종로구 기관 상징체계: 로고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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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관을 위한 색상 활용은 짙은 먹색을 기본으로 한다. 먹색은 

종로구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겸손하면서 묵묵하게 일하는 자세를 

나타낸다. 화려하지 않지만 다양한 색과 어우러지며 중심을 잡아주는 

색상으로 활용한다. 보조 색상은 종로가 가지고 있는 흙, 물, 하늘, 나무의 

느낌을 채도가 낮은 컬러를 활용하여 주요 색상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기본색상

보조색상

pantone 426C

pantone 5035C pantone 7504C pantone 533C

그림 5-8. 종로구 기관 상징체계: 색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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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서체는 정조체를 활용하였다. 기존 명조의 곡선적이고 장식적인 

형태의 변형하여 간결함과 가독성이 높이고 곡선과 직선의 적절한 조화를 

주는 서체이다. 이는 전통과 현대성이 조화되는 브랜드의 성격과 잘 

어우러진다.

영문 서체는 Chiswick sans text를 활용하였다. 이는 18세기 영국에서 

발견된 버네큘라 글자에 영감을 받은 서체이다. Chiswick family는 그 당시 

영국에서 사용되는 버네큘러 한 글자의 3가지 특징을 담아낸 서체이다. 

우아한 세리프, 컨트라스트가 강한 산스 그리고 그로테스크 서체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중에서 콘트라스트가 강한 산세리프 서체를 활용하였다.

Jongno-gu, as the center of Seoul for the last 600 
years since the transfer of the capital city to Han-
yang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Joseon Dynasty, 
has been playing important roles as the heart of 
culture and administration and as No. 1 in the admin-
istrative rank among 25 offices in Seoul. 

종로는 1394년 조선왕조가 한양에 도읍을 정한 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문화재와 자

연환경을 갖춘 곳이다. 

그림 5-9. 종로구 기관 상징체계: 한글 서체

그림 5-10. 종로구 기관 상징체계: 영문 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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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관의 로고를 외국어로도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영문을 

각각의 언어로 대체가 가능하며 영문과의 형태적인 유사성보다는 각각의 

국가의 서체의 전형성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중국어 서체는 전형적인 세리프 

형태를 수평적으로 깎아서 활용하였다.

일본어 서체는 전형적인 서체를 활용하여 각각의 국가의 고유성이 

드러나도록 의도하였다.

그림 5-11. 종로구 기관 상징체계: 중국어 활용

그림 5-12. 종로구 기관 상징체계: 일본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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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관 로고는 인쇄, 공간, 디스플레이 매체에서 주로 활용되는데 

매체의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격자의 비율을 조정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주로 

웹이나 인쇄 매체의 상단 공간에서 활용하며 산하기관과의 호환에도 활용하기 

적합한 형태이다.

그림 5-13. 종로구 기관 상징체계: 로고(가로형)

그림 5-14. 종로구 기관 상징체계: 로고(가로형)-주민센터 활용형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종로 1·2·3·4가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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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관 로고에서 격자의 사각 형태가 다양한 매체에서 중요한 

모티프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관 로고의 조화를 고려하여 사각형 이외에 

원형을 보조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원형의 로고는 좁은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기본형의 격자가 갖는 분절성의 모티프를 

유지한다.

그림 5-15. 종로구 기관 상징체계: 로고(원형)

그림 5-16. 종로구 기관 상징체계: 로고(원형)-색상 활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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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가 전체적인 화면 안에서 반복되거나 형태적으로 충돌하거나 공간이 

협소할 경우에 격자를 단순화한 직선형 로고를 활용한다. 이는 공간의 상황에 

따라서 선의 길이를 조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직선형은 가로 뿐 아니라 세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격자 형태가 

들어가기 어려운 공간에서 직선형, 또는 원형 로고를 취사선택하여 활용한다. 

세로 공간에 기관 로고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직선형 로고를 회전하여 

활용한다.

그림 5-17. 종로구 기관 상징체계: 로고(단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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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종로구 통합 홍보 채널 시각 상징체계

종로구 홍보 채널은 종로구 기관이 보유한 채널을 통합한 홍보 채널 브랜드로 

로고를 활용한다. 현재 종로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뉴스레터, 블로그, 유투브, 

메일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한 브랜드에 해당한다. 메신저, 메시지 등의 

의미를 지닌 네이밍을 활용하였으며 종로구 기관의 로고와 형태적으로 강한 

연계성을 갖도록 디자인했다. 

종로구 홍보 채널 로고는 원형을 기본 형태로 활용한다. 원형의 로고는 

좁은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기본형의 격자가 갖는 분절성의 

모티프를 유지한다.  또한 형태적으로 권위를 강조하기보다는 친근한 

의사소통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의도한다. 

그림 5-18. 종로구 홍보 채널 상징체계: 로고(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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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홍보 채널 브랜드는 콘텐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콘텐츠별로 서브 브랜드를 만들어 활용한다. 생활, 문화, 경제, 숨은 장소, 

건강, 구 정책은 종로구가 대민 채널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콘텐츠를 분류한 

것이다.

그림 5-19. 종로구 홍보 채널 상징체계: 로고(콘텐츠 확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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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활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종로구의 기관 로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종로 글자를 노출하지 않고 콘텐츠 명을 원형에 넣어서 활용한다. 

이는 로고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아도 필요한 요소에 로고의 시각적 

규칙성을 활용함으로써 브랜드의 시각 체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5-20. 종로구 홍보 채널 상징체계: 로고(콘텐츠 확장형)-단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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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종로구 기관, 홍보 채널용 패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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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의 형태와 원형의 형태는 기본 모듈이 되어 다양한 조합으로 

패턴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는 추후에 그래픽 매뉴얼에서도 중요한 구조를 

만드는 모듈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독립적인 패턴으로써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5-22. 종로구 기관, 홍보 채널용 패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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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종로구 기관, 홍보 채널용 아이콘 그래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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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은 다양한 상황에서 쓰인다. 대표적으로 사이니지에 활용되며 

이외에도 도로 표지판, 게시판 등의 다양한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매체에서도 

활용된다.  또한 다양한 아이콘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능을 하는 아이콘 그래픽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5-24. 종로구 기관, 홍보 채널용 아이콘 그래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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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종로구 기관, 통합 홍보 채널 상징체계 활용형

종로구 기관 및 통합 홍보 채널의 상징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적용 예시이다. 

종로구 기관과 통합 홍보 채널의 브랜드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상에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표지판, 기관 내부용 사이니지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기관에 필수적인 웹사이트에서도 상징체계를 적용하였다. 이외에도 공공 

시설물들에 상징체계를 적용하였다. 

브랜드의 로고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시각적 규칙성을 적용 매체에 

설계하고 조율함으로써 시각적인 확장성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로고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브랜드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활용형 사례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체계화하였다.

그림 5-25. 종로구 환영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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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종로구 기관 내부 사이니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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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종로구 기관 내부 사이니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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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표지판과 내부 사이니지는 종로구의 로고에 존재하는 격자 형태를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격자 구조는 활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 구조를 조금 

더 열린 구조로 변형하거나 교차되는 지점을 줄여서 활용하기도 한다.  

그림 5-28. 종로구 기관 내부 사이니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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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종로구 구청 모바일 홈페이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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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종로구 청운효자동 모바일 홈페이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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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종로구 쓰레기, 의류수거함 적용 예시

홈페이지의 경우는 격자구조의 사각형의 로고를 가로형으로 활용하여 

공간 안에서 주목성이 있으면서도 비율상으로 아름답게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또한 홈페이지의 주요 사진을 종로구 콘텐츠와 시각 언어를 활용하도록 

유도하였고 로고가 반복적으로 나올 경우에 다양한 형태의 로고를 활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쓰레기통, 의류 수거함 등의 공공 시설물의 경우 친근한 소통에 어울리는 

원형 로고를 활용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레이아웃에서도 유머와 탈권위적인 

느낌을 살려서 오른쪽 위쪽에 표기하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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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종로구 명예 도로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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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소통체계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가이드

종로구 홍보 채널 브랜드는 종로구 기관 브랜드와 거의 비슷하지만 

<종로m>을 표기함으로써 브랜드의 정확한 목적을 나타낸다. 종로구 브랜드 

로고는 기관과 홍보 채널 브랜드가 동일한 조형적인 모티프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연계성을 갖는다. 또한 두 브랜드에서 사용되는 조형적인 

모티프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도 반복해서 쓰인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가이드는 종로구 내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목적의 시각언어를 만들고 

시각언어가 단지 보조적이거나 일시적인 홍보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되고 일관성 있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목표를 갖는다.

5.3.1. 시각언어

생활권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돕기 위한 시각언어를 만들고 

이를 체계적인 의사소통에 활용하기 위하여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의 

형태적인 특징을 부여하였다.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에서 그림, 사진, 문자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이해를 돕는다. 그림, 사진 문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소스로 활용될 수 있는 종로구의 역사, 문화, 경제 등과 관련된 언어적 요소를 

시각적으로 구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와 작업은 

추후에 시각 언어를 활용하여 매체에 활용하는 경우에 상황마다 분절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활용되는 그림은  크게 네 가지 그룹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추상적 

형태이다. 둘째는 건물, 문화재 등의 랜드마크가 이에 해당하며 라인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였다. 셋째는 동물, 자연, 인물 등으로 핸드 드로잉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였다. 넷째는 아이콘 그래픽이다. 이는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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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달을 돕는다.  또한 이 네 가지 요소는 형태적으로 내용상의 특징이 

구별되도록 디자인하였다.

(1) 그림: 추상적 형태

종로라는 공간이 갖는 가치를 추상화된 형태로 응축하여 개념적으로 

표현하였다. 종로의 자연환경에 주목했다. 산, 물, 흙, 돌, 꽃, 나무 등을 만끽할 

수 있는 종로의 환경을 여러 개의 추상화된 형태로 표현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질감에 있어서도 흙, 돌, 나무, 종이 등의 질감을 사용하였다. 

하늘

땅

산

돌

물

그림 5-33. 종로구 시각언어: 추상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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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 라인 일러스트

건물, 장소는 조금 더 기하학적인 느낌을 살려서 단순화하였으며 전체적인 

형태를 형상화하면서도 디테일에서 재미를 주는 방식을 고민하였다. 

직관적으로 형태가 인지되면서도 일상적으로 지나칠 때는 미쳐 발견하지 

못했을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그림 5-34. 종로구 시각언어: 라인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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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 핸드 드로잉 일러스트

작은 크기의 사물, 식물 등이 직접적인 소통을 돕고 동시에 소통 과정에서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손맛이 살아있는 핸드 드로잉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한다. 필압이 느껴지는 점, 선, 그리고 투박하게 

단순화된 형태를 활용하여 시각화하였다. 

그림 5-35. 종로구 시각언어: 핸드드로잉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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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림: 아이콘 그래픽

아이콘은 생활밀착형 정보를 직접적으로 이해가 쉽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경제나 정책과 관련된 설명에서 아이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개념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콘과 혹은 문자와 연결하여 효용을 더욱 강화하도록 한다.

그림 5-36. 종로구 시각언어: 아이콘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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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진

사진은 종로구의 과거와 현재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수단이다. 

사진은 커뮤니케이션의 단계에서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로구 홍보 

채널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진의 예술성, 

완성도 등이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지 못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찍은 사진이더라도 톤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일괄적인 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의도한다. 또한 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미지의 역사성과 

고유성이 주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을 지향한다.

그림 5-37. 종로구 시각언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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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자

격자 모티프를 활용하여 직선과 곡선으로 레터링 한 글자를 시각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한다. 이는 형태적인 통일성을 주고 조형적인 재미를 

만들어 낸다. 또한 글자이지만 동시에 그림으로 기능한다. 그림, 사진 등의 

요소들과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림 5-38. 종로구 시각언어: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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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커뮤니케이션 그래픽 가이드 

종로구의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시각 언어를 활용하여 각 매체의 

특성에 맞는 그래픽 가이드를 제안하였다. 그래픽 가이드를 적용하는 매체는 

크게 정보전달의 역할을 맡는 게시판 공지물, 가로등 배너, 뉴스레터와 

종로구 브랜드 이미지 소통을 맡는 포스터, 공사 가림막, 구민의 소통을 돕는 

소통판과 전입자 환영 키트로 구성했다. 

(1) 게시판 공지물 

게시판의 공지물은 자치구의 특성상 이미 관리하는 게시판들을 인프라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시기에 맞게 소통할 수 있는 강력한 정보 전달 매체이다. 

또한 매체의 특성상 강압적이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발화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또한 주민 센터, 공동 주택의 입구 등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생활 

반경에서 쉽게 정보에 접근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게시판 공고문은 홍보의 내용의 특성에 따라서 레이아웃을 

달리해서 활용한다. 생활, 경제, 문화, 숨은 장소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① 생활

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직관적으로 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인지되도록 

의도하였다. 공간을 2단으로 나누어 공간을 활용하며 각각의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의 성격에 따라 칸을 분리하여 배치한다. 생활에 관련된 

소통에서는 직관적인 정보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콘 그래픽,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주제와 관련지어서 활용하다. 또한 중간색을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여 주제별로 주목도가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도록 

의도하였다. 



134

라인 일러스트레이션과 라인을 활용한 
레터링 활용하여 직관적인 의사소통을 
유도한다. 

이미지를 직접 활용할 경우에 망점을 활
용하여 1도로 표현하거나 흑백으로 단
순화하여 표현한다. 직관적으로 소통을 
도우면서도 전체적인 그래픽 톤을 보조
하는 역할을 한다. 

대상을 핸드드로잉으로 그린 일러스트레이
션을 통해서 친근한 소통을 돕는다.

생활에 관한 키 컬러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망점이나 투명도를 조정하여 활용한다.

그림 5-39.  게시판 공고물: 생활-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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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0.  게시판 공고물: 생활-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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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  게시판 공고물: 생활(1)-자매도시 직거래 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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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2.  게시판 공고물 : 생활(2)-페트병, 폐비닐 분리배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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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3.  게시판 공고물 : 생활(3)-보행자 도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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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제 

경제 분야는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 텍스트의 양이 많고 설명해야 할 정보가 

많다. 따라서 긴 텍스트가 잘 읽힐 수 있도록 블록을 많이 나누어 블록별 

콘텐츠를 통해 가독성을 높이고 이해를 빠르게 하도록 한다.

그림 5-44.  게시판 공고물: 경제-시각 언어

아이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전달력을 높이도
록 의도한다. 아이콘은 일러스트레이션의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경제 분야의 콘텐츠는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고 이것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섹션별로 
나눠진 구획에 내용의 성격을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물음표, 느낌표 등의 기호를 원형안에 배치한 아이콘을 활용하
여 소통 함으로써 주목도와 이해력을 높이도록 의도한다.  

격자구조를 3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전달하는데 
효과적이다. 격자는 내용의 구성에 따라서 병합하여 활용한다.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전체적인 게시물들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경제에 관한 키 컬러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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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5. 게시판 공고물: 경제-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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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6. 게시판 공고물: 경제(1)-종로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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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7. 게시판 공고물: 경제(2)-알뜰 교통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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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 

문화 분야의 게시판 공지물은 이미지를 위주로 감성적인 소통을 유도한다. 

직접적인 정보는 하단부의 텍스트로 전달하되 관심을 환기하는 측면으로 

활용한다. 문학, 미술, 음악, 문화재와 관련된 행사를 시기에 어울리게 

전달하며 컬러 팔레트에서 디자이너가 임의로 판단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그림 5-48. 게시판 공고물: 문화-시각 요소

기하학적형태를 활용하여 추상적인 가치
를 전달하고자 한다. 다양한 행사와 어울
리는 기하학적 형태를 활용한다.

격자모티프를 활용하여 만든 레터링을 활용한다. 한자, 영문, 한글을 가리지않고 
활용하도록 한다.  문화 콘텐츠의 경우에는 격자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대신 격
자 레터링과 패턴을 활용한다. 

문화행사에 관한 키 컬러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144

그림 5-49. 게시판 공고물: 문화-레이아웃



145

그림 5-50. 게시판 공고물: 문화(1)-윤동주 문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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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1. 게시판 공고물: 문화(2)-경복궁 별빛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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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2. 게시판 공고물: 문화(3)-종묘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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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3. 게시판 공고물: 문화(4)-한양도성 달빛여행



149

④ 숨은 장소

숨은 장소는 종로구에 거주하면서도 몰라서 가지 못했던 공간을 소개하는 

콘텐츠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콘텐츠를 시기에 맞게 소개하고 알지 못했던 

정보를 전달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2단 구성으로 콘텐츠를 

여유 있게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요소들이 격자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54. 게시판 공고물: 숨은 장소-시각 언어

대상에 관한 직접적인 사진을 촬영하여 활용한다. 숨
은 장소의 특성상 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기하학적인 형태들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해서 조금은 
새로운 각도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이 가능하다.

숨은장소에 관한 키 컬러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컬러를 최대한 절제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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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5. 게시판 공고물: 숨은장소-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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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6. 게시판 공고물: 숨은 장소(1)-도심 벚꽃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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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7. 게시판 공고물: 숨은장소(2)-보안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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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8.  게시판 공고물: 전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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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9. 가로등 배너-경복궁 별빛 야행 

(2) 가로등 배너

가로등 배너는 종로구 내부인뿐 아니라 방문객에게도 소통할 수 있는 강력한 

소통의 도구이자 도시의 미관에도 영향을 주는 매체이다. 따라서 종로구의 

중요한 행사를 가로등 배너를 적극적으로 촬용하여 소통하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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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0. 가로등 배너-종묘대제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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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1. 뉴스레터 인쇄용-레이아웃  

(3)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온라인, 오프라인 차원에서 활용되며 온·오프라인 모두 

뉴스레터의 이름으로 통합하여 발간한다. 지역신문과 유사한 형태로 출력해서 

비치하는 오프라인용 뉴스레터는 월간으로 발간하며, 이 중 중요한 소식들을 

편집하여 구독을 신청한 구민에게 이메일 뉴스레터로 발송하도록 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157그림 5-62. 뉴스레터 인쇄용(1) 



158그림 5-63. 뉴스레터 인쇄용(2) 



159그림 5-64. 뉴스레터 인쇄용(3) 



160그림 5-65. 뉴스레터 인쇄용(4) 



161그림 5-66. 뉴스레터 인쇄용(5) 



162그림 5-67. 뉴스레터 인쇄용(6) 



163그림 5-68. 뉴스레터 인쇄용(7) 



164그림 5-69. 뉴스레터 인쇄용(8) 



165그림 5-70. 뉴스레터 인쇄용(9) 



166그림 5-71. 뉴스레터 인쇄용(10) 



167그림 5-72. 뉴스레터 인쇄용(11) 



168그림 5-73. 뉴스레터 인쇄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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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발행되는 뉴스테터는 이메일로 발송하며 스크롤해서 내리는 

형태로 뉴스를 읽는 것을 감안하여 주제별 색 블록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구별하며 읽어내려가도록 하였다. 

그림 5-74. 뉴스레터 이메일 발송용(1) 



170그림 5-75. 뉴스레터 이메일 발송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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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스터 

종로구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콘텐츠를 분류하여 경복궁, 문학, 

건축, 자연에 관한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이는 종로구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소통하고자 한다. 종로에 거주하고는 있으나 몰랐던 사실, 종로에 

자주 가지만 모르고 무심히 지나쳤던 대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하였다.

그림 5-76. 포스터 - 전시 장면



172그림 5-77. 포스터-경복궁 이야기



173그림 5-78. 포스터-문학 이야기



174그림 5-79. 포스터-자연 이야기 



175그림 5-80. 포스터-건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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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1. 소통판(1)

(5) 소통판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부분은 구성원 간의 소통을 통한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소통판은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개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발화를 돕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 내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다. 이는 

실용적이면서도 소통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도록 자석 판 형태로 제작하였다. 

종로구에 전입한 주민에게 2개씩 선택하는 대로 제공하고 원하는 주민은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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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에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발화할 수 있도록 돕는 

소통판을 제안한다. 레이져 각인으로 제작되어 작은 간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가게의 역사, 경험, 가치관을 표현하도록 유도하였다. 소통 가능한 

메시지도 계속해서 추가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그림 5-82. 소통판(1)-적용 예시 

그림 5-83. 소통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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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4. 종로 전입자 환영 키트(1)

(6) 종로구 전입자 환영 키트

종로구 전입자에게 증정하는 환영 키트를 제안하였다. 종로구의 스토리를 

담은 종로백서, 만년 다이어리, 소통판, 종로사랑상품권 만원권을 증정하여 

종로구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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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6. 종로 전입자 환영 키트(3)

그림 5-85. 종로 전입자 환영 키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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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7. 종로백서(1)

① 종로백서

종로백서는 종로구에 존재하거나 했던 공간, 사건, 인물 등을 아카이브 한 

책이다. 종로에 살지만 종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역사적, 

문화적,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자신이 주거하는 공간에 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공간에 대한 애착을 갖도록 의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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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8. 종로백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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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9. 종로백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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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0. 종로백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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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1. 종로백서(5)



185

그림 5-92. 종로백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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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3. 종로백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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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로 만년 다이어리

종로구 전입자를 대상으로 만년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실용적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사는 지역 브랜드에 관한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의 유명한 공간을 방문하고 체크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를 

마련하였다.

그림 5-94. 만년 다이어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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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5. 만년 다이어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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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6. 만년 다이어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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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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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브랜드 디자인 변화의 방향에 관한 고찰을 통해 브랜드 상징체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적용할 대상으로 종로구를 선택하였고 

종로구의 새로운 상징체계 및 소통체계를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이 되었던 브랜드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이로 

인하여 기존의 브랜드 디자인 방식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2장은 브랜드의 상징체계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단일 상징체계 

아이덴티티’와 ‘확장가능한 아이덴티티’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하여 브랜드 

상징체계의 단일성과 유연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상징체계가 단일성을 

유지하며 발전한 과정과 단일성을 유지하는 방법론과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3장은 브랜드 소통체계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고 브랜드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상과 관련한 개념,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소통 체계를 시각화하는데 필요한 시각 언어, 

디자인 가이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4장은 종로구 공동체를 위한 브랜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와 

종로구 브랜드라는 대상을 디자인하기 위하여 도시 브랜드 디자인과 자치구 

브랜드 디자인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종로구가 현재 가진 

브랜드 디자인 자산에 대하여 분석하여 커뮤니티의 소통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브랜드의 구조와 목표를 새롭게 정비하여 제안하였다. 

5장에서는 종로구의 상징체계를 운용하는 방법으로 기관과 홍보 채널 

브랜드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운용하되 형태적 유사성을 띠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과 홍보 채널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종로구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도록 의도하였다. 또한 종로구의 콘텐츠에 

관한 시각적 연구를 선행함으로써 종로구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일회성 

소통이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지속적인 소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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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가이드를 제안하였다. 종로구 홍보 채널의 특성은 시기에 맞는 정보를 

구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시판의 게시물, 포스터, 배너, 

월간 뉴스레터, 이메일 뉴스레터 등은 이러한 정보의 전달과 관심의 환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다. 

또한 종로구 브랜드는 기관에서 시민에게 하는 소통뿐 아니라 시민과 

시민의 소통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관문이나 자동차에 부착하는 

소통판은 이웃에게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소통함으로써 구성원 간의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도록 의도하였다. 

연구자는 브랜드 디자인이 ‘시각적 정체성의 형성하는 것’에서 한 발 

나아가 ‘소통을 유도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입체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브랜드와 지속적인 유대를 맺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연구에서 

제안한 그래픽적인 소통 이외에도 더 많은 매체를 통해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소통의 통로가 되는 브랜드의 미래에 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브랜드를 하나의 지표가 아니라 소통의 플랫폼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으로써 본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위시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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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 Communication Design Guide 
for Community intercommunication

: Focusing on Jongno-gu PR Channel Brand 

Lim, Seona

Visual Communication Design Major, Faculty of Craft & Design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cademic Advisor : Prof. Kymn, Kyungsu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the essence of brands embedded in the public 

awareness has been evolving. Traditional brands have been recognized as activities 

intended to impress unique products or consolidate features upon consumers. Changes 

arising from the mobile technological environment have affected the methods and process 

of consumption. Subsequently, the public perception of brands has begun to change. The 

mobile environment enables dynamic communication in which the sender and receiver 

frequently change. In this form of communication, the consumer shifts from a passive 

being to an active producer. 

As such, brands are evolving from an act of labeling objects to a medium of 

communication. In other words, an expansion of awareness occurs, whereby branding, 

formerly an activity of instilling brand images or perception, becomes “brand 

communication,” an activity of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Meanwhile, this change 

implies that the forms of design and methods of expressions of brands are also shifting 

as the public perception of brand essence evolves. Traditional brand design focused on 

visually and physically creating brand images. Contrary to being a fixed image, a brand 

design embodying the mode of an era faces the challenge of reestablishing itself in an 

organic form which retains its context and communicates flexibly even under diverse 

circumstances. 

To illustrate this changing perception, the concepts of single-system brand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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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calable identity were adopted as two contrasting pillars of this study. The traditional 

single-system brand identity is a system of building and communicating a brand image 

around a powerful symbol: a logo. The single-system identity is an efficient and potent 

method of visual communication that creates a direct association with unique features of 

goods or services. This induces the formation of a brand image in consumers’ perceptions.  

However, depending on the brand, the process of building a logo may ironically limit the 

range of brand communication by curbing it towards a single symbol or image far from its 

essence.

This study presents the concept of scalable identity as an antithesis to the traditional 

single-system identity. Scalable identity establishes logos as a starting point that can 

also be adjusted and expanded to regulate visual rule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Scalable identity aims to create and modify natural visual identities by forming an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the symbolic system of logos and the visual communication system 

utilized in direct communication. Thus, the ultimate goal of scalable identity is to create a 

living brand as opposed to a stuffed one.  

Examples of brands whose values are difficult to thoroughly convey under a single 

symbolic system include companies, organizations, communities, and cities. Especially 

in the case of brand design for local governments, this traditional system posed issues 

of removing and homogenizing brands’ unique features and curtailing their storie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typically necessitate discussions on public interests, which 

must be distinguished from brands that pursue private interests. 

As with branding results for most local governments, the brand of Jongno-gu (Jongno 

District) has been conveyed and utilized in the forms of modern and friendly symbols 

and characters using the motif of the local symbolic relic Bosingak Bell. Jongno-gu has 

systematically and consistently utilized characters and typefaces to expertly manage its 

brand. 

Accordingly, this study recognized the need for a change in the perspective of the 

brand rather than raising questions about the status of brand management and therefore 

adopted a new approach. There is a necessity to create logos that convey con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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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s and figur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brand designs that rely entirely on 

fixed symbolic designs such as logos and characters are limited in terms of responding to 

changes in times or situations. Further, it may also be problematic that a vast amount of 

content, including Jongno-gu's long history, space, people, cultural assets, institutions, and 

businesses, would be reduced within the brand symbol system.   

In this context, research was conducted to implement a scalable symbolic system 

for Jongno-gu. By forming an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the symbolic system and 

the communication system, a scalable symbolic system was established, enabling diverse 

communication while maintaining contextual consistency in changing communication 

situations. A brand manual conveying the flexible symbolic system and a communication 

graphic guide visualizing the communication system were created and applied. The 

communication graphic guide was designed to maintain overall visual consistency and 

inter-media independence, and to create and utilize visual languages such as typography, 

pictures, and photographs used in communication.

Compared to existing branding methods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shares differentiation in that it recognizes autonomous district brands as platforms for 

sharing and communicating information that is closely related to individual lives, and that 

it has found methods to bring such brands to fruition. By visualizing the contents or stories 

of Jongno-gu, it was possible to motivate actual interest in the Jongno-gu community and 

to communicate meaningfully. In addit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it is possible to 

communicate the news and policies of various communities by expanding this method. 

This would in turn promote real-life communication among community members and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f their communities, thereby naturally increasing affection 

and satisfaction towards each community and communal space.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content potential could be expanded by changing the authoritative and rigid 

communication methods of institutions and inducing visual experience through various 

media. This study is also significant because it researches the potentials of communication 

using content on a public interest level beyond commercial utilization.

keyword Jongno-gu, Community Brand, Scalable Identity System, Brand Communication Design,

Brand Communication Desig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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