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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has focused on CI 

deve1opment , with emphasis on CI case 

study of chung nam province ‘ 

Chung nam is 10cated at midd1e part of 

korea and famous as a starting point of 

the 1eading part ro1e at the western and 

convenient for transportation. 

CI for chung nam was studied and 

deve10ped to promote the pride and 10ve 

for chung nam and enhance the unique 

cu1ture image to regiona1 government. 

Keyword 

Community Identity , Symbol, Logo , Mascot 

논문요약 

지금 우리는 지역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묘안을 내지 

않으면 안되는 지역 홀로서기 시대에 살고 있다.지방화 

시대의 도래는 지방마다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를 안겨 

준 셈이다. 그것은 지방간의 치열한 경쟁을 의미하며 

지방화 시대는 지역간의 경쟁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마 

케팅 전략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무한 경쟁 시대 

의 생존전략으로 자치행정에서도 개인 기업과 비슷한 

시티 마케팅 (City Marketing)이 도입 되어야 한다. 

활력있는 고장.살기좋은고장.문화향기가 있는 고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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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막연한 이미지 관리는 지금의 국제화 시대에는 

곤란하다 

민족적，지역적 정체성을 가진 City Marketing 

전략이야 말로 21세기 이미지 상징을 해결 할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독특한 문화로 그 관계가 형성 되어야 

한다. 지방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그 지 

역의 역사성을 디자인 컨셉트에 적용 시켜 보는 감각이 

필요하다. 그 표현 내용에는 지역 고유의 색깔을 살린 

디자인의 맛과 힘이 필요하고 개발로만 그칠것이 아니 

라 어떻게 알릴것 인가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이는 

디자인 교류와 협력에 정책적 행정지원이 이루어 져야 

하며‘ 우수 상품 교환 전시회와 같은 이벤트성의 행사 

를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시각을 향상 시키는 훈련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또한 디자인은 일종의 서비이스 이 

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나 집단에게 양질의 서어비스 

를 통해 기쁨과 고마움을 주어야 할 것이며 향후 디자 

인을 통해 정리된 지방 고유의 문화가 지방자치제에 시 

대에 걸맞게 시장성이나 경제력을 주게끔 노력하는 자 

세가필요하다. 

특히 CI는 행정방침，행정 이념을 명문화 하고，다음으 

로 그것을 눈으로 볼수 있도록 형태로 심별화 하기 위 

해 마크나 서체 고유색을 정할수 있다.또 새롭게 만들 

어진 이념에 기초하여 지금까지의 자기를 변혁히는 행 

동을 하도록한다 따라서 지역，도시간 경쟁시대라고 불 

리워지고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제의 능력 여하에 따라 

지역간 격차가 생기는 만큼 자치체의 역할을 증대하고 

있는 CI는 새로운 지역 만들기의 효과적인 수법이라고 

말할수 있다. 

충남100년은 우리의 뿌리와 전통을 지키고 명예심을 

높였다면 앞으로100년은 21세기 충남의 원동력을 마련 

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이므로 자치화.세계화 정보화시 

대의 개막과 더불어 충남의 비션을 바로 세우고 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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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담긴 새로운 충남의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 도민 

은 물론 전국민과 그리고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내놓아 

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충남의 이미지는 지극히 민족적 

이어야 하나， 더 나아가 국제적 감각에 걸맞아야 한다 

고판단된다.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온화하고 원만한 품성， 문화적 

인 개방성과 예술성，선비정신으로 대표되는 충효 절의. 

예의정신으로 삶의 가치관과 생명력을 이어온 이 고장 

을 다가오는 21세기에도 국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충 

남으로 건설하여 윤택한 문화복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그러므로 이미지 개발 

은 바로 정신에서 나와야 한다고 본다 

G 

충남의 5대 정신은 역사성과 철학적인 근거에서 정립 

된 정신。l며 이는 사상적으로 중심사상이요‘ 지정학적 

으로 산태극인 계룡산과 수태극인 금강이 영원히 감싸 

고 돌아가듯이 조화의 논리로써 만세토록 무궁한 것이 

라고 볼때 ‘ 새로운 충남의 시각적 이미지는 도민의식 

설문조사 내용인 문화 정보의 중심도시‘ 환경친화적인 

도시，진취적인 도시이길 바라는 방향과 따뜻하고 친근 

한 외유내강적인 충남정신과 충남도정의 근본인 인본주 

의를 시각적이미지 디자인 연구에 접근 시켰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제에 따른City Marketing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의 특색을 효과적으로 적용한 CI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의식혁명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특히 비쥬 

얼 메시지를 도민의식조사에 근거하여 조형적으로 극대 

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향후 차별화된 디자인 개발에 

적용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배경 

지역간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스스로 살아 남기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무한경쟁의 지방자치제의 생존 전략이 

요구 되고 있는 지금 자치 행정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city marketing 의 펼요성 이 절실하다 따라서 지 방자 

치 단체의 방침이나 사업내용을 공지하고 안내하는 것 

은 물론‘주민의 여론이 행정시책에 적극반영 될수 있도 

록 한다 행정방침，행정이념을 병문화 하여 새롭게 만 

들어진 이념에 디자인，커뮤니케이션，행동 등의 조직의 

가치를 높일수 있는 이미지 통일 작업인 CI는 각종 이 

벤트및 지방특성화 브랜드 개발시스템으로 접근 할수 

있다 

충남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산과 강과 평야가 적당히 펼쳐져 있으며 자연재해가 타 

지역에 비해 적어 옛부터 살기 좋은 곳으로 일컬어 왔 

던 이콧은 삼한시대에는 마한지역이었고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왕도가 있던 고장이었다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러러서 

고종 32년(1896.8.4) 칙령 제 36호로 전국을 13도제 개 

편과 함께 충청우도가 충청남도로 변경되면서 탄생하였 

다 그후 우리 근대사가 말해주듯 격동의 시대를 지나 

면서 새로운 충남시대를 여는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되었 

다 그리고 1996년‘개도 100주년 이라는 역사의 전환 

점에 서서 다가올 21세게를 맞이하게 되었다 자연환경 

에서 비롯된 온화하고 원만한 품성‘백제의 문화적인 개 

방성과 예술성‘ 선비정신으로 대표되는 충효， 절의，예의 

정신으로 삶의 가치관과 생명력을 이어온 이 고장을 다 

가오는 21세기에도 국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충청남 

도로 건설하여 전통의 인간미，여유있는 인심，깨끗한 자 



연환경，편리한 교통의 혜택속에 융택한 문화 복지를 누 

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앞으로 100년 정보화로’ 이러한 장기비전을 실현하 

기 위해서 의식이 과감이 변해야 하며 다시한번 단합된 

저력과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 

역문화와 정서에 걸맞고 의식변화전략에 가장 핵심이 

되는 CHCommunity Identity)전략이 도입되어야 한 

다 CI의 효과는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이 개발되어도 

시기에 맞게 커뮤니케이트(Communicate)되는 대상에 

게 전달되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다 

‘충남백년’ 은 우리의 뿌리를 지키고 명예심을 높였으 

며， 민선자치단체 2년은 21세기 충청남도 미래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이다 도시CI는 바 

로 지역사회의 의식혁명의 일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하겠다. 

1-2. 연구개발 방향 

CI 컨셉트는 도시의 명확한 실체파악과 21세기의 진로 

등을 감안하여 도시의 성격에 맞게 신중하게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은 CI디자인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우리것의 탐 

색이야말로 모방과 추종을 벗어나 충남의 전통과 미를 

심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그러므로 

첫째，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충청남도의 독자적인 

이미지 형성과 그 정착의 필수성을 지향 하도록 한다. 

둘째 . 2000년대 중부권의 핵심도시 ‘ 정보화 되시 그리 

고 경쟁 및 생활의 중심지로 그 위치를 확보하여 발전 

하는 도시로서의 사명감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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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역문화의 특성에 근거하여 도 내.외의 심층있 

는 진단과 조사분석을 통해 객관성 있고 과학적인 방법 

으로연구한다. 

넷째‘ CI 진행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유지 존중되도록 

하며 완료후 심도 있고 효과적인 실행이 가능 하도록 

한다 

다섯째， 도민정신과 실체를 최대 효용성의 수단과 방법 

인 이미지 전달(Visual Communication)을 통해 공증 

관계의 유대성이 더욱 결속 되도록 한다 

2. 지방자치체에 있어서 Corporate Identity ‘ 

와 Community Identity 

최근 지방자치체에 있어도도 CI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방자치체의 CI는 기업과 다르게 조직의 운병을 걸고 

대처하기 때문하기 때문만이 아니고 행정으로서의 자세 

를 확실하게해 대응하는 것에 특정이 있다.또， 지방자 

치 체 의 CI는 Corporate-Identity란 시 도의 Identify 

의 확립이다 

즉， 지방자치체라고 하는 조직으로써의 자세.목적.행정 

지침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직원의 발상전환을 독 

촉하기도 하고 행동의 총합을 꾀하기도 하며 조직의 활 

성화에 역활을 하는 것이다 한편‘ 

Community Identity란 지 역으로써 Identity의 확립 

이다 

각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된 지역 만들기의 

아이덴티티로써 크게 구분하면 첫째， 도시환경의 정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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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화 둘째， 시장산업의 장려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 

의 2가'.A17} 있다 즉 자신들 지역의 장래상을 명확하게 

하여 지역 이미지 향상사업，신규시책의 실시 등에 의한 

지역의 변혁을 계획， 그이념과 변혁을 위한 사업을 주 

민에게 알려 새로운 지역 만들기에 주민의 이해와 지주 

적인 참가를 재촉하는 것으로 주민 자신이 챔l들의 지 

역 만들기의 실현에 노력해 가는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2가지의 아이멘티티는 서로 독립해 존재히는 

것은 아니며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지방자치체의 

Corporate-Identity는 지 역 이 나 주민과의 관계에서 나 

아가는 것이 필수 불가결이다 즉 지방자치체의 

Corpora te-Identi ty는 Community -Identity의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양자는 서로 영 향을 주어 어울리며 각각의 Identity 

의 확립，향상에 기여한다. 지역，도시간 경쟁시대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체의 능력여하에 따라 

지역간 격차가 생기는 만큼 차치제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지금 CI는 새로운 지역 만들기의 효과적인 수법 

이라고 말할수 있다. 

3, 지방자치 단체의 City Marketing과 CI 

자치시민의 욕구를 조사.탐지하여 그것을 시.도 행정 

에 반영하여 시민이 원하는 행정적 서어비스를 효과적 

으로 실행하여 시민이 만족할수 있는 행정활동의 행적 

적 대의를 설득， 추종하기 위한 총체라고 할수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방침 

이나 사업내용들을 공지하고 안내히는 것은 물론， 주민 

의 여론이 행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경 

영 방침을 City Marketing이라한다. 행정 방침-행정 

이념을 명문화 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이념에 디자인， 

커뮤니케이션‘행동 등의 조직의 가치를 높일수 있는 이 

미지 통일 작업인 CI시스템을 개발이 필요시 된다， 

CI를 행정에 연관하여 설명하면 ‘행정의 목적은 무엇 

인가(자기의식) ，행정의 행동이념은 무엇인가(기본이념 

의 책정)를 명확히 하여 이념에 따라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제 활동을 통일시켜 간다’는 것을 말한다. 

우선CI는 행정방침，행정이념을 명문화한다 다음으로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형으로 심벌화하기 위하여 

마크나 서체，고유색을 정할수 있다. 또 새롭게 만들어 

진 이념에 기초하여 지금까지의 자기를 변혁하는 행동 

을한다. 

CI는 디자인 커뮤니케이션.행동에 의해 조직의 가치 

를 창조하고 높이 도약하는 이익지향의 활동이다. 이것 

이 일반적으로 낭비가 없는 마이너스 지향의 행정개혁 

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CI를 진행할때 주의해야 

할 점은 우선 행정이념을 직원이 공유히여 그것을 자신 

의 일，행동에 연결해 일체화하여 지속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행정을 할때 여러가지 사업과 활동을 단순 

히 행정행위 ‘ 일상적행위 등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 

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해 개인에게 전달히는 것이다. 

CI를 진행할때 주의해야 할 점은 우선 행정이념을 직원 

전원이 공유히여 그것을 자신의 일，행동에 연결해 일체 

화하여 지속화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행정을 할때 여 

러가지 사업과 활동을 단순히 행정행위-일상적 행위 등 

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해 개 

인에게 전달히는 것이다. 그리고 보통 지역사회와의 관 

계정도에서 자기의 역할을 생각하여 자기의 조직，혹은 

지역을 보다 좋게 만들어 가는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기자신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도시공간의 환경정비와 지역진흥을 위한 대응은 물론 



행정시설의 서비스회를 더욱 실행해 가는 것이다.이러 

한 대응이 행정 혹은 지역의 이미지 향상을 가져다 주 

는것이다 

( CI 으I Key- Word > 

창조적인 매력을 발견하는 다른점을 아는 도전하는 

표현력을 풍부 | 알기쉬운 ， 친숙함 ， 한둔에 알아보는， 공감대 

감성을 위한 j 마음을풍부하게‘미적감각을 높게，오감 활용 

개성을 살리는 | 도덕성을 고취하는하게하는 

층함력을 높이는 | 대화를자주하는 체계적인 팀원이 탁월한 

4, Corporate Identity 디자인 전개 

4-1. 디자인 개발을 위한 문헌연구 및 이미지 

창출을 위한 도민의식조사 

1) 충남정신의 역사적 배경과 성격 

각시대 각 지역의 문화는 그 문화가 생성되는 과정에 

따라 지역적특성(전통)을 갖게 마련이다 이같은 지역 

문화들은 이제까지 중앙 중심적인 선입관과 가치평가에 

의해 올바른 의미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서울 중심의 중앙문화，지배층 문화를 보는 시각으로 지 

역문화를 바라봄으로써 그것이 마치 하류이거나 저급한 

것으로 보며 지역문화의 자체성장과 발달배경을 무시하 

기 쉬웠다 지역문화는 지역민들이 자연 또는 사회 배 

경들과 부단히 접촉하면서 형성한 생활능력의 총체이자 

결과물이다. 또한 전통적인 가치는 이미 과거의 역사 

경험에서 충분히 실험되고 여과된 결과물이다 역사적 

으로 보여졌던 전통적인 충남의 정신들은 그토양과 속 

성이 애초부터 충남사람들이 주체가되어 형성시켰다는 

점에서 밑뿌라이자 응축된 가능성의 예시인 셈이다 

지금까지 논자들이 강조한 충남의 정신사적 흐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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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에서 비롯된 온화하고 원만한 품성， 백제문화의 

개방성과 창조성(예술성) ，선비정신으로 대표되는 충효， 

절의‘예의정신이란 점으로 대체로 요약하고 있다-

2) 충남의 5대 정신의 역사적 근거 

@충남의 충효정신 

· 백제의 충효정신 

해동정자의 칭송을 받은 의자왕의 효행，죽음에 임히여 

도 상주한 성충의 충절， 나당연힐l군 방어의 양책을 말한 

홍수의 충성 , 모친의 병치료에 자신의 살을 벤 향덕의 

효성 

·고려의 충효정신 

부원수인 강민첨의 글안군 패퇴 ，양계병마사를 여섯번이 

나 역임한 서공의 효행 ， 지혈로서 모친을 소생시킨 한 

교의 효행， 원나라 혜종을 감탄시킨 이곡의 충성 ， 대의 

정신‘홍건적의 침입을 미리 상서한 보우의 선견지명， 

신돈을 내몰도록 직언한 장하의 충성 ， 권신들을 탄핵하 

여 10년간 유배생활을 한 이첩의 강직 

· 조선의 충효정신 

청신근 등 당관지법을 실천한 맹사성의 충효와 효행 ， 

국난에 나라를 구한 이순신늬 위대한 충효정신， 입진왜 

란 3대첩의 하나인 진주전투를 총지휘한 김시민의 지 

략‘ 이순신을 도와서 왜선을 대파한 이억기의 충효정신， 

구운몽의 작가인 김만중의 효심 

· 항일투쟁과충효정신 

문시이며 학자인 최익현의 의병운동과 대의정신， 홍주 

의병들의 층의정신 ， 임시정부에서 조국광복에 힘쓴 이동 

녕의 충의정신 

@충남의 절의 정신 

·백제의 절의 정신 

처자를 베고 출전한 계백의 비장한 충의정신 ， 백제의 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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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운동에 진력한 복신의 충성， 정절을 지킨 도미의 아 

내의 절행 

·고려의 절의 정신 

왜구‘홍건적 등의 토벌에 대공을 세운 최영의 순절‘ 사 

직을 평안케 한 유숙의 충직， 끝까지 고려에 충성을 바 

친 이색의 높은 지조， 불사이군을 몽소 실천하여 타살 

된 이종덕의 충의정신，관직을 사퇴하고 학행과 후진교 

육에 힘쓴 길재의 절개 

·조선의 절의 정신 

야인들을 격퇴하여 6진을 개척한 김종서의 지용， 단종 

복위들 도모한 박팽년의 절의， 충절로써 비운을 겪은 

성삼문의 절의 정신 . 700의병과 함께 분전한 조헌과영 

규의 정충과 대절 

·조선광복정신 

청산리 전투를 총지휘하여 대승을 거둔 김좌진의 애국 

정신 ， 독립만세를 외친 순국처녀 유관순의 애국정신， 

국수들을 토별한 윤봉길의 충의정신 

@충남의 선비정신 

· 역학의 대가인 이지함의 안빈낙도， 제자백가의 진수 

천리이론에 통달한 서기의 예지， 암행어사로서 탐관오 

리를 숙청한 박문수의 기민구홀， 추사체를 대성한 병필 

김정희의 탐구정신‘ 대중 계몽운동에 헌신한 이상재의 

신의‘ 33인의 민족대표로 독립을 선언한 한용운의 지조 

@충남의 예의정신 

· 신분이 미천하나 세인의 존경을 받은 송익필의 학문 

과 인격， 예학의 태두 김장생의 덕행‘실지생활에 알맞 

게 실천한 김집의 예의정신，오례살인의 불가함을 상소 

한 권시의 의리정신‘자기를 스스로 탄핵한 도학군자 송 

준길의 예의정신，유소와 유서를 남긴 우국지사 송병선 

의 의리정신 

G 

@충남의 개척정신 

· 경세치용의 대가 양성지의 실천철학，지구의 자전설을 

설파한 홍대용의 혁신적 사회개혁사상， 향약과 지역개발 

정신 .25세에 순교한 한국최초의 신부 김대건의 순교，역 

사적 정열을 가진 선각자 김옥균의 개화의지，독럽문 건 

립을 주도한 서재필의 조국애，상록수 정신과 계몽운동， 

애향정신과새마을운동 

3) 이미지창출을 위한 도민 의식조사 

(표1 ~ 12) 

〈표 1> 응답자분석 

구 } t」j %gÃ、 f -'T 응답률(%) 
님자 300 52.7 

{:1~ 여자 355 47.3 

소계 751 1CXJ.0 

10대 3æ 40.9 
20다} 167 222 
:?IJ대 151 20.1 

연령별 40CH 85 11.3 
50대 37 4.9 
60대이상 5 0.7 
소계 753 1CXJ.O 

중즐0 1 하 112 15.7 

고즐 377 52.7 
학력별 CH졸 172 24.1 

대졸이상 54 7.6 
소계 15 1CXJ.0 

사무기술직 26 3.5 
공무원및 교원 ε15 28.7 
경영관리직 2 0.3 
T?〈T디 15 2.0 

직업별 증교 및 언론인 0.1 
상업및 서비스업 120 16.0 
학샘 347 46.3 
군인 4 0.5 
기타 19 2.5 
소계 749 100.0 

1-3년 42 6.3 
4-7년 41 6.1 

거주 기간별 8-12년 48 7.1 
1 3-20년 278 41.4 
20년이상 263 39.1 
소계 672 100.0 

〈표 2> 충청남도 상징물 숙지여부 

구 분 응답자수 

30.2 

69.8 

1∞o 

응답률(%) 

안다 때
 
-% 

-꼈
 

모른다 

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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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징마크를 알게된 경위 〈표 9 ) 귀하께서 바라는 모양이나 이미지 

구 분 응답자수 응답률(%) 구 분 응답자수 응답률(%) 

잭자 55 37.2 동식물(자연) 25 17.9 

게시핀 85 57.4 현대적이미지 a 15.7 

도행사 8 5.4 진쥐적이미지 32 22.9 

힐계 741 100.0 문화지역적특성 21 15.0 

지역민 딘길 이미지 g 6.4 

독장성 27 19.3 

〈표 4) 상징마크를 알고있는 정도 ?~~ 。\캐 2 1.4 

-닙r 'i: 닙r저~벼 ~~ζji 2 1.4 

구 분 응답자수 응답률(%) 힐계 140 1000 

정확히다 55 37.2 

대중 정확히다 85 57.4 

틀린다 8 5.4 〈표 10) 강조해야할 이미지 

힐겨l 148 1∞o 
구 분 응답자수 응답률(%) 

발전쟁교oelj);동쩍 200 41.3 

〈표 5 ) 상징마크에 대한 의미 숙지여부 국제적이미지 41 5.8 

문화적특성 136 19.3 

구 분 응답자수 응답률(%) 독장심과 신뢰김 161 22.9 

안다 51 15.6 이름다운잠신성 75 10.7 

모른다 275 84.4 힐겨| 7æ 100.0 

힐계 326 1∞o 

〈표 11 ) 상징마크의 적당한 색 

〈표 6) 상징마크의 의미 
구 분 응답자수 응답률(%) 

구 분 응답자수 응답률(%) 벼ε~~ ζ，↓ 28 3.9 

국제화 6 20.7 주횡 9 1.3 

진쥐성 18 62.1 노링 43 6.1 

문화성 85 17.2 。~드 r 52 7.3 

힘계 29 100.0 1':르「료 영5 40.2 

-。늬f 'ê흐~ 1æ 14.5 

정색 139 19.6 

〈표 7) 상징마크에 대한 느낌 보라 11 1.6 

구 분 응답자수 응답률(%) 
자주 5 ü.7 

오|색 4 0.6 
미래지항적 2IXJ 27.6 흰색 20 2.8 
보수적 94 13.0 ~~。익~ 10 1.4 
존스럽다 124 17.1 힐계 100.0 
그저그렇다 243 33.6 

개성이 강하다 39 5.4 

기타 24 3.3 〈표 12 ) 상징마크의 바람직한 형태 
힐계 741 100.0 

구 분 응답자수 응답률(%) 

원 321 45.4 
표 8 ) 새로운 상징마크 디자인방법 사각형 3) 4.2 

구 분 응답자수 응답률(%) 
λ。:J~~ 82 11.6 

마를모끌 69 9.8 
기즌마크의 변형 428 62.0 

사디리끌 21 3.0 
새롭게 디자인 262 38.0 

타원 142 20.1 
힐계 앉~ 100.0 

기타 42 5.9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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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충청 남도CI컨셉 

충남100년은 우리의 뿌리와 전통을 지키고 명예 

심을 높였다면 앞으로100년은 21세기 충남의 원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입 

자차화.세계화.정보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충남 

의 비션을 바로 세우고 이 비전이 담긴 새로운 충 

남의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 도민은 물론 전국민 

과 그리고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내놓아야 하며 그 

러기 위해서 충남의 이미지는 지극히 민족적 이어 

야 하나 더 나아가 국제적 감각에 걸맞아야 한다 

고 판단됨.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온화하고 원만한 

품성， 문화적인 개방성과 예술성‘선비정신으로 대 

표되는 충효.절의.예의정신으로 삶의 가치관과 생 

병력을 이어온 이 고장을 다가오는 21세기에도 국 

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충남으로 건설하여 윤택 

한 문화복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 

들어 나가야 하며 그러므로 이미지 개발은 바로 

정신에서 나와야 한다고 본다 . (표 13) 

충남의 5대 정신은 역사성과 철학적인 근거에서 

정립된 정신이며 이는 사상적으로 중심사상이 요. 

지정학적으로 산태극인 계룡산과 수태극인 금강이 

영원히 감싸고 돌아가듯이 조화의 논리로써 만세 

토록 무궁한 것이라고 볼때 ， 새 로운 충남의 시각 

적 이미지는 도민의식 설문조사 내용인 문화 정보 

의 중심도시， 환경친화적인 도시，진취적인 도시이 

길 바라는 방향과 따뜻하고 친근한 외유내강적인 

충남정신과 충남도정의 근본인 인본주의를 시각적 

이미지 디자인 연구에 접근 시켰다 

〈표 13) 

중님의 5대장신 상징(도시의 전통성괴 치얼화) 

흔l강 진화적인 도시 

(자연환경과 용g로웅) 

문회와 짐보중심 도시 
(역사성과 연리성) 

진쥐적인 도시 
(릴전의 억동잉) 

전통+자연+인간(짐보) 

중님의 5CH정신 인본주의 

4-3)충남의 지향이미지와 핵심 이미지 돌출배경 

충남의 외부환경 (국토의 중심‘서해안시대주역‘ 

국제화지향)과 자산(비옥한 자연환경，화려한 역사 

적 전통성 ‘ 인간중심의 5대정신)과 문제 (안일한 

사고，보수적 성향‘교통.정보시설의 불편.관광 예 

술문화의 부족)을 배경으로 충남의 지향 이미지 

(전통+환경+인간/정보)와 충남의 핵심이미지 (인간 

중심의 5대정신 계승발전，인본주의)을 돌출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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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의 최종후보안의 

첫번째는 충남의 한극 첫자음인 ‘;;:. L’을 나타냄， 맑은 

금강과 푸른기상의 계룡산， 충남정신과 미 래의 정보를 

상징하는 붉은색 원， 인간중심의 따뜻하고 친근한 도시 

의 이미지를 표현， 전체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역동감을 

λ}.7，1 승F 
。。。

둘째는 좌. 우의 타원형은 충남의 영문이나셜 C， N’ 을 나 

타내며 산과 물을 의미 한다. 또한 좌.우 타원의 연결은 

도민의 단합과 역동적인 형태를 도약하는 충남의 미래 

상을표현하였다 

셋째는 충남의 영문이니셜 C’ 를 네가티브로 표현함과 

동시에 충남의 근본정신인 예와 절의를 숭상하며 도민 

의 단합과 조화를 중심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 

고자 하는 ul 래 정신을 담고 있음 

넷째는 영문의 첫머리글자 C， N을 시각화시켰으며 왼쪽 

은 계룡과 금강의 만남(자연친화적) 오른쪽은 도와 민 

이 힘을 합쳐 풍요로운 미래와 협동，번영을 약속하는 

이미지 . 전체적 의미는 충남의 진취적 기상을 상징함， 

다섯째는 충남의 한글 첫자음인 ;;:. L을 나타내었으며 

충남이 인간중심의 도시임을 강조하였다 정보로，세계 

로，미래로 힘차게 나아가는 충남의 현실과 희망을 나타 

내었으며 전통(청색)과 자연(녹색)과 정보.인간(붉은색) 

의 이미지 상정 아래 부분의 회색 타원은 21세기를 꿈 

꾸는 충남 도민의 한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5 , 결론 및 제언 

현대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미지에 의해 대상이 

이해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갖게되는 것 

이 극히 중요한 것이다.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에 

2000 한국디자인포름 5호 

는 기업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행정으로 말하면 정책 

이나 사업으로 한 내용’ 이 뛰어나 있어야 한다. 그전에 

그것들을 만들어 내는 생각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것 

을 파악하고 있는지 공감을 갖게하는 마음’ 을 갖고 있 

는지가 궁금하게 된다. 다음에는 마음과 내용에 어울리 

는 형’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들변 인 

쇄물의 경우 어햇든 뛰어난 내용이라도 읽게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내용을 전달할수 없다. 읽고싶은 느낌이 드 

는 모양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마 

음이나 내용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의 정보가 전 

해지지 않는다면 훌륭한 정보로 이해될수 없다. 즉， 인 

쇄물이나 영상이나 간판등 여러가지 커뮤니케이션 수단 

으로 정확하고 쉽게， 그리고 공감이 얻어질수 있는 메 

시지를 계속하여 전달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전에 지금 

까지 제 각각이었던 조직 내외의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방법을 통일화 하는것이 중요하게 된다 이처럼 이미지 

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형성요소인 마음，내용，형 

태，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써 제대로 된 짜임새를 이 

루어 그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않된다. 

활력 있는 고장 ，살기좋은 고장，문화 향기가 있는 고 

장，등과 같이 막연한 이미지 관리는 곤란하다. 

국제화， 세계화가 마치 서구화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진정한 세계화란 일찍이 괴테가 

말한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인것‘이라는 명언처럼 민족 

이나 집단의 아이텐티라 하겠다， 

지금우리는 지역스스로 살아남기위한 방법을 찾지않으 

면 안되는 지역 홀로 서기 시대에 살고 있다- 지방화 시 

대에 도래되는 지방마다 풀어야하는 과제를 가지고， 그 

것은 지방간의 치열한 경쟁을 의미하며 지방화 시대에 

는 지역간의 경쟁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티마케팅 

(city marketing) 이 도입되어야한다- 그 일환으로 CI 

는 중요한 지역마케팅의 수단인 것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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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온화하고 원만한 품 

성，백제의 문화적인 개방성과 예술성，선비정신으로 대 

표되는 충효‘절의， 예의정신으로 삶의 가치관과 생명력 

을 이어온 이 고장을 다가오는 21세기에도 국민 모두가 

살고 싶어히는 충청남도로 건설하여 전통의 인간미，여 

유있는인심， 깨끗한 자연환경，펀리한 교통의 혜택속에 

윤택한 문화 복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 

들어 갈수 있는 이미지 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나 활 

력있는 고장，살기좋은 고장， 문화 향기가 있는 고장 등 

과 같은 막연한 이미지 관리는 지금의 국제화 시대에는 

곤란하다. 민족적 ，지역적 정체성을 가진 시티 마케팅 

이야말로 21세기 지역이미지를 상정 할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독특한 문화로 그관계를 형성되어야 한다 그 방 

법으로 

첫째‘ 지역간 경쟁에 걸맞게 독창적인 지역고유의 문 

화와 연계하여 이미지 창출을 하도록한다. 

둘째 ， 지방의 특성을 살리는 방법으로 지역의 역사성 

을 컨셉트에 적용하여 지역고유의 색깔을 표현할수 있 

도록한다. 

셋째. C.I도 일종의 서비스 개념에서 볼수 있다. 따 

라서 많은 사람들이나 집단에게 양질의 서어비스를 통 

해 기쁨과 고마움을 주어야 할 것이며 향후 CI를 통해 

정리된 지방 고유의 문화가 지방자치제 시대에 알맞게 

시장성이나 경쟁력을 주게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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