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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업 개요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2020년 방한 외래객 2천 만 명 유치를 통해 관광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 관광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
슬로건과 비주얼아이덴티티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한국을 매력적인 관광지로 포지셔닝
시키는데 있음

한국 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Key Tasks (주요과제)

관광 선진국 진입관광 선진국 진입

Vision

Objective

I.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 배경

브랜드 슬로건 개발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커뮤니케이션 실행 전략 수립

2020년 방한 외래객 2천 만 명 유치2020년 방한 외래객 2천 만 명 유치

Objective

Mission

한국의 명확한 이미지
구축 및 제고

한국 관광의
부가 가치 창출

4



방한객들의 방문동기 변화 방한객들의 관광활동 변화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1 2 3

한국관광에 대한 Inbound 방한객의 방문동기, 관광활동 및 관광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재수립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I.  사업 개요
2)  한국관광 브랜드 리뉴얼의 필요성

• 정형화된 관광지 방문 활동 참여 상대적
감소

• 뷰티/미용 콘텐츠의 관광수요 시작

• 관광지 방문이 아닌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수요 증가

• 한국관광에 대한 특별한 목적이나 선호
활동 없이 방문하는 관광객 크게 감소

• 전통적인 관광 Attraction을 고려하는
관광객 규모는 꾸준히 유지

• 세련되고 트렌디한 문화(한류)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

• 한국 관광에 대한 이미지 또한 평범한, 
친근한 이미지에서 문화를 선도하는, 세
련된, 창의적 이미지가 높게 나타남

관광지로서 소구점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한국관광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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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1)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프로세스

관광지가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기반의 Place Brand Management Tool을 활용하여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도출하였음

Place Brand Management Tool :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Framework1)

콘텐츠

역사

A

B Functional 
Benefit

External
Positioning

Internal
Positioning

I

1) Destination Brands: Managing Place Reputation(March 2011, Nigel Morgan/Annette Pritchard/Roger Pride)의 Framework 수정 보완

역사

장소

사람

C

D

상품/서비스
E

Brand
IdentityCore Values

Functional 
Benefit

Emotional
Benefit

Competitive
Benefit

11 Tourism AssetTourism Asset 22 Consumer BenefitConsumer Benefit 33 Core ValuesCore Values 44 Brand PositioningBrand Positioning

II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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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2) 관광 자산 분석

콘텐츠, 역사, 장소, 사람 및 상품/서비스 5가지 관점에서 한국이 관광지로서 가지는 자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Asset Keyword를 도출하였음

콘텐츠

역사

주요 내용 Asset Keyword구분

A

B

§ 한류 확산으로 한국관광 매력이 효과적으로 전달

§ 기존 관광자산은 한류 콘텐츠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관광자산으로 개발

§ 문화적 발전에 기반한 창의적인 생각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만들어 낸 역사적 자산 위주

§ 역사적 자산과의 융합을 통한 새롭고 독특한 한국만의 고유
현대문화로 재 탄생

§ Fascinating, diverse, variety, premium, unique, new, 
creative, trendy, entertaining

§ Creative, thinking, idea, convergence, value-adding, 
harmonious, 

역사

장소

사람

상품/서비스

C

D

E

§ 문화적 발전에 기반한 창의적인 생각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만들어 낸 역사적 자산 위주

§ 역사적 자산과의 융합을 통한 새롭고 독특한 한국만의 고유
현대문화로 재 탄생

§ 방한객의 대중적 관광지 및 역사 유적지 지속 방문

§ 트렌드를 리딩하는 신촌/홍대 주변 등 새로운 Hot place가
주요 방문지로 부상

§ GD, 싸이, 김연아 등 한국 대표인물의 열정

§ 올리픽, 월드컵 등을 통해 표현되는 한국인의 에너지 넘치고
역동적인 개성

§ 앞선 기술력/우수한 품질의 한국 대표 상품

§ 편리하고 안전한 인프라 기반 관광 서비스

§ Popular, trendy, young, modern & tradition

§ Creative, passionate, energetic, unique, dynamic

§ Advanced, premium, quality, beauty stylish, convenient,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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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3) Consumer Benefit

Comfort & Premium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관광환경)

한국관광 자산의 주요 특징(Asset Keyword)을 소비자 관점에서 기능, 감성, 차별적
혜택으로 해석하여 4대 핵심가치로 압축할 수 있음
Asset Keyword

Diverse
(조화롭고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한
한국)

Vibrant
(지치지 않는

활력이 느껴지는
한국)

Core Value

trendy

unique

stylish

new

advanced

convenient

quality

premium

Functional Benefit

Emotional Benefit

Awakening
Sense & Emotion

(나의 감각과 감성을 깨우는 자극)

More Variety & Greater Joy
(더욱 다양하고 놀라운 즐거움)

Creative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한국)

Intriguing
(흥미를 자극하고
유발하는 한국)

Vibrant
(지치지 않는

활력이 느껴지는
한국)

variety

passionate

energetic harmonious

value-adding

popular

diverse

young

safe

convergence

beauty

thinking

entertaining

creative

fascinating

idea

Competitive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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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의 4대 핵심가치는 다양성, 활력, 창조성, 흥미 자극 및 유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한국관광 이미지를 강화하여야 함

Core Value Summary

핵심가치
(Core Value) Diverse Vibrant Creative Intriguing

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4) Core Values

Passionate

Popular

Harmonious

variety

Competitive Benefit

More Variety &
Greater Joy

…

Emotional Benefit

Awakening
Sense & Emotion

Unique

Idea

New

Trendy

…

Functional Benefit

Comfort &
Premium

Premium

Convenient

Quality

Advanced

…

소비자 혜택
(Consumer

Benefit)

한국관광 자산
(Tourism Asset)

10



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5) 포지셔닝을 위한 내외부 환경 분석 – 내부 관점

브랜드 아이덴티티 방향성 탐색

Diverse Vibrant Creative Intriguing

2006

기존자산 강조

2013

미래의지 강조

문화적 다양성과 열정적인 개성은 기본 가치로 이어가되, 창의적 문화, 흥미 자극 및 유발을
통해 한국관광을 어필하고 브랜드 신선도를 제고하여야 함

향후 한국이 가져가야 할 이미지

‘Emotional Dynamism’의 진화

??

DiverseDiverse VibrantVibrant CreativeCreative IntriguingIntriguing

한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

한국 아이덴티티의 근간

2006년 한국 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Emotional Dynam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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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일률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여행사 주도의 수동적인 여행 대비, 개인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FIT1)가 지속적으로 선호되고 있음

패키지 여행

여행사

FIT1)(개별여행)

…≠ ≠

계획
주체

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5) 포지셔닝을 위한 내외부 환경 분석 – 외부 환경 (FIT 관광객의 증대)

• 방문객 개인의 여행 니즈 반영 제한적

• 모든 여행자가 일괄적인 여행 경험

• 여행정보 입수에 있어 여행사에 의존

…

여행자A 여행자B 여행자C

• 개인의 여행 니즈를 반영한 여행 일정 설계 가능

• 당사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Customized 여행

• 지인,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여행정보 입수
가능

…≠ ≠
여행자X 여행자Y 여행자Z

1) Free Independent Travel 

<

여행
주체

12



창조관광
(Creative Tourism)

특히 여행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가며 관광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치가 진화됨에 따라
능동적 참여에 기반한 창조적 잠재력 개발을 실현하는 창조관광이 부상하고 있음

관광형태 진화1)

기
술

탈
산

업
화

사
회

네
트

워
크

사
회

문화관광
(Cultural Tourism)

대규모 관광 개발 문제점 부각
관광지의 전통문화를 배려하지 않는

패키지 관광에 대한 비판 지속

급속한 문화적 세계화로
각 지역과 도시의 경관과 문화의

동질화에 따른 문화관광 정형화 진행

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5) 포지셔닝을 위한 내외부 환경 분석 – 외부 환경 (관광 형태의 진화)

1) Tourism, Creativity and Development (2007, Richards & Wilson), ADL Analysis
Source: ‘최근 관광트렌드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May 20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Media Research, ADL Analysis

산
업

화
사

회

고객가치

기
술

소유
(Having)

경험
(Doing)

존재
(Being)

관람
(Seeing)

탈
산

업
화

사
회

외부
환경
변화

관광
특징

• 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정치 환경의 안정화

• 제트 여객기 등 혁신적 교통수단의 출현

• 대규모화된 리조트 및 테마파크 개발 등

대중관광
(Mass Tourism)

• 문화유산 보존의 강조 및 활발한 세계화

• 지역사회 참여의 지속 가능한 개발 강조

• 창조산업의 성장

• 직접 참여와 학습에 대한 수요 증가

• 해외여행의 대중화로 대규모 위락시설 중심의 패키지

투어 상품 보편화

• 랜드마크, 독특한 도시경관 감상 등 시각적 감상

중점의 관광

• 소규모 단위의 개발 지향, 지역 전통문화와 역사를

자원으로 활용

• 관광지의 문화와 역사를 관광객이 능동적으로

경험하는 관광 위주

• 무형 문화유산 체험 및 창조적 활동 참여를 통한

관광객의 Motivation 자극 및 자기계발 촉진

• 능동적 프로슈머(Prosumer)의 진정성 있는 경험 및

숙련된 소비를 통한 지식 습득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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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브랜드는 기존 문화체험 기반의 이미지에서 더 나아가, 한국만의 창조적 문화
정체성을 통한 흥미 자극과 놀라운 발견을 선사하는 관광지로 포지셔닝해 나아가야 함

관광 브랜드 포지셔닝 맵

현
대

적
인

매
력

(M
od

er
n) 홍콩

싱가포르 미래 한국
내부
관점

Diverse

Vibrant

Creative

한국관광을 대표할 4가지
핵심 가치 중 Creative하고

Intriguing한 모습 강조

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5) 포지셔닝을 위한 내외부 환경 분석 – Summary

현
대

적
인

매
력

(M
od

er
n)

전
통

적
인

매
력

(T
ra

di
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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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관광객 관점
(Experience-based)

관광지 관점
(Asset-based)

태국

대만

일본

현재 한국

중국

과거
한국외부

환경
변화

Creative

Intriguing

한국관광을 대표할 4가지
핵심 가치 중 Creative하고

Intriguing한 모습 강조

• FIT관광객이 증대됨에 따라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관광객
관점에서 매력적인 관광지로 포지셔닝
시킬 필요성 존재

•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고객들의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문화관광을
넘어 고객들이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관광 시대가 도래. 이에 맞는
체험중심의 관광지로 포지셔닝 필요

14



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6)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사람들은 오늘도 여행을 떠납니다.  각자의 상상을 품은 채..

“최신 트렌드를 경험하고 싶어요.”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여행을 떠나요.”

“선진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한국에서 발견합니다. 
선진 문화와 최신 트렌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창의적인 관점을.

그들을 한 단계 높여줄 신선한 놀라움을 체험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여행을 떠납니다.  각자의 상상을 품은 채..

“최신 트렌드를 경험하고 싶어요.”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여행을 떠나요.”

“선진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한국에서 발견합니다. 
선진 문화와 최신 트렌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창의적인 관점을.

그들을 한 단계 높여줄 신선한 놀라움을 체험합니다.

CREATIVE MOTIVATION
B   R   A   N   D I   D   E   N   T   I   T   Y

나의 감각과 안목을 높여주는 창의적 자극

사람들은 오늘도 여행을 떠납니다.  각자의 상상을 품은 채..

“최신 트렌드를 경험하고 싶어요.”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여행을 떠나요.”

“선진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한국에서 발견합니다. 
선진 문화와 최신 트렌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창의적인 관점을.

그들을 한 단계 높여줄 신선한 놀라움을 체험합니다.

15



III. 브랜드 슬로건 및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III. 브랜드 슬로건 및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1) 브랜드 슬로건 개발 – 배경

한국관광의 정체성 ‘Creative Motivation’을
어떻게 하면 여행자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관광객으로 하여금 한국의 ‘창의적 문화(Creativity)’를 통해
여행욕구를 자극(Motivation)할 수 있는 메시지 개발

슬로건 도출의 출발점

관광객으로 하여금 한국의 ‘창의적 문화(Creativity)’를 통해
여행욕구를 자극(Motivation)할 수 있는 메시지 개발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
Creative Motivation

여행욕구를 자극하는 메시지
“ _____________________”

KOREA
as

Destination

17



한국 관광 BI를 기반으로 총 5단계에 걸쳐 슬로건을 도출하였음

슬로건 도출 Process

Process

브랜드커뮤니케이션전략방향성 – 슬로건 도출

10대 주요
키워드 도출

슬로건 후보군
도출

키워드 평가

Step 1
Step 2

Step 3

최종
슬로건 후보군

도출

Step 4

슬로건
최종

슬로건 후보군
선호도 조사

Step 5

III. 브랜드 슬로건 및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1) 브랜드 슬로건 개발 – 도출 프로세스

주요
Activity

•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BI 기반

슬로건 Ideation
– 브랜드마케팅 전문가

– 관광관련 정부부처

– 국민

• 활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10대

키워드 도출

10대 주요
키워드 도출

슬로건 후보군
도출

•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

주도의 슬로건

후보군 도출

–최종 키워드 후보군

활용 슬로건 도출

1) 20개국 8,000명 참여; 2) 13개국 10,500명 참여

최종
슬로건 후보군

도출

• 최종 슬로건 키워드

도출

– 1차 글로벌 슬로건

선호도 조사1) 수행

– 1차 자문회의를 통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정성적 의견 반영

– 전문가의 슬로건

적합성 관련 의견 수렴

• 최종 키워드 기반

슬로건 후보군 도출

• 최종 슬로건

도출

최종
슬로건 후보군
선호도 조사

• 최종 슬로건 후보군

도출

– 2차 자문회의를 통한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최종 슬로건 후보군

선호도 조사

– 2차 글로벌 슬로건

선호도 조사2) 수행

• 10대 키워드 평가

– Brand Opportunity 
Model 기반 정량적

키워드 적합성 평가

– 슬로건 키워드 적합성

정성 평가를 통한

전문가 의견 반영

18



III. 브랜드 슬로건 및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1) 브랜드 슬로건 개발 – 슬로건의 의미

Imagine your Korea

이에 최종적으로 “Imagine your Korea”를 한국 관광 브랜드를 대표하는 슬로건으로 선정함

주요 경쟁국 관광 브랜드 전략방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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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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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M
od

er
n) 홍콩

싱가포르 미래 한국

상상하세요, 당신만의 대한민국

최종 슬로건

1 2

여행자 관점 BI 
해석

한국 관광자원 기반 BI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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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관점
(Experience-based)

관광지 관점
(Asset-based)

태국

대만

일본

현재 한국

중국

과거
한국

1

2

•영화/드라마 속 장면들이 현실이 되는 한국
•평범한 활동들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는
한국

•전통적인 문화유산부터 활기찬 명동의
쇼핑거리까지 무한한 즐길거리로 가득한 한국

•FIT 관광객의 증대에 발맞춰 관광객 관점에서
매력적인 관광지로 변화하는 한국

•고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가득한 관광 선진국 한국

•다변화되는 관광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한국

19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무한한 매력으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곳, 

한국.

당신만의 한국을 상상해 보세요.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체험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Meaning StatementMeaning Statement

Imagine your Korea
상상하세요, 당신만의 대한민국

III. 브랜드 슬로건 및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1) 브랜드 슬로건 개발 – 슬로건의 의미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무한한 매력으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곳, 

한국.

당신만의 한국을 상상해 보세요.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체험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무한한 매력으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곳, 

한국.

당신만의 한국을 상상해 보세요.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체험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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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브랜드 슬로건 및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2)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 디자인 스토리

A creative & intriguing destination
지금 세계인들의 인식 속에 한국은 다양한 상상이 실현 되는 나라, 새로운 가치가 시작되는 나라, 그리고 창의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새로운 관광 브랜드 디자인에서 담고자 한 것 역시 변화된 한국의 모습입니다.

Full of life & diversity
본 디자인에서 사용된 현대적인 캘리그래피는 전통적인 캘리그래피와 달리 활력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강한 필체를 활용하여 역동적인 모습을 전달하였고, 한복의 선에 색동을 더하여 한국의 상징성을 표현했습니다.

색동에 사용된 여러 가지 색깔은 우리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상징합니다.

Welcoming tourists from all over the globe
또한, 두 팔을 벌려 세계인의 방문을 환영하는 모습으로 형상화한 이니셜 ‘K’를 통해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

K’는 ‘K-Pop, K-Culture’ 의 성공으로 이미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이니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관광 브랜드 디자인은, 변화된 한국의 모습을 세계인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21



III. 브랜드 슬로건 및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2)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 디자인 세부 의미

Imagine your 로고타입 :
개성있는 Korea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안정감있고 심플하게

표현

Korea 로고타입 : 전통의기법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활력과 생동감이

느껴지는

캘리그라피로상상력을자극하고,
o자의형태는상모돌리기를모티프로하여
상상의에너지가끊임없이나오는모습을

상징적으로표현

K 로고타입 :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현대의 K culture 등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K를 강조하면서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모습으로표현

색상 : 한국의대표적인색상조합인색동을포인트로
활용하여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상징하고,
이를돋보이게하는감청색을조화시켜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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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실행 전략



커뮤니케이커뮤니케이
션션 메세지메세지

IV.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실행 전략
1)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 마라톤, 식사 등 일반적인 활동도 한국에서는
여행자의 기대 이상의 경험 (pleasantly 
surprising)을 제공하는 신선하고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 일반적인 타겟 오디언스의 여행 동기와 능동적
참여와 여행을 통해 개인의 창조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여행 형태의 특징을 반영, 자기
충족적 (self-fulfillment)인 의미성 또한 반영되어야
합니다. 

• 글로벌 핵심 관광 트렌드를 분석해 볼 때, 
정형화된 관광 활동을 넘어서 트렌디한 콘텐츠
중심의 체험적 여행에 대한 니즈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 관광의 타겟 오디언스의
관여 (Engaging) 의지를 자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1,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관광국인 한국은 사시사철 다양한 매력으로 관광객을 사로잡습니다.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당신이 원하는 색다르고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한국은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기대 이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상상하세요, 당신만의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Tone & Manner

한국 관광의 타겟 오디언스의 관여의지
자극 Engaging

기대 이상의 경험 제공
Pleasantly Surprising

자기 충족적 여행 행태 반영
Self-fulfilling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 글로벌 핵심 관광 트렌드를 분석해 볼 때, 
정형화된 관광 활동을 넘어서 트렌디한 콘텐츠
중심의 체험적 여행에 대한 니즈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 관광의 타겟 오디언스의
관여 (Engaging) 의지를 자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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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e your Korea
상상하세요. 당신만의 한국! 

[커뮤니케이션 메세
지] 

전 세계 1,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관광국인 한국은 사시사철 다양한 매력으로 관광객을 사
로잡습니다.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당신이 원하는 색다르고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한국은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기대 이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상상하세요, 당신만의 한국! 

IV.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실행 전략
2) Reasons To Believe

K-WAVE

K-POP,
K-DRAMA,

K-MOVIE 등
독창적인 한국만의

콘텐츠

K-PLACE

현대적 감각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만의

신선한 명소

K-FOOD

사계절 다양한 식재료와
색다른 요리법으로

즐기는 독특한 먹거리

K-SPIRIT

한국과 한국인을
규정짓는

무한한 창의성과 열정

K-STYLE

트렌드헌터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세련되고 특별한
라이프스타일

전 세계 1,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관광국인 한국은 사시사철 다양한 매력으로 관광객을 사
로잡습니다.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당신이 원하는 색다르고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한국은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기대 이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상상하세요, 당신만의 한국! 

[Reasons to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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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국관광 브랜드 플랫폼



V. 한국관광 브랜드 플랫폼
한국관광 브랜드 플랫폼

Creative Motivation
나의 감각과 안목을 높여주는 창의적 자극

Creative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한국

Diverse
조화롭고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한
한국

Intriguing
흥미를 자극하고
유발하는 한국

Vibrant
지치지 않는

활력이 느껴지는
한국

Brand Identity

Core Values

내부 속성
한국관광 브랜드를
구성하는 요소들로
모든 활동의 근간을

이룸
Diverse

조화롭고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한

한국

Vibrant
지치지 않는

활력이 느껴지는
한국

K-WAVE, K-PLACE, K-FOOD, K-SPIRIT, K-STYLE

전 세계 1,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관광국인 한국은 사시사철
다양한 매력으로 관광객을 사로잡습니다.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당신이 원하는 색다르고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한국은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기대 이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상상하세요, 당신만의 대한민국

Key message
(Communication message)

Slogan/Visual Identity

RTB*
*Reasons To Believe

외부 속성
한국관광 브랜드를

관광객들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속성

Tone & Manner
Engaging

방한객들의 관여의지
자극

Pleasantly Surprising
기대 이상의 경험 제공

Self-fulfilling
자아 실현적 욕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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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관광 브랜드 리뉴얼의 필요성



I. 한국관광 브랜드 리뉴얼의 필요성
1) 방한객들의 방문동기 변화

• 한국관광에 대한 특별한 목적이나 선호
활동 없이 방문하는 관광객 크게 감소‒ 내한결정 시 가까운 거리, 경제적인

여행비용을 고려하는 관광객 연간 -10% 
이상 감소

• 전통적인 관광 Attraction을 고려하는
관광객 규모는 꾸준히 유지‒ 역사문화유적, 자연풍경, 휴양휴식 등을

고려하는 관광객은 연간 ±5% 내외 변화

• 세련되고 트렌디한 문화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 세련된 문화, 음식, 쇼핑 등 현대적

도시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 2012년 기준 방문 동기 1~2위

관광목적지로서 한국은 근거리 중심의 편의적 관광지에서 ‘Destination of Choice’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음

한국여행 선택 시 방문동기 요인

1

Key Findings
(단위: %)

45.4

24.9
16.9

11.5
경제적인 여행비용

가까운 거리

20122007
CAGR1)

-14.3%

-17.9%
1

• 한국관광에 대한 특별한 목적이나 선호
활동 없이 방문하는 관광객 크게 감소‒ 내한결정 시 가까운 거리, 경제적인

여행비용을 고려하는 관광객 연간 -10% 
이상 감소

• 전통적인 관광 Attraction을 고려하는
관광객 규모는 꾸준히 유지‒ 역사문화유적, 자연풍경, 휴양휴식 등을

고려하는 관광객은 연간 ±5% 내외 변화

• 세련되고 트렌디한 문화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 세련된 문화, 음식, 쇼핑 등 현대적

도시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 2012년 기준 방문 동기 1~2위

2

1) 2007-2012 연평균 성장률; 
Source: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보고서 2007~ 2012; Note: 2006년은 동일 조사 항목이 없어 2007년 기준으로 비교함

3

12.5

22.9

25.2

12.8

10.6

41.7

41.5

8.1

21.5

32.1

17.6

11.1

44.3

66.0

자연풍경

역사문화유적

유흥/놀이시설

쇼핑

음식미식탐방

세련된문화

휴양휴식

-8.3%

-1.3%

5.0%

6.6%

0.9%

1.2%

9.7%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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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객의 한국 방문 주요 동기1)

21.6% 21%
19.8% 19.6%

17.6%
16.7%

한국 드라마/영화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국
드라마/영화로 인한 관심이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주요 이유로 자리매김 함

I. 한국관광 브랜드 리뉴얼의 필요성
1) 방한객들의 방문동기 변화(계속)

• 2003년 국내 방영이래
10년 동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전세계
90여개 국 수출

• 2006년 이란
국영방송국에서 방영된
대장금은 57%에 달하는
놀라운 시청률 기록 수립

• 누적 수익액 220억원 창출
• 한국음식 홍보, 관련

콘텐츠 수출 등 생산 유발
효과는 1,100억원으로
추산

주요 한류 드라마 성과

이전
한국방문
경험 후
한국이

좋아져서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고

관심이
생겨서

한국의
대중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동반자가
원해서

한국관광
관련

광고/홍보물
을 보고

한국관광
관련 기사를

보고

1) 1순위 및 2순위 결과 포함; n=3,148
Source: 2013 한국관광 브랜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효과조사 보고서 (한국관광공사, 2014)

• 2003년 국내 방영이래
10년 동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전세계
90여개 국 수출

• 2006년 이란
국영방송국에서 방영된
대장금은 57%에 달하는
놀라운 시청률 기록 수립

• 누적 수익액 220억원 창출
• 한국음식 홍보, 관련

콘텐츠 수출 등 생산 유발
효과는 1,100억원으로
추산

• 2009년 방영 당시, 한국
방송 후 3~4일 만에
20개국어가 넘는 자막이
달리는 등 전세계적으로
관심

• 아시아 11개국 수출
• 수출 수익액 75억원 창출

Source: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문화홍보원 ‘한류, K-Pop에서 K-Culture로’

대장금

꽃보다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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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관광 브랜드 리뉴얼의 필요성
2) 방한객들의 관광활동 변화

• 정형화된 관광지 방문 활동 참여 상대적
감소‒ 유명한 관광지는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관광수요의 성장은 새로운 관광형태 요구

• 뷰티/미용 콘텐츠의 관광수요 시작‒ 과거 외래객 참여가 거의 없던 의료관광, 
온천스파 콘텐츠가 개발되면서 급속 성장
중

• 관광지 방문이 아닌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수요 증가‒ 쇼핑, 식도락관광, 휴양휴식 등 장소중심이

아닌 관광 활동 증가

내한 관광객 주요 참여활동

(단위: %)

Inbound 고객들은 기존의 전형적인 관광지 방문 중심에서 벗어나 다각화, 일상화된 관광
콘텐츠를 접하고 있음

1
관광지방문관광지방문

뷰티/치료뷰티/치료

CAGR1)

56.7%

-5.2%
50.4%48.3%59.3%56.1% 40.7%38.5%52.9%

Key Findings
’06 ’07 ’08 ’09 ’10 ’11 ’12

1

2

• 정형화된 관광지 방문 활동 참여 상대적
감소‒ 유명한 관광지는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관광수요의 성장은 새로운 관광형태 요구

• 뷰티/미용 콘텐츠의 관광수요 시작‒ 과거 외래객 참여가 거의 없던 의료관광, 
온천스파 콘텐츠가 개발되면서 급속 성장
중

• 관광지 방문이 아닌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수요 증가‒ 쇼핑, 식도락관광, 휴양휴식 등 장소중심이

아닌 관광 활동 증가

2

1) 2006-2012 연평균 성장률; 
Source: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보고서 2006~ 2012

3

뷰티/치료뷰티/치료

온천/스파온천/스파

쇼핑쇼핑

11.5%

23.6%

3.7%

56.7%

48.4%46.1%38.5%39.8%33.3%33.2%38.9%
식도락 관광식도락 관광

58.9% 65.5% 57.1% 69.9%60.9% 72.8%62.5%

8.7% 7.1%3.8%4.5%3.5%3.7% 4.3%

7.9%6.3%0.4%0.5% 7.9% 7.4%9.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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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방한객 중 한류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한류체험장소가 인기를 얻고 있
음. 특히,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은 일본, 중화권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류 콘텐츠 상품을 선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인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4대 인바운드 시장별 문화체험관광 콘텐츠 유형별 상품성 평가

관광키워
드

일본 중국 동남아

콘텐츠

- 한류드라마 촬영지
투어
- 공연, K-Pop 콘서트
- 문화유적지 탐방
- 전통문화 체험

- 한류드라마 촬영지
투어
- 공연, K-Pop 콘서트

- 리얼 버라이어티
오락프로그램 체험
투어
- 공연, K-Pop 콘서트Source: 한국문화와 관광 2012, 고정민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소장

[국가별 수요를 겨냥한 한류콘텐츠 개발]

홍대놀이터, ‘신사의 품격’ 놀이터N서울타워 포토존, ‘우리결혼했어요’

[외국인 대상 주요 한류 체험 장소]

I. 한국관광 브랜드 리뉴얼의 필요성
2) 방한객들의 관광활동 변화(계속)

3.9 4 4.2
3.43.3

3.8 3.7

2.9
3.5

2.9
3.4

4.1

0

1

2

3

4

5

일본 중화권 동남아 구미주

대중문화

최신유행문화

전통문화

4대 인바운드 시장별 문화체험관광 콘텐츠 유형별 상품성 평가

Source: 인바운드 관광진흥을 위한 문화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2012)

• 대중문화: 드라마/영화 체험, K-Pop 노래/댄스 배우기
• 최신유행문화: 메이크업/헤어스타일링, 화장품 제조 체험, 패션모델체험, 

IT 체험
• 전통문화: 음식만들기, 전통음악/악기, 한복 체험, 한방 의료 체험, 템플스

테이 체험

홍대놀이터, ‘신사의 품격’ 놀이터N서울타워 포토존, ‘우리결혼했어요’

동작노을카페, 드라마 ‘보고싶다’ 서울풍물시장, 런닝맨 촬영

“최근 서울을 가면 한류관광 스탬프 투어라는 게 있는데, 한
국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주요 장소들을 데려
가 줘요.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이어서 너무 재미있었어
요.”

-중국인 관광객 인터뷰 中-

Source: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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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Image 2006

Korea

음식이 마음에 든다

평범한 관광지이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2013
세련된 문화의 중심이 되는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드라마의 배경

한국 관광에 대한 이미지 또한 평범한, 친근한 이미지에서 문화를 선도하는, 세련된, 창의적 이

미지가 높게 나타남

I. 한국관광 브랜드 리뉴얼의 필요성
3)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Functional Image

Emotional Image
2006

친근한

재미있는

2013

낭만적이다/로맨틱하다

독특하다/신선하다/창의적이다

따듯하다/친절하다

다양하다 다채롭다

*Source: 한국관광 브랜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조사 보
고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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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1)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프로세스

관광지가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기반의 Place Brand Management Tool을 활용하여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도출하였음

Place Brand Management Tool :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Framework1)

콘텐츠

역사

A

B Functional 
Benefit

External
Positioning

Internal
Positioning

I

1) Destination Brands: Managing Place Reputation(March 2011, Nigel Morgan/Annette Pritchard/Roger Pride)의 Framework 수정 보완

역사

장소

사람

C

D

상품/서비스
E

Brand
IdentityCore Values

Functional 
Benefit

Emotional
Benefit

Competitive
Benefit

11 Tourism AssetTourism Asset 22 Consumer BenefitConsumer Benefit 33 Core ValuesCore Values 44 Brand PositioningBrand Positioning

II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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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커뮤니케이션전략방향성 – 브랜드 아이덴티티 도출

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2) 관광 자산 분석 - 콘텐츠

콘텐츠 관점에서 한국관광 자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음

• 한류 콘텐츠의 확산을 통한 한국관광의 매력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 한류 콘텐츠는 양적 확대에 기반하여 그 장르가 다양해지고… 

• 질적 성장을 통한 콘텐츠 수준도 향상되고 있으며…

• 기존 관광자산은 한류 콘텐츠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관광자산으로 거듭나… 

• 한류 콘텐츠의 확산에 힘입어 한국관광 매력으로 전달되고 있음

Fascinating

Diverse, Variety

Premium

Unique, New

Trendy, Enter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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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2) 관광 자산 분석 – 역사

역사 관점에서 한국관광 자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음

• 한국의 역사적 자산은 자원보다는 문화적 발전에 기반한
창의적인 생각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만들어 낸 자산으로…

• 현재에도 발전, 계승되어
새롭고 독특한 한국만의 고유 현대문화로 재 탄생되어…

• 전통과 현대 자산이 공존하는 관광 매력의 바탕을 제공하였음

Creative, Thinking, Idea

Convergence, Value-adding

Harmon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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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관점에서 한국관광 자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음

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2) 관광 자산 분석 – 장소

• 대중적 관광지 및 역사 유적지는 지속적으로 방문객에게
인기 있는 방문지이며…

• 최근 한류의 영향력 증대로 트렌드를 리딩하는 신촌/홍대 주변 등
새로운 Hot place가 주요 방문지로 부상하고 있어…

• 한국은 전통과 현대적인 매력을 동시에 보유한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음

Popular

Trendy, Young

Harmon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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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관점에서 한국관광 자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음

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2) 관광 자산 분석 – 사람

• 한류 콘텐츠를 창조해 나가는 유명 연예인들과…

•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 대표인물들을 통해…

• 독특한 한국만의 개성이 전달되어 한국 방문을 유도하고 있음

Creative

Passionate, Energetic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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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 관점에서 한국관광 자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음

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2) 관광 자산 분석 – 상품/서비스

•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은 앞선 기술력 또는 우수한 품질로
주요 방한 요인인 쇼핑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 특히, 뷰티/패션 분야의 구매 품목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한국은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 인프라를 보유하여
방한객 대상 만족도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Advanced, Quality

Beauty, Stylish

Convenient,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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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역사, 장소, 사람 및 상품/서비스 5가지 관점에서 한국이 관광지로서 가지는 자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Asset Keyword를 도출하였음

콘텐츠

역사

주요 내용 Asset Keyword구분

A

B

§ 한류 확산으로 한국관광 매력이 효과적으로 전달

§ 기존 관광자산은 한류 콘텐츠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관광자산으로 개발

§ 문화적 발전에 기반한 창의적인 생각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만들어 낸 역사적 자산 위주

§ 역사적 자산과의 융합을 통한 새롭고 독특한 한국만의 고유
현대문화로 재 탄생

§ Fascinating, diverse, variety, premium, unique, new, 
creative, trendy, entertaining

§ Creative, thinking, idea, convergence, value-adding, 
harmonious, 

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2) 관광 자산 분석 – Summary

역사

장소

사람

상품/서비스

C

D

E

§ 문화적 발전에 기반한 창의적인 생각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만들어 낸 역사적 자산 위주

§ 역사적 자산과의 융합을 통한 새롭고 독특한 한국만의 고유
현대문화로 재 탄생

§ 방한객의 대중적 관광지 및 역사 유적지 지속 방문

§ 트렌드를 리딩하는 신촌/홍대 주변 등 새로운 Hot place가
주요 방문지로 부상

§ GD, 싸이, 김연아 등 한국 대표인물의 열정

§ 올리픽, 월드컵 등을 통해 표현되는 한국인의 에너지 넘치고
역동적인 개성

§ 앞선 기술력/우수한 품질의 한국 대표 상품

§ 편리하고 안전한 인프라 기반 관광 서비스

§ Popular, trendy, young, modern & tradition

§ Creative, passionate, energetic, unique, dynamic

§ Advanced, premium, quality, beauty stylish, convenient, 
safe

42



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3) Consumer Benefit – Summary

Comfort & Premium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관광환경)

한국관광 자산의 주요 특징(Asset Keyword)을 소비자 관점에서 기능, 감성, 차별적
혜택으로 해석하여 4대 핵심가치로 압축할 수 있음
Asset Keyword

Diverse
(조화롭고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한
한국)

Vibrant
(지치지 않는

활력이 느껴지는
한국)

Core Value

trendy

unique

stylish

new

advanced

convenient

quality

premium

Functional Benefit

Emotional Benefit

Awakening
Sense & Emotion

(나의 감각과 감성을 깨우는 자극)

More Variety & Greater Joy
(더욱 다양하고 놀라운 즐거움)

Creative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한국)

Intriguing
(흥미를 자극하고
유발하는 한국)

Vibrant
(지치지 않는

활력이 느껴지는
한국)

variety

passionate

energetic harmonious

value-adding

popular

diverse

young

safe

convergence

beauty

thinking

entertaining

creative

fascinating

idea

Competitive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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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의 4대 핵심가치는 다양성, 활력, 창조성, 흥미 자극 및 유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한국관광 이미지를 강화하여야 함

Core Value Summary

핵심가치
(Core Value) Diverse Vibrant Creative Intriguing

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4) Core Values – Summary

Passionate

Popular

Harmonious

variety

Competitive Benefit

More Variety &
Greater Joy

…

Emotional Benefit

Awakening
Sense & Emotion

Unique

Idea

New

Trendy

…

Functional Benefit

Comfort &
Premium

Premium

Convenient

Quality

Advanced

…

소비자 혜택
(Consumer

Benefit)

한국관광 자산
(Tourism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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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5) 포지셔닝을 위한 내외부 환경 분석– 내부 관점

브랜드 아이덴티티 방향성 탐색

Diverse Vibrant Creative Intriguing

2006

기존자산 강조

2013

미래의지 강조

문화적 다양성과 열정적인 개성은 기본 가치로 이어가되, 창의적 문화, 흥미 자극 및 유발을
통해 한국관광을 어필하고 브랜드 신선도를 제고하여야 함

향후 한국이 가져가야 할 이미지

‘Emotional Dynamism’의 진화

??

DiverseDiverse VibrantVibrant CreativeCreative IntriguingIntriguing

한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

한국 아이덴티티의 근간

2006년 한국 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Emotional Dynam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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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일률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여행사 주도의 수동적인 여행 대비, 개인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FIT1)가 지속적으로 선호되고 있음

패키지 여행

여행사

FIT1)(개별여행)

…≠ ≠

계획
주체

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5) 포지셔닝을 위한 내외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FIT 관광객의 증대)

• 방문객 개인의 여행 니즈 반영 제한적

• 모든 여행자가 일괄적인 여행 경험

• 여행정보 입수에 있어 여행사에 의존

…

여행자A 여행자B 여행자C

• 개인의 여행 니즈를 반영한 여행 일정 설계 가능

• 당사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Customized 여행

• 지인,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여행정보 입수
가능

…≠ ≠
여행자X 여행자Y 여행자Z

1) Free Independent Travel 

<

여행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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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관광
(Creative Tourism)

특히 여행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가며 관광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치가 진화됨에 따라
능동적 참여에 기반한 창조적 잠재력 개발을 실현하는 창조관광이 부상하고 있음

관광형태 진화1)

기
술

탈
산

업
화

사
회

네
트

워
크

사
회

문화관광
(Cultural Tourism)

대규모 관광 개발 문제점 부각
관광지의 전통문화를 배려하지 않는

패키지 관광에 대한 비판 지속

급속한 문화적 세계화로
각 지역과 도시의 경관과 문화의

동질화에 따른 문화관광 정형화 진행

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5) 포지셔닝을 위한 내외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관광 형태의 진화)

1) Tourism, Creativity and Development (2007, Richards & Wilson), ADL Analysis
Source: ‘최근 관광트렌드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May 20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Media Research, ADL Analysis

산
업

화
사

회

고객가치

기
술

소유
(Having)

경험
(Doing)

존재
(Being)

관람
(Seeing)

탈
산

업
화

사
회

외부
환경
변화

관광
특징

• 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정치 환경의 안정화

• 제트 여객기 등 혁신적 교통수단의 출현

• 대규모화된 리조트 및 테마파크 개발 등

대중관광
(Mass Tourism)

• 문화유산 보존의 강조 및 활발한 세계화

• 지역사회 참여의 지속 가능한 개발 강조

• 창조산업의 성장

• 직접 참여와 학습에 대한 수요 증가

• 해외여행의 대중화로 대규모 위락시설 중심의 패키지

투어 상품 보편화

• 랜드마크, 독특한 도시경관 감상 등 시각적 감상

중점의 관광

• 소규모 단위의 개발 지향, 지역 전통문화와 역사를

자원으로 활용

• 관광지의 문화와 역사를 관광객이 능동적으로

경험하는 관광 위주

• 무형 문화유산 체험 및 창조적 활동 참여를 통한

관광객의 Motivation 자극 및 자기계발 촉진

• 능동적 프로슈머(Prosumer)의 진정성 있는 경험 및

숙련된 소비를 통한 지식 습득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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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브랜드는 기존 문화체험 기반의 이미지에서 더 나아가, 한국만의 창조적 문화
정체성을 통한 흥미 자극과 놀라운 발견을 선사하는 관광지로 포지셔닝해 나아가야 함

관광 브랜드 포지셔닝 맵

현
대

적
인

매
력

(M
od

er
n) 홍콩

싱가포르 미래 한국
내부
관점

Diverse

Vibrant

Creative

한국관광을 대표할 4가지
핵심 가치 중 Creative하고

Intriguing한 모습 강조

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5) 포지셔닝을 위한 내외부 환경 분석 – Summary

현
대

적
인

매
력

(M
od

er
n)

전
통

적
인

매
력

(T
ra

di
tio

na
l)

관광객 관점
(Experience-based)

관광지 관점
(Asset-based)

태국

대만

일본

현재 한국

중국

과거
한국외부

환경
변화

Creative

Intriguing

한국관광을 대표할 4가지
핵심 가치 중 Creative하고

Intriguing한 모습 강조

• FIT관광객이 증대됨에 따라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관광객
관점에서 매력적인 관광지로 포지셔닝
시킬 필요성 존재

•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고객들의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문화관광을
넘어 고객들이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관광 시대가 도래. 이에 맞는
체험중심의 관광지로 포지셔닝 필요

48



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6)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사람들은 오늘도 여행을 떠납니다.

각자의 상상을 품은 채..

“최신 트렌드를
경험하고 싶어요.”

“최신 트렌드를
경험하고 싶어요.”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여행을 떠나요.”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여행을 떠나요.”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여행을 떠나요.”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여행을 떠나요.”

“선진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요.”

“선진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몰랐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몰랐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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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한국에서 발견합니다. 
선진 문화와 최신 트렌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창의적인 관점을.

사람들은 한국에서 발견합니다. 
선진 문화와 최신 트렌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창의적인 관점을.

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6)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 브랜드 스토리

그들을 한 단계 높여줄 신선한 놀라움을 체험합
니다

사람들은 한국에서 발견합니다. 
선진 문화와 최신 트렌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창의적인 관점을.

사람들은 한국에서 발견합니다. 
선진 문화와 최신 트렌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창의적인 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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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MOTIVATION
B   R   A   N   D I   D   E   N   T   I   T   Y

II. 한국관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6)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CREATIVE MOTIVATION
나의 감각과 안목을 높여주는 창의적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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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V.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실행 전략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이미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K-POP과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드라마, 영화, 공연 그리고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게임과 웹툰 같은 다양한 매력요소들은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준다.

① K-WAVE

K-WAVE  세부 스토리 라인

IV.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실행 전략
2) Reasons To Believe – K-WAVE

• 세계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 K-Wave의 본고장, 한국
•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하고 독창적인 K-Wave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한국 여행

K-Wave는 세계인들의 감성을 신선하게 자극하며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만의 독특한 창의성과 세련된 감각 그리고 첨단 IT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K-Pop, K-Drama, K-
Movie, 공연, 온라인 게임으로 K-Wave의 내용은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DDP나 G-STAR ZONE 같은 K-POP 체험관에서 유튜브 20억 뷰의
주인공인 싸이의 홀로그램 콘서트를 포함해, K-POP스타들의 숨겨진 이야기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인기 드라마 속에서 만났던 독특하고 새로운 공간을 나만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은 다른 나라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새롭고 독창적인 K-Wave를
직접 체험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게 될 것이다.

• 세계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 K-Wave의 본고장, 한국
•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하고 독창적인 K-Wave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한국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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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사철 변화무쌍한 자연 환경, 세계적인 건축가의 최첨단 작품, 고즈넉한 산사와 왕궁이 본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되며 공존하는 곳. 전혀 다른 개성을 지닌 장소가 오묘한 조화를 이루는
한국은 새로움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② K-PLACE 

K-PLACE  세부 스토리 라인

•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과 전통적이고 이국적인 공간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 한국
• 각기 다른 개성을 지난 장소가 조화를 이루며, 이색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주는 한국 여행

IV.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실행 전략
2) Reasons To Believe – K-PLACE

한국은 세계적인 건축가의 최첨단 건축물과 현대적인 매력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오랜 전통을 지닌
장소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도시적이고 세련된 감각으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활기찬 모습은 방문하는 이들에게 에너지와 열정을
전이시킨다. 

수도 서울에 자리잡고 있는 창덕궁에서는 달빛과 산책하며 600년 전 조선 시대의 왕과 왕비의 이야기를
현실에서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다. 전통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한옥 부틱 호텔에서는 귀족처럼
우아하고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다. 

잠시 시간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게 해주는 산사의 템플 스테이는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롭고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과 전통적이고 이국적인 공간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 한국
• 각기 다른 개성을 지난 장소가 조화를 이루며, 이색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주는 한국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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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K-FOOD는 한반도의 자연이 키운 다양하고 건강한 식 재료와 독창적인 조리법, 그리고 기다림의
여유가 완성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식을 새롭게 해석한 모던 한식은 음식을 맛보는 이의 입 맛과
건강 뿐 아니라 눈으로 음식을 맛 보는 즐거움까지 전해준다. 

③ K-FOOD 

K-FOOD 세부 스토리 라인

• 한국이 추구하는 조화와 균형, 건강과 삶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한국의 K-Food 
• 다채롭고 풍부한 K-Food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한국 여행

IV.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실행 전략
2) Reasons To Believe – K-FOOD

한국은 뚜렷한 사계절의 기후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일년 내내 건강에 좋은 신선한 음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풍부한 영양의 땅이다. K-Food를 음미하는 순간, 한국이 추구하는 조화와 균형, 건강과 즐거움의
삶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비빔밥, 불고기, 김치 등 대표적인 K-Food의 원조 맛집 뿐 아니라, 명동과 인사동
곳곳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신선한 감각의 길거리 음식을 편안하게 맛볼 수 있다. 

한국의 신세대 셰프에 의해 창의적으로 재해석된 모던 한식은 K푸드의 전통적인 맛 뿐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K푸드의 다양한 매력을 전해준다.  

한국 여행은 다채롭고 풍부한 맛과 끊임없이 매력을 발산하는 한식을 본고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다. 

• 한국이 추구하는 조화와 균형, 건강과 삶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한국의 K-Food 
• 다채롭고 풍부한 K-Food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한국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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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문자인 한글, 또 그 한글을 창의적으로 해석한 디자인. 온 국민이 한 자리에 모여
붉은 악마가 되는 응원 현장. 창의력과 열정은 한국과 한국인의 정신을 규정짓는 대표적인 키워드다. 한국
여행은 이러한 한국인의 독창성과 열정을 가장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④ K-SPIRIT

K-SPIRIT 세부 스토리 라인

• 한글에서부터 첨단 디지털 기기까지 이어져 온 한국인 특유의 창의성과 혁신성
• 수십 만명의 응원객이 한 데 모여 품는 열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한국 여행

IV.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실행 전략
2) Reasons To Believe – K-SPIRIT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로 꼽히는 한글은 한국인의 오랜
독창적인 정신의 결과물이다.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한국인 특유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
방식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모으며 출시되는 첨단 디지털 기기에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한국은 또한 뜨거운 열정의 나라이기도 하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대회 마다 수십 만 명이 한 곳에
모여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놀이는 방문객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모습이기도 하다. 

어느 순간 그 열정의 문화 가운데서 친구들과 얼싸 안고 승리를 응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된 마음으로 승리를 외치는 것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 한글에서부터 첨단 디지털 기기까지 이어져 온 한국인 특유의 창의성과 혁신성
• 수십 만명의 응원객이 한 데 모여 품는 열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한국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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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은 글로벌 트렌드 세터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명동의 백화점, 가로수 길과
서울의 곳곳에 있는 편집샵과 디자이너 브랜드샵은 패션 리더의 방문 코스가 되고 있다. 한국의 거리
곳곳에서는 세련되고 트렌디한 한국인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즐비하다. 

⑤ K-STYLE 

K-STYLE 세부 스토리 라인

• 전 세계 트렌드와 스타일의 중심지로 부상한 한국
• 끊임없이 트렌드가 재창조되며 방문객들을 트렌드 세터로 변모시키는 한국

IV.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실행 전략
2) Reasons To Believe – K-STYLE

한국은 전 세계 트렌드와 스타일의 허브로 전 세계의 트렌드 세터의 관심을 한 눈에 받고 있다. 

명동의 코스메 로드에서 동대문 패션 타운, 가로수길의 편집샵과 신진 디자이너의 부틱샵은 트렌드를

동경하는 패션 피플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끊임없이 트렌드가 재창조되고 진화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쇼핑을 마치고 한가롭게

테라스에 앉아 즐기는 차 한 잔의 여유와 피로를 풀어주는 스파 샵, 한국의 패션 피플을 만날 수 있는

강남과 이태원의 라운지 바, 휴일 정오에 느긋하게 즐기는 브런치, 한국에서는 즐기는 색다른 라이프

스타일 체험은 한국을 찾는 모든 이를 패션 피플이자 트렌드 세터로 변모시킨다. 

• 전 세계 트렌드와 스타일의 중심지로 부상한 한국
• 끊임없이 트렌드가 재창조되며 방문객들을 트렌드 세터로 변모시키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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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

• 한국은 지난 8년 사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김연아, 싸이와 같은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아모레퍼시픽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였습니다. 

• 불과 8년전만 해도 평번한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었던 한국은 이제 관광객들에게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트렌디한’, ‘창의적인’관광지로
변화하였습니다. 

• 새로운 한국관광 브랜드는 한국의 변화한 모습을
관광객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한국
정부의 창조경제를 실현시킬 창조산업 중 하나인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Q1. 한국관광 브랜드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한국은 지난 8년 사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김연아, 싸이와 같은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아모레퍼시픽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였습니다. 

• 불과 8년전만 해도 평번한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었던 한국은 이제 관광객들에게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트렌디한’, ‘창의적인’관광지로
변화하였습니다. 

• 새로운 한국관광 브랜드는 한국의 변화한 모습을
관광객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한국
정부의 창조경제를 실현시킬 창조산업 중 하나인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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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새롭게 개발된 슬로건인
‘Imagine your Korea’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K-pop, K-food, K-drama… 음식에서부터 음악, 
드라마, 영화, 패션까지 이제 한국은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국가가 아닌 새로운 문화와 콘텐츠를
창조해내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Imagine your Korea는 무한한 매력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한국의
모습을 표현한 슬로건입니다. 

• ‘당신만의 한국을 상상해 보세요’라는 표현은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놀라움을 경험하도록
해주겠다는 우리의 약속이자 다짐입니다. 

Q2. 새롭게 개발된 슬로건인
‘Imagine your Korea’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K-pop, K-food, K-drama… 음식에서부터 음악, 
드라마, 영화, 패션까지 이제 한국은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국가가 아닌 새로운 문화와 콘텐츠를
창조해내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Imagine your Korea는 무한한 매력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한국의
모습을 표현한 슬로건입니다. 

• ‘당신만의 한국을 상상해 보세요’라는 표현은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놀라움을 경험하도록
해주겠다는 우리의 약속이자 다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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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국은 방한객 1,000만 명의 시대를 넘어
관광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관관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단순히 양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찾는 관광목적, 방문동기 등
근본적인 이유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 새롭게 개발된 한국관광브랜드는 한국의 변화한
모습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도 매력적인 관광지로
관광객들의 인식 속에 각인되고 위해 필요한
속성들을 담았습니다. 

• 새로운 한국관광 브랜드는 관광객들이
한국으로부터 기대하는 이미지를 충족시켜
창조경제의 집중 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3. 한국관광 브랜드를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이제 한국은 방한객 1,000만 명의 시대를 넘어
관광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관관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단순히 양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찾는 관광목적, 방문동기 등
근본적인 이유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 새롭게 개발된 한국관광브랜드는 한국의 변화한
모습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도 매력적인 관광지로
관광객들의 인식 속에 각인되고 위해 필요한
속성들을 담았습니다. 

• 새로운 한국관광 브랜드는 관광객들이
한국으로부터 기대하는 이미지를 충족시켜
창조경제의 집중 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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