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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시의 슬로건, 잘 아시겠습니까
도시도 마케팅의 대상이 된 시대다. 다른 장소와 차별화되는 개성과 특징을 나타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인지도와 홍보 효과를 높이고 좋은 이미지를 선점해 더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한 도시를 짧고 압축적인 말로 표현한 슬로건 역시 이러한 연유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국내 도시들이 내놓은 슬로건은 대부분 강렬한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도시 슬로건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살펴봤다.  글 박상현 기자 

도시 슬로건은 ‘브랜드’의 일환으로 제작된다. 일반적으로 도시 브랜드는 “특정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 역사, 문화, 행정 서비스 등을 다른 곳과 확연히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

칭, 상징물, 디자인” 등을 말한다. 도시를 대표하는 심벌마크와 슬로건은 모두 브랜드의 일

부다. 세계적으로는 1970년대 쇠퇴일로를 걷기 시작한 공업 도시들이 변화를 모색하는 과

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 도시 슬로건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2000년대 초반이다. 서울시는 2002년 10

월 새로운 슬로건인 ‘하이 서울’(Hi Seoul)을 공개했다. 이듬해에는 전통과 현대, 세대와 계

층을 아우르는 ‘하이 서울 축제’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2006년에는 ‘아시아의 영혼’을 의미

하는 ‘솔 오브 아시아’(Soul of Asia)를 ‘하이 서울’의 서브 슬로건으로 정했다.

‘하이 서울’ 이후 전국에는 슬로건 만들기 열풍이 불었다.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 지자체

는 물론 시·군 단위의 기초 지자체도 열기에 동참했다. 10여 년 동안 지역 특성을 드러내거

나 도시의 지향점을 담은 문구가 속속 등장했다.

그러나 도시 슬로건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2년에 발표

된 논문 ‘도시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의 영향 관계 및 인지 특성 분석’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서울 시민과 전문가의 경기도 내 시·군에 대한 인지도는 65.5%인 데 반해, 슬로건을 비롯한 

브랜드 인지도는 14.1%에 그쳤다. 수원, 성남 같

은 도시 자체는 머릿속에 있지만, 슬로건과 로고 

같은 브랜드는 명확하게 자리 잡지 않았다는 의미

로 해석된다.

Feature

슬로건 보유 75%, 우리 도시의 슬로건은

무심코 지나치기 마련인 도시 슬로건은 각 지

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지자

체의 슬로건 보유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를 비롯해 구, 제주시, 서귀포시를 제외

한 시 · 군의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도시 슬로건

은 대개 그 지역을 소개하는 페이지의 ‘상징물’ 

코너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일부 지자체는 한

글 홈페이지 대신 영문 홈페이지에만 슬로건이 

노출돼 있었다.

조사 결과 지자체의 슬로건 보유 비율은 

75.1%에 달했다. 특히 17개 광역 지자체는 

강원도를 뺀 모든 지역에 슬로건이 있었다. 부

산은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발전한다는 메시지

를 내포한 ‘다이내믹 부산’(Dynamic Busan),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은 ‘플라이 인천’(Fly 

Incheon)을 내세우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

시로 건설된 세종시 또한 ‘세상을 이롭게, 세

종’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다.

시·군은 광역 지자체보다는 슬로건 보유 비율

이 조금 낮았다. 그중에서도 충청북도와 전라

북도, 경상북도에 위치한 시·군은 보유율이 

60%대에 그쳤다. 반면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80% 이상의 지역이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었

다. 152개 시·군 가운데 슬로건이 없는 곳은 

41개에 불과했다. 

도시 슬로건은 한글 혹은 영어로 제작된다. 일

부 지역에서는 한글과 영어 슬로건을 함께 쓰

기도 한다. 전체적으로는 한글보다 영어를 선

호하는 지역이 많다. 영어 선호 현상은 광역 지

자체에서 유독 두드러진다. 세종과 슬로건이 

지역 국문 명 영문 명

춘천시 - -

원주시 - Healthy Wonju

강릉시 솔향 강릉 Pine City Gangneung

동해시 動(동)트는 동해 Sunrise City

태백시 - Always Taebaek

속초시 - -

삼척시 - Wonderfull Samcheok

홍천군 - -

횡성군 자연친화 인간중심 미래지향 -

영월군 - Young World

평창군 - Happy 700

정선군 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철원군 - Dream of Unity, Cheorwon

화천군 - -

양구군 청춘 양구 -

인제군 하늘내린 인제 Injoy Inje

고성군 - High Goseong

양양군 오래오래 Ole Ole- Yangyang

강원도

지역 국문 명 영문 명

서울 - Hi Seoul, Soul of Asia

부산 - Dynamic Busan

대구 - Colorful Daegu

인천 동북아의 허브 도시 Fly Incheon

광주 - Tour Partner Gwangju

대전 - It’s Daejeon

울산 - Ulsan for you

세종 세상을 이롭게, 세종 - 

경기도 세계 속의 경기도 Global Inspiration

강원도 - -

충청북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Bio Valley & Solar Valley

충청남도 - ChungNam, Heart of Korea

전라북도 천년의 비상, 전라북도 We Make History, Jeonbuk

전라남도 생명의 땅, 전남 Full of Life, Jeonnam

경상북도 - Pride, GyeongBuk

경상남도 - Feel GyeongNam

제주도 - Only Jeju Island

특별시·광역시·도

지역 국문 명 영문 명

수원시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Human City Suwon

성남시 시민이 행복한 성남 -

고양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

부천시 판타지아 부천 Fantasia

용인시 사람들의 용인 People’s Yongin

안산시 - -

안양시 - A+ Anyang

남양주시 쾌한 도시, 남양주 -

의정부시 의정부 행복특별시 -

평택시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New Center of Economy

시흥시 - -

화성시 길이 열리는 화성시 The Way to Better Living

광명시 빛을 품은 광명시 -

파주시 - -

군포시 - O2 Gunpo

광주시 - Clean Gwangju

김포시 - Best Gimpo

이천시 - Art Icheon

구리시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 -

양주시 아름다운 변화 양주 Beautiful Change Yangju

안성시 안성맞춤도시 안성 City of Masters

포천시 무궁무진 포천 Diversity Pocheon

오산시 - Fresh Energy Osan

하남시 - -

의왕시 - Yes! 의왕

여주시 남한강의 비상 여주시 -

동두천시 두드림 동두천 Do Dream 

양평군 맑은 행복 양평 Eco City YangPyeong

과천시 - -

가평군 - -

연천군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 - 

경기도

지역 국문 명 영문 명

청주시 - -

충주시 - Good Chungju

제천시 자연치유도시 제천 Healing City Jecheon

보은군 참 좋아유(you) - 

옥천군 - Your Okcheon

영동군 레인보우 영동 Rainbow Yeongdong

증평군 - -

진천군 생거진천 -

괴산군 - -

음성군 - -

단양군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 -

충청북도

지역 국문 명 영문 명

천안시 - -

공주시 - Hi-Touch Gongju

보령시 만세 보령 VIVA Boryeong

아산시 - Smart Asan

서산시 행복한 서산 Happy Seosan

논산시 예스민 논산 Yesmin

계룡시 - Fresh GyeRyong

당진시 당찬 당진 Energetic Dangjin

금산군 - -

부여군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 부여 Tradition Buyeo

서천군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어메니티 서천

Amenity Seocheon

청양군 칠갑마루 -

홍성군 美來路(미래로) 홍성

예산군 - New Start Yesan

태안군 - -

충청남도

지역 국문 명 영문 명

포항시 - Powerful Pohang

경주시 - Beautiful Gyeongju

김천시 - Central Gimcheon

안동시 - -

구미시 삼족오의 땅 구미 Yes Gumi

영주시 - -

영천시 - Star Yeongcheon

상주시 - Just Sangju

문경시 새로운 도약 일등 문경 Running Mungyeong

경산시 - -

군위군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

의성군 - -

청송군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 -

영양군 - Hot Yeongyang

영덕군 사랑海(해)요 영덕 I Love Yeongdeok

청도군 - -

고령군 - Go go Goryeong

성주군 - Evergreen Seongju 

칠곡군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 -

예천군 곤충도시 예천 -

봉화군 - -

울진군 - -

울릉군 - -

경상북도

지역 국문 명 영문 명

창원시 빛나는 땅 창원 -

진주시 참진주 Charm Jinju

통영시 바다의 땅 통영 The Land of Sea Tongyeong 

사천시 - Rising Sacheon 

김해시 - Gimhae for you

밀양시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 

미르피아

거제시 - Blue City Geoje

양산시 - Active Yangsan

의령군 - -

함안군 - -

창녕군 - -

고성군 - -

남해군 사랑해요 보물섬 남해 -

하동군 역시 하동 -

산청군 지리산 청정골 산엔청 - 

함양군 - -

거창군 거창韓(한) 거창 -

합천군 水(수)려한 합천 -

경상남도

전라북도

지역 국문 명 영문 명

전주시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 Asiart Jeonju

군산시 - Dream Hub Gunsan

익산시 위대하고 경이로운 도시, 어메이징 익산 Amazing Iksan

정읍시 - -

남원시 춘향남원, 사랑의 1번지 The City of Love, Namwon

김제시 - -

완주군 - -

진안군 마이 진안 My Jinan

무주군 - -

장수군 장수만세 -

임실군 열매의 고장 -

순창군 순창이 참 좋다
Season Your Life with 

Sunchang

고창군 - -

부안군 자연이 빚은 보물 부안 -

지역 국문 명 영문 명

목포시 - -

여수시 - -

순천시 아하! 순천 Aha! Suncheon

나주시 생명의 땅 나주 Greencia Naju

광양시 - Sunshine Gwangyang

담양군 대숲맑은 담양 -

곡성군 22세기 약속의 땅, 청정수도 곡성

Promised Land for the 22nd 

Century, Pure Capital City 

Gokseong

구례군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Road to Nature, Gurye

고흥군 지붕없는 미술관 -

보성군 녹차수도 보성 -

화순군 테라피 화순 Therapy Hwasun

장흥군 - -

강진군 - -

해남군 - -

영암군 - New+ Yeongam

무안군 하늘백련 무안 Whitelotus from Heaven

함평군 - Eco Hampyeong

영광군 천년의 빛 영광 Glory Yeonggwang

장성군 - -

완도군 건강의 섬 완도 Island of Health Wando

진도군 보배섬 진도 -

신안군 천사섬 신안 Angel Shinan

전라남도



하고 있다. 익산은 ‘어메이징 익산’(Amazing Iksan) 

아래 한글 슬로건을 작게 쓰고 있다. 하지만 경주는 

‘뷰티풀 경주’(Beautiful Gyeong-ju), 공주는 ‘하이터

치 공주’(Hi-Touch Gongju) 등 영어 슬로건만 있다.

어떤 정보를 담을 것인가, 슬로건의 코드

도시 슬로건은 축약된 정보다. 슬로건을 접하는 순

간, 한 도시의 인상이 정해진다. 전문가들은 도시 

슬로건에 입지, 느낌, 환경, 매력 등이 반영돼야 한

다고 말한다. 거개는 이상적 가치, 역사와 유산, 특산물과 지리적 위치, 

아름다운 자연환경, 도시의 명칭 등이 슬로건의 소재가 된다. 광역 지자

체와 시·군의 한글 슬로건을 종류별로 들여다보면 이상적 가치를 담은 

슬로건이 27개로 가장 많다. 그리고 자연환경, 역사와 유산이 투영된 슬

로건도 적지 않다. 

이상적 가치는 도시의 미래가 밝고 시민의 삶이 행복하다는 내용이 주

를 이룬다. 성남의 ‘시민이 행복한 성남’, 의정부의 ‘의정부 행복특별시’, 

화성의 ‘길이 열리는 화성시’, 광명의 ‘빛을 품은 광명시’, 서산의 ‘행복한 

서산’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에 이러한 슬로건이 유

난히 많은 편이다.

문화유산이 있거나 사서에 자주 오르내렸던 고장은 역사를 강조한다. 

구리의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 군위의 ‘삼국유사의 고장 군

위’가 역사를 이용한 슬로건에 해당된다. 남원의 ‘춘향남원, 사랑의 1번

지’는 구전돼 오는 옛이야기를 활용한 사례다. 물론 부여의 슬로건에도 

역사성이 배어 있다.

특산물은 슬로건을 짓기에 매우 좋은 재료다. 일례로 죽녹원, 대나무 테

마파크 등 대나무 명소가 산재한 담양의 슬로건은 ‘대숲맑은 담양’이다. 

또 차로 유명한 보성은 ‘녹차수도 보성’, 곳곳에 울창한 송림이 자리한 

강릉은 ‘솔향 강릉’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다. 몇몇 도시는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 ‘지리산 청정골 산엔청’처럼 위치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자연환경을 이용한 슬로건도 두루 쓰인다. 지방 도시 중 상징물을 활용

하지 않는 곳이 이러한 슬로건을 채택한다. 제천의 ‘자연치유도시 제천’, 

서천의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어메니티 서천’, 부안의 ‘자연이 빚은 보물 

부안’은 모두 생태 여행의 적지임을 드러내는 표어다.

언어유희 같은 도시 슬로건도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아이 엠 스

테르담’(I am sterdam)에서 보듯, 이러한 슬로건은 외국에 많다. 국내

에는 ‘당찬 당진’, ‘장수만세’, ‘거창韓(한) 거창’ 등이 지명을 활용한 슬로

건으로 꼽힌다.

영어 슬로건은 한글 슬로건보다 짧고 단순하다. 대다수는 명사나 형용

사 뒤에 도시 이름을 붙이는 식으로 만들어진다. 광역 지자체의 영어 슬

로건만 해도 15개 중 8개가 이러한 형태로 이뤄졌다. 지명이 들어가지 

않은 영어 슬로건은 경기도의 ‘글로벌 인스퍼레이션’(Global Inspi- 

ration)과 충청북도의 ‘바이오 밸리 & 솔라 밸리’(Bio Valley & Solar 

Valley)밖에 없다.

종류별로는 한글 슬로건처럼 이상적 가치를 구현한 슬로건이 많다. 안

양의 ‘에이플러스 안양’(A+ Anyang), 평택의 ‘뉴 센터 오브 이코노미’

(New Center of Economy), 군산의 ‘드림 허브’(Dream Hub)는 도시

의 웅대한 꿈을 대변하는 문구다. 영어 슬로건 중에는 방문을 권유하거

나 단순한 문장 같은 표어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이 같은 슬로건에는 옥

천의 ‘유어 옥천’(Your Okcheon), 영덕의 ‘아이 러브 영덕’(I Love 

Yeongdeok), 상주의 ‘저스트 상주’(Just Sangju) 등이 있다. 진안의 명

소인 마이산을 연상시키는 ‘마이 진안’

(My Jinan)은 그대로 영어 슬로건으로 

쓰이고 있다.

한편 영어 슬로건에는 ‘다이내믹 부산’

처럼 역동성과 흥겨움을 살린 것도 적

지 않다. ‘액티브 양산’(Active Yan- 

gsan), ‘라이징 사천’(Ris ing Sa- 

cheon), ‘파워풀 포항’(Powerful Po- 

hang) 같은 슬로건은 생동감과 힘을 

느끼게 한다. 

없는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영어 슬로건을 활용하고 있다. 대

구는 ‘컬러풀 대구’(Colorful Daegu), 대전은 ‘이츠 대전’(It’s Daejeon), 

울산은 ‘울산 포 유’(Ulsan for You), 충청남도는 ‘충남, 하트 오브 코리

아’(ChungNam, Heart of Korea)가 슬로건이다. 서울도 별도의 한글 

슬로건은 없다.

시·군은 한글과 영어 슬로건의 수가 비슷하다. 경상남도의 기초 지자체

는 한글 슬로건이 영어 슬로건보다 훨씬 많다. 창원과 밀양, 남해, 합천

은 각각 ‘빛나는 땅 창원’,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 미르피아’, ‘사랑해요 

보물섬 남해’, ‘水(수)려한 합천’ 등 한글 슬로건만 쓰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역사가 유구한 도시도 주로 영어로 슬로건을 제작했

다는 점이다. 고도(古都)로 지정된 경주, 공주, 부여, 익산 가운데 한글 

슬로건을 보유한 도시는 부여와 익산뿐이다. 부여는 ‘세계역사도시 백제

왕도 부여’와 ‘트래디션 부여’(Tradition Buyeo) 등 슬로건 두 개를 병용

브랜드 슬로건 보유 여부 브랜드 슬로건 보유 여부

보유 미보유

광역 지자체 16 1

경기도 25 6

강원도 14 4

충청북도 7 4

충청남도 12 3

전라북도 9 5

전라남도 16 6

경상북도 15 8

경상남도 13 5

전체 127 42

브랜드 슬로건 사용 언어

한글 영어 혼용

광역 지자체 1 10 5

경기도 8 7 10

강원도 2 7 5

충청북도 3 2 2

충청남도 2 4 6

전라북도 3 1 5

전라남도 4 3 9

경상북도 4 8 3

경상남도 7 4 2

전체 34 46 47

미보유
25%

보유
75%

브랜드 슬로건 사용 언어

영어
36%

혼용
37%

한글
27%

한글 브랜드 슬로건 특징

영어 브랜드 슬로건 특징

이상적 가치
25.82%

권유, 가능성
24.73%

자연환경
19.35%

역사, 지리,
상징물

15.05%

역동성, 
다양성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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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 가치
33.75%

역사,유산
17.5%

자연환경
26.25%

도시 명칭
7.5%

특산물, 위치
15%



그렇다면 도시 슬로건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무엇일까. 도시, 고

장, 수도, 땅 같은 단어를 빼면 한글 슬로건에서는 ‘세계’와 ‘자연’이라는 

말이 가장 빈번하게 쓰였다. ‘행복’, ‘사람’, ‘사랑’, ‘생명’ 같은 명사도 여

러 도시의 슬로건에 포함됐다. 영어 단어는 꿈을 의미하는 ‘드림’

(Dream)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생명을 뜻하는 ‘라이프’(Life), 행복하다

는 ‘해피’(Happy), 새롭다는 ‘뉴’(New)도 중복 사용됐다. 

아쉽고 석연치 않은 대한민국의 도시 슬로건

사실 수많은 도시 슬로건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슬로건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슬로건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야

기다. 슬로건을 보거나 들었을 때 의미가 확실하지 않고 호기심을 유발

하지 못한다면 좋은 슬로건이라고 할 수 없다. 

황인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좋은 도시 슬로건은 도시를 충분히 표현하

고,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니클리 

싱가포르’(Uniquely Singapore)는 무언가 독특한 것이 숨어 있다는 점

을 환기시킨 훌륭한 도시 슬로건으로 평가받는다”고 덧붙였다.

국내의 도시 슬로건 중에는 특히 영어 슬로건에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

다. 단적인 예가 ‘하이 서울’이다. 서울의 역사성, 대도시 특유의 활발함

이 표현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된다. ‘베스트 김포’(Best 

Gimpo), ‘비바 보령’(Viva Boryeong), ‘아하! 순천’(Aha! Suncheon)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유에서 김포가 최고이고, 순천이 감탄사를 자아내

는지 알 수가 없다. ‘이츠 대전’ 역시 슬로건 자체는 별다른 함의를 지니

고 있지 않다.

전혀 다른 도시가 같은 슬로건을 쓰는 사례도 있다. 경기도 의왕과 경상

북도 구미는 도시 슬로건이 각각 ‘예스(Yes)! 의왕’과 ‘예스 구미’다. 하

지만 의미는 천양지차다. 의왕시는 슬로건에 대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정신, 열린 마음을 총체적으로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반해 구미시

는 “젊음이 넘쳐나는 도시(Young/Youthful), 전자산업 도시(Elec- 

tronics),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도시(Satisfaction)의 영어 이니셜”이

라고 부연한다. 그러나 ‘예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두 도시에 내포돼 있

는 거대한 뜻을 알아채기는 어렵다. ‘울산 포 유’와 ‘김해 포 유’도 앞머리

의 도시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한 슬로건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 안타까운 슬로건은 논산의 ‘예스민’(Yesmin)이다. 예스민은 ‘영’

(Young), ‘에너제틱’(Energetic), ‘스탠더드’(Standard), ‘마스터’

(Master), ‘인’(In), ‘논산’(Nonsan)의 앞 글자를 따 만든 표어다. ‘선비의 

고장’, ‘예스’, ‘예가 스며 있다’는 취지로 제작됐는데, 한국인은 물론 외

국인에게도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다.

이러한 영어 슬로건은 선호도가 높고 부르기 편한 단어를 지역 명칭과 

조합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도시의 특색이 담겨 있지 않고, 차별적이

지도 않은 슬로건은 오래 기억되지 못한다. 최낙원 브랜딩리드 대표는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논할 때 유사성은 극도로 피해야 할 대상”이

라며 “감성적이면서도 자극을 주는 도시 슬로건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

다”고 밝혔다.

도시 슬로건과 시정 목표 등이 혼재돼 있고, 도시 슬로건이 눈에 잘 띄

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광주광역시의 슬로건은 ‘투어 파트너 광주’

(Tour Partner Gwangju)인데, 홈페이지의 슬로건 소개 페이지를 제외

하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시정 목표인 ‘더불어 사는 행복한 광주

시민’이 상단부에 크게 배치돼 있다. 비용을 투입해 만든 도시 슬로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장이 교체될 때마다 도시 슬로건이 폐기되는 사실

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7년 11월과 오늘날의 도시 슬로건을 비교

하면 많은 도시가 차이를 보인다. 당시 고양은 ‘레츠 고양’(Let’s Goyang), 

구리는 ‘아이 러브 구리’, 수원은 ‘해피 수원’, 시흥은 ‘와우 시흥’(Wow 

Siheung), 안산은 ‘브라보 안산’(Bravo Ansan), 용인은 ‘에이스 용인’

(Ace Yongin)을 채택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슬로건들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또 현재 슬로건이 없는 도시 중에는 지난 6월에 열린 

지방 선거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바뀐 곳이 적지 않다.

최낙원 대표는 “지자체장이 바뀌면 슬로건도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며 “도시 슬로건이 마치 지자체장의 슬로건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고 꼬

집었다. 황인석 교수는 “일단 슬로건을 만들면 예산을 배정해 꾸준히 홍

보 활동에 나서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재원이 부족해 흉내 내기에 그치

는 지자체가 많다”고 말했다. 

인상적인 해외의 도시 슬로건은
‘아이 러브 뉴욕’(I♥NY)은 도시 슬로건과 마케팅의 원조로 회자된다. 1970년대 

미국 뉴욕은 매춘과 마약이 넘쳐나는 악명 높은 도시였다. 당연히 관광객은 늘

지 않았고, 도시 이미지는 계속 나빠졌다. 뉴욕 시정부는 디자이너인 밀턴 글레

이저에게 의뢰해 도시 슬로건 ‘아이 러브 뉴욕’을 만들었다.

‘나는 뉴욕을 사랑한다’는 단순한 의미의 이 슬로건은 대단한 효과를 불러일으

켰다. 뉴욕 시민들이 스스로 뉴욕을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게 했고, 그 결과 거

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시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감소했다. 시

민의식의 고양은 뉴욕을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됐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도시 슬로건이 뉴욕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프랑스 리옹의 도시 슬로건인 ‘온리 리옹’(Only Lyon)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온

리’와 ‘리옹’에 운율이 있고, ‘리옹’과 발음이 비슷한 동물인 ‘사자’를 슬로건과 함

께 배치해 독창성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리옹은 도시 곳곳에 슬로건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도시 슬로건은 개방성과 솔직함을 강조한다. 코펜하겐을 

‘cOPENhagen’으로 표기하고 서브 슬로건으로 ‘오픈 포 유’(Open for you)를 

병기한다. 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열려 있는 도시’라는 점을 부각시켜 호응

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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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슬로건 빈도 분석 결과> <영어 슬로건 빈도 분석 결과>

( A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