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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1세기 소비자들은 재화중심의 기초적 소비지출보다는 마음의 풍요를 향유하기 위
한 선택적 소비지출의 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교육, 교양, 오락문화, 외식문
화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의 트랜드는 가치창조적, 감성적 
소비를 지향하며 전문적, 개성적, 고급화, 다양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밀리레스토랑은 이러한 소비자의 트랜드에 맞추어 전문적이고, 고급적이며, 다양
한 음식문화를 맛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외식산업의 꽃으
로 불리며 매우 급속한 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국의 외식산업 성장을 
살펴볼 때 국민소득 6천 달러 시대에는 패스트푸드, 1만 달라 시대에는 패밀리레
스토랑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점이 상식화되어 있음에 따라 한국 외식산업 시
장에서의 패밀리레스토랑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패밀리레스토랑 업체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고객 수요는 제한되어 있는 상황
에 따라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각 업체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브랜
드를 알리고 인지도를 상승시켜가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변화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마케팅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적인 마케팅 방안으로 시각이미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B․I와 또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정보나 구매에 필요한 지식들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광고가 많은 역
할을 하고 있다. 그 중 캐릭터는 친근하고, 공감이 가는 개성적인 시각언어로 우리
의 생활체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
록 하는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아이템이다.
이에 본 연구논문은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캐
릭터의 여러 요소를 통하여 브랜드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순수 
국내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와 외국계열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 캐릭터의 사례를 
분석해보 패밀리레스토랑의 캐릭터가 갖는 전략적 비지니스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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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21st century, consumers are increasing selective consumer spending 
rather than basic consumer spending based on goods to enjoy rich mind and 
to make appearance widely at education, culture, recreation culture and 
eating out culture. Consumers' trends are oriented on value creation and 
sensitive consumption to prefer specialty, individuality, high quality and 
diversification, etc.
Family restaurants can meet such trends of consumers to allow consumers to 
taste special, high quality and various food culture and to enjoy differentiated 
services, so that they are called flowers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to grow 
up very much quickly. Considering growth of the food service industries in 
foreign countries, in the era of per capita income of $6,000, market ratio of 
family restaurants commonly rise to increase family restaurants naturally at 
the Korean food service market.
The number of family restaurant business is continuously increasing under 
limited demand of consumers to worsen competition between businesses for 
invitation of customers. To publicize brands and elevate cognition under such 
a situation, changes and desires of the consumers shall be exactly investigated 
to set up effective marketing plans.
The advertisement can play a lot of roles to manage visual images effectively 



as general marketing plans and to inform consumers of BㆍI and new product 
information as well as buying knowledge. In particular, characters are visual 
language that is friendly, sympathetic and individual, so that all of the people 
at life systems can understand it to accept without resistance and to produce 
good effects as affirmative items.
The paper has suggested characters that can elevate cognition on family 
restaurant brands, and it examines effects of characters upon brand cognition 
through many factors and to investigate cases of family restaurant brand 
characters of Korea as well as foreign countries and to suggest strategical 
business roles of family restaurant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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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내 외식시장은 1980년 때부터 국민소득의 증가, 지속적인 경제성장,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와 관광여가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하여 전반적인 음식문화가 향상
되고, 소비자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의 패밀리레스토랑은 1988년 미도파가 일본의 브랜드와 합작하여 '코코스'를 
국내에 도입하며 시작되었다. 이 후 "T.G.I FRIDAY'S"가 진출하면서 관심이 고조
되었다.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유명 외식브랜드와 손을 잡고 외식산업의 붐을 일으
켰고, 국내 브랜드 시장의 폭 또한 넓어지게 되어 소비자들은 다양해진 패밀리레스
토랑을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패밀리레스토랑 시장은 치열한 경쟁 상황으
로 돌입하게 되면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이 날로 강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브랜드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 이름
(name), 심벌(symbol), 디자인(design) 혹은 이들의 조합'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 중 캐릭터는 강한 개성을 지닌 상징 기호로서 고객에 대한 인지효과를 극대화
하여 소비자의 소구력(訴求力)을 향상 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캐릭터
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창출 및 캐릭터의 활용에 의한 홍보 
및 이벤트 활동을 통하여 브랜드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는 딱딱
한 기업이미지를 부드럽고 편하며 개성 있는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노출시킬 방법
의 하나임을 의미한다. 캐릭터의 사용은 인지적(認知的) 효과와 친근감을 불러일으
키는 정서적 효과, 그리고 캐릭터의 개성을 통해 브랜드에 특정한 이미지를 부여하
거나 부각 시키는 다양한 효능을 갖는다.
패밀리레스토랑의 캐릭터는 브랜드의 인지도를 강화하고, 개성 있고, 친근하고, 공
감적인 시각언어로 기업이미지에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브랜드 이미
지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고객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브랜드 강화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패밀리레스토랑의 브랜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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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단으로서 캐릭터에 대한 필요성과 개념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캐릭터보다는 
홈페이지나 BㆍI로만 브랜드 홍보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브랜드와 캐릭터디자인에 관하여 정의하고,
둘째,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캐릭터의 필요성과 그 기능성을 통해 홍보 수단으로서 
살펴보고,
셋째, 브랜드 인지도에 캐릭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내 캐릭터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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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패밀리레스토랑 캐릭터가 브랜드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먼저 브랜드의 개념 및 구성요소와 브랜드 자산(資産), 패밀리레스토랑 캐
릭터의 개념 및 기능에 관하여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캐릭터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패밀리레스토랑 캐릭터의 기능을 통해 브랜드 비지니스 전략
을 모색하여 볼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는 국내외 
발간되는 도서, 논문 및 정기 간행물과 잡지,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조사 연구는 가설에 뒷받침 할 수 있는 사례분석을 위해 캐릭터를 소
유하고 있는 국내 브랜드와 국외 브랜드 패밀리레스토랑 7곳을 선정하여 현황을 
수집하여 참고,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객관
적인 분석에 의해 정밀성을 가할 것이다.
서론에서는 캐릭터가 브랜드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의하기 위하여 이 논문의 
목적과 필요성을 서술하고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본론에서는 먼저 내용적인 분석으로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론적 배경과 패밀리레스
토랑 캐릭터의 개념 및 전략적 역할에 관하여 정의한다. 따라서 디자인적 조건과 
조형성에 관하여 논술을 바탕으로 국내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인 알레스카, 까사로
까, 삼바삼바, 비버스와 국외 브랜드인 TGI, 아웃백, 후터스코리아 등의 사례로 패
밀리레스토랑 캐릭터의 현황에 관하여 세밀한 분석을 할 것이다. 이 분석을 바탕으
로 패밀리레스토랑을 찾는 고객층에 따라 연령별 설문조사를 통하여
첫째,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어떤 연구가 필요한가를 논술하고,
둘째,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캐릭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찰을 시작
으로,
셋째,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패밀리레스토랑 캐릭터는 비지니스 사업으로 얼마만큼
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
넷째, 어떠한 기능으로 광고ㆍ홍보 효과를 보여주는지에 대해 여론 설문을 바탕으
로 접근코자 한다.
결론에서는 패밀리레스토랑 캐릭터가 고객에게 브랜드 인지도 상승 역할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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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관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가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정의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검토하여 향후 연구과제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밀리레스토랑의 캐릭터 유·무에 따라 브랜드 인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분석코저 하였다. 이
와 같은 연구과정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개선점을 도출하여 패밀
리레스토랑 캐릭터가 나아가 방향에 관하여 연구코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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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캐릭터와 브랜드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캐릭터의 기능 및 역할
디자인적 측면의 캐릭터는 특징적 시각 표현으로 그 자체가 독특한 성격을 강하
게 지닌 시각적 대상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기업, 제품 등을 위한 대상을 
상징하기 위해 창조된 형태이다. 제품에 부여되는 핵심적 의미를 캐릭터를 통해 
각 제품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품의 특징과 개성을 대변해준다. 개별의 제품이미지 형성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또는 상품 이미지를 형성하는 시각요소로서 전달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
된다. 캐릭터는 브랜드 이미지의 핵심으로 상품의 시각적 차별화, 동일 제품과의 
차별화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캐릭터의 기능은 목적이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이미지 보완적인 캐릭터, 코퍼레이트 심볼적 기능을 가진 캐릭터, 베이직 
엘리먼트(Basic Element)와 배합해서 사용되는 캐릭터, 캠페인 또는 행사 캐릭
터, 상품 브랜드 캐릭터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주인공으로서의 캐릭터와 미디
어로서의 캐릭터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즉 어떤 입장에서 캐릭터를 보는지에 따
라 그 구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캐릭터는 기업이나 행정기관들이 자신들의 제품이나 브랜드 혹은 서비
스를 소개하고 이미지를 형성하는 상징적 요소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나아
가 캐릭터 자체가 상품화가 되어 독자적인 산업을 형성하는 등 그 사용이 급속도
로 발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패밀리레스토랑의 캐릭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보다 효과적인 전개를 위해 아이덴티티기능, 광고ㆍ홍보
의 기능, 수익 사업의 기능으로 나누었다.
1) 아이덴티티의 기능
B․I(brand Identity)는 브랜드 시각 아이덴티티(brand Visual Identity)의 준말로 
브랜드 이미지 통합을 의미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수립은 기업이 고객들로부
터 자사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으로 갖기를 기대하는 연상들, 또는 이미지로 정의 
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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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을 제품의 비주얼 요소를 통해 전
반적인 인상을 형성하고, 브랜드의 시각적인 체계를 설계하여 브랜드의 아이덴티
티를 창출하게 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네임, 심벌, 이미지, 바람직한 
연상 등과 같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지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이 혼합된 개념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브랜드의 판매 전략이나 광고 전략 등
과 같은 유ㆍ무형적 실행 도구들을 모두 포함하기도 한다.
업쇼(Upshaw.1995)에 따르면 브랜드의 내적 자아를 외부로 표현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여러 가지 시각적ㆍ감각적 요소들에 특정한 스타일이나 테마를 부여함으
로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총체적인 감각적 경험을 제공한 후 이를 기초
로 바람직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관리라고 하였
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소비자의 욕구를 수립한다는 것으로, 소비자
들에게 자사 브랜드에 대한 궁극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단 한번의 구매로 특정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브랜드 비전에 기초하여 세부적 실행 방안을 결정
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립하는 근간이 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단순한 브랜드의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개성 있는 브랜드 요소들이 모여 일관된 컨셉을 가지고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한다. 즉 소비자들이 느끼는 내적인 연상들이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
이 아이덴티티이며, 이는 기업이 만들어 내는 브랜드에 정체성을 부여하고 더 나
아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기업의 혹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일체화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캐릭터에서의 비주얼 아이덴티티는 브랜드에 대한 시각적 기호 역할을 하
며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하게 된다. 독특한 기호학 특징은 소비자의 인식 속에 
오랜 기억이 되고 제품을 구별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타 브랜드와는 다른 그 브
랜드만의 개성을 나타내 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크리에이티브한 캐릭터 디자인은 
소비자의 기억 속에 잠재되어 비슷한 유형의 형태나 색채 등을 접했을 때 그 브
랜드를 연상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광고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추상적인 단계로부터 시작되며, 캐릭터 디자인에 의해서 2차

1) David.A,aaker. 'Buliding Strong Brand'. The free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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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발생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더 나아가 제품을 확인하고 이용하면서 형성되
는 실태에 의한 이미지까지 단계를 거치며 구체화 된다. 소비자가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 경우 소비자가 그 동안에 형성되어진 이미지와 행동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브랜드 이미지는 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유형화하기도 어렵
기 때문에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느끼는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인상이며 브랜
드에 의하여 전달되는 다양한 기회와 직․간접의 결하에 의해서 다양한 인상이 모
여 유기체를 형성하게 된다, 캐릭터 디자인도 그러한 기호의 하나이기 때문에 캐
릭터 디자인은 브랜드의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으며 브랜드 이미지도 캐릭터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2) 광고‧홍보의 기능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기업이 판매하는 브랜드를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알
리고, 설득하고, 상기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며, 브랜드가 소비자와의 대
화체계를 확립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광고가 홍
보 프로그램의 중심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광고 이외에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
법들이 브랜드 자산 구축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홍보 디자인 문제를 포괄하기 위하여 시각전달 디자인(Visual Communication 
Design)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창의적이며, 개성적으로 디자인하여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
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2) 광고와 기타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이 마케팅 프로그램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모든 홍보의 주된 
목적은 브랜드 자산에 공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객에 기초한 브랜드 자산 
모델에 따르면, 홍보는 브랜드 인지를 창출하고 소비자 기억 속에 브랜드와 관련
된 강력하고 호의적이며, 독특한 연상을 연결시킴으로서 브랜드 자산에 공헌할 
수 있다.
패밀리 레스토랑의 캐릭터가 기업의 보조 심벌 역할을 하는 캐릭터와 다른 것은 
홍보기능과 수익사업의 기능을 갖는다는 점이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는 TV
광고에 대표 캐릭터인 캥거루를 등장시킴으로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효과를 주
었으며, 고객들로 하여금 브랜드 캐릭터로 인지 시켰다.

2) 정경원.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웅진출판사. 1994. p.23



캐릭터가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8 -

<그림2-1>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광고

사람들이 이미 좋아하는 인물을 광고에 등장시킬 경우, 소비자는 등장일물에 쉽
게 동일시하게 만들 수 있다. 캐릭터는 사람을 모델로 쓸 경우와는 또 다른 친밀
감과 귀여운 느낌을 전달하며, 호감을 갖고 제품을 대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캐릭터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품이나 이름을 연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
이다.
오리온 프리토레이 '치토스'의 캐릭터의 '채스터'는 미국의 프리토레이 본사로부터 
수입해온 브랜드 캐릭터로서 나름대로 삶과 철학이 있는 캐릭터로 인정받았다. 
광고에 나타난 체스터는 현실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감행하는 만화이
기 때문에 그의 엉뚱하고 과격한 행동이 어렵지 않게 표현될 수 있다. 디즈니사
의 경우 각각의 캐릭터는 서로 다른 성격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
로 묘사한다. 캐릭터들이 서로 어울려 한 공간 속에 배치됨으로서 다양한 이야기
가 전개된다. 이러한 캐릭터는 표정이 다양하고 개성이 뚜렷해서 사람들의 인지
도가 매우 높다.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 겪어 주기도 하고, 인간이 
하고 싶은 일을 대신 충족시켜 줌으로써 대리만족의 기쁨도 느끼게 해준다.
이렇듯 캐릭터의 장점은 저렴한 모델료와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친근감과 
독특한 표현의 제약이 없다. 패밀리레스토랑의 캐릭터를 이용한 이벤트 상품들을 
홍보 하고자 할 때 위와 같은 캐릭터의 장점들을 이용할 수 있다. 패밀리레스토
랑의 캐릭터와 트레이드마크는 패밀리레스토랑을 홍보하는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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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용 및 수익사업의 기능
캐릭터란 심벌이나 마크, 마스코트와는 다른 특별한 구성요소를 지니고 있다. 캐
릭터는 이미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행
동, 성격, 그리고 감정을 이입시켜 인간과 같은 특성을 가지도록 만들어진다. 캐
릭터의 사용은 주목, 인지, 이해, 기억 등 인지적 효과와 친근감 등을 불러일으키
는 정서적 효과, 그리고 캐릭터의 개성을 통해 기업, 제품에 특정한 이미지를 부
여하거나 부각시키는 이미지 효과 등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다양한 효용성을 
갖는다. 언어를 사용할 경우 불명확하고 장황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제품의 기
능이나 특성도 캐릭터의 시각적 기호를 사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캐릭터 상품에 대해 소비자는 제품의 기능이나 특성보다는 캐릭터의 개성이나 이
미지에 일차적으로 주목하여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매 형태는 연
속적인 수집성 구매를 유도하며 새로운 형태의 구매 패턴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구매 변화는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캐릭터
를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캐릭터가 주는 부드럽고 친근한 이
미지, 재미있는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강하게 어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캐릭터는 
① 신제품 출시 시 신제품을 빨리 인지시키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할  
경우,
②유사한 경쟁 제품들이 시장에 존재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화가 필요할 경우, 
③경직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업, 단체가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자 할 때, 별도의 프로모션을 통하지 않고 시장 진입을 꾀하고자할 경우,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한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캐릭터를 분류하는데 있어 아직 일정한 기준은 없지
만 캐릭터의 기능, 소재, 활용 형태, 사용 매체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분류가 가능해진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을 기능별, 소재별 분류라
는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①기업/기관 캐릭터(Corporate Character)
하나의 독립된 기업ㆍ기관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포괄하는 개념의 캐릭터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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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ㆍI의 통일화,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로고(Logo)나 마
크(Mark)와는 별개로 최근에는 기업, 기관의 홍보의 수단으로 '캐릭터 네이밍 공
모전'. 즉 디자인 구성요소로 형상화된 캐릭터에 알맞은 네이밍을 공모하는 행사
를 열어, 캐릭터 제작자나 기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키는 이벤트를 벌이
기도 한다.3)

②머천다이징 캐릭터(Merchandising Character)
기본적으로 상품화가 전제되어 개발된 캐릭터이다. 상품화란 상업적 목적 즉, 일
반적으로 팬시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작된 캐릭터를 의미한다. 따라
서 다른 목적의 캐릭터 보다 상품적용에 대한 사전 기획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
다.
③애니메이션/플래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지칭한다. 다른 영역의 캐릭터와 비교하여 동적
인 이미지가 강하며, 스토리 성으로 인해 독특한 정체성(Identity)을 갖고 있는 캐
릭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머천다이징용 캐릭터나 기업 혹은 기관의 이
미지를 부각시킬 때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국내의 예로 마시마로와 뿌까 등의 플래시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있다.
 
④이벤트용/테마 파크용 캐릭터
국제․연간 행가 등 박람회 이벤트 행사를 대표하는 이미지성 캐릭터이다. 행사의 
통일성을 강조라는 것이 주된 역할이며 기업ㆍ기관 캐릭터가 주는 통일감, 상징
성 등이 강조된다. 88서울올림픽의 마스코트인 '호돌이', '2002 월드컵 캐릭터' 등
이 이에 해당한다.
⑤카툰/웹툰 캐릭터(Cartoon/Webtoon)
카툰 캐릭터는 만화하는 매체를 통해 부각된 캐릭터이다. 광수생각의 '신뽀리', '
파페포포'등이 국내 대표적인 카툰캐릭터이며, 찰스슐츠가 그린 '스누피(Snoopy)
는 카툰캐릭터로 출발해 머천다이징 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영역으로 부각된 것이 웹툰(웹상 연재되는 만화)이다. 웹툰
에서 탄생한 캐릭터들은 출판이나 제품 등 오프라인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기도 

3) 유지은. Hi 캐릭터, Hellow 마케팅. 미래의 창. 2004.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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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대표적인 캐릭터로 '마린블루스', '스노우 캣'등이 있다.
⑥광고성 캐릭터(Advertising Character)
광고 및 프로모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일반적으로 C․I나 B․I와 같은 전략적 이미
지 계획 하에 기본형이나 응용동작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광고나 프로모션만을 위한 별도의 캐릭터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광고 캐
릭터는 순발력 있는 매체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화나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실물을 활용하거나 인기모델을 등장시키기도 한다. 동양 오리온스의 치토스, 물먹
는 하마 광고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⑦모바일 캐릭터/아바타(Mobile Character/Aviator)
인터넷상에 있는 캐릭터를 다운로드 받아 핸드폰이나 PDA와 같은 각종 무선기
기 상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디자인된 캐릭터를 모바일 캐릭터라 한다. 모바
일 전용으로 디자인 하거나 이미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확보한 캐릭터와 
제휴 및 라이센싱 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아바타는 최근 가장 부각되고 있는 캐릭터 영역이다. 보통 가상사회(Virtual 
Communication)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자를 대신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정의 한다. 고대 인도에서는 땅으로 내려온 신의 화신을 지칭하는 말 이였으나, 
현재는 인터넷상의 가상현실 게임, 채팅 등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래픽 아
이콘을 의미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⑧게임 캐릭터(Game Character)
게임이라는 매체는 캐릭터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캐릭터 비지니스(캐릭터로 인해 
그 사업 영역이 다른 분야에도 수익을 내는 경우를 말한다.)의 가능성을 갖고 있
다. 하지만 게임 자체의 오락성에 비해 그것을 구성하는 캐릭터 자체의 독자적인 
이미지 부각은 쉽지 않다. 온라인 게임으로 넥슨에서 개발된 '카트라이더'게임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광고성 캐릭터로도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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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브랜드 개념 및 역할
브랜드의 사전적 의미는 '상표, 제품이름, 품질, 품종 그리고 소유주 등을 표시하
는 소인(消印), 각인(刻印) 등'을 말한다. 그러나 학문적인 정의에 따르면 브랜드
는 '특정판매자가 혹은 판매집단의 제품 및 서비스를 다른 경쟁자의 것과 구별해
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사용하는 단어, 문자, 한 무리의 단어 및 문자, 디
자인 혹은 이들의 결합체' 라고 말한다. 미국 마케팅협회(AMA)는 브랜드를 '제품
이나 서비스를 경쟁자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 이름(name), 심벌(symbol), 디자
인(design) 혹은 이들의 조합'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멀피(Murphy, 1990)는 '
이름이나 표시(presentation)에 의해 구별되는 특정 공급자의 제품이나 서비스', 
라고 하였고, 아커(Aaker, 1991)는 '브랜드 네임 자체 혹은 브랜드 네임과 연관된 
심벌이나 슬로건(slogan) 등과 동일하게 여기는 개념'으로 브랜드를 정의하고 있
다. 한편, 브랜드에 전략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카펄러(Kapferer, 1992)
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제품의 차별화를 목표로 하는 전략의 한 부분을 브
랜드'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여러 가지 정의를 종합해보면, 결국 브랜드는 '네임, 색채, 징글, 심벌, 캐
릭터 등과 같은 언어적ㆍ비언어적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경쟁자들
과 구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제품의 고유성을 나타내며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지
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획득 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의 한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브랜드는 단순한 제품명이 아니라 시각과 청각에 소구될 수 있는 모든 요
소들을 포함한다.4) 
또한 브랜드는 상품 자체를 의미하고 나아가 기업을 상징하기에 이르렀다. 소비
자는 브랜드를 제품 구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브랜드로 말미암아 
제품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고 그와 반대로 감소시킬 수도 있다. 시장 경쟁에
서의 브랜드의 위치는 상품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5)

1)브랜드의 기능
고대로부터 브랜드의 가장 본원적 기능은 출처, 즉 제조원을 표시함으로써 자사

4) 손일권, 브랜드아이덴티티 : 100년 기업을 넘어서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2004 .p14~15
5) 강제일,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 이미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998,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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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경쟁사 제품을 구별하는 식별기능이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브랜드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되자 그 기능도 다양해지기 시작했는데, 퀄
리(Cowly, 1991)는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갖는 기능을 출처 기능, 식별기능 품질 
보증기능, 자산기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능 이라는 다섯 가지 기능으로 구분
하였다. 분류는 브랜드의 본원적(本源的)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 이였지만 이
러한 본원적 기능도 역사적 발전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거듭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의 브랜드 경쟁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격화(激
化) 되면서 기업들은 본원적 기능이 아니 파생적(派生的) 기능에 더욱 관심을 가
지게 되었다. 브랜드의 파생적 기능은 브랜드의 본원적 기능과 소비자의 심리적 
기능이 결합되어 더 한층 세부화 된 것이다. 이처럼 브랜드를 본원적 기능과 파
생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출처 기능, 구별기능, 품질보증 기능, 
신뢰기능, 자산기능을 말하며 후자는 인지도 강화 기능, 충성도 강화기능, 표현기
능, 상징기능 등을 말한다.6)

브랜드는 고객의 관점에서 그 브랜드가 있음으로 해서 그 브랜드가 없을 경우보
다는 고객의 선호도가 높아지게 함으로서 정보 해석과 처리에 영향을 주며 구매
결정에 있어 확신에 영향을 준다. 관리자의 관점에서는 마케팅 프로그램의 효율
성과 효과의 제고, 가격과 이윤의 기회, 상품 확장력을 제공함과 더불어 강력한 
브랜드는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해 기업의 경쟁우위를 제공하거나, 신상품 도입을 
용이하게 하며, 유통 업자와의 거래에서 우위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7)

이러한 기능적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식별․차별화의 기능 :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고 경쟁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구별되게 하는 기능을 말하다.
② 신뢰․품질 보증기능 : 구매에 따른 소비자들의 지각된 위험을 최소화 하고, 정
보 취득 및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말한다. 즉 브랜드를 통해 고
기술의 함축, 용도나 사용 층의 범위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품질에 대한 보증과 
구매를 유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③ 의미․상징 기능 : 속성, 편익, 가치, 문화, 개성, 사용자 등을 통하여 어떤 의미
를 전달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 기능은 품질 보증 그 이상을 의미하며, 제품라인

6) 손일권 브랜드아이덴티티 : 100년 기업을 넘어서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2004, p26~27
7) 안광호 이학식 현용진,마케팅 시장접근, 법문사, 1999,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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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부분의 확장, 자기만족과 과시감 유발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브랜드의 역할
브랜드가 오래전부터 시장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실제로 브랜드 전략과 브랜드 연상이미지가 시장경쟁에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된 
것은 20C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시장조사가 활용되고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근거를 찾아내고 개발하여 특유의 브
랜드 연상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름, 패키지, 유통전략, 광고 등을 이용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의도는 '평범한 상품(commodities)'의 개념을 넘어 '브랜드
화 된 상품(branded products)'를 만들어 소비자가 구매를 경정할 때 가격의 영
향을 줄이고 상품의 차별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8) 브랜드의 중요성을 
크게 나누어보면 고객과 기업에 대한 브랜드의 가치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즉, 브랜드는 기업의 가치만 증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가치도 증가시켜 
주는 것에 그 중요성이 있다. 이를 소비자와 기업의 각각의 측면에서 브랜드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 기  업

1.제품의 원천을 알려준다.
2.제품 생산자에게로 책임을 넘길 수 
  있다.
3.위험을 줄일 수 있다.
4.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다.
5.제품생산자와의 약속, 보증, 협정.
6.상징적인 도안.

1.취급 등을 단순화하기 위한 수단.
2.독특한 특성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수단.
3.만족한 고객에 대한 품질 수준에 
  대한 신호
4.제품에 독특한 연상을 제공하는 
  수단
5.경쟁우위의 원칙.
6.재무적 수익의 원칙

<표2-1>브랜드의 역할9)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제품의 영역에 강한 브랜드는 그 제품을 언급할 때 
소비자의 기억 속에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 그것을 브랜드 이미지라고 볼 수 

8) David F.D alessandro, Brand Warfare. 10 rules for building The killer brand. McGraw-Hill, 1987, p15~25.
9) Kell,Kevin. stategic brand Management. Newjersey : Prentice. 1998. p32.



캐릭터가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15 -

있다. 강한 브랜드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제품일 것이다.
즉, 강한 브랜드를 가진 기업은 시장에서 앞서 나가는 기업이 되어 높은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지속적인 마케팅 노력에 의해 고
객으로부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브랜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시장 선도 
브랜드로서 입지를 굳히게 된다.10)

제3절. 브랜드와 캐릭터의 상관관계
오늘날 브랜드 없이 제품만으로 그 제품의 속성과 이미지를 전달하기 어렵기 때
문에 제품과 관련돼 모든 매체를 총 동원하여 제품에 의미를 부여하고 브랜드로 
인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정보를 시각화하는데 
있어서 독창적 표현은 그 정보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으며 다른 정보와 차
별화 할 수 있는 형태나 색, 소재 혹은 표현방법 등에서 기존의 것과 다른 개성
적이고 독창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
브랜드 캐릭터는 브랜드 심벌의 특별한 형태라 말 할 수 있다. 동물을 의인화하
거나 사람을 직접 형상화한 또 다른 브랜드 심벌이다. 브랜드 캐릭터는 궁극적으
로 브랜드 인지력을 창출하고 친화적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그 개발 목적이 
있다. 특히 캐릭터에 칼라와 풍부한 상상력이 동원됨으로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
이는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브랜드 캐릭터는 브랜드 퍼
스낼리티를 형성시키고 소비자와의 브랜드 호감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력을 갖는
다. 즉 소비자들로 하여금 브랜드를 재미있게, 흥미롭게, 그리고 친화적으로 접근
케 하는 역할을 한다.
브랜드 관점에서 본 캐릭터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캐릭터는 인간이나 실제 
삶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형태의 브랜드 상징을 의미한다.'캐릭터의 개성
을 통해 기업ㆍ제품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부각시키는 이미지 효과 등 커
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다양한 효능을 갖는다.
캐릭터의 시각적인 특성상 인지가 용이하고 기억하기 쉬우며, 인출되기 용이하다
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캐릭터에 대해 형성되는 호감을 기업이
나 제품에 이전함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구매의도를 자극할 수 있다.

10) 안광호 이진용. 브랜드파워. 향언.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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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er(1996)는 캐릭터와 브랜드의 관계에 대해 기술하면서, 캐릭터란 특별한 유
형의 브랜드 심벌로서 브랜드 인지도 창출에 매우 효과적이며, 캐릭터를 사용하
여 제품의 주요 장점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여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캐릭터에 대해 주목하였다.
캐릭터는 구매시점에서 자가 브랜드에 대한 기억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암시 떠
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브랜드 요소로서 캐릭터를 도입하는 것은 브랜드의 
개성에 따라 선택 여부가 결정된다. 브랜드 캐릭터는 광고 캠페인, 프로모션, 패
키지 디자인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캐릭터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분야는 아래 <표 2-2>와 같다.

분      야 브랜드 캐릭터 적용
판촉 / 기념품  고객 대상 영업 지원 판촉물, 기념품 제작, 판매

광고  캐릭터를 등장시킨 광고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 플래시 애니메이션,E-card 등에 캐릭터 적용
모바일  캐릭터 다운로드 서비스, 메시지 전송

SIGN / POP  SIGN, POP 조형물 설치
이벤트 프로모션  공모, 이벤트, 행사 등에 적용

인쇄제작물  브로슈어 카탈로그 등에 적용
콘텐츠  TV, 출판, 게임, 상품, 테마파크, 라이센스 사업

<표2-2> 브랜드 캐릭터의 활용분야

이러한 브랜드 캐릭터는 4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줌
으로서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① 시각적 매력과 독창성
소비자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변화에 민감하며, 다양한 미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마디(Maddi, 1968)는 사람들은 쉽게 싫증을 느끼기 때문에 평범하
지 않은 참신한 자극을 추구하여 권태감을 감소시키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
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호기심은 노출의 형태에 영향
을 주는 기존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독특한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캐릭터는 형태, 성격, 표현 방법 등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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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서 경쟁자와 차별화 될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흥미와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조형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공적인 캐릭터는 창작자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표현능력이 강한 에너지로서 함
축되어 그 에너지가 매체를 통해 수용자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감정을 형성
하여, 집단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브랜드와의 일관성
캐릭터는 특정 기업이나 제품의 브랜드에 잘 융화되도록 창조되어, 아이캐처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프로모션 매개체 혹은 마케팅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사용될 수 
있다. 기업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캐릭터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캐릭터는 
브랜드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캐릭터는 브랜드를 대신
하여 소비자에게 이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기업이나 브랜드의 성격
과 잘 융화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를 위해서는 브랜드의 성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로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라이코스(Lycos.com)의 경우 영국 뉴펀들랜
드 지방의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라이코스 독(Lycos.Dog)' 이라 하여 브랜드의 
마스코트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냥개, 맹인안내견으로 잘 알려진 래브라도 리트리
버의 빠르고 정확한 이미지와 안내자로서의 이미지를 라이코스의 검색 서비스와 
연결시켜 브랜드의 성격을 부각하고자 한 것이다.

<그림2-2> 라이코스 캐릭터

이처럼 캐릭터는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
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의 가교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브랜드의 경쟁력을 
증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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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친숙성
친숙성이란 유사한 매개체나 사물을 통하여 자신을 그 매체와 동일시하는 과정으
로 정의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정보원천에 보다 개방적이며 이에 
따라 설득에 대한 영향력도 더 크다 할 수 있다. 수용자는 자신과 유사한 정보 
전달자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 되며 호감을 느낀다고 한다. 연예인 혹은 유명 신
사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것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중과 친숙해져 있는 
특정 인물을 통해서 신뢰성과 친숙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캐릭터
는 특유의 귀여운 이미지와 즐거움을 상징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친숙함을 느끼게 
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캐릭터는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친숙한 매개체로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오랜 시간동안 소비자에게 사랑 받아온 캐릭터는 유
명모델이나 브랜드 못지않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또, 캐릭터는 한번 개발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꾸준히 반복되어 노출되므로 그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팬시 캐릭터 메이커인 사리오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인기를 얻고 있는 캐
릭터는 '키티짱'이라고 불리는 고양이 캐릭터 '헬로키티(Hello Kitty)'이다. 헬로키
티는 1974년 데뷔하여 현재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상징적인 캐릭터이다. 
산리오사는 캐릭터를 개발할 때 '귀여운 캐릭터'라는 조건을 가장 중요시 하여,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또, 자사와 관련된 모든 인테리어, 점포 디자인, 테마파크(퓨로랜드) 등에서 자사
의 캐릭터를 고객과 자주 접하게 하며, 캐릭터를 체험할 수 있는 정기적인 이벤
트를 개최하는 등 캐릭터를 '고객의 친구화' 하는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림2-3> 키티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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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확장성
캐릭터를 가리켜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지칭하는 것을 캐릭터가 가진 확장성 
때문이다. 캐릭터가 저작권 즉, 프로퍼티(Property=재산)를 갖는 경우, 캐릭터는 
하나의 콘텐츠를 TV, 광고, 출판, 게임,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라이센스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펼침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캐릭터를 이용한 사업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토털 마케팅 시스템
(Total Marketing System)이 도입되어야 한다, 토털 마케팅은 통합 마케팅과 비
슷한 개념으로, 여러 요소의 개별적인 전략적 역할을 인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하
면서 각각의 요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조화롭게 결합함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캐릭터 산업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엔터테이먼트 산업의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오락산업, 음반, 테마파크 등의 각 분야를 유기적으
로 결합시켜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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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의 이론적 배경

제1절 패밀리레스토랑의 이론
1) 패밀리레스토랑의 개념
식생활은 인류의 존재와 함께 시작되어 인간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본 
수단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삶의 질과 가치를 높여 풍요로운 인생을 위한 서비
스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각 나라마다 외식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
작한 것은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일본은 1970년대 초 전문지나 매스컴에서 사
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은 외식산업이 성장하는데 약 30년이 걸렸고 미국은 
1980년대 성장반동으로 인한 쇠퇴시기를 통해 오늘날 안정 성장의 시기에 접어
들었지만 그 또한 약 40~50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미국
이나 일본의 외식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성장 하였으며 빠른 속도로 성장단계
에서 경쟁 격화기를 거쳐 성숙단계로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 외
식산업 전 업계에 파급되고 있다. 우리나라 외식산업 중에서 가장 빠르고 크게 
성장한 업계가 바로 패밀리레스토랑이다.11) 
우리나라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도입 및 성장기인 1980년대 중반 이 후 국민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생활의 여유가 다변화 된 식생활 패턴을 요구 하게 되
었고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패밀리레스토랑이라는 형태의 업소들이 자
연스럽게 등장하게 되었다. 국내 패밀리레스토랑의 경우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세분화하여 구분할 수 없
으나 일반적으로 내릴 수 있는 패밀리레스토랑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2)

패밀리레스토랑이란 100~200평의 대형매장에서 30~5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안락하고 차분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주류 판매를 자제하면
서 일정수준의 조명을 유지하고, 성인과 아이들을 동시에 겨냥한 서비스를 제공
하다. 패스트푸드점보다 훨씬 다양한 40~60가지의 메뉴를 구비해야하며 패스트

11) 유동수,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와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 및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2005, p. 6.

12) 김준형,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발전전략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대학원, 2003, 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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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보다 1~1.5배 정도 비싸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수준으로 가족동반 고객을 
겨냥한 전문 업소로 가족단위의 외식고객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편안함을 느끼며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의미한다.13)
패밀리레스토랑의 분류를 위한 기초 자료로 미국 레스토랑협회(The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에서 나눈 기준을 보면 음식의 특성, 서비스, 메뉴 품목 
수, 낮은 메뉴가격, 알코올 판매여부, 복장, 결재방법 등에 따라 <표3-1>과 같
이 분류하고 있다.

패밀리레스토랑
종류 특   징

퀵서비스 레스토랑
(Quick Service

Restaurant)

-패스트푸드
-한정된 서비스
-특정화된 메뉴 품목
-낮은 메뉴가격

중간급 패밀리레스토랑
(Midscale / Family)

-완전한 패스트푸드가 아닌 음식
-테이블 혹은 카운터 서비스
-퀵 서비스보다 많은 메뉴 품목
-한정된 알코올 혹은 알코올음료 서비스하지 않음
-크레디트 카드결제
-중간정도의 저녁식사 가격

캐주얼 다이닝 /
중간급 레스토랑
(Casual dining / 

Moderate Upscale)

-풀 서비스
-다양한 메뉴 품목
-테이블 서비스
-편안한 분위기와 복장
-폭 넒은 알코올음료 서비스
-통상적으로 크레디트 카드결제
-중상 정도의 저녁식사 가격

고급 레스토랑
(Fine dining higher 

check
Upscale)

-풀 서비스
-정성스런 식사준비
-크레디트 카드 결제가능
-정장이 요구되기도 함
-고가 메뉴
-극진한 테이블 도트 서비스

<표3-1> 미국 The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레스토랑 분류14)

13) 이기현, 외식산업 마케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원, 2004. p. 17
14) 신재영, 박기용, 외식산업개론, 대왕사, 1999,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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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밀리레스토랑의 분류
여유로운 분위기와 테이블 서비스를 강조하는 대형매장의 고급 레스토랑 컨셉을  
갖고 있는 패밀리레스토랑은 외식산업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에
서 크게 번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해외 브랜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내의 패밀리레스토랑은 외국에서 도입된 해외 브랜드가 대부분으로 상승분위기
에 있지만 그 역사가 짧아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이국적인 분위기의 해외 브랜
드 레스토랑은 모두 패밀리레스토랑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수입되는 브랜드에 따라 패밀리레스토랑,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스테이크 하
우스, 스포츠 바 레스토랑 등 다양한 컨셉으로 고객들에게 인지되어야 하지만 컨
셉의 차별화와 개념 인식 부족으로 하나의 개념 즉, 패밀리레스토랑으로만 알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패밀리레스토랑은 미국의 퀵서비스, 미드스케일, 업스케일
로  구분하고 있는 세 가지 세분화 시장 중 미드스케일 레스토랑 즉 중간급 패밀
리레스토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중간급 패밀리레스토랑은 대부분 풀 테
이블 서비스가 제공되고 퀵서비스 레스토랑보다 푸짐한 양, 높은 품질의 식음료
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분위기는 캐주얼 다이닝한 레스토랑을 의미한다. 
패밀리레스토랑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표3-2>와 같다.

구   분 특   징 예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 패스트푸드의 2배정도의 객 단가
․ 디너 하우스식보다 좀 더 활기차고 재미 
 있는 서비스 방식 및 화려한 분위기의 제공
․ 20~30대의 가족, 연인, 외국인 등이 고객

T.G.IFRIDAY's
Bennigan's 
Tony Romas 등

패밀리 체인
레스토랑

․ 센트럴 키친에서 각 점포에 반제품을 공급
․ 캐주얼 다이닝보다 1.8밴 낮은 객 단가
․ 테이블 서비스 제공, 깔끔한 분위기
․ 30~40대의 가족고객이 주 고객

코코스
까사로까
베네치아 
비버스 등

스테이크 하우스
레스토랑

․ 캐주얼 다이닝 보다 높은 객 단가
․ 뷔페식 샐러드 바 운영
․ 평일 낮 주부고객과 20대 젊은 여성고객 
 및 연인들이 주 고객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씨즐러
VIPS 등

<표3-2> 국내 패밀리레스토랑의 유형15)

15) 최만용. 패밀리레스토랑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월간호텔&레스토랑. 2000. p.2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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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패밀리레스토랑 발전
1) 국내 패밀리레스토랑의 도입
국내 패밀리레스토랑의 시작은 1985년 투마로우 타이거(Tomorrow Tiger,1990
년도에 폐점) 1호점을 들 수 있으며,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미도파가 코코스
(COCO'S)를 패밀리레스토랑으로 개점한 이래 1992년 (주)아시안 스타가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인 T.G.I FRIDAY'S를 개점하였고, 1993년 판다로사(Ponderosa)
등이 출범하여 그동안의 국내 외식 시장의 판도를 패스트푸드에서 패밀리레스토
랑으로 바꾸어 놓았다.16) 또한 부산과 대구 등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방 신규 브
랜드의 출범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서울 지역의 경우 패밀리레스토랑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입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먼저 지방을 선점하려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2) 국내 패밀리레스토랑의 개발과정
외식시장을 분석할 때 국민소득 5천불 시대에는 패스트푸드 시장이, 1만 불 시대
가 가까워질수록 패밀리레스토랑의 시장점유율이 오르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는데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예외 없이 그 단계를 밟아 발전해 왔다. 1990년대의 성숙
기를 거쳐 2006년대에는 패밀리레스토랑 업계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며 우리나
라 패밀리레스토랑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 표0-0 >과 같다.
그 동안 해외 브랜드의 무차별한 대량 출점으로 이면에는 브랜드들의 성공과 실
패가 있었다. 패밀리레스토랑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요인은 고객들의 방
문 동기가 좀 더 질 좋은 음식과 맛, 분위기를 찾아온 고객층이기에 테이블 당 
객단가를 높여 매상의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패밀리레스토랑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성장으로 인한 개인 소득수준 증가로 보다 여유로운 소비구조의 변화
이다. 특히, 이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는 국민들의 소비패턴을 90년대에 이르러 
선진국 형으로 빠르게 변모시켰다. 즉, 소비자들이 재화중심의 기초적 소비지출보
다는 마음의 풍요를 위한 소비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 가족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외식하는 빈도가 증가하였다. 더불

16) 정인태. 비지니스 전쟁을 향해 치닫는'94 외식시장'".월간식당.1994. p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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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가용의 보급 확대로 인한 가족 단위의 이용이 편리해지면서 가족 중심의 여
가 활용 확산으로 메뉴의 선택에서나 편리함에 있어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패밀리레스토랑을 이용하게 되었다.
셋째, 경쟁성장과 함께 성장한 20대 초반에서 30대 전반 세대의 외식성향의 특
징이다. 이들은 소비성향이 강하며, 음식의 맛과 분위기를 찾고, 편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젊은 세대들이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일반 음식점에 비하면 패밀
리레스토랑은 한층 안정되고, 편안하며 불만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으며, 수시로 어떤 불만 사항이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고 체크하는 방법을 통
하여 고객에게 신뢰를 얻는다.
끝으로 세계가 지구촌이라는 변화와 더불어 세계화, 국제화로 인한 여러 문화의 
수용과 호기심등으로 어느새 우리들의 입맛도 서구화되었다는 점도 패밀리레스토
랑의 성장배경의 중요한 요소이다.17)

년  도 특    징
1985 - 투모로우 타이거 1호점 개점후, 1990년 폐점
1988 - 대농그룹 (주)미도파가 운영하는 CoCo'S가 신사 1호점 출점.

 : 1996년 42개 점포까지 운영하다가 IMF 이 후 신동방으로 인수되어 부도
1992 - (주)아시안 스타(현 (주)푸드스타)가 T.G.I.F 양재1호점으로 출발

 : 2006년 50호 운영중
1993 - 이가 상가가 스테이크 전문점 판다로사 출점
1994 - 제일재당(현 CJ푸드빌)이 스카이락 출점

- 화양 인코퍼레이트에서 LA.Pame's 출점 후, 1996년 폐점

1995
- 대한제당의 계열사인 동진개발에서 스테이크 전문점 시즐러 출점
- 동양제광에서 베니건스 대학로 1호점 출점
- (주)아모제가 스위스 모벤픽그룹의 유럽풍 레스토랑 마르쉐 출점

1996 - (주)오지정의 스테이크 하우스인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출점
1997 - CJ푸드빌의 스테이크 전문점인 빕스 등촌 1호점 출점
1999 - JK푸드테크의 한식패밀리레스토랑 우리들의 이야기 강남 1호점 출점

2002
- 유럽형 멕시칸 푸드 파파존스 방이 1호점 출점
- (주)사보이 호텔의 열대테마 레스토랑 카후나빌 방이 1호점 출점
- (주)사보이 호텔의 테이크-아웃 시스템 하워드 앤 마리오 명동 1호점 출점

<표3-3> 국내 패밀리레스토랑 발전과정18)

17) 유동수,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와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 및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2005, p. 6.

18) 박정수, 패밀리레스토랑 이용자의 선택속성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 대학원,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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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패밀리레스토랑 시장 현황분석
1)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현황
국내 외식시장은 <표3-4>와 같이 2003년을 기준으로 약 연 38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03년 기준으로 외식점포 수는 약 60만 점포, 종사자 수는 약 
127만 명으로, 1997년 IMF 영향으로 잠시 위축됐던 1998년을 제외하고는 지속
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점포수 546 542 550 560 570 590 600

종업원 수 1,257 1,218 1,220 1,230 1,245 1,255 1,267
매출규모 3,023 3,196 3,200 3,300 3,600 3,700 3,800

증가율(%) - 5.4 0.1 3.0 9.0 2.0 2.0
<표3-4> 한국의 외식산업의 현황19)

국내의 외식시장은 1992년 이 후 시장개방이 가속화 되면서 풍부한 자본력과 강
한 마케팅 능력을 갖춘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외식시장에 대거 등장하면서 업종 
간에 치열한 시장 쟁탈전이 전개 되었다. <표3-5>의 2003년 외식 브랜드 매출
액 집계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업계의 사양화에도 불구하고 롯데리아가 1위의 자
리를 고수하였다. 또한 2002년에는 순위권에 들지 못했던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
스와 베니건스 등의 패밀리레스토랑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순위 브랜드 업체명 2003년 매출액
(단위: 억원)

2003년
매장수

2002년
순 위

1 롯데리아 롯데리아 5,000 890 1
2 BBQ 제너시스 3,800 1,550 2
3 피자헛 한국 피자헛 3,500 300 3
4 KFC 두산식품 2,500 208 5
5 파파이스 TS해마로 1,301 210 6
6 도미노피자 DPK인터네셔널 1,100 218 8
7 미스터피자 한국미스터피자 1,000 185 -
8 아웃백스테이크 오지정 920 33 -
9 버거킹 두산식품 825 108 7
10 베니건스 라이즈온 760 19 -

<표3-5> 2003년 10대 외식브래드 매출순위20)

19) 삼성경제연구소, 한국 음식의 상품화 국제화 전략, 2003
20) 월간식당,200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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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밀리레스토랑 산업현황
IMF위기도래와 더불어 큰 타격을 받았던 패밀리레스토랑 업계는 2001년 시장규
모 2,111억원에서 2002년 4,085억원으로 2년 사이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2003년에도 27% 성장률을 보이며 매출액이 5,195억원에 달한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패밀리레스토랑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로, 우선 8,000~3만 원 
대에 이르는 다양한 가격대와 메뉴, 이색적인 분위기를 꼽는 사람들이 많다. 개성
과 다양성, 편안함과 즐거움 등을 찾는 젊은 세대의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과 
기존 방상을 뛰어넘는 서비스와 마케팅 전략도 한 몫을 했다는 의견도 많았다. 
아래의 현황은 각 기업이 공개한 매출을 기준으로 집계, 도식화한 것이다.

( %)는 성장률, ▼는 감소표시)

업체명 브랜드명 매출액 점포수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주)오지정 아웃백
스테이크

1,600
(74.0)

2,200
(37.5)

2,700
(22.7)

20
(51.5)

70
(40.0)

90
(28.6)

CJ푸드빌 빕스 710(29.1) 1,300
(83.1)

2,500
(92.3)

22
(21.8)

41
(86.4)

70
(70.7)

(주)푸드
스타 T.G.I.F 1,000

(25.0)
1,100
(10.0)

1,700
(54.5)

33
(7.8)

39
(18.2) -

(주)라이온
즈 베니건스 826

(8.7)
991

(29.9)
1,200
(21.1)

20
(5.3)

26
(30.0)

32
(23.1)

(주)아모제 마스쉐 300
(▼25.0)

300
(0)

310
(3.3)

9
(▼18.2)

9
(0)

11
(22.2)

(주)바론즈
인터네셔널 씨즐러 180

(28.6)
202

(12.2)
240

(18.8)
6

(20.0)
7

(16.7)
9

(28.6)

썬엣푸드 토니
로마스

146
(6.6)

155
(6.1)

180
(16.0)

7
(0)

3
(0) -

사보이 카 후나빌 38
(11.8)

53
(39.5)

110
(107.6)

3
(0)

3
(0) 1

블랙앵거스
코리아 블랙앵거스 - 8 38

(375.0) - 1 3
(200)

<표3-6> 패밀리레스토랑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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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 인지도의 중요성
1)인지의 개념
인지(recognition)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을 분명히 알고 그 의의를 바르게 이해․
판별하는 일" '지각․기억․상강․구상․판단․추리를 포함하는 광의의 지적 작용, 지각․기
억․내성 이와 같은 이해를 나타내는 명제 및 판단을 포한하며, 의욕․정서와 함께 
의식의 기본이 되는 측면 또는 기능을 말한다.21) 철학적 관점은 "존재의 참된 파
악을 의미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으며22) 인식의 획득 및 인식의 형성은 사물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아는 것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뜻하며, 우리가 의식적
으로 사물과 능동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서 나타난다고 이해하고 있다.
2)브랜드 인지도의 개념
아커(D.A.Aaker)는 브랜드 인지란 어떤 브랜드가 어떤 제품 카테고리에 명확히 
속해 있는가를 잠재적 구매자가 인식 또는 상기할 수 있는 것으로 브랜드가 알려
져 있다는 모호한 감각이 그 제품 클래스에서 이것이 최고라는 신념에 이르기까
지 여러 가지23)라고 정의 하였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지(recognition), 상기(recall), 최초상기(top of mind)라는 극
히 다른 세 가지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브랜드 인지는 브랜
드에 대한 제품정보가 기억 속에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하며, 브랜드 상기는 소비
자들이 자신이 기억 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특정 브랜드의 정보를 그대로 인출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24)

21)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증서림, p. 8909.
22) 교양교재편찬위원회, 철학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p171
23)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CS경영본부, 한국브랜드 매니지 먼트 연구소, p. 89
24) 신형암, 강원, 김은환, 브랜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삼성경재연구소, 2000,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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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브랜드 인지 피라미드25)

브랜드 인식 피라미드의 가장 낮은 개념이 보조 인지는 어떤 제품 부류 내 여러 
가지 브랜드 이름이 주어진 상태에서 조사 응답자들이 그 브랜드 이름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제품 부류와 브랜드 이름간의 연관성이 꼭 강해
야 될 필요성은 없다. 보조인지는 소비자가 구매 장소에서 브랜드를 결정하는 경
우에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비보조는 브랜드 보조인지 테스트와는 다르게 
응답자가 한 제품 부류에서 생각나는 브랜드를 자유롭게 열거하는 것으로, 브랜
드 보조인지 테스트와는 다르게 응답자가 한 제품 부류에서 생각나는 브랜드를 
자유롭게 열거하는 것으로, 브랜드의 이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응답 난이도
에 있어서 보조인지 보다 훨씬 높으며 브랜드의 시장 위치가 강하게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비보조 상기 경우보다 보조인지 측정에서 훨씬 많은 브랜드가 나온
다. 비보조 상기에서 제일 먼저 상기된 브랜드를 최초 상기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 브랜드는 여러 브랜드들과 경쟁에 있어 소비자의 마음속에 특별한 위치를 점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6) 비보조 상기에서 대다수의 소비자가 한 특정 브랜드
만을 상기하는 경우를 지배적 브랜드라고 하며 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도는 지배적이어서 실제 구매 상황에서 소비자가 다른 브랜드를 고려조차 하지 

25) D.A.Aaker,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연구회 옮김, Managing Brand Equity, 브랜드 자산의 전략적 관리, p. 92
26) D.A.Aaker,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연구회 옮김, Managing Brand Equity, 브랜드 자산의 전략적 관리,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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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되는 등 소비자가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패밀리레스토랑의 인
지도는 패밀리레스토랑의 홍보방안을 접하였을 때 패밀리레스토랑의 브랜드 명이
나 캐릭터 혹은 메뉴를 인지하거나 상기하는 것이다.
3)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 인지도의 중요성
패밀리레스토랑은 소비자의 트랜드에 맞추어 전문적이고, 고급적이며, 다양한 음
식문화를 맛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외식산업의 꽃으로 
불리며 매우 급속한 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패밀리레스토랑 업체의 수는 계
속해서 증가되고, 고객 수요는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 따라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각 업체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패밀리레스토랑 업체는 소비자의 
변화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브랜드를 알리고 인지도를 상승시켜, 브랜드 
자산을 증축해야 한다.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 인지도의 구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 상표는 고려 대상 상표군(Consideration Set)에 
우선적으로 포함된다는 이점이 있다. 고려 대상 상표군 이란 소비자가 특정 제품
을 구매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브랜드를 말한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과정에서 제품 범주내의 모든 브랜드를 구매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일반적으
로 소비자는 여러 브랜드들 중 일부 브랜드만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이들에 대한 
평가를 거쳐 그 중 가장 나은 브랜드를 선택한다.
이는 패밀리레스토랑을 방문하고자 할 때, 아무 곳이나 찾는 것이 아니라 유명 
브랜드 중에 가장 자신에게 맞는 브랜드를 선택한다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
에 의해 장기간 방문하여본 경험과 홍보 등으로부터 높은 인지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높은 브랜드 인지도는 상표 친숙성(Brand Familiarity)을 형성하여 그 브랜
드에 대한 선호도가 선택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에 반복적
으로 노출되어 상표 친숙성이 높아지면 굳이 제품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브
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전 관여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자들은 제품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이해하려는 의사가 별로 없거나, 상표 
대안들을 자세히 평가하려는 동기가 매우 낮다. 그러므로 특정 브랜드에 대해 친
근감 또는 인지도가 형성되면 바로 그 브랜드를 구매하고 소비 후 제품평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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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비로소 구매된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질 것이라는 중장에 대해 많
은 연구자들이 공감하고 있다.27)
소비자가 특정 패밀리레스토랑에 관해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친숙성이 높아지면 
그 음식에 대해 굳이 먹거나 보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패밀리
레스토랑의 선호도와 선택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직접적인 매체이다. 케츠와 라잘스펠드(Katz and 
Lazarsfeld)의 연구에 따르면 식품과 가정용품 구매에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정보원천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28) 하였다.
소비자의 상표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원천들을 비교한 결과 구전의 영향이 라디오
보다2배, 인적판매보다 4배, 그리고 신문과 잡지보다는 7배 더 효과적임을 발견
하였다. 구전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 하나는 구전에 의
한 정보의 생생함(vividness)이다. 구전에 의한 정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경험아 직접 전달되므로 다른 정보원천보다 생생하다. 따라서 구전정보는 기억으
로부터 쉽게 인출되며 소비자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29)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는 제품브랜드와는 다르게 음식이라는 점을 가지고, 직접 
맛보고, 서비스를 체험하여 느낀 점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직접적인 매체이다. 패
밀리레스토랑의 구전 커뮤니케이션은 곧 그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의 평가이기도 
한다. 따라서 구전 커뮤니케이션은 직접적인 매체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패
밀리레스토랑 브랜드의 인지도는 매우 중요하다.

27) 신형암, 강원, 김은환, 브랜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삼성경제연구소, 2000
28) Elihu Katz and F.lazarsfeld, Personal influence, Glencoe, The Free Press, 1955
29) 이학식,안광고,하영원, 소비자행동 마케팅 전략적 접근. 제 3판, 법문사, 2003, p.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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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패밀리 레스토랑 캐릭터의 현황분석

제1절 국내 패밀리 레스토랑 캐릭터
맛과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외식문화의 확산 등이 맞물려 최근 패밀리레스토랑
은 제 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1999년 이후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
는 국내 패밀리레스토랑 수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70만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순수 국내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 캐릭터에 관한 현황분석의 기준을 케주얼다이
닝 레스토랑으로 한정, 2곳 이상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 2007년 상반기 
패밀리레스토랑 수익부분에서 20위권 내에 진입,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 캐
릭터를 통해 광고 ․ 홍보를 하는 업체, 캐릭터를 통한 수익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업체로 기준을 두었다.
1) 알레스카
①브랜드 분석
(주)엠푸드 시스템에서 설립한 알레스카는 외식공간의 새로운 컨셉으로 씨푸드 
뷔페형식의 패밀리레스토랑이다. 신선한 해산물을 주 메뉴로 단순히 식사만을 목
적이 아닌 다채로운 이벤트로 문화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인간과 동화
하는 공간의 컨셉을 바탕으로 환경과의 유기적 관계를 인식하는 외식 공간 창출
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인테리어를 보여준다.
까사로까의 매장 및 이용고객층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브랜드 명 알레스카 (Alaska)
유형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객단가 15,000~19,000원

주 고객 20~40대 점포수 5개

브랜드 스토리
알레스카(Alaska)는 씨푸드 패밀리레스토랑으로 뷔페형식으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외식공간이다. 북극 알레스카의 지역을 네이밍화하여 신선
한 느낌을 주었다. 인테리어 역시 알레스카의 느낌을 전하기 위하여 캐
릭터인 북극곰을 활용하였다.

<표4-1> 알레스카 (Alaska)의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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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디자인 분석
곰이라는 소재는 질리지 않는 아이템으로 외식업계 뿐만 아니라 팬시, 문구, 광
고, 의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북극곰을 캐릭터로 이용한 
코카콜라의 캐릭터 디자인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하였을 때 캐릭터의 형태, 색채
의 변별력이 없으며, 크게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못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
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알레스카의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디자인적 분석

캐릭터
로고 

 

소재 ․ 북극곰
색채 ․ 캐릭터 색 : 화이트, 세루리안 블루

동작 ․ 로고, 심벌, 캐릭터 일체형 
․ 정적인 느낌으로 캐릭터의 역할이 분명치 않음

로고,심볼 ․ 눈이 쌓여 있는 듯한 느낌이 캐릭터와 조화를 이룸
․ 세루리안 블루의 스트록이 전체적인 채색관계와 원활함

<표4-2> 알레스카 (Alaska)의 디자인 분석

③캐릭터의 역할과 기능
패밀리레스토랑에서의 캐릭터는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
다. 가족단위의 고객층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효과적인 아
이템이 될 수 있다. 북극곰이라는 편안한 느낌의 이미지로 인해 고객들에게 친근
감을 유도하고 알레스카의 브랜드 알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캐릭터를 
이용하여 인테리어 및 기타 알레스카를 홍보하여 고객에게 어필하고 있다. 
알레스카 캐릭터의 역할 및 기능부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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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의 역할과 기능
아이덴티티 ․ 북극곰을 모티브 하여 알레스카의 느낌을 전달

홍  보
․ 인테리어 디자인에 활용 (알레스카의 지역적인 느낌을 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
․ 홈페이지를 통한 쿠폰발행으로 적극적 고객유치 활동

효용 및
수익사업 ․ ․친근한 캐릭터의 느낌을 살려 특정한 상품개발 용이

<표4-3> 알레스카 (Alaska) 캐릭터의 역할과 기능

④비지니스 전략
알레스카의 캐릭터는 북극곰을 모티브로 캐릭터화한 다른 업종의 캐릭터와 차별
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로고와 캐릭터의 조화로 인해 브랜드 주목성이 강한 장점
이 있다. 귀여운 북극곰 캐릭터는 다양한 상품에 응용이 가능하여 어린이들 호기
심 유발을 할 수 있다. 
알레스카의 캐릭터 비지니스 전략은 다음과 같다.

비지니스 전략
브랜드
이미지

․ 브랜드 네이밍과 캐릭터의 적절한 조화로 인해 브랜드 주목성 강함
․ 북극곰을 모티브로 캐릭터화한 다른 업종의 캐릭터와 차별성이 부족

경제성 ․ 수익성 증대를 위한 캐릭터의 활용은 다소 미비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 곰 캐릭터로 어린이 고객들의 호기심유발
마케팅 ․ 홈페이지를 통해(http://www.malaska.com)쿠폰 서비스

<표4-4> 알레스카(Alaska) 캐릭터의 비지니스 전략

<그림4-1> 알레스카(Alaska) 캐릭터의 응용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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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까사로까
①브랜드 분석
(주)Elli & the Compan에서 운영하는 까사로까는 한국인의 입맛을 고려하여 퓨
전스타일 멕시코 음식을 전문으로한 웰빙 멕시코 패밀리레스토랑이다. 까사로까
(casa loca)는 스페인어로 'the crazy house"라는 뜻으로 미치도록 맛있는 집이라
는 독특한 이름으로 TV방송에만 25여 차례 방영될 정도로 소문난 맛집이다.
까사로까의 멕시코 메뉴 45여 가지를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매콤한 메뉴와 전형
적인 멕시코요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친근하면서 전문적인 서비스로 편안
하고, 인테리어 분위기 또한 편안하며 이국적인 느낌을 준다. 'NO CLAM 
FRESH'라는 공약을 내새워 웰빙 레스토랑으로도 유명하다. No CLAM는 무 방
부제(No Cans with Preservatives), 무 동물성기름(No Lard), 무 인공색소(No 
Artificial colors), 무 화학조미료(No MSG)의 영문약자이다.
까사로까의 매장 및 이용고객층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브랜드 명 까사로까 (casa loca)
유형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객단가 10,000~30,000원

주 고객 20~40대 점포수 2개

브랜드 스토리
까사로까(casa loca)는 국내 최대의 퓨전 멕시코 패밀리레스토랑으로 
스페인어로 'the crazy house"라는 말을 인용해 미치도록 맛있는 집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 전통 음식과 한국인의 입맛을 접목
한 퓨전이라는 컨셉으로 멕시코의 정열적인 매운 맛을 브랜드에 적
용.

<표4-5> 까사로까 (casa loca)의 현황분석

②디자인적 분석
까사로까의 캐릭터는 정형화 된 툴을 벗어나 브랜드에서도 느껴지듯이 멕시코 음
식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내뿜을 수 있는 형식이다. 고양이를 의인화하여 펜화 형
식인 캐릭터는 마치 카툰의 느낌을 주기도 한다. 보통의 고양이 캐릭터처럼 귀여
움이 컨셉이 아닌 거친 느낌을 주면서 타 브랜드와의 강력한 차별성이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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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사로까 만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형식의 캐릭터여서, 브랜드 이미지에는 확실한 
차별성을 가져올 수 있다. Main Character뿐만 아니라 Application Character 
역시 까사로까의 고양이 캐릭터를 응용하여 재미를 더하였다.
까사로까의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적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디자인적 분석

캐릭터

로고

소재 ․ 고양이
색채 ․ 캐릭터 색 : 화이트, 블랙 ․ 배경색 : 노랑, 주황
동작 ․ 독특한 펜화형식, 자유롭고 열정적인 느낌
로고 ․ 명조체의 연둣빛 컬러, 캐릭터와 부조화

<표4-6> 까사로까 (casa loca)의 디자인 분석

③캐릭터의 역할과 기능
멕시코 인들의 열정적이며 자유로운 성향을 마치 펜화 카툰을 연상시키는 까사로
까의 캐릭터는 브랜드를 홍보하기위해 브랜드 컨셉과 네임의 연상 작용이 매우 
좋은 사례이다. 가족단위의 고객층이 주 고객이므로 개성 있되 친근한 느낌의 브
랜드 캐릭터로 인지될 수 있도록 고양이라는 소재로 유도하였다. 개성 있는 캐릭
터의 느낌이 특정한 상품으로 개발하기 용이하며,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 고객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까사로까 캐릭터의 역할 및 기능부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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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의 역할과 기능
아이덴티티 ․ 고양이를 의인화하여 개성 있고 재미있는 분위기를 형성

․ 팬화형식의 일러스트로 브랜드 연상 작용

홍  보
․ 홈페이지 디자인에 활용 (까사로까만의 색채를 표현, 주목성강함)
․ 쿠폰발행으로 적극적 고객유치 활동
․ 어린이 고객을 위한 생일파티 플랜을 통하여 다양한 고객층 
 선호유발
․ 돌잔치와 기타 연회파티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제도

효용 및 수익사업 ․개성 있는 캐릭터의 느낌을 살려 특정한 상품개발 용이
<표4-7> 까사로까 (casa loca) 캐릭터의 역할과 기능

④비지니스 전략
까사로까의 캐릭터는 동물인 고양이를 의인화하여 타 캐릭터와 차별화된 개성 있
는 표현으로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에 매우 좋은 사례이다. 귀여움이라는 느
낌보다는 강한 일러스트 형식으로 많은 고객에게 어필하고 있다. 홈페이지 디자
인에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여 시선을 유도하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까사로까의 캐릭터 비지니스 전략은 다음과 같다.

비지니스 전략
브랜드 이미지 ․ 브랜드 네이밍과 캐릭터의 적절한 조화로 인해 브랜드 주목성 강함

경제성 ․ 수익성 증대를 위한 캐릭터의 활용은 다소 미비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 캐릭터가 주는 강한 인상이 까라로까의 성격을 대변 
마케팅 ․ 홈페이지를 통해(http://www.casaloca.co.kr/)쿠폰 서비스

․ 각종 연회와 출장뷔페 서비스
<표4-8> 까사로까 (casa loca) 캐릭터의 비지니스 전략

<그림4-2> 까사로까 (casa loca) 캐릭터의 응용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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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바삼바
①브랜드 분석
(주)리오코리아에서 패밀리레스토랑의 품격과 맛과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중저가
의 가격을 실현하는 외식문화 산업을 위해 삼바삼바라는 패밀리레스토랑을 설립
하였다. 서구의 식․생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국내 브랜드 외식산업으로 중남미 문화
권을 컨셉화한 브랜드 네이밍으로 슬로건을 즐거움, 축제, 자유를 내새웠다. 
브랜드 개발의 배경은 남미를 상장하는 언어로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번 들으면 기억할 수 있는 언어를 찾아 밀도 있는 마케팅 논
리로 접근하여 춤이라는 연상언어에 라틴댄스 '쌈바'를 고안하여 '삼바삼바'라는 
브랜드 네임을 지었다. 남미의 축제, 유적지, 도시, 생활풍습, 음악에서 비주얼까
지 아이덴티티화한 삼바삼바의 인테리어는 마치 남미의 휴양지에 온 듯한 분위기
로 이국적인 아이템으로 다른 업체와의 차별화를 갖았다.
 
삼바삼바의 매장 및 이용고객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브랜드 명 삼바삼바(samba samba)
유형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객단가 15,000~30,000원

주 고객 20~40대 점포수 25개

브랜드 스토리

중남미 문화권을 컨셉화한 브랜드 네이밍으로 슬로건을 즐거움, 축
제, 자유를 내새웠다. 남미를 상장하는 언어로서 '춤'이라는 연상언어
에 라틴댄스 '쌈바'를 고안하여 '삼바삼바'라는 브랜드 네임의 탄생. 
남미의 축제, 유적지, 도시, 생활풍습, 음악에서 비주얼까지 아이덴티
화한 삼바삼바는 남미의 휴양지에 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표4-9> 삼바삼바(samba samba)의 현황분석

②디자인적 분석
삼바삼바의 캐릭터는 즐거움이 있는 곳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친근하고 유쾌한 
느낌을 보여준다. 밀도 있는 분석을 통해 개발된 삼바삼바의 캐릭터 디자인은 그 
브랜드 네이밍 만큼이나 브랜드를 인지시키기 위해 매우 특징적이다. 다소 만화
적인 표현으로 캐릭터 화하여 홈페이지 및 매장에 신제품 홍보 포스터에 활용되
어지고 있다. 로고와 심벌 역시 컨셉에 맞추어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을 주는 글씨
체와, 축제를 벌이는 원주민의 느낌을 잘 살렸다. 로고의 색채가 블랙의 원칼라
인 점이 아쉬움의 소재로 남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브랜드의 성격과 디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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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가 잘 된 좋은 사례이다.
삼바삼바의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적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디자인적 분석

캐릭터

로고 
및

심벌

소재 ․ 중남미인
색채 ․ 캐릭터 색 : 레드, 오렌지, 브라운, 블랙  ․ 배경색 : 아이보리
동작 ․ 형태의 율동감이 다양하고, 재미있으며 친숙하며 정겨운 느낌.

․ 황동적인 느낌이 강한 라운드 느낌의 선을 이용하여 동작 표현.

로고,심볼
․ 캐릭터와 잘 어울리는 개성있는 로고와 심벌.
․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을 주는 글씨체.
․ 남미의 원주민들이 악기를 이용하여 축제를 벌이는 듯한 이미지 연
  상을 하게하는 심벌.

<표4-10> 삼바삼바(samba samba)의 디자인 분석

③캐릭터의 역할과 기능
즐거움, 축제, 자유의 이미지를 풍기는 중남미인을 캐릭터의 모델로 하여, 신상품
을 홍보하거나 이벤트 홍보를 위해 주로 사용되며, 가족단위의 고객과 젊은층의 
고객들에게 브랜드를 알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하게 선보일 수 있도록 제작되었
다. 홈페이지 상에서 BㆍI와 캐릭터의 디자인 개발 계기와 컨셉을 자세히 기록하
여 삼바삼바의 홍보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중남미풍의 캐릭터가 매장의 컨셉이 
맞게 잘 부합되고 있다. 부드럽고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이미지로 다양한 상품개
발에 용이하며, 많은 상품과 이벤트와 접목시켜 캐릭터를 어필할 것이다.
삼바삼바 캐릭터의 역할 및 기능부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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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의 역할과 기능
아이덴티티 ․ 중․ 남미 인을 모티브로 하여 강한 브랜드 이미지 연상 작용이 보임.

․ 유머러스하며 친근한 모델로 흡입력이 강함.

홍  보
․ 홈페이지 디자인에 활용.
․ 신상품과 이벤트 홍보를 위해 주로 사용.
․ 홈페지상 BㆍI와 캐릭터의 디자인 계발 계기와 컨셉을 기록하여 캐릭
 터 의 홍보력을 높임.

효용 및 수익사업 ․ 개성 있는 캐릭터의 느낌을 살려 특정한 상품개발 용이.
<표4-11> 삼바삼바(samba samba) 캐릭터의 역할과 기능

④비지니스 전략
삼바삼바의 로고와 캐릭터의 적절한 조화로 인해 브랜드의 주목성이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중․남미 인을 캐릭터의 모티브로 삼아 이국적인 모양이 호기심을 유
발할 수 있으며, 유머러스한 분위기의 표정이 친근감을 더해, 다양한 상품에 응
용 가능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
삼바삼바의 비지니스 전략은 다음과 같다.

비지니스 전략

브랜드 이미지
․ 로고․  심벌과 캐릭터의 적절한 조화로 인해 브랜드 주목성 강함.
․ 캐릭터의 모티브가 중남미인으로 제작되어  브랜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효과가 강함.

경제성 ․ 수익성 증대를 위한 캐릭터의 활용은 다소 미비.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 유머러스한 캐릭터 이미지가 흥겨운 분위기를 연상시켜줌.

마케팅 ․ 홈페이지를 통해(http://www.sambasamba.co.kr) 이벤트 홍보
․ 지속적인 홍보노출

<표4-12> 삼바삼바(samba samba) 캐릭터의 비지니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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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삼바삼바(samba samba) 캐릭터의 응용 홍보물

4) 비버스
①브랜드 분석
(주)참다운 사람들이 설립한 비버스는 여성의 활동 증가 및 싱글 족의 증가로 인
하여 배달, 간편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진되고 있는 시점에 웰빙 바람과 접목하
여 최소의 품질과 몸에 좋은 음식을 선호하는 변화가 불고 있다. 이에 비버스는 
이러한 고객의 변화에 발맞추어 최상의 서비스와 다양화, 높은 품질, 간편성, 웰
빙메뉴에 대한 차별 등 현재 외식배달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략으로 배달전
문 퓨전 패밀리레스토랑으로 지역외식 시장에 새로운 영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매장에 직접 찾아와 기다리지 않고도 가정에서 외식을 할 수 있다는 홈배달 패밀
리레스토랑이라는 점이 다른 업체와는 차별화를 가지고 있다.
비버스의 매장 및 이용고객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브랜드 명 비버스(bevers)
유형 캐쥬얼 다이닝 레스토랑 객단가 10,000~20,000원

주 고객 10~30 점포수 -

브랜드 스토리
배달 외식산업이라는 타이틀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버라는 동물의 
이름을 따 비버스를 브랜드 네이밍화 함. 여성의 활동 증가 및 싱글 
족의 증가로 인하여 배달, 간편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진되고 있는 
시점에 웰빙바람과 접목하여 배달전문 퓨전 패밀리레스토랑이라는 타
이틀을 내세움.

<표4-13> 비버스(bevers)의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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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디자인적 분석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버라는 동물을 브랜드 네이밍 작업을 한 비버스는 그 캐릭
터 모티브 역시 비버를 모델로 하여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제작되었다. 칼라
역시 비버스의 컨셉을 살리기 위하여 레드와 엘로우을 사용하였다. 레드는 고객
을 향한 비버스 가적의 열정을 직화로 구어 내는 비버스 메뉴를 뜻하며 엘로우는 
고객에게 항상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마음을 나타내었다. 레드에서 엘로우
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어, 시장 및 고객의 필요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비버스의 
마음을 의미한다. 로고는 캐릭터를 접목시켜 브랜드를 읽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제작하였으며 주 대상인 아이들을 고려한 디자인이다.
비버스의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적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디자인적 분석

캐릭터

로고 

소재 ․ 비버
색채 ․ 캐릭터 색 : 레드, 오렌지, 브라운, 블랙  ․ 배경색 : 아이보리
동작 ․ 형태의 율동감이 다양하고, 재미있으며 친숙하며 정겨운 느낌.

․ 응용캐릭터가 다양하며, 자연스러운 동작연출.

로고,심볼
․ 강한 색상으로 주목성 유발
․ 귀여운 글씨체가 캐릭터와 잘 어울림
․ 타 브랜드와 차별성이 둔함

<표4-14> 비버스(bevers)의 디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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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캐릭터의 역할과 기능
패밀리레스토랑의 캐릭터는 브랜드를 홍보하고, 인지시키기 매우 좋은 수단이다.
가족단위의 고객층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효과적인 아이템
이 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단순한 배달 외식산업으로만 인식되기 쉬운 비버
스 상품들을 고급형 패밀리레스토랑이면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어린고객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비버스 캐릭터의 역할 및 기능부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캐릭터의 역할과 기능
아이덴티티 ․ 부드럽고 귀여운 이미지가 친근하게 다가옴.

․ 응용캐릭터들을 이용한 비버스 이미지 홍보.

홍  보
․ 로고와 캐릭터의 접목으로 고객에게 강한 어필을 할 수 있음.
․ 신상품과 이벤트 홍보를 위해 주로 사용.
․ 홈페지상 BI와 캐릭터의 디자인 계발 계기와 컨셉을 기록하여 캐릭터 
  의 홍보력을 높임.

효용 및 수익사업 ․ 귀엽고 친근한 비버의 이미지를 이용한 상품개발 용이.
<표4-15> 비버스(bevers) 캐릭터의 역할과 기능

④비지니스 전략
비버스의 캐릭터는 기존의 귀여움을 강조한 곰이나 고양이, 강아지 같은 흔한 동
물이 아닌 비버스의 네이밍과 일치한 비버의 모티브로 차별적인 캐릭터를 개발하
여 브랜드이미지를 높이기에 좋은 조건이 되었다. 어린이 고객을 위한 다양한 마
케팅을 시도하고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응용 캐릭터를 적절히 잘 사용하
며 비버스만의 이미지를 형성이 되었지만, 캐릭터를 통하여 수익성 증대를 위한 
계획은 미비한 수준이었다. 신제품 홍보 포스터 및 홈페이지에 비버스의 홍보에 
캐릭터를 이용하여 시선을 유도하는 전략을 시도하였다.
비버스의 비지니스 전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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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전략
브랜드
이미지

․ 비버스를 알리기 위한 충분히 적합한 캐릭터.
․ 캐릭터의 모티브가 비버라는 동물을 모티브로 하여 어린이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감.
․ 배달 패밀리레스토랑이라는 컨셉을 부각 시켜줌.

경제성 ․ 홍보 인쇄물과 공고물 이외는 캐릭터 사용량이 다소 한정적.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 귀여운 비버 캐릭터로 어린 고객에게 호기심을 유발.
․ 어린이 고객층에서 인기가 많음.

마케팅 ․ 홈페이지를 통해(http://www.bevers.co.kr) 이벤트 홍보.
․ TV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노출.
<표4-16> 비버스(bevers) 캐릭터의 비지니스 전략

<그림4-4> 비버스(bevers) 캐릭터의 응용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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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외 패밀리레스토랑 캐릭터
외식산업에 패밀리레스토랑의 붐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에 대기업에서는 풍부한 
자본력과 강한 마케팅 능력을 갖춘 해외 유명 브랜드들과 손을 잡고 외식시장에 
대거 등장하였고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해외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의 수는 매
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외 패밀리레스토랑 캐릭터의 사례분석의 기준을 케주
얼다이닝 레스토랑, 스테이크 하우스, 스포츠 바로 분류하여, 2곳 이상의 체인점
을 가지고 있는 업체, 2007년 상반기 패밀리레스토랑 수익부분에서 10위권 내에 
진입,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 캐릭터를 통해 광고 ․ 홍보를 하는 업체, 캐릭
터를 통한 수익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업체로 기준을 두었다.
1) T.G.I.FRIDAY'S
①브랜드 분석
1991년 (주)아시안 스타는 미국의 칼슨 월드와이드 그룹 내 최고의 외식 브랜드
인 T.G.I.FRIDAY'S 사와 독점 계약으로 세계 최고의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을 
우리나라에 도입, 외식문화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였다. T.G.I.FRIDAY'S는 지난 
1992년 패밀리레스토랑이란 새로운 외식 문화를 한국에 최초로 도입하여 양제 1
호점을 개점한 이래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패밀리레스토랑이다.
현재(주)푸드 스타에서 운영하는 T.G.I.FRIDAY'S는 '맛이 즐거운 곳! 고객 환희
를 창출하는 캐주얼 다이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고객의 기대 이상을 실현
하는 고객의 최대 만족을 기대 이상을 실현하는 고객의 회대 만족을 위해 회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경영 철학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
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
다. 
T.G.I.FRIDAY'S의 매장 및 이용고객층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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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명 T.G.I.FRIDAY'S
유형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객단가 10,000~35,000원

주 고객 20~30 점포수 40

브랜드 스토리
'한국 최고의 존경받는 외식 기업'을 목표로 하는 T.G.I.FRIDAY'S는 
고품질의 음식과 음료 제공, 즐거움과 독특한 분위기 연출, 고객중심
의 고품격 서비스제공, 우수한 인재개발이라는 4가지 실천방안을 세
우고 꾸준히 실행해 나가며, 매장 수, 매출, 고객 만족도와 인지도등 
모든 면에서 패밀리레스토랑의 대표적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표4-17> T.G.I.FRIDAY'S의 현황분석

서구음식 시장은 크게 최고급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호텔 레스토랑 등 최고급 레스토랑은 최고의 맛과 분위기, 서비스를 제공
하지만 높은 가격과 정장을 입어야 하고 예절을 갖추어야 하는 등 이용하기가 까
다롭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는 아주 캐주얼하고 대중적이고 가격이 싸며 이용하기 
편리하지만 말 그대로 fast food로 맛이 떨어지고 종류가 한정되어 있으며 서비
스, 분위기 등은 아주 낫다.
T.G.I.FRIDAY'S는 이 두 음식점 사이의 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맛, 서비스, 
분위기에서 높은 질을 추구하면서도 중상가격에 캐주얼한 분위기를 살림으로서 
차별적인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②디자인적 분석
T.G.I.FRIDAY'S의 전체적인 캐릭터는 20대의 고객이 주 이용 층이라는 점을 감
안하여 명랑하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내세웠다. 카툰 느낌의 활동적인 강한 라운
드 느낌의 선을 이용하여 명랑하고 친절한 직원들을 상징하는 '티지 걸'과 '프라
이데이씨', 단골고객을 상징하는 'T'군과 '깐깐씨'의 4종의 캐릭터가 재미있고 친
근감 있는 모습이다. 재미있는 스토리로 인한 캐릭터 응용동작의 전개는 다양한 
상품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브랜드의 특징이 담겨있는 로고를 응용한 색채 
레드와 화이트 줄무늬를 캐릭터에 사용함으로 인해 쉽게 T.G.I.FRIDAY'S의 캐릭
터임을 인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브라운 색채를 이용
하여 품격 있는 패밀리레스토랑의 느낌을 전하였다. 
T.G.I.FRIDAY'S의 캐릭터 디자인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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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적 분석

캐릭터

로고 

소재 ․ T.G.I.FRIDAY'S의 명랑하고 친절한 직원들을 상징하는 '티지걸'과 '
프라이데이씨', 단골고객을 상징하는 'T'군과 '깐깐씨'

색채 ․ 캐릭터 색 : 레드, 엘로우, 브라운의 따뜻한 색채
동작 ․ 재미있고 친근한 느낌

․ 활동적인 느낌이 강한 라운드 느낌의 선을 이용하여 동작 표현
로고 ․ 고급스러운 느낌의 디자인과 고딕의 서체.

스토리

․ 프라이데이씨 & 티지 걸 : 외형적, 낙천적 성격, 유쾌하고 웃음이  
 많으며,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친절함. 그래서 친구가 많다. 손에서 
 별들이 쏟아지는 신비한 면도 있다. T.G.I.FRIDAY'S의 분위기 메이
 커. 오늘도 외친다. 손뼉 두 번치고 '명랑 봉사, 항상 학습"
․ T군 : 시니컬한 성격. 소심 쟁이. 표현에 어색하다. 늘 메고 다니는 
 비닐 주머니엔 쿠폰이 많다. 쿠폰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먹는다.
 T.G.I.FRIDAY'S에 올 때 항상 생일 고깔을 쓰고 온다. 생일인척 하
 기가 특기. 아무도 진짜생일을 모른다. T.G.I.FRIDAY'S의 마니아
․ 깐깐씨 :  입맛 깐깐, 행동 꼼꼼, 편집적인 성격, 여간해서'맛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T.G.I.FRIDAY'S에서 외식하는 것을 제외하
곤 대부분 집에서 식사를 한다. 자랑스러운 캐이준 클럽의 회원. 

<표4-18> T.G.I.FRIDAY'S 디자인 분석

③캐릭터의 역할과 기능
T.G.I.FRIDAY'S 직원과 손님을 모티브로 캐릭터화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티지 
걸'과 '프라이데이씨'의 경우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의 모습을 캐릭터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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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친절한 성격을 갖는 직원들의 모습을 고객에게 어필하였다. 단골고객을 상
징하는 'T'군은 쿠폰할인, 제휴할인 등의 이벤트 적 성향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깐깐씨'는 T.G.I.FRIDAY'S의 자주 애용하는 고객으로 
케이준 클럽회원을 상징하는 캐릭터 이다. 이 4가지 캐릭터는 각각 직원, 손님을 
상징함으로 소비자와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소재이다. 
T.G.I.FRIDAY'S 캐릭터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캐릭터의 역할과 기능

아이덴티티
․ T.G.I.FRIDAY'S의 명랑하고 친절한 직원들을 상징
․ 자사의 독특한 이미지를 담은 캐릭터
․ T.G.I.FRIDAY'S의 메인 패턴인 레드와 화이트 줄무늬를 사용하므로 
 브랜드를 상징하는 요소가 됨

홍  보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홍보

효용 및
수익사업

․ 신세대들이 선호하는 카툰형식 캐릭터
․ 캐릭터 응용에 다양성을 주게 되며 연속적으로 시리즈화 할 수 있는 
 효과
․ 꾸준한 스토리 전개는 생명력 있는 캐릭터를 만들게 됨
<표4-19> T.G.I.FRIDAY'S 캐릭터의 역할과 기능

④비지니스 전략
T.G.I.FRIDAY'S는 국내 외식문화에서 처음으로 명확한 문화적인 가치를 부여함
으로서 차별화 되었다. 가족중심, 다양한 서구음식, 색다른 인테리어, 높은 서비
스 등을 본격적으로 내세워 레스토랑을 브랜드화 함으로서 패밀리 레스토랑이라
는 차별화 되는 시장을 캐척했다.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한 
캐릭터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T.G.I.FRIDAY'S의 캐릭터는 20~30대와 어린이
들이 좋아할 수 있는 카툰캐릭터이나, 다양한 연령층에게 어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패밀리레스토랑의 특성에 맞게 가족단위의 고객들에게 귀엽고 즐거운 아
이템으로 접근한다면 친근감을 유도할 수 있다. 주 소비층인 20~30대의 젊은 층
인 만큼 시대에 맞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T.G.I.FRIDAY'S 비지니스 전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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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전략

브랜드
이미지

․ 친근감 있는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캐릭터를 개발을 한 
 T.G.I.FRIDAY'S는 캠페인이나 홈페이지 부분적으로 사용함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지시키고 있음.
․ 캐릭터를 메인으로 한 광고나, 소비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매장   
 내에서 활용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캐릭터와 브랜드 간의 인지도
 는 낮음.

경제성
․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어린이 고객들에게 홍보.
․ 저렴한 모델료라는 캐릭터의 장점을 살려 광고 및 판촉물에 적용한
 다면 캐릭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 2003년 온라인상의 싸이월드가 일반 소비자에게 인지되어 인기를 
 끌 무렵 패밀리레스토랑 최초로 싸이월드에 T.G.I.FRIDAY'S Skin을 
 제공하기 위한 Co-Promotion을 실시.

마케팅

․ T.G.I.FRIDAY'S매장에 방문한 고객의 사진전을 싸이월드에서 개최
 하여 다양한 상품을 싸이월드와 함께 진행해 발 빠른 인터넷 홍보.
․ 매장 내에 신제품 및 행사메뉴를 홍보하는 POP물에 캐릭터를 이용.
․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일정금액 이상 계산 고객에게 캐릭터가 그려진 
 T셔츠를 선물하는 이벤트.
․ 홈페이지를 통한 (http://www.tgif.co.kr) 이벤트 공지 및 쿠폰서비스
를 하고 있음.
<표4-20> T.G.I.FRIDAY'S 캐릭터의 비지니스 전략

2)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①브랜드 분석
1980년대 말, 미국에서 크로커다일 던디 영화가 히트하여 호주붐이 일어났고, 미
국인들에게 호주가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호주 컨셉의 레스토랑을 만들게 
되었고, 네이밍을 가장 호주스럽고 풍성한 대자연의 느낌이 살아나는 '아웃백'이 
탄생되었다. Out-Back이란 호주식 영어로 '오지(奧地)'라는 뜻으로 캥거루, 부메
랑, 코알라 등 호주의 야생 자연을 레스토랑 인테리어의 배경으로 하는 편안한 
분위기의 정통 스테이크 하우스이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가 리서치라는 레스토
랑 고객 만족도에서 매년 '미국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선정되는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는 푸짐한 양과 신선하고 풍부한 맛을 통해 매일 새로운 감동을 창조한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매장 및 이용고객층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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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명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OUTBACK STEAKHOUSE)
유형 스테이크 하우스 레스토랑 객단가 10,000~35,000원

주 고객 20~30 점포수 60

브랜드 스토리
1980년대 말, 미국에서 크로커다일 던디 영화가 히트하여 호주 붐이 일
어났고, 미국인들에게 호주가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호주 컨셉의 
레스토랑을 만들게 되었고, 네이밍을 가장 호주스럽고 풍성한 대자연의 
느낌이 살아나는 '아웃백'이 탄생되었다.

<표4-21>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OUTBACK STEAKHOUSE)의 현황분석

아웃백은 스테이크 전문 식당으로 기존 패밀리 레스토랑보다 한 단계 높은 차별
화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너하우스로 10여 가지의 스테이크 외에 30여 
가지의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제공되는 모
든 스테이크는 곡물(grain)을 먹여 사육한 호주산 최상급 쇠고기를 사용하며, 아
웃백 고유의 양념을 가미하여 그릴에서 단시간 굽기 때문에 연하고 두툼하며 육
즙이 많은 정통 스테이크의 참 맛을 즐길 수 있다. 최상의 품질에 다른 레스토랑 
보다 10~20%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의 매력이다.
②디자인 분석
대표적인 심벌에 사용된 캐릭터는 캥거루이며, 브랜드와 캐릭터를 하나로 인지시
키는 예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우리가 알고 있는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의 캐릭터라 함은 심벌에 사용
된 캥거루지만, 캥거루, 코알라, 악어, 부메랑 등을 만화적인 표현으로 캐릭터화 
하여 홈페이지와 매장에 신제품 홍보 포스터에 사용하고 있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의 탄생지의 특성에 맞는 소재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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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적 분석

캐릭터
로고 

          

소재 ․ 호주 대 자연을 대표하는 캥거루, 코알라
색채 ․ 캐릭터 색 : 오렌지, 그레이, 바이올렛

동작
․ 심벌캐릭터는 자연스러운 터치로 구성된 캥거루 캐릭터
․ 만화적인 표현
․ 경쾌한 느낌, 어린이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표정

로고,심볼 ․ 굵은 고딕체
․ 강한 색상의 다크레드 

<표4-22>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OUTBACK STEAKHOUSE)의 디자인 분석

③캐릭터의 역할과 기능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캐릭터는 홍보와 더불어 수익성까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의 홍보에 캐릭터들을 활용하여 
꾸준한 홍보를 하고 있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의 캐릭터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캐릭터의 역할과 기능
아이덴티티 ․ 아웃백의 캥거루 캐릭터는 하나의 심벌로서 아웃백하면 떠오르는 존재

홍  보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홍보

효용 및
수익사업

․ 신세대들이 선호하는 카툰형식 캐릭터
․ 캐릭터 응용에 다양성을 주게 되며 연속적으로 시리즈화 할 수 있는 
 효과
․ 꾸준한 스토리 전개는 생명력 있는 캐릭터를 만듦

<표4-23>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OUTBACK STEAKHOUSE) 캐릭터의 역할과 기능

④비지니스 전략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의 캥거루캐릭터는 하나의 심벌로서 아웃백하면 떠오르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딱딱한 로고타입에서 부드러운 캐릭터 이미지를 함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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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 브랜드 이미지는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 코알라인형을 판촉 물로 
어린이 고객들을 유도하는 전략은 캐릭터 활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 고객층
인 20~30대 층이 선호하는 캐릭터 상품을 홍보와 동시에 판매로 이어진다면 브
랜드 인지도 또한 상승될 것이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는 시대에 부응한 싸이
월드 같은 온라인 1:1 광고를 통해서도 뜨거운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20~30대 
젊은 층이라면 한번쯤 들어보거나 사용하고 있는 싸이월드, 블로그 등의 커뮤니
티는 시대를 반영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 할 수 있겠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의 광고는 책장을 넘어가는 장면과 사람들이 통통 튀어가
는 장면을 아웃백 대표 스테이크 메뉴인 에어즈락 스트립의 슬라이스 장면 및 블
루밍 어니언을 쏙 뽑아 먹는 장면과 은유적으로 연결해 광고의 흥미를 더하였다.
아웃백 광고는 패밀리레스토랑 TV광고에 익숙하지 않는 고객층에게 브랜드 인지
도를 높여주고, 고객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캐릭터의 비지니스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지니스 전략
브랜드
이미지

․ 심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음
․ 광고 및 Sign물에서 캐릭터를 사용함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향상

경제성
․ 코알라 인형을 판촉 물로 어린이 고객들을 유도하는 전략은 캐릭터
 활용의 가능성을 보여줌
․ 주 고객층이 20~30대 층이 선호하는 캐릭터 상품을 홍보와 동시에 
 판매로 이루어진다면 브랜드 인지도 또한 상승효과 기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소재로 구성된 인테리어
․ 아웃백의 심벌을 인테리어 소품에 활용함으로 고객들로 하여금 볼거
 리와 재미를 줌
․ 싸이월드 같은 온라인 1:1 광고

마케팅

․ 어린이 메뉴를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아웃백의 마스코트인 코알라 인
 형을 증정
․ 2004년 하반기부터 공중파 및 케이블, 극장광고를 통한 광고 마케팅
 에 적극 활보를 시작 →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통한 장기적 매출 증
 진에 목적
․ 대표캐릭터인 캥거루를 모방한 재미있는 동작과 반복되는 CM-song
 '아웃백~'이라는 오디오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자극 → 아웃백에  
 대해 생소한 고객들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기회의 장이 되는 등 브랜
 드 로열티를 향상시켰다는 평을 받음
․ 홈페이지를 통한 (http://www.outback.co.kr) 이벤트 공지 및 쿠폰서
 비스를 하고 있음.

<표4-24>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OUTBACK STEAKHOUSE) 캐릭터의 비지니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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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터스
①브랜드 분석
Delightfully Tacky Yet Unrefined(매혹적으로 도발적인, 하지만 때 묻지 않은)이
라는 슬로건과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외식업체로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후
터스가 2007년 1월 서울 압구정동에 한국 1호점을 오픈 하였다.
미국식 패밀리 레스토랑과 스포츠 바를 접목한 전혀 새로운 컨셉으로 1980년 초 
미국 플로리다 클리어 워터에서 처음 문을 연 후터스는 시선을 사로잡는 독특한 
실내 인테리어와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친근한 분위기, 최고의 요리장들
이 개발한 다양하고 부담 없는 음식으로 더욱 사랑을 받아왔다.
현재 미국 46개 주와 아르헨티나, 아루바, 오스트리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
레, 코스타리카, 영국, 독일, 그리스, 과테말라, 멕시코, 페루, 스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베네수엘라 등 전 세계에 걸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아시아에는 대만과 
싱가포르에 첫 상륙한 후 2004년 중국 상하이에 개점했다.
후터스 매장 및 이용고객층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브랜드 명 후터스(Hooters)
유형 캐주얼 스포츠 레스토랑 객단가 10,000~35,000원

주 고객 20~30 점포수 8

브랜드 스토리
미국식 패밀리 레스토랑과 스포츠 바를 접목한 전혀 새로운 컨셉으로 
1980년 초 미국 플로리다 클리어 워터에서 처음 문을 연 후터스는 
Delightfully Tacky Yet Unrefined(매혹적으로 도발적인, 하지만 때 묻
지 않은)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외식업체이다.

<표4-25> 후터스(Hooters)의 현황분석

②디자인 분석
부엉이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후터스의 캐릭터는 로고 일체형으로 심벌로서의 기
능을 가지고 있다. 후터스의 캐릭터는 일러스트적인 느낌으로 의인화보다 세밀한 
묘사를 하였고, 영문 스펠링 O를 캐릭터의 눈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메인 후터스
의 캐릭터는 정적인 느낌을 주나, 레이싱 분야와 항공사업 부분의 서브캐릭터는 
다양한 동작들으로 컨셉에 맞추어 로고와 캐릭터와의 조화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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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적 분석

캐릭터
로고 

          
소재 ․ 부엉이
색채 ․ 캐릭터 색 : 오렌지, 브라운, 화이트.
동작

․ 로고 일체형 캐릭터로 정적인 느낌을 준다.
․ 일러스트적인 세밀한 부엉이의 묘사.
․ 로고를 떼고 캐릭터만 사용 시  스펠링O의 오렌지 컬러가 포인트.

로고,심볼 ․ 캐릭터와 접목시킨 글씨체
․ 오렌지색을 사용.

<표4-26> 후터스(Hooters)의 디자인 분석

③캐릭터의 역할과 기능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캐릭터는 홍보와 더불어 수익성까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후터스는 현재 미국 46개 주와 아르헨티나, 아루
바, 오스트리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영국, 독일, 그리스, 과
테말라, 멕시코, 페루, 스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등 전 세계에 걸쳐 
지점을 두고 있다. 후터스는 패밀리레스토랑 이외 부가적으로 미국 내 PGA 
Tour, NAS 카레이싱 등 각종 스포츠 대회 개최 및 스폰서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후터스 레이싱, 후터스 스포츠 그리고 후터스 에어(항공)등 각종 사업 분야 별로 
로고에 캐릭터를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SIGN, 홍보물, 이벤트,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후터스 걸들의 의상, 소품 하나까지도 캐릭터를 통해 고객에게 브랜드를 
인지시키려한다.

캐릭터의 역할과 기능
아이덴티티 ․ 캐주얼 스포츠 레스토랑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선보임.

․ 응용캐릭터들을 이용한 후터스 이미지 홍보.

홍  보
․ 로고와 캐릭터의 접목으로 고객에게 강한 어필을 할 수 있음.
․ 다양한 사업 분야에 심벌기능을 연출.
․ 각종 이벤트 행사로 적극적 고객유치.
․ 후터스 걸을 등용하여 후터스 만의 이미지 활동.

효용 및
수익사업 ․ 다양한 사업 분야에 캐릭터의 느낌을 살려 특정한 상품개발 용이

<표4-27> 후터스(Hooters)캐릭터의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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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비지니스 전략
후터스의 캐릭터는 심벌로서, 캐릭터로서, 로고로서, 강한 어필을 소비자에게 전
달한다. 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후터스 만의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미녀들
의 서빙을 받는다는 경험을 제공하면서 20~30대가 선호하는 브랜드로 구축하고 
있다.  
후터스 캐릭터의 비지니스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지니스 전략
브랜드
이미지

․ 심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음
․ 광고 및 Sign물에서 캐릭터를 사용함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향상

경제성 ․ 주 고객층이 20~30대 층이 선호하는 캐릭터 상품을 홍보와 동시에 
 판매로 이루어진다면 브랜드 인지도 또한 상승효과 기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 미녀에게 느끼는 호감도를 음식에 대한 호감으로 전이시켜 레스토랑
 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제공.

마케팅

․ 스포츠 사업 분야의 스폰서 활동으로 후터스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
․ 국내 2개의 지점의 성공을 기점으로 8개의 지점 증축.
․ 후터스 걸들을 내세운 마케팅전략이 볼거리를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한 (www.hooterskorea.co.kr) 이벤트 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음.

<표4-28> 후터스(Hooters) 캐릭터의 비지니스 전략

<그림4-5> 후터스(Hooters) 캐릭터의 응용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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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패밀리레스토랑에서의 캐릭터는 브랜드 인지도의 상승효과를 위해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가족단위의 고객위주의 패밀리레스토랑에서의 캐릭터 
활용은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어린이 고객층을 유도할 수 있는 좋
은 모델이 될 수가 있다.
국내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의 경우 캐릭터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브랜드를 
인지함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캐릭터의 소재와 캐릭
터의 색채가 약하여 캐릭터의 사용이 미약한 수준으로 보이고, 또한 패밀리레스
토랑의 캐릭터가 B․I의 수단으로서 활용점이 약하고, 알레스카의 경우 디자인이 
독창적이지 못해 브랜드를 인지할 때 혼동이 느껴질 수 있다. 까라로까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이외는 스토리성의 부족과 다소 캐릭터의 형태가 산만하
여 브랜드 자산을 증축시키기 부족해 보였고, 삼바삼바와 비버스는 단계 있는 
계발로 수익사업으로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엿보였다.
국외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 캐릭터의 경우 국내의 실정에 맞는 캐릭터를 새롭
게 개발하여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서고 있다. 개발에서부터 탄탄한 스토리와 
브랜드 이미지와의 조화를 통해 강한 브랜드 연상 작용을 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캐릭터의 디자인 또한 독창적이며 브랜드 스토리
를 가지고 있으며, 색채는 B․I와 잘 접목되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수단을 볼 
수 있다. T.G.I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와 캐릭터가 잘 어울렸고, 캐릭터가 스토리
를 가지고 있어 생명력이 길며, 젊은층을 겨냥한 카툰형식의 캐릭터로서 홍보와 
수익사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의 브랜드 이미지를 가
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캐릭터 모티브를 통하여 브랜드를 홍보하였고, 이를 
통해 앞으로도 브랜드를 인지하는 수단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후터
스의 경우 심볼과 접목하여 캐릭터를 활용하였고, 후터스의 다른 많은 사업 분
야에서도 어플리케리션 캐릭터를 심볼과 접목하여 브랜드를 홍보하였다. 

국내․외 브랜드의 패밀리레스토랑의 캐릭터를 디자인적, 비즈니스적 측면으로 비
교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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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구분
국내사례 해외사례

디자인적
분석

- 소재:북극곰, 고양이, 남미인, 비버
- 색채:화이트. 블루, 블랙, 엘로우 등 
- 동작:귀여운표정, 차분함 차별화의 
   부족

- 소재:추상적 이미지의 인물, 캥거루, 
  코알라, 부엉이
- 색채:레드,브라운,그린,그레이,오렌지
  등의 난색계열사용
- 동작:발랄하고 경쾌함

캐릭터의
역할과
기능

- 브랜드의 이미지에 캐릭터의 역할이 
   미흡
- 캐릭터의 특징에 맞게 다양한 상품 
   개발의 가능성

-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효과를 주고 
   있음
- 수익성 증대의 효과
- 장기적인 고객유치에 이미지개선 가
   능

비즈니스 
전략

- 캐릭터를 소유하지 않은 브랜드가 
   많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캐릭터
   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어린이 고객에 대한 배려 부족
- 캐릭터 활용의 다양성 부족
- 봉제인형등을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
  으나, 다양성 부족
- 홈페이지를 통한 쿠폰 및 이벤트 홍
   보
- 젊은층에 맞는 광고의 부족

- 브랜드 인지도에 비해 캐릭터의 인
   지도가 낮음(T.G.I.F)
- 캐릭터의 활용의 다양성
- 광고에서의 캐릭터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와의 친근감유도
- 행사POP, 내부 인테리어에 적극 활
   용
- 인형,기념T셔츠등 다양한 홍보 시도
- 블로그, 싸이월드 등의 시대의 흐름
   에 부응하는 온라인광고

<표 4-29>국·외 사례 비교



캐릭터가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57 -

제5장 소비자 선호도 조사 분석

제1절 가설설정
본연구의 목적은 패밀리 레스토랑 캐릭터가 소비자들의 선택에 있어 브랜드의 인
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고 나아가 브랜드 인지도가 패밀리레스토랑
의 캐릭터 상품을 부가가치 사업으로서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1.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에 캐릭터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캐릭터는 인간이나 실제 삶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형태의 브랜드 상징을 
의미한다.' 캐릭터의 개성을 통해 기업, 제품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부각시
키는 이미지 효과 등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다양한 효능을 갖는다. 또한 캐릭
터란 특별한 유형의 브랜드 심벌로서 브랜드 인지도 창출에 매우 효과적이며, 캐
릭터를 사용하여 제품의 주요 장점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여 브랜드 커뮤니케이
션 수단으로서 캐릭터에 대해 주목하였다.(Keller. 1996) 캐릭터의 사용은 주목, 
인지, 이해, 기억 등 인지적 효과와 친근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효과, 그리
고 캐릭터의 개성을 통해 기업, 제품에 특정한 이미지를 부여하거나 부각시키는 
이미지 효과 등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다양한 효용성을 갖는다.
2. 패밀리레스토랑의 캐릭터는 상품화 사업으로 수익을 증대효과를 나타낼 것이
다.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은 캐릭터의 특징 및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기업이나 제품의 이미지를 보다 적절히 전달하거나, 연상을 자극함으로서 기업이
나 제품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기존의 이미지만으로는 공략할 수 없었던 시장으
로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캐릭터에 대한 호의적 반응을 기업이나 제품으로 전
달될 수 있도록 연결지어 결과적으로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효과
(Enhancement effect)를 얻을 수 있다. 캐릭터는 구매시점에서 자가 브랜드에 대
한 기억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암시 떠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브랜드 요소
로서 캐릭터를 도입하는 것은 브랜드의 개성에 따라 선택 여부가 결정된다.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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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캐릭터는 광고 캠페인, 프로모션, 패키지 디자인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형태
로 제심될 수 있다. 
또한 캐릭터의 저작권 즉, 프로퍼티(Property=재산)를 갖는 경우, 캐릭터는 하나
의 콘텐츠를 TV, 광고, 출판, 게임,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라이센스 사업 등 다
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펼침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
3. 패밀리레스토랑의 캐릭터는 광고ㆍ홍보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크리에이티브한 캐릭터 디자인은 소비자의 기억 속에 잠재되어 비슷한 유형의 형
태나 색채 등을 접했을 때 그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도 한
다,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광고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추상적인 단계로부터 시작
되며, 캐릭터 디자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더 나아가 
제품을 확인하고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실테에 의한 이미지까지 단계를 거치며 구
체화 된다.
홍보 디자인 문제를 포괄하기 위하여 시각전달 디자인(Visual Communication
Design)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창의적이며 개성적으로 디자인하여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
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30) 광고와 기타 커뮤니케이
션 방법들이 마케팅 프로그램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모든 홍보의 주
된 목적은 브랜드 자산에 공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객에 기초한 브랜드 자
산 모델에 따르면, 홍보는 브랜드 인지를 창출하고 소비자 기억 속에 브랜드와 
관련된 강력하고 호의적이며, 독특한 연상을 연결시킴으로서 브랜드 자산에 공헌
할 수 있다.

30) 정경원.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웅진출판사. 1994.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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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표본분석
1) 자료수집
국내 외식시장은 1980년대부터 국민소득의 증가, 지속적인 경제성장,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와 관광여가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하여 전반적인 음식문화가 향상
되고,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유명 외식브랜드와 손을 잡고 외식산업의 붐을 일으
키고, 국내 브랜드의 시장의 폭 또한 넓어지게 되어 소비자들은 다양해진 패밀리
레스토랑을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패밀리레스토랑의 시장은 치열한 경쟁 
상황으로 돌입하게 되었고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이 요구 
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캐릭터는 강한 
개성을 지닌 상징 기호로서 그 본질상의 사용가치에 앞서 상징적 가치는 소비자
의 소구력을 향상 시키고 있으며,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은 브랜드 아이덴
티티 창출 및 캐릭터의 활용에 의한 홍보 및 이벤트 활동을 통하여 브랜드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조사대상은 실제고객으로 파악되는 20~40대의 남녀를 대상으로 총 300명이 
2007년 10월 22일부터 2007년 10월 27일 까지 6알간 설문에 참여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 대한 분석방법으로는 현재 소비자들의 특성과 인식에 따른 빈도 분석, 
가설 검증을 위한 희귀분석(Simple Liner Regression Analysis), 평균값에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평균차이 검정 등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문 조사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통계패키지는 SPSS이다.
3) 표본에 대한 서술적 통계
표본에 대한 성별분포는 남자가 142명으로 47.3%, 여자가 158로 52.6%로를 차
지하여 남녀가 고르게 분포 되었으며, 연령분포는 20대가 220으로 전체응답자의 
73.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대가 42명, 40대가 28명, 기타 10
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20대가 가장 
많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은 대학생이 175명으로 58.3%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직장인이 72명, 전문직이 30명, 주부가 15명, 기타가 8명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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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구 통계적 특성에 대한 개괄적 통계는 아래의 <표 5-1>과 같다.
          보기   
 구분  

20대 30대 40대 기타
명 % 명 % 명 % 명 %

남 96 32 29 9.6 12 4 5 1.6

여 124 41.3 13 4.3 16 5.3 5 1.6

합계 220 73.3 42 14 28 9.3 10 3.3

<표5-1> 설문의 응답자 연령 분석표

          보기
  구분

학생 직장인 전문직 주부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응답자의 
직업 175 58.3 72 24 30 10 15 5 8 2.6

<표5-2> 설문의 응답자 직업 분석표

          보기
  구분

고졸 대졸 대졸이상 기타
명 % 명 % 명 % 명 %

응답자의 
학력 32 10.6 165 55 89 29.6 14 4.6

<표5-3> 설문의 응답자 학력 분석표

패밀리레스토랑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로 <표5-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패
밀리레스토랑 방문을 한달에 한번이라는 응답이 53.3%로 가장 많았으며 1주일에 
1번 방문한다는 의견도 26%가 나타났다. 이는 현재 패밀리레스토랑이 대중화되
어 있다고 보인다.
          보기
   구분 1주일에 1번 1주일에 2번 1주일에

 3번 이상 1달에 한번 1년에 
한두 번

패밀리
레스토랑
이용횟수

명 % 명 % 명 % 명 % 명 %
78 26 29 9.6 18 6 160 53.3 15 5

<표5-4> 패밀리레스토랑 이용횟수 분석표

패밀리레스토랑을 이용하는 이유는 편안한 분위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5.6%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찾는다는 의견이 33%로 보아 고객들
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패밀리레스토랑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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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구분

편안한
분위기

특별한날
기념하기

위해
부담 없는

가격
아이들이
좋아해서

주위의
권유로 기타

이용하는
이유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07 35.6 99 33 24 8 25 8.3 20 6.6 25 8.3

<표5-5> 패밀리레스토랑 이용하는 이유 분석표

캐릭터를 소유하고 있는 패밀리레스토랑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그 결과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의 캐릭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32.6%로 가장 많았으며 TGI.FRIDAY'S, 알레스카, 비버스, 후터스 순으로 나타
났다. 후터스는 선호도는 높은 편이였으나 캐릭터의 인지도에서는 현저히 낫게 
나타났다.
      보기
 구분 알레스카 까사로까 삼바삼바 비버스 TGI.

FRIDAY'S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후터스

캐릭터 
인지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42 14 15 5 14 4.6 35 11.6 67 22.3 98 32.6 29 9.6

<표5-6> 패밀리레스토랑 캐릭터 인지도 분석표

패밀리레스토랑의 캐릭터 활용에 관하여 어느 곳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알아보았
다. 그 결과 캐릭터 상품 활용이 44.6%로 가장 많았으며, 광고물에 활용하기 적
합하다는 의견이 20.6%로 많았다. 이는 패밀리레스토랑의 캐릭터가 마케팅 상품
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기
 구분 캐릭터상품 광고 매장 앞 

홍보효과
실내

인테리어
생일

파티룸
캐릭터 
활용시

적합한 곳
명 % 명 % 명 % 명 % 명 %

134 44.6 62 20.6 48 16 22 7.3 34 11.3

<표5-7> 패밀리레스토랑 캐릭터 활용 분석표

캐릭터 상품이 판매 시 구입의사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가 전체의 41.3%로 상
품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봉제인형을 구입하겠다는 의견이 
32.6%로 가장 많았으며, 악세사리 또는 장난감, 문구용품, 의류 등의 선호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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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캐릭터상품

판매시
구입의사

명 % 명 % 명 % 명 % 명 %
124 41.3 72 24 35 11.6 28 9.3 41 13.6

<표5-8> 캐릭터 상품 판매시 구입의사 분석표
      보기
 구분 인형 의류 장난감 문구용품 악세서리
캐릭터상품

판매시
구입 선호

명 % 명 % 명 % 명 % 명 %
98 32.6 22 7.3 74 24.6 32 10.6 74 24.6

<표5-9> 캐릭터 상품 판매시 구입선호 분석표

각 각의 패밀리레스토랑의 캐릭터를 보고 선호 분포도를 분류하였다. 친근감이 
느껴지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으로 TGI.FRIDAY'S가 61.3%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후터스가 13.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기
 구분 알레스카 까사로까 삼바삼바 비버스

TGI.
FRIDAY'

S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후터스

매우 그렇다 29% 22.3% 31% 29% 44% 61.3% 18%

그렇다 21.3% 25% 27% 21.3% 22.6% 17.3% 14.6%

보통이다 27.3% 29.6% 29.3% 29.6% 26% 10% 22.3%

그렇지 않다 19.3% 12.3% 7% 10.6% 3.3% 8% 31.6%

매우 그렇지 않다 3% 10.6% 5.6% 9.3% 1% 3.3% 13.3%

<표5-10> 패밀리레스토랑 캐릭터 친근감에 관한 분석표

디자인이 독창적으로 느껴지는가에 대한 매우 그렇다는 응답으로 삼바삼바가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으로 알레스카가 
18.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기
 구분 알레스카 까사로까 삼바삼바 비버스

TGI.
FRIDAY'

S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후터스

매우 그렇다 10.6% 25.6% 34.3% 31.3% 32.3% 29% 14%

그렇다 22.3% 28.3% 29% 33.6% 24.6% 34.3% 19.6%

보통이다 27.3% 26.6% 17.3% 18.3% 16.6% 22.3% 34.3%

그렇지 않다 21% 15.6% 10.6% 9.3% 15.3% 7.6% 27.3%

매우 그렇지 않다 18.6% 3.6% 8.6% 7.3% 11% 8.3% 4.6%

<표5-11> 패밀리레스토랑 캐릭터 독창성에 관한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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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나 일러스트 표현이 잘 되어있다고 느껴지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으로 
비버스가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에 후터스가 18%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기
 구분 알레스카 까사로까 삼바삼바 비버스

TGI.
FRIDAY'

S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후터스
매우 그렇다 32% 28% 41.6% 54.6% 22.3% 29% 20.3%

그렇다 23.6% 22% 16.3% 20.6% 31.6% 23.6% 19%

보통이다 35.3% 26% 26% 16% 27% 25.3% 34.3%

그렇지 않다 7% 12.6% 12.3% 7% 14.3% 11.6% 8.3%

매우 그렇지 않다 2% 10% 3.6% 1.6% 4.6% 10.3% 18%

<표5-12> 패밀리레스토랑 캐릭터 표현에 관한 분석표

컬러와 캐릭터가 잘 어울린다 라고 느껴지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으로 비버
스가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까사로까가 18.3%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보기
 구분 알레스카 까사로까 삼바삼바 비버스

TGI.
FRIDAY'

S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후터스

매우 그렇다 22.6% 18% 37.3% 51.3% 41% 31.3% 25.6%

그렇다 17.3% 15% 29% 26.6% 30.6% 28.6% 17.6%

보통이다 29.6% 27.6% 14.3% 14% 18% 28.3% 31.3%

그렇지 않다 18.6% 21% 12.6% 5.3% 7.6% 7.3% 16%
매우 그렇지 않다 11.6% 18.3% 6.6% 2.6% 2.6% 4.3% 9.3%

<표5-13> 패밀리레스토랑 캐릭터 컬러와의 조화에 관한 분석표

캐릭터와 로고가 잘 어울린다고 느껴지는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계획으로 브랜드 네임과 로고, 캐릭터 작업을 통해 개발한 삼바삼바의 캐릭터가
가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까사로까가 12.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기
 구분 알레스카 까사로까 삼바삼바 비버스

TGI.
FRIDAY'

S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후터스

매우 그렇다 32.6% 14.3% 51% 45.6% 49% 37.6% 24%

그렇다 21.6% 19.3% 35% 31.3% 30.6% 28% 19.3%

보통이다 29% 47.3% 10.6% 14.3% 14% 25.6% 38%

그렇지 않다 9% 6.3% 2% 4.3% 3.3% 6.6% 12%

매우 그렇지 않다 7.6% 12.6% 1.3% 2.6% 3% 2% 6.6%

<표5-14> 패밀리레스토랑 캐릭터 로고와의 조화에 관한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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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가 브랜드 이미지에 잘 표현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으로 아웃백 스테이
크 하우스가가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후터스가 32.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브랜드 스토리와 캐릭터가 어울림에 느껴지는 이미지로 호주라는 모
티브를 강하게 보여준 코알라 캐릭터가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의 특징을 잘 
나타내었다고 보인다.
           보기
 구분 알레스카 까사로까 삼바삼바 비버스

TGI.
FRIDAY'

S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후터스
매우 그렇다 14% 21.3% 41.6% 44.3% 46% 47.3% 14.3%

그렇다 29% 25.6% 30.3% 26% 30.6% 32.3% 13%

보통이다 29.3% 34.3% 18% 18.6% 15.6% 11.3% 22.6%

그렇지 않다 20.6% 13.6% 8% 8% 5% 7% 17.3%

매우 그렇지 않다 7% 3% 2% 3% 2.6% 2% 32.6%

<표5-15> 패밀리레스토랑 캐릭터의 브랜드 이미지표현에 관한 분석표

캐릭터가 충분히 활용되고 브랜드를 대변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
해 캐릭터만으로 브랜드를 인지하기 쉬운가에 대한 질문으로 TGI.FRIDAY'S가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으로 후터스가 1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기
 구분 알레스카 까사로까 삼바삼바 비버스

TGI.
FRIDAY'

S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후터스

매우 그렇다 24% 19.3% 25.6% 30.6% 41% 36% 27.3%

그렇다 21% 15% 23% 24.3% 28% 32.3% 22.3%

보통이다 27.3% 22.3% 34.3% 17.3% 17.3% 22.6% 25.6%

그렇지 않다 22.3% 12% 11.3% 14% 9.3% 5% 14%

매우 그렇지 않다 5.3% 31.3% 5.6% 8.6% 4.3% 3.3% 10%

<표5-16> 패밀리레스토랑 캐릭터 브랜드 인지도에 관한 분석표

캐릭터가 매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응답으로 비버스가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후터스가 11.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버스는 캐릭터 개발 단계를 홈페이지 상에서 보여주고, 또한 캐릭터를 통한 
홍보가 활발한 반면 후터스는 사업 분야의 심볼로서의 기능만 나타내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수단으로서 캐릭터의 활용이 낮음을 감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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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구분 알레스카 까사로까 삼바삼바 비버스

TGI.
FRIDAY'

S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후터스

매우 그렇다 27.3% 24.3% 31.4% 51.3% 36.6% 44% 25.3%

그렇다 31% 28.6% 22.6% 23% 32.3% 26% 19.3%

보통이다 28% 21.3% 34% 11% 14% 22.6% 36%

그렇지 않다 10.3% 22% 9.3% 9.3% 12.6% 5.3% 8%

매우 그렇지 않다 3.3% 3.6% 2.6% 5.3% 4.3% 2% 11.3%

<표5-17> 패밀리레스토랑 캐릭터 매출에 관한 분석표

캐릭터를 상품화 하였을 경우 구매의사가 있다는 느낌에 대하여 긍정적적인 응
답으로 비버스가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삼바삼바가 12.3%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캐릭터를 상품화하였을 경우 구매의사를 볼 때 매
우 그렇다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패밀리레스토랑의 부가수입 증대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 하였다.
           보기
 구분 알레스카 까사로까 삼바삼바 비버스

TGI.
FRIDAY'

S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후터스

매우 그렇다 25% 22.3% 30% 49.3% 38.3% 40% 27.3%
그렇다 22.6% 15% 22.3% 22.6% 28% 35% 18%

보통이다 21% 28.6% 36% 24.6% 19.6% 20.6% 22.6%
그렇지 않다 19.6% 24.6% 21.6% 2.6% 8% 3% 20%

매우 그렇지 않다 11.6% 9.3% 12.3% 0% 6% 1.3% 12%
<표5-18> 패밀리레스토랑 캐릭터 상품의 구매의사에 관한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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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위의 설문조사에 분석을 살펴보면 패밀리레스토랑 캐릭터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첫째, 브랜드에 비해 캐릭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브랜드의 인지도는 높지만 후터스의 경우 캐릭터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마케팅적 수단으로 홍보에 활용하고 있지만, 우선 캐릭터에 대한 인지도
를 높여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둘째, 고객의 니즈에 맞는 엔터테이먼트 요소가 부족하다.
캐릭터를 활용한 엔터테이먼트 요소의 개발이 필요하다. 생일 피티룸을 운영한
다거나, 이벤트에 캐릭터를 활용하는 등의 고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
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키고자 본 연구자는 세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캐릭터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캐릭터는 하나의 브랜드이다. 경쟁력 있는 디자인과 마케팅, 홍보, 제작, 상품화
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인 아이덴티티가 유지되고 관리 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브
랜드 인지도는 제품의 잠재적 매출을 창출하는 자산 개념으로 인식해야 하고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신뢰 내지 호의의 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제품판
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여 브랜드 인지도는 직접 제품의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캐릭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캐릭터와 심벌 로고타입의 조화가 필요하다.
기업을 연상시키는 시각요소 중 심벌과 로고타입은 기업의 이미지를 구체화시
키기는 유리하나 그 자체가 지닌 하드웨어적 속성 때문에 친숙도 면에서 적합
하지 않다. 따라서 네이밍 작업을 거쳐 표정이 있는 형태와 친숙도 면에서 조화
가 필요하다.
셋째,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캐릭터를 보다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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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해야 한다.
FP업체들은 주로 입소문에 의한 구전광고를 통해 고객들에게 알려진 바가 크
다. 프로모션 활동이 활발해진 점 등을 기인해 이전과는 달리 고객들과의 커뮤
니케이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인터넷 확산의 사회적 변화에 힘입어 각 레
스토랑별로 홈페이지를 통한 마케팅뿐만 아니라 싸이월드나 블로그 등을 통한 
1:1 마케팅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는 점은 시대를 반영한 최근의 홍보 흐름이라
고 분다. 따라서 소비자의 식생활에 대한 니즈가 더욱 구체화, 고급화되어 가고 
감각과 재미적인 요소를 요구하는 요즘 그 파급효과가 큰 공중파 및 케이블을 
통한 캐릭터의 활용은 짧은 기간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외식산업은 소비자의 라이프 사이클의 다양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소득증
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의 원인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패밀리레스토랑 산업은 외식산업의 꽃으로 불리면서 수많은 브랜드가 생겨나 치
열한 경쟁 상황으로 돌입하게 되었고,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브랜드 마케팅 활
동이 요구 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캐릭
터가 패밀리레스토랑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검증하였
다,

제2절 시사점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가설에 대한 실증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에 캐릭터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기업들이 브랜드 이미지의 전략적 역할에 주목, 자사 브랜드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강력한 연상 작용에 의해 구축된 상표자산을 경쟁우위 확보수단으
로 인식하게 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가설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장
된 캐릭터의 기능이 브랜드의 인지도를 향상에 영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패밀리
레스토랑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캐릭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패
밀리레스토랑의 성공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캐릭터의 개발뿐만 
아니라 꾸준한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패밀리레스토랑의 캐릭터는 상품화 사업으로 수익을 증대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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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레스토랑 캐릭터가 기업의 보조 심벌 역할을 하는 캐릭터와 다른 것은 산
업적 경제성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캐릭터는 브랜드 파급효과를 통
한 부가가치 창출과 동일한 개념을 갖는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웠다. 이
는 캐릭터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 캐릭터는 하나의 콘텐츠를 TV, 광고, 출판, 게
임,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라이센스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펼침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또한 캐릭터 상품에 대해 소비자는 제품의 기
능이나 특성보다는 캐릭터의 개성이나 이미지에 일차적으로 주목하여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매 형태는 연속적인 수집성 구매를 유도하며 새로운 
형태의 구매 패턴을 만들면서 기업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패
밀리레스토랑의 기업은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패밀리레스토랑의 캐릭터는 광고ㆍ홍보효과를 나타낸다. 
모든 광고 ․ 홍보의 주된 목적은 브랜드 자산에 공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
객에 기초한 브랜드 자산 모델에 따르면, 홍보는 브랜드 인지를 창출하고 소비자 
기억 속에 브랜드와 관련된 강력하고 호의적이며, 독특한 연상을 연결시킴으로서 
브랜드 자산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설을 세웠다. 패밀리레스토랑 광고를 
통한 캐릭터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효과를 준다. 캐릭터를 통한 광고ㆍ홍보는 
브랜드 인지를 창출하고 소비자 기억 속에 브랜드와 관련된 강력하고 호의적이
며, 독특한 연상을 연결시킴으로서 브랜드 자산에 공헌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캐
릭터는 저렴한 모델료와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친근감과 독특한 표현의 제
약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캐릭터 통하여 패밀리레스토랑 브랜
드를 광고ㆍ홍보를 할 수 있는 전략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캐릭터가 패밀리레스토랑의 브랜드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
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한계점으로 인해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첫째, 표본의 추출이 서울지역과 광주ㆍ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 이론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과 성별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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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재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패밀리레스토랑의 캐릭터가 어떠한 요소로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상승에 영
향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캐릭터의 형태별, 색채별, 동작별 등의 요소별로 세
분화하여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에 관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 할 
수 있다면 실제 업계에서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광고ㆍ홍보 방식이 다양하게 있음을 감안하여 어떤 매체를 통한 캐릭터 홍
보가 브랜드 인지를 창출하고 소비자 기억 속에 브랜드와 관련된 강력하고 호의
적인 연상을 심어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연구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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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시각디자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
으로 본 설문조사는 "캐릭터가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내 패밀리레스토랑 캐릭터 중심으로-"를 위해 조사
하는 것으로서 순수 통계 자료로만 사용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
대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자의 개인적인 내용이 별도로 평가되지 않
습니다. 여러분께서 성의껏 작성하여 주신 모든 내용은 귀중한 자료
가 되어 본인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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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음은 통계를 위한 내용입니다.
1.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2.귀하의 연령은?
1) 10대   2) 20대   3) 30대   4) 40대 이상
3.귀하의 작업은?
1) 학생   2) 대학생   3) 주부   4) 직장인   5) 기타
B. 패밀리레스토랑 이용실태 조사 및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1. 귀하는 패밀리레스토랑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1) 1주일에 1번   2) 1주일에 2번   3) 1주일에 3번이상
4) 1달에 한번   5) 1년에 한 두번
2. 패밀리레스토랑을 어떠한 이유로 이용하십니까?
1) 편안한 분위기   2)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3) 부담없는 가격   4) 아이들이 좋아해서
5) 주위로 권유로   6) 기타(                    )
3. 귀하께서 패밀리레스토랑을 자주 애용하신다면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을 것 같
습니까?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4. 패밀리레스토랑의 브랜드가 이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5. 패밀리레스토랑의 브랜드 인지도에 캐릭터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6. 패밀리레스토랑의 캐릭터를 활용한다면 어느 곳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캐릭터상품(인형,문구등)  2) 광고
3) 매장 앞 홍보효과  4) 실내 인테리어  5) 생일 파티룸(이벤트 용도)



8. 만약 캐릭터 상품이 판매된다면 어떤 상품을 구입하시겠습니까?
1) 인형  2) 의류  3) 장난감  4) 문구용품  4) 악세서리

B. 다음은 패밀리레스토랑의 캐릭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캐릭터와 로고를 보시고 
느끼시는데로 답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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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에 에 에 표시하여 표시하여 표시하여 표시하여 주십시요주십시요주십시요주십시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캐릭터가 친근감이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캐릭터가 디자인이 독창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캐릭터가 선이나 일러스트 표현이 잘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컬러와 캐릭터가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캐릭터와 로고가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캐릭터가 브랜드 이미지에 잘 표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캐릭터만으로 브랜드를 인지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캐릭터가 매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캐릭터를 상품화 하였을 경우 구매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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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곳에 곳에 곳에 표시하여 표시하여 표시하여 표시하여 주십시요주십시요주십시요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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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가 브랜드 이미지에 잘 표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캐릭터만으로 브랜드를 인지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캐릭터가 매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캐릭터를 상품화 하였을 경우 구매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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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캐릭터를 알고 있는 항목은 몇개입니까?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그 이상
2. 캐릭터 보기 중 가장 선호하는 캐릭터를 3가지 골라주십시오?
1.                       2.                   3.
3. 위의 문항에서 선호하는 캐릭터를 선택한 이유를 5가지 이상 선택해 주십시요
1.특이함          2.신선함       3.기발함       4.아이디어   5.새로움
6.귀여움          7.사랑스러움   8.인간적임     9.예쁘다    10.정겨움
11.코믹함        12.특별함     13.엽기적인     14.친근감   15.생기발랄함
16.동심이 느껴짐 17.포근함     18.질리지 않음  19.편안함   20.기쁨
21.엉뚱함        22.자연스러움
4.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캐릭터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5.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브랜드를 인지하기 용이하다.     2) 캐릭터를 좋아한다.
3) 아이들이 선호할 것 같다.        4) 기타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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