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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paper toys that used to be provided or printed on the back of snack 

package have appeared in regular stationery shops, design shops, or even online 

shopping malls. The emergence of unfamiliar genre of "paper toy" among general 

public received a positive evaluation along people who find it new and fresh and 

extended its presence to brand promotions for prestigious businesses. 

However, being new and fresh is not enough to ensure effective conveyance of 

businesses’ brand images as paper toys alone do not make people automatically 

recognize a brand whose promotions are underway. Sometimes, a wrong choice of 

paper toy in brand promotion may degrade its image against original intention. 

Therefore, businesses should select a paper toy manufacturer that suits their 

specific needs and take time to consider if a paper toy associated with brand 

properly represents its target product. In addition, if brand promotions using paper 

toys are planned and executed with graphics that suit the brand image target 

consumer segments taken into account, they will be able to produce better 

outcome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design and consumer reactions based on corporate 

brand promotions using paper toys through surveys, draw conclusions, and to 

come up with better ways of paper toy development and promotions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study will present the features and advantages of brand promotions 

using paper toys and examine the paper toy design and development plans that 

enable an effectively delivery of the intended brand image to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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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한민국에 2012년 이후부터 과자포장지 뒷면에 제공되거나 출력해서 만들어 보던

페이퍼토이가 일반 팬시 샵이나, 디자인 샵 또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모습을 들어내기

시작했다. 생소했던 페이퍼토이라는 장르가 대중들에게 노출되기 시작함으로써 신선하

다는 평가와 더불어 인지도 있는 기업들의 브랜드홍보 프로모션 행사에 등장하기 시작

했다.

그러나 신선함만으로 소비자들에게 기업의 브랜드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는

한계점이이 있다. 단순히 페이퍼토이라고 해서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브랜드를 인지하

지는 않기 때문이다. 간혹 잘못된 페이퍼토이로 브랜드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그 이미

지를 저해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브랜드이미지에 알맞은 페이퍼토이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브랜드를

연계한 페이퍼토이가 제품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또한 페이

퍼토이를 활용한 브랜드프로모션시 브랜드이미지에 알맞은 그래픽과 형태 소비 타켓층

을 고려하여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실행한다면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기업브랜드 프로모션을 중심으로 디자인과 소비자반

응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앞으로의 페이퍼토이개발과 프로모션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브랜드프로모션의 특징과 장점 등을 제시

하며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브랜드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페이퍼토이 디자인과 개

발방안 연구등을 살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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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페이퍼토이와 오리가미라는 형태로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페이퍼토이가 사업

화 되고 시장을 형상하기 시작한건 5년이 채 안되었다. 한국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

이 많은 나라다. 이러한 점에서 페이퍼토이는 매우 신선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

키기에 충분한 소재이고 아이템이다. 이러한 이점으로 많은 기업과 엔터에인먼트 사들

이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브랜드홍보 프로모션행사들이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페이퍼토이의 짧은 역사만큼 아직 브랜드이미지에 대한 정확한 표현보다 페이퍼

토이의 신선함을 내밀어 사용목적에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는 기업과 고객들에 대한 페이퍼토이의 반감을 만들어 낼 수도 있으며, 시장 전반적

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 또한 다분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서는 페이퍼토이 제작사와 프로모션 진행 기업이 고민

하고 생각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페이퍼토이 개발사는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의 성격에 맞는 소비층과 그래픽스타일, 지기구조의 난이도등이 잘 고려된 페이퍼토이

를 제시 하여야한다. 그리고 기업은 브랜드와 그래픽스타일이 잘 맞는 페이퍼토이스타

일을 전개하는 개발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는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들의 다양한 브랜드들이 앞을 다투어 출시되고

있다. 그에 따른 마케팅도 하루하루 전쟁을 치루 듯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SNS를 통한 빠른 전파속도도 치열한 마케팅 전쟁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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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퍼토이 프로모션은 이제 좋은 이야기 꺼리이다. 처음에는 조형물과 색감에 사로잡혀

반응을 보이다가 종이로 만들어졌다는데 한 번 더 감탄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페이퍼

토이에는 브랜드 로고가 새겨져있거나 브랜드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페이퍼토이 프로모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페이퍼토이의 장점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이

미지를 극대화 시키고 아직은 한국에서 생소한 페이퍼토이를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키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감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페이퍼토이 산업발

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이 요즘 기업들

이 함께 진행하고 하는 협업(콜라보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페이퍼토이의 적절한 이미지표현과 스타일이 기업의 브랜드프로모

션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며 최종적으로 페이퍼토

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프로모션전략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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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 /범위/구조도

본 논문의 연구는 기업이 페이퍼토이를 활용하여 브랜드를 프로모션함에 있어 효과

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1차로는 이론적 근거의 정립을 도모하며 선행 연구 문헌과 시장

의 자료조사를 통하여 페이퍼토이 디자인을 고찰해 보았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간단히 정리 하였다.

제2장, 페이퍼토이의 이론적 배경을 선행연구와 문헌 등을 통하여 기업의 브랜드프로

모션에 대해 일반적으로 고찰하였다.

제3장, 페이퍼토이의 게빌사 브랜드를 집중분석하여 사용용도에 맞는 페이퍼토이를

선별하고 소비자 맞는 스타일을 고민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페이퍼토이

의 현황을 분석해보고 이미지 포지셔닝 맵을 통하여 분석하고 심층적으로 연구해 보

았다.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프로모션인지도를 설문하고 페이퍼토

이의 스타일에 따른 선호도를 조사하여 이에 따른 설문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4장, 앞에서 고찰한 내용을 종합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해보았다.

제6장, 이론과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통식품인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기업의

브랜드 프로모션의 특성을 파악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위의 연구 범위와 방법을 통하여 첫째, 페이퍼토이의 개념과 국내시장에대한 반응을

알아본다. 둘째, 기업이 페이퍼토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사례를

알아보고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낸다 셋째,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브랜

드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잇는 페이퍼토이 디자인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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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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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 및 본연구의 차별성

1. 선행 연구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브랜드 프로모션에 관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기업프로모션이

나 마케팅관련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페이퍼토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논

문은 ‘페이퍼 토이를 활용한 광고 디자인 표현 지도 방안 연구 = A study about

Teaching Plans for Expression of Advertising Design with the Utilization of Paper

toy 저자 : 신은경’ 한 건 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큼 페이퍼토이라는 장르가 아직까지

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거나 연구되어지지 않은 새로운 영역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

다.

[표1] 페이퍼토이와 브랜드 프로모션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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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차별성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연구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단 몇 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연구는 충분히 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페이퍼토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몇 안되는 기업들의 페이퍼토이 표현기법과 페이퍼토

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사례를 연구하면서 페이퍼토이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으며, 본연구의 결과가 참고자료와 추가 연구 자료로 활용되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한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모션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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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페이퍼토이의 일반적인 개념

1. 페이퍼토이의 개념

가. 페이퍼토이 정의

페이퍼토이란 일차적으로 종이를 이용하여 만든 토이, 말 그대로 종이장난감을 의미

한다. 페이퍼 크래프트(paper-craft)의 파생으로 생겨난 장르로 우리나라의 종이인형과

페이퍼 크래프트(paper-craft) 사이에 존재하며 대체적으로 상업성을 띠고 만들어 졌

다. 소재는 종이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이며 어린아이들의 체험 교구로도 많이 사용되

어지고 있다. 페이퍼토이는 캐릭터를 활용해 조형물을 제작하는 작가들에게도 좋은 소

재로 활용되어진다. 조형물제작 시 비용이 많이드는 단점을 해결해주며 표현의 범위또

한 광범위하여 입체감을 알아보는 대체 연구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페이퍼토이는 대체적으로 1)DIY(Do It Yourself)형태로 일정한 도면이 주어지고 그

도면을 순서에 따라 뜯어서 접고 붙이면 토이가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리가미’2)라고 불려지며, 종이를 접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내는 기술자의 놀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 처럼 일전에는 기술자의 놀이였던 종이를

이용한 인형이나 종이장난감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다양한 후 가공공정을 거쳐 소

비자들이 구매하여 난이도 있는 작품을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엄밀하게는 반제품상태의 제품을 
구입해 직접 조립하거나 제작하도록 한 상품을 말한다. (위키백과)

2) 종이를 접어서 새나 옷·배·꽃·투구 같은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자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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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종이인형/페이퍼토이/페이퍼 크래프트 비교.

페이퍼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 우선 종이인형을 살펴보면 1980년대와 1990

년대에 학교 앞 문구점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여자아이들의 놀이문화였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추억이라는 소재로 사용되어질 뿐 양질의 장난감들에 밀려 시장에서 멀

어진지 오래다. 페이퍼 크레프트3)는 정교한 손재주를 자랑하는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여 작품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수십 장의 도면이 사용되어

지며 완성하는데 짧게는 2주 길게는 도세달이 걸리기도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페이

퍼 크래프트는 상업화 보다는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서서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 마

지막으로 페이퍼토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종이인형과 페이퍼 크래프트의 중간형태로

종이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의 퀄리티는 최대한 표현하고 지기구조(도면)은 단

순화 함으로써 만드는데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면 완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면 때문에

페이퍼토이가 기존의 종이인형, 페이퍼 크래프트와 다르게 사업성을 띨 수 있게 되었

다.

페이퍼토이는 철저하게 소비자 취향과 성향에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종이 인형과

페이퍼 크래프트의 경우 칼선4)이나 접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직접 잘라서 만들어야 하

3) 종이로 접은 공예품, 종이세공 
4) 칼로 자르지 않아도 뜯어 낼 수 있도록 후가공이 되어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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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페이퍼토이의 경우 칼 선과 더불어 접선5) 까지 친절하게 눌러

져있다. 또한 설명서와 패킹, 전시까지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만족도가 높다. 페

이퍼토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피규어나 아트토이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장식

성은 비슷한데서 페이퍼토이를 선호한다. 또한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 하는 사람들

이 즐겨 찾는다.

[그림2]판매용 페이퍼토이의 기본 구성

사업성을 지니지 않은 일반 페이퍼토이의 경우 도면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구성

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지금까지 판매되어지고 있는 페이퍼토이는 브랜드

별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그림2]와 같은 형태로 판매되어지고 있다.

5) 종이를 쉽게 접을 수 있도록 가이드 형태로 누름처리 되어 있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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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페이퍼토이의 특징

페이퍼토이의 특징이라 함은 가장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형태적인 특정이다.

페이퍼 크래프트와 다소 비슷한 측면들이 많지만 확실히 페이퍼토이는 페이퍼 크래프

트와 별개의 특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바로 형태적인 단순함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디자인할 때 있는 그대로의 표현보다 단순화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페이퍼토이는

그런 점에서 매력적인 느낌을 지닌다.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이나 캐릭터를 단순화 시

키고 그 단순함을 보완하기위해 그래픽적인 요소를 디테일하게 디자인한다.

[그림3] 페이퍼토이, 페이퍼 크래프트, 종이인형의 개념도

페이퍼토이는 [그림3]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단순한 플랜과 도형을 사용하여 만들어

지고 있다. 소비자가 구매 후 만드는 시간은 평균 한 시간이내이고 모양이 복잡해지

고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페이퍼 크래프트에 가까우며 사업성은 떨어지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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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토이의 형태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서 이야기 했듯 페이퍼토이라

고 칭할 수 있으려면 일단 형태가 단순해야하며 사람들이 일반소비자들(마니아가 아

닌)에게 충분히 어필 할 수 있는 DIY time 이어야 한다. 페이퍼토이는 아트토이의 개

념을 종이에 담아 제작되었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아트토이의 대부분이 페이퍼토

이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재료적인 측면이 가장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페이퍼토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페이퍼토이를 만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림4] 페이퍼토이의 형태와 만드는 시간관계

위 형태를 보면 각 회사별로 난이도에 따른 고유형태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페이

퍼 크래프트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는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만드는게 매력이라면 페이

퍼토이는 일정 포맷을 만들어 놓고 그 형태에 캐릭터를 적용시킴으로서 회사마다 독특

한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스타일은 브랜드의 인지도와 연결되고 많

은 사람들이 페이퍼토이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생각되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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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이퍼토이의 역사

페이퍼토이는 종이나 판지로 도면을 만들어 자르고 접거나 풀칠해서 붙이는 방법으

로 11세기부터 존재했으며 이를 ‘오리기 그림’이나 ‘판지 만들기’라고 했으며 영국애서

는 ‘종이공작 (Paper craft),라고 불렀다. 페이퍼 토이 제작에 처음으로 뛰어든 사람은

알자스(Alsace), 로렌(Lorraine), 독일 출신의 에피날(Epinal)등 판화 발행자 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종교화 애호가에만 국한되어 있던 고객층을 확장하고자 했다.. 그 한 예로

에피날 판화제작소의 상족자인 샤를 니콜라펠르랭(Nicola Pellerin)은 영국시장을 겨냥

해 여러 종류의 페이퍼 토이 도면을 제작했다. 영국 소녀들은 옷까지 갈아 입힐 수 있

는 종이 인영에 열광했으며 1840년부터는 남자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병정 페이

퍼토이도 개발되어 보급화 되었다.

[그림5] 1920년대와 1950년대에 존재했던 페이퍼토이 제품들 (집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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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 들어서는 페이퍼토이의 쓰임새는 아이들의 만들기 놀이에 그치지 않고 다

양한 분야에 활용되어지기 시작했다. 유럽의 경우 노인들의 소근육 발달을 위한 재활

치료용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아이들의 입체적인 인지능력을 향

상시켜주는 만들기 교구재로도 폭넓게 활용되어지고 있다.

한국에 페이퍼토이가 본격적으로 사업화되어지고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모모

트(MOMOT)의 페이퍼토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모모트(MOMOT)는 네

모 네모 로봇이라는 말의 약어로 종이모형의 각진 스타일을 담고 있다. 단순히 집에서

출력해서 칼이나 가위로 잘라 만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상식을 무너뜨

리고 모모트의 등장은 사람들에게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모모트의 등장으로 뒤를 잇

는 다양한 회사들이 생겨나게 된다. 2017년 현제 대략 10개내외의 회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곳곳에서는 페이퍼토이를 소재한 창업자들이 생겨나고 있

는 실정이다. 아직은 페이퍼토이가 100억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앞으로 인지

도가 늘어나고 페이퍼토이가 보편화됨에 따라 2020년까지 1000억원 정도의 성장을 예

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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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이퍼토이의 디자인 및 표현기법

국내의 페이퍼토이 기업들이 생산해 놓은 페이퍼토이들을 살펴보면 회사의 특징이나

컨셉들을 들여다 볼 수있다. 첫 번째 모모트이다.

[그림6] 모모트의 그래픽스타일과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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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트는 심플하면서도 특징있는 그래픽으로 자사의 베이스형태에 잘 녹여냈다는 평

을 받고 있다. 일러스트의 깔끔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림7] 페코토이의 그래픽스타일과 아이덴티티_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페코토이(PECOTOY)는 페이퍼토이업계에 후발주자에 속하지만 공격적인 투자와 협

업 등으로 2016년부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위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페코토이의

기본 형태에 작가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 다양한 느낌의 페이퍼토이들을 제작하여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페이퍼토이는 다양한 분야에 협업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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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트와 함께 초기 페이퍼토이 업체로 많은 제작경험을 가지고 있는 DNA

DesignStudio의 경우에도 두 가지 타입의 페이퍼토이 지기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DNA디자인스튜디오의 경우 난이도에 따라 초등학생부터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고안해낸 머리몸통 일체형 페이퍼토이 지기구조를 제작하였으며 중, 고등학생부터 원

활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머리몸통 분리형이 존재한다.

[그림8] DNA DesignStudio 의 페이퍼토이 그래픽 스타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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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DesignStudio 또한 영화,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등 다양한 분야의 페이퍼토

이를 개발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다. DNA DesignStudio의 경우도 모모트와 비슷한 스

타일로 일러스트의 간결한 느낌으로 페이퍼토이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느낌은 트

랜드 흐름에 맞는 디자인과 그래픽스타일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 액션그래프트라는 페이퍼토이 제작회사는 디자인적인 측면보다 페이퍼토이에

기능을 넣어 재미를 추가함으로써 표면적인 디자인이 아닌 움직임에 대한 차별성을 주

고 있어 신선함을 주고 있다. 액션크래프트는 페이스북 조회 수 8만 기록을 달성하기

도 했다.

[그림9] 액션 크래프트 제품과 페이퍼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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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페이퍼토이 시장과 브랜드 분석

1. 브랜드 페이퍼토이 시장과 발생배경

청년실업이 대두되어지고 있는 요즘 대학졸업시기가 다가오면 취업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 대기업의 문턱은 높고 일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

런 청년들의 실업에 대한 구제책으로 청년창업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이

디어가 좋고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학교든 기관이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2012년 탄생한 모모트 페이퍼토이도 이결과물의 성과이다. 학교과제로 시작

한 아이템의 사업성을 인정받고 학교 내 창업동아리의 인큐베이팅을 받아 취직보다는

아이템을 사업화 시키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페이퍼토이 회사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회사대표들이 나이가 젊은 편에 속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없던 시장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사업계획에 있어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색다르고 독창적인 아이템은 낮은 점수를 받게되어 있다. 시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트랜드와 제품의 개발방향을 정확하게 잡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한 어려움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모모트의 시장형성은 후발주자들의 베이

스가 되어줄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지금의 페이퍼토이 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페이퍼토이 시장도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모모트의 사례는 젊은 청년창업가

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제작비용이 저렴해서 쉽게 접근 가능한 페이퍼토이 장르에 많은

창업가들이 뛰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충분한 고민과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사업을 진

행한 많은 창업가들이 어려움에 봉착했고 그렇게 결과물로 만들어진 페이퍼토이들이

헐값에 온라인 샵을 통해 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시작단계에 있는 페이

퍼토이 시장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악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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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2013 2014 2015 2016

사업

체수
시장규모

사업

체수
시장규모

사업

체수
생산액

사업

체수
생산액

수치 3 10 8 30 10 50 15 100

이에 페이퍼토이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페이퍼토이는 쓰임새와 활용도가 높아 다양한 분야의 산업과

연계를 진행하는데 홍보프로모션 페이퍼토이 제작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외에도 교육

용, 체험용 아이템으로도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페이퍼토이 시장은 대략 100억원의 규모로 책정되어 있다. 하

지만 다른 산업에 비하면 극히 미비한 수준으로 앞으로도 발전 전망이 있으며 당분간

은 상승곡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반영하듯 2016년에는 페이퍼토이 협회가

설립되어 그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6)

(단위 : 억원)

<표 1-2> 페이퍼토이 시장변화 추이

6) IT조선 김형원 기자.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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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이퍼토이 브랜드 개발사 조사

국내에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업이 10여개가 존재하며 약간의 차별성을 두고 사업

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몇 업체를 채택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업체별 페이퍼토이

의 장단점과 스타일을 연구하여 프로모션에 적절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려고 한다. 선정

된 기업들은 점유율 상위 50%이내 기업으로 트랜드 민감도와 기업과의 홍보프로모션

의 수행 대응능력 등을 바탕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가. 모모트(MOMOT)

나. 페코토이(PECOTOY)

다. 해피페이퍼(Happy Paper)

라. DNA디자인(DNA DesignStudio)

마. 페이블(Pable)

바. 포비디(4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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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모모트(MOMOT)

회사개요

설립일_ 2012.07.03.(6년)

2015년 매출_ 12억7000만원

위치_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사업분야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진행

국내외 기업들과 제휴를 통한 페이퍼토이 제품개발

브랜드프로모션  및 기술지원 수행

주타겟층

상품종류

점유율

소비자가격

20-30대

약 51개 

30%

15,000-30,000원

제품이미지

가.모모트(MOM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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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페코토이 (PECOTOY)

회사개요
설립일_ 2014.10.15(4년)

위치_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사업분야

캐릭터 애니메이션, 인문,  사회과학연구개발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진행

작가와 콘텐츠 제휴를 통한 페이퍼토이 제품개발

주타겟층

상품종류

점유율

소비자가격

10-20대

약 45개 

15%

6,000-12,000원

제품이미지

나.페코토이(PECOT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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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해피페이퍼 (Happy Paper)

회사개요

설립일_ 2013.12.16(14년)

2015년 매출_ 7억1000만원

위치_ 서울 서대문구냉천동

사업분야

캐릭터 애니메이션, 인문,  사회과학연구개발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진행

작가와 콘텐츠 제휴를 통한 페이퍼토이 제품개발

주타겟층

상품종류

점유율

소비자가격

10대, 30-40대

약63개 

25%

3,000-40,000원

제품이미지

다. 해피페이퍼(HAPPY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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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DNA 디자인스튜디오

회사개요

설립일_ 2013.01.10(5년)

2015년 매출_ 2억3000만원

위치_ 광주 동구 동명로

사업분야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진행

자체상품 및 제휴를 통한 페이퍼토이 제품개발

브랜드프로모션  및 기술지원 수행

전시 및 체험진행

주타겟층

상품종류

점유율

소비자가격

10대, 20-30대

약 33개 

10%

5,000-38,000원

제품이미지

라. DNA디자인스튜디오 (DNA Design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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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페이블

회사개요
설립일_ 2013.10.16(5년)

위치_ 부산시

사업분야
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진행

자체상품 페이퍼토이 개발

주타겟층

상품종류

점유율

소비자가격

10-20대

약 7개 

5%

10,000-12,000원

제품이미지

마. 페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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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페이블

회사개요
설립일_ 2012(6년)

위치_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사업분야

캐릭터 디자인과  브랜딩 페이퍼토이 개발

자체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상품 생산

일러스트레이션, 콘셉아트

전시 및 행사

주타겟층

상품종류

점유율

소비자가격

10-30대

약 30개 

10%

5,000-30,000원

제품이미지

바. 4BD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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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조사된 페이퍼토이 기업들은 대부분 2012년 이 후 생성된 기업들이며 창업한

지 대부분 5년 정도의 젊은 기업들이 많다. 그 만큼 페이퍼토이 산업은 신산업이며, 체

계적으로 페이퍼토이에 대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행연구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페이퍼토이에 대한 연구학위 논문은 1건에 불과하다.

[그림10] 페이퍼토이 회사별 포지셔닝

조사 한 기업들의 포지션을 보면 고급화 전략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모모트가 트

랜디하고 높은 가격으로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고 후발주자들은 각자의 포지션을 두

고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반대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해피페이퍼는 다른 기업들에 비

해 저가정책을 펴고 있어 가격경쟁력이 높아 후발 제작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유

율을 가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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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페이퍼토이 분류

1.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페이퍼토이는 사실상 아직까지 확실한 분류가 없다. 아직 산업초반이라 종류 수도 제

한적이며 다양한 활용도에 따라 생성되어지고 있는 중이라 명확하게 분류가 안 되는

것일 수 있다. 지금까지 제작되고 출시된 페이퍼토이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나누어보

자면 교육용, 판매용, 프로모션용, 홍보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기능을 가진 기능

성 페이퍼토이등도 최근 출시되고 있다.

페이퍼토이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이외에도 그래픽 스타일이나 제작방식에 따라

다른 분류에 속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분류의 기준이 모호하고 제한적이어서 미비

한 차이를 두어 일반 소비자들이 그 분류를 이해가에는 아직까지도 난해한 부분이 존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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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에 따른 분류

<표 1-3>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페이퍼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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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기능성 페이퍼토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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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프로모션 페이퍼토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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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체험용, 교육용 페이퍼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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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및 소비자조사

제1절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브랜드 프로모션 사례조사

1. 브랜드 프로모션에 대한 이해

가. 프로모션의 정의

나. 브랜드의 정의

2.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브랜드 프로모션 사례

가. 모모트 X MCM

나. 4BD X 카카오프렌즈

다. DNA디자인스튜디오 X 두다다쿵

라. 페코토이 X 한국제지

제2절 소비자 설문조사 및 분석

1. 조사방법

2. 설문조사

3.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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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및 소비자 조사

제1절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브랜드 프로모션 사례조사

1. 브랜드 프로모션에 대한 이해

가. 프로모션의 정의

프로모션은 마케팅의 기본요소로써, 시장을 중심으로 생산자나 기업이 소비자에게 가

치를 제공하고 보상받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처럼 마케

팅의 기본 요소 4P인 제품, 가격, 장소, 촉진으로 상황분석과 전략을 도출해 내게 되는

것이다. 프로모션은 ‘촉진 시킨다’ 라는 단어로 정의 내릴 수 잇는데 상호 커뮤니케이

션의 일환으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이 구매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에 대해서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하여 판매

가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노력의 일체를 말한다.

대표적인 프로모션 수단으로는 광고를 이용한 대충매체를 활용하는 방법과 사람의관

심을 유도하기위한 단기적인 인센티브, 시사회, 콘테스트, 경품증정, 관람료 할인등의

촉진활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프로모션의 또 다른 방법중 하나는 홍보이다. 홍보 중에

는 프로모션의 효과를 극대회 시키는 브랜드의 제작발표회나 제품시연회, 영화나 드라

마의 제작 발표회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모션행사들이 진행되어진다. 이와같은 프로모

션들은 대중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위한 전반적인 활동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피알의

일부에 속하기도 한다.

이는 상품, 상품군 브랜드, 기업 등에 관한 정보나 메시지를 전파시키는 제반 행위

를 의미한다. 상품뿐 아니라 브랜드나 또는 사회, 지역,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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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널리 알리고자 고객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모든 행위와 노력이 모두 촉진이자 프로모션이라 할 수 있다.

현시대의 프로모션의 개념 정리를 하자면 기업, 영화, 엔터테인먼트 등 소비자나 고

객들의 관심을 받아야 이윤이 발생하는 집단은 트랜디(Trendy)하고, 센스티브

(Senstive)한 아이템을 찾아 협업을 진행하고 관심을 이끌어 낸다. 이는 곳 기사화되고

SNS를 통해 퍼져나가게 된다. 이와 같은 파장요과로 스타의 경우 팬층이 늘어나고 영

화 관람객 수가 증가하며 기업의 경우 고객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11] 프로모션용 페이퍼토이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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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브랜드의 정의

브랜드는 제품의 생산자 혹은 판매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들의 것과 차별화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독특한 이름이나 상징물의 결합체다. 현대 들어 브랜드는 단지 다

른 제품과 구별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성격과 특징을 쉽게 전달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

를 끌어올려 판매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는 상징 체계가 되었다.

브랜드는 고대에 소를 구별하고 잃어러비리 않기 위해서 주인의 이름을 불에 달군

인두로 찍는 낙인에서 시작된 말이다. 드넒은 들판에서 방목하고 있는 소를 다른 소의

무리로부터 구분하려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브랜드는 어떤 이름이나 상

징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브랜드가 시장경쟁에서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

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부터이다. 소비자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가 갖는 특징을 알

려주는 하나의 고유 명사라고 할 수 있다. 청량음료하면 코카콜라, 휴대폰하면 갤럭시,

김치냉장고하면 딤채 등의 예처럼 한ㅇ 업종이나 제품군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있고,

와인하면 프랑스, 시계는 스위스, 고급차는 독일처럼 한나라의 이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등도 있다.

브랜드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에서

가장 중용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인식되고 있는 브랜드

의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 브랜드는 상품의 물리적 특성보다는 소비자와 브랜

드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가 제품의 이름, 포장, 가격, 서비스

등의 경험을 통해 느끼는 감정에 힘입어 그 브랜드의 개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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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소비자의 욕구를 브랜드가 충족해주고,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면

그것은 물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이

처럼 브랜드의 개성이 소비자의 편익을 충족해 주었다면 고객에서 긍정적 지지를 지

속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브랜드는 곧 기업에도 매우 중요한 가치

를 7)제공하는 자산이 된다.

브랜드라는 것은 사소한 표식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소유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

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표식의 일종이다.

7)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디자인 기획과 전략 브랜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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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브랜드 프로모션 사례

가. 프로모션 사례1 (모모트와 MCM)

모모트는 기업과의 프로모션을 통해 성장한 회사라고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기업

들과의 많은 프로모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명품브랜드에 속하는 MCM과의 콜라보레

이션으로 모모트의 스타일과 트랜디함을 잘 표현하였고 MCM의 명품브랜드 느낌을

잘 살림으로써 성공적인 프로모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독일 현지촬영을 진행한

이미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기도 했다.

[그림12] 모모트와 MCM 프로모션 페이퍼토이 이미지

MCM와 MOMOT, IN BERLIN, 출처: 모모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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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MCM과 전속모델계약을 진행 중이던 YG Entertainment의 인기 아이돌 그

룹 빅뱅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프로모션이 또 다른 장르의 프로모션을

이끌어낸 케이스이기도 하다. 빅뱅페이퍼토이를 만들며 제작한 캐릭터아이콘을 통해

이외의 상품드리 추가로 제작되어지기도 했다. 이는 MOMOT에서도 사업초기 생각했

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프로모션과 협업을 통한 또 다른

홍보효과의 결과가 만들어 진 것이다.

[그림13] 모모트와 빅뱅 프로모션 페이퍼토이 이미지

모모트는 MCM 인지도 높은 명품브랜드와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과의 프로모션을

통해 자사 또한 많은 금전적 이득 이상을 취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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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모션 사례2 (4BD와 카카오프랜즈)

웹툰 작가들이 페이퍼토이 작업을 많이 해오던 4BD는 카카오 프랜즈의 귀엽고 앙증

맞은 캐릭터들을 심플하면서도 연령대에 맞게 표현하였다. 4BD의 경우 앞서 조사한

내용처럼 일정 형태에 맞춰 디자인하기보다는 원 캐릭터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는 구

조를 취하고 있다.

[그림14] 4BD와 카카오프렌즈 페이퍼토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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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프렌즈는 모모트나 DNA디자인스튜디오처럼 일정 포맷을 가지고 맞춰 나가는

디자인패턴 보다는 카카오프렌즈 고유의 형태를 잘 살릴 수 있는 페이퍼토이 제작사를

선호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4BD의 작업방식은 자사의 브랜드표현에 가장 효과적

이라 했다. 앞서 이야기했던 모모트와 다른점이다. 카카오프렌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서 발표한 캐릭터 선호도 조사에서 2015년부터 꾸준히 2위를 해오다가 2017년에는 드

디어 소비자가 뽑은 캐릭터 선호도 1위에 오르게 된다. 위의예시라면 4BD또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지도가 상승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4BD의 색이 잘 나타나

지 않은 이유로 카카오프렌즈 페이퍼토이는 기억할 수 있지만 페이퍼토이 제작업체

4BD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크게 많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된다.

대체적으로 이런식의 작업스타일을 프로모션이라고 칭하기보다는 OEM8)이라 칭하는

게 맞을 것이다. 프로모션과 콜래버레이션(Collaboration)9)과 OEM의 측면은 관계를 이

해하고 적절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페이퍼토이 제작사에게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보

다 더 멀리 보는 과제라 생각이든다.

8)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9) 일반적으로 ‘협력’, 마케팅 및 생산적 관점에서는 ‘합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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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모션 사례3 (DNA디자인스튜디오와 두다다쿵)

DNA디자인스튜디오와 아이스크림 스튜디오의 프로모션으로 진행된 두다다쿵10) 페이

퍼토이 5종세트 상품은 두회사의 컬래버레이션 성격이 강한 상품이다. 두 회사는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페이퍼토이 제작기술과 애니메이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

을 활용하여 뜻을 같이한 후 두다다쿵 페이퍼토이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아이스크

림 스튜디오는 프랑스와 중국에 애니메이션을 런칭을 진행하고 있었다. 아이스크림 스

튜디오의 입장에서는 두다다쿵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다양한 파생상품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런 요구에 적절하게 맞아떨어져 제공사와 제작사간의 라이센스 협

의라는 큰 과제를 생산된 제품의 분배로 해결하는 협업체결을 진행한 좋은 케이스라

하겠다.

[그림15] DNA디자인스튜디오와 두다다쿵

대부분의 페이퍼토이 제작사는 컨텐츠에 대한 목마름이 존재한다. 한국의 페이퍼토이

10) 《두다다쿵》는 EBS가 기획하고 아이스크림 스튜디오와 EBS가 공동 제작한 풀 3D 애니메이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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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기업인 모모트 조차도 자체 캐릭터 개발에는 제한적으로 제품이 양산되어지고 있고

판매율도 좋지 못하다. 인지도가 강한 디즈니와 마블캐릭터들의 대부분의 판매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하지만 디즈니와 마블캐릭터들의 어마어마한 라이센스 비용을 감당

해야 하므로 매출에 비해 순익이 많지 않다는 평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

점은 페이퍼토이 개발사들이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 생각되어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DNA디자인스튜디오와 아이스크림 스튜디오11)의 두다다쿵 페이퍼토이 개발은

혁신적인 사례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좋은 상품을 개발 후 플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시장에서 상품개발이 완성이 되었

을 때 그 때부터 숙제는 시작된다. 제품은 자본과 기술이 있으면 만들어 질 수 있다.

다음은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해 많은 수익을 발생시켜 양

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페이퍼토

이 시장은 이러한 점에서는 아직 불안정한 시장상황을 연출 하고 있다.

11) SBS방형 애니메이션 두다다쿵 개발업체, 광주광역시 남구 매월도 CGI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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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로모션 사례4 (페코토이와 한국제지)

2016년 7월21일에 진행되었던 2016핸드메이드코리아페어에서 한국제지의 독특한 부

스가 관람객들의 집중을 받는다. 바로 페코토이와 한국제지의 전시프로모션 행사 때문

이다. 한국제지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종이의 질을 홍보하

고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홍보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것이다. 자사의 종

이만가지고서는 이렇다 할 콘텐츠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페코토이가 더해지

면서 한국제지의 홍보관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두기업의 성격이 잘 맞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이렇다 할 소득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림16] 페코토이와 한국제지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관람객들은 자연스럽게 페이퍼토이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벤트

에 참여하고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페이퍼토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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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지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된다. 이렇게 한국제지와 페코토

이의 페이퍼토이는 함께 기억할 수 있게 된다.

그뿐 아니라 나흘간의 행사기간 동안 매일 다섯명의 일러스트레이터가 한국제지 부

스를 찾아, 자신의 페이퍼토이 작품을 전시한 아트월을 직접 소개하고, 관람객 사이에

섞여 라이브로 페이퍼토이 채색 작업을 퍼포먼스해 진정한 ‘시너지’의 메타포를 남겼

다. 또한 부스 중앙에는 대형 페이퍼토이에 빔 프로젝터로 영상을 쏘아 ‘페이퍼 파사

드’12)를 완성한 섹션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멈추어 있는 ‘인형’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역동성을 종이 오브제로 구현한 독창적인 설치물은 한국제지 부스를 구성한 이들

의 고민과 노고를 느끼게 했다.

한국제지의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이행사 소식은 페이퍼토이를 직접 만든 관람객들

의 SNS와 각종 매체에서 기사를 다루면서 성공적인 전시 프로모션으로 소개되었다.

12)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은 페이퍼토이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사하여 변화를 줌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이다. 기본적으로 프로젝션 맵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2D, 3D의 디지털 이미지 혹은 영상을 제작
하거나, 사물의 실제 크기를 변환하는 소프트웨어와 프로젝터, 컴퓨터 등의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13) 한국제지 소식 중



- 48 -

제2절 소비자 설문조사 및 분석

1. 조사방법

본 설문조사는 트랜드에 민감한 20대~30대의 젊은 층을 우선순위로 조사되었으며, 2

차조사군은 10대와 40대 이내로 진행되었다.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프로모션에 대한 반

응을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함으로써 프로모션의 완성도와 페이퍼토이의 스타일에 따라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얻고자 진행되었다. 페이퍼토이에 관심

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와 잘 알지 못하는 응답자의 비율을 유지하고자 장소와 시간대

를 설정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12가지의 페이퍼토이 스타일을 보고 (기업혼합) 질문에 알맞은 형식

을 단답 또는 중복으로 답함으로서 보다 세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

하고 설계하였다.

<표 2-1> 설문조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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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25 28.5%

여 313 71.5%

10대 59 13.4%

20대 182 41.5%

연령

30대 168 38.3%

40대 이상 29 6.6%

주부 53 12.1%

전문직 38 8.6%

직업

자영업 42 9.5%

직장인 135 30.8%

학생 126 28.7%

기타 44 10.0%

합  계 438 100.0%

<표 2-2> 조사대상의 통계적 분류를 위한 분포

조사의 기간으로는 2017년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총20일동안 실시하였으며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 중에 회수 되지 않은 것과 응답 내용이 불충분 한

것 12부를 제외한 총438부로 문항별 응답자의 빈도를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조사의 대상 범위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10~40대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

으며 트랜드에 민감한 젊은 층을 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응답자 438명 중 남성이 28.5%, 여성이 71.5%로 설

문에 응답하는 적극연령층이었으며 연령층은 10대가 13.4%, 20대가 41.5%, 30대가

38.3% 등으로 집계되었다. 직업은 직장인 30.8%, 학생 28.7%, 주부 12.1% 등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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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잘 알고 있다. 78 17.8%

본적 있다. 158 36.0%

간접적으로 알고 있다. 86 19.6%

잘 모른다. 84 19.1%

들어본 적 없다. 32 7.3%

구분 빈도 비율

모모트 256 28.4%

DNA DesignStudio 126 13.9%

페코토이 86 9.5%

페이블 20 2.2%

해피페이퍼 186 2.9%

4BD 56 10.7%

액션 크래프트 86 5.3%

페이퍼로 67 2.9%

이랑 12 10.7%

더 핑고 6 10.7%

났다.

<표 2-3> 페이퍼토이를 인지하는지에 대한 질문

페이퍼토이의 인지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고민했던 부분과 같이 역사가 짧기 때문

에 페이퍼토이에 대한 인지부분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들어났다. 50% 이상이 페이퍼

토이를 직접적으로 본적 없다는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표 2-4> 인지가 있는 페이퍼토이 업체를 선택하시오(중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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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아이언맨페이퍼토이 324 23.1%

슈퍼맨 페이퍼토이 214 15.3%

베트맨 페이퍼토이 256 18.3%

현대자동차페이퍼토이 70 5.0%

 EXO 페이퍼토이 167 11.9%

나이키 페이퍼토이 124 8.9%

고래밥 페이퍼토이 45 3.2%

러버덕 페이퍼토이 65 4.6%

  액션 페이퍼토이 89 6.3%

덤앤더머 페이퍼토이 40 2.8%

<표 2-4> 에 나타난 것과 같이 페이퍼토이 업계에서 5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기업인 모모트의 인지도가 30%를 밑 돌고 있는 현상을 설문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중복투표가 가능한 점을 가만 한다면 실질적 수치는 더 낮게 표출 될 것이다.

도시의 문화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점

을 가만 한다면 외각 지역이나 소외지역의 설문조사 결과는 이보다 더 인지가 떨어진

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표 2-5> 온오프라인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 페이퍼토이 선택(중복가능)

페이퍼토이의 인지도 설문에서 페이퍼토이를 알고 있는 정도가 캐릭터의 인지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웅 캐릭터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아이언맨 페이퍼

토이를 선택한 사람이 23.1%로 가장 많았으면 그 뒤를 베트맨 페이퍼토이 18.3%, 슈

퍼맨페이퍼토이 15.3%로 뒤를 이었다. 브랜드인지도가 있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현대자

동차페이퍼토이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에 불과해 현대자동차의 인지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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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고래밥 페이퍼토이 러버덕 페이퍼토이 등이

선택하는 숫자가 적어 캐릭터나 브랜드의 인지도에 비해 페이퍼토이를 기억하는 사람

의 수가 많지 않았다.

다음은 일반적인 인지 내역과 달리 이미지를 보여주고 표현력이나 그래픽 스타일에

따라 응답자들이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12개의 페이퍼토이 이미지

그래픽 설문지를 설정하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는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미지

의 표현만 놓고 선택이 가능하게 준비하였다.) 항목은 브랜드의인지도와 페이퍼토이

인지도의 포지션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선택시 두가지 또는 한가지를 고려하여 선택하

는데 착안점을 두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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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페이퍼토이 프로모션 예시 12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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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나이키 280 20.1%

DC코믹스 389 60.5%

스푸키즈 245 17.1%

티몬 126 6.1%

쿠팡 123 3.5%

아반떼 88 12.8%

EXO페이퍼토이 121 60.5%

쏠라원투쓰리 34 17.1%

루이까또즈 56 6.1%

NC다이노 45 3.5%

춘향전 23 6.1%

고래밥 68 3.5%

<표 2-6> 위 이미지 중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다고 생각되는 페이퍼토이 선택(중복가능)

위 설문은 페이퍼토이를 잘 모르고 있더라도 페이퍼토이의 이미지를 보고 잘 표현되

었다고 생각되는 페이퍼토이를(중복가능) 선택하는 설문이었다. DC코믹스의 영웅시리

즈를 선택한 응답자가 6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나이키로 20.1% 그다음이 스푸키

즈로 17.1%를 달성하고 있었다. 쏠라 원투쓰리는 시대적으로 고전캐릭터여서 생각보다

공감하는 응답자들이 적었으며, 춘향전과 NC다이노 역시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하였

다.

모모트가 진행한 나이키와 루이까또즈는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적절성에서 상반

된 결과가 나와 이연구의 내용을 뒷받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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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적절한표현 56 12.7%

형태의 안정감 49 11.1%

그래픽표현 112 25.5%

형태와 캐릭터의 조화 158 36.0%

브랜드인지도 48 10.9%

잘모르겠다. 15 3.4%

구분 빈도 비율

브랜드를 알리는데 효과적 59 13.4%

소재와 표현이 신선하다 148 33.7%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다 89 20.3%

생소하다 64 14.6%

브랜드전달력이 약하다 32 7.3%

잘모르겠다 42 9.5%

<표 2-7> 7번 항목에서 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시 중 페이퍼토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페이퍼토이의 형태와 캐릭터의

특성이 조화롭게 표현되어 선택했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많았고 그래픽적인 표현이

잘되어서로 응답한 응답자가 25.5%로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결과 대체적으로 대중들이

좋아 하는 스타일은 그래픽이 탁월한 형태와 캐릭터의 특성이 잘 어울어지는 느낌을

선택하는 응답자들이 주를 이루었다

<표2-8>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프로모션(이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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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기업이미지를 적절하게 표현한 페이퍼토이 128 29.2%

완성도 높은 페이퍼토이 디자인 22 5.0%

만들기 쉬운 페이퍼토이 56 12.7%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 충실한 페이퍼토이 165 37.6%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의 페이퍼토이 42 9.5%

인지도가 높은 페이퍼토이 25 5.7%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프로모션(이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설문조사에 응답자

들은 대부분 신선하다는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40% 이상의 응답자

들이 생소하다 또는 브랜드 전달력이 약하다는 의견을 냄으로써 페이퍼토이 프로모션

행사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대목이다.

<표 2-9> 브랜드이미지 홍보를 위한 페이퍼토이 프로모션의 적절한 방법

브랜드이미지를 홍보하기위해 프로모션용 페이퍼토이로 어떤스타일이 적합한지에 대

한 질문에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의 이미지를 적절하게 표현한 페이퍼토이가 37.6%

와 29.2%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이나 인지도가 높은

페이퍼토이들은 고객의 스타일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프로모션의 성격에서 고민한다

면 기업과 브랜드의 위치에 알맞은 페이퍼토이가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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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기업브랜드 프로모션용 페이퍼토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페이퍼토이를 제

작하는 기업에서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적절하게 표현을 해야 하며,

인지도와 스타일이 좋다고해서 충분한 교려와 스타일 연구 없이 페이퍼토이를 제작한

다면 오히려 역효과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설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단편적인 예가 바로 모모트의 나이키와 모모트의 루이까또즈를 들수 있다. 같은회사에

서 만들어 졌지만 트랜디한 스타일의 모모트 페이퍼토이가 적절하게 잘 조화된 나이키

프로모션의 경우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모모트의 특성과 잘맞지 않았던 루이까또즈는

설문응답자의 많은 선택을 받지 못하였다. 페이퍼토이를 제작하는 회사의 퀄리티만 고

려한다면 나이키와 루이까또즈의 페이퍼토이 반응이 비슷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의 브

랜드와 적절하게 잘 어울어 졌는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주어짐에 따라 많은 차이로 선

택이 갈리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는 페이퍼토이 회사를 선택해서 높은 퀄리

티의 작업을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는 기업에서도 충분히

경정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어진다. 기업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느

낌과 성격이 잘 맞는 페이퍼토이 제작사를 선택하여 진행한다면 아마도 더욱 좋은 결

과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페이퍼토이 제작사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생각해볼 때 페이퍼토기본 폼에 얼마나 프

로모션을 진행하는 브랜드의 느낌을 잘 표현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사의

색을 너무 많이 피력해도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당할 것이며, 브랜드 성격에 치중한

페이퍼토이를 개발하게 되면 페이퍼토이 제작사의 존재감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적절

한 중간지점을 찾아 트랜디한 느낌으로 접근할 때 소비자는 크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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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1절 문제점

연구를 시작할 때 생각했던 문제점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연구를 진행하는 내내 머

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짧은 시장형성 기간만큼이나 아직까지 페이퍼토이 시장에 정립

되어있는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업 초기의 기업들이 정해진 길을 가지 않고 불

모지를 개척해 나간다는 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라 생각되어진

다. 짧은 역사만큼 아직까지 정립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도 새로운 페이퍼토

이와 새로운 표현방식으로 업계들과 좋은 효과를 만들어 나가기위한 진행형이라 생각

한다. 문제점에 대한 고민은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다.

첫째, 짧은 역사를 들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야 우리나라는 취미에 대한 사업 분야

가 성행하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페이퍼토이라는 장르가 생성되었지만, 오래전부터

시작된 타국가의 페이퍼토이 시장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페이퍼토이는 아직 걸음마 단

계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념을 정립하고 논리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

상조일 수 있다.

둘째,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이다. 역사가 짧은 만큼 각 기업들 상호간, 산업전반의 데

이터가 공유되고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각 기업의 영업기밀 사항 일수도 있는 부분

인데 공유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로 결론을 유추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셋째, 소비자의 폭넓은 인식이다. 페이퍼토이사업이 생성 된지 5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페이퍼토이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못하는 소비자들이 대다수이다. TV나 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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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에서는 아직 이색 아이템의 사업 분야로 소개 되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점은 간혹 문제점으로 인식되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페이퍼토이의 사업 확

장성이 무궁무진 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본연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콜라보레이션 기업들이 트랜디함과 감각적인 페이퍼

토이 업체를 선정하지만 프로모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하고 제품의 이미지

와 페이퍼토이회사의 이미지가 적절하게 조화가 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비용대비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용적인 손해가 발생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결국 비용을 들어 프로모션을 진행한 기업과 페이퍼토이를 활

용하여 광고주의 제품을 페이퍼토이로 어필하는 기업모두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어려

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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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선방향

앞에서 페이퍼토이를 제작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 살펴보고 조사한 결과를 토

대로 프로모션의 스타일과 방식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보여준 페이퍼토이의 다양한

프로모션의 결과물들은 좋고 나쁨을 떠나 모두 신선하고 트린디 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처럼 소비자의 인식과 정리되지

않은 스타일들은 정해진 결론을 내기 힘들며 상황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기도 하는 단점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점 들이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프로모션을

진행함에 있어 자칫 브랜드의 이미지를 무뎌지게 만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선방향을 고려한다면, 트랜디하고 감각적인 아이템, 신선하고 독특

한 아이템인 페이퍼토이를 무조건적으로 적용시킨다고 기업의 브랜드에 이입되고 접목

되는 것이 아니다. 프로모션을 제안하는 기업에서는 기업에서 내새우고자 하는 브랜드

이미지 또는 제품과 페이퍼토이 제작사의 스타일과 이미지가 잘 맞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혹여 젊은 감각과 활동적인 이미지를 주어야 하는 젊은 스포츠브랜드가 페이

퍼를 활용한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견적이나 작업의 용이성을 고려해

슬로우하고 자연친화적인 이미지의 페이퍼토이 제작사를 선택하여 프로모션을 진행한

다면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의 브랜드와

이미지가 적절하고 그래픽스타일과 회사가 추구하는 컨셉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진행

한 후 페이퍼토이 회사를 선정하고 프로모션 제안을 진행해야 한다.

페이퍼토이 개발사에서는 기업에서 브랜드 프로모션을 제안을 받았을 때 자사의 페

이퍼스타일을 버리고 OEM방식의 개발 납품을 선택한다면, 개발사의 색을 잃어버리는

결과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프로모션 진행 중 개살바에 많은 관섭과 제제를

가하지 않은 선에서 프로모션 결과물을 수용해야 한다. 기업에서 브랜드에 치중한 나

머지 처음 생각했던 페이퍼토이 제작사의 트랜디하고 감각적인 느낌을 저해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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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문제점과 상당히 비슷한 맥락을 가지

고 있다. 신사업 분야로 짧은 역사, 풍부하지 않은 데이터, 기업들 간의 정보 교류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업계에서도 이 분야에 대

한 정확한 정보나 연구항목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 또한 한계점 의 일부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한계점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소비자의 인식을 들 수 있다. 아직까지 페이퍼토이에

대한 인지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설문조사나 연구결과의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작은 연구들이 기본 자료가 되어 더욱 정확한 연구결과

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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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는 페이퍼토이 회사를 선택해서 높은 퀄리

티의 작업을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는 기업에서도 충분히

경정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어진다. 기업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느

낌과 성격이 잘 맞는 페이퍼토이 제작사를 선택하여 진행한다면 아마도 더욱 좋은 결

과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페이퍼토이 제작사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생각해볼 때 페이퍼토기본 폼에 얼마나 프

로모션을 진행하는 브랜드의 느낌을 잘 표현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사의

색을 너무 많이 피력해도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당할 것이며, 브랜드 성격에 치중한 페

이퍼토이를 개발하게 되면 페이퍼토이 제작사의 존재감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적절한

중간지점을 찾아 트랜디한 느낌으로 접근할 때 소비자는 크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연구를 시작할 때 생각했던 문제점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연구를 진행하는 내내 머

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짧은 시장형성 기간만큼이나 아직까지 페이퍼토이 시장에 정립

되어있는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업 초기의 기업들이 정해진 길을 가지 않고 불

모지를 개척해 나간다는 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라 생각되어진

다.

문제는 콜라보레이션 기업들이 트랜디함과 감각적인 페이퍼토이 업체를 선정하지만

프로모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하고 제품의 이미지와 페이퍼토이회사의 이미

지가 적절하게 조화가 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

우 비용대비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용적인 손해가 발생 할 수 있다. 이 때 브랜드르 프로모션을 진해한 기업이나

페이퍼토이를 제작하여 납품한 두업체 모두에게 아쉬운 결과물이 주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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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디하고 감각적인 아이템, 신선하고 독특한 아이템인 페이퍼토이를 무조건적으로

적용시킨다고 그러한 것들이 내 회사의 브랜드레 바로 이입되고 접목되는 것이 아니

다. 자사의 브랜드와 적절하고 그래픽스타일과 회사가 추구하는바가 비슷한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진행한 후 페이퍼토이 회사에 많은 관섭과 제제를 가하지 않은 선에서

프로모션 결과물을 수용해야 한다. 기업에서 브랜드에 치중한 나머지 처음 생각했던

페이퍼토이 제작사의 트랜디하고 감각적인 느낌을 저해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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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graphic Guide to Cycling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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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1. 모모트 홈페이지    http://momot.co.kr

2. 노트폴리오 기사    (MOMOT) http://magazine.notefolio.net/story/paper_toy

3. 위키백과           ko.wikipedia.org 

4.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5. 한국제지 X 페코토이 기사

   www.hankukpaper.com/ko/pr/viewPrnews.do?id_bbs=452&page=A

6.네이버사전           dic.naver.com

7.네이버 시사상식      terms.naver.com

8. 해피페이퍼          www.happypaper.co.kr

9. 페코토이 스토어팜   storefarm.naver.com/pecotoy

10. 페코토이 홈페이지  pecotoy.com

11. 디자인이랑         www.designirang.co.kr

12. 페이퍼로           www.ipapero.com

13. DNA DesignStudio blog.naver.com/dna_design

14. 모모트 마켓        www.momotmarket.com

15. 모모트페이스북     www.facebook.com/momotkorea

16. 페이퍼펀          www.paperfun.co.kr

17. 4BD               www.the4bd.com

18. 토토리             www.totore.co.kr

19. 토이몽             www.mytoymong.com

20. 앤츠팩토리         www.antzfactory.co.kr/main

* 신문기사 

1. 서울숲 페이퍼토이전

   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504010001464

2. 아트토이컬쳐 페이퍼토이 소개 

   gvalley.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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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키덜트 전시모모트  :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70911&Branch_ID=kr&rssid=naver&mn

_name=news

4. 키엘 X 모모트 기사 :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6020208348089481&outlin

k=1

5. 올리브영 X 모모트 :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84537&g_menu=022500&rrf=

nv

6. 모모트 X 글라소비타민 워터 콜라보레이션 

http://osen.mt.co.kr/article/G1110126393

7. 애니모드, 모모트 페이퍼토이전 :

http://www.etnews.com/20140324000025

8. 모모트 X 김재중 콜라보레이션 성공적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457

9. 키엘 X 발렌타인데이 모모트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90984

10. DNA디자인스튜디오 X 머드  콜라보레이션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424502

11. 페이퍼토이 특별전 DNA디자인스튜디오외 8팀

http://magazine.jungle.co.kr/designnews/daily/view_new.asp?idx=26216&cate=17&pag

e=1&NewsNo=365569229&m_idx=&news_type=daily

12. DNA디자인스튜디오 신세계백화점 문화행사 

http://news1.kr/articles/88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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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목차

P10. [그림1]종이인형/페이퍼토이/페이퍼 크래프트 비교.

P11. [그림2]판매용 페이퍼토이의 기본 구성

P12. [그림3] 페이퍼토이, 페이퍼 크래프트, 종이인형의 개념도

P13. [그림4] 페이퍼토이의 형태와 만드는 시간관계

P14. [그림5] 1920년대와 1950년대에 존재했던 페이퍼토이 제품들 (집만들기)

P16. [그림6] 모모트의 그래픽스타일과 아이덴티티 (출처: 상상마당 홈페이지)

P17. [그림7] 페코토이의 그래픽스타일과 아이덴티티_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P18. [그림8] DNA DesignStudio 의 페이퍼토이 그래픽 스타일링

P19. [그림9] 액션 크래프트 제품과 페이퍼토이

P29. [그림10] 페이퍼토이 회사별 포지셔닝

P37. [그림11] 프로모션용 페이퍼토이의 개념도

P39. [그림12] 모모트 X MCM 프로모션 페이퍼토이 이미지

P40. [그림13] 모모트 X 빅뱅 프로모션 페이퍼토이 이미지

P41. [그림14] 4BD X 카카오프렌즈 페이퍼토이 이미지

P43. [그림15] DNA디자인스튜디오 X 두다다쿵

P45. [그림16] 페코토이 X 한국제지

P51. [그림17] 페이퍼토이 프로모션 예시 12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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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P21. <표1> 페이퍼토이와 브랜드 프로모션에 관한 선행연구

P21. <표 1-2> 페이퍼토이 시장변화 추이

P31. <표 1-3>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페이퍼토이

P32. <표 1-4> 기능성 페이퍼토이 분류

P33. <표 1-5> 프로모션 페이퍼토이의 분류

P34. <표 1-6> 체험용, 교육용 페이퍼토이

P47. <표 2-1> 설문조사 사항

P48. <표 2-2> 조사대상의 통계적 분류를 위한 분포

P49. <표 2-3> 페이퍼토이를 인지하는지에 대한 질문

P49. <표 2-4> 인지가 있는 페이퍼토이 업체를 선택하시오(중복가능)

P50. <표 2-5> 온오프라인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 페이퍼토이 선택(중복가능)

P52. <표 2-6> 위 이미지중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다고 생각되는 페이퍼토이

선택(중복가능)

P53. <표 2-7> 7번 항목에서 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P53. <표 2-8>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프로모션(이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

P21. <표 2-9> 브랜드이미지 홍보를 위한 페이퍼토이 프로모션의 적절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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